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의 재무제표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 7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6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목

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3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6
수지계산서 ------------------------------------ 8

주석 ------------------------------------------- 10

-2-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
료되는 보고기간의 수지계산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
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
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
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
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
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
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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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
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법인의 재무제표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의 2016년 12
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경
영성과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
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 길 41(신길동, 안세빌딩)
안 세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박 윤 종
2017년 3월 17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일(2017년 3월 17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세입
세출결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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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재 무 제 표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제7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이사장 조순실

본점소재지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23 801호
(서초동,서초타운트라팰리스)
(전화) 02-522-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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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7(당)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6(전)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과 목
자

(단위 : 원)
제 7(당) 기

제 6(전) 기

산

I. 유동자산

1,081,271,055

(1) 당좌자산

1,081,271,055

1. 현금및현금성자산

528,189,912

1,080,222,283

525,203,920

2. 선급비용

584,242

565,852

3. 선급법인세

464,530

2,420,140

II. 비유동자산

1,024,422,380

1,548,559,940

(1) 투자자산

1,000,000,000

1,501,112,798

1. 장기금융상품(주석 3)

1,000,000,000

1,501,112,798

(2) 유형자산(주석 4)
1.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2.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23,407,360
131,379,500

131,379,500

(131,377,500)

(123,574,600)

229,641,850

226,847,400

(206,236,490)

(187,505,158)

(3) 기타비유동자산

1,015,020

1. 기부자산

688,020

2. 기타보증금

347,000

자 산 총 계
부

47,147,142

300,000

300,000
2,105,693,435

2,076,749,852

16,899,254

10,222,886

채

I. 유동부채
1. 미지급금
2. 예수금

13,203,224

7,233,276

3,696,030

2,989,610

II. 비유동부채

100,488,738

73,591,169

1.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 5)

87,442,798

57,864,18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3,045,940

15,72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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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7(당) 기

부 채 총 계
자

제 6(전) 기

117,387,992

83,814,055

1,000,000,000

1,000,000,000

본

I. 출연금(주석 6)
1. 출연금

1,000,000,000

1,000,000,000

III. 이익잉여금(주석 8)
1. 미처분이익잉여금

988,305,443
988,305,443

992,935,797
992,935,797

자 본 총 계

1,988,305,443

1,992,935,797

부채및자본총계

2,105,693,435

2,076,749,852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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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지 계 산 서

제7(당)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전)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과 목

(단위 : 원)
제 7(당) 기
2,104,394,538

I. 사업수입
1. 후원금수입(주석7)
2. 기부수입

제 6(전) 기
2,219,377,080

2,007,354,640

2,219,377,080

97,039,898

2,108,908,722

II. 사업비용

2,023,902,130

1. 직원급여

241,474,420

206,630,640

2. 퇴직급여

37,117,927

57,864,180

3. 복리후생비

26,261,750

22,315,950

4. 여비교통비

4,587,500

1,692,500

5. 통신비

1,271,520

1,430,680

6. 세금과공과

12,491,870

10,842,430

7. 감가상각비

5,780,920

8,167,258

8. 지급임차료

36,105,155

34,840,750

9. 수선비

296,200

-

10. 보험료

5,461,620

6,073,905

807,000

735,550

77,000

54,000

13. 교육훈련비

5,800,000

6,801,010

14. 도서인쇄비

515,400

63,200

15. 회의비

416,650

510,620

16. 사무용품비

1,474,890

437,050

17. 소모품비

1,841,860

471,670

18. 지급수수료

9,143,684

6,140,080

19. 건물관리비

6,080,200

8,455,240

11. 차량유지비
12. 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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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20. 음악교육사업비

811,007,119

700,220,178

21. 학습지원사업비

484,672,148

418,784,025

22. 긴급지원사업비

-

53,676,575

2,922,410

2,413,090

332,349,692

338,084,115

25. 신규사업비

-

20,039,650

26. 연구사업비

44,615,559

82,203,379

27. 모금홍보사업비

36,336,228

34,954,405

23. 기관운영비
24.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비

(4,514,184)

III. 사업이익(손실)

195,474,950
19,228,564

IV. 사업외수익

31,160,679

1. 이자수익

3,045,940

15,726,989

2. 보험차익

10,000,000

-

6,182,624

15,433,690

3. 잡이익

19,344,734

V. 사업외비용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

기부자산폐기손실

3.

잡손실

15,726,989

13,045,940

15,726,989

6,298,294

-

500

(4,630,354)

VI. 당기순이익(손실)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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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8,640

주 석
제 7 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6 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1. 법인의 개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이하 ‘당 법인’)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0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당 법인은 “모든 아동청소년들은 어떠한 경제적 사
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복지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문화예술 체험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미션
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교육·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 법인의 기본재산은 1,000백만원입니다.
당 법인의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llkidstra 음악사업
교육의 기회가 적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프로그램으로 악기제공, 음악교
육, 합주,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등 통합적인 음악교육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아이
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Allkidstudy 학습사업
교육의 기회가 적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출발단계에서의 불
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아이들이 사회를 건
강하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는데 기반이 되는 학습의 방법을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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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it Bus 위기청소년사업
거리의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건강하게 자
립하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주체성을 발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
다.
(4) Allkidsmile 지원사업
청소년들이 처한 여건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활동을 통해
통합적인 자립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5)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당 법인의 미션에 맞게 아동복지실천 분야의 연구를 실행하고 있으며, 당 법인의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발전방안과 보다 효과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 재무제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 법인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과 위험
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
자)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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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상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당 법인이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
상태표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
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당기손익
인식 지정항목을 제외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금융자산
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측정 및 환입은 아래 유가증권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
책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을 제외한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
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당 법인이 금융자산 양도 후 양도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
음 양수인이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금융
자산을 제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
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유가증권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을 제외한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취
득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
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
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매매증권으로,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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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이후 공정가
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
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
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
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
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장부금
액과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
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당 법인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
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하고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
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
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
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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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수선비 중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당해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산
정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
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차량운반구

5년

정률법

비품

5년

정률법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
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5) 퇴직급여충당부채

당 법인은 보고기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 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우선 사용하고, 당기 중
이자수입 등 수입에서 발생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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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 이로 인한 영향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
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하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시에는 관련 회계
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3.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내용

당기

전기

기본재산

1,000,000

1,000,000

계

1,000,000

1,000,000

4. 유형자산

(1) 당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감가상각

기말

차량운반구

7,805

-

-

(7,803)

2

비품

39,342

2,794

-

(18,731)

23,405

계

47,147

2,794

-

(26,534)

2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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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감가상각

기말

차량운반구

14,990

-

-

(7,185)

7,805

비품

68,395

2,873

-

(31,926)

39,342

계

83,385

2,873

-

(39,111)

47,147

5.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57,864

-

퇴직급여

37,118

57,864

퇴직금지급액

7,539

기말잔액

87,443

57,864

6. 출연금

당기 및 전기 말 현재 출연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출연금(*)

1,000,000

1,000,000

계

1,000,000

1,000,000

(*) 당 법인의 출연금은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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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원금수입

당기와 전기의 후원금수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지정후원금

450,873

384,911

비지정후원금

1,556,482

1,834,466

계

2,007,355

2,219,377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7(당)기
처분예정일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2017년 02월 22일

제6(전)기
처분확정일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2016년 02월 24일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과 목

(단위 : 원)
제 7(당)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 당기순이익

988,305,443

992,935,797

992,935,797

782,027,157

(4,630,354)

210,908,64099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제 6(전) 기

-

-

988,305,443

992,93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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