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감사인의 의견 등

상기자료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한국지점만의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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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지점장 귀중

2009년 6월 XX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의 2009년 3월31
일과 2008년 3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
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
를 작성할 책임은 지점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
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
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
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
지점의 2009년 3월 31일과 2008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의 일
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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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점의 미국 본점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여 2009년 2월중 지점의 신규 보험계약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신규영업 재개 또는 자발적인 철수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점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
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10층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윤성복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09년 6월 XX일)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
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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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제 표

제2기
2008년 04월 01일 부터
2009년 03월 31일 까지

제1기
2007년 12월 07일 부터
2008년 03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지점이 작성한 것입니다."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지점장 오 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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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제2(당)기 2009년 3월 31일 현재
제1(전)기 2008년 3월 31일 현재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과
자

목

(단위 : 원)
제2(당)기

제1(전)기

산

Ⅰ.현금 및 예치금

1,198,738,168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98,738,168

742,479,236

-

1,500,000,000

2. 예치금
II. 유형자산(주2,3)
1. 비품

164,239,902
307,509,160

(감가상각누계액)

2,242,479,236

403,956,809
475,418,157

(143,269,258)

164,239,902

III. 기타자산
1. 보험미수금(주5,10,16)
2. 보증금
3. 미수수익(주2)
4. 선급비용
5. 무형자산(주2,4)

(71,461,348)

403,956,809

207,638,220

377,975,897

1,701,940

875,431

150,000,000

313,893,500

-

5,124,657

51,859,710

52,893,950

4,076,570

5,188,359

1,570,616,290

3,024,411,942

I. 책임준비금(주2,7,10)

707,670,085

94,421,426

(출재보험준비금)

(37,245,794)

(4,969,575)

1. 지급준비금

113,257,673

19,385

2. 미경과보험료적립금

631,658,206

99,371,616

자 산 총 계
부

채

II. 비상위험준비금(주2,8)
III. 기타부채
1. 보험미지급금(주5,10,16)

37,651,488

306,938

555,845,037

324,922,336

5,546,360

4,377,203

15,797,875

45,603,167

455,757,354

196,912,089

4. 예수금

42,820,711

42,107,140

5. 본지점계정대(주16)

35,922,737

35,922,737

1,301,166,610

419,650,700

4,501,938,020

3,631,938,020

2. 미지급금
3. 퇴직급여충당부채(주2,9)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주11)
1. 보통주자본금
Ⅱ. 결손금
1. 미처리결손금

4,501,938,020

3,631,938,020

(4,232,488,340)

(1,027,176,778)

(4,232,488,340)

(1,027,176,778)

자 본 총 계

269,449,680

2,604,761,242

부채및자본총계

1,570,616,290

3,024,411,942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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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제2(당)기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제1(전)기 2007년 12월 7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과

목

(단위 : 원)
제2(당)기

I. 영업수익
1. 보험료수익(주2,12)
2. 이자수익(주2)
3. 수수료수익(주13,16)
Ⅱ. 영업비용
1. 책임준비금전입액(주2,7)
2. 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주2,8)
3. 재보험료비용(주13,16)
4. 사업비(주2,14,18)
5. 무형자산상각비(주4,18)

제1(전)기
688,293,230

124,430,267

655,166,318

100,017,770

26,264,416

23,412,330

6,862,496

1,000,167

3,607,037,291

1,151,607,045

613,248,659

94,421,426

37,344,550

306,938

32,757,151

5,000,883

2,922,575,142

1,051,507,202

1,111,789

370,596

2,918,744,061

1,027,176,778

Ⅳ. 영업외수익

-

-

Ⅴ. 영업외비용

286,567,501

-

286,567,501

-

3,205,311,562

1,027,176,778

-

-

3,205,311,562

1,027,176,778

Ⅲ. 영업손실

1. 유형자산처분손실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Ⅶ. 법인세비용(주2,15)
Ⅷ. 당기순손실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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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처리계산서
2008년 4월 1일 부터

제2(당)기

2009년 3월 31일 까지

처리예정일

2007년 12월 7일 부터

제1(전)기

2009년 6월 30일

2008년 3월 31일 까지

처리확정일

2008년 6월 30일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과 목

(단위 : 원)
제2(당)기

I. 미처리결손금

제1(전)기
4,232,488,340

1,027,176,778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1,027,176,778

-

2. 당기순손실

3,205,311,562

1,027,176,778

Ⅱ. 결손금처리액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4,232,488,340

1,027,176,778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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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제2(당)기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제1(전)기 2007년 12월 7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과

목

I. 2007년 12월 7일(최초설립일)
1. 영업기금
2. 당기순손실

(단위 : 원)
이 익
잉여금

자본금

총 계

3,000,000,000

-

3,000,000,000

631,938,020

-

631,938,020

-

(1,027,176,778)

(1,027,176,778)

II. 2008년 3월 31일(전기말)

3,631,938,020

(1,027,176,778)

2,604,761,242

I. 2008년 4월 1일(당기초)

3,631,938,020

(1,027,176,778)

2,604,761,242

870,000,000

-

870,000,000

-

(3,205,311,562)

(3,205,311,562)

4,501,938,020

(4,232,488,340)

269,449,680

1. 영업기금
2. 당기순손실
II. 2009년 3월 31일(당기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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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제2(당)기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제1(전)기 2007년 12월 7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과

목

(단위 : 원)
제2(당)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당기순손실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가. 책임준비금전입액
나. 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제1(전)기
(408,273,068)

(2,094,588,172)

(3,205,311,562)

(1,027,176,778)

1,319,628,670

363,472,397

613,248,659

94,421,426

37,344,550

306,938

다. 퇴직급여

258,845,265

196,912,089

라. 감가상각비

122,510,906

71,461,348

1,111,789

370,596

286,567,501

-

마. 무형자산상각비
바. 유형자산처분손실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증감
가. 정기예금의 감소(증가)

-

-

1,477,409,824

(1,430,883,791)

1,500,000,000

(1,500,000,000)

나. 보험미수금의 감소(증가)

(826,509)

(875,431)

다.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5,124,657

(5,124,657)

라.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1,034,240

(52,893,950)

마. 보험미지급의 증가(감소)

1,169,157

4,377,203

(29,805,292)

45,603,167

713,571

42,107,140

-

35,922,737

바.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사. 예수금의 증가(감소)
아. 본지점계정대의 증가(감소)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가. 임차보증금의 감소

(5,468,000)

(794,870,612)

163,893,500

-

163,893,500

-

169,361,500

794,870,612

169,361,500

475,418,157

나. 임차보증금의 증가

-

313,893,500

다. 무형자산의취득

-

5,558,955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가. 비품의취득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가. 영업기금의 증가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70,000,000

3,631,938,020

870,000,000

3,631,938,020

870,000,000

3,631,938,020

-

Ⅳ. 현금의 증가(Ⅰ+Ⅱ+Ⅲ)

456,258,932

742,479,236

Ⅴ. 기초의 현금

742,479,236

-

Ⅵ. 기말의 현금

1,198,738,168

742,479,236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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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9년 3월 31일 현재
2008년 3월 31일 현재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1. 회사의 개요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이하 "당 지점"이라 함)은 2007년 12월
7일 설립되어 보증보험 중 모기지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의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4,501,938,020원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당 지점은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
으며 당 지점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인식기준
당 지점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납입된 보험료를 보험료수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
(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및 유가증권등에 대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나, 이자
납입이 연체된 경우에는 현금의 회수시점에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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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
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률법에 따라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선비 중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
시키는 지출은 당해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
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책임준비금
당 지점은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과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
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준비금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소
송이나 중재 등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등을 가산하고 기대
되는 구상이익을 차감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보증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도 연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업회계
처리준칙에 따라 추산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은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대차대조표
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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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보험료 해당
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③ 출재보험준비금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사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
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비상위험준비금
당 지점은 보증보험 종목에 대하여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50%)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보험종
목별 적립기준율(6%)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
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매기 누적하여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비
상위험준비금은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보험료로 나눈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전 당기순손실을 한도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6) 퇴직급여충당부채
당 지점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
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7)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법
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
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이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을 당기에 인
식하는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이 포함됩니다.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가
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와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과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을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 등의 실현이 예상되
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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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정의 사용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 지
점의 경영자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 충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
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
액,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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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자산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2(당)기
(단위 : 원)
구

분

기초잔액

취

비

품

403,956,809

득

169,361,500

처분/대체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286,567,501

122,510,906

164,239,902

② 제1(전)기
(단위 : 원)
구

분

비

품

기초잔액

취

득

- 475,418,157

처분/대체

감가상각비
-

기말잔액

71,461,348

403,956,809

4. 무형자산
당 지점의 무형자산은 전액 소프트웨어이며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무형자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2(당)기

제1(전)기

기초잔액

5,188,359

-

증가액

-

5,558,955

상각액

1,111,789

370,596

기말잔액

4,076,570

5,188,359

5.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 지점의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
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

내

역

제2(당)기

제1(전)기

재보험미수금

1,701,940

875,431

재보험미지급금

5,493,363

4,377,203

52,997

-

5,546,360

4,377,203

미환급보험료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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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용리스
당 지점은 당기말 현재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오릭스캐피탈코리아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리스계약에 따라 향후 지급할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기

간

운용리스료

1년 이내

30,453,960

1년 이상 ~ 2년 미만

30,453,960

2년 이상 ~ 3년 미만

5,075,660

합

계

65,983,580

7. 책임준비금
당기와 전기 중 책임준비금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2(당)기
(단위 : 원)
구

분

지급준비금

기초잔액

추가적립(환입)액

기말잔액

19,385

113,238,288

113,257,67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99,371,616

532,286,590

631,658,206

출재보험준비금

(4,969,575)

(32,276,219)

(37,245,794)

94,421,426

613,248,659

707,670,085

합

계

② 제1(전)기
(단위 : 원)
구

분

기초잔액

추가적립(환입)액

기말잔액

지급준비금

-

19,385

19,385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99,371,616

99,371,616

출재보험준비금

-

(4,969,575)

(4,969,575)

-

94,421,426

94,421,426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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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위험준비금
당기와 전기 중 비상위험준비금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

역

제2(당)기

기초잔액

제1(전)기

306,938

-

당기전입액

37,344,550

306,938

기말잔액

37,651,488

306,938

9.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

역

제2(당)기

제1(전)기

기초잔액

196,912,089

-

전입액

258,845,265

196,912,089

기말잔액

455,757,354

196,912,089

10.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보험약정
당기말 현재 당 지점이 고객과의 각종 보험계약에 의거 약정한 총 보유계약액은
47,248,110,200원 입니다.

(2) 재보험협약
당기말 현재 당 지점은 총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Genworth Financial Mortgage
Insurance Company Canada와 재보험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출재
보험에 대해 일정율의 출재보험수수료 등을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출재방식
비

례

출재비율

상 품 명

출재보험수수료율

5%

Genworth 모기지

20%

- 15 -

11. 영업기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업법에 따라 자본금으로 간주되는 당 지점의 영업기금은
각각 4,501,938,020원과 3,631,938,020원입니다.

12. 보험료수익
당기와 전기의 보험료수익은 모두 보증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2(당)기

제1(전)기

원수보험료

686,281,188

100,017,770

해약환급금

31,114,870

-

655,166,318

100,017,770

합

계

13. 출재보험
당기와 전기 중 출재보험거래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2(당)기

재보험료비용
출재보험수수료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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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기

32,757,151

5,000,883

6,862,496

1,000,167

14. 사업비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사업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2(당)기

급

여

1,219,693,679

423,325,576

퇴직급여

258,845,265

196,912,089

복리후생비

218,100,700

55,483,014

여비교통비

30,788,044

36,119,515

통신비

57,133,973

13,381,850

수도광열비

364,664

1,052,768

세금과공과

697,560

3,550

17,681,821

2,069,393

도서신문비

711,000

91,000

지급임차료

293,799,925

104,264,293

감가상각비

122,510,906

71,461,348

수선비

47,850,000

-

차량유지비

36,699,990

6,271,088

수수료

535,775,460

111,736,641

접대비

42,946,915

9,956,860

인쇄비

8,242,223

4,217,007

광고선전비

10,373,267

-

-

3,217,310

교육훈련비

6,925,150

2,202,000

전산비

10,290,500

8,041,900

협회비

850,000

900,000

잡급여

2,270,000

800,000

소모품비

행사비

제1(전)기

잡

비

24,100

-

합

계

2,922,575,142

1,051,50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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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세비용
당기와 전기 중 인식한 법인세 부담액과 법인세비용은 없으며, 당기와 전기 중 일시
적차이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당)기
(단위 : 원)
관련 계정과목
퇴직급여충당부채

차감할 일시적 차이
기초잔액

감 소

증 가

183,949,728

-

206,785,146

법인세효과
기말잔액

기초잔액

390,734,874

기말잔액

50,586,175

85,961,672

(2) 제1(전)기
(단위 : 원)
관련 계정과목

차감할 일시적 차이
기초잔액

퇴직급여충당부채

감 소

증 가

-

-

183,949,728

법인세효과
기말잔액

기초잔액

183,949,728

기말잔액
-

50,586,17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그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
므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16.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당기말 현재 당 지점과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관

Genworth Financial Inc.

계

최상위회사

Genworth Mortgage Holdings, LLC

지배회사

Genworth Mortgage Insurance Corporation

본

점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
Genworth Financial Mortgage
Insurance CompanyCanada
Genworth Mortgage Holdings, LLC

계정과목

제2(당)기

제1(전)기

수수료수익

6,862,496

1,000,167

재보험료비용

32,757,151

5,000,883

사업비(수수료)

147,30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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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
Genworth Financial Mortgage
Insurance CompanyCanada
Genworth Mortgage Insurance
Corporation

계정과목

제2(당)기

제1(전)기

보험미수금

1,701,940

875,431

보험미지급금

5,493,363

4,377,203

본지점계정

35,922,737

35,922,737

17.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대차대조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일치합니다.

18. 부가가치 관련 자료
당기와 전기의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급

제2(당)기

제1(전)기

여

1,219,693,679

423,325,576

퇴직급여

258,845,265

196,912,089

복리후생비

218,100,700

55,483,014

지급임차료

293,799,925

104,264,293

세금과공과

697,560

3,550

감가상각비

122,510,906

71,461,348

1,111,789

370,596

무형자산상각비

19. 계속기업 가정
당 지점의 미국 본점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2
월중 회사의 신규 보험계약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신규영업 재개 또는 자발적인 철수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 지
점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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