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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이하 "사단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

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사단법인의 재무제표는 사단법인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사단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

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

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

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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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단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

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

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사단법인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사단법인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

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

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

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

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

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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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

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기타사항

사단법인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

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0년 3월 27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

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2 밀브리지홀 4층               

가 립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박 개 성               

2021년 2월 1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1년 2월 1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사단법인의 재무제표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

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3 -



(첨부)재 무 제 표

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제 7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제 6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오지철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3길 34, 3층(가락동)

(전   화) 02 -  43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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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단위 : 원)

과                        목
제 7(당) 기

(공익목적사업)
제 6(전) 기

(공익목적사업)

자산

Ⅰ. 유동자산 1,416,998,188 1,491,277,253

1. 당좌자산 1,416,998,188 1,491,277,253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1,114,119,958 868,408,492

단기금융상품(주석3) 300,000,000 610,000,000

미수법인세 2,342,230 1,386,200

미수수익 536,000 11,482,561

Ⅱ. 비유동자산 7,409,706 8,012,216

1. 유형자산(주석4) 7,409,706 8,012,216

비품 11,003,076 9,481,076

감가상각누계액 (3,593,370) (1,468,860)

자산총계 1,424,407,894 1,499,289,469

부채

I. 유동부채(주석5) 60,125,077 23,605,584

미지급금 46,642,635 11,437,152

예수금 13,482,442 12,168,432

II. 비유동부채 - -

부채총계 60,125,077 23,605,584

순자산

I. 기본순자산 50,000,000 50,000,000

법인기본금(주석3,7,8) 50,000,000 50,000,000

II. 보통순자산(주석7,8) 1,314,282,817 1,425,683,885

미처분잉여금 1,314,282,817 1,425,683,885

순자산총계 1,364,282,817 1,475,683,885

부채및순자산총계 1,424,407,894 1,499,289,469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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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성 과 표

제 7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6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단위 : 원)

과                        목
제 7(당) 기

(공익목적사업)
제 6(전) 기

(공익목적사업)

Ⅰ. 사업수익(주석11) 3,084,113,224 2,128,698,675

공익목적사업수익 3,079,832,714 2,112,022,196

1. 보조금수입 1,293,580,000 1,200,300,000

2. 후원금수입 1,786,252,714 911,722,196

이자수익 4,280,510 16,676,479

 Ⅱ. 사업비용(주석9) 3,247,336,377 2,530,088,842

사업수행비용 2,956,765,163 2,315,768,656

1. 해외사업비 1,898,484,195 1,812,909,220

2. 취약계층지원사업비 873,402,208 165,428,938

3. 나눔사업비 184,878,760 337,430,498

일반관리비용 193,529,716 177,942,327

모금비용 97,041,498 36,377,859

 Ⅲ. 사업손실 163,223,153 401,390,167

 Ⅳ. 사업외수익 10,012,662 2,776,065

잡이익 10,012,662 2,776,065

 Ⅴ. 사업외비용 8,190,577 -

잡손실 8,190,577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손실 161,401,068 398,614,102

Ⅶ. 법인세비용 - -

Ⅷ. 당기운영손실 161,401,068 398,614,102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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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1. 회사의 개요 

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이하 "사단법인")은 2008년 5월에 외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당기말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이래 빈곤과 질병, 장애로 고통받는 국내외 아동들의 건강회복 및 건전

한 성장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주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관 제 1장 제 4조).

- 빈곤, 장애, 소외아동들에 대한 의료 및 교육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역의 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자원봉사자, 후원자, 회원의 교육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및 인쇄물 제작 등

2.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사단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

성하였습니다.

  

사단법인의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재무제표의 작성단위

사단법인은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보아 지부 및 직영시설을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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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부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 시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

로 사업부문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사업부문의 구분이 재

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이 없으며, 전체 재무제표를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표

시하였습니다.

  

2.3 유의적 회계정책

사단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사단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동자산

사단법인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으로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

금 및 재고자산 등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산

사단법인은 장기적인 투자 등과 같은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장기성예적금, 장기투

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하며,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

사단법인은 사업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

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감가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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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정액법으로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비품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를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4) 기타비유동자산

사단법인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

용과 장기미수금 등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유동부채

사단법인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

기부채 등을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비유동부채

사단법인은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 순자산

① 기본순자산

사단법인은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

산을 기본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보통순자산

사단법인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보통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순자산은 잉여금과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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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금으로 구분합니다.

  

(8) 사업수익

사단법인의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으로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등으로 구분

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과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

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하였습니다.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현

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기부

를 받지 않았더라도 증거력이 충분한 기부약정과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

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9) 사업비용

사단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

가를 사업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

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수행비용

사단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

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수행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 일반관리비용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관리비용으로 분

류하고 있습니다.

  

③ 모금비용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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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비용을 모금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분배비용, 인력

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

나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분배비용 :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

- 인력비용 :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

- 시설비용 :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

- 기타비용 :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

  

(10) 퇴직급여

사단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임직원의 근무용역제

공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사업외수익비용

사단법인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유형자산처분손익, 유형자산손상

차손및 환입, 기타의 대손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을 사업외수익비용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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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위:천원).

계정과목 종  류 금융기관명
금  액

사용제한내용
당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우리은행 50,000 -  기본재산

4.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

구   분 기   초 취   득 감가상각비 기   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비품 8,012 1,522 (2,125) 7,409 11,003 (3,593)

(전기)

구   분 기   초 취   득 감가상각비 기   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비품 8,649 - (636) 8,012 9,481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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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할 부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단위:천원).

계정과목
금   액

내   용
당기말 전기말

미지급금 46,643 11,437 법인카드, 미지급연차 등

예수금 13,482 12,168 4대보험 및 소득세,주민세 등

합    계 60,125 23,605 　

6. 퇴직급여충당부채 

사단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며, 당기 확정기여납입액으로 

인한 퇴직급여는 42,959천원(전기 : 35,065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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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순자산 

(1) 사단법인의 당기말 현재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취득원가 공정가치

정기예금 50,000 50,000

(2) 당기와 전기의 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1년 3월 31일 처분확정일   2020년 3월 31일

(단위: 천원)

과   목 제 7(당) 기 제 6(전) 기

미처분잉여금 　 1,314,283 -  1,425,684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1,425,684 　 1,824,298 -  

  당기운영이익(손실) (161,401) 　 (398,614) -  

  전기오류수정이익 50,000 　 -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입 -  　 -  　

잉여금처분액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  　 -  　

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1,314,283 　 1,42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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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순자산 변동내역 

가. 당기와 전기의 순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공익목적사업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총계
잉여금 준비금

전기초 50,000 1,824,298 -  1,874,298 

당기운영손실 -  (398,614) -  (398,614)

전기말 50,000 1,425,684 -  1,475,684 

당기초 50,000 1,425,684 -  1,475,684 

전기오류수정이익 -  50,000 -  50,000 

당기운영손실 -  (161,401) -  (161,401)

당기말 50,000 1,314,283 -  1,36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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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비용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  기)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  계

 사업수행비용 2,141,198 608,999 10,097 196,471 2,956,765 

    1. 해외사업비 1,370,612 441,297 7,212 79,363 1,898,484 

    2. 취약계층지원사업비 770,586 94,951 1,442 6,423 873,402 

    3. 나눔사업비 -  72,751 1,443 110,685 184,879 

 일반관리비 -  182,131 2,646 8,753 193,530 

 모금비용 -  32,491 721 63,829 97,041 

합   계 2,141,198 823,621 13,464 269,053 3,247,336

(전  기)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  계

 사업수행비용 1,537,647 529,417 40,905 207,800 2,315,769 

    1. 해외사업비 1,372,218 388,707 31,815 20,170 1,812,910 

    2. 국내사업비 165,429 -  -  -  165,429 

    3. 나눔사업비 -  140,710 9,090 187,630 337,430 

 일반관리비 -  166,741 6,817 4,384 177,942 

 모금비용 -  12,260 -  24,118 36,378 

합   계 1,537,647 708,418 47,722 236,302 2,53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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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수   익 비   용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기   타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 - 34,980 34,980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법

인으로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1.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의 거래내역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주

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한국국제협력단 보조금수입 1,119,580 지정기탁사업 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수입 150,000 후원금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 후원금수입 551,206 지정후원금 등

주식회사 에이티넘파트너스 후원금수입 203,000 후원금

(전기)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한국국제협력단 보조금수입 1,131,050 지정기탁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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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당기말 현재 사단법인은 국내,외 프로젝트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

터  2,813,997천원의 이행지급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18 -


	하트하트인터내셔널 사단법인_표지_2020.pdf
	(사)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감사보고서_2012_draft_v9.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