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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목적 
 

목적사업 비고 

영위하는 목적사업 

-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 디지털콘텐츠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업 

- 출판업 및 음반, 비디오물의 제작, 판매, 임대업 
- 부동산 임대업 
- 제작시설 및 기자재 임대업 

- 공익사업 및 위 각호에 관계되는 부대사업 일체 

영위하지 아니하는  

목적사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부가통신업 
- 광고사업 
- 출판사업 및 음반, 필름, 테이프 제작 판매업 
- 홈쇼핑 프로그램 공급업, 기타 프로그램 제작, 공급업 
- 수출입업 
- 카탈로그, 컴퓨터등을 이용한 통신 판매업 
- 이벤트, 연출대행, 기타 오락 문화사업 
- 광고제작 및 대행업 
- 여행 알선업등 관광사업 
- 의료용구 판매업 
- 보험 대리점업 
- 주류판매업 
- 부동산 중개업 
- 창고업 
- 보석 감정업 
- 이동통신기기 대리점업 
- 인터넷 복권판매 대행업 
- 이사서비스 알선업 
- 택배, 배달운송업 
- 결혼, 웨딩 알선업 
-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업 
- 인터넷 경매사업 
- 인터넷 거래 중개업 
- 무형재산권의 중개, 알선 및 임대업 
- 무역 중개업 
- 교육 서비스업 
- 농수축산물, 음식료품, 의복, 가구, 잡화, 기타 각종 상품의 제조, 
가공, 도소매, 중개 및 위탁 판매업 

- 부동산 공급 및 분양 대행업 
- 경영상담업 
- 복합운송주선업 
- 온라인음악 서비스 제공업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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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사업의 내용 

주요제품명 정                   의 채 널 명 

지상파이동 

멀티미디어방송 

개인 DMB 수신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채널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이동 방송 서비스 

QBS Jtbc 

CJO쇼핑 

GS 홈쇼핑 
QBS Data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방송제작시설 및 기자재 임대업  

비디오물 제작 각종 방송프로그램 및 비디오물 제작 / 판매  

 

(3) 사업소 현황 
 

명    칭 주요사업내용 소    재    지 

본사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방송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3층 

 

(4) 임직원 현황 

 

         2016.12.31 현재                                                          (단위: 명) 

구분 임직원수 비고 

임원 3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감사1명) 

직원 9 - 

합  계 12 - 

 

(5) 회사의 기구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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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식에 관한 사항 
 

가.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 

(단위: 주,백만원) 

주식의 종류 주 식 수 금     액 구 성 비 비  고 

기명식 보통주 6,100,000 30,500 100% 
액면가 

5,000원 

 

나. 자본금 변동상황 

 (단위: 주,백만원) 

연월일 
주식  

종류 

주식수 

(주) 

주당액면가액 

(원) 

주당발행가액

(원) 

총발행 

가  액 

증자후 

자본금 
비고 

04.05.07 

기 

명 

식 
 

보 

통 

주 

51,000 5,000 5,000 255 255 설립 

04.06.04 109,000 5,000 5,000 545 800 
유상 

증자 

05.02.11 240,000 5,000 5,000 1,200 2,000 
유상 

증자 

05.06.20 5,600,000 5,000 5,000 28,000 30,000 
유상 

증자 

07.03.16 100,000 5,000 5,000 500 30,500 
유상 

증자 

계 6,100,000 5,000 5,000 30,500 30,500 - 

 

다. 주식사무 

결 산 일 12월 31일 

정 기 주 주 총 회 개 최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 주 명 부 폐 쇄 시 기 1월 1일부터 1월 15일 까지 

공 고 방 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dmb.com)

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

서 발행하는 일간지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주 식 의 종 류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8종) 

주 식 사 무 대 행 기 관 
대리인의 명칭 국민은행 

사무취급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주 주 에 대 한 특 전 - 

 
 

http://www.k-dm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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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의 경과 및 성과 

 

 

(1) 영업의 개황 

 

지상파 DMB단말기는 2008년 상반기 1천만대 시대를 연 이후 지속적으로 보급이 확대

되어 2012년 2분기 기준 6,572만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2년간 보급단말기는 3,156

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휴대폰 교체주기가 짧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이용되고 있는 지상파DMB 단말기는 약 3,260만대로 추산되어 명실공히 범 국민적인 

방송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지상파 DMB서비스의 광고규모는 2008년 89억, 2009년 124억으로 확대되다가 

2010년 프로야구 콘텐츠의 DMB정착으로 인하여 2011년에는 237억까지 성장하였으나, 

2012년 “운전중 영상표시 및 기기조작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

결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광고규모가 축소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 사업자인 JTBC와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2014년 QBS-JTBC 채널을 런칭하여 

저비용으로 경쟁력있는 프로그램 수급을 실현하여 방송광고 매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자 2013년 5월 DMB업계 최초로 DMB시장에 홈쇼핑

방송을 도입하여 CJO쇼핑을 런칭하고 이후 2014년 1월부터 GS홈쇼핑을 추가로 런칭

하여 수도권지역 시청자들을 위한 명실상부한 모바일 방송쇼핑을 개시하였으며 9월부터

는 지역권까지 방송영역을 확대하여 전국단위 DMB쇼핑 방송을 구현하였습니다. 

 

지상파DMB 6개사의 협력을 통하여 2011년 5월 개시한 스마트DMB는 통신과 방송을 

융합한 서비스로 기능과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DMB 어플리케이션을 선

탑재(Pre-load)할 수 있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한 결과 2012년부터 

단말기에 선탑재가 시작되었으며 2013년말 500만대가 다운로드 되었고, 2014년말 

900만대가 다운로드 되어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모바일통합 방송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

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DMB가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였으며 방통융합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스마트DMB광고를 시작한 이

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송신소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및 계양산 자체중계소 설치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로서 자체 송신망 보유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3년중에는 남산송

신소를 자체시설로 확보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기간방송사로서 입지를 구축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3년여간 준비해왔던 재난방송 법제화는 2014년 5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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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제정 되어 DMB매체가 신규재난방송 매체로 지정됨으로써 DMB 음영지역이 비약적

으로 해소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재난방송 매체로서의 DMB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제작지원작 선정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비용 절감과 DMB전

용 콘텐츠 확보에 매진하였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매출확대를 위해 신규사업부분을 대폭 

강화하여 유휴 사무공간과 방송시설 및 자재의 임대를 통해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KBS 

애니메이션 로보텍스 완구 온라인 판권을 확보하여 완구판매업에 진출하는 등 매출 다각

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

익을 달성하는 경영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6년에는 KBO 프로야구를 신규 편성하여 광고매출 확대와 함께 DMB형 자체프로그

램 수급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한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지상파DMB 고화질 방송

은 그동안 DMB의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화질개선을 통해 시청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

편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4분기부터 고화질 CAS로열티 사용료를 

매출화 함으로써 1.2억이 신규매출로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관련 매출이 8억~10

억내외로 예상되며 사업수지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TV채널 1개채널을 추가 임대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방송외 사업부문을 모두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인력감축을 진행하

였습니다. 최소의 인력유지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2017년 영업 및 경상흑자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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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별 영업성과 

 

일자 내용 비고 

2003.06 지상파DMB 연구반 구성 KIBA 회원사 

2003.11 KIBA DMB 컨소시엄 발족 14개사 참여 

2004.05 법인설립 한국DMB㈜ 

2004.06 1차 유상증자 - 

2004.12 한국DMB·CBS 컨소시엄 출범 - 

2005.02 2차 유상증자 12억 

2005.02 컨소시엄 구성완료(2005.02.07) 35개 주주사 

2005.03 지상파DMB 허가추천대상사로 선정(2005.03.28) 방송위원회 

2005.04 지상파DMB 특별위원회 발족 6개사 

2005.06 3차 유상증자 280억 

2005.06 지상파 DMB 방송사업자 허가추천(2005.06.28) 방송위원회 

2005.07 지상파DMB 방송사업 허가(2005.07.18) 정보통신부 

2005.08 2005 방송컨텐츠 제작 지원대상업체 선정 방송위원회 

2005.11 구로디지털단지 신사옥 입주  

2005.11 TV채널 첫 시험전파 발사  

2005.12 관악산, 남산, 용문산 송중계 시설공사 완료  

2005.12 지상파 DMB개국 및 TV채널 시험방송 실시  

2005.12 채널 브랜드 네이밍 확정(1to1)  

2006.03 한국DMB(주) 1to1 개국 및 본방송 개시  

2006.03 한국DMB(주) 1to1 웹사이트 런칭  



 

한국디엠비㈜ 영업보고서 

 

 9 

일자 내용 비고 

2006.03 
방송위 제작지원 사업대상 선정 

“모바일 메신저 미안해 사랑해” 
방송위원회 

2006.03 데이터방송 통합포털 구축운영 사업자선정 KTF 

2006.06 지하철중계망 구축완료 및 방송전파 발사  

2006.06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DMBR 1차구축(3개소) 만월, 운중, 안산 

2006.06~07 2006년 독일월드컵 특별편성/ 전경기 생방송  

2006.10 MIPCOM 2006 DMB부분 최우수상 수상 러브러브팅 

2006.11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편성  원투원바로보기 

2006.11 한국방송비평회 2006 좋은방송프로그램상 수상 심심탈출  명랑고교  

2006.11 시청자위원회 발족 / 운영  

2006.12 지상파DMB 개국 1주년 6개사 공동 생방송  

2006.12 지역지상파DMB 사업자선정(지역MBC 채널임대)  

2006.12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DMBR 2차구축  포천,광주 

2006.12 IPTV 프로그램 판매 및 방송 (스트리트파이터) 하나TV 

2007.01 독립형데이터방송(BWS) 제공 1to1 Data 

2007.01 DMB 서비스협회(DSA) 창설 6개사 

2007.02 EPG(Electronic program guide) 서비스 제공  

2007.02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을 위한 유상증자 5억원 

2007.03 2007 방송콘텐츠제작 지원대상업체 선정 방송위원회 

2007.03 비디오연동형(BIFS) 데이터방송 제공  

2007.04 MIPCOM 2007 “Cross media”부분 우수상 수상 2007.04 

2007.04 방송진흥원 제작지원 사업대상 선정 
DMB 뮤직 

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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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비고 

2007.04 정보통신부 DMB부분 디지털콘텐츠대상  

2007.06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가족문화) 1to1 plus 

2007.08 “1to1-KT Wibro”배 스타크래프트 아마추어배틀 MBC Game 

2007.10 신규임대 채널(MBCnet) 본방송 개시  

2007.11 지역 지상파DMBTV채널(1to1플러스) 본방송 6개권역 

2007.12 '부천로보파크 로보원 그랑프리 2007'대회 주관 및 중계  

2007.12 
채널운영변경 

- CBS 라디오채널을 CBS데이터채널로 변경 
 

2008.04 수신기 1,000만 돌파 이벤트  

2008.06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 (1회차)  

2008.06 DMB 연동 TV 쿠폰 시스템 특허 취득  

2008.07 SK텔레콤, ㈜싸이퍼캐스팅과 양방향데이타 사업협력 체결  

2008.07 인천 계양산 송신소 구축 자체 Site 

2008.10 지상파DMB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 

2008.11 SBS와 송신소 원격제어 계약 체결  

2008.12 
방송통신위원회 공로상 수상 

(지상파DMB 활성화, 시청자권익 증진 부문) 
 

2009.04 직접사용채널 경제중심종합편성 채널 UBS 개국  

2009.04 1일 2시간 생방송 『아이러브스탁』 제작/편성  

2009.07 직접사용채널 채널명 변경  『QBS』  

2009.09 TV 채널 1개 추가 (총 3개 채널 운용)  

2009.11 임대 채널 tbs TV 런칭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2009.12 DMB 2.0 본방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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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비고 

2010.01 하점, 용인, 파평 중계소 구축  

2010.04 직접사용채널 QBS, 2010 프로야구 신규편성  

2010.04 QBS, 미국 메이저리그베이스볼 (MLB) 신규편성  

2010.05 임대채널 변경 (MBCnet → tvN go) CJ미디어 

2010.09 
QBS, 유럽프로축구 신규 편성 
(EPL, UEPA, Champions League) 

 

2010.09 QBS, 연합뉴스 신규편성 현 News Y 

2010.10 QBS, 광저우 아시안게임 편성  

2010.12 1일 1시간 생방송 『QBS핫스포츠』 제작/편성  

2011.05 Smart DMB 서비스 개시 6사 공통 

2011.08 QBS-I 모바일 WEB 오픈  

2011.10 KBL 프로농구 편성  

2011.12 지상파DMB 재허가  

2012.04 2012년 Paldo 프로야구 편성  

2012.04 
KCA 방통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선정 

<공공공익 지정분야 QBS 성공에세이 - 청춘에게 고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07 홈런페스티벌 HOMERUN FESTIVAL 2012 개최  

2012.08 QBS,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편성  

2012.10 KBL / WKBL 프로농구 편성  

2012.11 KCA 제작지원작 “QBS 성공에세이 - 청춘에게고함” 편성 4부작 

2013.04 2013년 한국야쿠르트 프로야구 편성  

2013.05 지상파DMB 최초 홈쇼핑방송 런칭(CJO쇼핑)  CJO쇼핑 

2013.07 KISA 제작지원작 “호모앱플리쿠스”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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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비고 

2013.09 “QBS 벤처성공에세이” 강연프로그램 편성  

2013.12 2013년도 방송평가 DMB부분 1위 방송통신위원회 

2014.01 QBS-JTBC 콘텐츠 제휴체결 신규편성  

2014.01 GS 홈쇼핑 수도권방송 런칭 GS Shop 

2014.0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제정(DMB 재난방송 의무화법)  

2014.07 KISA 제작지원작 “버추얼 트립 인 모바일” 편성  

2014.09 GS 홈쇼핑 지역권방송 런칭 (지역MBC 6개사 제휴) GS Shop 

2014.11 KCA 제작지원작 “착한성공의 비밀” 편성  

2014.11 지상파DMB방송사업 재허가 획득(3년) 방송통신위원회 

2014.12 2014년도 방송평가 DMB부분 3년연속 1위 방송통신위원회 

2015.07 CJ 오쇼핑 지역권방송 런칭 (지역MBC 6개사 제휴) CJO쇼핑 

2015.10 KCA 양방향 제작지원작 “60초모바일뉴스” 편성  

2015.10 RAPA 제작지원작 “골든타임의 히어로” 편성  

2015.11 KCA 제작지원작 “안전 대한민국, ICT에 길을묻다” 편성  

2015.12 2015년도 방송평가 DMB부분 4년연속 1위 방송통신위원회 

2016.04 2016 KBO 프로야구 편성  

2016.08 지상파DMB 고화질 방송 서비스개시 (HD DMB)  

2016.08 지상파DMB CAS구축사업 및 라이선스 계약체결  

2016.10 RAPA 제작지원작 “청춘보고서” 편성  

2016.12 2016년도 방송평가 DMB부분 5년연속 1위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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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회사, 자회사 및 기타 기업결합의 상황 

 
(1) 모회사 현황 

 

구  분 상호 소재지 
자본금 

(백만원) 
주요업종 

소유 

주식수 

소유 

비율 

거래 

관계 

모회사 ㈜옴니텔 서울 9,007 
모바일쿠폰 

유무선콘텐츠 
2,421,000 39.69% 모회사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현재 

 

4. 최근 3개년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 변동상황 

 
(1) 영업의 실적 

 

가.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천원) 

과     목 제 13 기 제 12 기 제 11 기 

I. 매출액 2,779,156 3,550,779 2,973,276 

II. 매출원가 2,445,720 2,651,843 2,341,148 

III. 매출총이익 333,436 898,936 632,127 

IV. 판매비와관리비 1,263,039 794,459 1,260,570 

V. 영업이익 (-)929,603 104,478 (-)628,443 

VI. 영업외수익 16,784 298,573 153,212 

VII. 영업외비용 116,866 99,918 153,760 

VIII.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1,029,685 303,132 (-)628,992 

IX. 법인세비용 - - - 

X. 당기순이익 (-)1,029,685 303,132 (-)62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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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천원) 

과     목 제 13 기 제 12 기 제 11 기 

I. 유동자산 2,946,173 3,894,829 3,684,298 

II. 비유동자산 3,085,022 3,085,864 3,240,230 

자  산  총  계 6,031,195 6,980,693 6,924,528 

I. 유동부채 3,518,075 3,388,448 3,234,051 

II. 비유동부채 166,602 216,041 617,406 

부  채  총  계 3,684,677 3,604,490 3,851,457 

I. 자본금 30,500,000 30,500,000 30,500,000 

II. 결손금 27,993,980 26,964,295 27,267,427 

III. 자본조정 (-)159,502 (-)159,502 (-)159,502 

자  본  총  계 2,346,518 3,376,203 3,073,071 

부채와 자본총계 6,031,195 6,980,693 6,924,528 

 
 

5. 이사 및 감사 현황 

 
(2016. 12.31 기준) 

구  분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비 고 

상근 김경선 대표이사 경영총괄 2014.3.25 중임 

비상근 전홍태 사외이사 사외이사 2014.3.25 중임 

비상근 진형구 사외이사 사외이사 2014.3.25 중임 

비상근 최동진 감사 내부감사 2014.3.21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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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주주 현황 
 

(단위: 주) 

주 주 사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옴니텔           2,421,000  39.69% - 

㈜다날             679,201  11.13% - 

인탑스㈜             618,000  10.13% - 

㈜한글과컴퓨터             610,000  10.00% - 

㈜에이스침대             427,000  7.00% - 

제일홀딩스㈜             305,000  5.00% - 

합     계 5,060,201 82.95% - 

 

7. 회사, 회사 및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해당사항 없음 

 

8. 주요 채권자등 

 

해당사항 없음 

 

9. 회사가 대처할 과제 

 
○ 지상파DMB 수신율 개선 및 고화질 DMB 서비스 활성화 

○ 재난방송 매체로서의 지상파DMB 위상 제고를 위한 법안마련 

○ DMB홈쇼핑 매출확대 및 영업/경상흑자 달성을 위한 노력 

 

10. 결산기 이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최대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통위 승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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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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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감사보고서 
 
 

본인은 한국디엠비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13기 사업년도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방법의 개요  
 

    (1) 회계에 대한 감사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

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받고 이

를 평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한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였습니다. 
 

    (2)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

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2. 회계장부의 기재에 관한 사항  

회계장부에는 기재의 누락 또는 부실기재가 없으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재도 회계 장

부의 기재와 합치되고 있습니다.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표시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자본변동표에 관한 사항  

자본변동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고, 또한 회사의 재산상태와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타당하

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5.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17일 

 

한국디엠비 주식회사 

감  사    최 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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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국디엠비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17년 2월 10일 
 

우리는 별첨된 한국디엠비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6년 12월 31일 현

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

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

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고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

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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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

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

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디엠비 주식회사의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한국디엠비 주식회사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이촌 회계법인이 감사하였

으며, 감사인의 2016년 2월 19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한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유  승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7년 2월 1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 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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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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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상태표 

 
제 13 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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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손익계산서 

 
제 13 기 :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12 기 :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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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본변동표 
 
 

제 13 기 :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12 기 :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