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4 (당)기: 2019 년 12 월 31 일 현재

제 13 (전)기: 2018 년 12 월 31 일 현재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1. 법인의 개요

(1) 조직: 법인 본부 및 사무국, 교사회, 주민모임 마실, 누리꿈터덕산지역아동센터

(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561

(3) 구성원: 제천간디학교 직원 25 명, 학생수 103 명 / 주민모임 마실 직원 1 명

(4) 주요연혁

가. 1994 년 12 월 간디농장 개원 (경남 산청군)

나. 1997 년  3 월 간디청소년학교 개교 (경남 산청군)

다. 2002 년  9 월 간디청소년학교 중학 과정 분리 이전 (충북 제천시 덕산면)

라. 2003 년  6 월 공동체 준비위 구성

마. 2005 년  9 월 교명 변경 (간디청소년학교 → 제천간디학교)

바. 2007 년  2 월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창립 총회

사. 2007 년  3 월 지역아동센터 누리꿈터 설립

아. 2007 년  5 월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설립 인가

자. 2009 년  3 월 덕산 '누리어울림센터' 개관

차. 2013 년  3 월 명칭변경 (누리어울림센터  → 간디교육문화센터)

카. 2016 년  9 월 명칭변경 (간디교육문화센터 → 주민모임 마실)

타. 2018 년  5 월 김명철 대표이사 취임

파. 2019 년 1 월 제천간디학교 통합(비영리민간단체 간디공동체 →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2.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1) 재무제표 작성의 개요

가.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및 부

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제 14(당)기와 제 13(전)기의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나, 당기부터 제천

간디학교의 회계가 통합됨에 따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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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계기간은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하여 회계기간별로 작성하였습니다.

(2)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

가.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당기 말 현재 제천간디학교 운영비, 장학회, CMS, 마실 운영비, 입학금, 리모

델링 등의 계좌 잔액입니다.

계좌 명 잔액 비고

CMS 3,353,778 기부금

제천간디학교 장학회 23,697,523 기부금

제천간디학교 입학금 111,472,083 장기수선충당금

제천간디학교 운영비 64,607,938

주민모임 마실 운영비 6,416,031

리모델링 159,453 장기수선충당금

계 209,706,806

나.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장기간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기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일

(2015/5/31) 이후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된 바가 없음에 따라 근거로 삼을 자료의 부

족으로 당기의 공시 지가(발표: 2019/5/31)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

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기 보유 건물의 경우 취득일(2015/12/01) 이후 이를 인식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시

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 년 12 월 18 일에 기부(증여)된 건물에 대해 취득 후 1 년 이내 철거 예정인 3

동(F, G, J)을 제외한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만큼의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 감가

상각비를 당기에 이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운반구 중 2013/10/17 에 취득한 차량은 취득 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가액은 보험에서 산정한 현재가치를 표시하였습니다. 차량 2 대에 대한

내용연수 추정은 5 년이며, 감각상각비는 2020 년 회계연도부터 인식될 예정입니다.

No. 구분 내용 용도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원)

1 토지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44-5 주민모임 마실 998.00 2015.12.01 209,779,600 

2 건물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44-5 주민모임 마실 148.68 2015.12.01 131,0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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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내용 용도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원)

3 토지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92-3 학교 8,512 2019.12.18 286,652,925

4 건물 위 번지 내 모든 건물 학교 2,182 2019.12.18 705,846,336

5 산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산109-3 학교 9,595 2019.12.18 10,003,851

6 토지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552-1 기숙사 6,590 2019.12.18 121,613,257

7 차량 84누3920 1톤 포터Ⅱ 학교 중고구입 2013.10.17 4,990,000 

8 차량 71두0111 그랜드스타렉스 학교 2019.08.01 26,551,000 

2019년 12월 18일 양희창으로부터 증여 받은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부대 비용(취득세 등

과 법무사 비용)을 합산한 취득원가 및 추정내용 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연수 1

년의 건물은 2020 년 내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No 구분 내용 면적(㎡)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취득

부대비용
취득원가

내용

연수

1 토지 선고리 92-3 8,512 286,652,925 11,715,325 286,652,925

2

건물 선고리 92-3 A~M 2,182 676,998,840 28,847,496 705,846,336

A 본관(철근콘크리트) 1,468.30 354,369,600 15,099,990 369,469,590 40년

C 소강당(목조) 103.03 82,630,060 3,520,937 86,150,997 20년

F 도예실(연와조) 34.20 2,120,400 90,352 2,210,752 1년

G 목공실(경량철골조) 48.96 2,007,360 85,535 2,092,895 1년

H 강당(기타조적) 168.00 92,736,000 3,951,560 96,687,560 20년

I 돌집(기타조적) 28.27 15,605,040 664,944 16,269,984 20년

J 생태화장실(목조) 30.60 24,541,200 1,045,721 25,586,921 1년

K 창고(경량철골조) 108.00 37,044,000 1,578,476 38,622,476 40년

L 고등관(경량철골조) 83.63 28,685,090 1,222,296 29,907,386 40년

M 고등관(경량철골조) 83.63 28,685,090 1,222,296 29,907,386 40년

N 상담실(경량철골조) 25.00 8,575,000 365,389 8,940,389 40년

3 산 선고리 산109-3 9,595 9,595,000 408,851 10,003,851

4 토지 선고리 552-1 6,590 116,643,000 4,970,930 121,613,257

다. 유동부채

A. 선수금

다음 학년에 귀속되는 학비는 차기의 사업수익에 반영하기 위하여 선수금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B. 장학금

장학금은 다음 학년에 지급 예정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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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기수선충당부채

장기수선충당부채는 건물 개보수 및 신 건물 건축을 위한 것으로, 제천간디학교 입학금

과 리모델링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마. 기본순자산

기본순자산(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에 출자한 예금(1,000 만원)과 부동산입니다. 2007 년 2

월 28 일 창립총회에서 기본순자산으로 출자된 부동산(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552-1)의 경

우 소유이전등기가 2019 년 12 월 18 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019 년 12 월 18 일에 증여 받은 재산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16 조 ① 3 호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바. 보통순자산

보통순자산은 법인의 운영활동,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사내

유보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적립금은 정관 및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사업의 확장이나

시설투자 등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준비금 및

임의적립금 등 입니다.

A. 당기운영이익

당기의 법인의 사업 운영에 따른 운영차익(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