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메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15년 3월 3일

우리는 별첨된 메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
표는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
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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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
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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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
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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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메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
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
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메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는 종전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8(여의도동, 금영빌딩10층)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임 호 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5년 3월 3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
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
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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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 3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제 2 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메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3(당) 기

I.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277,424,197
3,10,22

10,277,424,197

II. 유가증권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제 2(전) 기
11,432,751,182
11,432,751,182

6,546,141,229

2,956,504,313

4,10,22

6,546,141,229

1. 매도가능금융자산

5,10,22

4,860,763,735

3,249,503,335

2. 관계기업투자

6

2,342,948,445

874,319,089

III. 신기술금융자산

IV. 유형자산

7,203,712,180

7

1. 시설장치
감가상각누계액
2. 집기비품
감가상각누계액
3.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101,104,564

106,752,800

83,781,500

(16,983,120)

(29,323,525)

33,213,800

30,902,540

(15,074,361)

(9,707,040)

40,185,930

40,185,930

(22,772,027)

(14,734,841)
378,224,794

10,22

3. 선급비용
4. 보증금

10,20,22

5. 미수금

10

6. 무형자산

8

7. 이연법인세자산

18

686,519,031

45,831,458

136,332,822

-

11,363,360

19,331,834

13,057,891

2. 당기법인세자산

50,050,000

402,940,000

255,185,479

-

7,826,023

10,091,290

-

112,733,668

자산총계

24,530,825,422

I. 기타부채
1. 미지급비용

4,123,822,424

125,323,022

V. 기타자산
1. 미수수익

2,956,504,313

19,300,701,514

1,229,596,720
10,20,22

2. 예수금
3. 당기법인세부채

80,918,916

133,420,061

37,680,291

57,902,930

22,811,300

440,840,430

-

4. 퇴직급여채무

9

43,246,360

20,427,325

5. 이연법인세부채

18

554,186,939

-

부채총계
I. 자본금

11

1. 보통주자본금
II. 기타불입자본

11

20,000,000,000

20,000,000,000
20,000,000,000

(293,810,000)
(293,810,000)

12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IV. 이익잉여금(결손금)

80,918,916

20,000,000,000

1. 주식할인발행차금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1,229,596,720

(293,810,000)
(293,810,000)

966,958,081
966,958,081

13

2,628,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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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07,402)

과 목
1.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2. 보험수리적손익

주석

제 3(당) 기

제 2(전) 기

2,655,225,919

(473,433,000)

(27,145,298)

(12,974,402)

자본총계

23,301,228,702

19,219,782,598

부채와 자본총계

24,530,825,422

19,300,701,514

별첨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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