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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주식회사  LG화학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인은 별첨 주식회사 LG화학의 2010년 3월 31일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 2010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비교표시된 2009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3개월 회

계기간의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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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

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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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재무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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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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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

 

이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일 2010년 5월 31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

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분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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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기 재 무 제 표

                                              분 기 재 무 상 태 표 

제 10 기  1분기 2010년 3월 31일 현재

 제 9 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G화학 (단위: 백만원)

과                        목 주석 제 10 기 1분기말 제 9 기말 

자                        산

Ⅰ. 유  동  자  산 4,883,830 4,594,241 

   1. 현금및현금성자산 788,886 862,585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635,698 2,334,543 

   3. 유동금융자산 11,353                   - 

   4. 기타유동자산 68,861 56,182 

   5. 재고자산 1,379,032 1,340,931 

Ⅱ. 비  유  동  자  산 5,053,631 4,840,497 

   1.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 11,201 17,267 

   2. 비유동금융자산 11,425 22,419 

   3. 종속기업투자자산       2 587,107 575,762 

   4. 관계기업투자자산       2 217,170 202,960 

   5. 이연법인세자산 261                   - 

   6. 유형자산 4,062,156 3,860,280 

   7. 무형자산 154,408 150,440 

   8. 기타비유동자산 9,903 11,369 

자      산      총      계 9,9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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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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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채

Ⅰ. 유  동  부  채 3,512,663 3,214,353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26,162 1,559,319 

   2. 차입금 1,308,050 1,404,000 



   3. 기타유동금융부채 1                   - 

   4. 유동성충당부채 5,146 5,304 

   5. 미지급법인세 239,003 185,975 

   6. 기타유동부채 334,301 59,755 

Ⅱ. 비  유  동  부  채 528,526 525,149 

   1. 장기미지급금및지급채무 31,948 28,991 

   2. 차입금 395,327 404,239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9,839 35,064 

   4. 퇴직급여채무 61,412 53,261 

   5. 이연법인세부채        - 3,594 

부      채      총      계 4,0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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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3) (7,318)

   5. 이익잉여금 4,391,017 4,655,238 

자      본      총      계 5,896,272 5,695,23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9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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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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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손 익 계 산 서 

제 10 기 1분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제 9 기  1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G화학 (단위: 백만원)

과                        목 제 10 기 1분기 제 9 기 1분기

Ⅰ. 매출 3,870,214 2,932,027 

Ⅱ. 매출원가 (3,071,443) (2,318,407)

Ⅲ. 매출총이익 798,771 613,620 

Ⅳ. 판매비와 관리비 (218,040) (193,300)

Ⅴ. 기타영업수익 79,214 221,628 

Ⅵ. 기타영업비용 (71,849) (207,414)

Ⅶ. 영업이익 588,096 434,534 

Ⅷ. 영업외손익 (6,001) (45,794)

   1. 금융수익 39,139 67,571 

   2. 금융비용 (43,357) (112,654)

   3. 기타영업외비용 (1,783) (711)

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82,095 388,740 

Ⅹ. 법인세비용 (123,954) (95,054)

XI. 계속사업분기순이익 458,141 293,686 

XⅡ. 중단사업손실 

     (법인세효과 :    

      전분기 : (12,063)백만원)

                              - (29,913)

ⅩⅢ. 분기순이익 45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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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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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ⅩⅣ. 주 당 손 익 　 　

   1. 계속사업기본주당이익 6,229원 3,516원

   2. 기본주당이익 6,229원 3,157원

   3. 계속사업희석주당이익 6,229원 3,516원

   4. 희석주당이익 6,229원 3,157원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0 기 1분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제 9 기   1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G화학 (단위: 백만원)

과                        목 제 10 기 1분기 제 9 기 1분기

Ⅰ. 분기순이익   458,141         263,773 

Ⅱ. 기타포괄손익 647 (11,010)

   1. 보험수리적손익 (338)        418 

   2.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

손익

985 (11,428)

Ⅲ. 분기 총포괄이익 458,788  

===========

      25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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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자 본 변 동 표 

제 10 기 1분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제 9 기 1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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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순이익            -       -               -               - 263,773 263,773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               -               -               - 418 418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11,428)            - (11,428)

2009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기간의 총포괄손익               -               -                - (11,428) 264,191 252,763 

분할로 인해 분배되는 비현금성자산의 공정가치               - (669,484)                -               -           - (66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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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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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 31일 419,500  

=========

=

642,888  

=========

=

(14,976)  

=========

=

(27,481) 

=========

=

3,543,015  

=========

=

4,562,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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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순이익               -               -                -                - 458,141 458,141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                -                -                - (338) (338)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985             - 985 

2009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기간의 총포괄손익               -               -                - 985 457,803 45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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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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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31일 369,500  

=========

=

1,157,572  

=========

=

(15,484) 

=========

=

(6,333) 

=========

=

4,391,017  

=========

=

5,896,272  

=========

=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현 금 흐 름 표 

제 10 기 1분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제 9 기  1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G화학 (단위: 백만원)

과                        목 제 10 기 1분기 제 9 기 1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7,720 483,395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462,336 731,118 

   2. 이자의 수취 6,232 3,452 

   3. 이자의 지급 (5,910) (18,166)

   4. 배당금의 수취                     - 21 

   5. 법인세의 납부 (74,938) (233,03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9,959) (105,966)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39 161,073 

     (1)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                       - 148,321 

     (2)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감소 4 4,413 

     (3) 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7 - 

     (4) 유형자산의 처분 102 8,157 

     (5) 무형자산의 처분 126 39 

     (6)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143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90,198) (267,039)

     (1)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가 (50,000) (21)

     (2)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증가 (859) (3,699)

     (3) 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7) - 

     (4)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취득 (11,345) (33,214)

     (5)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14,210) (19,307)

     (6) 유형자산의 취득 (308,406) (205,949)

     (7) 무형자산의 취득 (5,371) (4,849)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0,582) 217,885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0,286 218,733 

     (1) 차입금의 증가 30,286 218,733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00,868) (848)

     (1) 차입금의 상환 (100,868) (848)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72,821) 595,314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862,585 373,300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878) 75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Ⅳ+Ⅴ+Ⅵ) 78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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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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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0 기 1분기 : 2010년 3월 31일 현재

 제 9 기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G화학

 
1. 일반사항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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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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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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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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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에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선택사항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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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요한 투자 사항 

 

회  사  명 지분율(%) 금액(백만원)

     소재지 2010 2009 2010 2009

종속기업

 Tianjin LG DAGU Chemical Co., Ltd. 중국 75.00 75.00   24,265   24,265 

 Ningbo LG Yongxing Chemical Co., Ltd. 중국 75.00 75.00 135,908 135,908 

 LG Chemical Hong Kong Ltd. 홍콩 100.00 100.00   11,159   11,159 

 LG Chem America, Inc. 미국 100.00 100.00    3,620    3,620 

 LG Chemical India Pvt. Ltd.(*1) 인도 100.00 100.00   54,929   54,929 

 LG Polymer India Pvt. Ltd.(*1) 인도 - -          -          - 

 LG Chemical (Guangzhou) Engineering Plastics Co., Ltd. 중국 100.00 100.00   21,911   21,911 

 LG Chem (Nanjing) Information & Electronics Materials Co., Ltd. 중국 80.80 80.80 126,344 126,344 

 LG Chem (Taiwan), Ltd. 대만 100.00 100.00         18         18 

 LG Chem Display Materials (Beijing) Co., Ltd. 중국 90.00 90.00   12,450   12,450 

 Tianjin LG Bohai Chemical Co.,Ltd.(*2) 중국 65.00 65.00 105,847 105,847 

 LG Chem (China) Investment Co., Ltd. 중국 100.00 100.00   46,337   46,337 

 LG Chem (Tianjin) Engineering Plastics Co.,Ltd. 중국 90.00 90.00   14,733   14,733 

 LG Chem Europe Gmbh 독일 100.00 100.00     3,085    3,085 

 LG Chem Poland Sp.Z.O.O 폴란드 100.00 100.00     8,196    8,196 

 Compact Power Inc.(*3) 미국 100.00 100.00   12,328       983 

 Tianjin LG Botian Chemical Co., Ltd.(*2) 중국 35.80 35.80     5,977    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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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라질 100.00 100.00       258       258 

 테크윈 한국 19.90 19.90     2,861    2,861 



 HL그린파워(*5) 한국 49.00 -   1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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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2) Tianjin LG Bohai Chemical Co.,Ltd.는 Tianjin LG Botian Chemical Co., Ltd.의 지분

29.7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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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규모회사로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5) 당분기 중 HL그린파워의 지분 14,210백만원을 신규취득하였습니다.  

 

다. 기타 회계정책은 연결재무제표상의 회계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1) 전환일시점인 2009년 1월 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

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현행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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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

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현행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     8,622,625 ￦      3,631,572 ￦      4,991,053 

조정액 :                                                                                                                 

지분법투자주식의 원가법전환(*1) (73,181)                 - (73,181)

할인한 매출채권의 차입금 계상(*2) 895,931 888,327 7,604 

종업원 급여(*3) (4,096) (32,009) 27,913 

부의영업권 일시 환입(*4) 225,225                 - 225,225 

영업권 상각 취소(*5) 1,283                 - 1,283 

산업재 사업부문 분할 효과(*6)                 - 669,417 (669,417)

법인세효과(*7) (7,515) (59,981) 52,466 

조정액 합계 : 1,037,647 1,465,754 (428,10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9,660,272 ￦      5,097,326 ￦     4,5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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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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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     8,358,827 ￦     2,874,492 ￦     5,484,335 

조정액 :                                                                                                                 

지분법투자주식의 원가법전환(*1) (63,803) - (6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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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급여(*3) (1,646) (22,241) 20,595 

부의영업권 일시 환입(*4) 195,848 - 195,848 

영업권 상각 취소(*5) 5,130 - 5,130 

산업재 사업부문 분할 효과(*6) 1,716 9,391 (7,675)

법인세효과(*7) (15,553) (71,493) 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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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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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2009년 1분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

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현행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       288,512 ￦       313,114 

조정액 :                                                                                                                 

지분법투자주식의 원가법전환(*1) (28,379) (72,071)

할인한 매출채권의 차입금 계상(*2) 943 943 

종업원 급여(*3) 1,254 1,806 

부의영업권 환입 취소(*4) (9,792) (9,792)

영업권 상각 취소(*5) 1,283 1,283 

법인세효과(*6) 9,952 17,480 

조정액 합계 : (24,739) (60,35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263,773 ￦      25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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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사항 등에 따른 법인세 변동 효과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2009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

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현행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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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