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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휴먼라이츠워치 코리아

이사회 귀중 2020년 3월 25일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재단법인 휴먼라이츠워치 코리아(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

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

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19년 및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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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하는데 필요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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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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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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

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

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

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

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 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ㆍ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

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것이 아닙니다.

ㆍ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ㆍ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

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

요한 불확실성이 존재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공시

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

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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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

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

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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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9 (반포동, 해성빌딩 8층)

회계법인리안 대표이사 이상은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0년 3월 25일)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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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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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휴먼라이츠워치 코리아

제 3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 2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휴먼라이츠워치 코리아 대표이사 척 러스티그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50

(서소문동, 신아빌딩) 702호

(전   화) 02-508-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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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3(당)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2(전)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휴먼라이츠워치 코리아 (단위 : 원)

과      목 제 3(당) 기 제 2(전)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382,694,541 　 348,240,808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33,732,941 　 25,650,585 　

단기금융상품(주석4) 347,340,000 321,680,678

미수금 - 　 899,185 　

선급비용 899,020 　 - 　

선납세금 722,580 　 10,360 　

II. 비유동자산 　 20,790,001 　 1,756,076

유형자산(주석5) 1 　 1,756,076 　

   임차보증금 20,790,000 　 - 　

자      산      총      계 　 403,484,542 　 349,996,884

부      채 　 　 　 　

Ⅰ.유동부채 　 13,204,728 　 17,574,046

   미지급금 4,461,328 　 17,574,046 　

   미지급비용 8,743,400 　 - 　

II. 비유동부채 　 52,471,813 　 28,137,521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6) 52,471,813 　 28,137,521 　

부      채      총      계 　 65,676,541 　 45,711,567

자      본 　 　 　 　

Ⅰ.기본순자산(주석4,7,8,10) 347,460,000 　 347,460,000 　

기본재산 347,460,000 　 347,460,000 　

Ⅱ.보통순자산(주석8) (9,651,999) 　 (43,174,683) 　

결손금 9,651,999 　 43,174,683 　

순    자    산    총    계 　 337,808,001 　 304,285,317

부  채  및  순  자  산  총  계 　 403,484,542 　 349,99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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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성 과 표

제3(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2(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휴먼라이츠워치 코리아 (단위 : 원)

과                        목 제 3(당) 기 제 2(전) 기

Ⅰ. 사업수익 407,884,550 400,538,940

기부금수익 407,884,550 400,538,940

II. 사업비용(주석2.9) 404,978,422 429,962,897

1. 사업수행비용 344,922,109  393,142,426

2. 일반관리비용 60,056,313  36,820,471

Ⅲ. 사업이익(손실) 2,906,128 (29,423,957)

Ⅳ. 사업외수익 30,616,556 110,264

이자수익 4,667,417 110,264

외화환산이익 25,940,735 -

   잡이익 8,404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33,522,684 (29,313,693)

Ⅵ. 법인세비용 (주석2) - -

Ⅶ. 당기운영이익(손실) 33,522,684 (29,31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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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3(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2(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휴먼라이츠워치 코리아

1. 재단법인 휴먼라이츠워치 코리아의 개요

재단법인 휴먼라이츠워치 코리아 (이하 "재단")은 민법 제32조,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

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2

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17년 2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하고, 수집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며,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인권침해 상황을 종료시

키고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함으로써 평화 및 전쟁 시기에 전 세계 인권을 보호함

을 목적으로 법인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50에 위

치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1) 회계기준의 적용

재단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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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회계처리 방법

재단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여기

에서 설명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중요한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무제표의 범위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로 하고,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단 전체를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

익목적사업부문 및 기타사업부문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지만, 당기말 

현재 재단에는 공익목적사업부문만 존재하여 해당 부문의 운영성과만 표시되어 있습

니다.

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재단의 재무상태표의 구성항목 중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과 보통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운영성과표의 표시

재단의 운영성과표는 회계연도 중의 사업성과에 따라 발생한 순자산의 증감금액과 

이로 인한 순자산의 구성항목의 변동내역을 표시하고 있으며, 수익과 비용은 사업수

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 및 사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 기부금의 수익인식기준

재단은 기부금 수입의 경우 기부금 약정에 따른 기부금 수입의 귀속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없는 경우에

는 현금을 수령한 때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제약있는 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

산의 증가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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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비용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

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익목적사업비용은 기능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

비용, 모금비용으로 분류합니다.

  - 사업수행비용 : 재단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입니다.

  - 일반관리비용 : 사업수행 및 모금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제반 관리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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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업비용은 성격별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단은 당좌예금 및 보통예금 등을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계상하고 있

습니다. 이 경우 현금성자산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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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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형자산

재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유형자

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USD 2,000 이상의 취득원가에 대하여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아래의 자산별 예상 사용기간에 따라 정률법에 의하여 계상

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공기구비품 5년

자. 퇴직급여충당부채

재단은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

하고 있습니다.

차. 법인세 등

재단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납부

할 법인세는 없습니다.

카.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환산

재단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를 환

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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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금 융 기 관 당기말 전기말

현금 - 500,000 500,000

보통예금 우리은행 33,232,941 25,150,585

합계 　 33,732,941 25,650,585

4. 단기금융상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금 융 기 관 이자율 만기 당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 우리은행 1.9646% 2020.06.05 347,340,000 321,680,678

당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 중 USD 300,000은 기본순자산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5. 유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비  품 1,848,500 (1,848,499) 1 1,848,500 (92,424) 1,756,076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분 기 초 취 득 상  각 기말

비  품 1,848,500 - (1,848,499) 1

② 전기

(단위: 원)

구분 기 초 취 득 상  각 기말

비  품 - 1,848,500 (92,424) 1,75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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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및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 기 전 기

기   초 28,137,521 -

지급액 - -

설정액 24,334,292 28,137,521

기   말 52,471,813 28,137,521

7. 기본순자산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합니다. 재단은 설립시 제정된 정관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 중 기본재

산으로 USD 300,000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정관에 등재된 기본재산을 기본

순자산으로 표시하며 운영성과에 따른 순손익의 누적액을 보통순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합니다.

8. 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

당기 중 순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합계

당기초 347,460,000 (43,174,683) 304,285,317

당기운영이익 - 33,522,684 33,522,684

당기말 347,460,000 (9,651,999) 337,8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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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당기 중 재단의 사업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 계

사업수행비용 105,314,048 164,941,744    44,317,350    30,348,967 344,922,109

일반관리비용 - 33,286,618 1,756,075 25,013,620 60,056,313

합 계 105,314,048 198,228,362 46,073,425 55,362,587 404,978,422

1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재단은 Human Rights Watch Inc이 출연한 현금(기본재산 USD300,000)으로 설

립되었습니다.

(2)당기 및 전기 중 재단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자명 구분 당기 전기

Human Rights Watch Inc 기부금수익 383,790,000 394,990,000

(3)당기 및 전기 중 재단의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자명 구분 당기말 전기말

Human Rights Watch Inc 미지급금 3,624,744 3,6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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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의 거래내역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인 주

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Human Rights Watch Inc 기부금수익 383,790,000 기부자 현금 기부

신아 사업수행비용  44,317,350 시설비용

② 전기

(단위: 원)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Human Rights Watch Inc 기부금수익 394,990,000 기부자 현금 기부

신아 사업수행비용  43,901,550 시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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