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기 결 산 공 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2017년 12월 31일 현재
계 정 과 목

(단위 : 원)

금

액

자산

계 정 과 목

금

액

자본

Ⅰ.비유동자산

2,359,774,132,058

Ⅰ.자본금

167,455,885,000

유형자산

1,684,228,764,069

Ⅱ.자본잉여금

276,205,595,328

무형자산

11,101,045,439

Ⅲ.자본조정

(40,066,241,915)
45,854,046,786

종속,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415,610,243,336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금융자산

227,915,824,810

Ⅴ.이익잉여금

대여금 및 기타채권
이연법인세 자산
기타비유동자산

13,021,216,242
7,111,317,122
785,721,040

자본총계

932,066,165,647
1,381,515,450,846

부채
Ⅰ.비유동부채

Ⅱ.유동자산

1,018,664,806,772

재고자산

328,842,482,885

차입금

매출채권

431,907,998,233

장기미지급비용

3,748,494,527

29,545,706,427

순확정급여부채

25,896,656,056

대여금 및 기타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유동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386,897,187,620

350,167,419,371

198,147,386,684

금융보증부채

116,873,169

4,599,685,663

파생상품부채

1,986,885,710

25,621,546,880

Ⅱ.유동부채

1,610,026,300,364

매입채무

316,694,992,353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172,766,464,067

차입금

자산총계

4,980,858,787

3,378,438,938,830

1,066,249,592,737

미지급법인세

37,939,072,960

파생상품부채

7,149,184,516

기타유동부채

9,226,993,731

부채총계

1,996,923,487,984

부채및자본총계

3,378,438,938,830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3월

16일

대표이사 박 찬 구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41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장영철

제 41기 결 산 공 고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 2017년 12월 31일 현재
계 정 과 목

(단위 : 원)

금

액

자산

계 정 과 목

금

액

자본

Ⅰ.비유동자산

3,247,144,993,713

유형자산

2,440,253,946,354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Ⅰ.지배기업 소유주지분

5,598,261,617
14,930,892,770

1,842,656,382,205

자본금

167,455,885,000

자본잉여금

266,516,521,187

자본조정

(40,372,228,879)
46,074,934,582

공동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487,905,704,96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금융자산

255,709,944,504

이익잉여금

1,402,981,270,315

대여금 및 기타채권

26,007,017,310

Ⅱ.비지배지분

114,146,659,111

이연법인세자산

12,028,659,335

자본총계

기타비유동자산

4,710,566,857

Ⅱ.유동자산

1,332,668,624,213

재고자산

426,750,280,738

단기매매금융자산
매출채권
대여금 및 기타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유동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부채
Ⅰ.비유동부채

141,600,000
588,511,946,613

709,105,502,242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4,963,229,331

장기미지급비용

4,544,565,639

차입금

583,112,209,583

48,437,359,534

순확정급여부채

35,209,446,349

234,430,215,837

이연법인세부채

77,465,056,969

8,775,674,611

금융보증부채

116,873,169

25,621,546,880

파생상품부채

3,678,719,601

기타비유동부채

1,913,905,074,368

매입채무

398,183,564,426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225,374,915,803
1,226,013,966,538

파생상품부채

7,149,184,516

미지급법인세

38,989,911,560

충당부채
기타유동부채

4,579,813,617,926

15,401,601

Ⅱ.유동부채

차입금

자산총계

1,956,803,041,316

5,915,710,111
12,277,821,414

부채총계

2,623,010,576,610

부채및자본총계

4,579,813,617,926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3월

16일

대표이사 박 찬 구
감사의견 :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41기 연결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장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