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기 결 산 공 고
재 무 상 태 표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큐로홀딩스
계 정 과 목

(단위 : 원)
금

액

계 정 과 목

자산
Ⅰ. 유동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 기타단기금융자산
3. 매출채권
4. 기타단기채권
5. 당기법인세자산
6. 기타유동자산

1,231,824,480

Ⅰ. 유동부채
1. 매입채무

2,063,775,550

1,325,635,943

3. 기타유동부채

1,047,859,102

4. 단기차입금

8,242,739,632

844,037,853
217,240

Ⅱ. 비유동부채

7. 재고자산

2,954,586,108

2. 장기차입금

31,580,493,345
5,443,699,989
5,089,875,000
10,910,790,304

5. 종속기업투자

8,868,930,927

7. 무형자산
자산총계

부채총계

10,486,267,649
336,481,410
10,149,786,239
21,944,986,602

261,726,000

4. 관계기업투자
6. 유형자산

104,344,669

2. 기타단기채무

Ⅱ. 비유동자산

3.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11,458,718,953

85,000,000

1. 확정급여부채

2. 기타장기채권

액

부채
11,060,090,477

4,618,788,853

1. 기타장기금융자산

금

528,848,182

자본
Ⅰ. 자본금

30,096,611,000

Ⅱ. 자본잉여금

81,558,950,128

Ⅲ. 기타자본

(5,534,062,420)

Ⅳ. 결손금

476,622,943
42,640,583,822

(85,425,901,488)

자본총계

20,695,597,220

자본 및 부채총계

42,640,583,822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3월 27일

주식회사 큐로홀딩스
대표이사 조 중 기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30기 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병 민

제30기 결 산 공 고
연 결 재 무 상 태 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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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4,920,954
1,661,987,853

3. 기타유동부채

1,162,787,177

4. 단기차입금

8,208,454,832

6. 재고자산

2,954,586,108

Ⅱ. 비유동자산

42,029,223,150
348,14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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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0,000

부채총계

5,089,875,000

자본

10,910,790,304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5. 유형자산

4,798,675,404

6. 무형자산
7. 이연법인세자산

자산총계

104,344,669
2,230,760,909

5,515,366,988

4. 관계기업투자

1. 매입채무

11,706,347,587

2. 기타단기채무

5. 기타유동자산

3.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Ⅰ. 유동부채

222,500,000
812,761,858

2. 기타장기채권

액

부채
12,832,123,761

4. 기타단기채권

1. 기타장기금융자산

금

13,609,479,724
508,158,977
13,062,976,284
38,344,463
25,315,827,311
24,980,035,476

1. 자본금

30,096,611,000

10,349,008,175

2. 자본잉여금

81,558,950,128

10,452,725,878

3. 기타자본

(5,534,062,420)

4. 결손금

(81,141,463,232)

Ⅱ. 비지배지분

4,565,484,124

54,861,346,911

자본총계

29,545,519,600

자본 및 부채총계

54,861,346,911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3월 27일

주식회사 큐로홀딩스
대표이사 조 중 기
감사의견 :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30기 연결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병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