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3기 결 산 공 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2019년 12월 31일 현재
계 정 과 목

(단위 : 원)

금

액

자산

계 정 과 목

금

액

자본

Ⅰ.비유동자산

2,270,768,432,293

Ⅰ.자본금

167,455,885,000

유형자산

1,509,273,455,785

Ⅱ.자본잉여금

276,205,595,328

사용권자산

17,960,999,215

Ⅲ.자본조정

(40,066,241,915)

투자부동산

42,678,904,049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132,095,280)

무형자산

9,486,343,014

Ⅴ.이익잉여금

1,397,340,962,429
1,764,804,105,562

종속,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414,556,315,766

자본총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60,576,531,240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923,624,978

대여금 및 기타채권
기타비유동자산

Ⅰ.비유동부채

11,526,537,206

374,674,581,624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785,721,040

132,673,456

차입금

329,357,927,237

Ⅱ.유동자산

866,896,332,428

리스부채

재고자산

349,086,693,643

이연법인세부채

2,990,741,997

1,118,848,940

장기미지급비용

5,366,877,659

369,512,876,065

순확정급여부채

23,414,035,205

파생상품자산
매출채권

12,561,643,744

대여금 및 기타채권

78,437,417,282

현금및현금성자산

65,066,914,018

Ⅱ.유동부채

998,186,077,535

3,673,582,480

매입채무

243,810,469,172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165,336,742,589

차입금

512,388,087,014

기타유동자산

파생상품부채

850,682,326

리스부채

자산총계

3,137,664,764,721

4,195,850,678

미지급법인세

47,529,163,287

충당부채

15,239,156,082

금융보증부채

60,081,334

기타유동부채

9,626,527,379

부채총계

1,372,860,659,159

부채및자본총계

3,137,664,764,721

위와 같이 공고함.

2020년

3월

13일

대표이사 박 찬 구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43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용모

제 43기 결 산 공 고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 2019년 12월 31일 현재
계 정 과 목

(단위 : 원)

금

액

자산

계 정 과 목

금

액

자본

Ⅰ.비유동자산

3,276,606,894,307

유형자산

2,296,049,524,194

Ⅰ.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628,648,151,117

자본금

167,455,885,000

사용권자산

56,423,944,247

자본잉여금

356,465,907,661

투자부동산

10,819,200,237

자본조정

(40,381,058,150)

무형자산

13,602,825,73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1,593,142,942)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596,290,166,618

이익잉여금

2,186,700,559,54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62,478,452,326

Ⅱ.비지배지분

923,357,27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대여금 및 기타채권

9,810,146,786
25,444,036,363

이연법인세자산

4,639,982,203

기타비유동자산

1,048,615,595

Ⅱ.유동자산

1,261,435,503,491

재고자산

469,472,369,06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자본총계

2,629,571,508,396

부채
Ⅰ.비유동부채

632,831,315,379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115,044,000

장기미지급비용

6,328,101,656

차입금
리스부채

45,574,142,145

1,998,508,372

순확정급여부채

31,627,443,179

매출채권

540,068,970,909

이연법인세부채

85,930,834,224

대여금 및 기타채권

111,349,319,329

파생상품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127,807,557,195

충당부채

16,818,935

기타유동자산

7,526,503,677

Ⅱ.유동부채

1,275,639,574,023

당기법인세자산

3,078,034,942

매입채무

330,405,691,191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209,720,632,145

차입금

642,704,247,786

파생상품자산

134,240,000

461,362,616,374

1,876,314,866

리스부채

자산총계

4,538,042,397,798

6,433,381,286

미지급법인세

49,830,497,525

충당부채

21,199,862,982

기타유동부채

15,285,179,774

금융보증부채

60,081,334

부채총계

1,908,470,889,402

부채및자본총계

4,538,042,397,798

위와 같이 공고함.

2020년

3월

13일

대표이사 박 찬 구
감사의견 :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43기 연결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용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