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Ⅰ. 유동자산 67,424,643,889

(1)당좌자산 66,626,753,599

현금및현금성자산 5,203,453,136 Ⅰ.유동부채 17,318,961,754

단기금융자산 59,011,678,572 미지급금 1,798,548,631

매출채권 1,109,492,171 예수금 88,168,791

미수수익 26,367,623 부가세예수금 -

미수금 224,336,277 선수금 13,355,210,934

선급금 872,110,709 미지급비용 302,119,431

선급비용 166,457,762 선수수익 551,108,234

당기법인세자산 - 충당부채 818,119,562

이연법인세자산 12,857,349 미지급법인세 405,686,171

(2)재고자산 797,890,290

상품 791,739,790

경품 6,150,500 Ⅱ.비유동부채 4,082,407,816

Ⅱ. 비유동자산 46,894,106,561 전환사채 1,654,102,196

(1)투자자산 6,184,125,790 퇴직급여충당부채 2,626,423,412

장기금융상품 1,321,754 퇴직연금운용자산 -1,742,293,537

매도가능증권 20,000,000 이연법인세부채 1,544,175,745

장기대여금 6,000,000,000 부채총계 21,401,369,570

대손충당금 (396,663,75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59,467,789

(2)유형자산 885,798,289

차량운반구 364,057,741 자 본

감가상각누계액 (226,077,575) Ⅰ.자본금 1,751,985,000

비품 727,015,502 보통주자본금 1,252,585,000

감가상각누계액 (557,417,904) 우선주자본금 499,400,000

시설장치 1,294,448,182 Ⅱ.자본잉여금 76,990,938,503

감가상각누계액 (716,227,657) 주식발행초과금 76,712,765,122

(3)무형자산 38,862,177,482 전환권대가 278,173,381

산업재산권 36,134,807 Ⅲ.이익잉여금 14,174,457,377

소프트웨어 152,952,665 미처분이익잉여금 14,174,457,377

라이선스 561,537,050 자본총계 92,917,380,880

영업권 26,643,752,960

브랜드 11,467,800,000

(4)기타비유동자산 962,005,000

임차보증금 900,650,000

기타보증금 61,355,000

자산총계 114,318,750,450 부채및자본총계 114,318,750,450

2020.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Ⅰ. 유동자산 74,566,992,118

(1)당좌자산 71,059,017,234 Ⅰ.유동부채 20,644,003,186

현금및현금성자산 5,344,850,275 매입채무 2,015,961,428

단기금융자산 59,011,678,572 미지급금 1,999,959,310

매출채권 4,743,356,153 예수금 109,628,041

미수수익 26,967,923 부가세예수금 41,291,985

미수금 208,877,039 예수보증금 823,000,000

선급금 1,530,037,617 선수금 13,475,267,489

선급비용 177,506,456 미지급비용 403,980,966

당기법인세자산 2,885,850 선수수익 551,108,234

이연법인세자산 12,857,349 충당부채 818,119,562

(2)재고자산 3,507,974,884 당기법인세부채 405,686,171

상품 3,501,824,384

경품 6,150,500 Ⅱ.비유동부채 4,082,407,816

Ⅱ. 비유동자산 43,076,799,764 전환사채 1,654,102,196

(1)투자자산 640,789,543 퇴직급여충당부채 2,626,423,412

장기금융상품 61,321,754 퇴직연금운용자산 (1,742,293,537)

매도가능증권 20,000,000 이연법인세부채 1,544,175,745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59,467,789 부채총계 24,726,411,002

(2)유형자산 1,164,298,533

차량운반구 409,434,671

감가상각누계액 (262,524,469) 자 본

비품 914,949,200 Ⅰ.지배주주지분 92,917,380,880

감가상각누계액 (706,293,228)   (1) 자본금 1,751,985,000

시설장치 1,906,362,811 보통주자본금 1,252,585,000

감가상각누계액 (1,097,630,452) 우선주자본금 499,400,000

(3)무형자산 39,759,521,688   (2) 자본잉여금 76,990,938,503

산업재산권 36,134,807 주식발행초과금 76,712,765,122

소프트웨어 238,069,833 전환권대가 278,173,381

라이선스 561,537,050   (3) 이익잉여금 14,174,457,377

영업권 27,455,979,998 미처분이익잉여금 14,174,457,377

브랜드 11,467,800,000 Ⅱ. 비지배주주지분 -

(4)기타비유동자산 1,512,190,000 자본총계 92,917,380,880

임차보증금 1,350,650,000

기타보증금 161,540,000

자산총계 117,643,791,882 부채및자본총계 117,643,791,882

개별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2021년 3월 31일

주식회사 야나두

공동 대표이사 김정수, 김민철

위 개별 재무상태표 및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13기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

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승회계법인 대표이사 신완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