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별도 재무상태표
(주)아이엠텍

(단위 : 천원)
항 목

제 17(당)기
(2016 년)

제 16(전)기
(2015 년)

자 산
1. 유동자산

26,568,313

31,383,608

2. 비유동자산

34,838,418

20,421,857

61,406,731

51,805,465

13,849,187

15,701,529

8,356,652

1,048,214

22,205,839

16,749,742

8,477,750

6,979,375

26,315,472

6,769,744

4,407,669

21,306,604

39,200,892

35,055,723

61,406,731

51,805,465

자산 총계
부 채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부채 총계
자 본
1. 자본금
2. 기타불입자금
3.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 총계

요약 별도 손익계산서
(주)아이엠텍

(단위 : 천원)
항 목

제 17(당)기
(2016 년)

제 16(전)기
(2016 년)

1. 매 출 액

81,087,813

104,818,767

2. 매출원가

71,045,105

79,556,127

3. 매출총이익

10,042,708

25,262,640

9,767,369

7,518,393

5. 영업이익

275,339

17,744,247

6. 기타수익

1,691,637

631,139

7. 기타비용

14,367,204

539,170

8. 금융수익

353,807

180,902

9. 금융비용

6,732,523

62,064

(18,778,943)

17,955,054

11. 법인세비용

(1,844,263)

3,451,132

12. 당기순이익

(16,934,681)

14,503,922

4. 판매비와 관리비

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아이엠텍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주식회사 아이엠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6년 12
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
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
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
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
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
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
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
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
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
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아이엠텍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
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
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주식회사 아이엠텍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안진회계법인
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6년 3월 2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
다.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
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