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기 결 산 공 고
연 결 재 무 상 태 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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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67,915,262
5,304,254,030

Ⅰ. 유동부채
1. 매입채무

118,000,000

2. 기타단기채무

3. 매출채권

3,375,159,058

3. 기타유동부채

4. 기타단기채권

3,025,453,182

4. 단기차입금

5. 기타유동자산

5,928,228,882

6. 재고자산

3,816,820,110

Ⅱ. 비유동자산

30,061,416,010

1. 기타장기금융자산
2. 기타장기채권

금

액

부채

383,4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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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0,000

22,256,380,456
166,881,946
3,798,660,593
3,682,252,999
14,608,584,918
6,662,256,990
330,785,031
6,285,315,427
46,156,532
28,918,637,446

3.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4,829,163,724

자본

4. 관계기업투자

9,600,472,348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5. 유형자산

4,094,572,405

1. 자본금

30,796,611,000

6. 무형자산

5,598,407,061

2. 자본잉여금

82,529,647,280

7. 이연법인세자산

5,475,374,732

3. 기타자본

(6,970,340,490)

자산총계

17,385,907,482

4. 결손금

(88,970,010,308)

Ⅱ. 비지배지분

5,324,786,344

51,629,331,272

자본총계

22,710,693,826

자본 및 부채총계

51,629,331,272

위와 같이 공고함.
2019년 3월 25일

주식회사 큐로홀딩스
대표이사 조 중 기
감사의견 :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31기 연결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병 민

제31기 결 산 공 고
재 무 상 태 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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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90,113,144
1,549,902,107

Ⅰ. 유동부채
1. 매입채무

88,000,000

2. 기타단기채무

3. 매출채권

3,112,353,484

3. 기타유동부채

4. 기타단기채권

3,766,374,894

4. 단기차입금

5. 당기법인세자산

670,500

Ⅱ. 비유동부채

6. 기타유동자산

4,555,992,049

1. 확정급여부채

7. 재고자산

3,816,820,110

2. 장기차입금

Ⅱ. 비유동자산

27,711,538,211

1. 기타장기금융자산
2. 기타장기채권

금

액

부채

부채총계

21,883,341,746
166,881,946
3,513,021,322
3,559,074,360
14,644,364,118
6,403,411,266
324,011,266
6,079,400,000
28,286,753,012

344,197,000
자본

80,000,000

3.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4,829,163,724

Ⅰ. 자본금

30,796,611,000

4. 관계기업투자

9,600,472,348

Ⅱ. 자본잉여금

85,287,342,792

5. 종속기업투자

11,903,602,870

Ⅲ. 기타자본

(6,970,340,491)

6. 유형자산

504,538,444

7. 무형자산

449,563,825

자산총계

Ⅳ. 결손금

44,601,651,355

(92,798,714,958)

자본총계

16,314,898,343

자본 및 부채총계

44,601,651,355

위와 같이 공고함.
2019년 3월 25일

주식회사 큐로홀딩스
대표이사 조 중 기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31기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병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