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에코마케팅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에코마케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
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연
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
표 ,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
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20년 12월 31
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
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
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
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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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
의 의견 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
는 않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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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031백
만원의 약 16.7%를 차지하는 중요한 매출 유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 거래의 순
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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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액을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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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
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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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
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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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
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
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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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ㆍ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
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
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
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ㆍ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ㆍ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ㆍ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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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연결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ㆍ공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연결재
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연결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
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ㆍ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그룹 내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우리는 그룹감사의 지휘, 감
독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
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
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
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
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공인회계사 김기균 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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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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회사의 연결재
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5-

연결재무상태표
제 18(당)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7(전)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코마케팅과 그 종속기업
과
자

목

주석

(단위 : 원)
제 18(당)기말

Ⅰ. 유동자산

169,210,218,888
5,28

41,432,434,478

39,656,111,31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8,28

49,666,797,045

28,892,600,468

환불자산

18

5,666,635

-

재고자산

6

8,220,573,118

15,802,823,346

9,28

11,080,125,463

18,588,166,220

기타금융자산

7,10,28

52,049,304,955

6,761,361,700

기타유동자산

11

6,755,255,514

9,711,834,231

61,680

64,110

당기법인세자산
Ⅱ. 비유동자산

25,809,952,228

20,184,002,352

유형자산

13,14

7,782,287,079

3,022,964,593

무형자산

15

10,466,671,657

10,737,119,671

관계기업투자

12

4,896,634,822

3,786,088,650

기타금융자산

10,28

2,200,373,310

2,627,318,550

이연법인세자산

25

463,985,360

자산총계

10,510,888
195,020,171,116

139,596,963,745

40,344,629,400

29,291,062,849

채

Ⅰ. 유동부채
미지급금및기타채무

16,28

22,692,514,026

18,674,786,060

기타유동부채

17

5,611,035,281

2,976,349,462

환불부채

18

19,444,644

-

12,021,635,449

7,639,927,327

당기법인세부채
Ⅱ. 비유동부채
미지급금및기타채무
이연법인세부채

5,399,707,764
16,28

4,178,625,140

25

1,221,082,624

부채총계
자

119,412,961,39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부

제 17(전)기말

산

864,065,671
422,197,917
441,867,754

45,744,337,164

30,155,128,520

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44,785,333,266

106,670,677,900

Ⅰ. 자본금

19

3,251,787,400

1,619,893,700

Ⅱ. 자본잉여금

19

36,572,139,072

37,594,455,900

Ⅲ. 기타포괄손익

19

3,046,210,487

-

Ⅳ. 기타자본

19

1,462,330,036

(1,051,199,442)

Ⅴ. 이익잉여금

20

100,452,866,271

비지배지분

34

68,507,527,742
4,490,500,686

2,771,157,325

자본총계

149,275,833,952

109,441,835,225

부채및자본총계

195,020,171,116

139,596,963,745

"별첨 주석은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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