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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이사회 귀중

2020년 1월 31일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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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
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
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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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
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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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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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합니다
.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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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제4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3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대표이사 승만호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전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동, 공영주차장2층)
02-2074-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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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 4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3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과

(단위 : 원)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자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2,3,11)
2. 단기금융상품(주석2,4,7,11)
3. 미수수익

9,564,746,539

7,811,936,334

9,564,746,539

7,811,936,334

226,938,924

55,511,439

9,219,893,230

7,651,075,959

92,461,815

88,999,684

4. 미수금

-

2,350,000

5. 선급비용

-

470,472

6. 선납세금

25,452,570

13,528,780

Ⅱ. 비유동자산

13,102,320

(1) 유형자산(주석2,5)
1.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2.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3,128,986

5,699,422

12,915,000

12,915,000

(11,179,550)

(9,753,889)

6,178,230

6,178,230

(4,784,694)

(2) 무형자산(주석2,6)
1. 소프트웨어

18,664,756

(3,639,919)
9,973,334

12,965,334

9,973,334

자산총계

12,965,334
9,577,848,859

7,830,601,090

부채
Ⅰ. 유동부채
1. 미지급비용

11,760,000

-

11,760,000

Ⅱ.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

-

11,760,000

-

9,169,893,230

7,553,889,470

순자산
Ⅰ. 자본금
1. 기본금(주석1,7)

9,165,424,230

7,553,889,470

2. 기본재산 증거금

4,469,000

-

Ⅱ. 이익잉여금(주석8)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미처분이익잉여금

396,195,629

276,711,620

87,866,587

50,387,639

308,329,042

226,323,981

순자산총계

9,566,088,859

7,830,601,090

부채 및 순자산총계

9,577,848,859

7,830,601,090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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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과표
제 4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3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과

(단위 : 원)
목

제 4(당) 기

Ⅰ. 사업수익(주석2)

제 3(전) 기
1,208,560,000

1. 연합모금기부금(주석11)
2. 용산구청기부금
3. 일반기부금

1,482,501,628

891,560,000

446,604,628

97,000,000

148,507,000

220,000,000

887,390,000

Ⅱ. 사업비용(주석10)

1,213,400,426

1,553,384,646

1. 연합모금사업비(주석11)

710,365,157

485,620,050

2. 재단사업비(주석12)

278,016,010

880,383,920

3. 일반관리비

225,019,259

187,380,676

Ⅲ. 사업손실
Ⅳ. 사업외수익
1. 이

자

70,883,018

170,595,645

160,234,309

익

168,745,625

132,756,344

2. 전기오류수정이익

-

27,457,990

1,850,020

19,975

3. 잡

수

4,840,426

이

익

Ⅴ. 사업외비용
1. 전기오류수정손실
2. 잡손실

46,271,210

395,631

46,264,460

395,631

6,750

-

Ⅵ.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
Ⅶ. 법인세등(주석2,9)
Ⅷ. 당기순이익

119,484,009

88,955,660

-

-

119,484,009

88,955,660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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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제 4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3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과

목

(단위 : 원)

자 본
잉여금

자본금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8.01.01(전기초)

5,591,171,000

-

187,755,960

5,778,926,960

기본재산의 출연

1,962,718,470

-

-

1,962,718,470

-

-

88,955,660

88,955,660

2018.12.31 (전기말)

7,553,889,470

-

276,711,620

7,830,601,090

2019.01.01 (당기초)

7,553,889,470

-

276,711,620

7,830,601,090

기본재산의 출연

1,611,534,760

4,469,000

-

1,616,003,760

-

-

119,484,009

119,484,009

9,165,424,230

4,469,000

396,195,629

9,566,088,859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2019.12.31 (당기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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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제 4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3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과

(단위 : 원)
목

제 4(당) 기

Ⅰ.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제 3(전) 기
124,240,996

1. 당기순이익

41,586,814

119,484,009

88,955,660

5,562,436

6,111,393

감가상각비

2,570,436

4,067,192

무형고정자산상각비

2,992,000

1,994,666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전기오류수정손실

-

49,535

(805,449)

(53,480,239)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3,462,131)

(44,889,757)

선납세금의 감소(증가)

(11,923,790)

(5,770,010)

2,350,000

(2,350,000)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470,472

(470,472)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1,760,000

-

3.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미수금의 감소(증가)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68,817,271)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8,651,075,959

(2,076,905,629)
5,557,000,000

8,651,075,959

5,557,000,000

(10,219,893,230)

(7,633,905,629)

10,219,893,230

7,616,904,959

비품의 취득

-

2,040,670

소프트웨어의 취득

-

14,96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16,003,76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기본재산의 출연
기본재산증거금의 증가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962,718,470

1,616,003,760

1,962,718,470

1,611,534,760

1,962,718,470

4,469,000

-

-

Ⅳ. 현금의증가(감소)(Ⅰ+Ⅱ+Ⅲ)

171,427,485

(72,600,345)

Ⅴ. 기초의 현금(주석13)

55,511,439

128,111,787

Ⅵ. 기말의 현금(주석13)

226,938,924

55,511,439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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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4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3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1. 재단의 개요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용산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
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라. 서울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05월 25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용산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 복지자원 발
굴 및 연계ㆍ협력,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복지
시설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수탁한 복지시설 운
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당기중 개인 기부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용산구청으로부터
각각 186백만원, 424백만원 및 1,000백만원을 수령하여 당기말 현재 9,165백만원이
며, 기부금수입 및 출연재산 운용수입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중 해당연도의 재단
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은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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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
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은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금
융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말하며 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
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3) 유형자산
재단은 유형자산을 최초에는 취득원가(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
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며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로 측정하며, 현물출
자, 증여, 기타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
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교체된 자산은 재
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
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
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때)부터 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에 의하
여 계상하고 있으며, 취득한 차량운반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재단은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감가상
각을 하지 않는 대신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을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손
상차손 발생 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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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
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고 있
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5) 퇴직급여충당부채
재단은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재단은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
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하며, 당해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
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수익
재단의 수익은 기부금수익과 금융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수익은 해
당 수익금의 약정에 따른 수입의 귀속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되,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가 없는경우 현금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
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수익은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법인세등
재단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8) 추정의 사용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관한 법
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
해서 재단은 자산 및 부채의 금액, 충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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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차기에 유의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목

금융기관

보통예금

신한은행

당기말
226,938,924

전기말
55,511,439

4. 단기금융상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융기관

신한은행

정기예금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당기말
이자율(%)

장부가액

전기말

2.00%

1,000,000,000

3,765,000,000

2.00%

445,118,470

1,762,000,000

2.00%

1,000,000,000

30,000,000

2.00%

424,683,330

34,171,000

2.00%

1,608,224,460

1,445,118,470

2.00%

181,000,000

200,000,000

2.00%

100,000,000

67,600,000

1.50%

2,765,000,000

250,000,000

1.50%

200,000,000

27,224,460

2.52%

30,000,000

50,922,029

2.52%

1,000,000

19,040,000

1.83%

39,586,970

-

1.83%

351,771,000

-

1.83%

19,040,000

-

1.83%

1,000,000,000

-

1.75%

4,46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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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당기말
이자율(%)

전기말

장부가액

2.63%

합계

50,000,000

-

9,219,893,230

7,651,075,959

5. 유형자산

당기 및 전기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액

전기오류수정

감가상각비

기말

차량운반구

3,161,111

-

-

1,425,661

1,735,450

비품

2,538,311

-

-

1,144,775

1,393,536

합계

5,699,422

-

-

2,570,436

3,128,986

(전 기)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액

전기오류수정

감가상각비

기말

차량운반구

5,885,006

-

(127,063)

2,596,832

3,161,111

비품

1,890,473

2,040,670

77,528

1,470,360

2,538,311

합계

7,775,479

2,040,670

(49,535)

4,067,192

5,699,422

6. 무형자산

당기 및 전기중 소프트웨어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 역

당기

기초금액

전기
12,965,334

-

-

14,960,000

감가상각액

2,992,000

1,994,666

기말잔액

9,973,334

12,965,334

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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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재산

기부자의 기부금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으
로 정한 재산으로서 영구적으로 보유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처분
을 할 수 없는 순자산입니다.

(1) 당기 및 전기말 현재 기본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목

재산종류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당기말

전기말

9,165,424,230

7,553,889,470

(2) 당기 및 전기중 기본재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역

당기

전기

당기초잔액

7,553,889,470

5,591,171,000

기본재산출연

1,000,000,000

1,000,000,000 서울시 용산구

기본재산출연

424,683,330

762,718,47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본재산출연

186,851,430

200,000,000 개인 기부자

당기말잔액

9,165,424,230

비고

7,553,889,470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4(당 )기
처분예정일

2019년 01월 01일부터

제 3(전 )기

2019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02월 26일

처분확정일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9년 02월 27일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과 목

(단위 : 원)
제 4(당) 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제 3(전) 기

308,329,042

226,323,981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88,845,033

137,368,321

2. 당기순이익

119,484,009

88,95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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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4(당) 기

Ⅱ.임의적립금이입액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 3(전) 기

87,866,587
87,866,587

50,387,639
50,387,639

Ⅲ. 합 계( Ⅰ+ Ⅱ )

396,195,629

276,711,620

Ⅳ.이익잉여금처분액

165,283,494

87,866,587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65,283,494

87,866,587

Ⅴ.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30,912,135

188,845,033

9. 법인세등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
징수된 법인세등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10. 사업비

당기 및 전기 중 사업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연합모금사업비

710,365,157

485,620,050

재단사업비

278,016,010

880,383,920

행사홍보비

11,178,420

7,656,750

급여

97,359,960

90,841,326

퇴직급여

11,313,624

7,876,698

제수당

31,356,460

21,398,800

복리후생비

16,174,610

7,983,020

여비교통비

5,072,000

4,820,000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

14,281,827

10,792,455

차량유지비

1,272,600

1,290,700

수선유지비

4,687,000

6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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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당기

보험료

전기
974,580

1,148,130

업무추진비

4,345,290

4,543,439

회의비

4,268,200

3,151,000

도서인쇄비

4,736,884

4,270,000

감가상각비

2,570,436

4,067,192

소모품비

6,581,460

9,420,500

교육훈련비

200,000

0

지급수수료

5,653,908

5,500,000

무형고정자산상각

2,992,000

1,994,666

1,213,400,426

1,553,384,646

합계

11. 연합모금사업비

재단은 사회복지증진 및 나눔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용산구 및 사회복
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용산복지재단 기금 마련 연합모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모
금 및 배분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합모금사업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자산
보통예금

195,526,432

-

정기예금

1,432,572,800

1,007,889,000

12,915,000

12,915,000

(11,179,550)

(9,753,889)

-

2,350,000

1,629,834,682

1,013,400,111

-

-

1,629,834,682

1,013,400,111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미수금
소계
부채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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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합모금사업의 모금 및 배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가. 현금성자산의 변동내역
구분

(단위 : 원)

기초

보통예금

모금
-

금융수익

893,910,000

배분

221,589

기말

698,605,157

나. 모금 현황

195,526,432

(단위 : 원)

구분

현금 입금액

연합모금수입
전기이월분

2,350,000

목적사업지원기부금

891,560,000

반환금

-

893,910,000

합계

893,910,000

다. 배분 현황

(단위 : 원).
구분

1:1 결연사업비

현금 지출액

미지급금

합계

120,850,000

11,760,000

132,610,000

9,285,800

-

9,285,800

초중고생 교육여행비지원 사업비

14,869,090

-

14,869,090

겨울점퍼지원사업비

10,000,000

-

10,000,000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비

19,121,937

-

19,121,937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원 사업비

23,895,024

-

23,895,024

289,936,105

-

289,936,105

6,148,740

-

6,148,740

맞춤형저소득주민지원사업비

11,826,000

-

11,826,000

저소득위기가정지원사업비

14,368,630

-

14,368,630

생계· 의료비 지원사업비

122,612,470

-

122,612,470

학원비 지원사업비

19,590,000

-

19,590,000

지정후원금 사업비

34,311,361

-

34,311,361

초중학생 심리치료지원 사업비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비
단순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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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금 지출액

S/W 유지관리비
합계

미지급금

합계

1,790,000

-

1,790,000

698,605,157

11,760,000

710,365,157

(전 기)

가. 현금성자산의 변동내역
구분

기초

(단위 : 원)

보통예금

38,910,681

모금

금융수익

446,604,628

104,741

배분
485,620,050

나. 모금 현황

기말
-

(단위 : 원)

구분

현금 입금액

연합모금수입
목적사업지원기부금
반환금

581,500,000
(134,895,372)

446,604,628

합계

446,604,628

다. 배분 현황

(단위 : 원).
구분

현금 지출액

1:1 결연사업비

127,980,000

초중학생 심리치료지원 사업비

4,814,910

초중고생 교육여행비지원 사업비

14,265,130

겨울점퍼지원사업비

10,000,000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비

19,997,602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원 사업비

6,949,188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비

250,000,000

단순인건비

3,112,040

전산소모품비

5,469,780

저소득위기가정지원사업비

43,031,400

합계

485,6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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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단사업비

당기 및 전기중 연합모금사업이외 용산구청 및 기타 개인 등으로부터 후원받은 재원
을 사용하여 이행한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용산구청사업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원 사업비

-

8,487,930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지원 사업비

-

7,709,090

재단 후원자의 날 기념 사업비

-

6,000,000

우수사례발표회 사업비

-

3,738,500

민관사회복지종사자워크숍

8,979,310

-

동절기저소득주민지원사업

11,000,000

-

19,979,310

25,935,520

223,300,000

188,500,000

지정후원금 사업비

-

16,000,000

방한물품지원 사업비

-

400,000,000

등록금지원 사업비

-

100,000,000

34,736,700

149,948,400

소계

258,036,700

854,448,400

합계

278,016,010

880,383,920

소계
기타사업비
함께이룸 사업비

저소득위기가정지원 사업비

13. 현금흐름표

재단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입니다.

14. 재무제표의 확정

재단의 당기 재무제표는 2020년 2월 26일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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