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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월드쉐어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별첨된 사단법인 월드쉐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7년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

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회계기준원이 제정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및 법인회계규정

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

명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인은 한국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여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감사인이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

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법인의 재무제표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

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

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본 감사인이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감사인

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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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법인의 재무제표는 사단법인 월드쉐어의 2017년 12월 31일 현

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

과 회계기준원이 제정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및 법인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41  

 

                                         안  세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장 용 석

                                           2018년  2월  20일              

        



- 3 -

제 9 기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31일 까지

제 8 기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첨부) 재   무   제   표

                        1. 재 무 상 태 표

                        2. 손 익 계 산 서

                        3. 현 금 흐 름 표

                        4. 재 무 제 표 에  대 한  주 석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월드쉐어 이사장   최 순 자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75    02)26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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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당 기 전 기

자 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

미수금
선급금
선납세금
전도금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성예금
장학수입정기예금

유형자산*4

차량운반구
(-)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 감가상각누계액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기타보증금

3,506,679,738
-

35,793,896
1,177,784

250,367,348

1,800,000,000
115,000,000

342,561,302
(159,169,506)

52,630,710
(31,298,506)

4,059,000,000
1,086,300

3,794,018,766
3,794,018,766

6,179,810,300
1,915,000,000

204,724,000

183,391,796

21,332,204

4,060,086,300

1,196,081,001
948,977

42,068,349
4,085,670

80,060,291

800,000,000
115,000,000

271,006,953
(112,998,094)

43,830,710
(26,448,804)

4,171,500,000
1,166,300

1,323,244,288
1,323,244,288

5,263,057,065
915,000,000

175,390,765

158,008,859

17,381,906

4,172,666,300

자 산 총 계 9,973,829,066 6,586,301,353

부 채 총 계

유동부채
미지급금
예수금

283,454,488
1,251,870

284,706,358

284,706,358
18,090,091
4,855,748

22,945,839

22,945,839

순 자 산

자 본 금
자본금 77,047,891

77,047,891
77,047,891

77,047,891

재 무 상 태 표



제9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8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월드쉐어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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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당 기 전 기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9,612,074,817

9,612,074,817
6,486,307,623

6,486,307,623

순 자 산 총 계 9,689,122,708 6,563,355,514

부채 및 순자산 총계 9,973,829,066 6,586,30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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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당 기 전 기

사업수익
회비수익
직접회비
직접후원금
카드회비

기부금수익
직접후원금
국외결연후원금
인터넷모금후원금
행사후원금
재단전입금
타기관보조금

9,869,474,800
24,295,386

1,039,261,000

2,770,086
1,036,208,000

103,045,264
679,334,871

-
22,456,044

12,776,845,451
10,933,031,186

1,843,814,265

7,592,974,500
27,265,463

905,174,000

1,899,372
991,139,000
71,659,170

438,165,451
8,644,000

60,650,651

10,097,571,607
8,525,413,963

1,572,157,644

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국내사업비
홍보사업수행비용
모금사업비
장학금
그룹홈지원비
나눔협력행사비
식수개선사업비
자원봉사활동비
교육지원비
제3세계결연금
지역개발사업비
의료지원비
후원개발사업비
긴급구호지원비
재외한인긴급지원비
인터넷사업비
국내지부지원비
태국지부

75,514,738
128,776,045
93,369,056
2,802,082

811,177,317
2,167,271,603

95,235,946
268,369,717
704,981,089
898,503,234
649,148,007
79,522,823

358,915,588
10,736,296

183,382,038
258,598,521
80,000,000

-

9,771,538,192
6,924,624,846

87,356,892
307,733,627

-
1,936,962

793,774,545
1,573,146,790

123,069,299
92,844,310

313,432,626
791,085,313
377,884,719
198,563,641
298,061,029
56,545,290
65,288,003

181,107,123
135,000,000
15,188,528

7,692,993,588
5,618,085,794

운 영 성 과 표



제9기 2017년1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제8기 2016년1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사단법인월드쉐어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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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당 기 전 기

기타지부

일반관리비용
인건비
급여
상여
퇴직급여*2

사회보험부담금
잡급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운영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통신비
보험료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홍보활동비
제세공과금
시설비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건물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58,320,746

1,676,573,900
148,366,280
114,827,747
141,294,380

6,686,040
112,307,030

1,137,000
6,035,550

4,820,666
28,126,722

530,320
19,137,000
1,883,710
5,327,850

79,210,565
27,074,468
32,160,583
1,384,470

51,021,114
45,034,000
52,078,671

291,895,280

2,846,913,346
2,200,055,377

7,172,550

199,656,354

440,029,065

206,076,097

1,394,986,670
102,485,928
103,682,056
120,244,364

72,140
91,095,421

5,973,950
4,465,350

591,300
20,644,320

205,000
14,011,044

-
8,709,690

12,394,034
20,952,175
41,095,345

787,490

52,981,667
77,650,280
1,879,570

-

2,074,907,794
1,812,566,579

10,439,300

119,390,398

132,511,517

사업이익 3,005,307,259 2,404,578,019
사업외수익
이자수익
외환차익
기타물품후원금
잡이익

사업외비용
잡손실

7,884,249
-

111,566,341
1,009,358

13

120,459,948

13

26,684,476
28,969

29,802,537
9,466

-

56,525,448

-

당기순이익 3,125,767,194 2,461,103,467

기초 순자산 6,486,307,623 4,025,204,156

기말 순자산 9,612,074,817 6,486,30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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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당 기 전 기
사업활동 현금흐름

당기순이익

현금의유출이없는 비용등의 가산
감가상각비
물품후원금지출

현금의유입이없는 수익등의 차감
기타물품후원금수입

사업활동으로인한
자산 부채의변동
미수금의 감소(증가)
선급금의 감소(증가)
선급법인세의감소(증가)
전도금의 감소(증가)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예수금의 증가(감소)

3,125,767,194

162,587,455
51,021,114

111,566,341

(111,566,341)
111,566,341

101,584,778

948,977
6,274,453
2,907,886

(170,307,057)
265,364,397
(3,603,878)

3,278,373,086

2,461,103,467

82,784,204
52,981,667
29,802,537

(29,802,537)
29,802,537

(112,740,451)

(780,390)
(19,022,626)

176,270
(80,060,291)
(14,895,924)

1,842,510

2,401,344,683

투자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유입
장기성예금의감소
임차보증금의감소
기타보증금의감소

투자활동 현금유출
장기성예금취득
차량운반구 취득
비품 취득
임차보증금의증가
기타보증금의증가

1,066,980,000
915,000,000
151,500,000

480,000

(2,034,754,349)
1,915,000,000

71,554,349
8,800,000

39,000,000
400,000

(967,774,349)

1,066,980,000
915,000,000
151,500,000

480,000

(4,826,416,900)
615,000,000
29,150,600

-
4,181,500,000

766,300

(3,759,436,900)

재무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유입 -

-

-

-

현 금 흐 름 표



제13기 2017년1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제12기 2016년1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사단법인월드쉐어 (단위：원)



- 9 -

재무활동 현금유출 - -

현금의 증가(감소) 2,310,598,737 (1,358,092,217)

기초의 현금 1,196,081,001 2,554,173,218

기말의 현금 3,506,679,738 1,196,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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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책 취임일
최순자 이사장 2017.10.22
권태일 상임이사 2017.10.22
방정환 이사 2017.10.22
정순옥 이사 2017.10.22
임광심 이사 2017.10.22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17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월드쉐어

1. 법인 개요

사단법인 월드쉐어는 2008. 10.27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7.10.17.에 주사무소를 구로

구 경인로 75 사랑밭센터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연혁과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

습니다.

1)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75 사랑밭센터

2) 설립일: 2008. 10. 27

3) 설립자: 권태일 목사

4) 설립허가일: 2008.10. 7(외교부장관)

5) 주요사업 

  1. 저소득국가 빈곤노인 아동지원사업

  2. 지역개발지원사업

  3. 훈련사업

  4. 긴급구호사업

  5. 기타 본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임직원 현황(현원) (2017.12.31. 기준)

  1. 이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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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기구 : 2임원 6부 

    총59명 (상근임원 1, 일반직 58)

   (국제사업부, 회원지원부, 행정지원부)

   해외지부현황

    탄자니아,태국,과테말라,아이티,캄보디아,베트남,몽골,키르키즈스탄,캐나다,미국

   지방지부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주요 회계처리방법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영리조직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2017.7.20.)을 우선 적용

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18.1.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년도 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당 법인은 당 사업년도 부터 조기적용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

와는 다를 수 있으며, 주요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

하고, 결산은 익년도 3월 이내에 확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 수익의 인식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

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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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1) 유의적 회계정책

당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

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

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당사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

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하

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하

고,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

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다른 종류

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

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

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

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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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년수(년) 상각방법
차량운반구 5 정률법

비품 5 정률법

항목 거래처 금액 비고
정기예금 농협 115,000,000 장학예금,신탁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차량운반구 158,009 71,554 - (46,171) 183,392

비품 17,382 8,800 - (4,850) 21,332
합계 175,382 80,354 (51,021) 204,724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자

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며,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을 경우 당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퇴직급여

당 법인은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

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

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납입시에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하고 있으므로 퇴직충당금은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특정 현금과 예금 

당기말 현재 사용이 특정된 현금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4.유형자산

 당기중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차량운반구에 대하여는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퇴직급여

  당 법인은 전종업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며 확정

기여형(D.C형)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납입시에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퇴직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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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상대방 금액 내용
아주복지재단 72,000,000원 해외지역에 필요한 교육시설,물자 및 집수리지원사업
대한안경사협회 - 개발도상국국민에게봉사단파견및물품지원
넥슨지주회사 17,782,307원 미얀마 양곤지역 작은책방도서지원및Brick지원

은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기에 불입한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은 114,827,747원입니

다.

6. 당 법인이 체결한 기부약정에 관한 업무협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으로 작성되었으며, 당기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없습니다.

                                                               



- 15 -

주요사항 설명서

본 설명서는 당 법인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발견된 사항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원칙적으로 시사에 의하여 추출된 회계기록 및 관련 자료에 의한 것

이므로 내부통제의 모든 취약점과 회계처리상의 모든 문제점 전부를 발견할 수는 없습

니다.

  

별첨사항들은 감사실시 도중 발견된 사항으로 귀 법인의 내부통제 및 회계처리상의 개

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것으로 귀 법인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가능한 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 설명사항은 귀 법인의 관리업무에만 참조하도록 작성한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음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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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기준의 적용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2017.7.20.)을 우선 적용하

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18.1.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년도 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

나 당 법인은 당 사업년도 부터 조기적용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

고와는 다를 수 있으며, 차후년도부터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주요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목적회계기준상으로 요구되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1). 순자산 구성

1. 주석에 표시할 순자산표시내용은  기본금과적립금, 이익잉여금으로  각각 ‘제약있는순자산’과 ‘제

약없는순자산’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기부자나 법령에 의해 가해진 사용과 처분에 관한 제약

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⑴ 기본금: 영구적으로 보유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처분을 할 수 없는 순자산

⑵ 적립금: 사용목적이나 사용기간 등에 제약이 있으며 동 목적이 충족되거나 기간이 경과되면 처분

이 가능한 순자산

⑶ 이익잉여금: 사용과 처분에 관한 제약이 없는 순자산

2. 기본금, 적립금, 이익잉여금 별로 세부항목과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기본금

   ① 설립자기본금: 비영리조직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으로서 영구적으로 보유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

하여야 하며 처분을 할 수 없는 순자산

   ② 원금보존기본금: 기부자가 기부한 재산으로서 영구적으로 투자하여 그 원금을 보존하여야 하며 

처분을 할 수 없는 순자산(그 투자수익에는 사용과 처분 제약이 없음)

⑵ 적립금

   ① 투자적립금: 기부자가 기부한 재산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투자하여 그 원금을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

간이 경과한 후에는 처분할 수 있는 순자산

   ② 시설적립금: 기부자가 기부한 시설(경제적 내용연수가 유한한 유형자산)로서 경제적 내용연수 동

안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연수동안 처분이 불가능한 순자산

⑶ 이익잉여금

   ① 임의적립금: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결의로 연구, 장학, 건축, 퇴직 등 특정 목적에의 사용을 위해 

내부 유보된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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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타이익잉여금

2)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세분하여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합계

2. 과도한 순이익의 증가 지양

  

당 법인은 운영성과표에서 보듯이 다음과 같이 총수입과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구분 당기(2017) 전기(2016)
총수입(A) 12,776,845,451 10,097,571,607

당기순이익(B) 3,125,767,194 2,461,103,467
순익비율(B/A) 24.46% 24.38%

    이는 정관상의 사업목적을 수행해야하는 당 법인의 비영리조직으로서의 성격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출연재산의 목적사업수행의무비율 80%에 미달하는 

수치로 3년 내의 기간에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