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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경우라이프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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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

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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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

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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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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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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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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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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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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

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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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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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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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이   촌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김   명   진

2022년 3월 4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

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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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주식회사 경우라이프

제 13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 12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경우라이프   대표이사 김상렬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1101호

(전   화) 02-223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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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13(당)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2(전)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경우라이프 (단위 : 원)

과             목 제 13(당) 기 제 12(전) 기

자산 　

Ⅰ. 유동자산 4,109,761,411 10,911,826,596

(1) 당좌자산 4,038,915,919 10,850,763,588

현금및현금성자산 624,554,668 388,696,071

단기금융상품(주석3) 3,100,000,000 10,000,000,000

미수금 38,312,173 66,803,304

미수수익 198,261,309 282,450,779

선급금 591,692 6,048,118

선급비용 4,531,027 1,636,846

당기법인세자산 72,665,050 105,128,470

(2) 재고자산 70,845,492 61,063,008

상품 70,845,492 64,084,600

상품평가충당금 - (3,021,592)

Ⅱ. 비유동자산 60,241,367,246 50,590,720,249

(1) 투자자산 44,938,823,711 35,834,884,350

장기금융상품(주석3,9) 6,113,640,031 1,820,299,681

투자유가증권(주석5) 3,346,332,000 -

부금선수금예치금(주석3,9) 35,478,851,680 34,014,584,669

(2) 유형자산(주석6) 25,105,975 46,031,820

차량운반구 15,726,487 15,726,487

감가상각누계액 (15,725,487) (15,725,487)

비품 85,556,130 85,556,130

감가상각누계액 (78,631,833) (72,641,296)

시설장치 56,186,058 56,186,058

감가상각누계액 (38,005,380) (23,070,072)

(3) 무형자산(주석7) 8,121,390 19,909,681

소프트웨어 8,121,390 8,121,390 19,909,681

(4) 기타비유동자산 15,269,316,170 14,689,894,398

임차보증금 38,000,000 38,000,000

기타보증금(주석10) 109,398,418 82,246,000

장기선급비용(주석9) 15,121,917,752 14,569,648,398

자산총계 64,351,128,657 61,502,546,845

부채 　 　 　

Ⅰ. 유동부채(주석8) 258,075,290 285,561,395

미지급금(주석4) 211,941,638 243,90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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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3(당) 기 제 12(전) 기

예수금 13,686,170 23,478,332

예수보증금 6,000,000 1,356,578

선수금 3,690,078 12,819,803

미지급비용 22,757,404 4,000,000

Ⅱ. 비유동부채 69,495,782,820 66,345,577,420

장기선수금(주석9,10) 69,495,782,820 66,345,577,420

부채총계 69,753,858,110 66,631,138,815

자본 　

I. 자본금(주석1,11) 1,500,000,000 1,500,000,000

보통주자본금 1,500,000,000 1,500,000,000

II. 결손금(주석12) 6,902,729,453 6,628,591,970

미처리결손금 (6,902,729,453) (6,628,591,970)

자본총계 (5,402,729,453) (5,128,591,970)

부채와자본총계 64,351,128,657 61,502,546,84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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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계 산 서

제 13(당)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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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경우라이프 (단위 : 원)

과             목 제 13(당) 기 제 12(전) 기

Ⅰ.매출액 3,146,003,681 3,085,001,690

의전수입 2,623,509,357 2,622,084,635

상품매출 444,417,420 392,709,970

기타매출 78,076,904 70,207,085

Ⅱ.매출원가 402,826,145 349,838,100

상품매출원가 402,826,145 349,838,100

기초상품재고액 64,084,600 49,400,600

당기상품매입액 412,608,629 364,522,100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021,592) -

기말상품재고액 (70,845,492) (64,084,600)

Ⅲ.매출총이익 2,743,177,536 2,735,163,590

Ⅳ.판매비와관리비(주석14) 3,066,341,197 2,986,462,592

급여 490,524,166 507,938,088

퇴직급여 43,247,168 43,120,077

복리후생비 51,409,550 49,747,570

여비교통비 2,681,400 3,768,180

접대비 35,295,490 35,044,075

통신비 9,539,729 9,796,521

세금과공과금 13,229,410 13,852,170

감가상각비(주석6) 20,925,845 30,001,213

지급임차료 50,989,478 43,176,050

보험료 18,861,154 14,967,407

차량유지비 15,685,500 12,143,815

운반비 19,918,300 23,121,800

교육훈련비 1,300,000 3,900,000

도서인쇄비 7,541,481 11,550,164

사무용품비 7,995,242 9,951,810

소모품비 2,944,162 8,849,226

지급수수료 678,502,581 655,953,515

광고선전비(주석4) 20,275,945 28,721,875

건물관리비 16,098,204 17,89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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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3(당) 기 제 12(전) 기

무형자산상각비(주석7) 14,538,291 33,660,125

용역비 472,501,320 344,059,517

행사비 1,072,336,781 1,085,248,420

Ⅴ.영업손실(이익) 323,163,661 251,299,002

Ⅵ.영업외수익 569,688,614 727,745,089

이자수익 387,672,170 586,355,476

부금해약수익 136,993,322 139,475,169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43,340,350 -

잡이익 1,682,772 1,914,444

Ⅶ.영업외비용 520,662,436 349,539,413

기부금 2,000,000 3,000,000

부금해약손실 518,233,956 335,797,866

투자자산평가손실 - 9,940,319

유형자산처분손실 - 550,828

잡손실 428,480 250,400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익) 274,137,483 (126,906,674)

Ⅸ. 법인세비용 - -

Ⅹ.당기순손실(이익)(주석13) 274,137,483 (126,906,674)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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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변 동 표

제 13(당)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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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경우라이프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0.01.01(전기초) 1,500,000,000 (6,755,498,644) (5,255,498,644)

당기순이익(손실) - 126,906,674 126,906,674

2020.12.31(전기말) 1,500,000,000 (6,628,591,970) (5,128,591,970)

2021.01.01(당기초) 1,500,000,000 (6,628,591,970) (5,128,591,970)

당기순이익(손실) - (274,137,483) (274,137,483)

2021.12.31(당기말) 1,500,000,000 (6,902,729,453) (5,402,729,45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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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 13(당)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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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경우라이프 (단위 : 원)

과             목 제 13(당) 기 제 12(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34,940,597 　 1,995,082,861

(1) 당기순이익(손실) (274,137,483) 　 126,906,674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35,464,136 　 74,152,485 　

감가상각비 20,925,845 　 30,001,213 　

무형자산상각비 14,538,291 　 33,660,125 　

유형자산처분손실 - 　 196,922 　

유형자산폐기손실 - 　 353,906 　

장기금융상품평가손실 - 　 9,940,319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46,361,942) 　 -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43,340,350)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021,592)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219,975,886 　 1,794,023,702 　

미수금의 감소(증가) 28,491,131 　 (34,689,730)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84,189,470 　 96,302,296 　

선급금의 감소(증가) 5,456,426 　 (6,048,118)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2,894,181) 　 4,380,217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32,463,420 　 (7,743,410)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6,760,892) 　 (14,684,000) 　

부금선수금예치금의 감소(증가) (1,464,267,011) 　 (2,792,473,981) 　

기타보증금의 감소(증가) (27,152,418)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552,269,354) 　 (1,013,884,734)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31,965,044) 　 38,886,057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720,928) 　 4,434,280 　

선수금의 증가(감소) 2,333,500 　 876,602 　

예수금의 증가(감소) 866,367 　 3,360,523 　

예수보증금의 증가(감소) 2,000,000 　 (1,000,000) 　

장기선수금의 증가(감소) 3,150,205,400 　 5,516,307,70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99,082,000) 　 (2,059,497,47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3,300,000,000 　 9,450,100,00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3,300,000,000 　 9,450,000,000 　

비품의 처분 - 　 1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3,999,082,000) 　 (11,509,597,474)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6,400,000,000 　 9,95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4,250,000,000 　 1,530,240,000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3,346,3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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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3(당) 기 제 12(전) 기

비품의 취득 - 　 9,535,052 　

시설장치의 취득 - 　 19,822,422 　

소프트웨어의 취득 2,750,000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Ⅳ. 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235,858,597 　 (64,414,613)

Ⅴ. 기초의 현금 　 388,696,071 　 453,110,684

Ⅵ. 기말의 현금 　 624,554,668 　 388,696,07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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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13(당)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2(전)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경우라이프

1. 회사의 개요

────────

주식회사 경우라이프(이하 "회사"라 함)는 2009년 12월 8일에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본사 소재지와 주요사업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11층

(2) 주요사업 내용 - 상조업 및 상조행사 대행업 등

(3) 대표이사 - 김상렬 

(4) 주주 및 지분율

주주명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대한민국재향경우회 274,650 91.55

김위웅 25,350 8.45

합  계 30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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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회계정책

─────────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

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아니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① 회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

로 적용하였습니다.

-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규정의 명확화)

-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중간재무보고 비교표시 면제 명확화)

-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특례 회계처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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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4 추정과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

간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

고기간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

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유의적인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된 유의적인 가정

과 측정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9 : 우발부채의 약정사항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

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6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회사는 지분증권과 채

무증권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취득목적과 보유의도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

권은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장기투자증권으

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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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며,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

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고 그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

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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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

을 인식할 것을 고려합니다.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보고

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

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차

손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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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

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의 상각후원가(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

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합니다. 

2.7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

(1) 최초측정

회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공

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금융

부채의 경우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입니다. 그러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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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

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

재가치평가기법을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합니다. 다만, 제공하거나 수취

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더라도,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 급부(예를 들어 생산물 공급가액의 제약 등)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자금

의 조달과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전체

를 금융상품의 최초인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현금

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제외) 같이 최초 인식 이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

융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금융부채의 발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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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종시장이자율을 적용하고, 동종시장이자율을 실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

중평균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회사의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회사에 적용될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합니다. 

(2) 후속측정

회사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당기손익인식지정항

목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

익인식지정항목의 후속측정은 단기매매증권의 후속측정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8 대손충당금

회사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

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

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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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

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

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

선출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

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

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

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산정

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차품운반구 5년 정률법

비품 5년 정률법

시설장치 5년 정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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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

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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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

된 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무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내용연

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

하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영업권 5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한편,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 되어 있고 미

래 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

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

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과 같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이

러한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 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

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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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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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

택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현금창출

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

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

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이 인식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

을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된 영업권은 추후 회복될 수 없습니다.

2.13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사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

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

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

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

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

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

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또한, 충당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조정하며, 

이때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

인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14 납입자본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

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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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거래비용

중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

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2.15 수익

회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매출에누

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

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

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

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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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으며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

고 있으며,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와 전기 중 회사가 퇴직급여로 인식한 부담금은 각각  43,247천원과 43,12

0천원입니다.

(2) 연차수당부채

회사는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

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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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사용 연차유급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근무용역의 제

공을 통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종업원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

여 비용과 부채를 인식합니다.

2.17 장기선급비용 및 장기선수금

회사는 상조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고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인에게 지급하

는 수당을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장기선급비용은 고객에 대한 상

조행사가 완료되거나 고객이 해약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선수금

으로 처리한 후, 고객에 대한 행사가 완료되거나 고객이 해약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

식하고 있습니다.

2.18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의 적용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에 따라 중

소기업의 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

하고 법인세등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명

목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

고 있습니다.

(4)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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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금융기관 당기 전기 제한내용

부금선수금예치금 국민은행 35,478,851,680 34,014,584,669 부금선수금예치(*1)

단기금융상품 국민은행 - 50,000,000 질권설정(*2)

장기금융상품 신한은행 300,000,000 300,000,000 질권설정(*3)

합 계 　 35,778,851,680 34,364,584,669 　

(*1)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선수금과 관련하여 국민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였습니

다. 회사가 폐업이나 선불식할부거래업의 등록말소 및 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치기관은 예치금을 인출하여 선불

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소

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잔액의 50%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회사

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선수금 대비 보전비율(예치비율)은 각각 51.05%, 51.27%입

니다.

(*2) 카드수기특약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 CMS사용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로 제공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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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관계자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명 소재지 지분율(%)

지배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한국 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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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  기 전  기

지배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광고선전비 12,100,000 13,200,000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계정과목 당  기 전  기

지배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미지급금 - 79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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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유가증권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매도가능증권 3,346,332,000 -

(2) 당기 및 전기 중 매도가능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 -

취득 3,346,332,000 -

처분 - -

손상차손 - -

기말 3,346,3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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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형자산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차량운반구 15,726,487 (-)15,725,487 1,000 15,726,487 (-)15,725,487 1,000

비품 85,556,130 (-)78,631,833 6,924,297 85,556,130 (-)72,641,296 12,914,834

시설장치 56,186,058 (-)38,005,380 18,180,678 56,186,058 (-)23,070,072 33,115,986

합    계 157,468,675 (-)132,362,700 25,105,975 157,468,675 (-)111,436,855 46,031,820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구분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 합계

기초 1,000 12,914,834 33,115,986 46,031,820

  취득 - - - -

  처분 - - - -

  폐기 - - - -

  감가상각비 - (-)5,990,537 (-)14,935,308 (-)20,925,845

기말 1,000 6,924,297 18,180,678 25,105,975

(전기) (단위 : 원)

구분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 합계

기초 1,000 11,540,455 35,784,932 47,326,387

  취득 - 9,535,052 19,822,422 29,357,474

  처분 - (-)1,000 - (-)1,000

  폐기 - (-)295,922 (-)353,906 (-)649,828

  감가상각비 - (-)7,863,751 (-)22,137,462 (-)30,001,213

기말 1,000 12,914,834 33,115,986 46,03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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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형자산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171,050,625 (-)162,929,235 8,121,390 168,300,625 (-)148,390,944 19,909,681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기초장부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금액

당기 19,909,681 2,750,000 - (-)14,538,291 8,121,390

전기 53,569,806 - - (-)33,660,125 19,909,681

(3) 무형자산상각액은 전액 판매비와관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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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부채의 유동성 위험관리 방법 및 종류별 만기 분석

──────────────────────────

(1) 유동성위험 관리 방법

유동성위험이란 회사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

험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

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

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회사는 부채 상환을 포함하여 상당한 기간에 대한 예상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요구불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으

로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한 잠재적인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장부금액 6개월 이내 6 ~12 개월 1년 ~ 2년 2년 ~ 5년

미지급금 211,941,638 211,941,638 - - -

미지급비용(*1) 7,816,160 7,816,160 - - -

예수보증금 6,000,000 - 6,000,000 - -

합  계 225,757,798 219,757,798 6,000,000 - -

(*1)회사는 미지급비용으로 반영된 미사용연차부채 14,941,244원은 금융부채의 계

약상 만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회사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

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9. 부금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의 내용

──────────────────

장기선수금은 회사가 상조회원 가입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매월 또는 정해진 기간 동

안 납입한 금액으로서, 동 장기선수금은 상조회원의 장례 등 약정된 상조행사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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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을 대체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비와 관련된 모집수당 등을 상조계약별로 구분하여 중도 해약시 공제할 모

집수당의 범위 내에서 이연하여 장기선급비용(장기선급용역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 장기선급용역비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조회원의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회원이 납입한 금액에서 사업비와 관련된 

모집수당 및 해약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금해약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금선수금과 장기선급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금선수금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66,345,577,420 60,829,269,720

납입금액 9,127,755,200 10,418,743,300

행사금액 (-)1,305,537,700 (-)1,189,046,900

해약금액 (-)4,672,012,100 (-)3,713,388,700

기말금액 69,495,782,820 66,345,577,420

(2) 장기선급비용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14,569,648,398 13,555,763,664

증가금액 1,743,650,290 2,061,580,001

행사금액 (-)271,310,300 (-)268,620,579

해약금액 (-)920,070,636 (-)779,074,688

기말금액 15,121,917,752 14,569,64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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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1) 제공받은 보증의 내용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보증제공자
제공받은

보증내용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처

서울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 1,100,000,000
2021-05-06

~ 2023-05-05
CMS보증

상기 지급보증으로 신한은행 장기금융상품 3억원은 사용제한되어 있습니다.(주석3

참고)

 

(2) 해약환급금

회사의 장기선수금으로 계상된 고객으로부터의 부금납부액 중 고객이 일시에 해약을

요구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은 당기말 현재 52,416,187천원입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카드회사에 수기특약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제공

하고 있는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금융기관 당기 전기

비씨카드 15,000,000 15,000,000

국민카드 40,000,000 20,000,000

신한카드 7,152,418 -

현대카드 10,000,000 10,000,000

하나카드 10,000,000 10,000,000

롯데카드 10,000,000 10,000,000

삼성카드 10,000,000 10,000,000

합  계 102,152,418 75,000,000

- 29 -



11. 자본금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액면가액 자본금

360,000 주 보통주 300,000 주 5,000 1,500,000,000

(2) 당기 및 전기 중 자본금의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12. 결손금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미처리결손금 6,902,729,453 6,628,591,970

(2) 당기 및 전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금처리계산서

제13(당)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제12(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처리예정일 2022년 03월 25일 처리확정일 2021년 03월 30일

주식회사 경우라이프 (단위 : 원)

과   목 제 13(당)기 제 12(전)기

미처리결손금 6,902,729,453 6,628,591,970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6,628,591,970 6,755,498,644

  당기순손실(이익) 274,137,483 (-)126,906,674

결손금처리액 -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6,902,729,453 6,628,5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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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포괄손익계산서

─────────

당기와 전기 중 포괄손익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단위 : 원)

내역 당기 전기

당기순손실(이익) 274,137,483 (-)126,906,674

기타포괄손익 - -

포괄손실(이익) 274,137,483 (-)126,906,674

14. 부가가치 관련자료

───────────

당기와 전기의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

니다. 

(단위 : 원)

계 정 과 목 당기 전기

급여 490,524,166 507,938,088

퇴직급여 43,247,168 43,120,077

복리후생비 51,409,550 49,747,570

지급임차료 50,989,478 43,176,050

감가상각비 20,925,845 30,001,213

세금과공과금 13,229,410 13,852,170

합  계 670,325,617 687,835,168

15.  재무제표의 확정일

───────────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2년 3월 25일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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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실시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회     사     명 주식회사 경우라이프

감사대상 사업연도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단위 : 명, 시간)

감사참여자

 ＼ 

인원수 및 시간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전산감사ㆍ

세무ㆍ가치평가

 등 전문가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합계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2 2 1 1 2 2 1 2 - - - - 6 7

투입

시간

분ㆍ반기검토 - - - - - - - - - - - - - -

감사 3 3 28 17 171 125 79 108 - - - - 281 253

합계 3 3 28 17 171 125 79 108 - - - - 281 253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구  분 내   역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수행시기 2021년 6월 1일 1 일

주요내용
감사경험,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절차

의 범위와 시기 등을 결정

현장감사

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상주 비상주

중간감사 3 일 3 명 1 명 내부통제 이해 및 평가

기말감사 3 일 3 명 1 명

중요 계정잔액 및 공시내용

에 대한 질문, 분석적절차, 

표본점검(문서검증, 재계산

 등)

재고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 - 일

실사(입회)장소 -

실사(입회)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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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 - 일

실사(입회)장소 -

실사(입회)대상 -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O 채권채무조회 O 변호사조회 -

기타조회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2 회

수행시기 2021년 10월 7일, 2022년 2월 9일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활용 내용 -

수행시기 - - 일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1년 10월 07일
회사 2인, 

감사인 3인
대면회의

2021년 회계감사 수행계획,

중간감사 수행결과 및 감사

절차 계획

감사인의 독립성 외

2 2022년 02월 09일
회사 2인, 

감사인 3인
대면회의

회계감사 진행상황

기타 입증감사 진행상황 및 

최종감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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