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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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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된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

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법인의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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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안 세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박 윤 종 

 
2021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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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10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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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당)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0(전)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단위:원) 

과목 
제 11(당) 기  제 10(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산       

I. 유동자산 
1,040,757,622  

        

1,039,587,982  

1,040,757,622  

        

1,039,587,982  

-  932,036,747  932,036,747  - 

(1)당좌자산 
1,040,757,622  

        

1,039,587,982  

1,040,757,622  

        

1,039,587,982  

-  932,036,747  932,036,747  - 

현금및현금성자산 1,039,587,982 1,039,587,982 -  930,020,883  930,020,883  - 

선급비용  655,140   655,140 -  928,354  928,354  - 

선급법인세  514,500   514,500  -  1,087,510  1,087,510  - 

II. 비유동자산 
1,053,909,412  

        

1,053,909,412  

 53,909,412  1,000,000,000  1,047,447,170  47,447,170  1,000,000,000 

(1)투자자산 
1,000,493,066  

        

1,000,493,066  

 493,066  1,000,000,000  1,000,000,000  -  1,000,000,000 

장기금융상품(주석3) 
1,000,493,066  

        

1,000,493,066  

 493,066  1,000,000,000  1,000,000,000  - 1,000,000,000 

(2)유형자산(주석4) 5,866,346 5,866,346 - 6,185,470  6,185,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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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056,060  226,056,060  -  245,735,090  245,735,090  - 

감가상각누계액 (220,191,714) (220,191,714) -  (239,551,620) (239,551,620) - 

(3)기타비유동자산  47,550,000   47,550,000  -  41,261,700  41,261,700  - 

기부자산  7,250,000   7,250,000  -  914,700  91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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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보증금  300,000   300,000  -  347,000  347,000  - 

자  산  총  계 2,094,667,034 1,094,667,034 1,000,000,000  1,979,483,917  979,483,917  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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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과목 

제 11(당) 기  제 10(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부채 
      

I. 유동부채  10,080,280   10,080,280  -  86,596,730  86,596,730  - 

미지급금  3,425,470   3,425,470  -  45,396,000  45,396,000  - 

선수금 - - -  35,280,000  35,280,000  -  

예수금 
6,654,810 

 

6,654,810 

 
-  5,920,730  5,920,730  - 

II. 비유동부채 - - -  195,220,068  195,220,068  -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5) 152,649,255 152,649,255 -  195,220,068  195,220,068  -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5) 152,649,255 152,649,255 - - - - 

III.고유목적사업준비금 25,091,820 25,091,820  -  31,105,929  31,105,92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주석6) 25,091,820 25,091,820  -  31,105,929  31,105,929  - 

부  채  총  계 35,172,100 35,172,100 -  312,922,727  312,922,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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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9,494,934  1,059,494,934  -  666,561,190  666,561,190  - 

잉여금 1,059,494,934  1,059,494,934  -  666,561,190  666,561,190  - 

순 자 산 총 계 2,059,494,934  1,059,494,934  1,000,000,000  1,666,561,190  666,561,190  1,000,00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2,094,667,034  1,094,667,034 1,000,000,000  1,979,483,917  979,483,917  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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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성 과 표  

 

제 11(당)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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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단위:원) 

      과       목 

제 11 (당)기 제 10 (전)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 사업수익 2,558,585,280  

 

2,533,493,460 25,091,820  

 

2,346,946,391 2,315,840,462 31,105,929  

기부금수익(주석9,13) 2,329,627,020  

        

2,329,627,020  

2,329,627,020  

        

2,329,627,020  

-  2,255,991,762 

2,255,991,762  

2,255,991,762 

2,255,991,762 

2,255,991,762  

- 

보조금수익 5,866,440              

5,866,440  

5,866,440              

5,866,440  

-  8,848,700 

8,848,700  

 8,848,700 

8,848,700  

- 

이자수익 25,091,820  

 

- 25,091,820  

 

31,105,929 - 31,105,929 

사업수익 198,000,000 198,000,000 -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 

II. 사업비용(주석10) 2,172,661,711 2,172,661,711 - 2,345,999,961 2,345,999,961 - 

(1) 사업수행비용 1,948,789,527 1,948,789,527 - 2,127,929,466 2,127,929,466 - 

음악교육사업비 689,105,077 689,105,077 - 904,588,704 904,588,704 - 

학습지원사업비 496,932,860 496,932,860 -  524,084,364   524,084,364  - 

청소년사업비(주석11) 712,270,121  

 

712,270,121  

 

-  640,092,400 640,092,400 - 

연구사업비 50,481,469  

 

50,481,469  

 

-  59,163,998   59,163,998  - 

(2) 일반관리비용 137,815,020  

 

137,815,020  

 

-  139,137,137   139,137,137  - 

직원급여  71,357,610   71,357,610  -  97,186,980   97,186,980  - 

퇴직급여  8,153,185   8,153,185  -  4,775,000   4,775,000  - 

복리후생비  4,696,470   4,696,470  -  5,488,144   5,488,144  - 

여비교통비  79,254   79,254  -  99,420   99,420  - 

통신비  277,293   277,293  -  274,270   274,270  - 

세금과공과  27,507,044   27,507,044  -  2,386,094   2,386,094  - 

보험료  6,561,861   6,561,861  -  10,296,568   10,296,568  - 

감가상각비  753,317   753,317  -  1,542,145   1,542,145  - 

지급임차료  10,130,400   10,130,400  -  12,331,969   12,331,969  - 

접대비 1,973,600  

 

1,973,600  

 

-  641,600   641,600  - 



- 10 - 

 

과       목 

제 11 (당)기 제 10 (전)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차량유지비  31,860   31,860  -  52,706   52,706  - 

도서인쇄비  18,810   18,810  -  9,746   9,746  - 

회의비  276,171   276,171  -  499,018   499,018  - 

소모품비  -   -  -  286,689   286,689  - 

지급수수료  5,998,145   5,998,145  -  3,266,789   3,266,789  - 

(3) 모금비용 86,057,164 86,057,164 -  78,933,358   78,933,358  - 

급여 37,614,830 37,614,830 -  34,003,350   34,003,350  - 

퇴직급여 4,520,047 4,520,047 -  2,825,000   2,825,000  - 

복리후생비 1,826,405 1,826,405 -  1,568,041   1,568,041  - 

보험료 3,042,252 3,042,252 -  3,175,480   3,175,480  - 

홍보비 32,687,945 32,687,945 -  31,372,303   31,372,303  - 

기타모금비용  6,365,685   6,365,685  -  5,989,184   5,989,184  - 

III. 사업이익(손실) 385,923,569  360,831,749  25,091,820  946,430  (30,159,499) 31,105,929 

IV. 사업외수익  1,001,066   1,001,066  - - - - 

잡이익  1,001,066   1,001,066  - - - - 

V. 사업외비용  5,000 5,000 -  1,200,003   1,200,003  -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 5,000 - 

 

- - - 

기부자산폐기손실 - - -  1,200,000   1,200,000  - 

잡손실 - - -  3   3  - 

VI.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주석6) 25,091,820 - 25,091,820  31,105,929    -  31,105,929 

VII.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주석6) 31,105,929 31,105,929 -  26,591,352   26,591,352  - 

VIII.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392,933,744 392,933,744 - 
(4,768,150) (4,768,150)  - 

IX. 법인세비용(주석12) - - - - - - 

X. 당기운영이익(손실) 392,933,744 392,933,744 - 
(4,768,150) (4,768,150)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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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석 

 

 제 11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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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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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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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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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법인은 2020 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종업원은 퇴직시에 확정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종업원이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할인한 현재가치를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가치가 증가한 경우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운용되는 자산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관련 부채, 즉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관련 부채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투자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하며, 당해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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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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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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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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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감가상각 기말 

차량운반구 2 - - - 2 

비품 6,184 3,870 5 (4,185) 5,864 

계 6,186 3,870 5 (4,185) 5,866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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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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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급여충당부채  

 

(1) 당기 및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195,220 169,546 

퇴직급여설정액 48,329 35,544 

퇴직급여지급액 90,900 9,870 

기말잔액 152,649 195,220 

 

(2)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152,649 - 

합계 152,649 -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기 및 전기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31,106 26,591 

전입액 25,092 31,106 

환입액 31,106 26,591 

기말잔액 25,092 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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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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6,561 - 

당기운영이익(손실) - - 392,934 - 

당기말 1,000,000 - 1,059,495 -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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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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부금수익 

 

당기 및 전기 중 기부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현금기부 2,270,207 2,214,771 

현물기부 

악기 59,008 27,155 

음악앨범 및 공연티켓 - 9,575 

식품 264 2,034 

기타 148 - 

소계 59,420 38,764 

계 2,329,627 2,255,992 

 

 

10.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당기 및 전기 중 사업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당기>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계 

사업수행비용    1,167,290      639,910      60,010  81,580  1,948,790  

음악교육사업비    391,259     224,249      26,993   46,605     689,105  

학습지원사업비    287,108     182,860      15,746  11,219     496,933  

청소년사업비    481,725     195,516      14,272  20,757     712,270  

연구사업비      7,199      37,286       2,999    2,998      50,481  

일반관리비용          -      90,062      14,344   33,410     137,815  

모금비용          -      47,004       5,249  33,805      86,057  

계  1,167,290     776,975      79,602  148,794   2,17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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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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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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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935 213,759 EXIT버스 사업지원 

131,289 110,695 청소년자립팸 사업지원 

 

12. 법인세비용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392,934 (4,768) 

법인세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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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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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거래내역 당기 전기 

조양래 기부금수익 2,012,348 2,012,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