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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 몸통은 재벌이다!]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현황 발표 기자회견 

-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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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 몸통은 재벌이다!

-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실태 -

5대 재벌 보유 토지 23년 동안 ‘61조원, 6배’ 증가 

     ▶ 이명박 정부 이전 12년 12조 증가 (연평균 1조원) 
     ▶ 이명박 정부 이후 11년 49조 증가 (연평균 4.4조원) 

▶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1.5조원 증가
  

  ●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지시에도 재벌 보유토지자료 관료들 ‘공개거부?’
  ● 재벌 보유토지자료는 정부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해야

� 경실련은 30년 전인 1989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재벌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불로소득

근절,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감시 활동을 전개해 왔음. 2019년에도 5대 재벌 대상으로 

여러 차례 토지자산과 계열사 증가 등에 대해 조사발표. 그 과정에서 재벌들은 비생산적인 

경제활동(토지자산 증식,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 부동산 관리, 건설회사와 주택업체 등)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경실련은 5대 재벌의 23년 동안 토지자산 증식 현황과 역대 정부의 재벌

보유토지자료 공개실태를 알려,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핵심임을 알리고자 함. 나아가 

이를 통해 토지가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투명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 분석 기초자료는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가 공개했던 재벌보유토지자료 

(임원보유 포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토지 

장부가액,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 등을 활용하였음.

Ⅰ. 5대 재벌 보유 토지자산 분석결과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 (12.3조->73.2조)은 지난 23년 장부가 기준 61조원, 6배 증가

� 재벌의 부동산 투기, 토지자산 증식에 대한 공시와 규제, 환수장치가 미비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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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상위 5대 재벌그룹 소유 토지자산은 지난 23년간(1995~2018) 장부가액 

기준 12.3조원에서 73.2조원으로 약 61조원(6배)이 증가하였음.

 • 1995년까지 토지자산은 12.3조원이었고, 그 후 토지자산은 2007년까지 12년간 12조원

(약 2배, 연간 1조원)이 증가한 24.2조원이었음 그러나 2007년 이후 11년 동안에는 49조원

(연간 4.4조원)이 증가하여 2018년에는 73.2조원으로 늘었음.

<그림1> 5대 재벌 보유 토지자산 변화(1995~2018)

<표1> 5대 재벌 보유 토지자산(땅값) 장부가액 변화

                                                                                         

　
1995

(A)

2007

(B)

증감

(B-A)

2018

(C)

증감

(C-B)

증가총액

(C-A)
증가배수

현대차 2.2 5.3 3.1 24.7 19.4 22.5  11.3 
롯데 1.3 6.6 5.2  17.9 11.3  16.5 13.3 
삼성 3.7 7.7 4.1  14.0 6.3  10.3 3.8 
SK 1.8 3.1 1.3  10.4 7.3  8.5 5.7
LG 3.3 1.5 (-)1.7 6.2 4.7  3.0 1.9 

합계 12.3 24.2 12.0  73.2 49.0  60.9 6.0배 

(단위 : 조원)

   

 주) 1995년 자료 : 당시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가 발표한 재벌 및 임원 보유 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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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말 현재 토지 가액(땅값) 순위는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가장 많고, 롯데가 17.9조원, 

삼성 14조원, SK 10.4조원, LG 6.2조원 순임.

 • 지난 23년 동안 토지자산 증가는, 현대차가 22.5조원으로 가장 많고, 롯데 16.5조원, 

삼성 10.3조원, SK 8.5조원, LG 3조원 순임.

 • 23년 동안 토지자산(금액) 증가 배수는, 롯데가 13.3배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11.3배, 

SK 5.7배, 삼성 3.8배, LG 1.9배 임.

문재인 정부 5대 재벌 토지자산 변화

� 재벌 보유토지자료 공개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2018년 말까지 5대 재벌의 장부에 기재된 

토지자산은 총 2016년 71.7조원에서 2018년 73.2조원으로 총 1.5조원 증가

� 2016년 말과 비교할 경우 문재인 정부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삼성으로 5,994억원이 

증가, 다음 롯데 4,361억원, LG 2,727억원, 현대차 1,056억원, SK그룹 845억원 순

<그림2>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 변화(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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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문재인 정부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땅값) 변화(2018년 말 현재)
(단위 :백만원)

1995 그룹명 2016 2018 2년 간 증감액
(‘18-‘16)

2,191,755 현대차 24,581,331  24,687,008  105,677 
1,344,572 롯데 17,456,990  17,893,137  436,147 
3,655,107 삼성 13,398,300  13,997,711  599,411 
1,811,422 SK 10,274,853  10,359,425 84,572
3,259,858 LG 5,957,719  6,230,479  272,760 

12,262,714 합계 71,669,193  73,167,760  1,498,568  

Ⅱ. 역대 정부 재벌 보유토지자료 공개실태 

 1989년 노태우 정부의 자료공개 현황 

 � 30년 전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본연의 생산 활동에 

집중하도록 정책을 수립 토지공개념 도입,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재벌 부동산대출 사전 사후 심사와 규제 등의 정책을 펼쳤음.

 � 1989년과 1990년에는 당시 국세청,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재벌이 보유한 토지자료를 조사 공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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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 총보유 비업무용 비율(%)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삼성 30,016 25,166 1,517 1,560 5.0 6.2
현대 10,564 16,762 1,979 815 18.7 4.8
럭금 7,274 15,968 1,569 240 21.5 1.5
대우 4,859 14,602 434 181 8.9 1.2
한진 7,469 4,428 5,462 503 73.1 11.3
합계 60,182 76,926 10,961 3,299 18.2 4.3

     - 은행감독원이 1989년 5월 공식 발표한 30대 재벌(520개사)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은 1.2%였음. 그러나 1989년 8월 감사원이 수집한 기초자료에 따르면 재벌

그룹 23개 계열사 보유 토지(3,123만평)의 43%(1,353만평)가 비업무용토지로 분류 됨. 

이는 1990년 5월 당시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의 경실련에서 양심선언으로 드러났음.

<그림3> 재벌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감사원 보고기사

* 자료 :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감사원 보고서 관련 기사(한겨레신문 1990. 5. 12.)

 � 국세청은 1990년 6월 25일 당시 5대 재벌(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한진)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총보유 부동산(건물분 포함) 0.6억평의 18.2%(0.11억평)라고 발표했음

 
<표3> 국세청 발표 5대 재벌 보유 토지(1990. 6. 25.)

(단위 : 천평, 억원)

*자료 : 1990년 6월 25일 국세청 발표 재벌그룹 비업무용 토지 현황(1990. 6. 26. 한겨레신문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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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

토지소유현황

회사소유 임원소유 합 계

필지수 면적(평) 가액(백만) 필지수 면적(평) 가액(백만) 필지수 면적(평) 가액(백만)

삼성 9,742  4,796,377  3,171,570  4,684  6,316,081  483,537  14,426  11,112,458  3,655,107  

엘지 9,180  5,335,574  2,762,726  1,990  2,619,573  497,132  11,170  7,955,147  3,259,858  

현대 11,902  5,014,478  1,887,495  3,137  3,430,217  304,259  15,039  8,444,695  2,191,755  

선경 4,626  3,393,929  1,717,277  1,150  1,459,785  94,145  5,776  4,853,714  1,811,422  

롯데 2,534  1,881,573  1,188,560  1,301  3,154,617  156,012  3,835  5,036,190  1,344,572  

 합계 37,984 20,421,930  10,727,628  12,262 16,980,274  1,535,085  50,246 37,402,204  12,262,714  

 1995년 김영삼 정부 자료공개

 � 김영삼 정부는 93년 금융실명제 도입, 고위 공직자 자산 공개 95년 부동산 실명제 등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였음. 아울러 재벌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감시를 위해 당시 건설

교통부에서 재벌 부동산 소유(법인과 임원 등 개인소유)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음.

<표4> 5대 재벌 토지보유 현황(1995. 6. 20)

(단위 : 백만원, 평)

 

주) 1995년 그룹명은 당시 사용하던 그룹명

자료) 1995년 당시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가 발표한 재벌 및 임원 토지보유 현황

� 부동산실명제 실시(1995. 7. 1) 직전 1995년 6월 20일에 재벌 토지보유 현황 발표했음. 

부동산실명제 이전 임원들이 명의(차명)로 재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당시에는 

정부 각 부처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들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자료구축과 감시, 자료를 언론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었음.

� 1995년 6월 현재 재벌 보유 토지 가액은 12.2조원이고, 가액 순위는 삼성이 3.7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엘지 3.3조원, 현대 2.2조원, 선경 1.8조원, 롯데 1.3조원 순이었음

김대중-노무현 정부 자료공개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세부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함. 건설교통부에서는‘ 30대 

재벌기업들의 토지거래현황’ 을 파악하고, 국회를 통해 공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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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건설교통부의 30대 기업 토지거래 현황 국회공개 기사

*자료) 1998년 10월 12일 건설부가 국회 제출한 30대 기업 토지거래 현황 관련 기사(경향신문 1998. 10. 13.)

 � 1999년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업별 보유 토지면적, 공시지가, 장부가액을 공시했음. 이는 국제회계

기준이 시행된 이명박 정부 2011년 전까지 계속 공시를 했음.

 <그림5> 현대자동차 2010년 말 기준 토지자산 공시내용(감사보고서 주석)

 <그림6> 삼성물산 2010년 말 기준 토지자산 공시내용(감사보고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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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토지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합산 과세로 인해 재벌 토

지보유 현황 파악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과세

 *금융감독원 :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따른 법인토지자산 관련 세부 자료 보유

 *국토교통부 : 공시(가격)지가조사와 부동산 정보 총괄 부서 토지 보유현황 집계

재벌 보유 토지자료 공개 없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 재벌 보유 토지와 부동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음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핑계로 공시되던 공시지가의 공개도 사라졌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의 재벌 보유 토지 공시지가와 면적마저 공개되지 않음

 

재벌개혁 외치며, 재벌 보유 토지 현황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 못하는 문재인 정부

 � 2019년 3월 경실련은 5대 재벌 보유 토지 ▲필지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비업무용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보유면적만 공개

 � 경실련은 5대 재벌(2018년 기준)이 보유한 토지의 현황을 알기 위해 2019년 3월에 5대 

재벌 보유 토지 ▲필지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비업무용 및 비사업용 토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음.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재벌들의 토지보유현황에 대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소관이 아니거나, 정보가 부존재 또는 정보공개청구 타 부처 이송 통지 등으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5대 재벌 전체 보유 토지면적만 일부 숫자만 알려 왔음.

 � 1차 청구에서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재벌의 토지보유현황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했으나, 2차 청구에서도 해당 부처 역시, 정보 부존재 또는 납세자 개별과

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음. 하지만 관련 법률 및 책무에 따라 

해당 부처들은 재벌 법인 토지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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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청구내용 청구대상 결과

<1차> 
정보공개청구
(2019년 3월)

5대 재벌 보유 

▲필지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비업무용 및 
비사업용 토지
현황

국세청 ◾비공개 결정
행안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며 이송 후 종결처리
금감원 ◾국세청 소관이라며 이송 후 종결처리

국토부 ◾대한민국 총면적 대비 5대 재벌 전체 보유면적만 공개

<2차> 
정보공개청구
(2019년 8월)

5대 재벌 보유 

▲필지별 면적 
▲공시지가 
▲비업무용 및 
비사업용 여부
▲종부세액 등

국세청

◾비공개 결정 통지
(개별 과세정보 해당, 해당 자료 발췌를 위해서는 재산세 
부과자료 토대로 새로운 정보 생성, 가공, 취합해야 하나,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서 직접 생산 및 관리하지 않음)

국토부
◾정보 부존재 통지
(개별 법인의 토지보유 정보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음)

▲ 정동영 대표 =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을 다시 살리고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방

침을 복원하시라. 30대 재벌기업이 가진 비업무용 토지 정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

개하라. 공개만으로 개혁이 시작된다. 노태우 정부도 공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왜 못하느냐.

▲ 문재인 대통령 = 김상조 정책실장이 적극적으로 잘 챙기고 잘 검토해서 보고하라.

<표5>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7월 18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

표의 30대 재벌 비업무용 토지 정보 공개요청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이 적극적으로 

잘 챙기고 잘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음. 그러나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아직 관련 

자료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2019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업무용 토지 세제 감면을 

지적한 것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보유를 줄이는 것을 세

정의 원칙으로 두겠다.” 는 답변을 했음. 하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도 없음. 문재인 정

부는 재벌의 토지 등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한 정보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표6>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대화 내용(2019. 7. 18)

*자료) 연합뉴스 2019년 7월 18일자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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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2019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홍남기 부총리 대화(2019. 10. 4.)

▲심상정 의원 : 기업보유 토지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비업무용 토지 획득에 대해 방임적

이었기에 가능했다."며 "사실상 기재부가 주범"이라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각종 세제 

감면을 지적

▲홍남기 부총리 : "각종 인허가 및 정책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세

제유예 기간을 늘렸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를 줄이는 것을 세정의 원칙으로 두

겠다"고 사실상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과다보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

*자료) 세정신문 (2019. 10. 4. ) 기사 인용

Ⅲ. 경실련 의견 

� 재벌이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에 주력하도록 과거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에 대한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강제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 등의 대출규제 등 강력한 조치를 했음. 아울러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 보유현황에 대해 각 관련 부처에서 자료를 구축하여 

모든 자료를 공개했음. 이러한 조치들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라졌음.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30대 재벌들의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했고, 국회에 자료제출까지 했음. 나아가 1999년 전자공시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주석을 통해 기업별 

보유 토지면적, 공시지가, 장부가액은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을 빌미로, 기업회계기준을 변경

하여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던 기업별 보유 토지면적, 공시지가가 사라졌음. 

정부 관련 부처들 또한 재벌 토지 보유현황에 대해 자료를 감추고 있음.

�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와 부동산 투기근절을 입으로 외치면서, 

재벌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재벌 보유토지자료 관련 지시를 했으나, 경실련 

2차 정보공개청구에서도 어느 부처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12월 3일 경실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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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에서도 발표되었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원 폭등했음.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들도 이득을 봤겠지만, 최대 수혜자는 재벌기업들이라고 판단됨.

� 5대 재벌의 보유 토지는 이명박과 정부 2007년 24.2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2018년 말 

73.2조원로 49조원이 증가했음, 그리고 문재인 정부만 2016년 71.7조원에서 2018년 73.2조원

으로 불과 2년 동안 1.5조 증가했음. 특히 삼성(5994억원)과 롯데(4,361억원)가 많이 증가했음.

� 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 부동산 투기와 몸집 불리기 등에 대해 소홀 또는 관대한 

정책들로 인해,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 투기와 토지자산 증식을 해왔음. 상위 5대 재벌

그룹 보유 토지자산은 지난 23년간(1995~2018) 장부가액 기준 12.3조원에서 73.2조원으로 

약 61조원 6배가 증가했음. 취득가 대비 시세로 환산했을 경우, 더욱 심각함.

� 재벌의 부동산 투기 방지와 불로소득 환수장치의 부재는 본업인 영업에 주력하기보다, 

오히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에 몰두하도록 유인을 제공함. 나아가 

재벌들의 땅 사 모으기는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생계와 존재가 위협을 받음에도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방치 해왔음.

 • 특히 재벌들이 업무용· 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해도 외면하고 

있고, 감시도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음.

 •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 공공재’ 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 경실련은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땅을 이용한 세습, 비생산적인 활동 등을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우선 제안함.

 1.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2.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상시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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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롯데 계열사의 신격호 총괄회장 소유 땅 인수 내역(2000년 이후) 

  - 재벌들이 빈번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세 및 공시지가 등 자료 공개가 제

대로 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음 

                                                     (단위: ㎡, 백만원)

*자료 : 재벌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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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30대 대기업 및 임원의 토지보유 현황 (1995. 6. 20.현재)

그룹명
계열

회사수

소속

임원수

토지소유현황
회사소유 임원소유 합 계

필지수 면적(㎡) 가액(백만) 필지수 면적(㎡) 가액(백만) 필지수 면적(㎡) 가액(백만)
고합 3 122 34 33,072 468 226 738,918 9,603 260 771,990 10,071 
극동 10 107  892  5,040,531  203,242  848  2,311,575  64,628  1,740  7,352,107  267,870  
금호 19 233  3,551  8,599,420  916,142  816  2,986,565  76,839  4,367  11,585,984  992,981  
기아 10 148  1,114  5,684,252  854,391  525  1,383,097  30,169  1,639  7,067,349  884,560  
대림 12 176  5,053  9,780,149  1,476,096  727  2,178,375  90,425  5,780  11,958,525  1,566,520  
대우 17 227  17,098  13,278,841  2,467,999  1,252  7,037,164  99,920  18,350  20,316,005  2,567,918  
동국 13 119  3,114  2,614,956  679,040  469  1,171,864  39,584  3,583  3,786,821  718,624  
동부 9 243  2,570  4,831,554  750,271  927  4,318,058  124,063  3,497  9,149,612  874,334  
동아 12 158  1,082  2,617,472  479,804  522  3,760,196  141,301  1,604  6,377,668  621,105  
동양 14 143  1,202  10,676,487  262,390  377  1,288,860  34,667  1,579  11,965,347  297,057  
두산 21 313  2,824  17,635,100  1,245,023  1,072  3,156,218  84,060  3,896  20,791,318  1,329,084  
엘지 44 580  9,180  17,607,394  2,762,726  1,990  8,644,591  497,132  11,170  26,251,985  3,259,858  
롯데 27 318  2,534  6,209,190  1,188,560  1,301  10,410,237  156,012  3,835  16,619,427  1,344,572  
미원 14 146  623  1,540,049  428,663  592  1,966,819  69,496  1,215  3,506,868  498,159  
벽산 13 145  2,707  900,192  293,673  269  948,924  42,942  2,976  1,849,115  336,615  
삼미 6 63  333  1,065,825  204,049  294  1,802,885  26,260  627  2,868,710  230,309  
삼성 33 941  9,742  15,828,043  3,171,570  4,684  20,843,068  483,537  14,426  36,671,111  3,655,107  
선경 24 410  4,626  11,199,965  1,717,277  1,150  4,817,292  94,145  5,776  16,017,257  1,811,422  
쌍용 23 296  6,107  28,216,926  778,381  1,559  3,708,671  169,985  7,666  31,925,597  948,366  
우성 3 41  5,948  11,735,079  382,871  191  1,017,609  20,839  6,139  12,752,688  403,710  
진로 10 106  878  5,056,403  435,948  299  1,471,945  29,634  1,177  6,528,347  465,582  

코오롱 18 190  1,408  2,300,031  174,922  515  1,613,333  46,228  1,923  3,913,364  221,149  
한라 7 98  1,365  4,442,118  128,166  253  1,056,472  16,544  1,618  5,498,589  144,710  
한보 10 76  1,366  2,919,961  176,488  532  1,736,352  166,821  1,898  4,656,312  343,309  
한일 7 116  129  843,355  163,283  655  2,408,622  115,839  784  3,251,977  279,122  
한진 21 256  2,187  13,662,670  1,478,945  721  5,419,660  107,816  2,908  19,082,330  1,586,761  
한화 19 211  4,141  52,172,829  2,667,639  865  3,670,891  56,210  5,006  55,843,720  2,723,849  
해태 9 87  379  795,783  155,742  267  806,081  28,386  646  1,601,865  184,128  
현대 31 551  11,902  16,547,778  1,887,495  3,137  11,319,715  304,259  15,039  27,867,493  2,191,755  
효성 13 177  950  3,166,875  483,704  944  8,384,600  239,957  1,894  11,551,475  723,661  
계 472 6,797  105,039  277,002,300  28,014,968  27,979  122,378,657  3,467,301  133,018  399,380,956  31,48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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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30대 대기업 및 임원의 토지 현황(1995. 6. 20.현재) 원본(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발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