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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우리는 별첨된 한국투자캐피탈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포괄손익

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설명정보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

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

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

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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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합니

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

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

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

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

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투자캐피탈주식회사의 2015년 12월 31일 현재

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2014년 11월 3일부터 12월 31일로 종

료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는 타감사인이 한국의 회계감

한국투자캐피탈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1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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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5년 2월 15일자 감사보고서에는 동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표명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교 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16년 2월 26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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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캐피탈주식회사

제 2 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제 1 기

2014년 11월 03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한국투자캐피탈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우택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전   화) 02-327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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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2(당)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1(전)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한국투자캐피탈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당)기 제 1(전)기

I. 자    산

1. 현금및예치금 4,25 19,399,599,002 933,283,508

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5,22,25 1,511,502,750 -

3. 대출채권 6,22,25 722,903,406,546 18,000,000,000

4. 유형자산 7 452,023,960 179,120,534

5. 무형자산 8 850,870,296 289,528,933

6. 이연법인세자산 15 248,249,341 -

7. 기타금융자산 9,22,25 2,636,734,592 114,798,618

8. 기타비금융자산 10 2,480,566 655,807,953

자    산    총    계 748,004,867,053 20,172,539,546

II. 부    채

1. 차입부채 12,22,24,25 658,419,017,378 -

2. 기타금융부채 13,22,24,25 1,802,446,925 621,586,494

3. 기타비금융부채 14,22 3,082,742,103 81,997,803

부    채    총    계 663,304,206,406 703,584,297

III. 자    본

1. 자본금 16 26,000,000,000 20,000,000,000

2. 자본잉여금(기타자본항목) 53,624,515,000 (289,085,000)

3. 이익잉여금(결손금) 17 5,076,145,647 (241,959,751)

자    본    총    계 84,700,660,647 19,468,955,24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48,004,867,053 20,172,539,546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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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 (당)기 2015년0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 (전)기 2014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국투자캐피탈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당)기 제 1(전)기

Ⅰ. 영업수익 18,663,252,908 62,700,879

1. 이자수익 18,24 18,616,750,158 62,700,879

2. 수수료수익 35,000,000 -

3.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20 11,502,750 -

Ⅱ. 영업비용 11,805,373,558 304,698,394

1. 이자비용 18,24 7,613,039,608 -

2. 판매비와관리비 19,24 2,602,883,650 304,698,394

3. 대손상각비 6 1,589,450,300 -

Ⅲ. 영업이익 6,857,879,350 (241,997,515)

Ⅳ. 영업외수익 658,214 37,764

Ⅴ. 영업외비용 28,563,333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829,974,231 (241,959,751)

Ⅶ. 법인세비용 15 1,511,868,833 -

Ⅷ. 당기순이익 5,318,105,398 (241,959,751)

Ⅸ. 법인세효과 반영후 기타포괄이익 - -

Ⅹ. 총포괄이익 5,318,105,398 (241,959,75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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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변   동   표

제 2 (당)기 2015년0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 (전)기 2014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국투자캐피탈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결손금)
총자본

2014년 11월 3일 (전기초) - - - -

설립자본 20,000,000,000 (289,085,000) - 19,710,915,000

총포괄이익(손실):

(1) 당기순손실 - - (241,959,751) (241,959,751)

2014년 12월 31일 (전기말) 20,000,000,000 (289,085,000) (241,959,751) 19,468,955,249

2015년 1월 1일 (당기초) 20,000,000,000 (289,085,000) (241,959,751) 19,468,955,249

총포괄이익:

(1) 유상증자 6,000,000,000 53,913,600,000 - 59,913,600,000

(2) 당기순이익 　- - 5,318,105,398 5,318,105,398

2015년 12월 31일 (당기말) 26,000,000,000 53,624,515,000 5,076,145,647 84,700,660,647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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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 2 (당)기 2015년0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 (전)기 2014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국투자캐피탈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당)기 제 1(전)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97,579,741,186) (18,185,964,162)

(1) 당기순이익(손실) 5,318,105,398 (241,959,751)

(2) 손익조정항목 (9,174,392,901) (59,360,616)

1. 이자수익 18 (18,616,750,158) (62,700,879)

2. 이자비용 18 7,613,039,608 -

3. 대손상각비 6 1,589,450,300 -

4. 감가상각비 7,19 97,959,074 3,035,196

5. 무형자산상각비 8,19 122,373,904 305,067

6. 임차료 2,473,788 -

7.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평가이익 5 (11,502,750) -

8. 무형자산손상차손 8 28,563,333 -

(3) 자산ㆍ부채의증감 (705,000,495,312) (18,002,192,545)

1. 대출채권의 증가 (706,489,413,037) (18,000,000,000)

2. 미지급금의 증가 1,725,375,597 634,152,648

3. 기타부채의 증가 11,791,469 14,591,907

4. 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가 (248,249,341) -

5. 선급금의 증가 - (650,937,100)

(4) 이자의 수취 18,344,512,758 117,548,750

(5) 이자의 지급 (6,961,088,329) -

(6) 법인세의 납부 (106,382,800)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81,563,320) (591,667,330)

1. 유형자산의 취득 7,23 (5,404,000) (182,155,730)

2. 무형자산의 취득 8,23 (426,800,000) (289,834,000)

3.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의 취득 (1,500,000,000) -

4. 보증금의 증가 (2,137,100) (119,677,600)

5. 대여금의 증가 (47,222,220)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18,027,620,000 19,710,915,000

1. 차입금의 차입 12 200,000,000,000 -

2. 사채의 발행 12,23 458,114,020,000 -

3. 유상증자 59,913,600,000 19,710,915,000

Ⅳ.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감(Ⅰ+Ⅱ+Ⅲ) 18,466,315,494 933,283,508

Ⅴ.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933,283,508 -

Ⅵ.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19,399,599,002 933,283,50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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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회사의 개요

한국투자캐피탈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4년 11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

여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 및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목적사업

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8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당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

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

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6년 2월 26일자 이사회에서 승인 되었으며

2016년 3월 1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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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

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5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당

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 종업원기여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 '종업원급여'의 개정사항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여금을 종업

원이나 제3자가 납부하는 경우, 기업은 관련된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기

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선택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 기여금은 순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기여금은 제도의 기여금 산정방식 또는 정액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배분되어야 합니

다.  
 

제 2(당)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투자캐피탈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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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

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

었습니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

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

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

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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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을 위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

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

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

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

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

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

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

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

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

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

초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

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

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

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

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

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

상을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

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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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

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

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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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

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

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상기 예시한 사건 이외에 동 지분상품

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

인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

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

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

니다. 
 

1)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

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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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

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당사는 관련 상

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

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

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

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부도율

(PD: Probability of Default)과 각 자산별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

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

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

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

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

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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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

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

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

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

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만기보유금융자산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

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후속기

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

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

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기손익으로 직접

환입합니다. 한편,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

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

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

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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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

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

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

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

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

영업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

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

니다.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기구비품 5년 정액법

기타 5년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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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

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

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

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

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

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

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

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

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금융리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이자수익은 당사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

고 있습니다. 금융리스 관련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채권의 최초인식액에 포함되고 리

스기간 동안에 인식되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회원권 비한정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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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인식하고있으며,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개설직접원가의 과목으

로 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당사가 소유

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용중인 운용리스하의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

습니다.

 
(8)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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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

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

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

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며, 기타

금융부채에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

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

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

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9)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

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

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

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

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

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

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4)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

적으로 확약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

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

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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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

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

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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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

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1)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

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2) 외화환산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

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마감환율로 환

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

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를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

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

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충당부채에 포함되며, 공정가치는당해 금

융보증계약의 기간 동안 상각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당해 금융보증계약으로부터 기대되는 지급 금액의 현재가치)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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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익ㆍ비용의 인식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

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

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추정하나,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

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 
 

2)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배당수익은 지분증

권의 분류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상 적정한 손익항목으로 표시됩니다. 
 

3) 수수료수익

당사는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따라 다

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대한 조

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보증, 담보와기타 보장약정

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금융부채 발

행시 수취된 개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보증용역수수료, 대출확약수수료 등 일정기간 동안 용역의 제공대가로 부과

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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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순손익은 다음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공정가치의

변동, 이자, 배당)을 포함합니다.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금융부채와 관련된 이익과 손실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 (위험관리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위험

회피회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파생상품 포함) 
 

(1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는 당사를 포함한 국내완전자회사를 하나의 납세

단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당사는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에 연결법인세 부담세액 개별귀속액을 지급할 의무만 존재하므로, 해당 금액을 부채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미래에부담하게될 법인세부담액과 미래에 경감될 법

인세부담액 중 당사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에 대하여 각각 이연법인세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

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

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

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

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

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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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 에서는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기준이 개정되었고,

신용손실모형이 발생손실 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

회계가 기업의 실제 위험관리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 회

피대상위험을 더 확대하는 등 실제 위험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더 많은 위험회피전략이 위험

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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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 및 예치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 및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중 채무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당)기 제 1(전)기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20 19

기타예금 19,378 914

소   계 19,398 933

예치금 당좌예금 2 -

합   계 19,400 933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당)기 제 1(전)기 사용제한내용

당좌예금 2 - 당좌개설보증금

(단위: 백만원)

과   목 제 2(당)기 제 1(전)기

채무증권 1,512 -

(단위: 백만원)

구   분 평가전장부가액 액면가액
공정가치

(장부가액)
평가손익

사모사채 1,500 1,500 1,5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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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채권 
(1) 대출채권 구성내역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손충당금 증감내역

당기 중 대출채권 및 기타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당)기> 

 

(3)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   

당기 및 전기 중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과   목 제 2(당)기 제 1(전)기

대출금 725,093 18,000

대출채권 총계 725,093 18,000

차감 :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 (604) -

차감 : 대손충당금 (1,586) -

대손충당금차감후 대출채권 총계 722,903 18,000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자산 합   계

기초잔액 - - -

충당금 전입액 (1,666) (7) (1,673)

충당금 환입액 80 4 84

기말잔액 (1,586) (3) (1,589)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당)기 제 1(전)기

이연부대비용 이연부대수익 합   계 이연부대비용 이연부대수익 합   계

기초잔액 - - - - - -

신규발생 1,122 (2,265) (1,143) - - -

상각액 (375) 914 539 - - -

기말잔액 747 (1,351) (6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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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형자산 
(1) 유형자산 세부내역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유형자산 증감내역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당)기> 

 

<제 1(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당)기 제 1(전)기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순장부금액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순장부금액

기구비품 418 (72) 346 47 (1) 46

기타 135 (29) 106 135 (2) 133

합   계 553 (101) 452 182 (3) 179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취득액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금액

기구비품 46 371 (71) 346

기타 133 - (27) 106

합   계 179 371 (98) 452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취득액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금액

기구비품 - 47 (1) 46

기타 - 135 (2) 133

합   계 - 182 (3)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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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형자산

(1) 무형자산 세부내역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당)기> 

 

<제 1(전)기> 

 

(2) 무형자산 증감내역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당)기> 

 

<제 1(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취득가액 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730 (122) - 608

회원권 272 - (29) 243

합  계 1,002 (122) (29) 851

(단위: 백만원)

구   분 취득가액 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18 - - 18

회원권 272 - - 272

합  계 290 - - 290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취득액 무형자산상각비 손상차손 기말장부금액

소프트웨어 18 712 (122) - 608

회원권 272 - - (29) 243

합   계 290 712 (122) (29) 851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취득액 무형자산상각비 기말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18 - 18

회원권 - 272 - 272

합   계 - 290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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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금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기타비금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비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담보제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담보제공된 자산은 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당)기 제 1(전)기

미수수익 1,583 -

미수수익 대손충당금 (3) -

선급비용 890 -

임차보증금 122 120

현재가치할인차금 (2) (5)

임직원장기대여금 47 -

합   계 2,637 115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당)기 제 1(전)기

선급금 - 651

선급비용 2 5

합   계 2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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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차입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당기와 전기 중 원화사채의 발행 및 상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과   목 제 2(당)기 제 1(전)기

차입금 200,000 -

사채 458,419 -

합   계 658,419 -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당)기 제 1(전)기

이자율(%) 금액 이자율(%) 금액

차입금
CP 1.87 ~ 2.34 80,000 - -

기타 2.33 ~ 2.38 120,000 - -

합   계 200,000 　 -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당)기 제 1(전)기

이자율(%) 금액 이자율(%) 금액

사채
회사채 2.17 ~ 2.59 46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1,581) -

합   계 458,419 　 -

(단위: 백만원)

과   목 만기
제 2(당)기 제 1(전)기

이자율(%) 액면금액 이자율(%) 액면금액

발행

2018-03-26 2.17 110,000 - -

2018-05-28 2.25 100,000 - -

2018-06-26 2.33 80,000 - -

2018-08-28 2.22 70,000 - -

2018-08-28 2.59 100,000 - -

소계 　 460,000 -

상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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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금융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4. 기타비금융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비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과   목 제 2(당)기 제 1(전)기

미지급금 565 622

미지급비용 1,237 -

합   계 1,802 622

(단위: 백만원)

과   목 제 2(당)기 제 1(전)기

미지급금 1,688 13

선수수익 1,369 55

제세예수금 26 14

합   계 3,08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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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세

(1) 당기의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의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당)기

법인세부담액 1,760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248)

법인세비용 1,512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당)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830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1,481

조정사항 :

기초일시적차이 인식효과 (3)

비공제비용 127

연결납세로인한 법인세 부담액 증가액 14

기타(세율차이 등) (107)

법인세비용 1,512

유효세율(법인세비용/세전이익)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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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기 중 누적일시적차이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당)기> 

 

(4) 당기 중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없습니다. 
 

(5) 상계전 총액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 증감 기말

임차보증금 - 3 3

연차중당부채 - 584 584

무형자산손상차손 - 29 29

이연대출부대손익 - 604 604

유가증권평가손익 - (12) (12)

선급임차료 - (2) (2)

미수수익 - (78) (78)

합 계 - 1,128 1,128

세율 22% 22% 22%

이연법인세자산 - 248 248

(단위: 백만원)

구분 제 2(당)기

이연법인세자산 268

이연법인세부채 (20)

상계후 이연법인세자산 248

당기법인세자산 106

당기법인세부채 (1,760)

상계후 당기법인세부채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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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본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중 당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1,200,0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하였으며, 발행된 주식가

액은 전액 납입되었습니다. 

구   분 제 2(당)기 제 1(전)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60,000,000주 60,000,000주

1주당 금액 5,000원 5,000원

발행한 보통주식수(*) 5,200,000주 4,000,000주

보통주 자본금 26,000,000,000원 20,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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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익잉여금(결손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배당금

당기와 전기 중 보통주 배당금 지급 내역 없습니다. 
 

(3)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계산서

당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대손준비금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발생손실 충당금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2항에

따라 요구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대손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계정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대손준비금 설정으

로 인하여 순자산 및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배당을 제한하여 자산 건전성이 훼손되는것

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 2(당)기 제 1(전)기

이익잉여금(결손금) 5,076 (242)

(단위: 백만원)

내  용

제 2(당)기 제 1(전)기

처분예정일:

2016년 3월 11일

처분확정일:

2015년 3월 2일

Ⅰ.미처분이익잉여금 5,076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242) -

2. 당기순이익(손실) 5,318 (242)

Ⅱ.이익잉여금처분액 4,459 -

1. 대손준비금 4,459 -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617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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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순이자손익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9. 판매비와관리비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당)기 제 1(당)기

이자수익

현금및예치금이자 323 56

대출채권이자 18,291 7

기타이자 3 -

소   계 18,617 63

이자비용

차입부채이자 1,768 -

사채이자 5,845 -

소   계 7,613 -

순이자수익 11,004 63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당)기 제 1(당)기

1. 종업원 급여 1,504 168

급여 및 상여 1,368 151

퇴직급여 136 17

2. 감가상각비 및 기타상각비 220 3

3. 일반관리비 879 134

임차료 255 40

접대비 135 14

복리후생비 174 8

기타의 관리비 315 72

합   계 2,603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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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우발상황 및 주요 약정사항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내역 및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

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당)기 제 1(당)기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수익

평가이익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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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단기매매금융상품과 매도가능금융상품 등)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

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말 현재 시

장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

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

는 방법, 추정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공정가

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이용하

여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2)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3)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어느 수준으로 구분하는지는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결정합니다. 이러한 목

적상 투입변수의 유의성은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에 대해 평가되며, 공정가치 측정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지만 그러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에 기초한 유의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측정치는 수준 3의 측정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

정가치 측정치 전체에 대한 특정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평가할 때에는 당해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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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1) 당기말 현재 금융상품자산 및 금융상품부채의 평가수준별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

습니다. 

 

2) 공정가치서열 수준3의 변동내역 
당기 중 공정가치 수준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채무증권 - - 1,512 1,512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당)기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금융자산>

기초금액 -

취득액 1,500

당기손익 12

기말잔액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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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자산부채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

산부채의 평가수준별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정가치 산출 방법

대출채권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됩니다. 기대현금

흐름은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시장 이자율에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

였습니다.

차입부채 및 사채
차입부채와 사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제 2(당)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대출채권 722,903 722,903

기타금융자산 2,637 2,637

합계 725,540 725,540

<금융부채>

차입금 200,000 199,054

사채 458,419 457,903

기타금융부채 1,802 1,802

합계 660,221 658,759

(단위:백만원)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부채>

차입금(CP) - 79,054 - 79,054

사채 - 457,903 - 457,903

합 계 - 536,957 - 53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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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당)기 제 1(전)기

유형자산의 취득 (선급금 등에서 대체) 365 47

무형자산의 취득 (선급금 등에서 대체) 285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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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수관계자 거래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특수관계자 채권ㆍ채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간의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납세적용에 따라 지배회사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3) 특수관계자 수익ㆍ비용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 간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한국투자증권(주)로 사채발행지급수수료 12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명 관계

한국투자금융지주(주) 지배기업

한국투자증권(주) 관계기업

한국투자파트너스㈜ 관계기업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기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관계기업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기업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 제 2(당)기 제 1(전)기

한국투자금융지주(주)

원화차입금 120,000 -

미지급이자 569 -

미지급금(*) 1,654 -

한국투자증권(주) 보증금 122 120

합   계 122,345 120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 제 2(당)기 제 1(전)기

한국투자금융지주(주) 이자비용 569 -

한국투자증권(주)
임차료비용 252 40

이자수익 8 -

합   계 82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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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이나 급여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이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당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현재 지급보증금액 중 실행된 금액은 540,000백만원 입니다.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 2(당)기 제 1(전)기

급여와 상여 216 33

퇴직급여 54 8

합   계 270 41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구분 제공한자 제공받은자
보증약정금액(*)

보증내용
제 2(당)기

지배기업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캐피탈 800,000 권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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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

(1) 당기말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에 당사의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여금및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계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9,400 - - 19,400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1,512 - 1,512

대출채권 722,903 - - 722,903

기타금융자산 2,637 - - 2,637

소계 744,940 1,512 - 746,452

금융부채

차입부채 - - 658,419 658,419

기타금융부채 - - 1,802 1,802

소계 - - 660,221 660,221

구분 당기

대여금및수취채권 　

이자수익 18,61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1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이자비용 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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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위험관리

당사는 보유한 금융상품으로 인해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에 노출되어 있

습니다. 위험관리는 변동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

본 행위로서, 위험과 수익을 적절히 조화시켜 이익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당사의 위험관리의 주요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별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험과 수익은 적절한 균형    을 이루

도록 합니다. 
- 위험과 수익기회가 서로 상충될 때에는 당사가 설정한 위험허용한도를 준수하는   범위내

에서 수익을 고려합니다.

- 위험은 특정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을 통한 관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 다양한 시장 변동으로 부문별 또는 전체 포트폴리오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정    기적으

로 분석합니다. 
- 위험관리업무, 영업부문 및 거래확인과 결제를 담당하는 부문은 독립성을 유지하  여 분리

운용합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경영진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리스크관리전략을 실행하고 리스크를

인식ㆍ측정ㆍ모니터링ㆍ통제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내

리스크관련부서는 리스크관리 전담부서 요청시 리스크와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

요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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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위험 
① 신용위험의 관리

신용위험은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

힐 위험으로서, 당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위험입니다. 신용위험의 범

위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지급보증,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난내계정 및 난외계정이

포함되며,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목적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발

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 및 미예상손실을 허용된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당사의 신용위험 관리는 리스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 리스크한도를설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공여 의사결정은 해당 거래상대방과 그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합산된

신용익스포져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신용리스크 평가는 개별 익스포져에 대한 리스크등급산

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 평가는 리스크등급 또는 상품별 예상손실측정을 포함

하여야 하며, 대손충당금 적립, 가격결정 및 성과평가는 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② 신용위험경감정책 
당사는 신용위험 경감을 위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등의 채권에 대

한 담보물을 취득하고 있으며, 담보물별로 담보물 유입한도에 대한 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

다. 
  
- 주택담보대출 관련 거주용부동산 
- 설비, 공장 및 토지와 같은 사업용자산 
- 예금,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과 같은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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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기말과 현재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

니다. 

 
④ 당기말 현재 채무증권의 신용 건전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당)기> 

 

표준등급과 국내 ECAI(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등급과의 관계에 따른 채무증권의 신용건전

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 2(당)기

예치금 19,4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512

대출채권 722,903

합  계 743,815

(단위: 백만원)

표준등급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AAA ~ AA- 1,512

표준등급 국내 ECAI 등급

AAA ~ AA- A-1/P-1 AAA

A+ ~ A- A-2/P-2 AA+~AA-

BBB+ ~ BBB- A-3/P-3 A+~BBB-

BB+ ~ BB- A-3/P-3 미만 N/A

B+ 이하 N/A BB+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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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당기말 현재 주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연체 및 손상여부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

니다. 

 

⑥ 당기말 현재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주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신용 건전성 현황은 다

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대출채권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725,093

소  계 725,093

이연대출부대수익 (604)

대손충당금 (1,586)

합  계 722,903

(단위: 백만원)

구분 대출채권

정상 72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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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당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

합니다. 유동성위험 관리의 목적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한 유동성 변경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

보하는 것으로서 관리대상은 재무상태표상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난외거래입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유동성은 월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화별로 예상되는

자금수요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에 관한 한도 및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Contingency Pla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잔존만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당)기> 

(단위: 백만원)

구분 1개월이내
1개월초과

3개월이내

3개월초과

1년이내

1년초과

5년이내
5년초과 합계

차입금 - - 150,000 50,000 - 200,000

사채 - - - 460,000 - 460,000

기타부채 15 1,237 413 137 - 1,802

합계 15 1,237 150,413 510,137 - 661,802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49



(3) 시장위험

당사는 가격리스크 관리대상을 제외한 모든 자산, 부채 및 거래를 대상으로 이자율위험관리

를 합니다.

 

당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100bp 변동시 변동금리부 차입부채 및 대

출채권 등으로 1년간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100bp 상승시 100bp 하락시

이자비용 - -

이자수익 1,40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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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위험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에 따라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월조정총

자산에 의한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고 있으며 경영지도비율을 7%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의 정의는 다음

과 같습니다.

 

- 조정총자산 :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조정자기자본 :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 내에 한함)을 더한 금액에서공제항목

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당기말 현재 조정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 2(당)기

조정자기자본

기본자본 84,701

보완자본 1,589

공제항목 (248)

합  계 86,042

조정총자산

총자산 748,005

현금 등 단기성 금융자산 차감 (19,400)

공제항목 (248)

합  계 728,357

조정자기자본비율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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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실시내용

1. 감사대상업무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

합니다.

회     사     명 한국투자캐피탈주식회사

감사대상 사업연도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명, 시간)

감사참여자

 ＼

인원수 및 시간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전산감사ㆍ

세무ㆍ

가치평가 등

전문가

합계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

투입 인원수 2 1 2 5 - 10

투입시

간

분ㆍ반기검토 25 20 114 88 - 247

감사 8 6 52 62 - 128

합계 33 26 166 150 - 375

구  분 내   역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수행시기 2015.3.11 1 일

주요내용

회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업무팀 구성

, 전문가 활용 검토, 기업수준 통제 이해, 유의적 계정 및 공시 식별, 감사계

획의 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결정

현장감사

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상주 비상주

2015.04.08 ~ 04.10

2015.07.08 ~ 07.10

2015.10.07 ~ 10.09

9 일 5 명 2 명

주요 계정잔액 및 공시내용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절차를

통한 분/반기 검토 ,  미반영

검토수정사항 집계, 재무제표

수준의 분석적검토,검토결과

요약

2016.01.06 ~ 01.08 3 일 4 명 2 명

후속 기간의 통제 테스트, 중

요 계정잔액 및 공시내용에

대한 질문, 분석적절차, 표본

테스트, 일반감사절차 수행,

미반영 감사수정사항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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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수준의 분석적 검토

, 감사결과 요약

- - 일 - 명 - 명 -

재고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 - 일

실사(입회)장소 -

실사(입회)대상 -

금융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2016.01.04 1 일

실사(입회)장소 한국투자캐피탈

실사(입회)대상 회원권, 미사용어음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O 채권채무조회 O 변호사조회 O

기타조회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1 회

수행시기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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