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결 산 공 고
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과

(단위 : 원)
목

2021년 12월 31일 현재

금액

과

자산

(단위 : 원)
목

금액

자산

Ⅰ.유동자산

1,367,668,696,118

현금및현금성자산

15,905,793,774

Ⅰ. 유동자산

2,213,219,051,329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자산

9,531,679,131

단기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843,406,53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82,535,868,702

재고자산

690,970,324,398

240,547,796,311
39,488,643,06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재고자산

4,843,406,532
819,377,012,472
1,008,156,850,07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1,852,380,00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42,599,633,132

기타유동자산

32,609,211,558

기타유동자산

58,106,550,223

당기법인세자산
Ⅱ.비유동자산

2,952,214,114,045

Ⅱ. 비유동자산

25,500,000

장기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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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809,548

32,629,708,383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828,246,02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08,716,112,37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34,640,948,715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1,638,989,001,598

투자부동산

1,990,195,242

무형자산

99,159,520
3,388,066,214,570

97,760,737,959

유형자산

41,370,154,342
28,338,007,454
333,489,299,868
301,888,487,745
2,418,484,952,413

투자부동산

70,783,955,043

무형자산

133,517,860,558

이연법인세자산

3,106,081,116

이연법인세자산

27,511,713,137

순확정급여자산

16,800,244,274

순확정급여자산

20,678,163,497

기타비유동자산

2,727,338,352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4,319,882,810,163

자

1,571,699,890,403

Ⅰ. 유동부채

부채
Ⅰ.유동부채

산

총

10,859,810,965
계

5,601,285,265,899

부채
2,232,369,975,65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18,666,451,36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단기차입금및사채

951,858,956,804

단기차입금및사채

1,303,137,422,221

기타유동금융부채

17,792,777,817

기타유동금융부채

22,713,710,580

기타유동부채

57,273,152,582

기타유동부채

84,520,702,007

충당부채
당기법인세부채
Ⅱ.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장기차입금및사채
기타금융부채
종업원급여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비유동충당부채
부
채
총
계
자본
Ⅰ.자본금
Ⅱ.자본잉여금
Ⅲ.이익잉여금
Ⅳ.기타자본구성요소
자
본
총
계
부채및자본총계
위와같이 공고함.

1,951,226,649
24,157,325,190
536,960,145,552
4,981,708,766
498,348,622,623
19,182,097,287
5,184,488,795
7,108,298,081
2,154,930,000
2,108,660,035,955
151,434,755,000
1,046,326,339,493
1,079,848,107,518
(66,386,427,803)
2,211,222,774,208
4,319,882,810,163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의
2021년 12월 31일 및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

충당부채

780,987,173,937

4,929,759,512

당기법인세부채
Ⅱ.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장기차입금및사채
종업원급여부채
이연법인세부채
기타비유동금융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비유동충당부채
부
채
총
계
자본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연결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Ⅱ. 비지배지분
자
본
총
계

36,081,207,399
818,349,262,500
15,206,657,036
656,731,629,808
17,158,761,924
87,454,949,415
24,623,881,793
13,999,717,066
3,173,665,458
3,050,719,238,156

부채및자본총계

5,601,285,265,899

2,437,015,203,155
151,434,755,000
990,290,309,621
1,354,450,576,285
(59,160,437,751)
113,550,824,588
2,550,566,027,743

위와같이 공고함.

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감사의견

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21년 12
월 31일 및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2022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마곡동)

대표이사 사장 장 희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