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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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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기(2020년)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제 10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9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단위 : 백만 원 / Unit : Million Won)

계정과목
자산

Description

제 10 기말

제 9 기말

Assets

Ⅰ. 현금 및 예치금

Cash & Due from Banks

87,759

79,370

Ⅱ. 종속기업투자주식

Investment in Subsidiaries

6,153,937

5,900,057

Ⅲ.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Loans & Receivables

106,464

125,314

Ⅳ. 유형자산

Property and Equipment

5,475

11,753

Ⅴ.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14,633

4,207

Ⅵ. 기타자산

Other Assets

1,849

1,817

자산총계

Total Assets

6,370,117

6,122,518

부채

Liabilities
1,078,585

1,028,711

Ⅰ. 사채

Debentures

Ⅱ. 순확정급여부채

Net Defined Benefit Liabilities

9,603

7,557

Ⅲ. 당기법인세부채

Current Income Tax Liabilities

86,238

103,589

Ⅳ. 충당부채

Provisions

193

91

Ⅴ. 기타부채

Other Liabilities

13,490

11,766

부채총계

Total Liabilities

1,188,109

1,151,714

자본

Equity
1,629,676

1,629,676

827,392

707,874

2,269,301

2,276,822

(4,991)

(4,063)

460,630

36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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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2,008

4,970,804

부채와 자본총계

Total Liabilities and Equity

6,370,117

6,1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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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제 10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9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단위 : 백만 원 / Unit : Million Won)

계정과목

Description

제 10 기

제9기

(25,756)

(30,449)

483

847

(26,239)

(31,296)

Net Fee and Commission Income

9,394

9,143

1. 수수료수익

Fee and Commission Income

10,981

10,580

2. 수수료비용

Fee and Commission Expense

(1,587)

(1,437)

Ⅰ. 순이자수익

Net Interest Income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Ⅱ. 순수수료수익

Ⅲ. 배당금수익

Dividend Income

300,024

148,951

Ⅳ. 일반관리비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35,977)

(35,254)

Ⅴ. 영업이익

Operating Profit

247,685

92,391

Ⅵ. 영업외손익

Net Non-Operating Income

2,615

(634)

3,236

178

(621)

(812)

250,300

91,757

-

(182)

250,300

91,575

1. 영업외수익

Non-Operating Income

2. 영업외비용

Non-Operating Expense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Earnings Before Income Tax

Ⅷ. 법인세비용

Income Tax Expense

Ⅸ. 당기순이익

Profit for the Year

Ⅹ. 기타포괄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 Net of Tax

(928)

(816)

XI. 당기총포괄손익

Total Comprehensive Income for the Year

249,372

90,759

XII. 주당순이익

Earnings per Share
670원

203원

1.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Basic & Diluted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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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상태표

Consolidated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제 10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9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계정과목
자산

(단위 : 백만 원 / Unit : Million Won)

Description

제 10 기말

제 9 기말

Assets

Ⅰ. 현금 및 예치금

Cash & Due from Banks

4,505,069

4,148,498

Ⅱ.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and Loss

4,583,427

3,839,224

Ⅲ.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5,349,830

5,267,070

Ⅳ. 상각후원가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Amortized Cost

7,877,347

7,534,761

Ⅴ.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Loans & Receivables

87,700,654

80,657,226

Ⅵ. 파생상품자산

Derivative Assets

79,026

35,960

Ⅶ.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

664,432

551,108

Ⅷ. 유형자산

Property and Equipment

1,172,675

977,628

Ⅸ.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278,636

266,377

Ⅹ. 투자부동산

Investment Property

665,348

224,182

ⅩI. 기타자산

Other Assets

1,280,427

1,036,737

자산총계

Total Assets

부채

Liabilities

114,156,871 104,538,771

Ⅰ. 예수부채

Deposits

83,032,717

76,609,540

Ⅱ. 차입부채

Borrowings

6,835,743

5,079,228

Ⅲ. 사채

Debentures

11,247,990

10,185,756

Ⅳ. 파생상품부채

Derivative Liabilities

64,542

42,540

Ⅴ. 순확정급여부채

Net Defined Benefit Liabilities

57,462

84,536

Ⅵ. 충당부채

Provisions

83,844

45,258

Ⅶ. 당기법인세부채

Current Income Tax Liabilities

86,238

103,589

Ⅷ. 이연법인세부채

Deffered Income Tax Liabilities

27,030

61,435

Ⅸ. 기타부채

Other Liabilities

3,095,023

3,145,719

부채총계

Total Liabilities

104,530,589

95,357,601

자본

Equity
Equity Attributable to the Owners of Parent Company

8,728,825

8,283,713

1. 자본금

Share Capital

1,629,676

1,629,676

2. 신종자본증권

Hybrid Equity Securities

827,392

707,874

3. 기타불입자본

Other Paid-in Capital

779,263

786,783

4. 기타자본구성요소

Other Components of Equity

(68,531)

(32,524)

5. 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s

5,561,025

5,191,904

897,457

897,457

9,626,282

9,181,170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Ⅱ. 비지배지분

Non-Controlling Interests

자본총계

Total Equity

부채와 자본총계

Total Liabilities and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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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56,871 104,538,771

연결포괄손익계산서

Consolidated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제 10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9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계정과목
Ⅰ. 순이자수익
1. 이자수익
2. 이자비용

(단위 : 백만 원 / Unit : Million Won)

Description

제 10 기

제9기

2,184,541
3,303,553

2,186,774
3,629,261

Interest Expense

(1,119,012)

(1,442,487)

Net Fee and Commission Income

246,437
369,971

Net Interest Income
Interest Income

1. 수수료수익

Fee and Commission Income

363,733
504,736

2. 수수료비용

Ⅱ. 순수수료수익

Fee and Commission Expense

(141,003)

(123,534)

Ⅲ.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이익

Net Gain(Loss) on Financial Assets at FVTPL

123,598

101,501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이익

Net Gain on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38,799

18,327

Ⅴ. 상각후원가금융자산관련순이익

Net Gain(Loss) on Financial Assets at Amortized Cost

(1,403)

(310)

Ⅵ.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등

Provisions for Credit Losses

Ⅶ. 일반관리비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Ⅷ. 기타영업손익

Net Other Operating Income

1. 외환거래순손익

Gain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

2. 파생상품관련순손익

Gain from Derivatives

3. 기타영업수익

Other Operating Income

4. 기타영업비용

Other Operating Expense

(367,592)

(324,270)

(1,436,728)

(1,273,365)

(156,757)
54,799

(148,211)
34,701

(2,184)

29,425

386,470

321,483

(595,842)

(533,820)

Ⅸ. 영업이익

Operating Profit

748,191

806,883

Ⅹ. 영업외손익

Net Non-Operating Income

(13,773)
21,506

(13,509)
14,738

46,215

33,776

1. 관계기업투자손익

Share of Profit(Loss) of Associates

2. 기타수익

Other Non-Operating Income

3. 기타비용

Other Non-Operating Expense

(81,494)

(62,023)

Ⅹ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Earnings Before Income Tax

734,418

793,374

ⅩⅡ. 법인세비용

Income Tax Expense

(171,863)

(194,427)

ⅩⅢ. 당기순이익

Profit for the Year

562,555
519,315

598,947
562,225

1. 지배기업지분순이익

Attributable to : Owners of the Parent Company

2. 비지배지분순이익

Attributable to : Owners of Non-Controlling Interests

ⅩⅣ. 기타포괄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Items That Will Not Be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Remeasurements of Net Defined Benefit Liabilities

Gain on Valuation of Equity Instruments a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평가손익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Items That May Be Reclassified Subsequently of Profit or Loss

43,240

36,722

(36,036)
(22,991)

18,610
(5,035)

1,832

(12,119)

(24,823)

7,084

(13,045)

23,645

(2,704)

20,085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상품평가손익

Gain on Valuation of Debt Instruments a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2) 해외사업환산손익

Exchange Differences on Translation of Foreign Operations

(18,436)

5,837

(3)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Gain(Loss) on Valuation of Hedges of Net Instruments in Foreign Operations

8,557

(2,560)

Gain on Valuation of Investment Stock Using the Equity Method
(4) 지분법 자본변동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상품대손상각비 Impairment Loss of Debt Instruments a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1,001)

(35)

539

318

526,519
483,279

617,557
580,835

43,240

36,722

1,498원

1,647원

XⅤ. 당기총포괄손익

Total Comprehensive Income for the Year

1. 지배기업지분총포괄이익

Attributable to : Owners of the Parent Company

2.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Attributable to : Owners of Non-Controlling Interests

XⅥ. 주당이익
1.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Earnings per Share
Basic and Diluted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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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Auditor'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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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18일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
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2021년 03월 18일 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의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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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
회사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삼일회계법인이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
으며, 이 감사인의 2020년 3월 12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
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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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
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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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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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
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
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
 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재
 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
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경
 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
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
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
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
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공
 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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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
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
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
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
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박재철 입니다.
서울시

안

영등포구

진

회

국제금융로

10

계

인

법

대표이사
홍

종

성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21년 3월 18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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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21년 3월 18일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들(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
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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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
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
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대출채권(이하 "대출채권")의 손실충당금 측정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 3, 4 및 1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대출채권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에 의한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 등
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집합평가와 개별평가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평가에 의한 기대신용
손실은 차주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 부도율 및 부도 시 손실률 등의 산출 및 적용, 발생가능한
다중 시나리오를 고려한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등 다양한 가정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특히, 경영진은 미래전망정보 반영

08 BNK Financial Group

을 위해 거시경제지표와 과거 부도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이를 기초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는 모형 선택 및 발생가
능한 미래전망정보에 대한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이 개입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개별적으로 유의한 기업대출 중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완전자본잠식 등 특정요
건을 충족하거나, 신용이 손상된 경우 개별적으로 신용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개별평가 시 담보가치를 포
함한 미래 회수가능한 현금흐름의 추정을 기초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합평가 시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및 개별평가시 미래 회수가능현금흐름 추정 시에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이 개
입되므로 관련 대출채권의 손실충당금 측정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연결회사의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은 86,952,039백만 원이며, 관련 손실충당금은 744,454백만 원입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1) 집합평가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한 손실충당금 측정
	우리는 연결회사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손상' 기준에 따라 집합평가에 의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를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경영진이 집합평가 시 미래전망정보를 손실충당금에 반영하는
방법론이 합리적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한 거시경제지표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조회 정보와 대
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용위험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진이 사용한 거시경제지표와 과거 부도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인 분
석을 재수행하고, 경영진이 미래전망정보 반영모형을 결정하는 과정 및 판단근거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우
리는 경영진이 결정한 미래전망정보 반영모형의 결과값을 신용손실충당금에 반영하기 위한 조정계수에 대해 재계산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2) 개별평가에 의한 손실충당금 측정
	우리는 연결회사의 개별평가와 관련된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를 이해하였습니다. 경영진이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담보
현금흐름을 가정하는 경우 우리는 외부조회 또는 담보권리증서에 대한 문서검사를 통해 담보에 대한 연결회사의 권리
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미래담보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담보가치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경매정
보 조회, 최근 시세 정보 조회 또는 감정평가전문가를 활용하여 담보평가를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영진이 미
래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한 회수시기, 낙찰률 등 가정이 합리적인지 확인하였습니다.
기타사항
연결회사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는 삼일회계법인이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0년 3월 12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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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
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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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기업전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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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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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
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
 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
 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경
 영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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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
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
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공
 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
을 연결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연
 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그룹 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입수합니다. 우리는 그룹감사의 지휘, 감독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
습니다.

10 BNK Financi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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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
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
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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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들
을 기술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박재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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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1년 3월 18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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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1년 3월 26일
주식
회사
대표이사 회

장

김 지 완

담당책임자 재무기획부장 조 현 정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1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
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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