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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결산공고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연결재무상태표(연결대차대조표)
(Consolidated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연결포괄손익계산서
(Consolidated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제8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제 8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7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단위 : 백만원 / Unit : Million Won)

Description

과 목
자산

제 8 기말

제 7 기말

Assets

129,671

161,666

5,879,457

5,649,457

Loans & Receivables

55,404

44,800

Ⅳ. 유형자산

Property and Equipment

11,114

9,086

Ⅴ.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2,467

1,718

Ⅵ. 기타자산

Other Assets

2,620

1,602

6,080,733

5,868,329

1,158,623

1,138,614

Ⅰ. 현금 및 예치금

Cash & Due from Banks

Ⅱ. 종속기업투자주식

Investment in Subsidiaries

Ⅲ.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자산총계

Total Assets

부채

Liabilities

Ⅰ. 사채

Debentures

Ⅱ. 순확정급여부채

Net Defined Benefit Liabilities

4,636

2,928

Ⅲ. 당기법인세부채

Current Income Tax Liabilities

35,070

33,860

Ⅳ. 기타부채

Other Liabilities

78,440

70,695

1,276,769

1,246,097

1,629,676

1,629,676

508,521

259,277

2,276,822

2,276,822

(3,247)

(3,124)

392,192

459,580

부채총계

Total Liabilities

자본

Equity

Ⅰ. 자본금

Share Capital

Ⅱ. 신종자본증권

Hybrid Equity Securities

Ⅲ. 기타불입자본

Other Paid-in Capital

Ⅳ. 기타자본구성요소

Other Components of Equity

Ⅴ. 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s

자본총계

Total Equity

4,803,964

4,622,231

부채 및 자본총계

Total Liabilities and Equity

6,080,733

5,868,329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제 8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7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과 목
I. 순이자수익

(단위 : 백만원 / Unit : Million Won)

Description
Net Interest Income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II. 순수수료수익

Net Fee And Commission Income

제7기

제8기
(30,912)

(31,096)

861

13

(31,773)

(31,109)

8,007

7,667

1. 수수료수익

Fee and Commission Income

10,151

9,959

2. 수수료비용

Fee and Commission Expense

(2,144)

(2,292)

Ⅲ. 배당금수익

Dividend Income

91,082

175,755

Ⅳ. 일반관리비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34,961)

(18,077)

Ⅴ. 영업이익

Operating Profit

33,216

134,249

Ⅵ. 영업외손익

Net Non-Operating Income

(4,142)

(3,046)

216

72

1. 영업외수익

Non-Operating Income

2. 영업외비용

Non-Operating Expense

(4,358)

(3,118)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Earnings Before Income Tax

29,074

131,203

Ⅷ. 법인세비용

Income Tax Expense

-

-

Ⅸ. 당기순이익

Profit for the Year

29,074

131,203

Ⅹ. 기타포괄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 Net of Tax

(124)

(1,443)

ⅩI. 당기총포괄손익

Total Comprehensive Income for the Year

28,950

129,760

ⅩII. 주당순이익

Earnings per Share

23원

366원

1.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Basic & Diluted EPS

연결재무상태표

Consolidated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제 8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7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과 목
자산

(단위 : 백만원 / Unit : Million Won)

Description

제 7 기말

제 8 기말

Assets
Cash & Due From Banks

3,212,849

3,142,147

Ⅱ.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and Loss

3,471,853

1,400,100

Ⅲ.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5,030,992

-

Ⅳ. 매도가능금융자산

Available For Sale Financial Assets

-

5,822,006

Ⅴ. 상각후원가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Amortized Cost

6,798,768

-

Ⅵ. 만기보유금융자산

Held To Maturity Financial Assets

-

6,671,317

Ⅶ.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Loans & Receivables

77,629,807

75,291,882

Ⅷ. 파생상품자산

Derivative Assets

30,362

79,605

Ⅸ.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

465,099

62,998

Ⅹ. 유형자산

Property and Equipment

887,545

855,644

XI.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271,652

312,769

XII. 투자부동산

Investment Property

198,172

186,415

XIII. 이연법인세자산

Deferred Income Tax Assets

-

1,658

XⅣ. 기타자산

Other Assets

796,483

523,436

98,793,582

94,349,977

73,380,110

69,824,592

Ⅰ. 현금 및 예치금

자산총계

Total Assets

부채

Liabilities

Ⅰ. 예수부채

Deposits

Ⅱ. 차입부채

Borrowings

5,615,889

5,116,421

Ⅲ. 사채

Debentures

8,590,658

8,807,408

Ⅳ. 파생상품부채

Derivative Liabilities

57,275

115,823

Ⅴ. 순확정급여부채

Net Defined Benefit Liabilities

72,000

31,729

Ⅵ. 충당부채

Provisions

42,656

44,973

Ⅶ. 당기법인세부채

Current Income Tax Liabilities

35,069

33,879

Ⅷ. 이연법인세부채

Deffered Income Tax Liabilities

47,088

20,977

Ⅸ. 기타부채

Other Liabilities

2,527,875

2,698,156

90,368,620

86,693,958

Equity Attributable to the Owners of Parent Company

7,626,978

7,057,561

1. 자본금

Share Capital

1,629,676

1,629,676

2. 신종자본증권

Hybrid Equity Securities

508,521

259,277

3. 기타불입자본

Other Paid-in Capital

786,783

786,783

4. 기타자본구성요소

Other Components of Equity

(51,005)

(36,056)

5. 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s

4,753,003

4,417,881

797,984

598,458

8,424,962

7,656,019

98,793,582

94,349,977

부채총계

Total Liabilities

자본

Equity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Ⅱ. 비지배지분

Non-Controlling Interests

자본총계

Total Equity

부채와 자본총계

Total Liabilities and Equity

연결포괄손익계산서

Consolidated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제 8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7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과 목

(단위 : 백만원 / Unit : Million Won)

Description

제7기

제8기

Net Interest Income

2,343,541

2,280,621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3,628,803

3,353,377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1,285,262)

(1,072,756)

Net Fee And Commission Income

203,947

159,713

Fee and Commission Income

353,560

312,533

Fee and Commission Expense

Ⅰ. 순이자손익

Ⅱ. 순수수료손익
1. 수수료수익

(149,613)

(152,820)

Ⅲ.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이익

Net Gain(Loss) on Financial Assets at FVTPL

44,432

15,014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이익

Gain on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14,122

-

Ⅴ.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순이익

Net Gain(Loss) on AFS Financial Assets

-

38,225

Ⅵ. 상각후원가금융자산관련순손실

Net Gain(Loss) on Financial Assets at Amortized Cost

(21)

-

Ⅶ.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등

Provisions for Credit Losses

(462,600)

(619,466)

Ⅷ. 일반관리비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1,264,740)

(1,137,667)

Ⅸ. 기타영업손익

Net Other Operating Income

2. 수수료비용

(128,848)

(142,116)

1. 외환거래순손익

Gain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

27,497

60,632

2. 파생상품관련순손익

Gain from Derivatives

25,093

(21,733)

3. 기타영업수익

Other Operating Income

218,670

185,236

4. 기타영업비용

Other Operating Expense

(400,108)

(366,251)

Ⅹ. 영업이익

Operating Profit

749,833

594,324

XI. 영업외손익

Net Non-Operating Income

(31,195)

(36,574)

5,680

(152)

1. 관계기업투자손익

Share of Profit(Loss) of Associates

2. 기타수익

Other Non-Operating Income

27,467

17,600

3. 기타비용

Other Non-Operating Expense

(64,342)

(54,022)

Ⅹ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Earnings Before Income Tax

718,638

557,750

XIII.법인세비용

Income Tax Expense

(180,497)

(132,786)

ⅩⅣ. 당기순이익

Profit for the Year

538,141

424,964

1. 지배기업지분순이익

Attributable to : Owners of the Parent Company

502,095

403,100

2. 비지배지분순이익

Attributable to : Owners of Non-Controlling Interests

36,046

21,864

Other Comprehensive Income

19,264

(38,247)

Items That Will Not Be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16,343)

(17,929)

Remeasurements of Net Defined Benefit Liabilities

(29,780)

(17,929)

13,437

-

35,607

(20,318)

37,139

-

-

(15,923)

ⅩⅤ. 기타포괄손익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 Gain on Valuation of Equity Instruments a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상품평가손익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Items That May Be Reclassified Subsequently
to Profit or Loss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 Gain on Valuation of Debt Instruments a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상품평가손익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AFS Financial Assets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과 목

(단위 : 백만원 / Unit : Million Won)

Description

제7기

제8기

Exchange Differences on Translation of Foreign Operations

1,615

(13,665)

(4)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Gain(Loss) on Valuation of Hedges of Net Investments in Foreign Operations

(3,093)

9,270

(54)

-

Total Comprehensive Income for the Year

557,405

386,717

1. 지배기업지분총포괄이익

Attributable to : Owners of the Parent Company

521,359

364,853

2.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Attributable to : Owners of Non-Controlling Interests

36,046

21,864

(3) 해외사업환산손익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 Impairment Loss of Debt Instruments a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상품대손상각비

ⅩⅥ. 당기총포괄이익

ⅩⅦ. 주당이익
1.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Earnings per Share
Basic and Diluted EPS

-

-

1,475원

1,200원

Independent Auditor's Report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별도)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19년 3월 20일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과 2017
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
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
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
고 있습니다.

감사의견 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
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
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
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
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

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
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
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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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
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
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
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
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
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공인회계사 김원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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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19년 3월 2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
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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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19년 3월 20일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들(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
표는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
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연
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 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
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
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
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
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1)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개별평가 대상 신용손실충당금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2018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손상' 기준은 기존에 적용되었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
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며, 보다 높은 경영진의 해석과 판단을 요구합니다.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에 대해 개별 및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
채권과 관련 대손충당금은 각각 76,926,742백만원과 980,013백만원입니다. 이 중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은 개별적
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미래의 예상회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통하여 산출되며, 이러한 평가는 본질적으로 불
확실성을 내포하며 다수의 가정과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평가 대상 금액은 연결재무제표상에서 금액적으로 중

요하며,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평가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경영진의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영역을 주목하였습니다. 한편, 종속회사 중 이러한 영향이 큰 회사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입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우리는 연결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한 회계추정치의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
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 연결회사의 개별평가 대상 대출채권 선정 방법
- 연결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산출 시 적용하는 데이터
우리는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과 관련된 추정의 불확실성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연결회사가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설정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적합하게 적용했는지 여부
- 연결회사가 적용한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이 적합하며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는지 여부
또한 우리는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설정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통제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개별평가대상 대출채권의 완전성 확인 통제 테스트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산출을 위한 기본정보에 대한 정확성 확인 통제 테스트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산출 결과에 대한 연결회사의 승인 통제 테스트
-개별평가대상 차주의 예상현금흐름 추정의 정확성 검토 통제 테스트
-개별평가대상에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의 적정성 검토 통제 테스트
그리고, 우리는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설정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실증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개별평가대상 대출채권의 완전성 및 정확성 확인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금액의 정확성 확인
-재무제표일 이후 후속사건 확인

(2)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0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2014년 10월 10일 ㈜경남은행에 대한 지분 56.97%
를 1,226,908백만원에 취득하여 ㈜경남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함에 따라 ㈜경남은행의 핵심예금을 영업권과 분리하
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잔액은 98,559백만원(전기말 116,077백만원)입니다.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한 무형자산은 매년 손상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배기업은 핵심예금과 관련하여 고객이탈율
및 계좌이탈율 등을 추정하여 자체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규모 및 손상검사와 관련한 유의적인 경영진의 판단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을 핵심감사사항에 포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우리는 지배기업이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한 핵심예금에 대한 손상과 관련한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
고 평가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 핵심예금을 최초에 인식한 시점에 적용한 산출방법과 주요 가정
- 매년 지배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핵심예금 관련 손상징후 판단 방법과 적용 데이터
우리는 핵심예금에 대한 손상과 관련된 추정의 불확실성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된 중요 왜곡표시위험에 기초하여 다음 사
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지배기업이 핵심예금 손상검토와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적합하게 적용했는지 여부
- 지배기업이 적용한 핵심예금 손상징후 검토 방법이 적합하며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는지 여부
그리고 우리는 지배기업이 수행한 핵심예금 손상징후 판단에 대한 재계산 검증을 수행하였고, 이탈율과 같은 핵심 변수
추정을 위해 사용한 기초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 및 할인율과 같은 그 밖의 변수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 전
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연결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
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
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연결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
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
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
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
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
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연결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
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
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연결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그룹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합니다. 우리는 그룹감사의 지휘, 감독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
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
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
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
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
당 사항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
항들을 기술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공인회계사 김원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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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9년 3월 2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
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별첨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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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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