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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

당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종

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

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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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

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

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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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

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

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재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

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

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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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    

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를 발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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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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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     

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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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25, 607호               

가 립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박개성               

2022년 2월 18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

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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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 재단

제 34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 33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대표이사 신인숙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23길 34

(전   화) 02 -  43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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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무 상 태 표

제 34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33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34(당) 기 제 33(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                        산 　 　 　 　 　 　

Ⅰ. 유동자산 2,023,977,832 1,833,526,807 190,451,025 2,781,629,355 2,518,934,200 262,695,155

   1. 당좌자산 2,023,977,832 1,833,526,807 190,451,025 2,781,629,355 2,518,934,200 262,695,155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1,805,669,302 1,625,984,737 179,684,565 2,469,304,120 2,206,799,205 262,504,915

단기금융상품(주석4) 200,000,000 200,000,000 - 300,000,000 300,000,000 -

당기법인세자산 210,289 174,259 36,030 4,570,490 4,427,730 142,760

      선급비용 5,461,510 5,461,510 - 3,599,320 3,599,320 -

미수금 10,730,430 - 10,730,430 47,480 - 47,480

미수수익 1,906,301 1,906,301 - 4,107,945 4,107,945 -

Ⅱ. 비유동자산 5,176,124,004 5,176,124,004 - 5,288,618,894 5,288,618,894 -

   1. 유형자산(주석5) 5,145,636,604 5,145,636,604 - 5,288,588,894 5,288,588,894 -

토지 564,854,280 564,854,280 - 564,854,280 564,854,280 -

건물 6,055,213,410 6,055,213,410 - 6,055,213,410 6,055,213,410 -

감가상각누계액 (1,488,573,328) (1,488,573,328) - (1,337,192,968) (1,337,192,968) -

비품 315,257,523 315,257,523 - 302,743,523 302,743,523 -

감가상각누계액 (301,115,281) (301,115,281) - (297,029,351) (297,029,351) -

차량운반구 55,643,810 55,643,810 - 55,643,810 55,643,810 -

감가상각누계액 (55,643,810) (55,643,810) - (55,643,810) (55,643,810) -

   2. 무형자산(주석6) 29,957,400 29,957,400 - - - -

소프트웨어 29,957,400 29,957,400 - - - -

   3. 기타비유동자산 530,000 530,000 - 30,000 30,000 -

   기타보증금 500,000 500,000 - - - -

우편가입권 30,000 30,000 - 30,000 30,000 -

자      산      총      계 7,200,101,836 7,009,650,811 190,451,025 8,070,248,249 7,807,553,094 262,695,155

부                        채 　 　 　 　 　 　

I. 유동부채(주석7) 54,142,020 45,367,815 8,774,205 60,920,505 54,980,929 5,939,576

미지급금 4,100,933 4,100,933 - 2,783,258 2,783,258 -

      미지급비용 29,573,962 27,044,735 2,529,227 40,034,736 37,629,234 2,405,502

예수금 14,222,147 14,222,147 - 14,568,437 14,568,437 -

부가세예수금 6,244,978 - 6,244,978 3,534,074 - 3,534,074

II. 비유동부채 130,380,290 - 130,380,290 195,570,436 - 195,570,436

선수수익 130,380,290 - 130,380,290 195,570,436 - 195,570,436

부      채      총      계 184,522,310 45,367,815 139,154,495 256,490,941 54,980,929 201,510,012

순          자           산 　 　 　 　 　 　

I. 기본순자산 5,834,522,000 5,834,522,000 - 5,834,522,000 5,834,522,000 -

기본순자산(주석10,11) 5,834,522,000 5,834,522,000 - 5,834,522,000 5,834,5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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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34(당) 기 제 33(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I. 보통순자산(주석11) 1,181,057,526 1,129,760,996 51,296,530 1,979,235,308 1,918,050,165 61,185,143

미처분잉여금 1,181,057,526 1,129,760,996 51,296,530 1,979,235,308 1,918,050,165 61,185,143

순    자    산    총    계 7,015,579,526 6,964,282,996 51,296,530 7,813,757,308 7,752,572,165 61,185,143

부 채 및 순 자 산 총 계 7,200,101,836 7,009,650,811 190,451,025 8,070,248,249 7,807,553,094 262,695,15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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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영 성 과 표

제 34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3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34(당) 기 제 33(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Ⅰ. 사업수익(주석14) 2,369,463,198 2,103,623,583 265,839,615 2,996,157,959 2,860,326,716 135,831,243

    공익목적사업수익 2,099,042,111 2,099,042,111 - 2,844,268,633 2,844,268,633 -

      1. 보조금수익 260,000,000 260,000,000 - 138,159,000 138,159,000 -

      2. 기부금수입 1,839,042,111 1,839,042,111 - 2,706,109,633 2,706,109,633 -

    이자수익 4,818,114 4,581,472 236,642 16,372,532 16,058,083 314,449

    기타사업수익(주석13) 265,602,973 - 265,602,973 135,516,794 - 135,516,794

Ⅱ. 사업비용(주석12) 3,207,863,593 2,982,325,595 225,537,998 2,909,726,953 2,755,079,132 154,647,821

    사업수행비용 2,717,347,984 2,717,347,984 - 2,463,757,093 2,463,757,093 -

      1. 발달장애인지원사업 1,027,969,069 1,027,969,069 - 1,219,558,731 1,219,558,731 -

      2. 취약계층지원사업 1,689,378,915 1,689,378,915 - 1,244,198,362 1,244,198,362 -

    일반관리비용 240,575,898 240,575,898 - 261,604,188 261,604,188 -

    모금비용 24,401,713 24,401,713 - 29,717,851 29,717,851 -

    기타사업비용 225,537,998 - 225,537,998 154,647,821 - 154,647,821

Ⅲ. 사업이익(손실) (838,400,395) (878,702,012) 40,301,617 86,431,006 105,247,584 (18,816,578)

Ⅳ. 사업외수익 43,928,294 43,928,284 10 79,499,507 79,499,500 7

    기타사업으로부터의 전입 - - - 50,000,000 50,000,000 -

    잡이익 43,928,294 43,928,284 10 29,499,507 29,499,500 7

Ⅴ. 사업외비용 2,787,570 2,597,330 190,240 50,000,000 - 50,000,000

    공익목적사업으로의 전출 - - - 50,000,000 - 50,000,000

    잡손실 2,787,570 2,597,330 190,240 - - -

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주석9) 50,000,000 - 50,000,000 - - -

Ⅶ.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주석9) 50,000,000 50,000,000 - - -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797,259,671) (787,371,058) (9,888,613) 115,930,513 184,747,084 (68,816,571)

Ⅸ. 법인세비용 918,111 918,111 - - - -

Ⅹ. 당기운영이익(손실) (798,177,782) (788,289,169) (9,888,613) 115,930,513 184,747,084 (68,816,57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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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34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33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1. 재단의 개요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하 "재단")은 1988년 3월 31일에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당기말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이래 빈곤과 질병,장애로 힘겨운 아동들과 가족들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들의 역

량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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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가족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해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

치, 운영 

 - 기타 이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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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재무제표의 작성단위

재단은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보아 지부 및 직영시설을 포함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2 사업부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 시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

로 사업부문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단은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기재

된 발달장애인지원사업 및 취약계층지원사업을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상품판매사

업 및 임대료사업을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3 유의적 회계정책

재단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재단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

음과 같습니다.

(1) 유동자산

재단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산

재단은 장기적인 투자 등과 같은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장기성예적금, 장기투자증

권과 장기대여금 등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

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하며,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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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자산

재단은 사업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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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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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정액법으로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   물 40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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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

재단은 무형자산에 대해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

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각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

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

하고 그 차액을 무형자산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 이전에 손상 인식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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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 자산이 손상되기 전 장부가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의 과목으로 당기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5) 기타비유동자산

재단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유동부채

재단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

채 등을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 비유동부채

재단은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부채

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8) 순자산

① 기본순자산

재단은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기본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

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② 보통순자산

재단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보통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

니다. 보통순자산은 잉여금과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적립금

으로 구분합니다.

(9) 사업수익

재단의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으로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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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과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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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업비용

재단은 고유목적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사업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

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수행비용

재단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

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수행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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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하는 비용을 모금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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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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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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퇴직급여

재단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임직원의 근무용역제공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사업외수익비용

재단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유형자산처분손익, 유형자산손상차손

및 환입, 기타의 대손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을 사업외수익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단은 법인세법 제 29조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등을 고유목

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고,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환입하고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전입연도부터 5년이내에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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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및현금성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기업자유예금 1,805,669 2,469,304

합  계 1,805,669 2,469,304

(2) 당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성자산은 없습니다.

4. 단기금융상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200,000 300,000

(2) 당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5.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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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기)

구  분 기  초 취  득 감가상각비 기  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토지 564,854 - - 564,854 564,854 -

건물 4,718,020 - (151,380) 4,566,640 6,055,213 (1,488,573)

비품 5,714 12,514 (4,085) 14,143 315,258 (301,115)

차량운반구 - - - - 55,644 (55,644)

합  계 5,288,588 12,514 (155,465) 5,145,637 6,990,969 (1,8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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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구  분 기  초 취  득 감가상각비 기  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토지 564,854 - - 564,854 564,854 -

건물 4,869,402 - (151,382) 4,718,020 6,055,213 (1,337,193)

비품 3,477 3,360 (1,123) 5,714 302,744 (297,030)

차량운반구 - - - - 55,644 (55,644)

합  계 5,437,733 3,360 (152,505) 5,288,588 6,978,455 (1,689,867)

(2) 재단은 재단 소유의 차량운반구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상기 건물 및 비품에 대하여 각각 부보금액 3,439,000천원의 종합재산보험을 가입하

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당기 중 무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  기)

계정과목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기  말

소프트웨어 - 35,244 - (5,287) 29,957

합  계 - 35,244 - (5,287) 29,957

7.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할 부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단위:천원).

계정과목
금  액

내   용
당기말 전기말

미지급금 4,101 2,783 카드결제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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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금  액

내   용
당기말 전기말

미지급비용 29,574 40,035 연차수당부채 등

예수금 14,222 14,568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부가세예수금 6,245 3,534 부가세예수금

합  계 54,142 60,920 　

8. 퇴직급여충당부채

재단은 확정기여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며, 당기 확정기여납입액으로 인한 퇴직급여는

52,533천원(전기: 46,936천원)입니다. 

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5년 이

내의기간에 고유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재단이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

한 사업운영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초과하여 당기말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잔액은 없습니다.

(2) 보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잔액 - -

전입액 50,000 -

사용액 50,000 -

기말잔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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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순자산

가. 당기말 현재 법인의 기본순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취득원가 기말평가금액

유형자산(토지와건물) 5,834,522 5,834,522 

기말 평가금액은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나. 당기와 전기의 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제34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33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2년 3월 22일 처분확정일   2021년 3월 18일

과   목 제 34(당) 기 제 33(전) 기

미처분잉여금 　 1,181,057 　 1,979,235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1,979,235 　 7,357,827 　

  당기운영이익(손실) (798,178) 　 115,930 　

  기본순자산전입 　 　 (5,494,522) 　

잉여금처분액 　 - 　 -

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1,181,057 　 1,979,235

11. 순자산 변동내역

가. 당기와 전기의 순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통  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총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보통순자산

잉여금 준비금 잉여금 준비금 잉여금

전기초 340,000 7,357,827 - 7,697,827 340,000 7,227,825 - 130,002

기본순자산전입 5,494,522 (5,494,522) - - 5,494,522 (5,494,522) - -

당기운영이익(손실) - 115,930 - 115,930 - 184,747 - (68,817)

전기말 5,834,522 1,979,235 - 7,813,757 5,834,522 1,918,050 - 6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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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통  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총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보통순자산

잉여금 준비금 잉여금 준비금 잉여금

당기초 5,834,522 1,979,235 - 7,813,757 5,834,522 1,918,050 - 61,185

당기운영이익(손실) - (798,178) - (798,178) - (788,289) - (9,889)

당기말 5,834,522 1,181,057 - 7,015,579 5,834,522 1,129,761 - 51,2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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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목적사업비용 1,018,259 632,125 249,641 1,082,300 2,982,325

  1. 사업수행비용 1,018,259 459,216 216,127 1,023,746 2,717,348

    (1) 발달장애인지원사업 137,800 257,188 86,451 546,530 1,027,969

    (2) 취약계층지원사업 880,459 202,028 129,676 477,216 1,689,379

  2. 일반관리비용 - 167,841 33,514 39,221 240,576

  3. 모금비용 - 5,068 - 19,333 24,401

기타사업비용 - - - 225,538 225,538

합계 1,018,259 632,125 249,641 1,307,838 3,207,863

(전  기)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  계

공익목적사업비용 1,559,286 622,795 268,312 304,685 2,755,078

  1. 사업수행비용 1,559,286 447,644 197,271 259,555 2,463,756

    (1) 발달장애인지원사업 784,218 291,288 131,514 12,538 1,219,558

    (2) 취약계층지원사업 775,068 156,356 65,757 247,017 1,244,198

  2. 일반관리비용 - 159,432 71,041 31,131 261,604

  3. 모금비용 - 15,719 - 13,999 29,718

기타사업비용 - 52,986 - 101,662 15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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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  계

합계 1,559,286 675,781 268,312 406,347 2,909,72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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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하트-하트
재단 인터내셔널

26,235 34,980 - -

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법인으로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14.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의 거래내역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주

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  기)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수익 1,031,223 지정기탁사업 등

서울시사회복지기금 보조금수익 260,000 보조금 수익 등

(전  기)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수익 1,640,000 지정기탁사업 등

주식회사 에이티넘파트너스 기부금수익 300,000 후원금 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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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당기말 현재 재단은 용역계약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932,330천원의 

이행지급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16. 보고기간 후 사건

동 재무제표는 2022년 3월 22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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