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목 제 63(당) 기말 제 62(전) 기말

Ⅰ.유동자산 71,915,248,152 60,237,409,926

  현금및현금성자산 9,160,163,540 4,007,951,530

  단기금융상품 15,803,183,940 94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4,944,606,627 25,746,541,754

  기타유동자산 138,598,975 364,678,584

  재고자산 21,868,695,070 29,178,238,058

Ⅱ.비유동자산 239,782,270,570 242,242,592,911

  장기금융상품 475,268,000  342,000,000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

융자산

63,533,680 62,300,000

  기타금융자산 329,192,020  329,192,02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21,042,970,303 21,042,970,303

  투자부동산 124,192,519,947  124,379,456,992

  유형자산 93,310,866,620  95,718,753,596

  무형자산 367,920,000  367,920,000

자산총계 311,697,518,722 302,480,002,837

Ⅰ.유동부채 92,211,507,288 91,161,818,92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2,111,714,938 14,209,647,299

  단기차입금 66,652,037,200 71,589,811,400

  유동성장기부채 1,958,386,660 1,291,720,000

  유동성장기사채 5,699,570,060 547,576,867

  기타금융부채 3,920,267,669 1,855,557,352

  기타유동부채 1,869,530,761 1,667,506,011

Ⅱ.비유동부채 72,283,437,851 53,233,563,541

  장기차입금 18,185,641,120 12,577,240,000

  장기사채 20,725,352,280 4,475,664,628

  기타금융부채 2,538,733 1,543,892,000

  기타비유동부채 23,458,571

  확정급여채무 775,978,699 982,656,576

  이연법인세부채 32,570,468,448 33,654,110,337

부채총계 164,494,945,139 144,395,382,470

Ⅰ.자본금 11,161,165,000 11,161,165,000

Ⅱ.기타불입자본 5,347,186,659 5,358,602,244

Ⅲ.기타자본구성요소 (143,070,278) 22,036,082

Ⅳ.이익잉여금 130,837,292,202 141,542,817,041

자본총계 147,202,573,583 158,084,620,367

부채및자본총계 311,697,518,722 302,480,002,837

 재무상태표

제 63(당)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62(전)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한일철강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63(당) 기 제 62(전) 기

Ⅰ.매출액 163,820,560,004 158,503,701,547

Ⅱ.매출원가 160,982,574,753 152,392,523,703

Ⅲ.매출총이익 2,837,985,251 6,111,177,844

Ⅳ.판매비와관리비 10,467,776,458 7,113,904,755

Ⅴ.영업이익(손실) (7,629,791,207) (1,002,726,911)

Ⅵ.기타수익 3,636,254,581 3,087,039,326

Ⅶ.기타비용 2,284,917,184 2,206,802,228

Ⅷ.금융수익 1,287,570,188 440,991,683

Ⅸ.금융비용 6,270,070,593 4,170,959,287

Ⅹ.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2,232,783,424)

X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

실)

(11,260,954,215) (6,085,240,841)

XII.법인세비용 (928,600,309) (1,003,550,428)

XIII.당기순이익(손실) (10,332,353,906) (5,081,690,413)

XIV.기타포괄손익 (538,277,293) (447,129,367)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

산평가손익

(165,106,360) (1,081,558)

  보험수리적손익 (373,170,933) (446,047,809)

XV.총포괄이익(손실) (10,870,631,199) (5,528,819,780)

XVI.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이익(손실) (517) (2,646)

희석주당이익(손실) (413) (2,250)

 포괄손익계산서
제 63(당)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62(전)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일철강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63(당) 기말 제 62(전) 기말

자       산

I.유동자산 79,695,684,683 68,650,570,741
  현금및현금성자산 11,191,878,840 6,135,769,898
  단기금융상품 15,803,183,940 94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8,215,591,464 29,622,200,336
  기타유동자산 308,773,145 487,763,638
  재고자산 24,165,513,814 31,458,771,529
  당기법인세자산 10,743,480 6,065,340
II.비유동자산 239,674,327,044 243,550,471,292
  장기금융상품 475,268,000 342,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63,533,680 62,300,000

  관계기업투자 15,839,967,783 15,950,723,93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29,192,020 329,192,020
  투자부동산 124,192,519,947 124,379,456,992
  유형자산 97,297,237,486 100,998,949,005
  무형자산 1,476,608,128 1,487,849,341

자  산  총  계 319,370,011,727 312,201,042,033
부       채

I.유동부채 97,987,789,415 97,539,218,35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3,304,664,632 15,527,713,275
  단기차입금 71,132,437,766 76,588,618,812
  유동성장기부채 1,958,386,660 1,291,720,000
  유동성장기사채 5,699,570,060 547,576,867
  기타금융부채 3,919,267,669 1,854,557,352
  기타유동부채 1,973,462,628 1,729,032,048
II.비유동부채 72,327,135,027 53,301,627,071

  장기차입금 18,185,641,120 12,577,240,000

  장기사채 20,725,352,280 4,475,664,628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5,997,304 1,543,892,000

  확정급여부채 775,978,699 982,656,576

  이연법인세부채 32,614,165,624 33,722,173,867

부  채  총  계 170,314,924,442 150,840,845,425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147,025,164,875 158,813,847,532
I.자본금 11,161,165,000 11,161,165,000
II.기타불입자본 5,347,186,659 5,358,602,244
III.기타자본구성요소 58,724,120 630,750,029
IV.이익잉여금 130,458,089,096 141,663,330,259

비지배지분 2,029,922,410 2,546,349,076

자  본  총  계 149,055,087,285 161,360,196,608

부채및자본총계 319,370,011,727 312,201,042,033

연결재무상태표
제 63(당)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62(전)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한일철강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63(당) 기 제 62(전) 기
I.매출액 173,015,464,848 168,600,738,005
II.매출원가 168,982,001,164 162,088,447,286
III.매출총이익 4,033,463,684 6,512,290,719
  판매비와관리비 11,348,194,099 8,575,219,298
Ⅳ.영업이익 (7,314,730,415) - (2,062,928,579)
  기타수익 3,939,229,982 3,465,672,300
  기타비용 3,078,211,356 2,957,850,397
  금융수익 1,132,760,845 133,670,421
  금융비용 6,494,316,725 4,425,037,693
  관계기업투자 4,803,243 (3,616,100,874)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1,810,464,426) (9,462,574,822)
VI.법인세비용 (927,543,596) (1,253,013,342)
VII.당기순손익 (10,882,920,830) (8,209,561,480)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될 

당기순손익
(10,679,437,880) (7,462,260,600)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당기순

손익
(203,482,950) (747,300,880)

VIII.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

순손익
기본주당순손익 (535) (3,886)
 희석주당순손익 (428) (3,367)
IX.기타포괄손익 (1,575,879,268) - 910,457,10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분류

될수 없는 항목
(703,383,653) - (447,129,367)

  보험수리적손익 (538,277,293) (446,047,8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165,106,360) (1,081,55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분류

될수 있는 항목
(872,495,615) 1,357,586,470

  지분법자본변동 (90,136,327) 16,643,570
  해외사업환산손익 (782,359,288) 1,340,942,900
X.연결당기포괄손익 (12,458,800,098) (7,299,104,377)
  지배주주지분 (11,942,373,432) (6,985,517,074)
  비지배지분 (516,426,666) (313,587,303)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63(당)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62(전)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일철강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                                                        (단위 : 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일철강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20년 3월 9일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한일철강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

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

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

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

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

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우리의전문가적판단에따라당기재무제표감사에서가장유의적인사항들입니다.해당사항들은

재무제표전체에대한감사의관점에서우리의의견형성시다루어졌으며,우리는이런사항에대하여별도의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우리는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

로 결정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의대손충당금

주석8에서명시된바와같이당기매출채권에대한신규대손충당금설정금액은3,596,198천원으로전기설정금액

498,276천원대비3,097,922천원증가하였습니다.이는매출채권신용관리위험의중대한변화를의미하여대손미

설정된장기미회수채권의존재여부확인및기대신용손실추정의적정성검증을핵심감사사항에포함하였습니다.

우리는회사의매출채권에손상인식에대한회계정책을이해하고,변경되는사항에대하여파악하고평가하였으며,

통제테스트와실증적감사절차를수행하였습니다.

-당기중발생한매출거래중미회수된금액에대하여표본을추출하여대손충당금설정에사용되는채권연령표상채

권연령의정확성검증절차수행

-당기말개별평가대상채권이외에부도발생거래처가존재하는지에관하여채권관리부서의채권관리관련서류를

입수및검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

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

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

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

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

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

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

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

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

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

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진이사용한회계의계속기업전제의적절성과,입수한감사증거를근거로계속기업으로서의존속능력에대하

여유의적의문을초래할수있는사건이나,상황과관련된중요한불확실성이존재하는지여부에대하여결론을내립

니다.중요한불확실성이존재한다고결론을내리는경우,우리는재무제표의관련공시에대하여감사보고서에주의

를환기시키고,이들공시가부적절한경우의견을변형시킬것을요구받고있습니다.우리의결론은감사보고서일까

지입수된감사증거에기초하나,미래의사건이나상황이회사의계속기업으로서존속을중단시킬수있습니다.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

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

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김현재입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0년 3월 9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

한일철강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20년 3월 9일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한일철강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감사하였습니다. 해

당 연결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

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감

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

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

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우리의전문가적판단에따라당기재무제표감사에서가장유의적인사항들입니다.해당사항들은

재무제표전체에대한감사의관점에서우리의의견형성시다루어졌으며,우리는이런사항에대하여별도의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우리는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

로 결정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의대손충당금

주석8에서명시된바와같이당기매출채권에대한신규대손충당금설정금액은3,593,365천원으로전기설정금액

177,350천원대비3,416,015천원증가하였습니다.이는매출채권신용관리위험의중대한변화를의미하여대손미

설정된장기미회수채권의존재여부확인및기대신용손실추정의적정성검증을핵심감사사항에포함하였습니다.

우리는연결회사의매출채권에손상인식에대한회계정책을이해하고,변경되는사항에대하여파악하고평가하였

으며,통제테스트와실증적감사절차를수행하였습니다.

-당기중발생한매출거래중미회수된금액에대하여표본을추출하여대손충당금설정에사용되는채권연령표상채

권연령의정확성검증절차수행

-당기말개별평가대상채권이외에부도발생거래처가존재하는지에관하여채권관리부서의채권관리관련서류를

입수및검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

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

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연결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왜곡표시가 없는지

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

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연결재

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

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

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적절성과,입수한감사증거를근거로계속기업으로서의존속능력에대

하여유의적의문을초래할수있는사건이나,상황과관련된중요한불확실성이존재하는지여부에대하여결론을내

립니다.중요한불확실성이존재한다고결론을내리는경우,우리는연결재무제표의관련공시에대하여감사보고서

에주의를환기시키고,이들공시가부적절한경우의견을변형시킬것을요구받고있습니다.우리의결론은감사보고

서일까지입수된감사증거에기초하나,미래의사건이나상황이회사의계속기업으로서존속을중단시킬수있습니

다.

·공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연결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대한의견을표명하기위해기업의재무정보또는그룹내의사업활동과관련된충분하고적합한감



사증거를입수합니다.우리는그룹감사의지휘,감독및수행에대한책임이있으며감사의견에대한전적인책임이있

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

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

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김현재입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0년 3월 9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