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회

재무제표에대한

감

사

보

고

서

제 19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대웅공인회계사감사반(제103호)

목

차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재무상태표………………………………………………………………………… 4

손익계산서………………………………………………………………………… 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7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회
이사회 귀중

2022년 2월 5일

우리는 별첨된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회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
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자
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
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
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
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회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
성과를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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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2.2.5)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
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외
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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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 19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8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회
과

목

자

제 19(당) 기

1)당좌자산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선급법인세
산

총

자

계

(1,085,037,099)

(973,743,691)

(1,085,037,099)

(973,743,691)

95,778,139

53,325,331

987,000,000

916,000,000

2,258,960

4,418,360
1,085,037,099

973,743,691

987,000,000

916,000,000

98,037,099

57,743,691

1,085,037,099

973,743,691

1,085,037,099

973,743,691

본

Ⅰ적립금
Ⅱ누계수지차액
자

제 18(전) 기

산

Ⅰ유동자산

자

(단위 : 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손익계산서
제19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8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회

과

목

(단위 : 원)

제 19(당) 기

Ⅰ수입

제 18(전) 기

937,227,156

876,138,775

1.회비수입

30,300,000

28,500,000

2.이자수입

14,508,578

23,597,030

793,000,000

717,000,000

4.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14,508,578

23,597,030

5.잡수입

84,910,000

83,444,715

3.보조금수입

Ⅱ비용

(896,933,838)

(858,863,620)

1.사업비

(561,000,000)

(568,054,590)

홍보비

46,538,600

46,687,600

150,178,900

139,251,000

공연료

65,440,320

56,990,000

시상금

193,013,200

197,242,000

적립금

71,000,000

85,000,000

기타 경상적 경비

34,828,980

42,883,990

2.일반관리비

(181,548,120)

(136,572,570)

일반수용비

64,163,120

39,857,570

대외활동비

8,407,000

9,163,000

회의비

4,998,000

5,552,000

52,000,000

52,000,000

경연경비

국악교실운영비
수상자공연비
소리향연
3.인건비
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1,980,000
50,000,000

30,000,000

(139,877,140)

(130,639,430)

(14,508,578)

(23,597,030)

Ⅲ당기수지차액

40,293,318

17,275,155

Ⅳ자산의 변동내역

57,743,691

40,468,536

1. 전년도 이월금

57,743,691

40,468,536

과
Ⅴ누계 수지차액

목

제 19(당) 기
98,037,009

제 18(전) 기
57,743,691

주석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회

1.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회의 개요

당 법인은 2003년 7월 31일 (사)광주국악진흥회와 (사)국창 임방울선생 기념문화재
단과 통합하여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재단을 기본재산 401,000,000원과 보통재
산 40,000,000을 재원으로 설립되었으며, 본 법인에서는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를
연례적으로 거행하고 있으며, 임방울선생의 예술혼을 계승 보급하고 국악인재 발굴
육성과 국악의 저변확대 및 진흥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당 법인의 재무제표는 당 법인의 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당 법인은 유형자산을 취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목
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2)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당 법인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충당부채
당 법인은 근로자퇴직보장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1개
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재원으로 별도의 통장으로 보관계상하고 있습니다.

3. 단기 금융상품

당기말 현재 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종별

은행명

계좌번호

기본재산

광주은행

1130-036-696624

178,000,000

〃

〃

1130-039-194243

170,000,000

〃

〃

1130-039-403920

53,000,000

보통재산

우리종합금융

2-12-575967

516,000,000

〃

〃

2-14-030601

70,000,000

합계

금액

비고

987,000,000

4. 수입의 내용

당 법인의 당기 중 수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비(특별)수입
회비수입은 당 법인의 특별회비 및 임원과 회원의 회비수입으로 당기중 발생한 금액
은 30,300,000원입니다.

(2) 이자 수입
이자수입은 당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1년만기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
입으로 당기중 발생한 금액은 14,508,578원입니다.

(3) 보조금 수입
보조금 수입은 광주광역시에서 국악제 행사비 480,000,000원, 일반운영비
보조금 160,000,000원, 수상자공연보조금 56,000,000원, 국악교실 운영보조금
47,000,000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비) 50,000,000원 입니다.

(4) 잡수입
잡수입의 주요 내역은 협찬금 70,000,000원 수입 등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