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결 산 공 고
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2019년 12월 31일 현재
과

(단위 : 원)
목

2019년 12월 31일 현재

금액

과

자산

(단위 : 원)
목

자산

Ⅰ.유동자산

1,341,111,080,843

현금및현금성자산

1,250,058,080

Ⅰ. 유동자산

2,079,125,527,604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자산

23,018,747,103

단기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777,282,22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67,005,412,69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재고자산

666,607,822,642

재고자산

33,329,071,689

당기법인세자산

기타유동자산

39,122,686,414

기타유동자산

2,718,652,124,816

장기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유형자산

27,104,174,827

장기금융자산

36,249,518,547
1,634,569,989,666

투자부동산

8,787,592,721

무형자산

109,612,810,218

기타비유동자산
산

Ⅱ. 비유동자산

627,706,194,980

총

2,056,328,471
계

4,059,763,205,659

부채
1,688,900,349,341

2,398,439,7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유형자산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66,878,789,526

43,541,688,123
29,268,008,347
300,281,402,617
106,629,440,004
2,459,266,123,496

투자부동산

64,912,924,663

무형자산

181,526,715,100

이연법인세자산
산

96,230,067,106
3,213,977,388,158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자

1,531,252,423

16,292,231,324

기타비유동자산

Ⅰ.유동부채

11,636,268,624

56,855,446,35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110,257,166
271,455,258,220

851,593,739,607

877,647,303,28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Ⅱ.비유동자산

115,963,486,540
67,667,963,67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자

금액

총

9,860,414,734
계

5,293,102,915,762

부채

단기차입금및사채

1,214,882,158,300

기타유동금융부채

15,349,310,36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기타유동부채

57,002,553,276

단기차입금및사채

1,549,344,607,503

충당부채

20,691,265,212

기타유동금융부채

20,072,266,223

당기법인세부채

14,096,272,667

기타유동부채

69,225,468,701

충당부채

22,238,445,552

Ⅱ.비유동부채

560,031,953,91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장기차입금및사채

9,534,732,974
475,855,997,008

Ⅰ. 유동부채

2,245,001,139,302

매각예정부채

560,686,678,539

4,796,273,293

당기법인세부채

18,637,399,491

기타금융부채

16,310,135,200

확정급여부채

17,786,549,124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이연법인세부채

29,059,823,981

장기차입금및사채

11,484,715,624

확정급여부채

32,546,875,807

이연법인세부채

62,625,147,03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6,386,878,753
20,584,030,661

기타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2,248,932,303,252

자본

Ⅱ. 비유동부채

Ⅰ.자본금

148,733,500,000

기타비유동부채

Ⅱ.자본잉여금

996,918,506,013

충당부채

Ⅲ.이익잉여금

769,143,158,966

Ⅳ.기타자본구성요소
자

본

총

-103,964,262,572

부

채

921,765,333,286

717,970,115
총

계

1,810,830,902,407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부채및자본총계

4,059,763,205,659

자본금

2019년12월 31일 및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
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982,379,101,686

연결이익잉여금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의

1,013,056,072,605

기타자본구성요소

-128,324,523,854

Ⅱ. 비지배지분
자

본

2,015,844,150,437
148,733,500,000

자본잉여금

감사의견

3,166,766,472,588

자본

계

위와같이 공고함.

27,965,481,222
750,938,949,697

총

110,492,292,737
계

2,126,336,443,174

부채및자본총계

5,293,102,915,762

위와같이 공고함.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19년 12
월 31일 및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
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2020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마곡동)

대표이사 사장 장 희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