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
제 50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49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샤니
과
자

목

(단위 : 원)
제 50(당) 기말

제 49(전) 기말

산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16)
2. 매출채권(주석10)
대손충당금
3. 미수금(주석10)
대손충당금
4. 선급금
5. 선급비용
6. 보증금(주석10)
7. 이연법인세자산(주석14)

50,300,453,528

43,397,967,310

45,534,915,380

40,611,968,779

221,507,702

102,901,879

46,265,187,582

41,161,370,270

(2,364,423,505)

(2,364,662,977)

90,135,519

243,769,146

(445,620)

(930,170)

244,181,310

308,782,171

72,093,395

64,805,390

81,187,200

81,187,200

925,491,797

1,014,745,870

(2) 재고자산(주석4,17)

4,765,538,148

2,785,998,531

1. 반제품

356,845,194

390,958,314

2. 원재료

3,792,642,555

1,958,624,407

3. 미착품

616,050,399

II.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 매도가능증권(주석5)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주석6)
3.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9)

436,415,810
130,086,614,001

136,535,375,894

22,490,717,077

24,269,981,214

1,066,936,709

1,083,037,252

20,655,225,916

19,573,599,310

768,554,452

3,613,344,652

(2) 유형자산(주석7,16,17)

106,806,042,683

111,824,844,243

1. 토지

24,685,741,819

24,685,741,819

2. 건물

31,457,723,967

31,362,867,567

(13,189,469,986)

(12,599,740,886)

16,184,461,803

16,514,423,152

(6,958,045,896)

(6,762,450,907)

173,041,614,354

172,507,103,345

감가상각누계액
3.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4.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131,367,666,994)

(126,976,241,485)

정부보조금

(93,444,444)

(41,750,000)

5. 차량운반구

12,002,349

12,002,349

(11,999,349)

(11,999,349)

102,327,110,167

100,565,794,620

(89,923,542,524)

(87,589,353,757)

(32,214,583)

(40,439,583)

감가상각누계액
6. 공기구비품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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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7. 건설중인자산

제 50(당) 기말
673,772,000

(3) 무형자산(주석8)

56,511,472

1. 산업재산권

12,462,925

14,129,382

2. 소프트웨어

19,934,770

22,369,879

3. 기타의무형자산

17,429,990

20,012,211
740,026,556

384,038,965

1. 보증금(주10)

110,449,152

110,842,720

2. 회원가입권

147,453,000

147,453,000

3. 이연법인세자산(주석14)

482,124,404

125,743,245

산

총

부

계

180,387,067,529

179,933,343,204

채

I. 유동부채

32,113,219,934

1. 매입채무(주석10,19)

35,116,078,930

16,283,342,790

18,001,423,332

610,937,305

1,886,653,758

3. 예수금

4,735,334,039

4,920,507,826

4. 미지급비용(주석10,19)

9,881,163,683

10,167,343,244

5. 선수금

290,895,000

46,739,024

6. 당기법인세부채(주석14)

297,447,117

93,411,746

7. 예수보증금(주석10,19)

14,100,000

-

2. 미지급금(주석19)

II. 비유동부채

790,800,000

1,322,300,000

1. 예수보증금(주석10,19)

529,800,000

539,300,000

2. 장기미지급비용(주석19)

261,000,000

783,000,000

41,764,770,367

37,768,969,018

(41,701,038,391)

(37,705,237,042)

(63,731,976)

(63,731,976)

3.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9)
퇴직연금운용자산
국민연금전환금
부

198,887,358
49,827,685

(4) 기타비유동자산

자

제 49(전) 기말

채

총

자

계

32,904,019,934

36,438,378,930

47,640,350,000

47,640,350,000

본

I. 자본금
1. 보통주자본금(주석11)

47,640,350,000

II.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주석11)

47,640,350,000
1,235,535,565

1,235,535,565

1,194,800,008

1,194,800,008

2. 합병차익

21,788,179

21,788,179

3. 보험차익

18,947,378

18,947,378

III. 자본조정
1. 기타자본조정(주석11)

(3,718,885,895)
(3,718,885,895)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지분법자본변동(주석6)

(3,718,885,895)
(3,718,885,895)

33,428,660
33,428,660

V. 이익잉여금(주석12)

33,428,660
33,428,660

102,292,619,265

98,304,535,944

1. 법정준비금

2,900,000,000

2,900,000,000

2. 임의적립금

3,152,707,456

3,152,707,456

96,239,911,809

92,251,828,488

3. 미처분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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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

본

목
총

제 50(당) 기말

제 49(전) 기말

계

147,483,047,595

143,494,964,274

부채및자본총계

180,387,067,529

179,933,343,204

주석 참조

-7-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샤니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샤니(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
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
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
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
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
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
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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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
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
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
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
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
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ㆍ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
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
한 위험보다 큽니다.
ㆍ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ㆍ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
하여 평가합니다.
ㆍ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
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
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ㆍ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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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홍 종 성
2022년 3월 17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2년 3월 17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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