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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이하 “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

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된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

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법인의 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된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를 공익법인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

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

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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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

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법인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법인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

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

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

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

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

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

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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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

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

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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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

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

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

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

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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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

니케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 길 41(신길동, 안세빌딩) 

안 세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박 윤 종 

 
2020년 2월 17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

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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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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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당)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9(전)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단위:원) 

과목 
제 10(당)기  제 9 (전)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산       

I. 유동자산 932,036,747  932,036,747  -  817,076,801 817,076,801 - 

(1)당좌자산 932,036,747  932,036,747  -  817,076,801 817,076,801 - 

현금및현금성자산 930,020,883  930,020,883  -  815,805,989 815,805,989 - 

선급비용 928,354  928,354  -  877,742 877,742 - 

선급법인세 1,087,510  1,087,510  -  393,070 393,070 - 

II. 비유동자산 1,047,447,170  47,447,170  1,000,000,000  1,059,801,494 59,801,494 1,000,000,000 

(1)투자자산 1,000,000,000  -  1,000,000,000  1,000,000,000 - 1,000,000,000 

장기금융상품(주석3) 1,000,000,000  - 1,000,000,000  1,000,000,000 - 1,000,000,000 

(2)유형자산(주석4) 6,185,470  6,185,470   12,355,794 12,355,794 - 

차량운반구 131,379,500  131,379,500  -  131,379,500  131,379,500  - 

감가상각누계액 (131,377,500) (131,377,500) -  (131,377,500) (131,377,500) - 

비품 245,735,090  245,735,090  -  244,415,090  244,415,090  - 

감가상각누계액 (239,551,620) (239,551,620) -  (232,061,296) (232,061,296) - 

(3)기타비유동자산 41,261,700  41,261,700  -  47,445,700  47,445,700  - 

기부자산 914,700  914,700  -  7,098,700  7,098,700  - 

임차보증금 40,000,000  40,000,000  -  40,000,000  40,000,000  - 

기타보증금 347,000  347,000  -  347,000 347,000 - 

자  산  총  계 1,979,483,917  979,483,917  1,000,000,000  1,876,878,295 876,878,295 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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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과목 
제 10(당)기  제 9 (전)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부채 
      

I. 유동부채 86,596,730  86,596,730  -  9,411,467 9,411,467 - 

미지급금 45,396,000  45,396,000  -  3,135,767 3,135,767 - 

선수금 35,280,000  35,280,000  -  - - - 

예수금 5,920,730  5,920,730  -  6,275,700 6,275,700 - 

II. 비유동부채 195,220,068  195,220,068  -  169,546,136 169,546,136 -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5) 195,220,068  195,220,068  -  169,546,136 169,546,136 - 

III.고유목적사업준비금 31,105,929  31,105,929  -  26,591,352 26,591,35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주석6) 31,105,929  31,105,929  -  26,591,352 26,591,352 - 

부  채  총  계 312,922,727  312,922,727  -  205,548,955 205,548,955 - 

순자산       

I. 기본순자산 1,000,000,000  -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기본순자산(주석7) 1,000,000,000  -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II. 보통순자산 666,561,190  666,561,190  -  671,329,340 671,329,340 - 

잉여금 666,561,190  666,561,190  - 671,329,340 671,329,340 - 

순 자 산 총 계 1,666,561,190  666,561,190  1,000,000,000  1,671,329,340 671,329,340 1,000,00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1,979,483,917  979,483,917  1,000,000,000  1,876,878,295 876,878,295 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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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성 과 표  

 

제 10(당)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9(당)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단위:원) 

      과       목 
제 10 (당)기 제 9 (전)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 사업수익 2,346,946,391 2,315,840,462 31,105,929 2,296,762,452 2,270,171,100 26,591,352 

기부금수익(주석9,13)  2,255,991,762 

2,255,991,762 

2,255,991,762 

2,255,991,762 

- 2,240,975,900 2,240,975,900 - 

보조금수익  8,848,700 

8,848,700 

 8,848,700 

8,848,700 

- 29,195,200 29,195,200 - 

이자수익  31,105,929 

31,105,929 

- 31,105,929                  

31,105,929 

26,591,352 - 26,591,352 

사업수익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 - - - 

II. 사업비용(주석10) 2,345,999,961 2,345,999,961 - 2,738,140,338 2,738,140,338 - 

(1) 사업수행비용 2,127,929,466 2,127,929,466 - 2,528,626,334 2,528,626,334 - 

음악교육사업비 904,588,704 904,588,704 - 1,132,305,654 1,132,305,654 - 

학습지원사업비  524,084,364  524,084,364 - 640,248,313 640,248,313 - 

청소년사업비(주석11)  640,092,400 640,092,400 - 697,896,141 697,896,141 - 

연구사업비  59,163,998  59,163,998 - 58,176,226 58,176,226 - 

(2) 일반관리비용  139,137,137  139,137,137 - 120,180,568 120,180,568 - 

직원급여  97,186,980  97,186,980 - 79,379,875 79,379,875 - 

퇴직급여  4,775,000  4,775,000 - 7,957,729 7,957,729 - 

복리후생비  5,488,144  5,488,144 - 4,052,788 4,052,788 - 

여비교통비  99,420  99,420 - 528,300 528,300 - 

통신비  274,270  274,270 - 392,361 392,361 - 

세금과공과  2,386,094  2,386,094 - 9,498,205 9,498,205 - 

보험료  10,296,568  10,296,568 - 862,153 862,153 - 

감가상각비  1,542,145  1,542,145 - 1,101,976 1,101,976 - 

지급임차료  12,331,969  12,331,969 - 9,266,400 9,266,400 - 

접대비  641,600  641,600 - 321,644 32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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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0 (당)기 제 9 (전)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통합 공익목적

차량유지비  52,706  52,706 - 20,790 20,790 - 

교육훈련비  -  - - 1,544,080 1,544,080 - 

도서인쇄비  9,746  9,746 - 35,100 35,100 - 

회의비  499,018  499,018 - 424,953 424,953 - 

소모품비  286,689  286,689 - 750,217 750,217 - 

지급수수료  3,266,789  3,266,789 - 4,043,995 4,043,995 - 

(3) 모금비용  78,933,358  78,933,358 - 89,333,436 89,333,436 - 

급여  34,003,350  34,003,350 - 34,316,640 34,316,640 - 

퇴직급여  2,825,000  2,825,000 - 3,657,298 3,657,298 - 

복리후생비  1,568,041  1,568,041 - 1,621,115 1,621,115 - 

세금과공과금  -  - - 2,962,970 2,962,970 - 

보험료  3,175,480  3,175,480 - - - - 

홍보비  31,372,303  31,372,303 - 38,619,825 38,619,825 - 

기타모금비용  5,989,184  5,989,184 - 8,155,588 8,155,588 - 

III. 사업이익(손실)  946,430 (30,159,499)  31,105,929 (441,377,886) (467,969,238) 26,591,352 

IV. 사업외수익 - - - 1,116,048 1,116,048 - 

잡이익 - - - 1,116,048 1,116,048 - 

V. 사업외비용   1,200,003  1,200,003 - 2,238,941 2,238,941 - 

기부자산폐기손실  1,200,000  1,200,000 - 1,008,020 1,008,020 - 

잡손실  3  3  1,230,921 1,230,921 - 

VI.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31,105,929   - 31,105,929 26,591,352 - 26,591,352 

VII.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26,591,352  26,591,352 - 27,329,975 27,329,975 - 

VIII.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 (4,768,150) (4,768,150) - (441,762,156) (441,762,156) - 

IX. 법인세비용(주석12) - - - - - - 

X. 당기운영이익(손실) (4,768,150) (4,768,150) - (441,762,156) (441,762,156)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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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석 

 

 제 10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9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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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이들이 신나는 올키즈스트라’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악기지원, 음악기초이론교육, 그룹레슨 및 합주, 관악

단 활동, 다양한 문화예술경험 등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2) Allkidstudy 학습사업 

교육의 기회가 적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출발단계에서의 불

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는데 기반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습 부진아

동에 대한 3Rs(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를 1:1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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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상황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들이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건강하게 자립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주

체성을 발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을 지

원하는 기관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활동을 통해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

을 만들어 나갑니다. 

(4)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당 법인의 미션에 따라 아동복지실천 분야 연구를 실행하고 있으며, 당 법인의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발전방안과 보다 효과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 법인의 재무제표는 한국의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그 유의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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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자산 

 

당 법인은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1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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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

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당해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

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과 목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차량운반구 5년 정률법 

비품 5년 정률법 

 

(4) 자산손상차손 

 

당 법인은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자산이외에 투자, 유형 및 무형자산 등이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

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자산손상차손의 

과목으로기간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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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이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던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퇴직급여충당부채 

 

당 법인은 회계연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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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수익 등 수익에서 발생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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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익의 인식기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이며,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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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한편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 및 처분손익 등이 공

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분류합니다. 기부금 

등의 수입은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금융

상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 등 금융수입은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주의를 적용하

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법인세비용 

 

당 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2조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의회계처리특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

부할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등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장기금융상품 1,000,000 1,000,000 

계 1,000,000 1,000,000 

 

상기 장기금융상품은 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

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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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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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감가상각 기말 

차량운반구 2 - - - 2 

비품 12,354 1,320 - (7,490) 6,184 

계 12,356 1,320 - (7,490) 6,186 

 

<전기>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감가상각 기말 

차량운반구 2 - - - 2 

비품 13,320 8,562 - (9,528) 12,354 

계 13,322 8,562 - (9,528) 12,356 

 

5. 퇴직급여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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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169,546 127,974 

퇴직급여설정액 35,544 47,689 

퇴직급여지급액 9,870 6,117 

기말잔액 195,220 169,546 

 

 

 

 



- 17 -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기 및 전기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26,591 27,329 

전입액 31,106 26,591 

환입액 26,591 27,329 

기말잔액 31,106 26,591 

 

7. 기본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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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당기 전기 

기본순자산 1,000,000 1,000,000 

계 1,000,000 1,000,000 

당 법인의 기본순자산은 장기성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8. 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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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구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적립금 잉여금 

당기초 1,000,000 - 671,329 - 

당기운영이익(손실) - - (4,768) - 

당기말 1,000,000 - 666,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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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구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적립금 잉여금 

당기초 1,000,000 - 1,113,091 - 

당기운영이익(손실) - - (441,762) - 

당기말 1,000,000 - 671,329 - 

 

 

9. 기부금수익 

 

당기 및 전기 중 기부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현금기부 2,214,771 2,202,212 

현물기부 

악기 29,222 27,155 

음악앨범 및 공연티켓 - 9,575 

식품 1,834  2,034 

생활용품 10,165 - 

소계 41,221 38,764 

계 2,255,992 2,24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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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당기 및 전기 중 사업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

원) 

 

<당기>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계 

사업수행비용   1,468,347 528,778    59,186 71,618 2,127,929 

음악교육사업비    645,795    204,020     27,701 27,073 904,589 

학습지원사업비     316,124    173,215    18,467   16,279     524,084 

청소년사업비    500,721   107,616    10,709   21,047      640,092 

연구사업비        5,708      43,927     2,308    7,220     59,164 

일반관리비용           -     116,892    17,177   5,068 139,137 

모금비용           - 41,572 4,617 32,745 78,933 

계   1,468,347   687,242     80,979 109,431 2,346,000 

 

<전기>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계 

사업수행비용   1,877,440   524,728 54,804 71,654 2,528,626 

음악교육사업비    823,493    239,502 25,575 43,736 1,132,306 

학습지원사업비    429,927    177,634 15,345 17,342 640,248 

청소년사업비    615,209      66,099 10,961 5,627 697,896 

연구사업비      8,811      41,492 2,923 4,950 58,176 

일반관리비용           -      99,999 14,015 6,167 120,181 

모금비용          -      43,225 5,115 40,994 89,333 

계 1,877,440   667,951    73,935  118,814  2,73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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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처의 거래내역 

 

당기 및 전기 중 단일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

의 10% 이상인 주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거래처명 계정과목 당기 전기 거래내용 

(사)들꽃 

청소년세상 

청소년 

사업비 

213,759 252,781 EXIT버스 사업지원 

110,695 120,000 청소년자립팸 사업지원 

 

12. 법인세비용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4,768) (441,762) 

법인세비용 - - 

 

1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거래내역 당기 전기 

조양래 기부금수익 2,012,290 2,0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