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I. 유동자산                         243,665,986,610 I. 유동부채                         184,491,768,231

 1. 현금및현금성자산                            54,781,391,760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2,291,256,361

 2. 단기금융상품                              1,000,000,000  2. 단기차입금                           117,472,036,739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0,622,212,357  3. 유동성장기부채                              4,000,000,000

 4. 매도가능금융자산                                  13,230,000  4. 당기법인세부채                              5,633,888,259

 5. 재고자산                           109,027,905,077  5. 충당부채                                997,582,595

 6. 기타자산                              8,221,247,416  6. 기타금융부채                                181,839,329

 7. 기타유동부채                              3,915,164,948

II. 비유동자산                         243,294,858,013 II. 비유동부채                           43,817,221,194

 1. 장기금융상품                              2,267,114,258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2,879,986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3,865,000,715  2. 장기차입금                            12,071,400,000

 3. 매도가능금융자산                                770,311,200  3. 종업원급여부채                            23,024,222,019

 4. 종속기업투자주식                            66,678,094,868  4. 이연법인세부채                              7,866,074,736

 5. 투자부동산                              3,572,277,473  5. 충당부채                                407,732,111

 6. 유형자산                           155,043,804,605  6. 기타금융부채                                174,912,342

 7. 무형자산                            10,933,140,222 부 채 총 계                         228,308,989,425

 8. 기타금융자산                                  71,371,329 자 본

 9. 기타자산                                  93,743,343  1. 자본금                            10,931,634,000

 2. 자본잉여금                            88,378,008,429

 3. 기타자본                            13,635,027,937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8,775,587

 5. 이익잉여금                           145,648,409,245

자 본 총 계                         258,651,855,198

자 산 총 계 486,960,844,623                        부채및자본총계                         486,960,844,623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I. 유동자산                         358,662,119,603 I. 유동부채                         299,070,352,132

 1. 현금및현금성자산                            98,436,111,567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2,783,223,516

 2. 단기금융상품                              1,981,900,000  2. 단기차입금                           202,091,774,339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1,076,773,504  3. 유동성장기부채                            12,236,999,676

 4. 매도가능금융자산                                  13,230,000  4. 당기법인세부채                              7,294,924,080

 5. 재고자산                           158,965,659,077  5. 충당부채                              1,392,362,948

 6. 당기법인세자산                                  64,936,630  6. 기타금융부채                                  96,000,000

 7. 기타자산                              8,123,508,825  7. 기타유동부채                              3,175,067,573

II. 비유동부채                           52,864,927,885

II. 비유동자산                         316,934,587,405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2,879,986

 1. 장기금융상품                              2,269,114,258  2. 장기차입금                            20,803,973,416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3,998,238,489  3. 종업원급여부채                            27,165,695,107

 3. 매도가능금융자산                                770,311,200  4. 이연법인세부채                              3,700,118,122

 4. 이연법인세자산                              1,560,251,738  5. 충당부채                                747,459,378

 5. 투자부동산                              3,572,277,473  6. 기타금융부채                                174,801,876

 6. 유형자산                           289,520,100,912 부 채 총 계                         351,935,280,017

 7. 무형자산                            14,193,214,481 자 본

 8. 기타금융자산                                  71,371,329 I.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323,201,793,877

 9. 기타자산                                979,707,525  1. 자본금                            10,931,634,000

 2. 자본잉여금                            88,378,008,429

 3. 기타자본                            13,635,027,937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75,275,219)

 5. 이익잉여금                           212,332,398,730

II. 비지배지분                               459,633,114

자 본 총 계                         323,661,426,991

자 산 총 계                         675,596,707,008 부채및자본총계                         675,596,707,008

위와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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