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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기 정기)

우리 회사는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2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20년 3월 25일 (수)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30(역삼동) 우덕빌딩 18층 "LOUNGE The HANIL"
3. 주주총회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 제2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 4,700원/주 (액면가 대비 94%)
☞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 전원이 동의할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로 갈음함
■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 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ilcement.com]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
권대행부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 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주주/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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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김성태
(출석률 : 100%)
찬반여부

[부의안건]
1. 제1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1차

2019.01.25

찬성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운영실태 평가 보고
2. 준법점검 결과 보고
[부의안건]
1. 제1기 정기주총 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2. 제1기 정기주총 부의안건 확정의 건

제2차

2019.02.22

3. 주요주주와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2019년 사업계획
제3차

2019.03.07

[부의안건]
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부의안건]
제4차

제5차

2019.03.15

2019.05.15

1. 지점 설치의 건

찬성

2. 무보증 사채 발행의 건

찬성

[보고사항]
1.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부의안건]

제6차

2019.06.18

1. 제2기 임시주총 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찬성

2. 제2기 임시주총 부의안건 확정의 건

찬성

3.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의 건

찬성

[부의안건]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2.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7차

2019.07.30

3. 주요주주와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2019년 반기 경영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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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1. 계열회사 등과 거래 승인의 건
제8차

찬성

2019.12.11
[보고사항]
1. 2019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사외이사

1

주총승인금액
5,000

1인당
평균 지급액

지급총액
36

비고
36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보수한도 승인금액 입니다
※ 인원수는 공시기준일 현재 사외이사 인원수 기준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천원)
거래종류

주식매입

매입

매출

매출

운송용역 매입

운영도급 매입

매입

매입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한일홀딩스
(최대주주)
한일현대시멘트
(계열회사)
한일산업
(계열회사)
한일건재
(계열회사)
한일건재
(계열회사)
한일건재
(계열회사)
한일산업
(계열회사)
한일인터내셔널
(계열회사)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자산총액 대비

매출총액 대비

2019-02-25

26,335,222

1.9%

5.1%

2019.01.01 ∼ 2019.12.31

42,220,239

3.1%

8.2%

2019.01.01 ∼ 2019.12.31

17,885,057

1.3%

3.5%

2019.01.01 ∼ 2019.12.31

16,476,396

1.2%

3.2%

2019.01.01 ∼ 2019.12.31

27,632,786

2.0%

5.4%

2019.01.01 ∼ 2019.12.31

7,731,584

0.6%

1.5%

2019.01.01 ∼ 2019.12.31

9,546,984

0.7%

1.9%

2019.01.01 ∼ 2019.12.31

7,637,672

0.6%

1.5%

주) 상기 비율은 2018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기준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천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한일홀딩스
(최대주주)
한일현대시멘트
(계열회사)
한일산업
(계열회사)
한일건재
(계열회사)

거래금액

비율(%)

거래종류

거래기간

주식매입, 임차 外

2019.01.01 ∼ 2019.12.31

32,562,386

2.4%

6.4%

매입, 매출

2019.01.01 ∼ 2019.12.31

42,726,691

3.1%

8.3%

매입, 매출

2019.01.01 ∼ 2019.12.31

27,494,644

2.0%

5.4%

매입, 매출

2019.01.01 ∼ 2019.12.31

53,011,132

3.9%

10.4%

자산총액 대비

매출총액 대비

주) 상기 비율은 2018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기준 대비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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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분할존속회사인 한일홀딩스주식회사에서 2018년 1월 26일에 개최된 이사회 결의와
2018년 5월 29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시멘트, 레미콘, 레미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양에 위치한 시멘트 제조공장을 비롯하여 그 2차 제품인 레미콘 및 레미탈 제조 공
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시멘트 부문
(산업의 특성)
시멘트는 정부 및 민간에서 이뤄지는 토목, 건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필수적인
건축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회석이 주원료(주성분: 산화철, 규산, 산화칼슘, 알루미나
)로 사용되기 때문에 석회석 산지인 강원도 및 충청북도 지역에 생산 공장들이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멘트 산업은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입니
다. 주요 소비지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물류 기능이 중요한
내수시장 중심의 산업이며,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고온의 소성로를 사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입니다.
(산업의 성장성)
시멘트 산업은 초기 자본투자 비율이 높아 신규 진입이 매우 어려운 대규모 장치 산업이자
전형적 내수 산업으로, 국내 건설 산업이 시멘트 산업의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슬래그 등의 대체재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출하량의 비약적인 증가가
어려운 산업입니다. 2018년 이후 하향세로 전환된 건설 투자와 건설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
로 2018년도 시멘트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5,124만톤 수준이며 2019년은 전
년대비 약 6% 감소한 4,800만톤 수준으로 전망합니다. 시멘트업계의 생산능력은 반제품인
크링커를 기준으로 약 6,028만톤 규모에 이르고 있어 수요대비 공급 과잉 산업입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시멘트 산업은 전방 산업인 건설 경기와 더불어 계절적 수요 편차가 큰 산업입니다. 동절기
인 12월~2월, 하절기인 7~8월에 출하량이 감소하는데 반해, 건설 현장의 공사가 집중적으
로 진행되는 3~5월 및 9~11월에 출하량이 증가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산업입니다.
(시장여건)
현재 국내 시멘트 시장은 한일시멘트가 현대시멘트(現 한일현대시멘트)를 인수하고 아세아
시멘트가 한라시멘트를 인수 하는 등 업계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멘트 시장
은 건설경기 하향에 따라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부터 건설
경기 활황으로 후방 산업인 시멘트 산업 역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기존 SOC 예산 투
자 및 건설투자 증가세 영향으로 2017년까지 시멘트 내수 시장 수요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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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17년 6·19 대책, 8·2 대책 등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로 건설 시장이
위축되었고 2018년 이후 건설 수주와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9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경쟁우위요소)
당사는 단양에 포틀랜드시멘트 생산공장 1곳과 평택, 포항에 슬래그시멘트 생산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10개 출하공장 및 저장소를 통해 효율적인 전국 유통망을 보
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시멘트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레미콘 및 레미탈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시멘트의 안정적인 소비가 가능하며, 이와 같은 2차 제품을 비롯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시멘트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중
심의 운영 성과로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2019년 한국품질만족지수 조사에서 포틀랜드
시멘트 부문 1위 기업으로 10년 연속 선정되는 등 고객사의 품질 만족에 앞장서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환경경영 등의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아 2019년 16년 연속 '한국에
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CO2)
감축 협약 등 녹색 산업에 대한 변화 요구에 맞게 단양공장은 2011년부터 폐열발전을 시작
하여, 전력비 절약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
감하는 '석회석 저감형 저탄소 시멘트'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업계 최초로 '탄소경영보고서
'를 발간하는 등 친환경 고품질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원조달의 특성)
시멘트의 주원료는 석회석으로 이는 국내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므로 공급상의 문제는
거의 없지만, 소성과정에서 필수 에너지원인 유연탄은 전량 수입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레미콘 부문
(산업의 특성)
레미콘은 시멘트와 골재, 혼화제 등의 원재료를 물과 함께 혼합하여, 믹서트럭을 통해 공사
현장까지 운반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의미합니다. 레미콘은 반제품 상태로 공급되며 일
정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제조 후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합
니다. 따라서 레미콘 생산 공장의 경우 단거리 수송이 가능한 지역에 입지하며, 건설공사현장
이 다수 발생하는 도심 주변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산업의 성장성)
레미콘 산업은 1965년 시작으로 성장해왔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레미콘 제품에 대한 전
반적인 인식 향상으로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와 더
불어 88올림픽 및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등으로 건축경기가 상승됨에 따라 고도의 성장
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인한 급격한 건설경기 위축은 레미콘 산업 전반에 걸쳐 침체
를 야기하였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국내 경기 회복에 따라 나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 2015년에는 주택 등 착공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에 따른 골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전국적으로 레미콘공장이 난립됨에 따라 원가 부담 가
중 및 업계 간 경쟁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레미콘은 국내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대개 건설산업과 경기 변동성을 같
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해 성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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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고, 겨울철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비수기를 형성하는 등 계절적 특성이 확연
하게 구분됩니다.
(시장여건)
레미콘 산업은 제조 후 90분 이내에 타설이 완료되어야 하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국지적인
경쟁이 존재하며, 생산과정이 단순하고 소자본 창업이 비교적 용이하며 정부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타 산업 대비 진입장벽이 낮아 현재 전국적으로
1,066여개의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초 호황기 이후 공장 및 설비 투자로
인한 과잉공급으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출하량 위주의 출혈 경쟁으로 실질
적인 완전경쟁시장화 되었습니다.
(경쟁 우위 요소)
당사는 1978년부터 레미콘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전국 10개의 레미콘 생산 공장을 운
영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레미콘 적기 공급이 가능한 판매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원조달의 특성)
레미콘의 주요 원자재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로 구성되며,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생산하
므로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여부가 산업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
우, 시멘트는 대부분 자가소비하고 있으며, 골재는 국내 골재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3) 레미탈 부문
(산업의 특성)
레미탈(Remitar)이란 Ready Mixed Dry Mortar의 약자로, 당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드라이
몰탈 제품의 고유 브랜드이며, 시멘트와 모래 및 특성 개선재를 용도에 따라 적정 비율로 배
합한 건축 자재입니다. 당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드라이 몰탈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우수
하고 균일한 품질, 사용의 편의성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보급률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현재는
건축 현장의 필수 자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주로 주택건축에 사용되므로 주택건설경기에 매우 민감한 산업입니다.
둘째, 제품의 특성상 원재료(골재 등)의 비중이 크고, 물류영향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셋째, 제품의 품종이 다양할 뿐 아니라, 공사의 내용과 공법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제품개
발 노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산업의 성장성)
초기 성장기 이후 레미탈 제품의 저변 확대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
부에서 습식 몰탈 등 다양한 대체재 출현이 성장의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
로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제품별로는 토목건축기술의 고도화, 시
공방식의 다양화, 품질의 고급화 등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 및 선도를 통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특수레미탈 부문에 성장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레미탈 산업은 국내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특히 주택건설경기의 변동 사이
클에 연동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반면, 공법의 향상 및 품질의 개선에 따라 과거와 같이 계절
적인 제한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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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여건)
유럽 등 건축 선진국에서는 드라이몰탈 제품이 일반화 되어있으며, 국내 건설시장 역시 사용
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국내 드라이 몰탈 시장은 다수의 공급업체가 경쟁 중
에 있습니다. 당사는 레미탈(Remitar)이란 고유 브랜드를 통해 건축에서 토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드라이 몰탈 제품을 전국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쟁우위요소)
레미탈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인천, 부천), 충청권 및 강원권(여주, 공주), 경상권(가야
, 함안), 호남권 및 제주권(목포)의 전국 공급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
발 노력으로 안정적인 품질 확보 및 신제품 개발을 지속하여 레미탈 신제품군 시장을 확대하
고 있습니다. 또한 정량배합 특허 사이로(HSRM-300), 소형 벌크 시스템(모바일카 타설) 등
제품 개발 및 특수 장비 운용과 함께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투자 및 개발을 통해 시장 선
도업체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자원조달의 특성)
레미탈의 주요원료는 시멘트와 모래입니다. 시멘트는 대부분 자가소비하고 있으며, 모래는
국내 골재 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이슈로 인해 바닷모래 채취, 석산 개발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 원재료인 양질의 모래 확보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며, 사업 경쟁력
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법률 / 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 산업표준화법
: 시멘트의 제품, 원재료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멘트 유통을 위한 입지선정, 저장시설 설치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 시멘트의 제조, 유통과정에서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 규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광업법, 광산안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 채취와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시멘트 및 레미콘 등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에 관한 규제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시멘트, 레미콘, 레미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양에 위치한
시멘트 제조공장을 비롯하여 그 2차 제품인 레미콘 및 레미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시멘트 사업부문은 단양에 포틀랜드시멘트 생산공장과 평택, 포항에 슬래그시멘트 생산공장
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출하공장 및 저장소를 통해 포틀랜드시멘트 및 슬래그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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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사업부문은 수도권, 중부권, 대구권, 부산/경남권 등 대도심권 주변의 공급망을 구축
하고, 지역영업을 위한 공장 영업팀과 대기업 건설사 법인영업을 위한 본사 영업팀을 구성하
여 전국권 공급망을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레미탈 사업부문은 인천, 부천, 공주, 가야, 함안, 목포, 여주 공장에서 포장, 벌크 형태로 생
산하여 업계에서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최근 3개년 간 당사의 국내 시멘트시장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2019년

2018년

2017년

시장점유율(%)

12%

12%

12%

주1) 참고자료 : 한국시멘트협회 및 당사 내부자료 등 참고한 추정치임
주2) 2017년 및 2018년 실적은 분할전 법인의 실적 등을 반영함
(3) 시장의 특성
시멘트는 정부 및 민간에서 이뤄지는 토목, 건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필수적인
건축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석회석이 주원료(주성분: 산화철, 규산, 산화칼슘, 알루미나)로
사용되기 때문에 석회석 산지인 강원도 및 충청북도 지역에 생산 공장들이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소비지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물류 기능
이 중요한 내수시장 중심의 산업이며,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소성로를 사용하는 특성으로 인
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입니다.
레미콘은 제조 후 90분 이내에 타설이 완료되어야 하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국지적인 경쟁이
존재하며, 생산과정이 단순하고 소자본 창업이 비교적 용이하며 정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타 산업 대비 진입장벽이 낮아 현재 전국적으로 1,066여개
의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초 호황기 이후 공장 및 설비 투자로 인한 과잉
공급으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출하량 위주의 출혈 경쟁으로 실질적인 완전
경쟁시장화 되었습니다.
반면 레미탈은 유럽 등 건축 선진국에서는 드라이몰탈 제품이 일반화 되어있으며, 국내 건설
시장 역시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국내 드라이몰탈 시장은 다수의 공급
업체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레미탈(Remitar)이란 고유 브랜드를 통해 건축에서 토목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드라이몰탈 제품을 전국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이사회 결의 등으로 구체화된 신규 사업은 없으나, 국내외 신시장 개척 및 신규사업 진출 등
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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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재무상태표
제2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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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자

제2기말

제1기말

산

I. 유동자산

495,947,590,672

565,218,272,08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9,900,633,542

170,072,985,872

68,094,699,665

9,252,180,108

239,926,075,002

272,156,278,334

4. 기타수취채권

806,103,978

685,184,874

5. 기타유동자산

7,209,078,363

5,746,620,918

70,011,000,122

107,305,021,982

887,616,709,266

802,782,898,458

55,536,389,552

5,972,647,323

8,186,278,855

5,954,821,403

520,100

20,002,588

4. 유형자산

767,155,725,549

771,457,958,539

5. 무형자산

13,210,019,998

19,377,468,605

6. 사용권자산

35,412,604,765

-

8,115,170,447

-

1,383,564,299,938

1,368,001,170,546

I. 유동부채

220,328,035,318

305,609,886,682

1. 매입채무

122,581,938,567

133,673,413,349

2. 기타채무

57,137,511,915

58,051,258,192

8,849,175,739

12,696,851,228

20,000,000,000

30,000,000,000

5. 유동성장기차입금 및 유동성사채

3,295,880,000

64,353,302,262

6. 미지급법인세

4,156,209,469

6,835,061,651

7. 금융리스부채(유동)

4,307,319,628

-

276,177,047,021

194,173,261,036

586,434,610

543,910,960

190,586,073,027

133,901,567,897

599,230,000

601,730,000

4. 충당부채

8,426,987,347

7,973,354,979

5. 종업원급여부채

9,432,804,470

19,333,067,418

6. 이연법인세부채

34,393,330,995

31,819,629,782

7. 금융리스부채(비유동)

32,152,186,572

-

496,505,082,339

499,783,147,718

20,724,850,000

20,724,850,000

391,094,015,991

794,869,708,566

2. 단기금융자산
3. 매출채권

6. 재고자산
II. 비유동자산
1. 장기금융자산
2. 기타금융자산
3.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7. 기타의 비유동자산
자

산

총

부

계
채

3. 기타유동부채
4. 단기차입금

II. 비유동부채
1. 기타채무
2. 장기차입금 및 사채
3. 기타금융부채

부

채

자

총

계
본

I. 자본금
II. 자본잉여금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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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26,690,489)

298,847,824

(11,111,997)

(11,111,997)

475,778,154,094

52,335,728,435

계

887,059,217,599

868,218,022,82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383,564,299,938

1,368,001,170,546

IV. 기타자본항목
V. 이익잉여금
자

본

총

- 손익계산서
제2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기 2018년 07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2기

제1기

I. 매출

946,190,601,817

511,988,306,091

II. 매출원가

774,974,659,839

392,638,592,194

III. 매출총이익

171,215,941,978

119,349,713,897

IV. 판매비와관리비

112,265,669,571

63,227,128,998

1. 판매비

79,137,749,025

46,155,180,388

2. 관리비

33,127,920,546

17,071,948,610

V. 영업이익

58,950,272,407

56,122,584,899

VI. 기타수익

4,599,068,677

16,373,246,270

VII. 기타비용

4,333,961,778

604,952,322

VIII. 금융수익

2,749,486,055

1,460,674,125

IX. 금융원가

7,521,640,624

3,255,841,054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4,443,224,737

70,095,711,918

XI. 법인세비용

13,938,406,313

16,368,889,245

XIV. 당기순이익

40,504,818,424

53,726,822,673

1. 기본주당손익

9,772

12,967

2. 희석주당손익

9,772

12,967

XV. 주당순이익

- 포괄손익계산서
제2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기 2018년 07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과

(단위: 원)
목

I. 당기순이익

제2기

제1기

40,504,818,424

53,726,822,673

764,433,922

(1,092,246,414)

II. 기타포괄손익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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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
익

(825,538,313)

298,847,824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589,972,235

(1,391,094,238)

41,269,252,346

52,634,576,259

III. 당기총포괄이익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2(당)기
처분예정일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2020년 3월 25일

제1(전)기
처분확정일

2018년 07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2019년 3월 15일
(단위 : 원)

구 분

당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 당기순이익

전기

473,908,154,094

52,335,728,435

431,813,363,435

-

1,589,972,235

(1,391,094,238)

40,504,818,424

53,726,822,673

Ⅱ. 자본잉여금적립액

-

400,000,000,000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21,431,359,000

20,522,365,000

1. 이익준비금적립액
2. 배당금

1,950,000,000

1,870,000,000

19,481,359,000

18,652,365,000

19,481,359,000

18,652,365,000

현금배당
(보통주당배당금(률):
당기4,700원(94%)
전기4,500원(90%)
Ⅲ.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452,476,795,094

431,813,363,435

※ 상기 재무제표는 감사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
표는 3월 중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김성태

1952. 02. 26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임기

추천인

-

1년

이사회

사외이사
총(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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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세부경력

주된직업

기간
1976년

김성태

DB금융연구소 의장

2007년 ~ 2009년
2013년 ~ 2019년
2019년 ~ 현재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내용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졸업
대우증권㈜ 대표이사 사장
DB금융투자㈜ 전략기획담당 사

없음

장
現) DB금융연구소 의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성태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본 후보자는 1975년부터 약 45여년간 각종 금융회사 등을 거쳐 DB금융투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역임하고, 現 DB금융연구소 의장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을 두루 경험한 금융
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기업의 임원 역할도 수행하며 경영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 하
였음.
본 후보자는 한일시멘트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계열회사 등과 거래가 전무하며, 이해발생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2018년 7월 이후 한일시멘트의 사외이사로서 전체주주 및 회사이해관계자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안건을 검토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외이사로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그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일시멘트의
이사회가 전체주주와 회사이해관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
견을 개진 할 예정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대우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고, DB금융투자㈜ 전략기획담당 사장,DB금융연구소 의장을 수
행하는 등 넓은 안목을 보유한 재무, 회계, 경영, 경제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았으며,
균형잡힌 시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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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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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

)

5,000,000,000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748,078,000원

최고한도액

5,000,000,000원

＊ 2019.07.30 선임된 등기임원의 보수 및 퇴임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등이 포함된 금액임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50,000,000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7,904,000원

최고한도액

250,000,000원

※ 참고사항
해당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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