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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적정

적정

미해당

미해당

미기재

미기재

-자산총계

82,735,241,516

85,416,539,870

-부채총계

42,685,901,955

45,552,213,388

-자본총계

40,049,339,561

39,864,326,482

-자본금

10,143,070,500

10,143,070,500

138,806,293,933

131,406,553,522

-영업이익

723,412,164

2,042,584,718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875,436,595

-13,389,987,906

-당기순이익

322,949,800

-13,004,587,788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322,949,800

-13,004,587,788

1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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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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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적정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기재

미기재

-자산총계

82,440,002,908

85,491,521,420

-부채총계

42,134,303,805

45,248,964,626

-자본총계

40,305,699,103

40,242,556,794

-자본금

10,143,070,500

10,143,070,500

134,982,987,836

129,339,889,980

678,623,766

2,134,435,227

가. 감사의견 등
-감사의견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
당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
정 등 여부
나.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
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여부
다. 주요 재무내용(단위 : 원)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에 한함)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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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753,565,825

-10,025,352,473

-당기순이익

201,079,030

-9,967,767,962

2. 회계감사인명

안진회계법인

3. 감사보고서 수령일자

2015-03-19

4.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해당여
부

예
- 외부감사인이 감사종료후 당해법인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의 재무제표는 당해법인의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

당해사업연도

당해사업연도 반기

-

-

40,049,339,561

40,555,554,768

10,143,070,500

10,143,070,500

[자본잠식률] (단위 : %, 원)
구분
자본잠식률(%) =〔(자본금-자기자
본)/자본금〕×100
자기자본[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
인 경우에는 비지배지분 제외]
자본금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단위 : %, 원)
구분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전전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

-

33.5

-

실/자기자본)×100(%)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875,436,595

13,389,987,906

-

40,049,339,561

39,864,326,482

52,623,315,212

자기자본[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
인 경우에는 비지배지분 포함]

[최근 4사업연도의 영업손실] (단위 : 원)
구분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전전사업연도

전전전사업연도

-

-

-

-

영업손실(지배회사인 경
우에는 별도재무제표,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손상차손비율 50%이상 해당여부]
손상차손비율 50%이상 여부 ※손상차손비율(%) = [해당사업
연도 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누계액/자기 아니오
자본]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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