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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순 및 회의 목적사항 

 

■ 회 순 

1. 개회선언  

2. 출석주주 및 주식수 보고 

3. 총회성립 선포 

4. 의장 인사 

5. 보고사항 

6. 부의안건 상정 

7. 폐회 
 

■ 회의 목적 사항 

1. 보고 사항 

 1) 감사 보고 

 2) 영업 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 안건 

1) 제 1호 의안 : 제0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 2호 의안 : 이사 (재)선임의 건 

3) 제 3호 의안: 감사 재선임의 건 

4)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제 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7) 제 7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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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고안건 

 

1. 제 07기 감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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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07기 영업보고 

 

1.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목적사업 

 

당사는 T 세포 중심의 차세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생명공학회사이며, 면역항암제 

연구개발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과학자, 임상의사를 보유하고, 다수의 글로벌 연구개발 

조직과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며 면역항암 제품들의 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 임상개발 

및 사업화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 소재 기업으로서 본사는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있고, 주요 사업장은 

미합중국 메릴랜드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14 년 01 월 29 일에 설립된 당사는 이후 

2018 년 6 월 한국 코스닥 시장 상장 준비의 일환으로 설립근거지를 델라웨어 주로 변경하고, 

2019 년 8 월에는 한국자회사인 네오이뮨텍 유한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 중요한 사업의 내용 

당사는 현재 다양한 면역항암제의 연구개발을 진행중에 있으며, 주로 미국에서 임상개발을 

진행하면서 해당 면역항암제의 사업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단계의 

파이프라인 이외에도 포항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서 지속적인 파이프라인을 연구 

중입니다.  

  

3) 주요사업장 현황 

구 분 중요사업내용 또는 제품 소재지 

본사 연구개발 
2400 Research Blvd., Suite 250 Rockville, 

MD 20850, USA 

자회사 연구개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70, 

B동407호, 501-1호 

  

4) 종업원 현황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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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근로자) 전체 (단시간근로자) 

임원 남 1 -  -  -  1 

사무 남 5 -  -  -  5 

사무 여 10 -  -  -  10 

연구 남 9 -  -  -  9 

연구 여 15 -  -  -  15 

합 계 40 -  -  -  40 

주) 2020 년 12 월 31 일 기준 

 

5) 주식에 관한 사항 

①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 

(단위 : 주) 

구분 종류 주식수 비고 

증권예탁증권(DR) 보통주 82,725,340 - 

합 계 82,725,340 - 

주 1) 상기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모두 증권예탁증권(DR)로 상장되어 있으며, 원주당 DR 

비율은 1:5 입니다. 

  

② 자본금 변동사항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비고 

2018년 10월 15일 - 보통주 - 주1)  

2018년 10월 30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5,000 보통주 전환 

2018년 12월 19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4,618,400 
 

2020년 03월 11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40,000 보통주 전환 

2020년 03월 20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40,000 보통주 전환 

주 1) 2017 년 6 월 15 일에 부여한 150,000 주 중 50,000 주의 부여가 취소되었습니다. 

주 2) 상기 보통주는 한국거래소에 모두 증권예탁증권(DR)로 상장되어 있으며, 원주당 DR 

비율은 1:5 입니다. 

주 3) 주당 발행 가액의 단위는 US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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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 당사의 주당 액면가액은 USD 0.0001 이며,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한 해당일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을 시 0.118 원이며, 원단위 절사 기재하였습니다. 

 

③ 주식사무 

구분 내용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기본정관 제 4 절 제(d)항에 따르면, 보통주의 신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주이외의 자에 대한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속정관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A)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50 퍼센트(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를 통해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B) 권리, 옵션 또는 워런트가 행사된 결과로서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C)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20 퍼센트(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 도입 또는 재무 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D) KRX 상장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인수인 또는 수탁자의 

신주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E)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위해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F) 발행되어 유통중인 보통주식의 20 퍼센트(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i)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 (ii)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관할지역 기관투자자, (iii) 사업 또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법인, (iv) 합작법인, (v) 사모펀드를 포함한 미국, 한국 또는 

기타국가기금 또는(vi) 이사회가 (i)~(v)에 명시된 주체들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 그외의 주체에게 발행되거나 매도된신주 

결산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시기 

부속정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기준일은 (i)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기준일

은 회의예정일 전 10일 이상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날이어야 하고, (ii)주주

총회 없이 서면으로 회사조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명할 권한을 가진 주

주를 정하는 경우 기준일은 당해 기준일에 대한 결의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날이어야 하며, (iii) 기타 

조치의 경우 기준일은 그러한 조치가 행해지기 전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날이어야 함. 

회사의 주식이나 DR이 KRX에 상장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최소 2주전에 기준일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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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명의개서대리인 Continental Stock Transfer & Trust Company 

원주보관기관 Citibank, New York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의 특전 - 

공고게재신문 매일경제신문 

 

2. 영업의 경과 및 성과 

 

공시서류 기준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신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구분 품목 적응증 
현재진행단계 

비고 
단계(국가) 승인일 

바이오 

NIT-104 교모세포종 
임상 pilot/1 상 

(미국) 
2018.03 당사 주도 임상 

NIT-105 노인대상 감염질환 
임상 1/1b 

(미국) 
2019.05 연구자 주도 임상 

NIT-106 3 종 고위험 피부암 
임상 1b/2a 

(미국) 
2019.01 

당사 주도 임상 

로슈 공동개발 

NIT-107 교모세포종 
임상 1/2 

(미국) 
2018.10 연구자주도 임상 

NIT-109 
3 종 위암 3 종 

위암  

임상 2  

(미국/유럽) 
2020.07 

당사 주도 임상 

BMS 공동개발 

NIT-110 5 종 고형암 
임상 1b/2a 

(미국) 
2020.01 

당사 주도 임상 

머크 공동개발 

NIT-112 
거대 B 세포 

림프종 

임상 1b 

(미국) 
2020.08 당사 주도 임상 

NIT-113 
진행성 다발초점성 

백질뇌병증 
Pilot 임상 2021.01 연구자 주도 임상 

NIT-114 
특발성 CD4 

림프구감소증 
전임상 - - 

NIT-115 두경부 편평세포암 
임상 1 

(미국) 
2020.07 연구자 주도 임상 

NIT-116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임상 1 상 

(미국) 
2020.06 당사 주도 임상 

NIT-11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임상 1 상 

(미국) 
2020.07 연구자 주도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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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적응증 
현재진행단계 

비고 
단계(국가) 승인일 

NIT-119 비소세포폐암 
임상 2 상 

(미국) 
2020.10. 

당사 주도 임상 

로슈 공동개발 

T cell Activator 미정 신약후보물질 - 라이센스인 

화학 

합성 

T cell 

Suppressor 

Blockade 

미정 신약후보물질 - 라이선스인 

 

3. 모회사, 자회사 및 기업결합 사항 등 

 

1) 모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자회사 현황 

회사명 주요사업 소재지 
자산총액 

(백만원) 

소유 비율 

(%) 

네오이뮨텍 유한회사 면역항암제의 연구 및 개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911 100.0 

  

3) 모/자회사에 대한 임원 겸직 현황 

겸직자 직위 겸직 회사 직책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 

양세환 대표이사 네오이뮨텍 유한회사 대표이사 면역항암제의 연구 및 개발 

 

 

4. 최근 3 년간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 

  

1) 영업실적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USD) 

구분 제7기 제6기 제5기 

영업수익 - - - 

영업이익(손실) (26,498,652) (13,918,557) (6,976,95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5,786,149) (12,175,900) (6,400,571) 

당기순이익(손실) (25,786,149) (12,180,228) (6,4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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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상태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USD) 

구분 제7기 제6기 제5기 

[유동자산] 74,110,220 94,742,121 42,141,675 

당좌자산 74,110,220 94,742,121 42,141,675 

[비유동자산] 13,798,724 9,997,629 6,914,196 

유형자산 1,257,031 339,482 121,020 

무형자산 5,947,213 6,335,136 6,723,058 

기타비유동자산 6,594,480 3,323,011 70,118 

자산총계 87,908,944 104,739,750 49,055,871 

[유동부채] 8,270,651 2,597,200 650,820 

[비유동부채] 2,224,065 2,051,150 67,570 

부채총계 10,494,716 4,648,350 718,390 

[자본금] 1,655 1,647 1,333 

[자본잉여금] 130,926,775 130,556,831 67,763,14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3,321 19,911 - 

[기타자본] 4,066,300 1,395,149 274,913 

[결손금] (57,693,823) (31,882,138) (19,701,910) 

자본총계 77,414,228 100,091,400 48,337,481 

  

5. 이사 및 감사의 현황 

성명 직위 등기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소유주식수 비고 

양세환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1,100,000 - 

남궁진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 - - 

김태우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재무총괄 - - 

NgocDiep T. Le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임상총괄 - - 

강수형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 - 

강병조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 - 

김선민 감사 등기임원 상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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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주주 현황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제넥신 최대주주 보통주 4,187,200 25.31 

양세환 특수관계인 보통주 1,100,000 6.65 

오광식 특수관계인 보통주 17,500 0.11 

계 보통주 5,304,700 32.06 

※ 상기 주식수는 원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7. 회사, 회사 및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 종속회사 네오이뮨텍 유한회사 이외에 해당사항 없음  

 

8. 주요채권자 등 

- 해당사항 없음 

  

9.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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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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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 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당사 부속정관 제20조 3항에 의거 제 7기 재무제표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5페이지 재무제표 등 참조) 

 

제 2호 의안 : 이사 (재)선임의 건 

  당사 부속정관 제 17조에 의거 기존 이사의 재선임 및 신규 이사의 선임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강병조 1975.03.01 사외이사 - 이사회 

강진형 1960.09.14 사외이사 - 이사회 

우정원 1960.01.26 기타비상무이사 최대주주의 임원 이사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강병조 

現  법무법인 B.J. 

Kang Law, PC 

대표 

13 년 02 월~ 

현재 

법무법인 B.J. Kang Law, 

PC 대표 
없음 

11 년 10 월~ 

13 년 07 월 
Flott & Co PC 변호사 

강진형 
現  서울성모병원 

교수 

04 년 

04 월~현재 

서울성모병원 내과학교실 

교수 
없음 

99 년 3 월~ 

04 년 03 월 

강남성모병원 내과학교실 

부교수 

우정원 
現 (주)제넥신 

사장  

13 년 05 월 ~ 

현재 

(주)제넥신 사장, 

단백질생산기술연구소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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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11 년 10 월 ~ 

13 년 04 월 
서울성모병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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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호 의안 : 감사 재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선민 1964.09.03 - 이사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선민 

Worthington 

Financial 

Partners, 

Financial 

Professional 

16 년 01 월~ 

현재 

Worthington Financial 

Partners, Financial 

Professional 없음 

06 년 11 월~ 

13 년 12 월 

삼천리 및 삼천리 ES 

경영지원본부장 

 

 

제 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당사 부속정관 제 17조에 의거 2021년도 제08기 당사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액을 본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US$ 5,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US$ 1,403,888 

최고한도액 US$ 1,500,000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당사 부속정관 제 17조에 의거 2021년도 제8기 당사 감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액을 본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당 기) 

감사의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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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US$ 100,000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US$ 60,000 

최고한도액 US$ 100,000 

 

 

 

제 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 07 기 당기 주주총회에서 부여 및 승인받을 자의 명단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원주) 주식수 

강수형 임원 사외이사 보통주 14,500 

강병조 임원 사외이사 보통주 14,500 

남궁진 임원 사내이사 보통주 72,500 

총(3)명 - - - 총 101,500 주 

 

 

제 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승인의 건 

 

당사는 아래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1 년도 3 월 16 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 

총 470,888 주(2,354,440KDR)를 부여하였으며 그 부여의 내용을 금번 제 07 기 

정기주총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원주) 주식수 

김 OO 외 24 직원 - 보통주 470,888 

총(25)명 - - - 총 470,888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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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1.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USD) 

과목 2020.12.31 2019.12.31 

자산     

유동자산 74,110,220 94,742,121 

현금및현금성자산 65,456,520 88,226,546 

단기금융상품 - 5,087,386 

기타유동자산 8,653,700 1,428,189 

비유동자산 13,798,724 9,997,629 

유형자산 1,257,031 339,482 

사용권자산 2,473,135 2,322,230 

무형자산 5,947,213 6,335,136 

기타비유동자산 4,121,345 1,000,781 

자산총계 87,908,944 104,739,750 

부채   

유동부채 8,270,651 2,597,200 

미지급금 842,396 1,053,081 

유동성장기리스부채 500,925 381,306 

기타유동부채 6,927,330 1,162,813 

비유동부채 2,224,065 2,051,150 

장기리스부채 2,169,426 2,051,150 

기타비유동부채 54,639 - 

부채총계 10,494,716 4,648,350 

자본   

 자본금 1,655 1,647 

 자본잉여금 130,926,775 130,556,831 

 기타자본항목 4,066,300 1,395,14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3,325 19,911 

 결손금 (57,693,823) (31,882,138) 

자본총계 77,414,228 100,091,400 

부채와 자본 총계 87,908,944 104,73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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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USD) 

과목 2020 2019 

영업수익 -  -  

영업비용 26,498,652 13,918,557 

급여 2,352,012 2,039,818 

주식보상비용 1,316,751 542,496 

경상연구개발비 18,697,433 7,371,401 

지급수수료 1,769,797 1,517,420 

기타영업비용 2,362,659 2,447,422 

영업손실 (26,498,652) (13,918,557) 

기타수익 129,637 12,619 

기타비용 - 1,096 

금융수익 833,522 1,868,584 

금융비용 250,656 137,45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25,786,149) (12,175,900) 

법인세비용 23,126 4,328 

당기순손실 (25,809,275) (12,180,228) 

  기타포괄손익 91,004 19,911 

총포괄손실 (25,718,271) (12,160,317) 

 

 

3.연결자본변동표 

 

      (단위: USD) 

  자본금 자본잉여금 지타자본 

기타포괄

손익 

누계액 

결손금 총계 

2019.1.1(전기초) 1,333 67,763,145 274,913 - (19,701,910) 48,337,481 

총포괄손실            

당기순손실 -  -  -  - (12,180,228) (12,180,228) 

해외사업환산이익 - - - 19,911 - 19,91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

주와의 거래 
      

 
    

유상증자 314 62,793,686 -  - -  62,794,000 

주식기준보상 - - 1,120,236 - -  1,120,236 

2019.12.31(전기말) 1,647 130,556,831 1,395,149 19,911 (31,882,138) 100,091,400 

2020.1.1(당기초) 1,647 130,556,831 1,395,149 19,911 (31,882,138) 100,091,400 

총포괄손실            

당기순손실 -  -  -  - (25,809,275)  (25,809,27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

정요소 
- - - 

- 
(2,410) (2,410) 

해외사업환산이익 - - - 93,414 - 93,41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

주와의 거래 
      

 
    

주식선택권의 행사 8 369,944 (129,952)  - -  240,000 

주식기준보상 - - 2,801,099  - -  2,801,099  
2020.12.31(당기말) 1,655 130,926,775 4,066,296  113,325 (57,693,823)  77,4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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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단위: USD) 

 과목 2020.12.31 2019.12.31 

  자산     

유동자산 73,466,317 93,658,105 

    현금및현금성자산 64,845,077 87,159,673 

단기금융상품 - 5,087,386 

기타유동자산 8,621,240 1,411,046 

비유동자산 15,051,438 11,328,602 

    유형자산 145,689 189,779 

사용권자산 2,458,739 1,967,600 

무형자산 5,947,213 6,335,136 

종속기업투자 2,441,041 1,891,109 

기타비유동자산 4,058,756 944,978 

  자산총계 88,517,755 104,986,707 

  부채   

유동부채 8,477,787 2,955,794 

미지급금 1,149,988 1,504,883 

유동성장기리스부채 487,683 298,440 

기타유동부채 6,840,116 1,152,471 

비유동부채 2,217,900 1,790,055 

장기리스부채 2,217,900 1,790,055 

  부채총계 10,695,687 4,745,849 

  자본   

 자본금 1,655 1,647 

 자본잉여금 130,926,775 130,556,831 

 기타자본항목 4,066,296 1,395,149 

 결손금 (57,172,658) (31,712,769) 

  자본총계   77,822,068 100,240,858 

  부채와 자본 총계   88,517,755 104,98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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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USD) 

과목 2020 2019 

영업수익 -  -  

영업비용 26,186,578 13,758,273 

급여 1,833,918 1,907,937 

주식보상비용 1,296,718 535,820 

경상연구개발비 18,196,054 7,048,294 

지급수수료 2,824,262 1,941,677 

기타영업비용 2,035,626 2,324,545 

영업손실 (26,186,578) (13,758,273) 

기타수익 129,337 12,608 

기타비용 - 1,095 

금융수익 814,919 1,867,199 

금융비용 217,567 131,29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25,459,889) (12,010,859) 

법인세비용 - - 

당기순손실 (25,459,889) (12,010,859) 

  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손실 (25,459,889) (12,010,859) 

 

 

3. 자본변동표 

 

     (단위: USD)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결손금 

2019.1.1(전기초) 1,333 67,763,145 274,913 (19,701,910) 48,337,481 

총포괄손실           

당기순손실 -  -  -  (12,010,859) (12,010,859)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

의 거래 
          

유상증자 314 62,793,686 -  -  62,794,000 

주식기준보상 - - 1,120,236 -  1,120,236 

2019.12.31(전기말) 1,647 130,556,831 1,395,149 (31,712,769) 100,240,858 

2020.1.1(당기초) 1,647 130,556,831 1,395,149 (31,712,769) 100,240,858 

총포괄손실           

당기순손실 -  -  -  (25,459,889) (25,459,889)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

의 거래 
          

주식선택권의 행사 8 369,944 (129,952) -  240,000 

주식기준보상 - - 2,801,099 -  2,801,099 

2020.12.31(당기말) 1,655 130,926,775 4,066,296 (57,172,658) 77,82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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