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기 결산공고
연결재무상태표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자산

금액

부채

유동자산

125,501,061,907

유동부채

230,716,413,570

현금및현금성자산

12,811,974,470

단기차입금

매출채권

55,074,834,640

매입채무

25,151,596,968

(943,472,954)

미지급금

11,696,643,721

대손충당금
미수금

7,039,065,441

선수금

선급금

2,276,666,477

수입보증금

선급비용

2,403,516,141

예수금

기타유동자산
재고자산
매각예정자산
보증금

590,386,242

114,176,110,854

135,943,146
18,037,550,000
110,462,693

미지급비용

42,638,706,684
8,930,883
3,600,453,883

5,347,862,048

미지급법인세

10,492,042,864

유동성장기부채

33,537,221,680

선수수익

5,589,933,529

기타유동부채

4,800,906,817

파생상품부채

1,640,139,250

비유동부채

287,942,284,597

장기차입금

101,195,364,745

위탁영업예치금

27,00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위탁영업예치금)
장기수입보증금

92,355,040,000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수입보증금)

54,870,882,721

장기선수수익

29,945,140,191
19,409,461,978

부채총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518,658,698,167

1,145,304,056,322 자본
4,721,696,536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87,019,390,220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70,883,468,789

장기금융기관예치금

(25,865,976,060)

이연법인세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비유동자산

(10,967,628,978)

805,239,206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자본금

752,168,598,930
13,707,635,000

보통주자본금

13,707,635,000

이익잉여금(결손금)

770,958,449,957

장기보증금

4,843,873,256

이익준비금

장기선급비용

3,136,702,537

자산재평가적립금

552,212,523,807
201,000,000,000

유형자산

121,326,174,275

별도적립금

투자부동산

847,970,760,735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무형자산

1,500,573,321

기타비유동자산

3,096,177,447

(4,163,981,37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504,524,800)

보험수리적손익

(303,552,497)

해외사업환산손익
기타자본구성요소
자기주식
비지배지분
1,270,805,118,229

12,797,926,15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지분법기타포괄손익변동

자산총계

4,948,000,000

자본총계

(755,892,316)
(2,600,011,764)
(28,333,504,650)
(28,333,504,650)
(22,178,868)
752,146,420,0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 경

방

대표이사 김준, 김담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경방과 그 종속기업들(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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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
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교지성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원규

제137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자산

금액

부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기타유동자산
재고자산
매각예정자산
보증금

66,773,086,436

유동부채

9,547,470,131

163,333,450,206

단기차입금

50,000,000,000

32,458,565,447

매입채무

16,942,259,918

(193,544,661)

미지급금

19,598,364,029

8,018,441,577

선수금

104,127,714

수입보증금

439,765,835

예수금

1,881,100,029

108,459,194
18,037,550,000
33,433,390

미지급비용

503,564,791
10,404,210,807
8,930,883
3,600,453,883

6,184,014,839

미지급법인세

10,489,930,872

유동성장기부채

30,000,000,000

선수수익

5,589,933,529

기타유동부채

4,709,365,185

파생상품부채

1,640,139,250

비유동부채

284,140,919,355

장기차입금

100,000,000,000

위탁영업예치금

27,00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위탁영업예치금)
장기수입보증금

92,355,040,000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수입보증금)

54,870,882,721

장기선수수익

29,945,140,191
16,803,461,481

부채총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25,865,976,060)

이연법인세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비유동자산

(10,967,628,978)

447,474,369,561

1,147,416,467,386 자본
4,721,696,536

자본금

13,707,635,000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87,019,390,220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94,353,397,002

이익잉여금(결손금)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64,056,177,337

이익준비금

장기대여금

30,704,450,000

자산재평가적립금

552,212,523,807

별도적립금

201,000,000,000

장기금융기관예치금
장기보증금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12,000,000
4,809,918,606
31,524,265,167
825,865,585,071

무형자산

1,253,410,000

기타비유동자산

3,096,177,447

보통주자본금

1,214,189,553,822

4,948,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23,988,607,40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08,077,2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보험수리적손익
기타자본구성요소
자기주식

자산총계

13,707,635,000
782,149,131,208

자본총계

(504,524,800)
(303,552,497)
(28,333,504,650)
(28,333,504,650)
766,715,184,26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 경

방

대표이사 김준, 김담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경방(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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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
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교지성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원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