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에코마케팅
주주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에코마케팅(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
표는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
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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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
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
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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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 관련 수익 순액 인식의 적정성 검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당사는 광고대행사업의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 사업의 수익
을 순액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별로 당사와 매체사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를
매 결산기에 순액으로 조정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며, 기간 동안 다량의 광고대행 거
래가 실행됨에 따라 동 조정 회계처리는 상당한 복잡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액으
로 인식된 광고대행 사업의 매출은 29,513백만원으로 회사의 전체 매출 56,182백만
원의 약 53%를 차지하는 중요한 매출 유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 거래의 순액조
정 회계처리를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당사의 순액조정 회계처리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
다.

-

광고주와 당사의 광고대행수익 순액 인식의 적정성 파악을 위한 계약 조건 검토

-

매체비/대행수수료수익 조정 전표 발생액을ERP 시스템 계산내역과 대사 수행

-

ERP 시스템 계산내역에서 광고주별 표본 선정하여 관련 거래증빙과 입력된 내용
대사 수행

-

조정 전표 발생액이 ERP 시스템 계산내역과 일치하고, ERP 시스템 계산에 이용된
광고주별 정보가 거래증빙과 같은 지 확인

-

일부 샘플추출한 광고주 광고대행수익금액의 재계산검증 절차 수행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
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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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에 대해
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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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
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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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기업 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
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
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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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
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과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
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
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
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술함
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
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김기균입니다.

2021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3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신기동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1년 3월 22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
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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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 18(당)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7(당)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코마케팅
과

목

자

(단위 : 원)
주석

제 18(당)기말

Ⅰ. 유동자산

118,544,860,701

현금및현금성자산

5,26

12,781,675,056

23,905,137,509

7,26,29

42,929,560,887

34,429,711,790

기타금융자산

6,8,26

49,029,810,000

6,736,21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8,26,27

8,245,788,229

18,588,166,220

9

5,558,026,529

기타유동자산

6,075,210,444
35,868,895,430

36,288,223,412

기타금융자산

8,26

1,416,460,000

2,376,460,000

유형자산

10,11

4,127,864,200

2,498,732,927

무형자산

12

425,825,863

446,403,877

이연법인세자산

23

97,121,555

-

29,801,623,812

30,966,626,608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
산

총

부

13,14,29

계

154,413,756,131

126,022,659,375

채

Ⅰ. 유동부채

31,949,634,838

미지급금및기타채무

25,640,118,993

11,15,26,29

18,328,982,616

17,666,241,477

기타유동부채

16

5,606,856,045

2,967,632,784

당기법인세부채

23

8,013,796,177

5,006,244,732

11,26,29

1,654,747,089

Ⅱ. 비유동부채

1,654,747,089

미지급금및기타채무
이연법인세부채
부

89,734,435,96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Ⅱ. 비유동자산

자

제 17(전)기말

산

채

총

자

23

-

계

280,770,298
255,768,995
25,001,303

33,604,381,927

25,920,889,291

본

Ⅰ. 자본금

17

3,251,787,400

1,619,893,700

Ⅱ. 자본잉여금

17

36,572,139,072

37,594,455,900

Ⅲ. 기타자본

17

6,113,231,829

3,186,946,888

18

74,872,215,903

Ⅳ.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계

57,700,473,596
120,809,374,204

100,101,770,084

154,413,756,131

126,022,659,375

"별첨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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