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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감사의견 및 재무요건]
구분

당해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1. 연결 감사의견 등
-감사의견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
당여부
2.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
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여부

적정

적정

미해당

미해당

미기재

미기재

3. 연결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44,690,222,781

-부채총계

35,459,747,467

34,941,404,675

-자본총계

109,230,475,314

101,197,640,170

6,319,473,000

6,319,473,000

266,227,466,155

191,545,738,073

-영업이익

7,227,983,716

3,664,066,464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6,389,727,678

3,899,510,719

-당기순이익

6,501,208,590

3,181,392,223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4,097,396,996

1,100,097,824

4

3

2

2

-자본금

136,139,044,845

4. 연결 손익내용(원)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에 한함)

5.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단위 :
사)
6. 주요종속회사 수(단위 : 사)

[개별/별도재무제표 관련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1.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가. 감사의견 등
-감사의견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
당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
적정 등 여부
나.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여부

적정

적정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기재

미기재

다. 주요 재무내용(단위 : 원)
-자산총계

89,409,813,949

86,660,273,163

-부채총계

24,085,281,718

22,854,574,325

-자본총계

65,324,532,231

63,805,698,838

6,319,473,000

6,319,473,000

211,693,812,317

143,824,679,103

-자본금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에 한함)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2. 회계감사인명

우리회계법인

3. 감사보고서 수령일자

2021-03-18

4.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해당
여부

1,294,694,753

-902,520,727

524,695,594

-1,237,105,714

-87,818,477

-979,312,129

예
- 상기 재무내용은 외부감사인이 감사종료후 당해 법인에 제
출하는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서, 당해법인의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
성되었습니다.
※관련공시

-

[자본잠식률]
(단위 : %, 원)
구분
자본잠식률(%) =〔(자본금-자기
자본)/자본금〕×100
자기자본[지배회사 또는 지주회
사인 경우에는 비지배지분 제외]
자본금

당해사업연도

당해사업연도 반기
-

-

84,233,487,663

79,585,960,559

6,319,473,000

6,319,4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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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단위 : %, 원)
구분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전전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

-

자기자본)×100(%)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

-

109,230,475,314

101,197,640,170

101,545,423,180

자기자본[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
인 경우에는 비지배지분 포함]

[최근 4사업연도의 영업손실]
(단위 : 원)
구분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전전사업연도

전전전사업연도

영업손실(지배회사인
경우에는 별도재무제
표, 지주회사인 경우에

-

902,520,727

-

311,235,101

는 연결재무제표)

[손상차손비율 50%이상 해당여부]
손상차손비율 50%이상 여부 ※손상차손비율(%) = [해당사업
연도 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누계액/자

아니오

기자본]x100

http://dart.fss.or.kr/report/viewer.do?rcpNo=20210318901387&dcmNo=7893266&el... 202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