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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주식회사  LG화학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인은 별첨 주식회사 LG화학의 2010년 6월 30일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 2010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3개월 및 6개월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와

2010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회계기간의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검토하였습니

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재무

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비교표시된 2009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와 2009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회계기간의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

름표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준칙은본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

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

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

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

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검토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참고가

되는 사항으로서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회사의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른 전환일은 2009년 1월 1일입니다.  첨부된 재무제표는 보고

기간 종료일 (2010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

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으로 표

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번지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안   경   태

2010년 8월 26일

 

이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일 2010년 8월 26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

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반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검토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 기 재 무 제 표

                                             반 기 재 무 상 태 표 

                                   제 10 기  반기  2010년   6월 30일 현재

                                   제  9 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G화학 (단위: 백만원)

과                        목 주석 제 10 기 반기말 제 9 기말 

자                        산

Ⅰ. 유  동  자  산 　 5,310,167 4,594,241 

   1. 현금및현금성자산 722,311 　 862,585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40,449 　 2,334,543 

   3. 유동금융자산 13,062 　                   - 

   4. 기타유동자산 51,234 　 56,182 

   5. 재고자산 1,583,111 　 1,340,931 

Ⅱ. 비  유  동  자  산 　 5,187,102 4,840,497 

   1.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 10,575 　 17,267 

   2. 비유동금융자산 4,044 　 22,419 

   3. 종속기업투자자산  2 590,680 　 575,762 

   4. 관계기업투자자산     2 217,170 　 202,960 

   5. 이연법인세자산 1,796 　                   - 

   6. 유형자산 4,194,256 　 3,860,280 

   7. 무형자산 158,791 　 150,440 

   8. 기타비유동자산 9,790 　 11,369 

자      산      총      계 10,497,269  

============

9,434,738  

============

부                        채

Ⅰ. 유  동  부  채 　 3,432,428 3,214,353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67,484 　 1,559,319 

   2. 차입금 1,316,515 　 1,404,000 



   3. 기타유동금융부채 4,733 　                   - 

   4. 유동성충당부채 5,637 　 5,304 

   5. 미지급법인세 295,178 　 185,975 

   6. 기타유동부채 42,881 　 59,755 

Ⅱ. 비  유  동  부  채 　 534,489 525,149 

   1. 장기미지급금및지급채무 42,725 　 28,991 

   2. 차입금 417,243 　 404,239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5,848 　 35,064 

   4. 퇴직급여채무 48,673 　 53,261 

   5. 이연법인세부채                    - 　 3,594 

부      채      총      계 　 3,966,917 3,739,502 

자                        본 　 　

   1. 자본금 369,500 　 369,500 

   2. 자본잉여금 1,157,572 　 1,157,572 

   3. 기타자본항목 (15,484) 　 (479,756)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23) 　 (7,318)

   5. 이익잉여금 5,023,787 　 4,655,238 

자      본      총      계 　 6,530,352 5,695,23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0,497,269  

============

9,434,738  

============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반 기 손 익 계 산 서 

                      제 10 기  반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  9 기   반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LG화학 (단위: 백만원)

과          목 제10기 반기 제9기 반기

3 개 월 누  적 3 개 월 누  적

Ⅰ. 매출 4,400,394 8,270,608 3,401,785 6,333,812 

Ⅱ. 매출원가 (3,387,035) (6,458,478) (2,630,311) (4,948,718)

Ⅲ. 매출총이익 1,013,359 1,812,130 771,474 1,385,094 

Ⅳ. 판매비와 관리비 (246,466) (464,506) (205,181) (398,481)

Ⅴ. 기타영업수익 170,137 249,351 119,209 340,837 

Ⅵ. 기타영업비용 (170,927) (242,776) (149,775) (357,189)

Ⅶ. 영업이익 766,103 1,354,199 535,727 970,261 

Ⅷ. 영업외손익 34,045 28,044 15,926 (29,868)

   1. 금융수익 97,861 137,000 30,044 97,615 

   2. 금융비용 (62,840) (106,197) (13,773) (126,427)

   3. 기타영업외비용 (976) (2,759) (345) (1,056)

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00,148 1,382,243 551,653 940,393 

Ⅹ. 법인세비용 (167,052) (291,006) (131,613) (226,667)

XI. 계속사업반기순이익 633,096 1,091,237 420,040 713,726 

XⅡ. 중단사업손실 

     (법인세효과 :    

      전반기 누적:  (12,063) 백만원)

- - - (29,913)

ⅩⅢ. 반기순이익 633,096  

============

1,091,237  

=============

420,040  

=============

683,813  

=============

ⅩⅣ. 주 당 손 익 　 　 　

   1. 계속사업기본주당이익 8,608 원 14,837 원 5,710 원 9,090 원

   2. 기본주당이익 8,608 원 14,837 원 5,710 원 8,709 원

   3. 계속사업희석주당이익 8,608 원 14,837 원 5,710 원 9,090 원



   4. 희석주당이익 8,608 원 14,837 원 5,710 원 8,709 원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반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0 기  반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   9 기  반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LG화학 (단위: 백만원)

과                        목 제 10 기 반기 제 9 기 반기

3 개 월 누  적 3 개 월 누  적

Ⅰ. 반기순이익 633,096 1,091,23

7 

420,040 683,813 

Ⅱ. 기타포괄손익 984 1,631 10,934 (76)

   1. 보험수리적손익 (326) (664) 91 375 

   2.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

    손익

1,728 3,028 7,754 (2,012)

   3. 기타포괄손익관련 법인세효과 (418) (733) 3,089 1,561 

Ⅲ. 반기 총포괄이익 634,080  

=======

==

1,092,86

8  

=======

==

430,974  

=======

==

683,737  

=======

==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반 기 자 본 변 동 표 

제 10 기 반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   9 기 반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LG화학 (단위: 백만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09년 1월 1일 419,500 1,314,549 (14,600) (16,053) 3,488,026 5,191,422 

반기순이익            -       -               -               - 683,813 683,813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               -               -               - 551 551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627)               - (627)

2009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기간의 총포괄손익               -               -                - (627) 684,364 683,737 

분할로 인한 자본감소 (50,000) (154,800) (464,272)                -                - (669,072)

자기주식의 취득         -           - (2,293)           -            - (2,293)

자기주식의 처분           -              - 1,785               -              - 1,785 

연차배당         -            -          -               - (209,202) (209,202)

기타         - (2,177) (376)                -          - (2,553)

2009년 6월 30일 369,500  

=========

=

1,157,572  

=========

=

(479,756) 

=========

=

(16,680) 

=========

=

3,963,188  

=========

=

4,993,824  

=========

=

2010년 1월 1일 369,500 1,157,572 (479,756) (7,318) 4,655,238 5,695,236 

반기순이익               -               -                -                - 1,091,237 1,091,237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                -                -                - (664) (664)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2,295          - 2,295 

2010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기간의 총포괄손익               -               -                - 2,295 1,090,573 1,092,868 

감자차손               -               - 464,272               - (464,272)             - 

연차배당               -               -               -               - (257,752) (257,752)

2010년 6월 30일 369,500  

=========

1,157,572  

=========

(15,484) 

=========

(5,023) 

=========

5,023,787  

=========

6,530,352  

=========



= = = = = =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반 기 현 금 흐 름 표 

                                             제 10 기 반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   9 기 반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LG화학 (단위: 백만원)

과                        목 제 10 기 반기 제 9 기 반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65,405 1,059,738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007,535 　 1,474,364 

   2. 이자의 수취 11,729 　 7,051 

   3. 이자의 지급 (27,684) 　 (52,530)

   4. 배당금의 수취   61,749 　                8,402 

   5. 법인세의 납부 (187,924) 　 (377,549)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16,709) (390,43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02,850 　 167,296 

     (1) 기타채권의 감소 100,000 　 148,320 

     (2)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감소 2,424 　 4,424 

     (3) 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7 　               6,039 

     (4) 유형자산의 처분 237 　 8,331 

     (5) 무형자산의 처분 182 　 39 

     (6)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143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19,559) 　 (557,728)

     (1) 기타채권의 증가 (100,000) 　 (21)

     (2)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증가 (4,185) 　 (4,064)

     (3) 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7) 　 - 

     (4)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취득 (14,919) 　 (36,811)

     (5)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14,210) 　 (18,823)

     (6) 유형자산의 취득 (576,376) 　 (489,759)

     (7) 무형자산의 취득 (9,862) 　 (8,25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7,750) (182,439)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08,219 　 396,139 

     (1) 차입금의 증가 208,219 　 396,139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95,969) 　 (578,578)

     (1) 차입금의 상환 (338,227) 　 (367,110)

     (2) 자기주식의 취득 - (2,293)

     (3) 배당금의 지급 (257,742) 　 (209,175)

Ⅳ. 분할로 인한 현금의 감소 - (214,015)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 　 (139,054) 272,852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862,585 373,300 

Ⅶ.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220) 78 

Ⅷ.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Ⅳ+Ⅴ+Ⅵ+Ⅶ) 722,311  

============

646,230  

============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0 기 반기  : 2010년  6월 30일 현재

제  9  기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G화학

 
1. 일반사항 : 
 

(1) 회사의 개요 - 

 

회사는 2001년 4월 1일을 기준일로 주식회사 LGCI(현, 주식회사 LGㆍ구, 주식회사 LG화학

)의 석유화학, 산업재 및 정보전자소재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01년 4월 3일

자로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1년 4월 25일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회사는 2006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LG대산유화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07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LG석유화학(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2009년

4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업재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였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여수, 청주, 울산, 나주, 익산, 대산, 오창 및 김천 등지에 제조시

설을 가지고 석유화학 및 정보전자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우선주 자본금 38,114백만원을 포함한 회사의 자본금은 369,500백만

원입니다. 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LG이며, 보통주 지분의 33.53%를 소유하고 있습니

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92백만주(1주당 금액: 5,000원)이며,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 주식의 수는 각각 66,271,100주와 7,628,921주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추가 배당받게 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1) 회사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

였습니다. 회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른 전환일은 2009년 1월 1일입니다. 첨부

된 재무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 (2010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

라 작성되었으며, 2010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

점에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선택사항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

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

가법으로 계상하였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투자 사항 

 

회  사  명 지분율(%) 금액(백만원)

     소재지 2010 2009 2010 2009

종속기업

 Tianjin LG DAGU Chemical Co., Ltd. 중국 75 75 24,265 24,265 

 Ningbo LG Yongxing Chemical Co., Ltd.(*1) 중국 75 75 135,908 135,908 

 LG Chemical Hong Kong Ltd. 홍콩 100 100 11,159 11,159 

 LG Chem America, Inc. 미국 100 100 3,620 3,620 

 LG Chemical India Pvt. Ltd.(*2) 인도 100 100 54,929 54,929 

 LG Polymer India Pvt. Ltd.(*2) 인도       -     -              -                   - 

 LG Chemical (Guangzhou) Engineering Plastics Co., Ltd. 중국 100 100 21,911 21,911 

 LG Chem (Nanjing) Information & Electronics Materials Co., Ltd. 중국 80.8 80.8 126,344 126,344 

 LG Chem (Taiwan), Ltd. 대만 100 100 18 18 

 LG Chem Display Materials (Beijing) Co., Ltd. 중국 90 90 12,450 12,450 

 Tianjin LG Bohai Chemical Co.,Ltd.(*3) 중국 65 65 105,847 105,847 

 LG Chem (China) Investment Co., Ltd. 중국 100 100 46,337 46,337 

 LG Chem (Tianjin) Engineering Plastics Co.,Ltd. 중국 90 90 14,733 14,733 

 LG Chem Europe Gmbh 독일 100 100 3,085 3,085 

 LG Chem Poland Sp.Z.O.O 폴란드 100 100 8,196 8,196 

 Compact Power Inc.(*5) 미국 100 100 12,328 983 

 Tianjin LG Botian Chemical Co., Ltd.(*3,4) 중국 40.6 35.8 9,550 5,977 

 Ningbo Zhenhai LG Yongxing Trade Co., Ltd.(*1) 중국    -     -               -               - 

 합계 590,680 575,762 

관계기업

 LG다우폴리카보네이트 한국 50.00 50.00   62,577   62,577 

 씨텍 한국 50.00 50.00   58,416   58,416 

 LG Vina Chemical J/V Company 베트남 40.00 40.00     1,313    1,313 

 LG Holdings (HK) Ltd. 홍콩 26.00 26.00   77,535   77,535 



 LG Chem Brasil Ltd.(*6) 브라질 100.00 100.00       258       258 

 테크윈 한국 19.90 19.90 2,861 2,861 

 HL그린파워(*7) 한국 49.00 -   14,210          - 

 합계 217,170 202,960 



 

(*1) 당반기 중 Ningbo LG Yongxing Chemical Co., Ltd.은 Ningbo Zhenhai LG Yongxing

Trade Co., Ltd.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2) LG Chemical India Pvt. Ltd.는 LG Polymer India Pvt. Ltd.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Tianjin LG Bohai Chemical Co.,Ltd.는 당반기 말 현재 Tianjin LG Botian Chemical

Co., Ltd.의 지분 20.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당반기 중 회사는 Tianjin LG Botian Chemical Co., Ltd.의 지분 3,574백만원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5) 당반기 중 회사는 Compact Power Inc.의 지분 11,345백만원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6) 소규모회사로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7) 당반기 중 HL그린파워의 지분 14,210백만원을 신규취득하였습니다.  

 

(3) 기타 회계정책은 연결재무제표상의 회계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1)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1) 전환일 시점인 2009년 1월 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

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과거회계기준 ￦      8,036,382 ￦     3,146,688 ￦     4,889,694 

조정액 :                                                                                                                 

할인한 매출채권의 차입금 계상(*1) 825,576 818,915 6,661 

종업원 급여(*2) (1,867) (27,973) 26,106 

부의영업권 일시 환입(*3) 235,018 - 235,018 

법인세효과(*4) (4,306) (38,249) 33,943 

조정액 합계 : 1,054,421 752,693 301,72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9,090,803 ￦      3,899,381 ￦      5,191,422 

 

(*1) 2009년 1월 1일 현재 매출채권 할인액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에 대해 차

입거래로 보아 차입금 계상 

(*2) 보험수리적 평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 

(*3) 2009년 1월 1일 현재 염가매수차익에 해당하는 잔액을 일시 환입함 

(*4) 조정사항 등에 따른 법인세 변동 효과 및 이연법인세 비유동 표시 

 



2) 2009년 6월 30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

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과거회계기준  ￦     7,677,455 ￦      2,898,960 ￦      4,778,495 

조정액 :                                                                                                                 

지분법투자주식의 원가법전환(*1) (81,853)            - (81,853)

할인한 매출채권의 차입금 계상(*2) 923,612 916,402 7,210 

종업원 급여(*3) (2,580) (25,066) 22,486 

부의영업권 일시 환입(*4) 215,433 - 215,433 

영업권 상각 취소(*5) 2,565 - 2,565 

법인세효과(*6) (7,938) (57,426) 49,488 

조정액 합계 : 1,049,239 833,910 215,32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8,726,694 ￦      3,732,870 ￦     4,993,824 

 

(*1) 기존에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했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에 대해 원가법 적용 

(*2) 2009년말 현재 매출채권 할인액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에 대해 차입거래

로 보아 차입금 계상 

(*3) 보험수리적 평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 

(*4) 2009년말 현재 염가매수차익에 해당하는 잔액을 일시 환입함 

(*5) 사업결합 시 인식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아니함 

(*6) 조정사항 등에 따른 법인세 변동 효과 및 이연법인세 비유동 표시 

 



3) 2009년말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

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과거회계기준 ￦     8,358,827 ￦     2,874,492 ￦     5,484,335 

조정액 :                                                                                                                 

지분법투자주식의 원가법전환(*1) (62,087)            - (62,087)

할인한 매출채권의 차입금 계상(*2) 954,219 949,353 4,866 

종업원 급여(*3) (1,646) (16,167) 14,521 

부의영업권 일시 환입(*4) 195,848            - 195,848 

영업권 상각 취소(*5) 5,130 - 5,130 

법인세효과(*6) (15,553) (68,176) 52,623 

조정액 합계 : 1,075,911 865,010 210,9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9,434,738 ￦     3,739,502 ￦     5,695,236 

 

(*1) 기존에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했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에 대해 원가법 적용 

(*2) 2009년말 현재 매출채권 할인액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에 대해 차입거래

로 보아 차입금 계상 

(*3) 보험수리적 평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 

(*4) 2009년말 현재 염가매수차익에 해당하는 잔액을 일시 환입함 

(*5) 사업결합 시 인식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아니함 

(*6) 조정사항 등에 따른 법인세 변동 효과 및 이연법인세 비유동 표시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2009년 반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과거회계기준 ￦       755,595 ￦       763,572 

조정액 :                                                                                                                 

지분법투자주식의 원가법전환(*1) (79,030) (87,246)

할인한 매출채권의 차입금 계상(*2) 549 549 

종업원 급여(*3) 1,727 2,454 

부의영업권 환입 취소(*4) (19,585) (19,585)

영업권 상각 취소(*5) 2,565 2,565 

산업재 사업부문 분할 효과(*6) (1,110) (1,110)

법인세효과(*7) 19,423 18,859 

기타 3,679 3,679 

조정액 합계 : (71,782) (79,83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683,813 ￦      683,737 

 

(*1) 기존에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했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에 대해 원가법 적용 

(*2) 할인한 매출채권에 대한 차입거래에 대해 발생 이자비용 계상 

(*3) 보험수리적 평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 

(*4) 2009년에 환입한 부의영업권을 취소하고 일시 환입함 

(*5) 사업결합 시 인식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아니함 

(*6) 산업재 사업부문 인적 분할 회계처리를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따라 처리

함 

(*7) 조정사항 등에 따른 법인세 변동 효과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2009년 반기 최종 3개월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과거회계기준 ￦       467,083 ￦       450,458 

조정액 :                                                                                                                 

지분법투자주식의 원가법전환(*1) (50,651) (15,175)

할인한 매출채권의 차입금 계상(*2) (394) (394)

종업원 급여(*3) 473 648 

부의영업권 환입 취소(*4) (9,793) (9,793)

영업권 상각 취소(*5) 1,282 1,282 

산업재 사업부문 분할 효과(*6) (1,110) (1,110)

법인세효과(*7) 9,471 1,379 

기타 3,679 3,679 

조정액 합계 : (47,043) (19,48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420,040 ￦      430,974 

 

(*1) 기존에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했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에 대해 원가법 적용 

(*2) 할인한 매출채권에 대한 차입거래에 대해 발생 이자비용 계상 

(*3) 보험수리적 평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 

(*4) 2009년에 환입한 부의영업권을 취소하고 일시 환입함 

(*5) 사업결합 시 인식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아니함 

(*6) 산업재 사업부문 인적 분할 회계처리를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따라 처리

함 

(*7) 조정사항 등에 따른 법인세 변동 효과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2009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

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과거회계기준 ￦     1,507,131 ￦     1,468,640 

조정액 :                                                                                                                 

지분법투자주식의 원가법전환(*1) (128,282) (66,709)

할인한 매출채권의 차입금 계상(*2) (1,795) (1,795)

종업원 급여(*3) 4,761 (5,511)

부의영업권 환입 취소(*4) (39,170) (39,170)

영업권 상각 취소(*5) 5,130 5,130 

산업재 사업부문 분할 효과(*6) (1,110) (1,110)

법인세효과(*7) 34,128 21,996 

기타 3,679 3,679 

조정액 합계 : (122,659) (83,49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1,384,472 ￦        1,385,150 

 

(*1) 기존에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했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에 대해 원가법 적용 

(*2) 할인한 매출채권에 대한 차입거래에 대해 발생 이자비용 계상 

(*3) 보험수리적 평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 

(*4) 2009년에 환입한 부의영업권을 취소하고 일시 환입함 

(*5) 사업결합 시 인식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아니함 

(*6) 산업재 사업부문 인적 분할 회계처리를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따라 처리

함  

(*7) 조정사항 등에 따른 법인세 변동 효과  

 



(2) 기업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별도 표시

되지 않았던 이자의 수취, 이자의 지급, 배당금의 수취, 법인세의 납부를 현금흐름표상에 별

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비용) 및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역을 조정하였

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 사이에 그 밖의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