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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2679.0346   F 02.2677.0347

우림라이프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감사의견

 

우리는 우림라이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

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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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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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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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

는 믿습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6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6은 당기와 전기에 각각 194,169천원과  131,156천원의 당기순손실 발생하였

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

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

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

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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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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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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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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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ㆍ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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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ㆍ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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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

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ㆍ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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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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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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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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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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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7, 308호     

(마곡동, 마곡센트럴타워)                       

회 계 법 인  조 은       

대표이사 김 태 영       



(첨부)재 무 제 표

우림라이프 주식회사

제 12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 11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우림라이프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상열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90, 5층 502호

(전   화) 02-1544-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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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12(당)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1(전)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우림라이프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12(당) 기 제 11(전)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132,584,853 　 310,648,828

(1) 당좌자산 　 132,584,853 　 310,648,828

현금및현금성자산 11,289,705 　 11,504,960 　

받을어음 1,000 　 1,000 　

미수수익 8,328,170 　 124,767 　

미수금 3,530,000 　 1,380,000 　

대손충당금 (35,300) 　 　- 　

선급금 10,439,230 　 58,118,718 　

대손충당금 (104,392) 　 (581,187) 　

당기법인세자산 1,062,650 　 13,990 　

단기대여금(주석6) 98,073,790 　 240,086,580 　

Ⅱ. 비유동자산 　 639,404,124 　 624,027,237

(1) 투자자산 　 428,936,084 　 421,570,428

장기금융상품(주석3,7,8) 428,936,084 　 421,570,428 　

(2) 유형자산(주석4) 　 76,760 　 122,565

비품 19,478,000 　 19,478,000 　

감가상각누계액 (19,408,240) 　 (19,362,435) 　

시설장치 37,845,100 　 37,845,100 　

감가상각누계액 (37,838,100) 　 (37,838,100) 　

(3) 무형자산(주석5) 　 14,291,070 　 17,926,834

영업권 14,105,445 　 17,706,834 　

산업재산권 185,625 　 220,000 　

(4) 기타비유동자산 　 196,100,210 　 184,407,410

임차보증금 10,000,000 　 10,000,000 　

장기선급비용(주석8) 186,100,210 　 174,407,410 　

자   산   총   계 　 771,988,977 　 934,676,065

부               채 　 　 　 　

Ⅰ. 유동부채 　 15,741,463 　 26,733,021

예수금 1,457,390 　 1,206,270 　

예수보증금 1,689,300 　 417,600 　

미지급비용 12,594,773 　 25,109,151 　

Ⅱ. 비유동부채 　 895,842,846 　 853,369,077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9) 38,083,246 　 31,669,577 　

부금선수금(주석8) 857,759,600 　 821,699,500 　

부   채   총   계 　 911,584,309 　 880,102,098

자               본 　 　 　 　

- 6 -



과                        목 제 12(당) 기 제 11(전) 기

Ⅰ. 자본금(주석10) 　 1,500,000,000 　 1,500,000,000

자본금 1,500,000,000 　 1,500,000,000 　

Ⅱ. 자본조정 　 (7,199,460) 　 (7,199,460)

주식할인발행차금 (7,199,460) 　 (7,199,460) 　

Ⅲ. 결손금(주석10) 　 1,632,395,872 　 1,438,226,573

미처리결손금 1,632,395,872 　 1,438,226,573 　

자   본   총   계 　 (139,595,332) 　 54,573,967

부채와자본총계 　 771,988,977 　 934,676,065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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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계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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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림라이프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12(당) 기 제 11(전) 기

Ⅰ. 매출액 　 84,167,000 　 96,935,000

장례행사수입 84,167,000 　 96,935,000 　

Ⅱ. 영업비용 　 311,598,100 　 238,565,122

급여(주석15) 124,996,720 　 107,877,850 　

상여금(주석15) - 　 1,300,000 　

퇴직급여(주석9,15) 6,413,669 　 22,770,721 　

복리후생비(주석15) 12,268,110 　 10,476,676 　

여비교통비 5,366,697 　 5,844,904 　

접대비 8,070,000 　 4,364,000 　

통신비 1,120,549 　 1,353,421 　

수도광열비 231,000 　 　 　

세금과공과금(주석15) 3,637,130 　 1,401,620 　

감가상각비(주석4,15) 45,805 　 83,435 　

지급임차료(주석15) 10,560,000 　 10,560,000 　

수선비 27,000 　 　 　

보험료 991,040 　 710,640 　

운반비 500,600 　 204,700 　

도서인쇄비 832,500 　 3,917,110 　

사무용품비 57,140 　 138,880 　

소모품비 2,370,740 　 3,585,200 　

지급수수료 89,621,232 　 18,573,090 　

광고선전비 906,650 　 　 　

대손상각비 139,692 　 581,187 　

건물관리비 6,828,862 　 7,994,148 　

무형자산상각비(주석5,15) 3,635,764 　 334,490 　

장례행사비 32,977,200 　 36,493,050 　

Ⅲ. 영업손실 　 227,431,100 　 141,630,122

Ⅳ. 영업외수익 　 33,275,799 　 10,474,423

이자수익 15,237,756 　 246,916 　

대손충당금환입 581,187 　 35,000 　

부금해약이익(주석8) 15,505,937 　 6,894,200 　

잡이익 1,950,919 　 3,298,307 　

Ⅴ. 영업외비용 　 13,998 　 -

잡손실 13,998 　 - 　

Ⅵ. 법인세차감전손실 　 194,169,299 　 131,155,699

Ⅶ. 법인세등(주석12) 　 - 　 -

Ⅷ. 당기순손실 　 194,169,299 　 131,15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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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2(당) 기 제 11(전) 기

Ⅸ. 주당손익(주석11) 　 　 　 　

기본주당이익(손실) 　 (647) 　 (590)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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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변 동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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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림라이프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조 정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8. 1. 1. (당기초) 1,100,000,000 (2,650,500) (1,307,070,874) (209,721,374)

합병 300,000,000 - - 300,000,000

유상증자 100,000,000 - - 10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 (4,548,960) - (4,548,960)

당기순이익(손실) - - (131,155,699) (131,155,699)

2018. 12. 31. (당기말) 1,500,000,000 (7,199,460) (1,438,226,573) 54,573,967

2019. 1. 1. (당기초) 1,500,000,000 (7,199,460) (1,438,226,573) 54,573,967

당기순이익(손실) - - (194,169,299) (194,169,299)

2019. 12. 31. (당기말) 1,500,000,000 (7,199,460) (1,632,395,872) (139,595,332)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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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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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림라이프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12(당) 기 제 11(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4,862,389) 　 (88,665,883)

1. 당기순이익(손실) (194,169,299) 　 (131,155,699)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10,234,930 　 23,769,833 　

무형자산상각비 3,635,764 　 334,490 　

퇴직급여 6,413,669 　 22,770,721 　

대손상각비 139,692 　 581,187 　

감가상각비 45,805 　 83,435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581,187) 　 (35,000) 　

대손충당금환입 581,187 　 35,000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49,653,167 　 18,754,983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8,203,403) 　 (124,767) 　

미수금의 감소(증가) (2,150,000) 　 (1,380,000) 　

선급금의 감소(증가) 47,679,488 　 (72,050)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1,048,660) 　 (13,990)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11,692,800) 　 (19,888,080) 　

예수금의 증가(감소) 251,120 　 620,250 　

예수보증금의 증가(감소) 1,271,700 　 417,60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12,514,378) 　 (40,009,780) 　

부금선수금의 증가(감소) 36,060,100 　 79,205,80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4,647,134 　 20,203,311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42,012,790 　 59,913,420 　

단기대여금의 회수 142,012,790 　 59,913,42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365,656) 　 (39,710,109)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7,365,656 　 39,710,109 　

비품의 취득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8,682,078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73,231,038 　

유상증자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73,231,038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548,960) 　

주식할인발행차금 증가 - 　 4,548,960 　

Ⅳ. 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215,255) 　 219,506

Ⅴ. 기초의 현금 　 11,504,960 　 11,285,454

Ⅵ. 기말의 현금 　 11,289,705 　 11,504,960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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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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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림라이프 주식회사

1. 당사의 개요

우림라이프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08년에 설립되어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준

비 및 알선업,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예약 및 행사대행업,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의상

및 비품대여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

은 15억원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당사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그 중요한 회계처리 방

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인식 

당사는 상품 매출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된 시점

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

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 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인식하

고 있습니다.

(2) 현금성자산

당사는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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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금흐름표

상의 현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입니다.

(3) 금융자산

당사는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

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

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대손충당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등의 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

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

정하고 있습니다.

(5) 유가증권

당사는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

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

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

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있는 유가증

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종가로 하고있

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

하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도가

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 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누적금액은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

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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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

의 상각 후 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고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

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 장기선급비용 및 부금선수금

당사는 상조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고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인에게 지급하

는 수당(이하 '신계약비')은 상조계약별로 구분하여 중도 해약시 공제할 모집수당공

제액 범위내에서 이연하고 있으며, 상조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상

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부금선수금으로 표시하고, 이연된 신계약비는 장기선급

비용으로서, 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상각 장기선급비용 상계 후 부금

선수금 등의 부채가 상조서비스등의 원가등에 미달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을 장기선급비용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며, 부족한 경우 충당부채

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당사는 유형자산에 대해 당해 자산의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

출을 취득원가(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산정하고 

있으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자산은 재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

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에 의하여 계상

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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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

산은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

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연수

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년

영업권 5년

(9) 자산손상차손

당사는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자산 이외에 투자, 유형 및 무형자산 등이 진부화, 물리

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

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자산손상차손의 과목으로 기

간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차기 이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던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

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

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납부한 부담금은 퇴직연금운

용자산으로 계상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

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1)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특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에 따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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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등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명목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에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

니다.

(12) 전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재분류

당사는 당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

과목을 당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정과목의 재

분류가 전기에 보고된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3) 추정의 사용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 

충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

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차기에 유의적으로 조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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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거래처 당기말 전기말 제한내용

장기금융상품 신한은행            428,936            421,570 (주1)

(주1)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

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선수금과 관련하여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였습

니다. 회사가 폐업이나 선불식할부거래업의 등록말소 및 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

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치기관은 예치금을 인출하여 

선불식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회사는 동 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잔액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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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타 기말

비품 116 - - 46 - 70 

시설장치 7 - - - - 7 

합 계 123 - - 46 - 77 

(2)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타 기말

비품 199 - - 83 - 116 

시설장치 7 - - - - 7 

합계 206 - - 83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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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형자산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무형자산상각비 기타 기말

영업권 17,707 - - 3,601 - 14,105 

산업재산권 220 - - 34 - 186 

합 계 17,927 - - 3,636 - 14,291 

(2)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무형자산상각비 기타 기말

영업권 - 18,007 - 300 17,707 

산업재산권 254 - - 34 220 

합 계 254 18,007 - 334 1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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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기대여금

당기와 전기 중 단기대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 천원)

거래처 이자율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비고

대표이사 4.2 150,087 - 142,013 8,074 　

임원 4.2 90,000 - 90,000 

합 계 240,087 - 142,013 98,074 

상기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2) 전기

(단위 : 천원)

거래처 이자율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비고

대표이사 4.2 - 150,087 - 150,087 　

임원 4.2 - 90,000 - 90,000 

합 계 - 240,087 - 240,087 

상기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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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치계약

(1) 예치계약 내역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선수금과 관련하여 신한은행과 예칙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폐업이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말소 및 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소

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치기관은 예치금을 인출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소비

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잔액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기말

과 전기말 현재 예치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예치기관
예치금액

비고
당기말 전기말

장기금융상품 신한은행            428,936            421,570 

(2) 담보제공내역

회사가 공제제약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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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금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

부금선수금은 회사가 선불식할부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로부터 매월 또는 정해진

기간에 따라 불입받은 금액이며 동 부금선수금은 소비자의 장례 등 약정된 행사수행 

시 수익을 인식하여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집수당 등은 장기선급비용으

로 계상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의 수익인식 시점에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조회원의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납입된 부금선수금에서 공정거래위

원회가 마련한 표준해약환급금표에 의한 환급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부금해약손익(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에 계상한 부금해약이익은 각각       

15,506천원과 6,894천원입니다.

(1) 부금선수금

당기 및 전기 중 부금선수금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   초                821,700                576,666 

납   입                104,322                280,581 

행   사                   1,425                 10,600 

해   약                 66,837                 24,947 

기   말                857,760                821,700 

(2) 장기선급비용

당기 및 전기 중 장기선급비용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   초                174,407 154,519 

납   입                 33,547 31,160 

행   사                   5,224 5,177 

해   약                 16,630 6,095 

기   말                186,100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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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금선수금 보전금액

 당기말과 전기말의 부금선수금 보전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계약기관 당기말 전기말 비고

지급보증계약 신한은행 428,936 421,570 

부금선수금 857,760 821,700 

선수금 보전비율(예치비율) 50.0% 51.3% 

(4) 부금선수금과 해약환급금

 당기말과 전기말의 부금선수금과 고객이 일시에 해약을 요구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비고

부금선수금 857,760 821,700 

해약환급금 637,301 478,962 

9. 퇴직급여

당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31,670 8,899 

퇴직급여설정액 6,414 22,771 

퇴직급여지급액 - - 

기말잔액 38,084 3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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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본금

(1)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000,000주이며, 발행한 주

식의 수 및 1주당 금액은 각각 보통주 300,000주 및 5,000원입니다.

(2) 결손금처리계산서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처리예정일: 2020.3.31.)

전기

(처리확정일: 2019.3.31.)

I. 미처리결손금 　 1,632,396 　 1,438,227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1,438,227 　 1,307,071 　

  2. 당기순이익(손실) (194,169) 　 (131,156) 　

II. 결손금처리액 　 -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632,396 　 1,438,227 

당사의 전기 결손금처리계산서는 2019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되었으며,

당기 결손금처리계산서는 2020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11.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구분 당기 전기

당기순이익(손실) (194,169,299) (131,155,699)

가중평균유통주식수(주)               300,000               222,356 

기본주당이익(손실) (647) (590)

당사는 희석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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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세

당사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해 납부해야 할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세무상 결손으로 인하여 당기와 전기의 법

인세등의 부담액은 없습니다.

13. 특수관계자거래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특수관계자 계정과목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채권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150,087 - 142,013 8,074 

채권 임원 단기대여금 90,000 - - 90,000 

(2)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특수관계자 계정과목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채권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 212,500 62,413 150,087 

채권 임원 단기대여금 - 90,000 - 90,000 

채무 대표이사 장기차입금 26,769 160,804 187,573 - 

14.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당기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자 보증제공내용 보증금액 제공처

서울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 10,000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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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계정

기중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주요 계정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급여 124,997 107,878 

상여금 - 1,300 

퇴직급여 6,414 22,771 

복리후생비 12,268 10,477 

세금과공과 3,637  1,402 

감가상각비 46 83 

무형자산상각비 3,636 334 

지급임차료 10,560 10,560 

합 계 161,558 154,805 

16. 영업환경의 불확실성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상조업은 미래에 있을 장례행사에 대응하여 현재 미리 납부한 

회비를 장례행사가 발생할 때 까지 부채로 계상하고 수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

러나, 회원의 장례행사 발생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수익이 실현될 때까지 재무

성과는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는 당기 및 전기에 각각 194,169천원과 131,156천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

으습니다. 상조업계는 최근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으나 당사는 이러한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 회원 해약 방지

당사는 기존 가입한 회원의 해약을 방지하고 장례행사를 통해 계약을 실현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의 현금흐름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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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기반 확충

당사는 상조상품 외에도 크루즈상품 등 상품사용처의 다변화를 통해 회원의 복리향

상을 높힘과 동시에 수익증대를 실현하고 있으며 향후 유의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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