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산

I. 유동자산 199,189,158,32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1,597,234,527       

 2. 단기금융상품 3,399,082,710        

 3. 매출채권 80,169,759,701       

 4. 기타수취채권 1,810,126,125        

 5. 임차보증금 5,229,259,896        

 6. 기타유동자산 9,702,074,423        

 7. 재고자산 67,605,608,693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9,676,012,245        

II. 비유동자산 343,551,746,043     

 1. 장기대여금 697,900,000           

 2. 기타금융자산 9,087,948,393        

 3. 임차보증금 12,036,707,162       

 4.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 2,707,397,608        

 5. 유형자산 285,658,176,517     

 6. 무형자산 16,171,984,991       

 7. 투자부동산 9,728,742,384        

 8. 이연법인세자산 -

 9. 기타비유동자산 7,462,888,988        

자   산   총   계 542,740,904,363 

부               채

I. 유동부채 182,864,734,064     

 1. 매입채무 22,964,441,877       

 2. 기타지급채무 31,368,857,864       

 3. 단기차입금 93,413,323,860       

 4. 유동성장기부채 18,398,150,000       

 5. 유동성사채 6,969,491,227        

 6. 파생상품부채 64,621,740             

 7. 선수금 4,324,846,207        

 8. 기타유동부채 1,791,496,573        

 9. 당기법인세부채 3,569,504,716        

II. 비유동부채 49,556,918,252       

 1. 임대보증금 1,505,306,408        

 2. 장기차입금 12,994,519,003       

 3. 사채 -

 4. 기타금융부채 13,093,658,983       

 5. 순확정급여부채 5,323,647,035        

 6. 충당부채 5,814,240,920        

 7. 이연법인세부채 10,825,545,903       

부   채   총   계 232,421,652,316 

자               본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27,080,118,627 

   1.자본금 14,614,375,000 

   2.자본잉여금 18,028,032,332 

   3.자본조정 (14,914,078,379)

   4.기타포괄손익누계액 35,619,541,332

   5.이익잉여금 173,732,248,342 

II. 비지배지분 83,239,133,420 

자   본   총   계 310,319,252,047 

부채및자본총계 542,740,904,363 

위와여히 공고함.

감사의견 :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38기 연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제 38 기 결산공고
연결재무상태표

(2018년 12월 31일 현재)

2019년 04월 01일

태경산업㈜
대표이사 문희철



자               산

I. 유동자산 57,743,615,270

 1. 현금및현금성자산 3,130,740,159

 2. 단기금융상품 2,001,796,055

 3. 매출채권 16,790,478,285

 4. 기타수취채권 340,080,094

 5. 유동성임차보증금 5,229,259,896

 6. 기타유동자산 3,284,094,793

 7. 재고자산 18,989,202,088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7,977,963,900

II. 비유동자산 138,118,972,885

 1. 장기금융상품 782,168,500

 2. 임차보증금 8,055,584,277

 3. 기타금융자산 5,985,050,000

 4. 종속기업투자주식 66,297,394,753

 5. 관계기업투자주식 2,015,500,000

 6. 유형자산 50,674,327,145

 7. 무형자산 603,204,840

 8. 투자부동산 1,370,988,858

 9. 기타비유동자산 2,334,754,512

자   산   총   계 195,862,588,155

부               채

I. 유 동 부 채 33,539,141,821

 1. 매입채무 5,180,320,080

 2. 단기차입금 14,200,000,000

 3. 미지급금 4,378,411,382

 4. 미지급비용 1,817,474,179

 5. 기타지급채무 1,052,421,948

 6. 선수금 3,931,047,256

 7. 기타유동부채 1,194,623,226

 8. 당기법인세부채 1,784,843,750

II. 비 유 동 부 채 7,615,142,433

 1. 순확정급여부채 649,585,014

 2. 이연법인세부채 3,508,967,279

 3. 파생상품부채 3,456,590,140

부   채   총   계 41,154,284,254

자               본

I. 자본금 14,614,375,000

II. 자본잉여금 11,021,846,258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558,353,498)

IV. 이익잉여금 132,630,436,141

자   본   총   계 154,708,303,901

부채및자본총계 195,862,588,155

위와여히 공고함.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38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제 38 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18년 12월 31일 현재)

2019년 04월 01일

태경산업㈜
대표이사 문희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