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1 기 결산공고
연결재무상태표

(2021년 12월 31일 현재)

태경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원)

과               목 금       액

  자                산

Ⅰ. 유동자산 247,842,076,191

　　현금및현금성자산 43,100,731,728

　　단기금융상품 61,427,427,908

　　매출채권 67,598,852,200

　　기타수취채권 1,256,047,409

　　단기임차보증금 869,473,339

　　기타유동자산 7,534,975,761

　　재고자산 65,970,230,522

　　유동파생상품자산 84,337,324

Ⅱ. 비유동자산 336,884,169,733

　　장기대여금 583,985,543

　　기타금융자산 9,258,318,764

　　장기임차보증금 7,988,629,419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2,799,766,952

　　유형자산 278,480,493,496

　　사용권자산 1,878,913,358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25,220,346,568

　　투자부동산 8,061,685,980

　　기타비유동자산 2,612,029,653

　자   산   총   계 584,726,245,924

  부                채

Ⅰ. 유동부채 165,892,107,607

　　매입채무 33,120,801,930

　　기타지급채무 27,556,084,441

　　단기차입금 61,256,5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2,225,982,897

　　유동파생상품부채 -

　　단기선수금 32,433,484

　　기타유동부채 3,140,278,813

　　기타금융부채 21,811,936,327

　　당기법인세부채 6,748,089,715

Ⅱ. 비유동부채 33,355,543,214

　　장기지급채무 1,624,087,705

　　장기차입금 750,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순확정급여부채 1,161,407,142

　　산림훼손복구충당부채 5,822,913,445

　　이연법인세부채 23,997,134,922

　부   채   총   계 199,247,650,821

  자                본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262,461,194,850

　　자본금 14,614,375,000

　　자본잉여금 24,234,385,234

　　기타자본조정 (17,467,968,39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8,905,651,022

　　이익잉여금(결손금) 192,174,751,990

Ⅱ. 비지배지분 123,017,400,253

　자   본   총   계 385,478,595,103

자 본 과 부 채 총 계 584,726,245,924

위와 같이 공고함.

2022년 03월 25일

태경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해련

감사의견 :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41기 연결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제 41 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21년 12월 31일 현재)

태경산업 주식회사 (단위:원)

과               목 금       액

  자                산

Ⅰ. 유동자산 51,225,497,386

　　현금및현금성자산 8,972,413,342

　　단기금융상품 9,009,878,416

　　매출채권 13,060,239,880

　　기타수취채권 438,763,164

　　기타유동자산 2,329,615,567

　　유동파생상품자산 -

　　재고자산 17,414,587,017

Ⅱ. 비유동자산 152,162,347,400

　　장기금융상품 1,460,239,183

　　장기임차보증금 6,950,737,62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521,990,000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86,756,700,005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2,015,500,000

　　유형자산 43,027,497,315

　　사용권자산 322,265,716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654,856,508

　　투자부동산 2,888,749,794

　　기타비유동자산 1,415,576,613

　　순확정급여자산 148,234,646

　자   산   총   계 203,387,844,786

  부                채

Ⅰ. 유동부채 25,806,704,672

　　매입채무 6,782,912,658

　　단기차입금 3,556,500,000

　　단기미지급금 4,913,694,292

　　단기미지급비용 2,222,562,850

　　기타지급채무 372,076,000

　　기타유동부채 1,123,928,085

　　유동파생상품부채 5,140,691,036

　　당기법인세부채 1,631,421,533

　　유동리스부채 62,918,218

Ⅱ. 비유동부채 3,687,768,892

　　순확정급여부채 -

　　이연법인세부채 3,220,267,931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410,000,000

　　비유동리스부채 57,500,961

　부   채   총   계 29,494,473,564

  자                본

　자본금 14,614,375,000

　자본잉여금 11,021,846,258

　기타자본조정 (3,735,403,08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29,827,145)

　이익잉여금(결손금) 152,522,380,194

　자   본   총   계 173,893,371,222

자 본 과 부 채 총 계 203,387,844,786

위와 같이 공고함.

2022년 03월 25일

태경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해련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41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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