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기 결 산 공 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2018년 12월 31일 현재
계 정 과 목

(단위 : 원)

금

액

자산

계 정 과 목

금

액

자본

Ⅰ.비유동자산

2,299,913,694,202

Ⅰ.자본금

167,455,885,000

유형자산

1,578,993,765,436

Ⅱ.자본잉여금

276,205,595,328

투자부동산

35,886,606,163

Ⅲ.자본조정

(40,066,241,915)

무형자산

10,557,673,278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52,546,283,246)

종속,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414,436,336,236

Ⅴ.이익잉여금

1,166,797,957,65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38,872,220,950

자본총계

1,517,846,912,82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대여금 및 기타채권

2,135,175,153
11,956,780,619

이연법인세자산

6,289,415,327

기타비유동자산

785,721,040

부채
Ⅰ.비유동부채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차입금

271,269,059,476
4,570,016,041
228,813,695,573

Ⅱ.유동자산

841,365,706,110

장기미지급비용

4,549,690,720

재고자산

341,421,872,916

순확정급여부채

33,052,522,457

파생상품자산
매출채권

382,531,212

금융보증부채

111,478,836

401,344,913,800

파생상품부채

171,655,849

대여금 및 기타채권

30,383,013,925

Ⅱ.유동부채

1,352,163,428,011

현금및현금성자산

62,830,479,009

매입채무

230,634,724,738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151,601,453,644

차입금

917,481,609,953

기타유동자산

5,002,895,248

미지급법인세

자산총계

3,141,279,400,312

충당부채

4,127,932,301

기타유동부채

9,030,184,845

부채총계

1,623,432,487,487

부채및자본총계

3,141,279,400,312

위와 같이 공고함.

2019년

39,287,522,530

3월

29일

대표이사 박 찬 구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42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용모

제 42기 결 산 공 고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 2018년 12월 31일 현재
계 정 과 목

(단위 : 원)

금

액

자산

계 정 과 목

금

액

자본

Ⅰ.비유동자산

3,268,009,339,560

유형자산

2,365,586,882,215

Ⅰ.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347,318,724,264

자본금

167,455,885,000

투자부동산

10,822,654,136

자본잉여금

356,556,642,103

무형자산

14,251,104,650

자본조정

(40,372,228,879)
(60,886,081,437)

공동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588,428,297,40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41,704,711,207

이익잉여금

1,924,564,507,477

8,768,374,154

Ⅱ.비지배지분

828,373,84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대여금 및 기타채권

24,897,533,349

자본총계

이연법인세자산

9,143,121,118

부채

기타비유동자산

4,406,661,329

Ⅰ.비유동부채

Ⅱ.유동자산

1,348,711,408,320

재고자산

471,642,723,824

2,348,147,098,107

509,654,463,610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4,552,386,585

장기미지급비용

5,430,066,98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69,920,000

차입금

파생상품자산

382,531,212

순확정급여부채

39,216,826,260

매출채권

636,967,373,122

이연법인세부채

88,054,406,596

대여금 및 기타채권

128,519,313,486

금융보증부채

111,478,836

현금및현금성자산

101,804,574,281

파생상품부채

540,127,438

기타유동자산

9,224,972,395

충당부채

16,094,675

Ⅱ.유동부채

1,758,919,186,163

매입채무

319,050,979,078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234,991,345,972

차입금
미지급법인세
충당부채
기타유동부채

자산총계

4,616,720,747,880

1,085,312,431,638
97,865,097,378
8,947,808,353
12,751,523,744

부채총계

2,268,573,649,773

부채및자본총계

4,616,720,747,880

위와 같이 공고함.

2019년

371,733,076,238

3월

29일

대표이사 박 찬 구
감사의견 :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42기 연결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용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