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무 상 태 표

제 19(당)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8(전)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씨비알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자산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19(당) 기 제 18(전) 기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 6, 18 31,816,506,192 42,678,531,505

미수금 5, 17, 18, 20 1,425,316,791 1,245,315,728

미수수익 5, 18 636,986 1,927,562

선급비용 13,838,427 8,722,860

유동자산 합계 33,256,298,396 43,934,497,655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5 100,000,000 -

유형자산 7 501,704,467 599,694,640

보증금 5, 17, 18 63,458,174 61,478,564

이연법인세자산 15 512,371,837 585,330,882

비유동자산 합계 1,177,534,478 1,246,504,086

자산 총계 34,433,832,874 45,181,001,741

부채 및 자본

부채

유동부채

미지급금 6, 7, 17, 18 103,862,594 18,907,697

미지급비용 5, 18 984,513,457 7,201,767,978

예수금 168,136,538 377,984,792

예수제세 278,223,336 3,463,463,983

미지급법인세 15 594,250,724 5,497,972,135

유동리스부채 5, 17, 18, 21 54,429,496 78,666,018

유동부채 합계 2,183,416,145 16,638,762,603

비유동부채

순확정급여부채 9 1,293,870,334 1,562,9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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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제 449조(제무재표 등의 승인 공고) 제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합니다. 



과          목 주석 제 19(당) 기 제 18(전) 기

비유동리스부채 5, 17, 18, 21 205,697,694 250,986,101

복구충당부채 8 35,922,245 34,801,633

비유동부채 합계 1,535,490,273 1,848,690,101

부채 총계 3,718,906,418 18,487,452,704

납입자본과 적립금

자본금 1, 10 6,400,000,000 6,400,000,000

적립금및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 181,341,878 182,314,373

이익잉여금(결손금) 12 24,133,584,578 20,111,234,664

자본 총계 30,714,926,456 26,693,549,037

부채 및 자본 총계 34,433,832,874 45,181,001,74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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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Tel. 02.2112.0100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Fax.02.2112.0101 
06236 www.kr.kpmg.com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씨비알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자산운용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22년 2월 15일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씨비알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

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

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 및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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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

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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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

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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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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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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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2년 2월 15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

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

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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