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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본 감사인은 첨부된 주식회사 다온플랜의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

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

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

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

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

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은 감사계약이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2년 12월 31일자

로 45백만원으로 기록된 재고자산의 실사에 입회할 수 없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기타의 감사

절차에 의해서도 2012년 12월 31일 재고자산에 대해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주식회사 다온플랜

주주 및 이사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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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재고자산의 기초잔액에 대한 실사에 입회하였으면 발견 할 수도 있

었던 수정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상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다온플랜의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19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7-20 두영빌딩

정   진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전  이  현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4년 3월 19일) 현재로 유효한 것 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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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제 표
재 무 상 태 표

제 3(당)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 2(전)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다온플랜 (단위 : 원)

과                        목 제 3(당) 기
제 2(전) 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자산 　 　 　 　

유동자산 　 17,636,194,245 　 11,341,971,830

당좌자산 　 17,583,145,645 　 11,296,370,080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6,810,703,533 　 8,858,957,017 　

단기금융자산(주석4) 10,085,000,000 　 2,105,000,000 　

매출채권 96,524,500 　 133,472,700 　

미수수익 497,220,385 　 103,620,270 　

당기법인세자산 - 　 21,961,532 　

기타 93,697,227 　 73,358,561 　

재고자산(주석6) 　 53,048,600 　 45,601,750

비유동자산 　 7,572,421,167 　 3,977,747,755

투자자산 　 7,423,347,408 　 3,853,416,744

장기금융자산(주석7) 7,423,347,408 　 3,853,416,744 　

유형자산(주석8) 　 10,787,120 　 15,073,525

무형자산(주석9) 　 29,229,201 　 40,396,401

기타비유동자산 　 109,057,438 　 68,861,085

자산총계 　 25,208,615,412 　 15,319,719,585

부채 　 　 　 　

유동부채 　 24,536,121,129 　 14,947,774,387

매입채무 40,172,250 　 48,514,400 　

미지급금 618,620 　 3,983,620 　

예수금(주석10) 24,474,877,000 　 14,892,780,550 　

부가세예수금 - 　 2,140,943 　

당기법인세부채 20,453,259 　 354,874 　

비유동부채 　 4,719,878 　 -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11) 4,719,878 　 - 　

부채총계 　 24,540,841,007 　 14,947,774,387

자본 　 　 　 　

자본금 　 350,000,000 　 350,000,000

보통주자본금((주석13) 350,000,000 　 350,000,000 　

자본잉여금 　 - 　 -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이익잉여금(주석14) 　 317,774,405 　 21,945,198

미처분이익잉여금 317,774,405 　 21,945,198 　

자본총계 　 667,774,405 　 371,945,198

부채와자본총계 　 25,208,615,412 　 15,319,719,585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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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계 산 서
제3(당)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2(전)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온플랜 (단위 : 원)

과                        목 제 3(당) 기 제 2(전) 기(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영업수익 　 3,077,341,140 　 2,602,867,290

서비스매출 2,217,595,321 　 1,907,977,158 　

기타매출 859,745,819 　 694,890,132 　

영업비용 　 3,374,775,829 　 2,621,656,656

직원급여(주석15) 41,326,110 　 61,076,921 　

퇴직급여(주석15) 7,577,848 　 - 　

복리후생비(주석15) 36,827,340 　 14,476,113 　

여비교통비 28,361,200 　 31,745,260 　

회원관리비 130,174,423 　 - 　

접대비 15,590,375 　 3,930,365 　

통신비 1,348,656 　 8,021,733 　

조사연구비 5,000,000 　 - 　

세금과공과(주석15) 8,798,370 　 1,458,960 　

감가상각비(주석15) 7,002,305 　 11,358,681 　

지급임차료(주석15) 12,692,000 　 12,344,000 　

보험료 71,053,572 　 24,485,770 　

운반비 360,323 　 6,583,982 　

교육훈련비 - 　 3,427,200 　

도서인쇄비 58,266,950 　 10,484,800 　

사무용품비 2,476,149 　 8,695,263 　

소모품비 2,697,000 　 2,602,750 　

지급수수료 2,121,595,091 　 1,819,517,883 　

예식용품비 716,331,827 　 551,532,957 　

광고선전비(주석16) 95,909,090 　 38,746,818 　

무형자산상각비(주석15) 11,167,200 　 11,167,200 　

수선비 40,000 　 - 　

잡비 180,000 　 - 　

영업이익 　 (297,434,689) 　 (18,789,366)

영업외수익 　 645,450,151 　 316,796,849

이자수익 622,800,119 　 290,625,599 　

잡이익 22,650,032 　 26,171,250 　

영업외비용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48,015,462 　 298,007,483

법인세비용 　 52,186,255 　 3,903,622

당기순이익 　 295,829,207 　 294,103,861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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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변 동 표

 
 
 

제 3(당)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온플랜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전기초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350,000,000 - - - (272,158,663) 77,841,337

당기순이익 　 　 　 　 294,103,861 294,103,861

전기말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350,000,000 - - - 21,945,198 371,945,198

당기초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350,000,000 - - - 21,945,198 371,945,198

당기순이익 　 　 　 　 295,829,207 295,829,207

당기말 350,000,000 - - - 317,774,405 667,774,405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7



현 금 흐 름 표

 
 

제 3(당)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온플랜 (단위 : 원)

과                        목 제 3(당) 기
제 2(전) 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504,393,080 　 8,847,144,711

당기순이익 295,829,207 　 294,103,861 　

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25,747,353 　 22,525,881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7,002,305 　 11,358,681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11,167,200 　 11,167,200 　

퇴직급여 7,577,848 　 - 　

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9,182,816,520 　 8,530,514,969 　

재고자산의 증가 (7,446,850) 　 (45,601,750)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36,948,200 　 (133,472,700)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1,519,255) 　 - 　

미수수익의 증가 (393,600,115) 　 (103,620,270) 　

선급비용의 증가 (18,819,411) 　 (73,358,561) 　

선납세금의 증가 21,961,532 　 (21,961,532) 　

장기선급비용의 증가 (40,196,353) 　 (48,861,085) 　

매입채무의 감소 (8,342,150) 　 (95,172,909) 　

미지급금의 감소 (3,365,000) 　 (8,468,179) 　

부금에수금의 증가 9,582,096,450 　 9,063,836,218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2,140,943) 　 2,140,943 　

미지급비용의 감소 - 　 (5,300,080) 　

미지급법인세의 증가 20,098,385 　 354,874 　

퇴직급여지급액 (2,857,97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552,646,564) 　 (5,933,636,596)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2,105,000,000 　 30,028,148 　

단기금융자산의 처분 2,105,000,000 　 10,028,148 　

임차보증금의 감소 - 　 20,000,00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3,657,646,564) 　 (5,963,664,744) 　

단기금융자산의 취득 10,085,000,000 　 2,105,000,000 　

장기금융자산의 취득 3,569,930,664 　 3,853,416,744 　

유형자산의 취득 2,715,900 　 5,248,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9,082,04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19,082,044) 　

장기차입금의 상환 - 　 19,082,044 　

현금의 증가(감소) 　 (2,048,253,484) 　 2,894,426,071

기초의 현금 　 8,858,957,017 　 5,964,530,946

기말의 현금 　 6,810,703,533 　 8,858,957,017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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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다온플랜(이하 "회사")는 2011년 4월 1일에 설립되어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을 주

요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본사

2층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

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는 2011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2 회계정책의 변경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문단 21.5의 2의 개정으로 인하여 회사는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

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합니다. 동 개정은 2012 회계기간부터 적용되며, 이전 회

계기간에 인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없습니다.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

("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

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 
  
회사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를 기능통화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화폐

201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다온플랜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KT노동조합 70,000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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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이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고하

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

부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타포괄손

익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

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

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

다.

 
2.5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회사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취득목적과 보유의도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

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단

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며,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포괄

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고 그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액")이 채무

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합니다.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

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

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만기보유증

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매도

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합니다.  
 
2.6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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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

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로 계상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불

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

각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 재고자산 
회사의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

되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 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

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영업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

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회사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산정된 감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

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

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무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

구    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비   품 5년 정률법

구    분 추정내용연수 상각방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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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손상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외

에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

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과 같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

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

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

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을

별도의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

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이 인식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

하고 있으며, 손상된 영업권은 추후 회복될 수 없습니다.

 

2.1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사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

능성이 매우 높고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충당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

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

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

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

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

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또한,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

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조정하며, 이때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12 중소기업특례의 적용

회사는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

등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13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충당부채 
회사는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

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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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수당부채

회사는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

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

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고기간말 현재 근무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발생한 연급유급휴가

중 종업원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비용과 부채를 인식합니다. 
 

2.14 수익인식 
 

회사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

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

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

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 용역의 제공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

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

 

최초측정 

회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공정가치

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경우에

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입니다. 그러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

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제공(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을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합니다. 다만,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더라도,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 급부(예를 들어 생산

물 공급가액의 제약 등)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전체를 금융상품의 최초인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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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는 경

우는 제외) 같이 최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금융부채의 발행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를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 또는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상품의 현재가치 측정시에 당해 거래의 내재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동종시장이자율과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적용하고, 동종시장이자율을 실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

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회사의 신용도 등

을 반영하여 회사에 적용될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합니다.

 

후속측정 

회사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유가증권(주석2.7), 파생상품(주석2.8), 당기손익인

식지정항목 및 금융보증계약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

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의 후속측정은 단기매매증권의 후속측정방법을 준용하

고 있습니다(주석2.7).  

 
3. 현금및현금성자산 

 
4. 단기금융자산 

(*) CMS계좌출금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105,000천원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5. 매출채권 

(단위: 천원)

구  분 금융기관 당기말
전기말

 (감사받지 아니함)

보통예금 국민은행 431,576 8,009,932

기업자유예금 우리은행 6,379,127 849,025

합  계 　 6,810,703 8,858,957

(단위: 천원)

구  분 금융기관 당기말
전기말

 (감사받지 아니함)

정기적금 국민은행 2,680,000 2,100,000

정기예금(*) 우리은행 7,505,000 5,000

합  계 　 10,185,000 2,105,000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감사받지 아니함)

매출채권 96,525 133,473

대손충당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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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고자산 

 

매출채권(순액) 96,525 133,473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감사받지 아니함)

상     품 53,049 4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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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금융자산  

(*)납입순보험료임. 납입총액 7,600,000천원과의 차액인 보험료 중 기간미경과분은 선급비

용 및 장기선급비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8. 유형자산 

 

9. 무형자산 

 
10. 예수금 

 

부금예수금의 당기 및 전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융기관 당기말
전기말

 (감사받지 아니함)

저축성보험(*) 동부화재 7,423,347 3,853,417

(단위: 천원)

비    품 당기
전기

(감사받지 아니함)

기초 15,074 21,184

취득 2,716 5,248

감가상각 (7,003) (11,358)

기말 10,787 15,074

취득원가 38,256 35,540

상각누계액 (27,469) (20,466)

(단위: 천원)

소프트웨어 당기
전기

(감사받지 아니함)

기초 40,396 51,564

감가상각 (11,167) (11,167)

기말 29,229 40,397

취득원가 55,836 55,836

상각누계액 (26,607) (15,440)

(단위: 천원)

당기말
전기말

(감사받지 아니함)

부금예수금 24,474,343 14,892,550

기타예수금 535 231

기말 24,474,878 14,89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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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발생 및 해지 등으로 인한 감소액임.

 

예수금은 회사가 상조회원 가입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매월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납입한 금

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 부금예수금은 상조회원의 장례등 약정된 행사발생시 수익을

인식하여 상계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조회원의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회원이 납입한

금액에서 해약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말 현재 전 임직원의 퇴직금 소요액은 4,720천원(전기말: -천원)이며, 동일한 금액에 대

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2. 법인세비용

 
회사는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

하여야 할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은 각각 52,186천원

과 3,903천원입니다.

 

 

(단위: 천원)

당기
전기

(감사받지 아니함)

기초 14,892,550 5,828,944

납입액 10,186,655 9,301,025

감소액(*) 25,079,205 15,129,969

기말 24,474,343 14,892,550

(단위: 천원)

당기
전기

(감사받지 아니함)

기초금액 - -

증가 7,578 -

지급액 (2,858) -

기말금액 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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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본금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8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70,000주(2012:

70,00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입니다.

 

1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천원) 

 
15.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항목 

 

제3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2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14년 3월 24일 처분확정일   2013년 3월 31일

과   목 제 3(당) 기
제 2(전) 기

(감사받지 아니함)

I. 미처분이익잉여금 　 317,774 　 21,945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21,945 　 (272,159) 　

당기순이익 295,829 　 294,104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III. 합계(I+II) 　 317,774 　 21,945

IV. 이익잉여금처분액 　 - -

Ⅴ.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17,774 　 21,945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감사받지 아니함)

급여 41,326 61,077

퇴직급여 7,578 -

복리후생비 36,827 14,476

임차료 12,692 12,344

감가상각비 7,002 11,359

무형자산상각비 11,167 11,167

세금과공과 8,798 1,459

합  계 125,390 11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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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수관계자거래

 
(1) 당기말 현재 회사와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내역은 없습니다. 
 

(4) 당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등

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17.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회사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예수금잔액의 50%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우리은행에 법률에

따른 금액 이상을 예치하고 있으며, 기말 현재 예수금 대비 금융기관 총예치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사는 우리은행과 CMS 자동이체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8. 보고기간종료일후 발생한사건

 

(1) 재무제표 확정일과 기관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명

대주주 KT노동조합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기
전기

(감사받지 아니함)

대주주 KT노동조합
매출 등 - -

매입 등 19,000 43,000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금융자산총계 　 24,319,051

현금및현금성자산 6,810,704 　

단기금융자산 10,085,000 　

장기금융자산 7,423,347 　

부금예수금 　 24,474,343

예치비율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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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포괄손익계산서

회사의 당기 기타포괄손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기순이익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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