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기 결 산 공 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계 정 과 목

(단위 : 원)

금

액

자산

계 정 과 목

금

액

자본

Ⅰ.비유동자산

2,764,806,609,367

Ⅰ.자본금

167,455,885,000

유형자산

1,515,967,916,774

Ⅱ.자본잉여금

298,065,365,852

사용권자산

27,453,332,614

Ⅲ.자본조정

투자부동산

66,453,776,054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무형자산

16,129,059,081

Ⅴ.이익잉여금

2,652,597,702,518
3,078,366,756,133

종속,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780,412,332,156

자본총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35,813,505,947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48,913,459

순확정급여자산

4,781,278,623

대여금 및 기타채권
기타비유동자산

Ⅰ.비유동부채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11,960,773,619

차입금

785,721,040

리스부채

(2,148,263,414)

164,677,094,680
19,298,870
125,471,608,557
23,258,398,415

Ⅱ.유동자산

1,883,967,583,474

재고자산

458,400,661,041

파생상품부채

매출채권

479,554,028,804

이연법인세부채

대여금 및 기타채권

447,505,524,444

Ⅱ.유동부채

1,405,730,342,028

현금및현금성자산

478,079,531,680

매입채무

266,641,989,739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185,252,208,447

차입금

545,585,922,788

기타유동자산

장기미지급비용

(37,603,933,823)

20,427,837,505

리스부채

2,614,870,858

미지급법인세

311,041,874,011

단기금융보증부채

3,727,888,542
90,664,158,663
13,910,403

부채총계

1,570,407,436,708

부채및자본총계

4,648,774,192,841

위와 같이 공고함.

2022년

8,255,293,497

187,518,577

기타유동부채

4,648,774,192,841

907,563,373

파생상품부채

충당부채

자산총계

6,764,931,968

3월

25일

대표이사 백 종 훈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45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명철

제 45기 결 산 공 고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계 정 과 목

(단위 : 원)

금

액

자산

계 정 과 목

금

액

자본

Ⅰ.비유동자산

4,670,464,292,472

유형자산

3,416,203,923,887

Ⅰ.지배기업 소유주지분

5,081,790,567,241

자본금

167,455,885,000

사용권자산

92,660,269,063

자본잉여금

378,260,981,655

투자부동산

82,613,075,239

자본조정

(37,950,156,424)

무형자산

51,339,280,6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957,411,156

공동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645,081,988,154

이익잉여금

4,565,066,445,8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36,247,933,531

Ⅱ.비지배지분

1,117,818,11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대여금 및 기타채권
이연법인세자산
파생상품자산

5,823,433,911
27,310,896,940
6,731,185,202

자본총계
부채
Ⅰ.비유동부채

89,513,638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순확정급여자산

4,781,278,623

장기미지급비용

기타비유동자산

1,581,513,684

차입금

Ⅱ.유동자산

3,445,210,514,447

재고자산
파생상품자산
매출채권
대여금 및 기타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유동자산
당기법인세자산

672,485,401,202
104,178,076,098
10,137,035,659
243,472,391,390

리스부채

70,305,916,626

780,319,057,437

순확정급여부채

17,464,510,547

54,272,219

이연법인세부채

185,650,370,169

832,138,739,284
1,172,046,864,718
622,937,474,397

파생상품부채

907,563,373

충당부채

154,676,873

기타비유동부채

40,214,860,467

37,610,642,695

Ⅱ.유동부채

2,360,281,020,363

103,463,697

매입채무

443,426,404,023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464,797,226,953

차입금

714,274,825,130

리스부채

532,872,000

미지급법인세

571,507,305,487

기타유동부채
단기금융보증부채

8,115,674,806,919

14,380,318,450
145,976,683,728
22,972,903

부채총계

3,032,766,421,565

부채및자본총계

8,115,674,806,919

위와 같이 공고함.

2022년

5,362,411,689

파생상품부채

충당부채

자산총계

5,082,908,385,354

3월

25일

대표이사 백 종 훈
감사의견 :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45기 연결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