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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경인방송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경인방송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

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

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단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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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

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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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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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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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

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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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

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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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

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

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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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23(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22(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경인방송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경인방송(이하 "당사"라 함)은 방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7년 1월    

7일에 설립되어, 1997년 10월 11일자로 TV 및 라디오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사

는 2005년 1월 1일부터 TV방송을 중단하고, 라디오방송만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

다. 당사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7년 1월 1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2007년 10

월 8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 2010년 12월 30일 회

생절차가 조기종결 되었습니다. 

당사의 설립시 납입자본금은 40,000백만원이었으나 수차의 증자 및 감자를 거쳐 당

기말 현재는 2,671백만원이며, 주요 보통주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통주식수(주) 지분율(%)

곽창근 203,248 38%

(주)경기고속 140,000 26%

박학선 70,000 13%

(주)케이티 29,279 5%

기타주주 91,581 17%

계 534,108 100%

   당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식의 총수는 4주이며, 한호흥업(주)가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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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적 회계정책 

당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

음과 같습니다.

2-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

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 금융상품

① 공통사항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

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

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당기손익인식지정항

목을 제외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측정 및 환입은 아래 유가증권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을 제외한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

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

다.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당사가 금융자산 양도후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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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금융자산을 제거하

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

다.

② 유가증권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지분증권과 채무증

권에 대해서 취득하는 시점에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하고 매 보고기간말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

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

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

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

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후속 측정시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평가하고, 만기보유증권의 만기액

면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

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

권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치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을 공정가치로 하고 있

습니다. 

당사는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

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매도가능증

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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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기간말마다 평가하

여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

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

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

의 경우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매도가능

증권의 경우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

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양도로 당사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재무상

태표에서 제거하나, 통제를 상실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거래를 담보차입거래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도 등에 의하여 처

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 유형자산

당사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경영진

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

는 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

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

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

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

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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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

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당해자산의 경제적효

익이 발생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다음의 내용년수에 따라  정액법

으로 상각하고, 간접법에 의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      목 추정내용연수

방 송 설 비 6  년

차량운반구 6  년

집 기 비 품 6  년

유형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

포괄손익의 잔액이 있을 경우 당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2-4.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

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

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

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

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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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상 표 권 5 년

소프트웨어 5 년

저 작 권 5 년

2-5. 납입자본

당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

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

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거래 비용 중 자

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

서는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

발행차금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2-6. 수익

  당사는 방송광고수익 및 협찬광고수익의 경우 방송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에 수

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사업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

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인

식하고 있습니다.

2-7 자산손상

금융자산, 건설형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중단사업

에 속하는 자산을 제외한 당사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

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

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합니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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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

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

액의 감소는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퇴직급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당사의 퇴직

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상당액을 매년말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법제화된 퇴직연금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동 퇴직연금은 별개의 실체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후에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확정기

여형 퇴직급여제도에 해당됩니다.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납입의 의무는 해당 

납입기일에 퇴직급여로써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당사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127,966 

천 원입니다. 다만, 매년말 불입한 퇴직연금은 개산불입액이므로 미달하여 납부하거

나 초과하여 납부할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연금액은 

연초에 정산하도록하며 정산되는 금액은 미지급금이나 미수금 계정으로 인식하여 반

영하고 있습니다.

2-9.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및 재조정 

   

   당사는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및 회사정리절

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의 원리금, 이자

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

· 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채권· 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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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령한 정부보조금 중 상환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계상하며, 상환의무 없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목적에 따라 자산취득에 사용될 정부보

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

련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기타의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

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대응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에는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1. 법인세

  당사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의 중소기업

의 회계처리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의 법인세비용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 

2-12. 기본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 대하여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13. 추정과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

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

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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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사명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손상차손 장부가액

비상장주식 (주)온에어시스템 4,900주 49% 24,500 (24,500) -

출연금 대련경인방송기술자문복무유한공사 - 100% 87,860 (87,860) -

합계 2,112,360 (112,360) 2,000,000

<전기말> (단위:천원)

구분 회사명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손상차손 장부가액

비상장주식 오비에스경인TV 400,000주 1.36%    2,000,000 - 2,000,000

비상장주식 (주)온에어시스템 4,900주 49% 24,500 (24,500) -

출연금 대련경인방송기술자문복무유한공사 - 100% 87,860 (87,860) -

합계 2,112,360 (112,360) 2,000,000

5. 유형자산

 

5-1. 당기와 전기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 및 감가상각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천원)

구분 기초장부금액 증가 감소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가액

차량운반구 17,074    -       - (3,650) 13,424

집기비품 48,733 6,194      - (20,872) 34,055

방송설비 382,816 77,991       - (102,087) 358,720

입목 28,498    -      -       - 28,498

합   계 477,121 84,185      - (126,609) 434,697

<전기> (단위:천원)

구분 기초장부금액 증가 감소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가액

차량운반구 12,645 7,627       - (3,198) 17,074

집기비품 66,269 3,511      - (21,047) 48,733

방송설비 326,768 160,914       - (104,867) 382,815

입목 28,498 -      - - 28,498

합   계 434,180 172,052      - (129,112) 47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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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험가입내역

당사는 당기말 현재 방송설비에 대하여 재물손해보험(부보금액 : 1,633,095천원)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습

니다.

6. 무형자산

 당기와 전기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 및 감가상각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증가 상각비 기말장부금액

상표권 3,603 - (759) 2,844

소프트웨어 8,700 24,000 (4,000) 28,700

저작권 400 - (399) 1

합계 12,703 24,000 (5,158) 31,545

<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증가 상각비 기말장부금액

상표권 134 3,793 (324) 3,603

소프트웨어 2,667 9,000 (2,967) 8,700

저작권 2,000 - (1,600) 400

합계 4,801 12,793 (4,891) 12,703

7. 퇴직급여충당부채

당사는 종업원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습니

다. 해당 기여금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

합니다. 당기 및 전기의 퇴직급여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퇴직급여 162,258 135,833

- 21 -



8.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장기성미지급금에 대하여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를 실시

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장기성미지급금

당기말 전기말

대금수수기간 1년 1년

명목가액 19,050 19,050

현재가치 19,050 19,050

할인이자율㈜ 11.49% 11.49%

총 현재가치할인차금                                 -                                 -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동성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장기성미지급금

당기말 전기말

장기성 부채 19,050 19,050 

차감 : 총 현재가치할인차금                                 -                                 - 

차감 : 유동성 부채 19,050 19,050 

유동성현재가치할인차금                                 -                                 - 

장기성 부채                                 -                                 - 

㈜ 할인이자율은 당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9-1. 당기 및 전기 중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와 이와 관련된 보고기간종료

일 현재 당사의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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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관계 구분 당기말 전기말

대련경인방송기술자문

복무유한공사
자회사 단기대여금 66,779 66,779

대련경인방송기술자문복무유한공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에는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

정되어 있습니다.

9-2.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단기종업원급여 321,477 213,868 

퇴직급여 17,224 12,034 

합 계 338,701 225,902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당사의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 자본금

당사가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당기말 현재 32,000,000주이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당사의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ㆍ전환우선주이며, 최저배당율 5%

의 이익배당우선주로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자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천원)

과   목 발행주식수 액면금액 금   액

보통주 자본금 534,108 5,000 2,670,540

우선주 자본금 4 5,000 20

합         계 534,112  -　 2,67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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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당이익

15-1. 당기 및 전기의 자본금 변동은 없으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534,108주 

입니다.

15-2. 보통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순이익 290,111,994 594,567,852

차감:우선주 기말배당금 1,000 1,000

보통주당기순이익 290,110,994 594,566,852

15-3. 기본주당순이익의 산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당   기 전   기

보통주당기순이익 341,745,168 290,111,99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34,108주 534,108주

기본주당순이익                                640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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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금흐름표

투자 및 재무활동 중 현금및 현금성자산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거래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거래내용 당  기 전  기

만기보유증권의 유동성대체 13,795 7,875

합계 13,795 7,875

17. 지급보증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내용 

서울보증보험 96,630 이행보증

18. 주요약정사항

(1) 당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방송광고영업대행약정을 체

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방송광고매출의 14%와 2.5%에 해당하는 광고대행수

수료와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당기말 현재 국민신용카드와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광고매출채권을 

구매카드결제방식으로 결제하는 가맹점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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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사항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주요 과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목
당기 전기

판매비와관리비 프로그램제작비 합계 판매비와관리비 프로그램제작비 합계

급        여 782,315 2,515,696 3,298,011 646,352 1,194,263 1,840,615 

퇴 직 급 여 64,072 107,522 171,594 39,057 96,775 135,832 

복리후생비 110,070 98,186 208,256 124,764 146,740 271,504 

임   차   료 209,054 2,453 211,507 201,215 86,837 288,052 

감가상각비 5,073 44,706 49,779 5,554 123,559 129,113 

세금과공과 2,670 112,306 114,976 1,728 480 2,208 

합계 1,173,254 2,880,869 4,054,123 1,018,670 1,648,654 2,667,324 

20. 재무제표의 승인

당사의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는 2020년 3월 27일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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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실시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회     사     명

감사대상 사업연도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단위 : 명, 시간)

감사참여자

 ＼ 

인원수 및 시간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전산감사ㆍ

세무ㆍ가치평가

 등 전문가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합계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1 1 1 1 2 2 　 1 - - - - 4 4

투입

시간

분ㆍ반기검토 - - - - - - 　 - - - - - - -

감사 4 4 52 52 48 40 　 20 - - - - 104 116

합계 4 4 52 52 48 40 　 20 - - - - 104 116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구  분 내   역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수행시기 2019.05.16 ~ 05.17 2 일

주요내용 감사일정 및 주요감사절차 검토

현장감사

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상주 비상주

2019.11.8 ~ 11.9 2 일 2 명 - 명 내부통제제도평가 및 이행검토

2020.03.12 ~ 03.13 2 일 2 명 - 명 입증감사수행

재고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 - 일

실사(입회)장소 -

실사(입회)대상 -

금융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2020.01.02 1 일

실사(입회)장소 경인방송 주식회사 본사

실사(입회)대상 현금,유가증권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O 채권채무조회 - 변호사조회 -

기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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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2 회

수행시기 2019.10.24, 2020.03.13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활용 내용

수행시기 일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19년 11월 08일 감사, 재무팀장,감사팀 구두회의
회사예상 회계이슈 및 기말

감사 중점검토사항

2 2020년 03월 13일 감사, 재무팀장,감사팀 구두회의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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