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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2021년 3월 3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주석 34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을 증가시켜 회사의 수익창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회사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삼정회계법인이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0년 3월 5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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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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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

●

●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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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공인회계사 진선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윤 훈 수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1년 3월 3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20(당)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19(전)기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백만원)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과목

제 20(당) 기말

제 19(전) 기말

자산
1.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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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810,867

443,377

39,392

24,352

3,218,455

2,219,698

5. 유형자산

4,755

5,488

6. 무형자산

5,605

5,618

29,955,184

28,980,275

-

1,460

15,385

-

434,268

580,887

35,483,914

32,261,322

22,133

17,687

9,920,059

9,147,640

3. 확정급여부채

3,137

4,851

4. 이연법인세부채

1,777

-

479,711

625,718

10,426,817

9,795,896

1. 자본금

2,969,641

2,732,463

2. 신종자본증권

2,179,934

1,731,235

11,351,424

10,155,223

(45,718)

(600,000)

(6,971)

(7,420)

8,608,787

8,453,925

자본총계

25,057,097

22,465,426

부채와자본총계

35,483,914

32,261,322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3. 파생상품자산
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7.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8. 이연법인세자산
9. 매각예정자산
10. 기타자산
자산총계

부채
1. 파생상품부채
2. 사채

5. 기타부채
부채총계

자본

3. 자본잉여금
4. 자본조정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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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20(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19(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백만원)

과목

제 20(당) 기

Ⅰ. 영업이익
(1) 순이자손익

제 19(전) 기

1,276,422

1,132,163

(162,086)

(166,246)

1. 이자수익

69,119

40,569

2. 이자비용

(231,205)

(206,815)

(2) 순수수료손익

61,597

48,842

1. 수수료수익

61,923

49,764

2. 수수료비용

(326)

(922)

(3) 배당수익

1,387,530

1,320,944

(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손익

91,665

19,917

(5) 외환거래손익

(5,432)

12,124

(701)

91

(103,095)

(105,842)

6,944

2,333

1,087

(1,068)

1,277,509

1,131,095

3,066

1,922

1,274,443

1,129,173

449

(1,971)

(6) 신용손실충당금환입(전입)
(7) 일반관리비
(8) 기타영업손익
Ⅱ. 영업외손익
Ⅲ.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Ⅳ. 법인세비용(수익)
Ⅴ. 당기순이익
Ⅵ.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Ⅶ. 총포괄이익

449

(1,971)
1,274,892

1,127,202

2,354원

2,236원

Ⅷ. 주당이익(단위: 원)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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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21년 3월 3일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실체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뤄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1.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충당금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손상' 기준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 등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결실체는 새로운 측정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바, 보다 높은 경영진의 해석과 판단을 요구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에 대해 개별 및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은 경영진의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래예상현금흐름의 추정에 근거하여
측정되며, 집합평가 기대신용 손실은 다양하고 복잡한 투입변수 및 가정 등에 경영진의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 대상은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359,282,485백만원이며, 관련 대손충당금은
3,060,966백만원입니다(주석 12 참조).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1)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평가
우리는 경영진의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측정과 관련된 절차 및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이 합리적인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예상현금흐름 추정 시 개별평가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한 성장률 등의 주요 가정과 담보가치평가가 경영진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경영진이 개별평가 대상의 미래영업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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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 및 투자활동과 관련된 가정이 과거영업실적, 시장상황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담보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담보가치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최근의 시세를 조사하고,
부동산 가치평가 전문가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서 및 경영진의 가치평가 내역을 검증하였습니다.
(2)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 평가
우리는 경영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손상' 기준에 따라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절차 및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경영진은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해 주석 3(8)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평가대상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대상 및 손상으로 분류한 대상에
대해 전체 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였고 그 이외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해 미래경기 전망 정보, 발생가능한 다중시나리오,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 등을 다양한 가정을
기반으로 정해진 절차와 통제를 통해 추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신용평가를 위해 고려하는 질적ㆍ양적 정보가 합리적으로 신용평가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통제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해당 신용평가를 위해 사용된 질적ㆍ양적 정보를 관련 증빙 자료와의
대사를 포함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질적 정보의 합리성 및 양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경영진이
각 평가 대상의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에 따라 1단계(Stage1), 2단계(Stage2) 및 3단계(Stage3)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우리는 리스크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진이 산출한 미래전망정보와 다중시나리오의 합리성과 발생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리스크 전문가를 활용하여 당기 산출된 미래전망정보와 부도율 및 부도 시 손실률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도율을 조정하여 미래전망 정보를 기대신용손실 추정에 반영하는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값을 재계산 및 관련 자료 대사 등의 절차를 통해 합리성 및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을 충분하고 합리적인 과거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는지 그 방법론을
검토하였고, 추정 시 사용된 부도 및 손실 자료가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취합 및 활용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을 재계산 등의 절차에 따라 합리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였고, 추정 시 경영진이 활용한 부도 및
손실 자료 및 계산의 정확성을 증빙 대사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되는 장외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연결재무제표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연결실체의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중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의 장외파생상품 평가는 그 특성 상 평가기법이 복잡하고, 투입변수 및
가정 등에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의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대상은 파생결합증권 관련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등(주석 4(5))이며 대상 금액은 8,834,694백만원입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우리는 경영진이 구축한 공정가치 평가프로세스와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평가 시
사용되는 기초 거래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는지와 연결실체의 평가방법론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평가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평가에 사용되는 파생상품 기초 거래 정보(액면가액, 이자율, 만기 등)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 거래 정보가 경영진의 자체평가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지를 확인하는 통제를 테스트하였으며,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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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사용되는 거래 정보와 계약서 등 거래 증빙과 일치하는지 대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평가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파생상품 평가모델과 투입 변수의 검증 및 평가값의
재계산 검증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통제를 테스트하였으며, 파생상품 평가 전문가를 활용하여
독립적인 평가모형과 평가변수를 통해 파생상품 평가금액을 독립적으로 추정하여 경영진이 제시한 평가금액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주석 4와 48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4와
4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을 증가시켜 회사의 수익창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연결실체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는 삼정회계법인이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0년 3월 5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연결실체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연결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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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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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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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연결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공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연결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그룹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우리는 그룹감사의 지휘, 감독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공인회계사 진선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윤 훈 수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1년 3월 3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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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제20(당)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19(전)기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백만원)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과목

제 20(당) 기말

제 19(전) 기말

자산
1. 현금 및 상각후원가예치금

33,410,542

28,423,744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9,091,403

53,163,143

5,633,915

2,829,274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58,316,112

59,381,053

5.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47,282,623

45,582,065

6.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56,221,519

323,244,979

7. 유형자산

3,989,697

4,083,328

8. 무형자산

5,480,619

5,558,714

9.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2,657,768

1,452,861

10. 당기법인세자산

51,894

88,433

11. 이연법인세자산

215,345

218,254

12. 투자부동산

615,235

488,610

18,374

1,682

32,194,666

27,878,281

54,392

25,160

605,234,104

552,419,581

326,416,868

294,874,256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436,694

1,632,457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8,455,724

9,409,456

4. 파생상품부채

5,016,567

2,303,012

41,594,064

34,863,156

3. 파생상품자산

13. 순확정급여자산
14. 기타자산
15. 매각예정자산
자산총계

부채
1. 예수부채

5. 차입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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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과목
6. 사채

제 20(당) 기말

제 19(전) 기말

75,134,394

75,363,364

62,514

121,140

8. 충당부채

804,736

557,024

9. 당기법인세부채

389,586

512,757

10. 이연법인세부채

579,656

451,603

11. 보험계약부채

53,460,230

52,163,417

12. 기타부채

45,526,213

38,237,558

558,877,246

510,489,200

44,069,567

39,177,946

(1) 자본금

2,969,641

2,732,463

(2) 신종자본증권

2,179,934

1,731,235

12,234,939

10,565,353

(4) 자본조정

(687,935)

(1,116,770)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04,181)

(260,156)

27,777,169

25,525,821

2,287,291

2,752,435

46,356,858

41,930,381

605,234,104

552,419,581

7. 순확정급여부채

부채총계

자본
1. 지배기업소유지분

(3) 자본잉여금

(6) 이익잉여금
2.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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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20(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19(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과목

(단위: 백만원)

제 20(당) 기

Ⅰ. 영업이익
(1) 순이자손익

4,929,736

5,046,250

9,882,700

9,737,964

1. 이자수익

14,773,996

15,707,362

2. 이자비용

(4,891,296)

(5,969,398)

(2) 순수수료손익

2,382,933

2,140,519

1. 수수료수익

3,814,474

3,557,013

2. 수수료비용

(1,431,541)

(1,416,494)

(3) 보험손익

(603,932)

(496,926)

1. 보험수익

7,247,753

7,569,425

2. 보험비용

(7,851,685)

(8,066,351)

(4) 배당수익

97,956

82,158

272,830

1,385,482

(136,255)

(247,585)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

198,239

(846,046)

(8) 외환거래손익

526,615

440,948

(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273,793

152,278

(25)

66

(11)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1,382,179)

(980,692)

(12) 일반관리비

(5,212,473)

(5,134,674)

(13) 기타영업손익

(1,370,466)

(1,187,242)

159,533

53,287

Ⅲ. 기타영업외손익

(335,398)

(188,029)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753,871

4,911,508

Ⅴ. 법인세비용

1,255,795

1,269,124

Ⅵ. 당기순이익

3,498,076

3,642,384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_당기손익조정접근법

(1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Ⅱ. 관계기업이익에대한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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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전) 기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과목

제 20(당) 기

Ⅶ.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제 19(전) 기

(173,844)

565,910

(171,745)

615,963

(86,784)

352,085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_당기손익조정접근법

90,298

162,967

3. 관계기업의기타포괄손익에대한지분

(3,318)

3,302

4. 해외사업환산손익

(161,365)

105,771

5. 현금흐름위험회피

(14,460)

(18,589)

6. 특별계정포괄손익

3,884

10,42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99)

(50,053)

15,812

(54,644)

(10)

(8)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6,841

18,885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27,826)

(5,861)

3,084

(8,425)

2. 관계기업의기타포괄손익에대한지분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Ⅷ. 총포괄이익

3,324,232

4,208,294

Ⅸ. 당기순이익의귀속

3,498,076

3,642,384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3,414,595

3,403,497

83,481

238,887

Ⅹ. 총포괄이익의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3,324,232

4,208,294

3,242,745

3,890,701

81,487

317,593

XI. 주당이익(단위: 원)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6,654원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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