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기 결 산 공 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2016년 12월 31일 현재
계 정 과 목

(단위 : 원)

금

액

자산

계 정 과 목

금

액

자본

Ⅰ.비유동자산

2,463,474,773,565

Ⅰ.자본금

167,455,885,000

유형자산

1,786,488,159,209

Ⅱ.자본잉여금

276,205,595,328

무형자산

12,814,388,568

Ⅲ.자본조정

(40,066,241,915)
17,020,168,065

종속,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413,533,873,336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금융자산

216,050,195,939

Ⅴ.이익잉여금

파생상품자산

2,224,266,454

자본총계

대여금 및 기타채권

12,614,960,829

부채

이연법인세 자산

18,963,208,190

Ⅰ.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자산

785,721,040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815,749,632,216
1,236,365,038,694

346,552,358,062
1,563,201,456

Ⅱ.유동자산

965,647,793,830

차입금

재고자산

356,944,596,242

장기미지급비용

2,868,485,475

7,565,550,978

순확정급여부채

31,712,394,791

파생상품자산
매출채권
대여금 및 기타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유동자산

384,761,194,948

금융보증부채

119,820,225

45,465,640,739

파생상품부채

807,965,009

166,412,168,671

Ⅱ.유동부채

1,846,205,170,639

4,498,642,252

매입채무

310,732,758,589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177,316,167,082

차입금

자산총계

309,480,491,106

3,429,122,567,395

1,335,675,609,910

미지급법인세

10,146,802,708

기타유동부채

12,333,832,350

부채총계

2,192,757,528,701

부채및자본총계

3,429,122,567,395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3월

17일

대표이사 박 찬 구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40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장영철

제 40기 결 산 공 고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 2016년 12월 31일 현재
계 정 과 목

(단위 : 원)

금

액

자산

계 정 과 목

금

액

자본

Ⅰ.비유동자산

3,290,790,864,116

유형자산

2,564,778,156,169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Ⅰ.지배기업 소유주지분

5,599,829,225
17,263,709,625

1,619,735,715,795

자본금

167,455,885,000

자본잉여금

266,516,521,179

자본조정

(40,357,800,636)

공동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417,770,212,65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금융자산

231,967,791,293

이익잉여금

1,207,923,456,240

2,224,266,454

Ⅱ.비지배지분

108,165,015,764

파생상품자산
대여금 및 기타채권

14,562,603,031

자본총계

이연법인세자산

26,827,588,732

부채

기타비유동자산

9,796,706,929

Ⅱ.유동자산

1,255,322,771,744

재고자산

445,541,869,318

단기매매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매출채권
대여금 및 기타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유동자산
당기법인세자산

Ⅰ.비유동부채

271,360,000

1,727,900,731,559

672,652,502,459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1,545,572,000

장기미지급비용

3,960,022,759

차입금

559,535,692,271

7,565,550,978

순확정급여부채

48,749,131,476

520,901,201,497

이연법인세부채

54,493,414,709

73,631,749,428

금융보증부채

119,820,225

196,976,933,350

파생상품부채

807,965,009

10,430,916,653
3,190,520

기타비유동부채

2,145,560,401,842

매입채무

373,697,826,690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220,531,816,757

미지급법인세
충당부채
기타유동부채

4,546,113,635,860

3,440,884,010

Ⅱ.유동부채

차입금

자산총계

18,197,654,012

1,521,118,869,009
10,669,316,511
5,301,910,914
14,240,661,961

부채총계

2,818,212,904,301

부채및자본총계

4,546,113,635,860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3월

17일

대표이사 박 찬 구
감사의견 :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40기 연결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장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