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기 결 산 공 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2020년 12월 31일 현재
계 정 과 목

(단위 : 원)

금

액

자산

계 정 과 목

금

액

자본

Ⅰ.비유동자산

2,262,234,077,499

Ⅰ.자본금

167,455,885,000

유형자산

1,484,527,375,948

Ⅱ.자본잉여금

276,205,595,328

사용권자산

14,957,045,992

Ⅲ.자본조정

(40,066,241,915)

투자부동산

67,411,903,124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59,022,708,418)

무형자산

11,535,425,538

Ⅴ.이익잉여금

1,791,253,504,993
2,135,826,034,988

종속,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422,556,315,766

자본총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30,938,119,157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759,974,290

Ⅰ.비유동부채

대여금 및 기타채권

12,666,459,119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이연법인세자산

12,095,737,525

차입금

기타비유동자산

785,721,040

393,071,955,714
17,629,456
356,821,385,269

리스부채

9,002,692,951

Ⅱ.유동자산

1,189,195,679,735

장기미지급비용

6,476,690,791

재고자산

406,557,362,298

순확정급여부채

13,971,437,873

매출채권

378,824,826,540

파생상품부채

대여금 및 기타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유동자산

46,468,089,367

Ⅱ.유동부채

922,531,766,532

350,192,013,771

매입채무

310,994,847,586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168,817,408,774

차입금

293,879,625,903

7,153,387,759

리스부채
미지급법인세
충당부채

자산총계

6,782,119,374

3,451,429,757,234

115,756,224,366
14,581,877,690

금융보증부채

13,346,403

기타유동부채

13,775,021,865

부채총계

1,315,603,722,246

부채및자본총계

3,451,429,757,234

위와 같이 공고함.

2021년

4,713,413,945

3월

26일

대표이사 박 찬 구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44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용모

제 44기 결 산 공 고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 2020년 12월 31일 현재
계 정 과 목

(단위 : 원)

금

액

자산

계 정 과 목

금

액

자본

Ⅰ.비유동자산

3,321,800,531,206

유형자산

2,280,445,737,985

Ⅰ.지배기업 소유주지분

3,148,227,050,112

자본금

167,455,885,000

사용권자산

50,053,967,434

자본잉여금

356,465,907,661

투자부동산

36,272,779,344

자본조정

(40,412,464,516)

무형자산

15,832,805,09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2,725,642,711)

공동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654,312,371,184

이익잉여금

2,727,443,364,67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36,687,792,038

Ⅱ.비지배지분

1,006,582,87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846,149,706

자본총계

대여금 및 기타채권

25,862,071,184

부채

이연법인세자산

16,331,945,214

Ⅰ.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자산

1,154,912,024

Ⅱ.유동자산

1,705,481,685,846

재고자산

531,852,802,72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장기미지급비용
차입금

121,120,000

3,149,233,632,984

667,802,778,174
400,000,000
8,572,258,824
485,337,668,122

리스부채

40,450,340,530

매출채권

581,760,045,531

순확정급여부채

28,070,176,567

대여금 및 기타채권

160,553,280,585

이연법인세부채

92,754,258,365

현금및현금성자산

418,223,093,806

파생상품부채

12,218,075,766

기타유동자산

12,971,343,201

Ⅱ.유동부채

1,210,245,805,894

매입채무

402,331,427,554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232,204,114,330

차입금

374,819,751,626

리스부채
미지급법인세

자산총계

5,027,282,217,052

155,126,061,971

충당부채

18,044,918,835

기타유동부채

20,740,900,173

금융보증부채

13,346,403

부채총계

1,878,048,584,068

부채및자본총계

5,027,282,217,052

위와 같이 공고함.

2021년

6,965,285,002

3월

26일

대표이사 박 찬 구
감사의견 :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44기 연결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용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