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기 결 산 공 고
재무상태표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자산

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95,839,175,548

재고자산

6,791,318,75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5,974,305,267

단기차입부채

329,807,329,5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0,048,308,925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9,249,999,000

유동 파생금융자산

103,596,162,210

유동성사채

43,980,721,498

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8,223,978,664

기타유동금융부채

유동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5,755,170,547

충당부채

당기법인세자산

100,407,820

기타유동자산

5,897,784,323

유동자산 합계

436,252,306,789

비유동자산

672,549,414
130,000,000

기타유동부채

4,584,137,145

유동부채 합계

574,399,041,824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4,701,223,640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476,975,876
7,230,761,534

비유동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91,000,000

10,383,828,554

장기차입부채

109,000,000,000

사채

21,509,813,79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432,257,024

순확정급여부채

4,249,211,506

관계기업투자및공동기업투자

402,911,478,268

충당부채

종속기업투자

384,591,476,245

기타비유동부채

461,800,410

유형자산

223,464,514,388

이연법인세부채

33,153,724,102

투자부동산

101,501,200,282

비유동부채 합계

196,513,740,233

부채 총계

770,912,782,057

무형자산

13,250,743,725

영업권

24,616,839,964

사용권자산

11,966,997,015

장기선급비용

95,030,316

비유동자산 합계

1,187,098,241,253

12,323,104,846

자본
자본금

38,655,431,500

자본잉여금

495,182,169,411

자본조정

(33,426,352,663)

기타자본

(282,624,886)

적립금

13,489,976,113

이익잉여금

338,819,166,510

자본 총계

자산 총계

1,623,350,548,042

852,437,765,985

부채와 자본 총계

1,623,350,548,042

연결재무상태표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자산

부채

[비금융업자산]

[비금융업부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재고자산

유동부채
121,385,798,417
7,456,540,32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14,569,466,237

단기차입부채

362,472,967,13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04,622,121,90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35,938,854,618

유동성파생금융자산

11,517,962,944

유동성사채

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0,993,771,464

당기법인세부채

유동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5,755,170,547

기타유동금융부채

당기법인세자산
기타유동자산
유동자산 합계

294,729,864

유동충당부채

130,000,000

9,848,015,708

기타유동부채

6,961,390,704

443,119,526,861

유동부채 합계

736,507,250,908

비유동부채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6,652,199,435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9,063,608,617

장기차입부채

비유동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475,853,570

223,412,839

비유동자산

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3,980,721,498

7,239,612,359
291,000,000

17,128,017,498
246,096,527,203

사채

21,509,813,79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9,456,887,813

관계기업투자및공동기업투자

414,759,956,568

기타비유동부채

948,839,536

유형자산

428,882,267,892

순확정급여부채

12,665,620,987

투자부동산

13,891,741,023

279,133,755,880

비유동충당부채

무형자산

54,480,110,314

이연법인세부채

영업권

25,429,345,288

비유동부채 합계

사용권자산

11,283,063,178

비금융업부채 합계

36,237,080,537
367,934,528,388
1,104,441,779,296

기타비유동자산

95,030,316

순확정급여자산

214,185,392

예수부채

2,494,800,062,165

이연법인세자산

98,570,637

차입부채

189,052,383,101

비유동자산 합계

1,267,622,705,876

[금융업자산]
현금및예치금
대출채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320,379,970,506
2,564,920,042,985
55,419,000,311
899,917,036
1,079,945,102

유형자산

3,946,547,137

무형자산

기타금융부채

5,494,987,437

기타충당부채

1,251,839,652

당기법인세부채

2,796,127,573,405

부채 총계

3,900,569,352,701

12,593,366,509

자본
자본금

482,328,058,872
(33,426,352,663)

자본조정

569,240,771

기타자본

이연법인세자산

3,240,923,845
2,997,915,191,524

적립금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자본 총계

4,708,657,424,261

38,655,431,500

자본잉여금

8,831,192,700

자산 총계

9,811,381,840

금융업부채 합계

순확정급여자산
금융업자산 합계

95,716,919,210

기타부채

26,035,044,622

기타자산
사용권자산

[금융업부채]

부채와 자본 총계

(229,377,291)
13,489,976,113
299,928,083,606
800,745,820,137
7,342,251,423
808,088,071,560

4,708,657,424,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