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

과  목 제59기 기말 제58기 기말

자산

유동자산 95,740,933,773 70,635,548,509

  현금및현금성자산 22,092,333,905 37,773,536,367

  단기금융상품 4,000,000,000 4,000,000,000

  매출채권 16,410,999,831 21,880,119,452

  기타금융자산 1,110,170,798 3,912,201,329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49,965,665,037 -

  기타유동자산 2,093,119,564 2,719,444,244

  당기법인세자산 5,194,550 67,120

  재고자산 63,450,088 350,179,997

매각예정자산 - 25,336,821,096

비유동자산 50,578,923,336 69,835,589,24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813,330,002 494,445,2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462,800,000 1,408,200,000

  기타금융자산 18,414,966,086 6,256,723,086

  관계기업투자 88,625,537 101,722,894

  투자부동산 - 3,304,664,000

  유형자산 6,798,303,099 10,725,252,884

  무형자산 17,204,733,362 39,773,837,867

  기타비유동자산 2,417,089,329 2,326,802,066

  이연법인세자산 3,379,075,921 5,443,941,191

자 산 총 계 146,319,857,109 165,807,958,847

부채

유동부채 16,671,825,188 19,037,780,351

  매입채무 2,153,069,059 2,631,364,341

  기타금융부채 5,989,237,493 9,707,033,481

  당기법인세부채 925,309,617 457,950,374

  기타유동부채 4,781,710,719 6,241,432,155

  기타충당부채 2,822,498,300 -

비유동부채 10,983,545,142 9,919,106,918

  기타금융부채 3,999,898,027 6,517,839,744

  순확정급여부채 3,343,146,815 3,012,767,246

  기타비유동부채 203,853,569 -

  기타충당부채 3,436,646,731 388,499,928

부채 총계 27,655,370,330 28,956,887,269

자본

지배기업소유지분 118,221,573,102 136,395,621,938

  자본금 73,117,874,000 73,117,874,000

  자본잉여금 88,070,974,207 88,070,974,207

  결손금 -42,601,648,647 -24,473,735,75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55,984,000 602,119,948

  기타자본구성요소 -921,610,458 -921,610,458

비지배지분 442,913,677 455,449,640

자본 총계 118,664,486,779 136,851,071,578

자본과 부채 총계 146,319,857,109 165,807,958,847



[연결]

과  목 제59기 제58기

영업수익 81,049,278,892 99,287,415,456

영업비용 96,998,829,890 102,198,992,810

대손상각비 277,311,452 4,129,554,891

영업손실 -16,226,862,450 -7,041,132,245

기타수익 5,135,899,416 5,247,298,828

기타비용 4,422,791,755 3,139,664,909

금융수익 1,184,167,154 1,205,344,506

금융비용 353,866,868 392,329,696

영업권손상차손 - 59,215,043,983

관계기업투자관련손익 -13,097,357 208,318,81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4,696,551,860 -63,127,208,684

법인세비용 3,551,882,624  3,151,952,558

당기순손실 -18,248,434,484 -66,279,161,242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8,235,898,521 -66,212,229,905

  비지배지분 -12,535,963 -66,931,337

기타포괄손익 61,849,685 -175,695,29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07,985,633 -115,255,485

  관계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30,290,49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42,588,000 -63,414,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3,686,375 939,043

  해외사업환산손익 -45,037,573 32,325,644

당기총포괄손익 -18,186,584,799 -66,454,856,539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8,174,048,836 -66,387,925,202

  비지배지분 -12,535,963 -66,931,337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손실 -127 -461

  희석주당순손실 -127 -461



과  목 제59기 기말 제58기 기말

자산

유동자산 94,599,767,838 69,297,418,816

  현금및현금성자산 21,322,481,081 36,868,951,798

  단기금융상품 4,000,000,000 4,000,000,000

  매출채권 16,325,410,933 21,824,108,934

  기타금융자산 1,004,666,163 3,792,304,28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9,965,665,037 -

  기타유동자산 1,981,544,624 2,525,323,886

  재고자산 - 286,729,90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6,761,518,000

비유동자산 50,151,714,451 69,367,876,30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813,330,002 494,445,2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462,800,000 1,408,200,000

  기타금융자산 18,365,399,419 6,194,413,086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458,068,821 458,068,821

  투자부동산 - 3,304,664,000

  유형자산 6,444,590,400 10,326,163,665

  무형자산 16,814,301,506 39,654,122,510

  기타비유동자산 2,417,089,329 2,326,802,066

  이연법인세자산 3,376,134,974 5,200,996,902

자 산 총 계 144,751,482,289 165,426,813,120

부채

유동부채 15,954,109,952 18,276,102,517

  매입채무 2,079,150,623 2,614,245,954

  기타금융부채 5,796,658,223 9,556,695,659

  기타유동부채 4,330,493,189 5,647,210,530

  당기법인세부채 925,309,617 457,950,374

  기타충당부채 2,822,498,300 -

비유동부채 10,742,629,599 9,630,580,211

  기타금융부채 3,785,552,423 6,252,336,671

  기타비유동부채 203,853,569 -

  순확정급여부채 3,316,576,876 2,989,743,612

  기타충당부채 3,436,646,731 388,499,928

부채 총계 26,696,739,551 27,906,682,728

자본

  자본금 73,117,874,000 73,117,874,000

  자본잉여금 87,996,676,139 87,996,676,139

  결손금 -42,700,790,849 -23,192,815,19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55,984,000 513,396,000

  기타자본구성요소 -915,000,552 -915,000,552

자본 총계 118,054,742,738 137,520,130,392

자본과 부채 총계 144,751,482,289 165,426,813,120



과  목 제59기 제58기

영업수익 79,481,871,421 93,504,246,145

영업비용 95,528,232,401 96,901,350,091

대손상각비 277,311,452 4,129,554,891

영업손실 -16,323,672,432 -7,526,658,837

기타수익 3,605,161,312 416,253,999

기타비용 4,422,733,575 2,185,437,162

금융수익 1,180,977,107 1,197,041,946

금융비용 343,814,417 345,989,022

영업권손상차손 - 58,175,597,177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익 - -2,046,087,63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6,304,082,005 -68,666,473,889

법인세비용 3,311,879,282 3,352,506,517

당기순손실 -19,615,961,287 -72,018,980,406

기타포괄손익 150,573,633 -178,669,48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07,985,633 -115,255,48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42,588,000 -63,414,000

총포괄손실 -19,465,387,654 -72,197,649,891

주당손실

  기본주당순손실 -137 -501

  희석주당순손실 -137 -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