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메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13년 1월 15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메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
태표와 2012년 3월 12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
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
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
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재
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본 감사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
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
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메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2012년 12
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
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 금영빌딩10층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임 호 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3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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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 무 제 표
재무상태표
제 1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메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과

(단위 : 원)

목

주석

금

I.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13,223,684,721
3,9,19

13,223,684,721

II. 유가증권

3,666,226,846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9,19

3,666,226,846

III. 신기술금융자산
1. 매도가능금융자산
IV. 유형자산

1,999,503,335
5,9,19

1,999,503,335

6

1. 시설장치

2. 집기비품

127,659,342
83,781,500

감가상각누계액

(12,567,225)
17

감가상각누계액

26,983,540
(4,026,748)

3. 차량운반구

40,185,930

감가상각누계액

(6,697,655)

V. 기타자산

561,799,165

1. 미수수익

9,19

2. 미수법인세환급액

79,089,571
3,903,320

3. 선급비용

13,646,433

4. 보증금

9,19

5. 무형자산

7

12,472,259

6. 퇴직급여사외적립자산

8

796,446

7. 이연법인세자산

15

자산총계
I. 기타부채

액

402,940,000

48,951,136
19,578,873,409
52,121,547

과

목

1. 미지급비용

주석
9,17,19

2. 예수금

금

액

35,200,957
16,920,590

3. 퇴직급여채무

8

-

부채총계

52,121,547

I. 자본금

20,000,000,000

1. 보통주자본금

10

20,000,000,000

II. 기타불입자본
1. 주식할인발행차금

(293,810,000)
10

(293,810,000)

III. 결손금

(179,438,138)

1. 미처리결손금

11

(179,438,138)

자본총계

19,526,751,862

부채와 자본총계

19,578,873,409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