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리드 제22기 결산공고
연결재무상태표
제 22 기 2019.12.31 현재
제 21 기 2018.12.31 현재
(단위: 원)
과
자

목

제22(당)기 기말

제21(전)기 기말

산

I. 유동자산

125,841,179,149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기타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재고자산
당기법인세자산
기타자산

114,580,880,300

55,627,289,691

30,724,499,210

3,952,320,000

5,152,320,000

31,372,171,146

29,202,219,993

1,368,198,146

1,581,535,230

29,617,153,271

44,182,201,491

740,542,924

350,116,898

3,163,503,971

3,387,987,478

II. 비유동자산

157,917,132,111

장기금융상품

154,780,675,394

277,257,962

1,176,813,237

1,707,332,087

1,675,383,087

634,872,188

8,573,055,280

유형자산

43,185,327,658

36,526,199,949

투자부동산

73,614,100,567

70,610,868,759

무형자산

34,371,374,326

34,628,622,544

기타자산

596,326,646

577,718,720

기타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

산

이연법인세자산
자 산
부

총

1,012,013,818

계

283,758,311,260

269,361,555,694

134,900,488,309

148,634,539,728

채

I. 유동부채
매입채무

30,613,390,165

26,961,678,700

기타지급채무

51,307,625,845

53,289,009,842

단기차입금

46,663,377,783

56,290,825,314

499,992,000

6,238,170,908

1,494,953,005

-

38,275,423

217,261,366

4,282,874,088

5,637,593,598

유동성장기부채
리스부채
당기법인세부채
기타부채
II. 비유동부채

25,228,403,779

10,429,418,569

장기차입금

18,625,024,889

7,292,561,156

기타지급채무

1,327,714,552

207,438,003

리스부채

3,847,113,031

-

기타부채

155,924,686

69,768,151

1,272,626,621

2,859,651,259

이연법인세부채
부 채
자

총

계

160,128,892,088

159,063,958,297

본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108,593,491,468

자본금

26,092,587,500

24,945,956,000

기타불입자본

57,449,686,903

51,897,510,636

기타자본구성요소

13,028,194,483

11,219,876,196

이익잉여금

26,038,777,444

20,530,148,636

비지배지분

1,020,172,842

1,704,105,929

계

123,629,419,172

110,297,597,397

부채및자본총계

283,758,311,260

269,361,555,694

자 본

총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쏠리드와 그 종속기업들(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
당 연결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
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
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
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삼

일

회

계

대 표 이 사
2020 년 3 월 20 일

법

인

김 영 식

재무상태표
제 22 기 2019.12.31 현재
제 21 기 2018.12.31 현재
(단위: 원)
과
자

목

제22(당)기 기말

제21(전)기 기말

산

I. 유동자산

115,973,819,557

현금및현금성자산

100,334,237,723

43,270,305,969

20,008,104,748

3,952,320,000

5,152,320,000

44,656,886,577

51,740,377,859

1,731,919,240

2,001,460,282

757,287,792

347,951,798

재고자산

19,164,491,504

18,316,209,619

기타자산

2,440,608,475

2,767,813,417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기타상각후원가측정금융
자산
당기법인세자산

II. 비유동자산
장기금융상품

153,392,027,996

149,555,848,152

2,000,000

872,279,140

6,201,978,568

6,131,341,253

619,680,130

13,673,055,280

종속및관계기업투자주식

33,252,154,800

22,318,044,800

유형자산

31,900,575,546

28,516,121,079

투자부동산

79,309,536,001

76,073,948,001

무형자산

2,090,602,951

1,955,558,599

기타자산

15,500,000

15,500,000

기타상각후원가측정금융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
융자산

자 산
부

총

계

269,365,847,553

249,890,085,875

122,710,365,925

135,043,512,265

채

I. 유동부채
매입채무

26,382,685,680

21,296,766,188

기타지급채무

49,791,637,090

52,702,927,469

단기차입금

43,920,200,000

52,181,000,000

406,348,194

-

-

6,071,505,908

250,000,000

1,650,000,000

기타부채

1,092,797,961

293,765,700

충당부채

866,697,000

847,547,000

리스부채
유동성장기부채
금융보증계약부채

II.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4,246,736,840

15,000,000,000

-

기타지급채무

1,327,714,552

207,438,003

리스부채

1,080,829,332

-

17,075,000

17,075,000

902,334,358

4,022,223,837

기타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부 채
자

18,327,953,242

총

계

141,038,319,167

139,290,249,105

본
자본금

26,092,587,500

24,945,956,000

기타불입자본

57,653,865,866

52,099,051,599

기타포괄손익

10,709,129,212

9,558,218,152

이익잉여금

33,871,945,808

23,996,611,019

자 본

총

계

128,327,528,386

110,599,836,770

부채및자본총계

269,365,847,553

249,890,085,875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별도)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쏠리드(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 12
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
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
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삼

2020 년 3 월 20 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김

영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