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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회계법인 



재 무 실 사 보 고 서 

 

주식회사 피어테크 

대표이사 귀중 

2021 년  6 월  11 일 

 

폐 회계법인은(이하 “당사”) 주식회사 피어테크(이하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21 년 6 월 2 일 13

시 기준으로 현재 회사가 운영중인 www.gdac.com(지닥 거래소 및 커스터디)에서 가상자산 업무

와 관련하여 회사의 금융기관 예금과 가상자산 수량에 관한 재무실사(이하 “실사”) 업무를 수행하

였습니다.  

 

본 실사업무는 회사가 제시한 재무자료를 기초로 실사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회사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당사는 

본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며, 특정항목이나 회사의 재무상태

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회사가 요청한 업무 범위에 대하여 제한적인 실사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업무의 충분성 여

부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수행한 업무의 범

위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우리는 회계감사절차에 따

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보고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 이용시에는 당사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점을 고려

하여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일 이후 본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

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실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경우 본 보고서의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인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정 창 기



[업무 개요] 

 

당사는 2021 년   6 월   2 일 13 시 기준 회사 보유 예금잔액(예치금 및 운영비) 및 가상자산 수

량을 실사하고, 이를 회사 제시 DB 자료상의 원화 포인트 및 가상자산 수량과 각각 대사하였습니

다.  

 

또한, 교환유보금 계좌와 회사 운영자금 계좌가 구분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출금 거래를 샘플링하였습니다.  

 

1. 교환유보금 및 운영비 예금잔액 

 

실사를 통해 확인한 회사 보유 예금잔액과 회사 제시 DB자료상 원화 포인트 내역은 아래와 같습

니다. 회사의 예금잔액은 원화 포인트보다 금액으로는 9억 8,270만원, 비율로는 32% 이상 초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구분 은행 금액 사용제한금액 

교환유보금 

하나은행 96,744   

농협은행_예치금 98,456  

우리은행-예치금 103,976,560   

우체국-예치금 3,065,236,811   

소계 3,169,408,571  

운영비 

하나은행 1,941   

국민은행 876,593,930   

신협 282   

소계 876,593,153   

합계(A) 4,046,004,724  

DB 상 회원 원화 포인트 잔액(B)  3,063,303,176   

초과보유예금(A-B) 982,701,548  

 

2. 가상자산 

 

2021년 6월 2일 기준, www.gdac.com(지닥 거래소 및 커스터디)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총 35종,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총49종이며, 회사가 보유한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습니

다. 

 

실사결과, 실사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전자지갑에는 회원계좌의 가상자산 수량보다 많은 수



량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실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DB 상 회원별  

수량(A) 

실사수량(B) 초과보유수량 

(B-A) Cold Wallet Hot Wallet 소계 

AERGO 515,140.05  -  517,870.26  517,870.26  2,730.20  

AION 1,342.84  -  5,769.11  5,769.11  4,426.27  

ANC 46,340.94  -  46,808.11  46,808.11  467.17  

ATOM 311,774.77  343,149.17  134,591.67  477,740.84  165,966.07  

BCH 147.79  -  203.85  203.85  56.06  

BOA 83,006,840.05  38,000,060.00  45,051,651.15  83,051,711.15  44,871.10  

BOS 196,920,846.00  -  196,923,298.20  196,923,298.20  2,452.20  

BSV 104.74  -  105.18  105.18  0.44  

BTC 64.99  -  70.84  70.84  5.84  

CAMP 178,466,411.80  7,801,000.00  170,734,471.80  178,535,471.80  69,060.00  

CMT 1,831,117.35  -  1,944,755.24  1,944,755.24  113,637.89  

COSM 384,723,885.70  -  384,825,482.30  384,825,482.30  101,596.60  

DASH 5.12  -  14.26  14.26  9.13  

DKA 288,106.81  -  290,919.55  290,919.55  2,812.74  

ENJ 2,871.46  -  3,006.42  3,006.42  134.96  

ETC 557.70  -  640.54  640.54  82.84  

ETH 1,183.83  600.00  655.51  1,255.52  71.69  

FLETA 8,427,667.15  -  8,429,826.15  8,429,826.15  2,159.01  

FPT 559,604,895.00  42,500,000.00  517,129,474.40  559,629,474.40  24,579.40  

GBX 52,041,236.42  -  52,913,573.90  52,913,573.90  872,337.48  

HDAC 15,953,209.73  15,000,040.44  953,782.73  15,953,823.17  613.44  

HOT 1,346,214.39  -  1,388,514.40  1,388,514.40  42,300.01  

HTN 622,936,191.10  -  699,278,510.20  699,278,510.20  76,342,319.10  

INX 92,388,669.61  -  92,399,134.71  92,399,134.71  10,465.10  

IRIS 35,574.73  -  35,748.45  35,748.45  173.72  

KLAY 12,470,689.02  11,240,231.84  1,234,948.27  12,475,180.11  4,491.09  

KRT 5,929,085,698.00  1,794,181.83  5,929,474,717.00  5,931,268,898.83  2,183,200.83  

KSP 159,507.86  183,032.57  -  183,032.57  23,524.71  

LTC 111.48  -  111.48  111.48  0.00  

LUNA 130,759.28  365,568.56  142,813.78  508,382.34  377,623.06  

MITH 11,599.98  -  11,928.99  11,928.99  329.01  

OMG 731.62  -  813.38  813.38  81.76  

PCH 437,444,096.60  -  439,636,132.00  439,636,132.00  2,192,035.40  

PCI 67,962.25  -  68,102.60  68,102.60  140.35  

PER 3,241,883.29  -  3,771,517.75  3,771,517.75  529,634.46  

PLUT 69,961,215.77  50,000.00  69,961,993.79  70,011,993.79  50,778.02  

PTON 405,561,216.10  -  405,965,362.60  405,965,362.60  404,146.50  



구분 
DB 상 회원별  

수량(A) 

실사수량(B) 초과보유수량 

(B-A) Cold Wallet Hot Wallet 소계 

RDN 15,615.04  -  15,615.08  15,615.08  0.04  

SNT 119,903.85  -  126,871.87  126,871.87  6,968.02  

UPP 117,637.87  -  141,878.39  141,878.39  24,240.52  

USDT 59,487.94  -  163,984.10  163,984.10  104,496.16  

VII 7,451,823.43  -  7,451,976.30  7,451,976.30  152.87  

WGP 292,567,305.30  270,000,000.00  22,568,330.92  292,568,330.92  1,025.62  

XLM 118,289.54  -  121,176.78  121,176.78  2,887.23  

XRP 891,238.86  -  897,418.71  897,418.71  6,179.85  

ZEC 4.77  -  5.78  5.78  1.01  

ZRX 2,218.40  -  2,250.86  2,250.86  32.46  

Sklay -  900,254.72  -  900,254.72  900,254.72  

GT 1,685,102,043.00  1,685,102,043.00  -  1,685,102,043.00  -  

 

3. 교환유보금과 회사 운영자금의 구분관리 

 

3.1 실사방법 

 

교환유보금 계좌로 사용되고 있는 우체국은행과 회사 운영계좌인 국민은행계좌의 거래내역(2021

년 2월 3일, 2021년 2월 4일, 2021년 3월 5일)을 징구하여, 입금/출금 거래를 대상으로 임의의 샘

플을 추출하였습니다.  

 

샘플로 추출된 거래 내역을 회사의 회계자료 등과 비교 검증함으로써 입금/출금 발생원인을 확인

하였습니다.  

 

3.2 실사결과 

 

확인된 입금/출금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 매출수수료 관련 유출거래를 제외하고, 교환유

보금계좌와 회사 운영자금 계좌간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분 원인 

유출 
거래수수료 월 정산 

출금수수료 월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