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에코마케팅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에코마케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
하였습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2019년 12월 31
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
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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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실체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
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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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
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
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가. 영업권 손상검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연결실체의 종속기업인 ㈜데일리앤코 현금창출단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8,396백만원(주석 15 참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동 현금창출
단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는
지에 관계없이 매년 같은 시기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
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기 중 수행한 손상검사에 사용된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이며, 연결실
체의 경영진은 기존브랜드와 신규브랜드별 매출을 ㈜데일리앤코에 근거하여 추정하
였으며, 원가 및 기타 비용은 과거 평균 비율 등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동 추정
및 예측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오류 발생 시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므로, ㈜데일리앤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핵심감사사항
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연결실체의 ㈜데일리앤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는 회사가 활용한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객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는 전기 추정치에 사용된 현금흐름을 당기 실제 성과와 비교하여 소급적으로 검
토함으로서, 추정의 편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는 사용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현금흐름모형의 수학적인 정확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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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

우리는 신규브랜드 매출 등 사용된 투입변수들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진
이승인한 사업계획을 입수하고, 관측가능한 외부시장자료와 비교하였으며, 해당 사
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도 비교하였습니다.

-

우리는 회사가 사용가치 추정에 적용한 가정을 변경한 경우,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하여 자체적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나. 현물출자 거래에 따른 주식 교환 거래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연결실체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싱가폴 현지의 광고시장 개척 및 지배구조 재편에 따
른 사업 시너지 제고 목적을 위해 또다른 자회사인 데일리앤코 보유 지분 전부를 싱
가폴자회사 ECHO MARKETING SG PTE. LTD.에 현물출자를 하였습니다. (해당
현물출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석33번에 기재)
추후 이 현물출자거래로 인하여 당초 목적인 글로벌 마케팅 채널 확장 및 글로벌 파
트너사와의 협업 증대가 달성될 시 기존 종속회사투자주식 평가가액에 미치는 영향
이 유의적이므로 우리는 이 현물출자 거래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현물출자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절
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우리는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교환거래가 연결실체 관점에서 상업적 실질의 변화가
존재하는지 여부 검토하였습니다.

-

우리는 현물출자로 인해 교환되는 주식가치의 유의적인 차이 존재 여부 검토하였습
니다.

-

우리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싱가폴 현지 법인의 기업특유가치 변동이 있는지 여부 검
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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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
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
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
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
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연결실체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연결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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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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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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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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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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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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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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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연결재
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연결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
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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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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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장성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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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3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신기동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0년 3월 19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연결실체의 연결재
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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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상태표
제 17(당)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6(전)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코마케팅과 그 종속회사
과
자

목

주석

(단위 : 원)
제 17(당)기말

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재고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9,412,961,393
5,27

39,656,111,318

13,000,902,381

28,892,600,468

22,051,101,369

6

15,802,823,346

4,259,872,333

18,588,166,220

30,871,985,534

7,9,27,28

기타금융자산

10,27

6,761,361,700

25,043,325,011

기타유동자산

11

9,711,834,231

7,704,108,463

64,110

Ⅱ. 비유동자산

70,060
20,184,002,352

14,430,003,905

유형자산

13,14

3,022,964,593

1,454,320,150

무형자산

15

10,737,119,671

10,873,917,724

관계기업투자

12,30

3,786,088,650

-

기타금융자산

10,27

2,627,318,550

2,096,988,280

이연법인세자산

24

10,510,888

자산총계

4,777,751
139,596,963,745

117,361,369,056

채

Ⅰ. 유동부채
미지급금및기타채무
기타유동부채

29,291,062,849
14,16,27,30
17,27

당기법인세부채

24

24,259,227,346

18,674,786,060

18,353,757,461

2,976,349,462

1,958,487,248

-

1,355,319,996

기타유동금융부채

7,639,927,327

Ⅱ. 비유동부채

2,591,662,641
864,065,671

5,223,305,292

미지급금및기타채무

14,16,27

422,197,917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7

-

4,720,432,500

이연법인세부채

24

441,867,754

부채총계
자

102,931,365,151

8,27,30

당기법인세자산

부

제 16(전)기말

산

502,872,792
30,155,128,520

29,482,532,638

106,670,677,900

86,707,800,601

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Ⅰ. 자본금

18

1,619,893,700

1,619,893,700

Ⅱ. 자본잉여금

18

37,594,455,900

37,594,455,900

Ⅲ. 기타자본

18

(1,051,199,442)

(3,376,426,665)

Ⅳ. 이익잉여금

19

68,507,527,742

50,869,877,666

비지배지분

2,771,157,325

1,171,035,817

자본총계

109,441,835,225

87,878,836,418

부채및자본총계

139,596,963,745

117,361,369,056

"별첨 주석은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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