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기 결 산 공 고
연 결 재 무 상 태 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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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38,936,101

Ⅰ. 유동부채

114,000,000

2. 기타단기채무

1,015,653,583

3,197,821,912

3. 기타유동부채

845,921,363

678,405,830
4,831,247,118

6. 재고자산

4,317,751,887

Ⅱ. 비유동자산

35,095,159,658
405,52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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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타장기채권

8,522,950,400

부채총계

3.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1,594,202,221

자본

7,727,289,446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5. 유형자산

12,730,508,314

6. 무형자산
7. 이연법인세자산

253,030,655

14,993,198,044
6,898,574,073
424,487,014
5,881,257,231
592,829,828
24,006,377,718
21,912,940,065

1. 자본금

39,676,712,500

2,185,323,872

2. 자본잉여금

87,377,532,238

1,929,363,709

3. 기타자본

(9,432,872,356)

4. 결손금
Ⅱ. 비지배지분
자산총계

17,107,803,645

1. 매입채무

5. 기타유동자산

4. 관계기업투자

액

999,709,354

4. 기타단기채권

1. 기타장기금융자산

금

부채

49,234,095,759

(95,708,432,317)
3,314,777,976

자본총계

25,227,718,041

자본 및 부채총계

49,234,095,759

위와 같이 공고함.
2020년 3월 23일

주식회사 큐로홀딩스
대표이사 조 중 기
감사의견 :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32기 연결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앤진회계법인

대표이사

강 인 중

제32기 결 산 공 고
재 무 상 태 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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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49,041,611
586,946,294

Ⅰ. 유동부채
1. 매입채무

17,048,787,027
64,351,353

94,000,000

2. 기타단기채무

1,119,551,904

3. 기타유동부채

834,636,126

736,096,905
4,682,490

4. 단기차입금
Ⅱ. 비유동부채

3,333,680,243

1. 확정급여부채

7. 재고자산

4,317,751,887

2. 장기차입금

Ⅱ. 비유동자산

29,219,667,604

2. 기타장기채권

액

2,875,883,792

6. 기타유동자산

1. 기타장기금융자산

금

부채

3. 기타비유동부채

320,661,100

부채총계

10,339,254,177

15,030,247,644
2,216,455,853
417,879,572
1,441,030,679
357,545,602
19,265,242,880

자본

3.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1,594,202,221

Ⅰ. 자본금

39,676,712,500

4. 관계기업투자

7,727,289,446

Ⅱ. 자본잉여금

90,135,227,750

5. 종속기업투자

8,016,374,148

Ⅲ. 기타자본

6. 유형자산
7. 무형자산
자산총계

825,854,804

Ⅳ. 결손금

396,031,708
41,168,709,215

(9,432,872,357)
(98,475,601,558)

자본총계

21,903,466,335

자본 및 부채총계

41,168,709,215

위와 같이 공고함.
2020년 3월 23일

주식회사 큐로홀딩스
대표이사 조 중 기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32기 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앤진회계법인

대표이사

강 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