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기 결 산 공 고
연 결 재 무 상 태 표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큐로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계 정 과 목

(단위 : 원)

금

액

계 정 과 목

자산
Ⅰ. 유동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 기타단기금융자산
3. 매출채권

2,439,380,025

Ⅰ. 유동부채

1,495,165,369

470,700,000

2. 기타단기채무

1,531,735,607

1,160,966,728

3. 기타유동부채

5. 기타유동자산

3,178,976,634

6. 재고자산

3,594,157,296

Ⅱ. 비유동자산

79,554,646,495
390,461,013

4. 단기차입금
Ⅱ. 비유동부채
1. 확정급여부채
2. 장기차입금
3. 기타비유동부채

80,000,000

부채총계

3.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5,488,715,000

자본

4. 관계기업투자

9,870,981,441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5. 유형자산

5,687,421,533

6. 무형자산
7. 이연법인세자산

자산총계

15,232,986,424

1. 매입채무

519,246,054

2. 기타장기채권

액

부채
11,363,426,737

4. 기타단기채권

1. 기타장기금융자산

금

710,212,522
11,495,872,926
4,656,143,745
483,934,421
4,128,930,498
43,278,826
19,889,130,169
53,452,294,730

1. 자본금

30,096,611,000

43,456,744,543

2. 자본잉여금

81,783,760,108

14,970,783,978

3. 기타자본

(3,662,396,389)

4. 결손금

(54,765,679,989)

Ⅱ. 비지배지분

17,967,109,346

90,918,073,232

자본총계

71,419,404,076

자본 및 부채총계

91,308,534,245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3월 21일

주식회사 큐로홀딩스
대표이사 조 중 기
감사의견 :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29기 연결재무제표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병 민

제29기 결 산 공 고
재 무 상 태 표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큐로홀딩스
계 정 과 목

(단위 : 원)
금

액

계 정 과 목

자산
Ⅰ. 유동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

액

부채
11,507,799,625

15,240,790,991

1. 매입채무

1,495,165,369

70,000,000

2. 기타단기채무

1,599,250,520

3. 매출채권

1,009,146,297

3. 기타유동부채

4. 기타단기채권

3,446,014,785

4. 차입금

2. 기타단기금융자산

5. 당기법인세자산
6. 기타유동자산

1,383,149,938

Ⅰ. 유동부채

407,970
2,004,923,339

7. 재고자산

3,594,157,296

Ⅱ. 비유동자산

57,508,529,831

1. 기타장기금융자산
2. 기타 장기채권

Ⅱ. 비유동부채
1. 확정급여부채
부채총계

611,830,176
11,534,544,926
323,243,735
323,243,735
15,564,034,726

242,989,000
10,555,390,210

자본

3.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5,488,715,000

Ⅰ. 자본금

30,096,611,000

4. 관계기업투자

9,870,981,441

Ⅱ. 자본잉여금

81,783,760,108

5. 종속기업투자

29,388,147,113

Ⅲ. 기타자본

(3,662,396,390)

6. 유형자산
7. 무형자산
자산총계

782,785,549

Ⅳ. 결손금

(54,765,679,988)

1,179,521,518

자본총계

53,452,294,730

69,016,329,456

자본 및 부채총계

69,016,329,456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3월 21일

주식회사 큐로홀딩스
대표이사 조 중 기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29기 재무제표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병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