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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2022년 3월 3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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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환경)의 불확실성 - COVID-19
주석 3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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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감사사항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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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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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21(당)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20(전)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백만원)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과목

제 21(당) 기말

제 20(전) 기말

자산
1.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44,913

3

1,617,734

1,810,867

17,933

39,392

3,976,059

3,218,455

5. 유형자산

5,098

4,755

6. 무형자산

5,499

5,605

30,335,041

29,955,184

15,385

15,385

798,231

434,268

36,815,893

35,483,914

6,263

22,133

9,559,553

9,920,059

3. 확정급여부채

1,531

3,137

4. 이연법인세부채

9,151

1,777

834,019

479,711

10,410,517

10,426,817

1. 자본금

2,969,641

2,969,641

2. 신종자본증권

3,334,531

2,179,934

11,350,819

11,351,424

(45,797)

(45,718)

(7,253)

(6,971)

8,803,435

8,608,787

자본총계

26,405,376

25,057,097

부채와자본총계

36,815,893

35,483,914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3. 파생상품자산
4.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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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1. 파생상품부채
2. 사채

5. 기타부채
부채총계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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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21(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0(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백만원)

과목

제 21(당) 기

Ⅰ. 영업이익
(1) 순이자손익

제 20(전) 기

1,424,182

1,276,422

(135,450)

(162,086)

1. 이자수익

75,085

69,119

2. 이자비용

(210,535)

(231,205)

(2) 순수수료손익

58,651

61,597

1. 수수료수익

61,050

61,923

2. 수수료비용

(2,399)

(326)

(3) 배당수익

1,580,222

1,387,530

722

91,665

(5) 외환거래손익

41,756

(5,432)

(6)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2,868)

(701)

(118,851)

(103,095)

-

6,944

(2,750)

1,087

1,421,432

1,277,509

Ⅳ. 법인세비용

7,476

3,066

Ⅴ. 당기순이익

1,413,956

1,274,443

(282)

449

(282)

449

(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손익

(7) 일반관리비
(8) 기타영업손익
Ⅱ. 영업외손익
Ⅲ.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Ⅵ.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Ⅶ. 총포괄이익

(282)

449
1,413,674

1,274,892

2,430원

2,3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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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15일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회사들(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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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영업(환경)의 불확실성 - COVID-19
주석 4와 4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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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결재무제표 재작성
주석 29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COVID-19금융지원 연장 조치 등에 따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1. 상각후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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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에 대해 개별 및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은
경영진의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래예상현금흐름의 추정에 근거하여 측정되며,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은 다양하고 복잡한 투입변수 및 가정 등에 경영진의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 대상은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392,304,224백만원이며, 관련 대손충당금은 3,167,068백만원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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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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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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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적절히 취합 및 활용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의 합리성 및 정확성을 재계산 등의 절차에 따라 검증하였고, 추정 시 경영진이 활용한 부도 및
손실 자료 및 계산의 정확성을 증빙 대사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2. 자체평가 대상 공정가치 Level3으로 분류되는 장외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

연결재무제표에서 Level3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연결실체의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해
산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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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등(주석4(5))이며 대상 금액은 8,376,316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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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 거래 정보가 경영진의 자체평가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통제를 테스트하였으며, 파생상품 평가에
사용되는 거래 정보와 계약서 등 거래 증빙과 일치하는지 대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평가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파생상품 평가 모델과 투입 변수의 검증 및
평가값의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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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별첨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가 주석 29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수정사항은 2022년 3월 15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2월 9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된 연결재무제표와 상이합니다. 우리는 동
수정사항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본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2년 3월 3일자로
발행한 감사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연결실체의 2021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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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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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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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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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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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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2022년 3월 3일

대표이사 윤 훈 수

(상기 강조사항 (2)에 기재된 내용 제외)
2022년 3월 15일
(상기 강조사항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 수행된 감사절차 종료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2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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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될수도
있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제21(당)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20(전)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백만원)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과목

제 21(당) 기말

제 20(전) 기말

자산
1. 현금 및 상각후원가예치금

28,453,404

33,410,542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2,403,759

59,091,403

3,799,189

5,633,915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64,838,323

58,316,112

5.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49,930,076

47,282,623

6.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89,137,156

356,221,519

7. 유형자산

4,046,164

3,989,697

8. 무형자산

5,644,782

5,480,619

9.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2,913,745

2,657,768

10. 당기법인세자산

15,159

51,894

11. 이연법인세자산

134,854

215,345

12. 투자부동산

675,391

615,235

13. 순확정급여자산

142,020

18,374

35,973,754

32,194,666

44,409

54,392

648,152,185

605,234,104

364,896,675

326,416,868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369,225

1,436,694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8,023,870

8,455,724

4. 파생상품부채

3,586,564

5,016,567

43,167,065

41,594,064

3. 파생상품자산

14. 기타자산
15. 매각예정자산
자산총계

부채
1. 예수부채

5. 차입부채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과목
6. 사채

제 21(당) 기말

제 20(전) 기말

80,149,363

75,134,394

51,204

62,514

1,166,856

804,736

9. 당기법인세부채

702,660

389,586

10. 이연법인세부채

175,947

579,656

11. 보험계약부채

54,333,498

53,460,230

12. 기타부채

40,990,836

45,526,213

598,613,763

558,877,246

47,291,150

44,069,567

(1) 자본금

2,969,641

2,969,641

(2) 신종자본증권

3,334,531

2,179,934

12,095,043

12,234,939

(4) 자본조정

(664,429)

(687,935)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84,936)

(404,181)

30,541,300

27,777,169

2,247,272

2,287,291

49,538,422

46,356,858

648,152,185

605,234,104

7. 순확정급여부채
8. 충당부채

부채총계

자본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3) 자본잉여금

(6) 이익잉여금
Ⅱ.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21(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0(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과목

(단위: 백만원)

제 21(당) 기

Ⅰ. 영업이익
(1) 순이자손익

제 20(전) 기

5,952,096

4,929,736

10,769,325

9,882,700

1. 이자수익

14,724,230

14,773,996

2. 이자비용

(3,954,905)

(4,891,296)

(2) 순수수료손익

2,674,997

2,382,933

1. 수수료수익

4,139,885

3,814,474

2. 수수료비용

(1,464,888)

(1,431,541)

(3) 보험손익

(775,386)

(603,932)

1. 보험수익

6,484,523

7,247,753

2. 보험비용

(7,259,909)

(7,851,685)

(4) 배당수익

124,531

97,956

1,103,631

272,830

43,003

(136,255)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

(88,301)

198,239

(8) 외환거래손익

222,819

526,615

85,596

273,793

(319)

(25)

(974,685)

(1,382,179)

(12) 일반관리비

(5,743,088)

(5,212,473)

(13) 기타영업손익

(1,490,027)

(1,370,466)

158,600

159,533

Ⅲ. 기타영업외손익

(527,032)

(335,398)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583,664

4,753,871

Ⅴ. 법인세비용

1,471,036

1,255,795

Ⅵ. 당기순이익

4,112,628

3,49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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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손익
(10)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손익
(11)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Ⅱ. 관계기업이익에대한지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과목

제 21(당) 기

Ⅶ.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_당기손익조정접근법
(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 해외사업환산손익
(5)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6)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617,789)

(173,844)

(664,286)

(171,745)

(879,671)

(86,784)

(20,098)

90,298

2,748

(3,318)

252,308

(161,365)

21,700

(14,460)

(41,273)

3,88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제 20(전) 기

46,497

(2,099)

43,277

15,812

(2)

(10)

(3)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

35,441

6,841

(4)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처분손익

(29,421)

(27,826)

(2,798)

3,084

(2)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Ⅷ. 총포괄이익

3,494,839

3,324,232

Ⅸ. 당기순이익의귀속

4,112,628

3,498,076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 비지배지분

4,019,254

3,414,595

93,374

83,481

Ⅹ. 총포괄이익의귀속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 비지배지분

3,494,839

3,324,232

3,402,925

3,242,745

91,914

81,487

XI. 주당이익 (단위:원)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7,308 원

6,65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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