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그 종속기업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자산 부채

Ⅰ.유동자산 91,713,155,512 Ⅰ.유동부채 25,500,247,453

 1. 현금및현금성자산 59,120,187,980  1. 매입채무 8,073,632,648

 2. 기타금융자산 8,892,620,000  2. 단기차입금 8,182,500,000

 3. 매출채권 11,657,815,414  3. 기타지급채무 6,165,196,516

 4. 기타수취채권 10,692,988,239  4. 기타유동부채 3,078,918,289

 5. 기타유동자산 1,229,729,304 Ⅱ.비유동부채 11,129,150,864

 6. 당기법인세자산 119,814,575  1. 기타지급채무 73,642,500

 2. 순확정급여부채 1,422,352,814

Ⅱ.비유동자산 52,023,354,623  3. 기타비유동부채 9,633,155,550

 1. 기타수취채권 8,353,042,942 부채총계 36,629,398,317

 2. 유형자산 2,069,862,983

 3. 무형자산 331,031,131

 4. 관계기업투자주식 40,725,644,132 자본

 5. 이연법인세자산 523,613,435 Ⅰ.지배기업소유주지분 107,107,111,818

 6. 매도가능금융자산 20,160,000  1. 자본금 5,665,319,000

자산총계 143,736,510,135  2. 자본잉여금 103,974,955,826

 3. 자본조정 726,040,128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96,059,574)

 4. 이익잉여금 (2,863,143,562)

Ⅱ.비지배지분 -                         

자본총계 107,107,111,818

부채와자본총계 143,736,510,135

주) 상기 내용은 K-IFRS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함

     감사의견 :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22기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2018년 03월 23일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영 식

제22기 결산공고

연결재무상태표

대표이사 구오하이빈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자산 부채

Ⅰ.유동자산 60,070,319,354 Ⅰ.유동부채 19,073,225,255

 1. 현금및현금성자산 29,322,243,091  1. 매입채무 5,953,510,440

 2. 매출채권 10,748,056,708  2. 단기차입금 8,182,500,000

 3. 기타금융자산 8,892,620,000  3. 기타지급채무 2,437,526,634

 4. 기타수취채권 10,494,276,093  4. 기타유동부채 2,499,688,181

 5. 기타유동자산 496,771,212 Ⅱ.비유동부채 12,123,486,141

 6. 당기법인세자산 116,352,250  1. 순확정급여부채 1,201,827,079

 2. 기타비유동부채 9,633,155,550

Ⅱ.비유동자산 90,194,904,615  3. 이연법인세부채 1,288,503,512

 1. 기타수취채권 8,353,042,942 부채총계 31,196,711,396

 2. 유형자산 163,538,853

 3. 무형자산 133,785,653

 4. 관계기업투자주식 59,206,377,167 자본

 5. 종속기업투자 22,318,000,000 Ⅰ.지배기업소유주지분 119,068,512,573

 6. 매도가능금융자산 20,160,000  1. 자본금 5,665,319,000

자산총계 150,265,223,969  2. 자본잉여금 103,176,221,768

 3. 자본조정 726,040,128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740,800

 4. 이익잉여금 9,495,190,877

Ⅱ.비지배지분 -                       

자본총계 119,068,512,573

부채와자본총계 150,265,223,969

주) 상기 내용은 K-IFRS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함

     감사의견 :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22기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2018년 03월 23일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대표이사 구오하이빈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영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