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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

이사회 귀중 2020년 4월 21일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

무제표는 2020년 3월 31일과 2019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된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20년 3월 31일과 2019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된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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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필요

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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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단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영구적인 존속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재단을 해

산 및 청산할 의도가 없는 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목적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재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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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부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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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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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

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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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목적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재단으로서의 영구적인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

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

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

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영구적인 비영리법인으로서 존속을 중

단시킬 수 있습니다.

ㆍ공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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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장교동 1 장교빌딩 11층

태 영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이  병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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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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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의 재무제표

제 6(당) 기

2019년 04월 01일 부터

2020년 03월 31일 까지

제 5(전) 기

2018년 04월 01일 부터

2019년 03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 이사장 니콜라탈레트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301호

(전   화) 1566-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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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6(당) 기 2020년 3월 31일 현재

제 5(전) 기 2019년 3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 (단위 : 원)

과                        목 제 6(당) 기 제 5(전)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1,447,225,671 1,288,190,028

(1) 당좌자산 1,447,225,671 1,288,190,028

1. 현금및현금성자산 987,386,459 828,247,305

2. 단기금융상품(주석2,3) 440,000,000 440,000,000

3. 선급비용 929,832 1,177,113

4. 미수금 17,371,230 16,963,050

5. 미수법인세환급액 1,538,150 1,802,560

Ⅱ. 비유동자산 256,616,845 137,443,403

(1) 유형자산(주석2,4) 173,528,093 45,022,147

1. 비품 94,062,733 90,454,113

   감가상각누계액 (62,770,391) (45,431,966)

2. 시설장치 152,255,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19,249) -

(2) 무형자산(주석2,5) 17,088,752 32,421,256

1. 컴퓨터소프트웨어 17,088,752 32,421,256

(3) 기타비유동자산 66,000,000 60,000,000

1. 임차보증금(주석7) 66,000,000 60,000,000

자 산 총 계 1,703,842,516 1,425,633,431

부  채

Ⅰ. 유동부채 924,084,472 746,836,852

1. 선수금 150,000,000 -

2. 미지급비용(주석14) 774,084,472 746,836,852

Ⅱ. 비유동부채 200,234,051 152,610,631

1.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2,6) 200,234,051 152,610,631

부 채 총 계 1,124,318,523 899,447,483

순 자 산(주석8)

Ⅰ. 기본순자산(주석2,3,7) 500,000,000 500,000,000

Ⅱ. 보통순자산 79,523,993 26,18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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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6(당) 기 제 5(전) 기

1. 잉여금 79,523,993 26,185,948

순자산 총계 579,523,993 526,185,948

부 채 및 순자산 총계 1,703,842,516 1,425,633,43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6 -



운 영 성 과 표

제 6(당) 기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제 5(전) 기 2018년 04월 0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 (단위 : 원)

과                        목 제 6(당) 기 제 5(전) 기

Ⅰ. 사업수익(주석2) 12,004,970,942 10,338,591,267

(1) 공익목적사업수익 11,994,945,047 10,326,849,549

1. 기부금수익((주석13,14) 11,994,945,047 10,326,849,549

(2) 기타사업수익 10,025,895 11,741,718

1. 이자수익 10,025,895 11,741,718

Ⅱ. 사업비용(주석2,10,11) 11,951,900,897 10,669,077,440

(1) 공익목적사업비용 11,951,900,897 10,669,077,440

1. 사업수행비용(주석14) 8,272,012,843 7,179,959,385

2. 일반관리비용 217,653,687 296,511,274

3. 모금비용 3,462,234,367 3,192,606,781

Ⅲ. 사업이익(손실) 53,070,045 (330,486,173)

Ⅳ. 사업외수익 270,000 55,605

1. 잡이익 270,000 55,605

Ⅴ. 사업외비용 2,000 5,040,258

1. 외환차손 - 40,258

2. 잡손실 2,000 5,000,000

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주석9) 10,025,895 11,741,718

Ⅶ.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주석9) 10,025,895 11,741,718

Ⅷ.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53,338,045 (335,470,826)

Ⅸ. 법인세비용(주석12) - -

Ⅹ. 당기운영이익(손실) 53,338,045 (335,470,826)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7 -



주석

제 6(당) 기 2020년 3월 31일 현재

제 5(전) 기 2019년 3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

1. 재단의 개요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이하 '재단')는 국제개발과 박애주의 개입에 대한 일반의 인

식 제고와 인권, 평등 및 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옥스팜영국의 출연으

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로, 90개국 

이상의 현장에서 식수, 위생, 식량부족 해결 등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 국제개발

활동, 캠페인 및 옹호활동 등 재단의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500백만원이며, 설립후 출연금, 기부금수입 및 출연재산 운용수

입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중 해당연도의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은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유의적인 회계정책

재단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재단은 당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당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가 

전기에 보고된 순자산가액이나 전기의 운영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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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무제표

재단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부문 및 기타사업부문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되,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각사업간의 계정을 상계처리한 후,

통합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로 하고, 주

기와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

재단의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말 현재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단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운영성과표

재단의 운영성과표는 회계연도 중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단의 사

업수행성과 및 관리자의 책임수행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을 포함하여 큰 거래비

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

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으로써, 사용이 제한

되지 아니한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은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금

융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말합니다. 한편, 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

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1년 이상의 장기적 수익 획득 및 자금운용을 목적

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형화된 금융상품등으로 

구성됩니다. 장기금융상품의 만기가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내 도래하는 경우 유동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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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가격, 그리고 자산을 의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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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사용기간 동안 합리적인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을 인식하되, 자산차

감계정(감가상각누계액)을 활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

용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비품 4년

시설장치 5년

마.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

니다. 

무형자산은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사용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장부금액을 감소시키

는 방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내용연수는 4년을 적용하

고 있습니다.

바. 퇴직급여충당부채

재단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퇴직금 총

추계액은 200,234,051원입니다.

사. 외화거래 및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

재단은 모든 외화거래를 거래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ㆍ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차익(차손)은 사업외수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아. 기본순자산

법률상 사용이나 처분에 제약이 있어 주무부처등의 허가가 필요로 한 재산입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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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① 설립시 출연한 재산, ②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을 기본재산으로 인식하며, 그 이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로 제공 및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

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보통순자산

재단의 운영활동, 자산의 처분 및 기타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중 재단내 유보된 금액을

의미하며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표시합니다. 적립금은 정관 및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

여 사업의 확장 및 투자 등 미래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하지 않고 유보된 

준비금 및 임의적립금입니다.

차. 수익의 인식기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

소이며,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등으

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한편,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 및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

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분류합니다. 기부금 등의 수입

은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상품을 운용하

여 발생한 이자 등 금융수입은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

니다.

카. 사업비용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써,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공익목적사업비용은 기능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분류합

니다.

- 사업수행비용 : 재단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 일반관리비용 : 사업수행 및 모금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제반 관리활동을 위하여 지

   출하는 비용입니다.

- 모금비용 : 홍보, 행사 관리 등 모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한편, 사업비용에 대하여 성격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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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비용 : 재단이 공익목적사업을 통해 지원받게 되는 개인 및 단체에 직접 지급   

  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합니다.

- 인력비용 : 재단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 시설비용 : 재단의 운영에 사용되는 물적설비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 기타비용 :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이외에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3. 단기금융상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단의 단기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원).

(당기말)

금융상품 금융기관 이자율 만기일 장부금액(주1)

정기예금 국민은행 1.69% 2020.12.03 434,000,000

정기예금 " 0.70% 2020.12.03 6,000,000

합 계 440,000,000

(전기말)

금융상품 금융기관 이자율 만기일 장부금액(주1)

정기예금 국민은행 1.96% 2019.11.30 440,000,000

합 계 440,000,000

(주1)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재단의 정관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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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원).

(당기)

구분 기초 취득 감가상각 처분 기말

비품 45,022,147 5,994,000 19,721,805 2,000 31,292,342

시설장치 - 152,255,000 10,019,249 - 142,235,751

합 계 45,022,147 158,249,000 29,741,054 2,000 173,528,093

(전기)

구분 기초 취득 감가상각 처분 기말

비품 62,404,706 3,147,000 20,529,559 - 45,022,147

5. 무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원).

(당기)

구분 기초 취득 상각비 기말

컴퓨터소프트웨어 32,421,256 - 15,332,504 17,088,752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당기말 현재 취득원가와 상각누계액은 각각 61,330,000원,  

44,241,248원입니다.

(전기)

구분 기초 취득 상각비 기말

컴퓨터소프트웨어 47,753,752 - 15,332,496 32,421,256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전기말 현재 취득원가와 상각누계액은 각각 61,330,000원, 

28,908,74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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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및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                 초 152,610,631 125,789,675

증                 가 59,132,056 60,252,512

감                 소 11,508,636 33,431,556

기                 말 200,234,051 152,610,631

7. 기본순자산

당기 및 전기 중 재단의 기본순자산의 변동은 없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본순

자산으로 등록된 세부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원).

구   분 취득금액 공정가액 장부금액 비고

현   금 440,000,000 440,000,000 440,000,000 정기예금

임차보증금 60,000,000 60,000,000 60,000,000

합   계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재단의 정관에 따른 기

본재산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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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당기 및 전기 중 순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원).

과  목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합 계
잉여금

전기초 500,000,000 361,656,774 861,656,774

 당기운영이익(손실) (335,470,826) (335,470,826)

전기말 500,000,000 26,185,948 526,185,948

당기초 500,000,000 26,185,948 526,185,948

 당기운영이익(손실) 53,338,045 53,338,045

당기말 500,000,000 79,523,993 579,523,993

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단은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인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분하되, 기 처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누적액

은 당해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에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당기에 목적사업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당기말 현재 

누적하여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없습니다.

10. 공익목적사업비용

가. 당기 및 전기 중 재단의 사업수행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원).

구분 당  기 전  기

해외사업비 7,165,794,532 6,515,073,549

국내사업비 1,106,218,311 664,885,836

합 계 8,272,012,843 7,179,959,385

해외사업비는 국내 모금액을 옥스팜영국에 송금하여 긴급구호활동, 국제개발활동, 

홍보활동 등에 사용되며, 국내사업비는 국제개발과 박애주의 개입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활동 사업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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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기 및 전기 중 재단의 일반관리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급여 71,293,876 87,851,849

퇴직급여 6,590,295 7,380,783

복리후생비 7,492,820 983,849

사회보험료 6,856,859 7,894,311

여비교통비 2,149,074 25,222,199

업무추진비 3,378,030 3,410,130

통신비 5,575,250 5,328,319

세금과공과 257,110 219,220

감가상각비 29,741,054 20,529,559

무형자산상각비 15,332,504 15,332,496

지급임차료 9,577,622 24,508,000

시설관리비 2,000,372 1,833,178

보험료 128,400 -

수선비 3,300,000 -

교육훈련비 4,699,460 495,960

도서인쇄비 18,000 13,600

소모품비 7,207,523 7,115,186

지급수수료 42,055,438 75,711,185

홍보비 - 10,000,000

회의비 - 2,681,450

합 계 217,653,687 296,51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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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당기 및 전기 중 재단의 사업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원).

(당기)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 계

공익목적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7,166,484,532 561,845,023 78,705,082 464,978,206 8,272,012,843

  일반관리비용 - 96,933,310 59,951,552 60,768,825 217,653,687

  모금비용 - 157,661,345 21,466,760 3,283,106,262 3,462,234,367

합 계 7,166,484,532 816,439,678 160,123,394 3,808,853,293 11,951,900,897

(전기)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 계

공익목적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6,545,019,301 361,814,982 29,106,651 244,018,451 7,179,959,385

  일반관리비용 - 104,606,752 62,203,233 129,701,289 296,511,274

  모금비용 - 396,332,679 65,863,802 2,730,410,300 3,192,606,781

합 계 6,545,019,301 862,754,413 157,173,686 3,104,130,040 10,669,077,440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수익)사업비용은 없습니다.

12. 법인세비용

재단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따라 납부할 금액만을 운영성과표상의 법인세비용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수익사업은 없으며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은 전액 환급 받고 있어 납부할 법인세액은 없습니다.

- 17 -



13. 현물기부의 내용

당기에는 현물기부 수입이 없으며, 전기 중 현물로 기부받은 수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원).

(전기)

내 역 수입금액 기부자

후원물품 11,776,000 리노미디어 외

1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재단은 옥스팜영국이 출연한 현금(기본재산 500백만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배 및 

종속관계는 없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타 특수관계자에 해당

합니다(단위 : 원). 

(당기)

가. 거래내역

과 목 특수관계자명 내 역 장부금액

기부금수익 옥스팜영국 재단지원금 4,820,000,000

사업수행비용 " 해외사업비 7,165,794,532

나. 채권ㆍ채무 내역

과 목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장부금액

미지급비용 옥스팜영국 해외사업비 636,1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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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 거래내역

과 목 특수관계자명 내 역 장부금액

기부금수익 옥스팜영국 재단지원금 3,800,000,000

사업수행비용 " 해외사업비 6,515,073,549

나. 채권ㆍ채무 내역

과 목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장부금액

미지급비용 옥스팜영국 해외사업비  545,525,652

15. 재무제표의 확정

재단의 재무제표는 2020년 5월 21일자 이사회에서 사실상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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