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기 결 산 공 고
(

년 월 일 현재
계정과목
자산
유동자산

(2012

12

31

)

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보유현금및기타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
현금성자산으로분류된
단기예금
2. 유동금융자산
단기투자자산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
단기금융상품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단기매출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단기미수금 및 미수수익
4. 당기법인세자산
5. 유동비금융자산
단기선급비용
기타유동비금융자산등

비유동자산

1. 비유동금융자산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비유동만기보유금융자산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장기매출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장기보증금
3. 유형자산
토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공구와기구
(감가상각누계액)
취득중인유형자산

자산총계

위와 같이 공고함

연결재무상태표

금 액
60,822,216,815

18,488,335,078
964,780,494
964,780,494
17,523,554,584
17,523,554,584
6,572,458,000
79,410,000
193,048,000
6,300,000,000
34,918,223,755
34,719,879,291
(48,376,633)
(234,169,595)
480,890,692
50,290
843,149,692
460,900,838
382,248,854

)

15,067,053,969
(11,402,123,300)
(16,866,667)
1,832,346,348
4,349,043,472
(2,516,697,124)
191,850
695,294,764
68,867,130
36,867,130
32,000,000

단기매입채무

비유동부채
1.
2.
3.
4.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비유동금융부채
비유동비금융부채
퇴직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5. 이연법인세부채
6. 비유동충당부채

부채총계

자본
납입자본

1. 자본금
2. 주식발행초과금

183,888,748,301
73,456,514,052

44,698,113,028
21,438,297,143
7,733,242,542
2,649,055,881
13,253,242,642
850,000,000
12,006,102,501
1,373,745,593
8,732,386,643
1,899,970,265

40,553,339,730

1,606,650
21,003,000,000
11,071,602,086
7,836,212,626
23,031,081,684
(15,194,869,058)
487,503,271
153,415,097

114,009,853,782
12,258,711,819

10,600,000,000
1,658,711,819

이익잉여금

66,988,216,896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부채 및 자본 총계

(9,368,034,196)
69,878,894,519
183,888,748,301

1. 이익준비금
2. 임의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

5,300,000,000
55,199,999,999
6,488,216,897

년 월 일

주식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표이사 강 기 창
2013

)

15,526,573,343

단기미지급금
단기미지급비용 등
2. 당기법인세부채
3. 단기차입금
4. 유동성장기부채
5. 유동비금융부채
단기선수금
단기선수수익
단기예수금등

183,888,748,301

: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4.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기타의무형자산
(상각누계액)
5. 조인트벤처투자지분
6. 이연법인세자산
7. 비유동비금융자산
장기선급비용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1.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4,009,509,672
1,467,364,681
1,064,385,000
1,478,524,230
(764,239)
14,296,220,093
4,918,709,740
(369,971,845)
(43,612,188)
9,791,094,386
102,164,101,629
30,613,209,985
19,071,568,622
(2,797,017,779)
1,050,903,788
(103,196,121)
64,193,258,478
(11,141,123,549)
(12,423,065,613)
11,979,991,391
(7,044,275,715)
16,057,411,488
(10,953,127,348)
11,500,000

단위 원

금 액

자산총계
부채
유동부채

123,066,531,486

(

계정과목

3

28

감사의견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기 연결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교 태
:

20

.

제 20기 결 산 공 고
(

년 월 일 현재
계정과목
자산
유동자산

(2012

12

31

)

별도재무상태표

금 액
59,226,359,624

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보유현금및기타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
현금성자산으로분류된
단기예금
2. 유동금융자산
단기투자자산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
단기금융상품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단기매출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단기미수금 및 미수수익
4. 유동비금융자산
단기선급비용
기타유동비금융자산등

6,572,458,000
79,410,000
193,048,000
6,300,000,000
33,790,470,475
47,406,777,321
(48,376,633)
(13,991,427,435)
423,497,222
725,803,771
432,107,750
293,696,021

1. 비유동금융자산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비유동만기보유금융자산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장기매출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장기보증금
3. 유형자산
토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공구와기구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취득중인유형자산

4,009,509,672
1,467,364,681
1,064,385,000
1,478,524,230
(764,239)
14,121,539,007
4,918,709,740
(369,971,845)
(43,612,188)
9,616,413,300
41,434,786,480
14,996,715,985
14,215,622,514
(2,362,403,894)
1,050,903,788
(103,196,121)
11,979,991,391
(7,044,275,715)
16,000,215,788
(10,924,968,676)
14,951,811,194
(11,320,263,107)
(16,866,667)
11,500,000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위와 같이 공고함

)

계정과목
4.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기타의무형자산
(상각누계액)
5. 조인트벤처투자지분
6. 이연법인세자산
7. 비유동비금융자산
장기선급비용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18,137,627,378
614,072,794
614,072,794
17,523,554,584
17,523,554,584

7,977,924,197

부채총계

35,768,289,267

22,014,939,708
8,837,623,986
9,422,834,323
3,752,569,819
1,911,580
2,649,055,881
11,104,293,678
1,373,494,755
8,732,386,643
998,412,280

1,606,650
1,606,650
7,822,902,450
23,017,771,508
(15,194,869,058)
153,415,097
153,415,097

43,746,213,464

자본
납입자본

12,258,711,819

이익잉여금

68,274,394,909

1. 자본금
2. 주식발행초과금
1. 이익준비금
2. 임의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부채 및 자본 총계

)

1,755,042,346
4,166,553,472
(2,411,511,126)
191,850
3,663,024,083
68,867,130
36,867,130
32,000,000

비유동부채

10,600,000,000
1,658,711,819
5,300,000,000
55,199,999,999
7,774,394,910

80,533,106,728
124,279,320,192

년 월 일

주식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표이사 강 기 창
2013

:

124,279,320,192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장기기타보증금
2. 퇴직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3. 비유동충당부채
기타비유동충당부채

124,279,320,192

단위 원

자산총계
부채
유동부채

1.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단기매입채무
단기미지급금
단기미지급비용
단기기타보증금
2. 당기법인세부채
3. 유동비금융부채
단기선수금
단기선수수익
단기예수금

65,052,960,568

(

금 액

3

28

감사의견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교 태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