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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사단법인 대한유도회(이하 "협회")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의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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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실체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사단법인 대한유도회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상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회계처리기준과 보고서의 배포 및 이용제한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협회의 회계규정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주석 2에서 언급된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별첨 

재무제표는 사단법인 대한유도회가 상기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재무보고조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무제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사단법인 대한유도회와 대한체육회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배포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2021년 4월 12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1년 4월 12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협회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삼덕회계법인은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회계 및 세무 관련 용역과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NEXIA International의 한국 회원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8(견지동) S&S 빌딩 12층 

전화: (02)397 6700  팩스: (02)730 9559   www.nexia.co.kr



(첨부)재 무 제 표

 사단법인 대한유도회

제 21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제 20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협회가 작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유도회 회장 조용철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전   화) 02-422-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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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21(당)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20(전)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대한유도회 (단위 : 원)

과                        목
제 21(당) 기 제 20(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                   산 　 　 　 　

I. 유 동 자 산 7,465,680,319 7,465,680,319 - 7,389,739,616 7,389,739,616 -

(1) 당 좌 자 산 7,465,680,319 7,465,680,319 - 7,389,739,616 7,389,739,616 -

  현금및현금성자산 948,301,472 948,301,472 - 774,819,868 774,819,868 -

  단기금융상품(주석 3,4) 6,419,362,773 6,419,362,773 - 6,419,362,773 6,419,362,773 -

         미수금 231,133 231,133 - 5,268,070 5,268,070 -

  미수수익 76,868,741 76,868,741 - 101,308,095 101,308,095 -

  선급금 - - 　- 66,703,880 66,703,880 -

  당기법인세자산 20,916,200 20,916,200 - 22,276,930 22,276,930 -

II. 비 유 동 자 산 18,522,237 18,522,237 - 47,887,642 47,887,642 -

   (1) 투 자 자 산(주석 6) 6,483,850 6,483,850 　- - - -

       퇴직연금운용자산 6,483,850 6,483,850 　- - - -

(2) 유 형 자 산(주석 5) 12,038,387 12,038,387 - 47,887,642 47,887,642 -

       비품 16,067,950 16,067,950 - 16,067,950 16,067,950 -

       감가상각누계액 (14,424,284) (14,424,284) - (13,657,577) (13,657,577) -

       경기용장비 245,139,749 245,139,749 - 245,139,749 245,139,749 -

       감가상각누계액 (234,745,028) (234,745,028) - (199,662,480) (199,662,480) -

자      산    총    계 7,484,202,556 7,484,202,556 - 7,437,627,258 7,437,627,258 -

부                     채 　 　 　 　 　 　

I. 유 동 부 채 8,101,849 8,101,849 - 28,115,245 28,115,245 -

      미지급금 4,397,155 4,397,155 - 25,554,466 25,554,466 -

      예수금 3,704,694 3,704,694 - 2,560,779 2,560,779 -

II. 비 유 동 부 채 - - - 15,846,719 15,846,719 -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6) 352,360,240 352,360,240 　- 332,692,510 332,692,510 -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 6) (352,360,240) (352,360,240) 　- (316,845,791) (316,845,791) -

부   채   총   계 8,101,849 8,101,849 - 43,961,964 43,961,964 -

순         자          산 　 　 　 　 　 　

I. 기 본 순 자 산(주석 7) 6,626,505,818 6,626,505,818 - 6,626,505,818 6,626,505,818 -

II. 보 통 순 자 산(주석 7) 849,594,889 849,594,889 - 767,159,476 767,159,476 -

      잉여금 849,594,889 849,594,889 - 767,159,476 767,159,476 -

순   자   산   총   계 7,476,100,707 7,476,100,707 - 7,393,665,294 7,393,665,294 -

부 채 와 순 자 산 총 계 7,484,202,556 7,484,202,556 - 7,437,627,258 7,437,627,258 -

"별첨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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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성  과  표

제 21(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20(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대한유도회 (단위 : 원)

과                        목
제 21(당) 기 제 20(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 사업수익(주석 8) 2,884,228,554 2,884,228,554 - 4,101,451,695 4,101,451,695 -

   기부금수익 - - - 135,000,000 135,000,000 -

보조금수익 2,037,835,728 2,037,835,728 - 2,836,729,447 2,836,729,447 -

   투자자산수익 111,380,291 111,380,291 - 137,258,130 137,258,130 -

   기타수익 735,012,535 735,012,535 - 992,464,118 992,464,118 -

II. 사업비용(주석 9) 2,810,516,951 2,810,516,951 - 4,124,595,094 4,124,595,094 -

   사업수행비용 2,052,693,321 2,052,693,321 - 3,663,134,076 3,663,134,076 -

   일반관리비용 757,823,630 757,823,630 - 461,461,018 461,461,018 -

III. 사업이익(손실) 73,711,603 73,711,603 - (23,143,399) (23,143,399) -

VI. 사업외수익 8,723,810 8,723,810 - 10,571,083 10,571,083 -

    이자수익 1,885,655 1,885,655 - 4,285,584 4,285,584 -

    퇴직연금운용수익 6,838,155 6,838,155 - 6,285,499 6,285,499 -

V. 사업외비용 - - - 16,420 16,420 -

    외화차손 - - - 16,420 16,420 -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135,819,645 135,819,645 - 144,655,650 144,655,650 -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135,819,645 135,819,645 - 144,655,650 144,655,650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82,435,413 82,435,413 - (12,588,736) (12,588,736) -

Ⅸ. 법인세비용 - - - - - -

Ⅹ. 당기운영이익(손실) 82,435,413 82,435,413 - (12,588,736) (12,588,736) -

"별첨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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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21(당)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20(전)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대한유도회

1. 협회의 개요

사단법인 대한유도회(이하 "협회")는 유도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

상케 하며,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

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당기

말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협회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협회의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

1) 공통사항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

하며,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

치에 가산(차감)합니다. 

최초 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부채의 경우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며, 장기연불조건의 매

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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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

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

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 채무조정을 제외하고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의 양도의 경우에, 협회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인

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협회가 금융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금융자산을 제거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

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

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방법 등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

련되는 지출과 매입할인 등을 취득원가에 가감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

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

가격상당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등에 의해 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

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고, 이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

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교환으로 제공

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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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2)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

니다.

과             목 내  용  연  수

비품 5년

경기용장비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표시방법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및 정부보조금 등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3)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기준 제26조에 따른 '기부금 등'으로 보아 실제 받는시

점에 사업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보조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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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

1) 사업수익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하며,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

습니다.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과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

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등의 수익은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

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

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하고 있으며,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

습니다.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

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사업비용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하며,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

습니다.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

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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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및 기타사업비용에 대해서는 분배비용, 인력

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

원금 등을 포함하며,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

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며, 기타비용은 분배비

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합니다. 

(5) 퇴직급여

협회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

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운용되는 자산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퇴

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

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

니다. 

(6) 외화 환산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

여 기록합니다. 다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

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

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

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

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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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그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외화표시 매도가능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순자산

공익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순자산이라 하며, 순자산

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기본순자산이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하며, 영구적 제약

이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

한다. 보통순자산이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말하며, 보통순

자산은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적립금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한다. 순자산조정이란 순자산 가감성격

의 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된다.

(8) 추정의 사용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경영자는 자산 및 부채의 금

액 및 충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

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매출채권 및  충당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9) 자산손상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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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

로 한다. 순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

액을 말하며, 사용가치란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

치를 말한다.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

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

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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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

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

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

석 기재하고 있습니다.

(1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

니다.

(12)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 이전의 오류는 당기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수익 또는 사업외비용 중 전기오류수

정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다만 중대한 오류는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반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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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융기관 당기말 전기말 비고

단기금융상품 신한은행 6,354,776,515 - 대한체육회 질권

단기금융상품 KEB하나은행 - 6,354,776,515 대한체육회 질권

합계 6,354,776,515 6,354,776,515

 

4. 단기금융상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금융기관명 만기일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신한은행 2021.04.03 1.67 4,323,650,083       -

신한은행 2021.04.03 1.65 2,031,126,432        -

신한은행 2021.04.03 1.65 64,586,258

KEB하나은행 - - - 6,419,362,773

합계 6,419,362,773 6,419,36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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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과  목
기초

장부가액
취득액

감소

(대체)액
감가상각비

기말

장부가액

비품 2,410,373 - - (766,707) 1,643,666

경기용장비 45,477,269 - - (35,082,548) 10,394,721

합계 47,887,642 - - (35,849,255) 12,038,387

<전기>                                                                                                (단위: 원)

과  목
기초

장부가액
취득액

감소

(대체)액
감가상각비

기말

장부가액

비품 877,778 2,410,000 - (877,405) 2,410,373

경기용장비 79,763,308 1,091,092 - (35,377,131) 45,477,269

합계 80,641,086 3,501,092 - (36,254,536) 47,88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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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급여충당부채

(1)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               역 당      기 전      기

기초잔액 332,692,510 302,715,730

지급액 - -

설정액 19,667,730 29,976,780

기말잔액 352,360,240 332,692,510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      기 전      기

원리금보장형 358,844,090 316,845,791

(3)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               역 당      기 전      기

기초잔액 316,845,791 275,799,726

감소액 - -

증가액 41,998,299 41,046,065

기말잔액 358,844,090 316,845,791

상기 금액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이에 대한 운용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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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순자산

(1) 순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   목

통   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기본순자

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

정

기본순자

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

정

기본순자

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

정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전기초 6,627 - 780 - 6,627 - 780 - - - - -

수정후 순자산 6,627 - 780 - 6,627 - 780 - - - - -

당기운영이익 - - (13) - - - (13) - - - - -

전기말 6,627 - 767 - 6,627 - 767 - - - - -

당기초 6,627 - 767 - 6,627 - 767 - - - - -

수정후 순자산 6,627 - 767 - 6,627 - 767 - - - - -

당기운영손실 - - 82 - - - 82 - - - - -

당기말 6,627 - 849 - 6,627 - 849 - - - - -

(2) 당기말 현재 기본순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취득원가

법인화적립금 2,031,126,432

진흥기금적립금 4,323,650,083

자체적립금 271,729,303

합   계 6,626,5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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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수익

(1) 보조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  기 전  기

대한체육회 2,037,835,728 2,811,419,447

서울시체육회 - 25,310,000

합   계 2,037,835,728 2,836,729,447

(2) 당기 중 보조사업별 정부보조금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보조사업

구      분
예산액 교부· 지급 발생이자 집행 (주1) 반환 (주2)

국가대표 강화훈련 1,338,163,000 1,265,032,190 505 1,265,032,190 505

국가대표 훈련지원 371,731,200 132,256,318 - 132,256,318 -

올림픽 특별지원 28,658,000 8,850,000 - 8,850,000 -

후보선수 육성 148,639,000 110,330,400 3,362 110,330,400 3,362

청소년대표 육성 4,500,000 4,500,000 - 4,500,000 -

꿈나무선수 육성 73,810,000 70,460,160 - 70,460,160 -

상임심판 지원사업 308,460,000 297,436,640 131 297,436,640 131

회원종목단체지원 149,020,920 148,970,020 142 148,970,020 142

합   계 2,422,982,120 2,037,835,728 4,140 2,037,835,728 4,140

(주1) 보조금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2)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  기 전  기

자체사업 735,012,535 992,4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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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비용

(1) 사업수행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당  기 전  기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수당 762,735,000 1,024,250,000

대표팀 촌외 및 국외훈련비 368,431,087 590,121,406

후보선수국내외훈련비 110,330,400 309,863,190

꿈나무선수훈련비 70,460,160 145,218,360

청소년대표훈련비 4,500,000 101,023,631

체육영재훈련비 - 42,114,147

국제대회파견비 - 252,080,812

국제대회개최비 - 128,309,000

국내대회개최비 - 66,418,908

상임심판사업비 297,436,640 300,054,319

심판 및 지도자강습회 - 30,313,700

지원사업비 226,743,000 310,654,920

유도지발간비 53,500,000 100,000,000

기타사업비 158,557,034 262,711,683

합   계 2,052,693,321 3,663,13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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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   계

사업수행비용     - - 41,232,948 2,011,460,373 2,052,693,321

일반관리비용 - 652,458,400 776,707 104,588,523 757,823,630

합   계  - 652,458,400 42,009,655 2,116,048,896 2,810,516,951

<전기>                                                                                               (단위 : 원)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   계

사업수행비용     -    - 59,840,191 3,603,293,885 3,663,134,076

일반관리비용 - 365,645,460 877,405 94,938,153 461,461,018

합   계  - 365,645,460 60,717,596 3,698,232,038 4,124,595,094

10.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당기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보증제공자 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처

서울보증보험㈜ 신원보증
2020-03-26 ~

2021-03-25
400,000,000 대한유도회

11. 대의원총회가 승인한 재무제표 

협회의 2021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이므로 본 보고서상의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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