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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

사원총회 및 이사회 귀중 2021년 2월 17일

감사의견

우리는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

표는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

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의 20

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

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회계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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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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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회계지침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

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

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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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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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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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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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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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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경영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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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  

   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 

   니다.

ㆍ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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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8

신    한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최    종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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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

제 12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제 11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이형희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66 2층 2호(주자동, 흥국빌딩)

(전   화) 02-633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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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12 (당)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1 (전)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12 (당)기 제 11 (전)기

자                        산

I. 유동자산 23,300,231,142 33,691,441,698

1. 당좌자산 23,300,231,142 33,691,441,698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3) 9,519,538 14,757,968

2) 단기투자자산(주석 4) 22,825,486,944 33,097,763,857

3) 미수금 119,616,380 140,950,970

4) 미수수익 306,736,122 363,477,704

5) 선급비용 38,872,158 74,491,199

II. 대출채권(주석 5) 73,392,144,846 78,337,019,470

1) 대출채권 76,423,476,588 81,208,902,197

   대손충당금 (3,031,331,742) (2,871,882,727)

III. 비유동자산 20,951,929,964 5,828,595,557

1. 투자자산(주석 6) 20,078,188,210 4,977,022,491

1) 장기투자자산 20,078,188,210 4,977,022,491

2. 유형자산(주석 7) 42,841,754 20,676,916

1) 비품 273,213,735 249,605,465

   감가상각누계액 (230,371,981) (228,928,549)

3. 기타비유동자산 830,900,000 830,896,150

1) 보증금 830,900,000 830,896,150

자      산      총      계 117,644,305,952 117,857,056,725

부                        채

I. 유동부채 260,312,471 281,811,873

1) 예수금 59,010,637 85,646,838

2) 미지급금 53,171,538 52,006,986

3) 미지급비용 148,130,296 144,158,049

II. 비유동부채 513,044,863 410,192,468

1)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 8) 513,044,863 410,192,468

부      채      총      계 773,357,334 692,004,341

순          자          산

I. 기본순자산 120,121,501,505 120,121,501,505

1) 기부출연금(주석 1, 11, 12) 120,121,501,505 120,121,5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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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2 (당)기 제 11 (전)기

II. 보통순자산 (3,250,552,887) (2,956,449,121)

1) 결손금(주석 13) (3,250,552,887) (2,956,449,121)

자      본      총      계 116,870,948,618 117,165,052,38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7,644,305,952 117,857,056,72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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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성 과 표

제 12(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1(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12 (당)기 제 11 (전)기

I. 사업수익 　 3,482,490,280 3,519,825,998

미소금융대출이자 2,674,586,876 　 2,694,062,452

예금이자수익 609,789,708 　 825,763,546

배당금수익 198,113,696 　 -

II. 사업비용 　 4,161,631,067 4,406,028,621

사업수행비용 3,902,129,307 　 4,127,607,964

 인력비용 1,393,681,453 　 1,307,171,204

 시설비용 29,597,854 　 30,197,595

 대손비용 2,163,415,964 　 2,464,516,468

 기타비용 315,434,037 　 325,722,697

일반관리비용 259,501,760 　 278,420,657

 인력비용 157,468,709 　 155,498,876

 시설비용 47,636,253 　 46,119,943

 기타비용 54,396,797 　 76,801,838

III. 사업이익(손실) 　 (679,140,787) (886,202,623)

IV. 사업외수익 　 385,056,875 295,496,398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597,971

상각채권추심이익 350,865,399 　 294,018,768

업무대행수익 33,000,000 　 -

잡이익 1,091,476 　 879,659

V. 사업외비용 　 19,854 -

유형자산처분및폐기손실 9,269 　 -

잡손실 10,585 　 -

VI.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294,103,766) (590,706,225)

VII. 법인세비용 　 - -

VIII. 당기운영이익(손실) 　 (294,103,766) (590,706,22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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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12(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1(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

1. 일반사항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이하 "재단")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ㆍ운영자금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009년 12월 18일자로 허가를 받아 설

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재단의 기부출연금은 전액 SK그룹계열사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하여 출연한 것이

며,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퇴계로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재단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회계지침에 따라 작성되

었으며, 그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수익사업의 구분회계

재단은 당기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대출을 시작하였으나 정

관상 공익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회계목적상 모두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여 별

도로 구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2-2 수익인식

재단은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단의 대

출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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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부금수익은 기부금을 수취하였거나 기부자로부터 기부약정을 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부자가 사용에 제약을 가한 기부금의 경우 일시적 제

한이 있는 순자산으로 계상하고, 기부자가 명시한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

제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사용제한이 없는 순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 현금성자산 

재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

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4 금융자산

재단은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

의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등을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

하는 금융상품을 장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5 대손충당금

재단은 서민금융진흥원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대출채권에 대

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상 분류채권의 0.85%, 요주의 분류

채권의 7%, 고정 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0%,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과 개별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여 산출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합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6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재단은 유형자산에 대해 당해 자산의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취득원가(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산정하

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5년의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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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퇴직급여충당부채

재단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

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8 순자산의 분류

재단은 기부금 출연액을 기부자가 제시한 사용제약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재단의 운영성과와 순자산의 현황 및 증감은 다음에 따라 분류하여 계

상하고 있습니다.

ㆍ기본순자산 -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으로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순자산

ㆍ보통순자산 -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

ㆍ순자산조정 -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

평가이익 등이 포함됨

2-9 중요한 회계정책 판단근거 및 미래에 관한 중요한 가정ㆍ측정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

재단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부금액과 우발

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

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

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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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및현금등가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등가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류 금융기관명
당기말 현재

이자율(%)
당   기 전   기

보통예금 기업은행 0.01 8,421 10,904

MMDA 하나은행 0.01 1,099 3,853

합  계 9,520 14,757

4. 단기투자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투자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류 금융기관명
당기말 현재

이자율(%)
당   기 전   기

채권형펀드 등 하나은행 - - 101,005

특정금전신탁 부산은행 0.43 825,487 1,996,759

특정금전신탁 SK증권 - - 12,000,000

특정금전신탁 NH투자증권 1.60 11,000,000 2,000,000

특정금전신탁 교보증권 0.50 1,000,000 -

특정금전신탁 유안타증권 1.95 ~ 2.00 3,000,000 5,000,000

ELB  등 삼성증권 1.20 ~ 1.70 7,000,000 7,000,000

채권 기업은행 - - 5,000,000

 합           계 22,825,487 33,09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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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채권과 대손충당금

5-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의 설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천원)

구   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계

대출채권 72,255,962 626,895 732,998 1,161,889 1,645,733 76,423,477

대손충당금 614,172 43,883 146,600 580,944 1,645,733 3,031,332

장부가액 71,641,790 583,012 586,398 580,945 - 73,392,145

<전기말>                                                                                           (단위:천원)

구   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계

대출채권 76,809,262 832,982 977,670 1,247,653 1,341,335 81,208,902

대손충당금 652,879 58,309 195,534 623,827 1,341,335 2,871,884

장부가액 76,156,383 774,673 782,136 623,826 - 78,337,018

5-2 당기 및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   2,871,883 2,164,717

전입 2,151,496 2,461,622

제각(*) (1,992,047) (1,754,456)

기말 3,031,332 2,871,883

(*) 당기 중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344건의 채권을 제각하였고, 당기

말 기준 대출채권은 9,75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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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투자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투자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류 금융기관명 만기 이자율 당   기 전   기

신종영구채 등 삼성증권 2022.8 ~2025.9 2.15%~3.23% 20,078,188 4,977,022

7. 유형자산

7-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비품 20,677 36,900 (509) (14,226) 42,842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비품 31,175 2,585 88 (13,171) 20,677

7-2 당기말 현재 유형자산과 관련한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보자산 부보금액 보험회사

사무국 내 집기비품 200,000 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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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및 전기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       초       잔       액 410,192 393,857

퇴  직  급  여  지  급  액 (18,756) (68,493)

퇴  직  급  여  설  정  액 121,608 84,828

기       말       잔       액 513,044 410,192

9. 사업비용

당기 및 전기 중 사업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과  목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합 계

대손상각비 등 2,163,416 - 2,163,416

급여 1,130,603 124,243 1,254,846

퇴직급여 114,533 7,075 121,608

복리후생비 138,970 24,697 163,667

여비교통비 22,906 655 23,561

차량유지비 55,319 2,305 57,624

통신비 62,804 9,079 71,883

세금과공과 190 193 383

소모품비 17,548 3,201 20,749

임차료 17,336 45,197 62,533

홍보비 14,175 1,423 15,598

업무추진비 4,673 11,580 16,253

교육훈련비 9,575 1,453 11,028

지급수수료 129,559 21,735 151,294

기타일반관리비 8,657 4,305 12,962

감가상각비 11,865 2,361 14,226

합       계 3,902,129 259,502 4,1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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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단위: 천원)

과  목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합 계

대손상각비 등 2,464,517 - 2,464,517

급여 1,075,419 121,175 1,196,594

퇴직급여 80,991 3,837 84,828

복리후생비 135,396 27,793 163,189

여비교통비 24,373 911 25,284

차량유지비 59,093 3,070 62,163

통신비 57,830 11,255 69,085

세금과공과 382 9,663 10,045

소모품비 20,450 2,795 23,245

임차료 19,119 43,567 62,686

홍보비 24,033 3,658 27,691

업무추진비 5,671 17,106 22,777

교육훈련비 15,365 2,694 18,059

지급수수료 123,816 24,738 148,554

기타일반관리비 10,449 3,693 14,142

감가상각비 10,704 2,466 13,170

합       계 4,127,608 278,421 4,406,029

10. 보험가입내역

재단은 당기말 서울보증보험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은 530,000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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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순자산 변동

당기 및 전기의 순자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목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잉여금(결손금)

전기초 116,121,501,505 (2,365,742,896)

기본순자산증가 4,000,000,000 - 

전기운영이익(손실) - (590,706,225)

전기말 120,121,501,505 (2,956,449,121)

당기초 120,121,501,505 (2,956,449,121)

기본순자산증가 - -

당기운영이익(손실) - (294,103,766)

당기말 120,121,501,505 (3,250,552,887)

12. 약정사항

12-1 기본재산 출연

SK그룹과 서민금융진흥원은 협정에 따라 일정 규모의 사업재원을 SK그룹이 서민금

융진흥원에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SK그룹으로부터 기부받은 사

업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이 당기말 현재 서민금융진

흥원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본재산은 총 120,121,502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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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손금처리계산서 

당기 및 전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I. 미처리결손금 3,250,552,887 2,956,449,121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2,956,449,121 2,365,742,896  

 2. 당기순손실 294,103,766 590,706,225

II.  결손금처리액 -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3,250,552,887 2,956,449,121

상기 결손금 처리액의 당기의 처리예정일은 2021년 2월22일이고, 전기의 처리 확정

일은 2020년 2월 20일입니다.

14. 재무제표의 승인

재단의 첨부된 2020년 재무제표는 2021년 2월 22일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동일자

사원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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