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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2002년 12월 31일과 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수지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와 수지계산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

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와 수지계산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 및 수지계

산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 및 

수지계산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

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 및 수지계산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

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 및 수

지계산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경영

자에 의한 중요한 추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와 수지계산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2002년 12월 31일과 2001

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현금흐

름의 내용 및 수지계산을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

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

단되는 사항입니다. 

 

(1) 소송중인 사건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원은 GMO시험검사와 관련하여 주식회

사 풀무원 및 최선윤외 13인으로부터 각각 10,600백만원 및 98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받았으며, 당기말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1심 계류중입니다. 또한, 1건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 피고로 

계류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후 감사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 구제재심 판정취소청구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일 현재 상

기 소송사건들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양           승           우  

2003년    2월   26일 

 
 
 
 
 

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본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

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외

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2년 12월 31일 및 2001년 12월 31일  

 

 

한국소비자보호원 

 

1.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개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1987년 7월 1일자로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1996년 7월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에 청사를 준공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시험, 검사와 정보수집, 소비자의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한 재원은 대부분 정부출연금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소비자보호원은 관계법령과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회계규정에서 특별히 규

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재무제표

를 작성함에 있어서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부출연금 

 소비자보호원은 정부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사업운영비 지출을 목적으로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연도 사업운영비를 수익으로 인식

하며, 출연금수령액 중 차기이월 집행액 및 미정산액은 선수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정부출연금은 당해 연도 집행액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며 유형자산      

처분시에는 당초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을 자본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조정계정에서 차

감하고, 순장부가액을 정부출연금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기이월 집행액 및 미

정산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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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익인식기준 

 소비자보호원의 수익은 연도별 예산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 정부출연금 수입 : 상기 “가” 참조  

 

2) 출판물 판매수입  

 소비자보호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소비자시대”등의 출판물 판매수입은 위탁판매의 경우 수

탁자의 인도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직접판매 등의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시험검사수입과 교육훈련수입 

 소비자보호원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시험검사와 교육훈련 용역에 대

한 수입은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광고수입 

 소비자보호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소비자시대”에 게재되는 광고에 대한 수입은 광고비 수

취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수탁용역수입 

  소비자보호원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입은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6) ECRC (Electronic Consumer Resource Center) 수입 

  전자상거래 지원센타사업으로 정부출연금 수입과 교육훈련용역에 대한 수입으로 구성되며, 

교육훈련수입은 해당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투자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은 총평균법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 재고자산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시대”책자에 대한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과 매기말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그 수량이 파악되며, 총평균법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재

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

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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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손충당금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출판물 판매사업으로부터의 미수금잔액에 대하여 장

래의 대손추산액을 근거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바.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수선비중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당해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며, 단지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하기의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되고 있으며, 장서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폐기시에 취득원가를 폐기

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1998 회계연도부터 사업비중 운영비로 계상하던 방법에서 자본잉여

금의 차감항목인 자본잉여금조정계정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과      목 내 용 연 수(년) 

건  물 40 

시험검사기기 3 

차량운반구 5 

기타의 유형자산 5 

 

사.  퇴직급여충당금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

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의 규정

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국민연금전환금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

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 자본잉여금 조정계정  

  소비자보호원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1998 회계연도부터 자본잉여금조정계정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오류수정 

  소비자보호원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기오류수정사항을  당기손익에서 조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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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 및 현금등가물 등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 퇴직예치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내           역               예  입  처 당   기 전   기 

가. 현금 및 현금등가물        

      현금   6,485 1,049 

보통예금  신한은행 87,158 700,381 

당좌예금  신한은행 8,126 3,331 

 환매조건부채권  대한투자신탁 등 600,000 - 

 MMF  신한은행 411,242 487,699 

신탁증권  대한투자신탁 400,000 500,000 

슈퍼기업예금  신한은행 513,676 - 

   2,026,687 1,692,460 

나. 퇴직예치금     

 MMF  신한은행 234,637 500,691 

   234,637 500,691 

 

상기 퇴직예치금 234,637천원은 퇴직금 지급재원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서 소비자보호원의 퇴

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가능합니다.  

 

 

4.   선  급  금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선급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내        역  당   기  전   기 

시험검사기기선급금  3,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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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유가증권  

 

전기말 현재 투자유가증권은 전액 지역개발공채 (이자율:6%)이며 당기중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6.  임직원장기대여금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직원 장기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대  출  한  도 상 환 기 간 당   기  전   기 

주택자금  1인당 500만원 4년 -  521 

대학자금  1인당 1회 250만원 6개월거치 6개월분할 25,688  21,241 

    25,688  21,762 

 

 

7.  유형자산 

 

가. 당기말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유의 유형자산에 대한 보험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종류  보험금 수익자 보험금액 연간 보험료  보험회사 

건      물  종합보험  소비자보호원 30,081,233천원 5,857천원  동양화재 

시험검사기기  동산종합보험  소비자보호원 1,686,976천원 1,275천원  동양화재 

차 량 운 반 구 
 

자동차보험 및 
종합보험  

소비자보호원 - 2,413천원 
 
교보자동차, 
삼성화재 

 

상기외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보증보험에 신원보증보험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말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유의 토지 공시지가는 12,231,645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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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  수  금 

 

 가.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선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당   기  전   기 

당회계연도 정부출연금 미집행액등(주석14참조)  450,227  73,240 

출판물 판매대금 선수금  6,370  9,893 

용역사업 선수금  10,000  14,483 

  466,597  97,616 

 

나.  선수금에 포함된 당기 및 전기 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 미집행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   기  전   기 

시험검사기기 미집행 이월액  369,900  40,682 

시험검사기기 선급금  3,364  - 

선급비용  8,973  13,858 

시설장비 미집행 이월액  13,675  - 

소비자정보 미집행 이월액  54,315  18,700 

  450,227  73,240 

 

9.  차  입  금 

 

당기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1) 단기차입금 

 

차  입  처  종  류 이자율(%) 당  기  전  기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5.9 25,688  21,241

 

(2) 장기차입금 

 

차  입  처  종  류 이자율(%) 당  기  전  기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CD유통수익율+0.9 1,9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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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및 전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   기 전   기 

기초잔액 4,470,231 4,527,132 

당기지급액 (926,131) (873,774) 

당기전입액 742,861 816,873 

미지급금 등 대체(주1) (2,749,206) - 

기말잔액 1,537,755 4,470,231 

 

(주1)  퇴직급여충당금의 미지급금 대체는 중간정산으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의 미지급액입니다. 

 

11.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가. 리스거래 

 

당기말 현재 소비자보호원은 신보캐피탈과 신한캐피탈로부터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취득원가 

329,571천원 상당액의 업무용 컴퓨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급된 리스료는 당해 연도

의 비용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상기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이 향후 지급할 연도별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위 :  천원). 

 

연    도  연 간 리 스 료 

2003년  87,945 

2004년 이후  179,191 

 

나. 소송사건 

 

당기말 현재 소비자보호원은 GMO시험검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풀무원 및 최선윤외 13인으

로부터 각각 10,600백만원 및 98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받았으며, 당기말 현재 서

울지방법원에 1심 계류중입니다. 또한, 1건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 피고로 계류되어 서울고등

법원에서 패소후 감사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취소청구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일 현재 상기 소송사건

들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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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본잉여금  

 

       소비자보호원은 정부출연금수입중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당해연도 집행액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

 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을 처분시에 당초 취득액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바,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당   기  전   기 

기초자본잉여금  44,843,905  44,027,601 

당기유형자산취득액     

시험검사기기  63,491  548,320 

기타의 유형자산  178,321  235,169 

장서  22,318  28,265 

차량운반구  41,582  14,943 

  305,712  826,697 

당기 유형자산 감소액  (-)22,457  (-)10,393 

기말자본잉여금  45,127,160  44,843,905 

 

 

13. 자본잉여금 조정계정  

 

소비자보호원은 1998년부터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이 아닌 자본잉여

금조정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중 자본잉여금조정계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

니다(단위 : 천원). 

 

당   기 전   기 

기초자본잉여금조정계정 10,846,951 9,299,105 

당기감가상각비 1,222,186 1,558,239 

당기처분자산감가상각누계액 (-)20,211 (-)10,393 

기말자본잉여금조정계정 12,048,926 10,84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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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부출연금수입 

 

 당기 및 전기중 정부출연금수입 계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당   기 전   기 

기중 정부로부터의 수령액 13,102,000 12,409,567 

증가 :  

          전기 선수금 당기이입액 73,240 275,807 

          당기에 처분된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22,457 10,393 

   95,697 286,200 

감소:  

          당기 유형자산취득집행액의  

           자본잉여금대체액 (주석 12참조) (305,713) (826,697) 

           당기 선수금 계상액 (주석 8참조) (450,227) (73,240) 

 (755,940) (899,937) 

손익계산서상 정부출연금수입 12,441,757 11,795,831 

 

15.  법인세등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는 출판물 판매수입, 시험검사수입 및 이자소득 등에 대

하여는 법인세등의 납부의무가 있으나 과거 결손의 누적으로 납부할 법인세는 없습니다. 

 

16.  부가가치의 산정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부가가치산정에 필요한 계정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당   기 전   기 

급여 6,082,422 5,667,880 

퇴직급여 742,861 808,226 

복리후생비 1,241,524 942,375 

임차료 23,430 17,556 

감가상각비 1,222,186 1,558,239 

세금과공과 354,260 351,418 

계 9,632,948 9,34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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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종업원 복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종업원복지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생활안정지원  학자금 대부 

  재해보상금 지급 

회사생활지원  구내식당 등 운영 및 피복비 지원 

건강증진,노후안정지원  정기종합검진을 통한 건강관리 

  체육시설 설치, 운영 

  체육의 날 또는 체육주간 선정,운영 

 

18.  전기오류수정손익 

 

당기 및 전기중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1) 전기오류 수정이익: 당   기  전   기 

전기 : 선수금의 과대계상 929  33,927 

당기 : 미수금의 과소계상 929  33,927 

    

2)전기오류 수정손실: 당   기  전   기 

미수금의 과대계상 -  11,131 

미수금 대손충당금의 과대계상 -  (361) 

 -  10,764 

 

19.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의 현금은 대차대조표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현금흐름표상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감가상각비의 자본잉여금조정계정 대체 1,222,186  1,558,240 

퇴직급여충당금의 미지급금 대체 2,749,206              - 

 



 

수지계산서에 대한 주석 
 

 

한국소비자보호원 (이하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수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이는 수입부문과 지출부문을 실행예산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수지계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현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출연금과 출판물 판매수입 등은 

당기에 현금으로 수입된 것과 전년도 미수수익 및 불용액으로서 당기로 이월된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출부문에서도 인건비, 사업비, 건설비 그리고 운영비로서 당기에 현금으로 지출된 것과 사고이월액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른 수지계산서의 세부 계산내역은 아래의 주석과 같습니다. 
 
 
 

1. 정부출연금 수입은 당기중 정부로부터 수령액으로 손익계산서상의 정부출연금수입 12,441,757,227

원에 유형자산취득에 사용된 자본잉여금 및 선수금(사고이월액 437,890,000원 포함) 계상액 

755,939,609원을 가산하고, 전기선수(사고이월액)금 59,381,670원과 전기선급비용 13,858,066원 및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자본잉여금 감소분 22,457,100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2. 이자수익 집행실적은 손익계산서상의 이자수익 141,498,600원중 당기계상 미수수익 13,099,220원, 

선급법인세 22,953,761원 및 퇴직예치금 및 임직원 장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중 선급법인세

부분을 차감한 순이자 12,271,782원을 차감하고, 전기 미수수익 24,802,933원 및 전기 선급번인세 

28,331,060원을 가산하여 당기에 실현된 이자수익만 계상한 것입니다. 
 

3.  시험검사수입 집행실적은 손익계산서상의 시험검사수입 8,306,784 입니다. 
 

4. 출판물 판매수입 집행실적은 손익계산서상의 출판물 판매수입 222,957,375원과 광고수입 

20,545,382원에 당기선수금 중  3,305,765원 및 전기 미수금 중 6,080,296원을 가산하고 당기 미수금 

9,898,067원, 전기 선수금 6,827,959원과 입금수수료 및 광고수주 수수료  421,470원을 차감한 금액

입니다. 
 

5. 수탁용역수입 집행실적은 손익계산서상의 수탁용역수입 450,986,530원에 당기선수금 중 

10,000,000원 및 전기미수금 중 20,000,000원을 가산하고 당기미수금 중 21,491,600원 및 전기선수금 

중 14,483,409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6. ECRC 수입 집행실적은 손익계산서상의 ECRC수입 84,440,500원입니다. 이중에는 정부출연 산업기

술기반조성자금(산업자원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80,000,000원 포함되어있습니다.  ECRC 집행

잔액 66,528,612원은 차기년도 이월 후에도 동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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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훈련수입 집행실적은 손익계산서상의 교육훈련수입 56,350,000원입니다. 
 

8. 전년도 이월금 집행실적은 전기의 예산집행잔액으로 당기의 예산에 편입된 1,118,537,000원을 가산

한 것입니다. 
 

9. 기타수입의 집행실적은 손익계산서상 임대 및 관리비 수입 470,952,586원, 전기의 사고이월액 당기

집행잔액 6,986,715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7,110,000원, 시설대여수입 13,961,818원, 기타 잡수입 

3,910,176원 및 고용보험휴업보상금 7,039,850원의 합계에서  전기 미수금 중 17,866,960원을 가산하

고 당기 미수금 25,234,077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0. 차입금 2,500,000,000원은 2000년 6월 퇴직금 중간정산 재원으로 사용되었던 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입니다.  
 
 

 

 

 

 

 

 

 

 

 

 

 

 

 

 

 

 

 

 

 

 

 

 

 



 

 

 

 

 

 

부   속   명   세   서 
 

 

 

본 감사인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2002년 및 200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수지

계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첨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본 감사인은 한

국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 부속명세서는 위에 언급한 재무제표 및 수지계산서와 관련하여 동 부속명

세서에 포함하여야 할 재무정보를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회계규정에 따라 적정하

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별  첨   :    1.  운영비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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