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기 결산공고
연결재무상태표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자산

금액

부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117,330,818,266

유동부채

39,545,764,051

285,640,753,841

단기차입금

81,277,542,235

2,355,000,000

매입채무

17,563,954,736

35,488,550,916

미지급금

10,920,255,169

(686,849,220)

선수금

190,290,823

미수금

5,397,428,941

수입보증금

선급금

4,107,872,869

예수금

선급비용

1,343,110,338

미지급비용

3,192,451,293

미지급법인세

45,911,673,094

유동성장기부채

74,123,689,483

유동성사채

28,940,800,000

기타유동자산
재고자산
매각예정자산

26,578,558,195
8,930,883

9,355,050,000
277,082,864
5,933,015,777

선수수익

5,600,673,228

기타유동부채

4,021,654,717

파생상품부채

1,525,071,715

비유동부채

237,331,489,723

장기차입금

34,348,613,397

위탁영업예치금

27,00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위탁영업예치금)

(12,015,764,978)

장기수입보증금

100,939,040,000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수입보증금)

(28,528,038,849)

확정급여부채

52,161,173

이연법인세부채

56,983,315,230

장기선수수익

35,319,046,305

기타비유동부채

23,233,117,445

부채총계
비유동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1,147,571,232,915 자본
4,469,896,536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46,122,880,291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91,269,474,068

장기금융기관예치금

522,972,243,564

12,000,000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자본금

741,952,866,822
13,707,635,000

보통주자본금

13,707,635,000

이익잉여금(결손금)

751,928,837,594

장기보증금

4,757,206,853

이익준비금

장기선급비용

2,782,089,319

자산재평가적립금

552,212,523,807
178,600,000,000

유형자산

133,534,163,351

별도적립금

투자부동산

860,370,075,184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무형자산

1,456,027,157

기타비유동자산

2,797,420,156

(8,660,741,14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597,304,000)

파생상품평가손익

(353,130,760)

보험수리적손익

(359,541,020)

해외사업환산손익
기타자본구성요소
자기주식
비지배지분
1,264,902,051,181

16,494,313,78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지분법기타포괄손익변동

자산총계

4,622,000,000

자본총계

(755,892,316)
(6,594,873,046)
(15,022,864,630)
(15,022,864,630)
(23,059,205)
741,929,807,6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25일

㈜ 경

방

대표이사 김준, 김담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경방과 그 종속기업들(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
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
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교지성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원규

제136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자산

금액

부채

유동자산

67,253,982,987

유동부채

222,570,409,989

현금및현금성자산

33,763,892,873

단기차입금

38,287,104,267

매출채권

20,616,548,272

매입채무

14,991,535,165

(33,276,497)

미지급금

16,910,283,933

대손충당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기타유동자산
재고자산
매각예정자산

6,139,021,874

선수금

76,574,819

174,450,802

수입보증금

351,505,349

9,355,050,000

예수금

1,254,172,087

38,037,680

미지급비용

483,722,562
4,592,890,765
8,930,883

6,868,812,732

미지급법인세

45,911,673,094

유동성장기부채

50,000,000,000

유동성사채

28,940,800,000

선수수익

5,600,673,228

기타유동부채

3,966,917,373

파생상품부채

1,525,071,715

비유동부채

230,353,533,285

장기차입금

30,000,000,000

위탁영업예치금

27,00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위탁영업예치금)

(12,015,764,978)

장기수입보증금

100,939,040,000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수입보증금)

(28,528,038,849)

확정급여부채

52,161,173

이연법인세부채

56,983,315,230

장기선수수익

35,319,046,305

기타비유동부채

20,603,774,404

부채총계

비유동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452,923,943,274

1,145,139,850,925 자본
4,469,896,536

자본금

13,707,635,000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46,122,880,291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90,844,844,897

이익잉여금(결손금)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64,056,177,337

이익준비금

장기대여금

50,673,626,350

자산재평가적립금

552,212,523,807

별도적립금

178,600,000,000

장기금융기관예치금
장기보증금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12,000,000
4,695,482,242
41,240,133,959
838,973,979,157

보통주자본금

26,660,572,24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09,975,7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597,304,000)
(353,130,760)

1,253,410,000

파생상품평가손익

기타비유동자산

2,797,420,156

보험수리적손익
기타자본구성요소
자기주식

1,212,393,833,912

4,622,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무형자산

자산총계

13,707,635,000
762,095,096,048

자본총계

(359,541,020)
(15,022,864,630)
(15,022,864,630)
759,469,890,6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25일

㈜ 경

방

대표이사 김준, 김담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경방(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
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교지성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원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