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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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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된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

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법인의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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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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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1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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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당)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1(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단위:원) 

과목 

제 12(당) 기  제 11(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산       

I. 유동자산 2,160,358,561 2,160,358,561 -  1,040,757,622  1,040,757,622  - 

(1)당좌자산 2,160,358,561 2,160,358,561 -  1,040,757,622  1,040,757,622  - 

현금및현금성자산 2,159,457,040 2,159,457,040 -  1,039,587,982 1,039,587,982 - 

선급비용 592,731 592,731 -   655,140   655,140 - 

선급법인세 308,790 308,790 -   514,500   514,500  - 

II. 비유동자산 1,031,593,960 31,593,960 1,000,000,000  1,053,909,412   53,909,412  1,000,000,000 

(1)투자자산 1,026,794,082 26,794,082 1,000,000,000  1,000,493,066   493,066  1,000,000,000 

장기금융상품(주석3) 1,026,794,082 26,794,082 1,000,000,000  1,000,493,066   493,066  1,000,000,000 

(2)유형자산(주석4) 3,424,878 3,424,878 - 5,866,346 5,866,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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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024,540 223,024,540 

-  226,056,060  226,056,060  - 

감가상각누계액 
(219,601,662) (219,601,662) 

-  (220,191,714) (220,191,714) - 

(3)기타비유동자산 1,375,000 1,375,000 -   47,550,000   47,550,000  - 

기부자산 1,075,000 1,075,000 -   7,250,000   7,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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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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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산  총  계 3,191,952,521 2,191,952,521 1,000,000,000  2,094,667,034 1,094,667,034 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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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과목 

제 12(당) 기  제 11(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부채 
      

I. 유동부채 67,551,070 67,551,070 -   10,080,280   10,080,280  - 

미지급금 61,522,610 61,522,610 -   3,425,470   3,425,470  - 

예수금 6,028,460 6,028,460 -  
6,654,810 

 

6,654,810 

 
- 

II. 비유동부채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5) 152,957,150 152,957,150 -  152,649,255 152,649,255 -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5) (152,957,150) (152,957,150) - (152,649,255) (152,649,255) - 

III.고유목적사업준비금 24,848,447 24,848,447 -  25,091,820 25,091,82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주석6) 24,848,447 24,848,447 -  25,091,820 25,091,820  - 

부  채  총  계 92,399,517 92,399,517 -  35,172,100 35,17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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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9,553,004 2,099,553,004 -  1,059,494,934  1,059,494,934  - 

잉여금 2,099,553,004 2,099,553,004 -  1,059,494,934  1,059,494,934  - 

순 자 산 총 계 3,099,553,004 2,099,553,004 1,000,000,000  2,059,494,934  1,059,494,934  1,000,00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3,191,952,521 2,191,952,521 1,000,000,000  2,094,667,034  1,094,667,034 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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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성 과 표  

 

제 12(당)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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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단위:원) 

      과       목 

제 12(당) 기  제 11(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 사업수익 2,757,514,763 2,732,666,316 24,848,447 2,558,58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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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수익(주석9,13) 2,602,007,300 2,602,007,300 - 2,329,627,020  

        

2,329,627,020  

2,329,627,020  

        

2,329,627,020  

- 

보조금수익 1,458,060 1,458,060 - 5,866,440              

5,866,440  

5,866,440              

5,866,440  

- 

이자수익 24,848,447 - 24,848,447 25,091,820  

 

- 25,091,820  

 
사업수익 129,200,956 129,200,956 - 198,000,000 198,000,000 - 

II. 사업비용(주석10) 1,722,599,333 1,722,599,333 - 2,172,661,711 2,172,661,711 - 

(1) 사업수행비용 1,548,007,573 1,548,007,573 - 1,948,789,527 1,948,789,527 - 

음악교육사업비 616,791,765 616,791,765 - 689,105,077 689,105,077 - 

학습지원사업비 237,290,931 237,290,931 - 496,932,860 496,932,860 - 

청소년사업비(주석11) 648,299,962 648,299,962 - 712,270,121  

 

712,270,121  

 

- 

연구사업비 45,624,915 45,624,915 - 50,481,469  

 

50,481,469  

 

- 

(2) 일반관리비용 91,614,393 91,614,393 - 137,815,020  

 

137,815,020  

 

- 

직원급여 67,031,345 67,031,345 -  71,357,610   71,357,610  - 

퇴직급여 2,186,860 2,186,860 -  8,153,185   8,153,185  - 

복리후생비 3,271,828 3,271,828 -  4,696,470   4,696,470  - 

여비교통비 28,000 28,000 -  79,254   79,254  - 

통신비 256,666 256,666 -  277,293   277,293  - 

세금과공과 1,438,779 1,438,779 -  27,507,044   27,507,044  - 

보험료 7,641,014 7,641,014 -  6,561,861   6,561,861  - 

감가상각비 412,882 412,882 -  753,317   753,317  - 

지급임차료 3,089,151 3,089,151 -  10,130,400   10,130,400  - 

접대비 530,011 530,011 - 1,973,600  

 

1,97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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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2(당) 기  제 11(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차량유지비 31,812 31,812 -  31,860   31,860  - 

도서인쇄비 - - -  18,810   18,810  - 

회의비 141,684 141,684 -  276,171   276,171  - 

지급수수료 5,554,361 5,554,361 -  5,998,145   5,998,145  - 

(3) 모금비용 82,977,367 82,977,367 - 86,057,164 86,057,164 - 

급여 40,356,220 40,356,220 - 37,614,830 37,614,830 - 

퇴직급여 - - - 4,520,047 4,520,047 - 

복리후생비 2,103,318 2,103,318 - 1,826,405 1,826,405 - 

보험료 3,867,530 3,867,530 - 3,042,252 3,042,252 - 

홍보비 29,527,617 29,527,617 - 32,687,945 32,687,945 - 

기타모금비용 7,122,682 7,122,682 -  6,365,685   6,365,685  - 

III. 사업이익(손실) 1,034,915,430 1,010,066,983 24,848,447 385,923,569  360,831,749  25,091,820 

IV. 사업외수익 5,109,269 5,109,269 -  1,001,066   1,001,066  - 

유형자산처분이익 9,000 9,000 - - - - 

잡이익 5,100,269 5,100,269 -  1,001,066   1,001,066  - 

V. 사업외비용  210,002 210,002 - 5,000 5,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209,792 209,792 - 

 

5,000 5,000 - 

 
잡손실 210 210 - - - - 

VI.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주석6) 24,848,447 - 24,848,447 25,091,820 - 25,091,820 

VII.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주석6) 25,091,820 25,091,820  31,105,929 31,105,929 - 

VIII.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1,040,058,070 1,040,058,070  392,933,744 392,933,744 - 

IX. 법인세비용(주석12) - - - - - - 

X. 당기운영이익(손실) 1,040,058,070 1,040,058,070 - 392,933,744 392,933,744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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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석 

 

 제 12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11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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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키즈스터디 창

작동시대회, 취약계층 느린 학습자 기초학력 지원사업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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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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4 818 311 (2,949) 3,422 

계 5,866 818 311 (2,949) 3,424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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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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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급여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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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152,649 195,220 

퇴직급여설정액 57,602 48,329 

퇴직급여지급액 57,294 90,900 

기말잔액 152,957 15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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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152,957 152,649 

합계 152,957 152,649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기 및 전기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25,092 31,106 

전입액 24,848 25,092 

환입액 25,092 31,106 

기말잔액 24,848 2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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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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9,495 - 

당기운영이익(손실) - - 1,040,058 - 

당기말 1,000,000 - 2,099,553 - 

 

 

<전기> 

구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적립금 잉여금 

당기초 1,000,000 - 666,561 - 

당기운영이익(손실) - - 392,934 - 

당기말 1,000,000 - 1,059,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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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부금수익 

 

당기 및 전기 중 기부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현금기부 2,556,503 2,270,207 

현물기부 

악기 39,977 59,008 

음악앨범 및 공연티켓 3,375 - 

식품 - 264 

기타 2,152 148 

소계 45,504 59,420 

계 2,602,007 2,32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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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799 592,989 30,850 106,370  1,548,008  

음악교육사업비  380,721   200,543   12,409   23,119   616,792  

학습지원사업비  45,912   168,533   9,307   13,540   237,292  

청소년사업비  384,861   189,887   7,411   66,141   648,300  

연구사업비  6,305   34,026   1,723   3,570   45,624  

일반관리비용 -  79,411   5,598   6,605   91,614  

모금비용 -  46,327   3,102   33,548   82,977  

계 817,799 718,727 39,550 146,523 1,722,599 

 

 



- 20 -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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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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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962 297,935 EXIT버스 사업지원 

70,087 131,289 청소년자립팸 사업지원 

 

12. 법인세비용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1,040,058 3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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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518 2,012,348 

조희경 지급임차료 13,200 1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