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2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1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엔터메이트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금액

제1기 기말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23,377,884,141

15,352,508,100

8,570,929,403

9,445,317,405

10,190,350,000

1,500,000,000

1,079,535,456

1,666,755,060

기타금융자산

219,965,679

212,045,524

기타유동자산

3,317,103,603

2,528,390,111

비유동자산

2,079,477,387

1,178,425,467

기타금융자산

603,919,384

239,233,689

유형자산

119,680,939

70,299,311

무형자산

693,610,540

665,224,449

이연법인세자산

662,266,524

203,668,018

25,457,361,528

16,530,933,567

1,322,578,647

2,999,151,196

기타금융부채

848,320,332

1,324,475,224

기타유동부채

474,258,315

1,078,181,165

자산 총계
부채
유동부채

당기법인세부채
비유동부채

-

596,494,807

1,650,758,664

5,944,485,838

-

5,413,133,200

910,232,000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전환사채
기타금융부채

5,000,000

10,000,000

퇴직급여부채

735,526,664

521,352,638

2,973,337,311

8,943,637,034

부채 총계
자본
자본금

2,619,503,600

1,724,586,550

20,528,409,000

-

기타자본항목

(507,395,207)

(2,124,872,713)

이익잉여금

(486,165,351)

7,941,255,605

비지배지분

329,672,175

46,327,091

자본총계

22,484,024,217

7,587,296,533

자본과 부채 총계

25,457,361,528

16,530,933,567

주식발행초과금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16년 3월 25일
㈜엔터메이트
대표이사 이 태 현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엔터메이트의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
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 경 태

재 무 상 태 표
제2기

2015 년

12 월 31 일 현재

제1기

2014 년

12 월 31 일 현재

주식회사 엔터메이트
과목

(단위 : 원)
제2기 기말

제1기 기말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21,972,246,784

14,218,648,403

7,208,551,439

7,806,668,224

10,190,350,000

1,500,000,000

1,073,149,365

1,663,205,367

기타금융자산

219,743,288

212,026,943

기타유동자산

3,280,452,692

3,036,747,869

비유동자산

3,143,487,893

2,049,367,569

기타금융자산

599,112,344

225,476,344

유형자산

113,114,717

68,389,445

무형자산

693,610,540

665,224,449

1,075,383,768

886,609,313

종속기업투자
이연법인세자산
자산 총계

662,266,524

203,668,018

25,115,734,677

16,268,015,972

부채
유동부채

953,083,043

2,326,100,913

기타금융부채

796,970,074

1,226,944,414

기타유동부채

156,112,969

502,661,692

당기법인세부채
비유동부채

-

596,494,807

1,650,758,664

5,944,485,838

-

5,413,133,20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전환사채

910,232,000

-

5,000,000

10,000,000

기타금융부채
퇴직급여부채
부채 총계

735,526,664

521,352,638

2,603,841,707

8,270,586,751

2,619,503,600

1,724,586,550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20,702,995,550

-

기타자본항목

(1,040,211,783)

(2,112,435,954)

229,605,603

8,385,278,625

이익잉여금
자본 총계

22,511,892,970

7,997,429,221

자본과 부채 총계

25,115,734,677

16,268,015,972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16년 3월 25일
㈜엔터메이트
대표이사 이 태 현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엔터메이트의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
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
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 경 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