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핀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핀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
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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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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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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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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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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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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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17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
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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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주식회사 핀크

제5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제4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핀크 대표이사 권영탁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전

화)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40 22층 (센터플레이스)
02-156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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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5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4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핀크

(단위: 원)

과

목

자

주 석

제5기 (당)기말

제4기 (전)기말

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4, 22, 23, 24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3,936,496,263

40,617,512,226

-

23

836,481,183

278,169,924

5, 23, 24

III. 매출채권

6, 22, 23, 24, 25

IV. 유형자산

7

1,422,363,050

1,497,529,907

V. 사용권자산

8

581,198,588

758,194,463

VI. 무형자산

9

6,335,987,833

8,984,685,128

VII. 기타자산

10, 22, 23, 24

2,204,136,426

2,244,586,851

35,316,663,343

54,380,678,522

자

산

총

부

계
채

I. 확정급여부채

11

385,712,635

253,680,861

II. 충당부채

12

3,743,143

3,482,614

III. 기타부채

8, 13, 22, 23, 24

8,036,640,953

7,633,741,757

8,426,096,731

7,890,905,232

부

채

총

자

계
본

I. 자본금

15

65,000,000,000

65,000,000,000

II. 자본잉여금

15

34,998,577,760

34,998,577,760

III. 자본조정

15

(1,445,185,589)

(1,445,185,589)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

(701,740,570)

(460,603,676)

V. 결손금

15

(70,961,084,989)

(51,603,015,205)

계

26,890,566,612

46,489,773,290

부채및자본총계

35,316,663,343

54,380,678,522

자

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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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제5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4기 2019년 1월 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핀크
과

(단위: 원)
목

I. 영업수익

주석

제5(당)기

17, 22, 25, 26

II. 영업비용
1. 수수료비용

17, 22

(2,845,739,306)

2. 일반관리비

17, 19, 22

(20,547,378,174)

III. 영업손실

제4(전)기

3,936,732,168

1,967,892,781

(23,393,117,480)

(18,798,907,033)
(1,543,184,657)
(17,255,722,376)

(19,456,385,312)

(16,831,014,252)

IV. 영업외수익

18

153,902,441

290,802,026

V. 영업외비용

18, 22

(55,586,913)

(578,092,327)

(19,358,069,784)

(17,118,304,553)

VI. 법인세차감전순손실
VII. 법인세비용

-

-

VIII. 당기순손실

(19,358,069,784)

(17,118,304,553)

(241,136,894)

(282,591,862)

IX.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 15

(241,136,894)

X . 총포괄손익

(282,591,862)
(19,599,206,678)

(17,400,896,415)

(1,489)

(2,014)

XI. 주당손익
기본및희석주당손익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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