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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

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

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법인의 재무제표는 법인의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

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법인

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

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

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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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법인

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

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법인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법인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

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

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

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ㆍ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

러한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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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ㆍ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

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ㆍ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ㆍ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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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

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ㆍ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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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

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2 밀브리지홀 4층               

가 립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박개성               

2020년 1월 21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법인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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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제 29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 28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본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백종국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

(한강로1가, 세대빌딩)

(전   화) 02-794-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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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29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28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단위 : 원)

과                        목
제 29(당) 기 제 28(전) 기

공익목적사업 공익목적사업

자                        산

Ⅰ.유동자산 74,981,605 87,295,137

  (1)당좌자산 74,981,605 87,295,137

    현금및현금성자산 56,506,635 70,501,551

    단기대여금 15,930,067 16,089,127

    미수수익 843,102 672,749

    미수금 1,594,411 -

    당기법인세자산 107,390 31,710

Ⅱ.비유동자산 46,223,547 46,825,477

  (1)투자자산 45,000,000 45,000,000

    장기금융상품(주3) 45,000,000 45,000,000

  (2)유형자산(주4) 923,547 1,525,477

    차량운반구 6,000,000 6,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999,000) (5,999,000)

    비품 23,328,915 25,340,725

    감가상각누계액 (22,406,368) (23,816,248)

  (3)기타비유동자산 300,000 300,000

    기타보증금 300,000 300,000

자      산      총      계 121,205,152 134,120,614

부                        채

Ⅰ.유동부채 23,847,362 25,418,127

    미지급비용 6,342,196 8,961,451

    미지급금 1,251,170 1,011,210

    예수금 16,253,996 15,445,466

Ⅱ.고유목적사업준비금 735,255 75,372

부      채      총      계 24,582,617 25,493,499

순           자           산

Ⅰ.기본순자산(주3) 45,000,000 45,000,000

    기본순자산 45,000,000 4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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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29(당) 기 제 28(전) 기

공익목적사업 공익목적사업

Ⅱ.보통순자산 51,622,535 63,627,115

    잉여금 51,622,535 63,627,115

순    자    산    총    계 96,622,535 108,627,115

부 채 및 순 자 산 총 계 121,205,152 134,120,614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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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성 과 표

제 29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28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단위 : 원)

과                        목
제 29(당) 기 제 28(전) 기

공익목적사업 공익목적사업

Ⅰ.사업수익(주7) 309,883,048 295,817,974

  1.회비수익 139,940,840 139,079,000

    회원회비 106,005,840 107,009,000

    이사회비 12,270,000 9,250,000

    지역회비 21,665,000 22,820,000

  2.일반기부금수익 95,590,000 102,690,004

    교회,기관후원금 95,590,000 102,690,004

  3.특정기부금수익 54,750,000 24,050,000

    목적후원금 6,500,000 1,000,000

    지원후원금 48,250,000 23,050,000

  4.기타수익 19,602,208 29,998,970

    사업후원금 15,851,600 26,614,491

    등록비 2,620,000 2,560,000

    자료판매비 225,000 261,800

    이자수익 905,608 562,679

Ⅱ.사업비용(주8) 325,908,085 295,138,654

  1.사업수행비용 176,528,058 147,611,839

  2.일반관리비용 101,141,501 102,774,659

  3.모금비용 48,238,526 44,752,156

Ⅲ.사업수익 (16,025,037) 679,320

Ⅳ.사업외수익 4,747,920 4,951,962

    잡이익 4,747,920 4,951,962

Ⅴ.사업외비용 67,580 215,380

    유형자산폐기손실 2,000 1,000

    잡손실 65,580 214,380

Ⅵ.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735,255 75,372

Ⅶ.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75,372 713,829

Ⅷ.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12,004,580) 6,054,359

IX.법인세비용 - -

X.당기운영이익(손실) (12,004,580) 6,054,359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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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29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28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 법인의 개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법인')은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성

경원리의 실생활 적용 및 정의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1991년 11월 11일 문화관광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

고 있습니다.

법인의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재무제표의 작성단위

법인은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보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

으며, 운영과 재정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재무제

표의 작성단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2 사업부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 시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

로 사업부문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부문의 구분이 재무제

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이 없으며, 전체 재무제표를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표시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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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의적 회계정책

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

음과 같습니다.

(1) 유동자산

법인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산

법인은 장기적인 투자 등과 같은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장기성예적금, 장기투자증

권과 장기대여금 등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

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하며,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

법인은 사업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

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운반구와 비

품 등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감가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

부터 정액법으로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차량운반구 5년 비   품 5년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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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를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4) 기타비유동자산

법인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유동부채

법인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

채 등을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비유동부채

법인은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부채

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유동부채 및 비

유동부채와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8) 순자산

① 기본순자산

법인은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기본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보통순자산

법인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보통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

니다. 보통순자산은 잉여금과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적립금

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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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수익

법인의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으로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과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

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하였습니다.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현

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기부

를 받지 않았더라도 증거력이 충분한 기부약정과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

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10) 사업비용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사업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

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수행비용

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

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수행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

다.

② 일반관리비용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관리비용으로 분

류하고 있습니다.

③ 모금비용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

생하는 비용을 모금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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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분배비용, 인력

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

나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분배비용 :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

- 인력비용 :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

- 시설비용 :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

- 기타비용 :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

(11) 퇴직급여

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임직원의 근무용역제공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사업외수익비용

법인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유형자산처분손익, 유형자산손상차손

및 환입, 기타의 대손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을 사업외수익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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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제약자산

당기말 현재 사용제약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사용제한내용

장기금융상품 45,000,000 45,000,000 기본재산

법인의 기본순자산은 금융상품에 예치되어 있으며, 취득원가,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이 동일합니다.

4. 유형자산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원)

과   목
기초

장부금액
취득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기말

장부금액

차량운반구 6,000,000 - - - 6,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999,000) - - - (5,999,000)

비   품 25,340,725 118,990 (2,130,800) - 23,328,915

감가상각누계액 (23,816,248) - 2,128,800 (718,920) (22,406,368)

합   계 1,525,477 118,990 (2,000) (718,920) 923,547

(2) 전기

(단위: 원)

과   목
기초

장부금액
취득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기말

장부금액

차량운반구 6,000,000 - - - 6,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999,000) - - - (5,999,000)

비   품 25,163,215 280,000 (102,490) - 25,340,725

감가상각누계액 (23,244,803) - 101,490 (672,935) (23,816,248)

합   계 1,919,412 280,000 (1,000) (672,935) 1,52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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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정사항

법인은 사무실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임차보증금은 없으나 동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매월 1,340,000원의 임차료를 지

급하고 있습니다.

6. 순자산변동

당기와 전기 중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합   계
잉여금

전기초 45,000,000 57,572,756 102,572,756

  당기운영이익 - 6,054,359 6,054,359

전기말 45,000,000 63,627,115 108,627,115

당기초 45,000,000 63,627,115 108,627,115

  당기운영이익 - (12,004,580) (12,004,580)

당기말 45,000,000 51,622,535 96,622,535

7. 사업수익

당기와 전기 중 사업수익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계정과목 당   기 전   기

  1.회비수익 139,940,840 139,079,000

    회원회비 106,005,840 107,009,000

    이사회비 12,270,000 9,250,000

    지역회비 21,665,000 22,820,000

  2.일반기부금수익 95,590,000 102,690,004

    교회,기관후원금 95,590,000 102,690,004

  3.특정기부금수익 54,750,000 24,050,000

    목적후원금 6,500,000 1,000,000

    지원후원금 48,250,000 23,050,000

  4.기타수익 19,602,208 29,998,970

    사업후원금 15,851,600 26,614,491

    등록비 2,620,000 2,560,000

    자료판매비 225,000 261,800

    이자수익 905,608 562,679

합   계 309,883,048 295,81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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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당기 중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원)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   계

공익목적사업비용

  기독교윤리실천운동사업 64,205,574 100,702,409 - 11,620,075 176,528,058

  일반관리비용 - 63,892,584 27,074,823 10,174,094 101,141,501

  모금비용 - 15,713,600 2,166,626 30,358,300 48,238,526

합   계 64,205,574 180,308,593 29,241,449 52,152,469 325,908,085

(2) 전기

(단위: 원)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   계

공익목적사업비용

  기독교윤리실천운동사업 12,575,780 82,875,200 - 52,160,859 147,611,839

  일반관리비용 - 62,752,494 36,999,565 3,022,600 102,774,659

  모금비용 - 9,019,600 4,198,146 31,534,410 44,752,156

합   계 12,575,780 154,647,294 41,197,711 86,717,869 295,13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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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참고사항

본 재무제표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기독교윤

리실천운동의 재무제표에 대한 것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의 재무상태, 운영성과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재무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명의로 개설하

여 지역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사용 중인 계좌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지   역 금융기관 계좌번호 당기말 잔액

인   천
시티은행 433-00796-250 266,696

국민은행 201-01-0817-228 103,499

부   산

국민은행 101-01-0677-614 180,666

부산은행 023-01-026431-6 81,563

우리은행 039-176879-13-101 73,085

농협은행 901-01-208203 73,908

진   주 농협은행 803-01-364451 2,866,324

청   주
농협은행 311-01-114046 115,387

신한은행 140-000-822492 2,188,629

전   주 전북은행 603-13-0310301 55,250

합   계 6,0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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