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재 상태표 연결재 상태표

(2018년 12월 31일  재) (단 :원)

계 과목 액 계 과목 액

자          산 3,687,211,659,758 자          산 5,275,874,284,165

   동자산  944,326,320,432    동자산  1,691,202,854,302

     및 자산 167,913,575,331      및 자산 396,643,798,594

    단 상품 16,900,000,000     단 상품 16,900,000,000

    매출채권 366,543,882,998     매출채권 556,088,266,669

     타채권 26,970,752,630      타채권 25,779,856,991

    재고자산 302,460,220,070     재고자산 614,747,846,838

     타 동 자산 1,506,120,000      타 동 자산 23,590,117

     타 동자산 62,031,769,403      타 동자산 81,019,495,093

   동자산  2,742,885,339,326    동자산  3,584,671,429,863

    장 상품 12,000,000     장 상품 24,000,000

    장 타채권 36,670,833,799     장 타채권 78,324,507,595

    종속 업 자 1,631,700,027,844      계 업및공동 업 자 52,392,994,727

     계 업및공동 업 자 10,682,106,383     이연법인 자산 21,123,266,919

    이연법인 자산 24,030,666,157      자산 1,813,288,570,135

     자산 819,249,787,896      자부동산 45,184,246,888

     자부동산 39,633,924,722      자산 1,544,973,448,428

     자산 154,545,334,039      타 동 자산 10,397,354,014

     타 동 자산 9,902,099,437      타 동자산 18,963,041,157

     타 동자산 16,458,559,049

부          채 878,727,689,207 부          채 1,681,854,156,165

   동부채 759,176,531,069    동부채 1,358,883,491,897

    매입채 121,161,502,259     매입채 215,581,212,474

     타채 123,611,556,763      타채 258,640,013,188

    단 차입 61,501,591,173     단 차입 210,810,384,650

     동 사채 149,962,324,254      동 장 차입 13,566,080,000

    당 법인 부채 149,300,073,429      동 사채 149,962,324,254

    이연 익 9,779,600,867     당 법인 부채 192,627,804,993

    반품충당부채 1,766,022,819     이연 익 25,709,462,787

     타 동 부채 106,743,216,322     환불부채 16,700,325,094

     타 동부채 35,350,643,183      타 동 부채 199,699,051,620

     타 동부채 75,586,832,837

   동부채 119,551,158,138    동부채 322,970,664,268

    사채 99,907,049,975     장 차입 7,132,160,000

     보증 3,973,393,140     사채 99,907,049,975

     타 동 부채 7,889,675,800      보증 7,325,045,936

     타 동부채 7,781,039,223     퇴직 여부채 34,256,838,606

    이연법인 부채 119,995,728,100

     타 동 부채 23,936,993,871

     타 동부채 30,416,847,780

자          본 2,808,483,970,551 자          본 3,594,020,128,000

  지배 업소 주지분 3,512,066,419,513

    자본 88,589,470,000     자본 88,589,470,000

    자본잉여 97,325,737,783     자본잉여 97,325,737,783

    이익잉여 2,693,293,687,104     이익잉여 3,563,364,542,417

     타포 손익누계액 (96,723,466)      타포 손익누계액 (121,624,601,514)

     타자본항목 (70,628,200,870)      타자본항목 (115,588,729,173)

   지배지분 81,953,708,487

부채  자본총계 3,687,211,659,758 부채  자본총계 5,275,874,284,165

 표 이 사     진  

    표이사 부회장   차         용

울특별시 종로구 새 안로 58 LG 화 빌딩

2019 년 3 월 15일

 같이 공고함.

감사의견 :   재 상태표 및 연결재 상태표를 포함한  18  재 표는

한국채택국 회계 에 따라  요 의  에  공 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     회  계  법  인

제18기 결산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