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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사말

지난 한 해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유럽의 

재정위기와 해운 시황 악화, 고유가 등으로 인해 

사업 자회사의 영업환경이 어려운 한 해였으며, 전 

임직원은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주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선제적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여 

흑자전환을 목표로 수익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영업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해에는 기필코 흑자전환을 이루어 회사가치 

증대는 물론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주요 영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진해운홀딩스 영업실적입니다.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407억원, 

영업손실은 31.5% 감소한 2,068억원, 당기순손실은 

24.6% 감소한 2,15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자회사 출자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 

2,364억원이 반영된 수치이며 지분법손실을 제외할 

경우 199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됩니다.

영업수익 407억원은 브랜드 소유를 통한 상표권수익과 

사옥 임대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회사의 지난해 주요 실적을 말씀 드리면, 

한진해운은 탄력적인 항로운영과 적극적인 운임인상 

및 선복 증가에 힘입어 국적 선사 최초로 매출액 

10조원을 달성하였으며 원가절감, Bunker Hedging 등을 

통한 수지 방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72.6% 감소한 1,43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싸이버로지텍은 IT전문회사로 해외터미널과 

해운부문의 시스템 구축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및 해운시황 침체여파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4% 감소한 584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원가 

및 비용절감 노력을 통하여 8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주주 여러분 !

2013년 한진해운홀딩스는 한진해운그룹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블랙 스완 위기를 

지나 그레이 스완으로 접어들고 있어 우리 경제에도 

다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그룹의 주력사업인 해운분야도 대형선박 

투입에 따른 수급불균형의 위협요인이 지속되고 

있지만 선사들간 합리적인 노선운영을 발판으로 

운임회복이 가시화 되고 있어 올해의 영업수지는 

반드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진해운그룹 전 임직원은 2012년을 교훈 삼아 

현재의 위기 상황을 Smart한 전략과 Speedy한 경영으로 

극복, 흑자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사는 2013년 경영목표를 “위기를 극복하고  

체질 개선을 통한 수익 창출”로 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중국의 경제상황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적으나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해부터 중점 과제로 추진한 자회사의 

경영관리 활동 강화, 신 성장동력 발굴과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브랜드 가치 향상의 

과제들을 2013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반드시 

사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전 사업부문의 철저한 

진단을 통해 회사 내 잔존하고 있는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모든 낭비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어떠한 

위기 상황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

한진해운홀딩스는 지금까지 많은 도전과 위기를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장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올 해에는 반드시 흑자전환을 실현하여 주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15일

(주)한진해운홀딩스 

대표이사  윤 주 식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오늘 제75기 정기주주총회를 맞이하여 

한진해운홀딩스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주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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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황

회사의 목적

중요한 사업의 내용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해운업

●항만용역업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조선 및 수리업 

●선박 매매업 및 용대선 사업

●항만운영개발 및 항만하역업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및 

부가통신사업관련 개발, 판매 용역, 임대, 설치, 유지보수업무 

및 대리점업

●장비(컨테이너, 샷시) 제조업, 매매업 및 대여업

●신재생에너지, 환경에너지 사업

●자원 개발 사업

●영농사업

●인력파견업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정보처리 내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조사용역, 

생산, 판매, 유통, 컨설팅, 교육, 수출사업 및 이에 필요한 

소재, 기기 설비의 제공 사업

●기술연구 및 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 및 용역수탁업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전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부대사업

1949 12 대한해운공사 설립(반관반민의 최초의 국책회사)

1968 11 대한해운공사 민영화

1972 포항제철, 한국전력의 전용선 사업

1974 극동/중동/홍해 재래정기선 사업

1975 극동/북미동안 정기 풀컨테이너선 사업

1977 극동/북미북서안 정기 풀컨테이너선 사업

1978 대한선주(주)와 합병, (주)한진해운 설립

1991
아시아역내, 싱가폴/호주 풀컨테이너선 사업

롱비치항 및 오사카항의 컨테이너 전용 터미날 사업

1993 구주/극동/북미부서안 정기 풀컨테이너선 사업

1994 극동/북미남서안 정기 풀컨테이너선 사업

1995

1 북미/북유럽 정기 풀테이너선 사업

4 중국/유럽 정기 풀컨테이너선 사업

한국가스공사의 LNG전용선 사업

북미/지중해 정기 풀컨테이너선 사업

일본/태국, 아시아/파나마, 북미동안/남미 정기 풀컨테이너선 사업

1996
1 북미/지중해/아시아 정기 풀컨테이너선 사업

VLCC급 CRUDE OIL 부정기선 사업

1998 감천/감만/광양 컨테이너 전용터미날 사업

1999 극동/호주항로 개설

2000 LNG선 2척, 5,600TEU급 신조선 4척 투입

2001

5,500TEU, 4,350TEU급 신조선 2척 투입

4 시카고에 Hanjin Logistic Inc. 설립

5 시애틀 전용터미날 확장 계약 체결

6 오클랜드 전용터미날 운영 개시

2002

3 일본 오사카 전용터미날

6 국적선사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1) 인증 취득

6 중국 시노트란스, 당사 전용터미날(롱비치, 오클랜드, 감천) 사용계약 체결

8 롱비치 신터미날 개장

11 노동부, 안전경영대상 서비스부문 대상 수상

2003
7 중국 차이나쉬핑 당사 롱비치 전용터미날 사용계약 체결

10 미주지역 최대화주 GSA사 선정 최우수선사상 수상

12 프랑스선급(BVQI) 환경·안전· 품질 경영체제 모범회사로 선정

2004
1 6,500TEU급 최첨단 컨테이너선 5척 신조계약 체결

4 국제해사기구 제정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코드) 관련인증취득 완료

8 태평양 항로의 미주발 아시아향 컨테이너 운송 부문 1위 달성

2005

2 6,500TEU급 최첨단 컨테이너선 3척 신조계약 체결

2 중국화주선정, 외국선사 고객 만족도 1위 선정

6 아시아-멕시코-과테말라 서비스 개시

6 평택터미날 개장식

7 8,000TEU급 초대형선 투입

9 포브스 “아시아 50대 우량기업” 선정

2006

3 부산 신항 2-1 부두 운영업체 선정

5 벨기에 앤트워프 AIT 터미날 개장식

8 10,000TEU급 컨테이너선 5척 발주

9 맥쿼리와 항만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전략적 제휴 체결

10 新선박관리(Ship Management)체제 도입, 시행

12 50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07

2 한진 텐진호, 한진 샤먼호 명명식

3 베트남 터미날사업을 위한 MOU 체결

4 3,4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5척 장기 용선 계약 체결

7 싱가프르에 Hanjin Overseas Tanker Pte., Ltd. 설립

10 국내업체 최초 운항훈련원 개원

11 선박관리 포탈 시스템 구축

2008

5 美 오웬스 코닝사 선정 7년 연속 ‘올해의 선사상’ 수상

7 자회사 거양해운 인수 합병

9 유로막스, 로테르담 터미널 개장식

11 한진해운 ‘2008 글로벌 마케팅대상’ 수상

12 제 45회 무역의날, 60억불 수출의탑 수상 

2009
3 잭슨빌 전용터미날 30년 임차 본 계약 체결

12 오웬스코닝사 선정 올해의 최고 해운회사상 수상

12 회사분할(지주회사인 (주)한진해운홀딩스와 사업회사인 (주)한진해운으로 인적분할)

2010
1 한진해운 60년사 발간 

3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로 지주회사 요건 충족  

6 한진해운 국적선사 최초 1만 TEU급 컨테이너선 한진코리아호 명명식 (시리즈 선박 중 첫번째 투입) 

2011
3 한진해운 베트남 탄캉카이멥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개장

7 최은영 회장 국내 해운업계 최초 스페인 시민 훈장 수훈

11 한진해운 국내 해운업계 최초 연간 컨테이너 화물 수송량 4백만 TEU 달성

2012
3 한진해운 국내 최초 13,100TEU급 컨테이너선 한진 수호호, 한진 아시아호 동시 명명식

10 싸이버로지텍 두바이 Jebel Ali 터미널 운영시스템 구축 계약

12 한진해운 국내최초 매출액 10조원 달성

당사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업 회사로서, 

2012년 12월 31일 기준 (주)한진해운과 (주)싸이버로지텍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수익은 상표권수익, 사옥 임대수익, 배당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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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자회사/종업원 현황

주식에 관한 사항

주식사무

사업장 현황

명칭 주요 사업 내용 소재지

본점 지주회사 및 부동산 임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구 분 비 고

결산일 12월 31일

주주명부폐쇄기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기준일 12월 31일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hanjin-holdings.com)

주권의 종류 1, 5, 10, 50, 100, 500, 1000, 10000(8권종)

주식사무대행기관
대리인의 명칭: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사무취급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2

종업원 현황

구분 사무직 기술직 기타 계

남 13     -  - 13

여 2     -  - 2

계 15     -  - 15

단위 : 명

단위 : 억원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의 종류 주식수 금액 구성비 비고

기명식 보통주 43,790,877 218,954,385,000 100 -

기명식 우선주 - - - -

계 43,790,877 218,954,385,000 100 -

단위 : 주, 원, %

사채에 관한 사항

종 류 발행일 발행총액 미상환 잔액 상환일

2회 사모사채 2010. 06. 21 500 500 2013. 06. 21

3회 사모사채 2011. 10. 28 400 400 2014. 10. 28

계 - 900 900 -

최근 6개년간 자본금 변동상황

일 자 종 류 1주의 금액 주식수 증자액(감자액) 증(감)자후 자본금 원인

2007.12.14 기명식 보통주  5,000  79,612,946  39,494,000,000 398,064,730,000 신주인수권행사

2008.07.04 기명식 보통주  5,000  87,349,097  38,680,755,000 436,745,485,000 합병신주발행

2008.12.18 기명식 보통주  5,000  88,368,297  5,096,000,000 441,841,485,000 신주인수권행사

2009.12.02 기명식 보통주  5,000  14,283,516 (370,423,905,000) 71,417,580,000 회사 인적분할

2010.03.19 기명식 보통주  5,000  43,790,877 147,536,805,000 218,954,385,000 유상증자

단위 : 주, 원 

자회사 현황

자회사명 보유 지분율 주식 장부가액 자산 총액대비 비중 비고

(주)한진해운 36.02% 472,418 76.73% 상장

(주)싸이버로지텍 40.00% 12,291 2.00% 비상장

계 - 484,709 78.73% -

단위 : 백만원

※ 자산총액대비 비중은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주식가액을 지주회사 자산총액 (615,692백만원)으로 나눈 수치임. (2012년 12월 31일 기준)

79,612,946

87,349,097 88,368,297

14,283,516

43,790,877

398,064,730,000

2007.12.14 2008.07.04 2008.12.18 2009.12.02 2010.03.19

436,745,485,000 441,841,485,000

71,417,580,000

218,954,385,000

주식수

증(감)자 후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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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개황 및 성과 최근 3년간 영업실적 및 재산 상태 

모회사, 자회사 및 기업결합 사항 등

영업개황 영업실적

재산상태

자회사 현황

자회사에 대한 임원 겸직 현황

인사말씀 참조

영업수익 현황

구분
제75기

(2012.1.1~2012.12.31)

제74기

(2011.1.1~2011.12.31)
비고

영업수익  40,715  36,236 -

지분법이익  -  - -

계  40,715  36,236 -

과    목 제75기(2012년) 제74기(2011년) 제73기(2010년)

영업수익 40,715 36,236 160,931 

영업비용 247,525 338,066 9,186 

영업이익(손실) (206,810) (301,830) 151,745 

금융수익 1,282 1,348 1,206 

금융비용 10,794 8,212 5,768 

기타영업외손익 (200) (126) 336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손실) (216,522) (308,820) 147,519 

법인세비용(수익) (905) (22,875) 3,944 

당기순이익(손실) (215,617) (285,945) 143,575 

기타포괄이익(손실) (26,826) (38,935) 129,490 

총포괄이익(손실) (242,443) (324,880) 273,065 

과    목 제75기(2012년) 제74기(2011년) 제73기(2010년)

유동자산 52,669 30,014 36,381 

현금성자산 35,183 16,853 27,074 

단기금융상품 9,968 6,894 1,85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7,293 6,074 7,266 

재고자산 10 11 7 

기타유동자산 215 182 181 

비유동자산 563,023 835,183 1,125,793 

유형자산 42,029 42,343 42,908 

투자부동산 35,649 36,671 37,336 

무형자산 44 44 44 

관계기업투자주식 484,709 755,202 1,045,349 

퇴직연금운용자산 - 347 - 

기타비유동자산 592 576 156 

자산총계 615,692 865,197 1,162,174 

유동부채 111,998 76,253 31,88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022 1,765 1,975 

차입금 100,000 64,991 20,000 

임대보증금 8,915 8,312 9,683 

기타유동부채 1,061 1,185 229 

비유동부채 106,416 149,222 155,177 

차입금 95,000 130,000 99,928 

확정급여부채 567 - 2,242 

이연법인세부채 10,849 19,222 53,007 

부채총계 218,414 225,475 187,064 

자본금 218,955 218,955 218,955 

자본잉여금 417,782 417,782 417,782 

이익잉여금 (71,582) 138,985 437,702 

자기주식 (68,830) (68,830) (68,830)

기타자본 (99,047) (67,170) (30,499)

자본총계 397,278 639,722 975,110 

부채및자본총계 615,692 865,197 1,162,174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자회사 당사와의 관계

상호명 소재지 자본금 소유주식수(주) 소유비율(%) 거래관계

(주)한진해운 한국 KRW 625,000,000,000 45,027,519 36.02 -

(주)싸이버로지텍 한국 KRW 2,000,000,000 160,000 40.00 -

겸직임원 겸직회사

성  명 직  위 회 사 명 직  위

최은영
대표이사 

회장

(주)한진해운
회 장

(주)싸이버로지텍

윤주식
대표이사 

부사장
(주)한진해운 부사장



2012 BUSINESS  REPORTHANJIN SHIPPING HOLDINGS CO., LTD.

12 13

회사가 대처할 과제 

이사 및 감사현황 

대주주 현황

회사,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인사말씀 참조

구  분 직  위 성  명 담당직무

상   근 대표이사 최 은 영 회장

상   근 대표이사 윤 주 식 부사장

비상근 기타비상무이사 조 양 호 -

비상근 사외이사 오 용 국 감사위원장

비상근 사외이사 김 찬 길 감사위원

비상근 사외이사 서 동 우 감사위원

주주성명 소유주식수(주) 소유비율(%)
회사와의 거래 관계

비고
수익 비용

최은영 외  7,264,220 16.59  -  - 특수관계인

(재)양현  4,333,483 9.90  19,896  29,799 비영리재단

(주)대한항공  7,315,479 16.71  -  - 계열회사

한국공항(주)  4,683,898 10.70  -  8,629 계열회사

(주)한진  17,122 0.04  -  83,358 계열회사

PVP V LABUAN LTD.  431,848 0.99  -  - 공동보유자

Hillstar Assets Limited  4,041,257 9.23  -  - -

프라임밸류(유)  4,786,441 10.93  -  - -

타회사명 투자 및 출자회사
다른회사에 대한

소유주식수(주) 소유비율(%)

(주)한진해운 (주)한진해운홀딩스 45,027,519 36.02
(주)싸이버로지텍 (주)한진해운홀딩스 160,000 40.00
Hanjin Shipping (Singapore) Pte.,Ltd. (주)한진해운  3,713,684  100.00 
Hanjin Shipping (China) Co., Ltd. (주)한진해운  -  100.00 
Hanjin Shipping Line Malaysia sdn. Bhd. (주)한진해운  14,140,000  100.00 
Hanjin Shipping Do Brasil Ltda. (주)한진해운  1,209,056  100.00 
Hanjin Shipping Poland Ltd. (주)한진해운  537  100.00 
Hajin Shipping Hungary Transportation Co.,Ltd. (주)한진해운  -  100.00 
Hanjin Shipping Australia Pty. Ltd. (주)한진해운  1,700,000  100.00 
Hanjin Shipping India Pvt, Ltd. (주)한진해운  8,151,000  100.00 
Hanjin Shipping (Cyprus) Co.,Ltd. (주)한진해운  1,000  100.00 
Atlanta Shipping Agency (Holding) Ltd. (주)한진해운  50  100.00 

타회사명 투자 및 출자회사
다른회사에 대한

소유주식수(주) 소유비율(%)

Hanjin Shipping (Vietnam) Co., Ltd. (주)한진해운  -  100.00 
Hanjin Spain S.A. (주)한진해운  1,020  51.00 
Hanjin Shipping (Thailand) Co., Ltd. (주)한진해운  1,470,000  49.00 
Hanjin Shipping Lanka Pvt, Ltd. (주)한진해운  2,588,900  40.00 
Hanjin Italy S.P.A (주)한진해운  250,000  50.00 
Hanjin Shipping (Taiwan) Co., Ltd. (주)한진해운  3,000,000  100.00 
Hanjin Shipping U.A.E. LLC (주)한진해운  1,960  49.00 
Hanjin Shipping Mexico S.A. de C.V. (주)한진해운  -  51.00 
Hanjin Shipping Bangladesh Limited (주)한진해운  -  49.00 
Hanjin Shipping America, LLC. (주)한진해운  -  100.00 
Hanjin Shipping Canada, INC (주)한진해운  -  100.00 
Hanjin Shipping Europe Management GmbH (주)한진해운  -  100.00 
Hanjin Shipping Europe GmbH & Co.KG (주)한진해운  -  100.00 
Total Terminal International LLC (주)한진해운  -  54.00 
Antwerp International Terminal (주)한진해운  1,486,030  14.02 
Total Terminal International Algeciras S.A (주)한진해운  50,000,000  100.00 
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 Co., Ltd. (주)한진해운  -  21.33 
Shanghai Sinhan Shipping Agency Co., Ltd. (주)한진해운  -  49.00 
Hanjin Shipping TEC (주)한진해운  -  100.00 
Hanjin Romania S.R.L. (주)한진해운  -  100.00 
Shanghai Hanjin Freight & Transportation Co., Ltd. (주)한진해운  -  37.69 
Huahan (Tianjin) Container Co., Ltd. (주)한진해운  -  30.00 
Dalian Hantong Logistics Co., Ltd. (주)한진해운  -  50.00 
Shandong Hanjin Logistics Co., Ltd. (주)한진해운  -  60.00 
Thai Hanjin Logistics Co., Ltd. (주)한진해운  3,675,000  49.00 
Hanjin Logistic Inc. (주)한진해운  40,248  100.00 
Hanjin Logistics (Shanghai) Co. Ltd. (주)한진해운  1,600,000  25.53 
Hanjin Logistics India Private Limited (주)한진해운  -  100.00 
Hanjin Overseas Bulk Ltd. (주)한진해운  554,570  100.00 
Hanjin Overseas Tanker Pte, Ltd. (주)한진해운  34,277,500 100.00 
Hanjin Eurobulk Ltd. (주)한진해운  1  50.00 
Zhejiang Eastern Shipyard Co., Ltd. (주)한진해운  -  34.00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 Ltd. (주)한진해운  500  25.00 
한진해운신항만 (주) (주)한진해운  2,958,000  51.00 
평택컨테이너터미날(주) (주)한진해운  2,360,000  59.00 
세방부산터미널(주) (주)한진해운  130,000  45.00 
광양인터내셔날컨테이너터미날(주) (주)한진해운  10,000  50.00 
한진해운광양터미널(주) (주)한진해운  280,000  70.00 
(주)한진퍼시픽 (주)한진해운  55,000  60.00 
감만부두 공용관리(주) (주)한진해운  2,500  20.00 
부산마린앤오일주식회사 
(Busan Marine & Oil Corporation) (주)한진해운  960,000  48.00 

한진해운경인터미널 (주) (주)한진해운  940,000  85.45 
한진해운신항물류센터(주) (주)한진해운  420,000  60.00 
(주)에이치제이엘케이 (주)한진해운  899,533  100.00 
 한진케리로지스틱스(주) (주)한진해운  780,000  65.00 
(주)한진에스엠 (주)한진해운  599,997  100.00 
(주)케이티서브마린 (주)한진해운  1,323,000  30.21 
통영예선(주) (주)한진해운  29,000  14.50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주)한진해운  -  14.24 
주식회사 삼올 (주)한진해운  320,000  66.67 
한운상사 (주)한진에스엠  -  100.00 
Hanjin (Shenzhen) Company Limited Atlanta Shipping Agency (Holding) Ltd.  -  100.00 
Hanjin Logistics(Hong Kong) Co., Ltd. Atlanta Shipping Agency (Holding) Ltd.  500,000  100.00 
Hanjin Logistics(Shenzhen) Co., Ltd. Atlanta Shipping Agency (Holding) Ltd.  -  100.00 
Hanjin Arkas Logistics & Trading S.A HJLK Corporation  450,000  50.00 
Hanjin Logistics Vietnam Co., Ltd. HJLK Corporation  -  51.00 
Hanjin Logisitcs Singapore Co., Ltd. HJLK Corporation  407,816  100.00 
Hanjin Logistics Spain S.A HJLK Corporation  520  52.00 

단위 : 천원

2012년 말 기준 현황

 2012년 말 기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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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채권자 등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채권자명 채권액 소유주식수(주) 소유비율(%) 비 고

국민은행 55,000  -  -  - 

산업은행 50,000 - - -

농협은행 40,000 - - -

우리은행 25,000 - - -

한국증권 15,000 - - -

대신증권 10,000 - - -

단위 : 백만원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Financial Reports

타회사명 투자 및 출자회사
다른회사에 대한

소유주식수(주) 소유비율(%)

Hanjin Logistics(Japan) Ltd HJLK Corporation  500  100.00 
H&H Int'l Logisitcs(Fuijan)Co., Ltd. HJLK Corporation  -  50.00 
Hanjin Airbridge Logisitcs, LLC(USA) Hanjin Logisitcs Inc.  -  100.00 
Pacific Intermodal Compay, LLC(USA) Hanjin Logisitcs Inc.  -  51.00 
Hanjin Logisitcs Europe B.V Hanjin Logisitcs Inc.  6,500  100.00 
Hanjin Logistics (Shanghai) Co. Ltd. Hanjin Logisitcs Inc.  -  74.47 
Shijiazhuang Hanjin Logistics Service Consulting Co. Hanjin Logistics(Shanghai) Co., Ltd.  -  60.00 
NAL Maroc S.A Hanjin Logistics Spain S.A  1,000  52.00 
CyberLogitec America, Inc. (주)싸이버로지텍 3,000 100.00 
CyberLogitec Shaghai. Co.,Ltd. (주)싸이버로지텍 - 100.00 
CyberLogitec Spain S.L.U (주)싸이버로지텍 - 100.00 

2012년 말 기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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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본 감사위원회는 제75기 사업년도(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 방법의 개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그밖에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3.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관한 사항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4.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26일

주식회사 한진해운홀딩스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오  용  국

주식회사 한진해운홀딩스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13년 2월 21일

감사인은 첨부된 주식회사 한진해운홀딩스의 2012년 12월 31일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2012년 12월 

31일과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한진해운홀딩스의 2012년 12월 31일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2012년 12월 31일과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교 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13년 02월 21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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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 75기 (당)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74기 (전)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제 75기 (당)기 2012년 1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제 74기 (전)기 2011년 1월 1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한진해운홀딩스 주식회사 한진해운홀딩스

과        목
제 75 (당) 기 제 74 (전) 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동자산 52,668,535,773 30,014,043,724 

 현금 및 현금성자산 35,182,760,054 16,852,927,640 

 단기금융자산 9,967,760,015 6,894,114,90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7,293,394,998 6,074,094,809 

 재고자산 10,350,409 10,501,095 

 기타유동자산 214,270,297 182,405,276 

 Ⅱ. 비유동자산 563,023,154,383 835,183,167,150 

 유형자산 42,029,429,460 42,343,360,950 

 투자부동산 35,649,396,007 36,670,440,294 

 관계기업투자주식 484,708,677,826 755,202,057,111 

 무형자산 43,700,000 43,7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 347,407,754 

 기타의 비유동자산 591,951,090 576,201,041 

자산총계 615,691,690,156 865,197,210,874 

부        채

 Ⅰ. 유동부채 111,997,676,746 76,253,209,13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021,600,968 1,765,045,349 

 차입금 100,000,000,000 64,991,283,999 

 임대보증금 8,914,715,494 8,312,014,861 

 기타의 유동부채 1,061,360,284 1,184,864,926 

 Ⅱ. 비유동부채 106,415,673,347 149,222,033,700 

 차입금 95,000,000,000 130,000,000,000 

 확정급여부채 567,287,023 -

 이연법인세부채 10,848,386,324 19,222,033,700 

부채총계 218,413,350,093 225,475,242,835 

자        본

 Ⅰ. 자본금 218,954,385,000 218,954,385,000 

 Ⅱ. 자본잉여금 417,782,310,754 417,782,310,754 

 Ⅲ. 이익잉여금 (71,581,586,980) 138,984,981,480 

 Ⅳ. 자기주식 (68,830,149,465) (68,830,149,465)

 Ⅴ. 기타자본 (99,046,619,246) (67,169,559,730)

자본총계 397,278,340,063 639,721,968,039 

부채 및 자본총계 615,691,690,156 865,197,210,874 

과        목
제 75 (당) 기 제 74 (전) 기

금           액 금           액

Ⅰ. 영업수익 40,714,963,647 36,236,162,167 

영업수입 40,714,963,647 36,236,162,167 

지분법이익 - -

Ⅱ. 영업비용 247,525,516,426 338,066,646,710 

영업비용 11,101,387,396 10,951,530,774 

지분법손실 236,424,129,030 327,115,115,936 

Ⅲ. 영업이익(손실) (206,810,552,779) (301,830,484,543)

Ⅳ. 금융수익 1,282,476,799 1,348,581,707 

이자수익 1,282,476,799 1,348,581,707 

기타금융수익

Ⅴ. 금융비용 10,793,995,799 8,211,728,161 

이자비용 10,793,995,799 8,211,728,161 

기타금융비용

Ⅵ. 기타영업외손익 (200,352,904) (126,403,548)

Ⅶ. 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 (216,522,424,683) (308,820,034,545)

Ⅷ. 법인세비용(수익) (904,812,320) (22,875,291,908)

Ⅸ. 당기순이익(손실) (215,617,612,363) (285,944,742,637)

Ⅹ. 기타포괄손익 (26,826,015,613) (38,935,538,335)

보험수리적손익 (345,600,414) (252,937,705)

지분법자본변동 (31,877,059,516) (36,670,516,842)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5,396,644,317 (2,012,083,788)

XI. 총포괄이익(손실) (242,443,627,976) (324,880,280,972)

XⅡ. 주당손익(손실)

기본주당손익 (5,130) (6,803)

희석주당손익 (5,130) (6,803)

                                               

단위 : 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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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식회사 한진해운홀딩스 주식회사 한진해운홀딩스

과        목
제 75 (당) 기 제 74 (전) 기

금           액 금           액

 Ⅰ. 미처리결손금 (242,455,412,209) (31,888,843,749)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31,888,843,749) 256,320,920,381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5,396,644,317 (2,012,083,788)

보험수리적손익 (345,600,414) (252,937,705)

당기순이익(손실) (215,617,612,363) (285,944,742,637)

 Ⅱ. 결손금처리액 242,025,983,858  -

기타자본조정처리 (116,945,578,519) -

기업합리화적립금 35,081,092,707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121,039,913,686 -

특별감가상각충당적립금 13,702,073,536 -

이익준비금 1,050,745,300 -

자본준비금 188,097,737,148 -

 Ⅲ. 차기이월결손금 (429,428,351) (31,888,843,749)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합   계

2011년 01월 01일 (전기초) 218,954,385,000 417,782,310,754 (68,830,149,465) (30,499,042,888) 437,702,198,610 975,109,702,01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285,944,742,637) (285,944,742,637)

기타포괄손익: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2,012,083,788) (2,012,083,788)

  지분법자본변동 - - - (36,670,516,842) - (36,670,516,842)

  보험수리적손익 - - - - (252,937,705) (252,937,705)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36,670,516,842) (2,265,021,493) (38,935,538,335)

총포괄손익 - - - (36,670,516,842) (288,209,764,130) (324,880,280,97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10,507,453,000) (10,507,453,0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 - - (10,507,453,000) (10,507,453,000)

2011년 12월 31일 (전기말) 218,954,385,000 417,782,310,754 (68,830,149,465) (67,169,559,730) 138,984,981,480 639,721,968,039 

2012년 01월 01일 (당기초) 218,954,385,000 417,782,310,754 (68,830,149,465) (67,169,559,730) 138,984,981,480 639,721,968,03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215,617,612,363) (215,617,612,363)

기타포괄손익: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5,396,644,317 5,396,644,317 

  지분법자본변동 - - - (31,877,059,516) - (31,877,059,516)

  보험수리적손익 - - - - (345,600,414) (345,600,414)

  기타포괄손익소계 - - - (31,877,059,516) 5,051,043,903 (26,826,015,613)

총포괄손익 - - - (31,877,059,516) (210,566,568,460) (242,443,627,97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 - - - -

2012년 12월 31일 (당기말) 218,954,385,000 417,782,310,754 (68,830,149,465) (99,046,619,246) (71,581,586,980) 397,278,340,063 

단위 : 원   단위 : 원   

제 75기 (당)기 2012년 1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처리확정일 2013년  2월  26일)

제 74기 (전)기 2011년 1월 1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처리확정일 2012년  3월  16일)

제 75기 (당)기 2012년 1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제 74기 (전)기 2011년 1월 1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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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주석

주식회사 한진해운홀딩스

과        목 제 75 (당) 기 제 74 (전)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0,989,038,075 23,757,183,461 

법인세납부(환급) (33,309,220) 312,580 

영업활동순현금흐름 30,955,728,855 23,757,496,041 

투자활동현금흐름

이자의 수취 1,422,937,980 1,161,979,895 

배당의 수취 120,000,000 15,944,963,50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6,377,457,370 1,852,625,216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9,451,102,481) (6,894,114,904)

유형자산의 취득 (79,473,520) (81,573,079)

투자부동산의 취득 - (95,739,650)

기타의비유동자산의 증가 (15,750,049) (420,0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02,506,039,090)

예치보증금의 증가 - (41)

투자활동순현금흐름 (1,625,930,700) (91,037,898,153)

재무활동현금흐름

차입금의 차입 115,000,000,000 54,999,992,108 

사채의 발행 - 40,000,000,000 

차입금의 상환 (114,999,992,108) (20,000,000,000)

이자의 지급 (10,999,973,633) (7,433,258,343)

배당의 지급 - (10,507,453,00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10,999,965,741) 57,059,280,76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18,329,832,414 (10,221,121,347)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6,852,927,640 27,074,048,987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5,182,760,054 16,852,927,640 

단위 : 원   

제 75기 (당)기 2012년 1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제 74기 (전)기 2011년 1월 1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3년 3월 15일

주식회사 한진해운홀딩스

대표이사 최 은 영 대표이사 윤 주 식 기타비상무이사 조 양 호

사외이사 오 용 국 사외이사 김 찬 길 사외이사 서 동 우

감사보고서의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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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현황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주식회사 한진해운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한진해운빌딩

02-3770-6868

http://www.hanjin-holdings.com

(주)한진해운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한진해운빌딩

02-3770-6114

http://www.hanjin.com

(주)싸이버로지텍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번지 

누리꿈스퀘어

02-6350-2000

http://www.cyberlogitec.com

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7

031-617-9700

http://www.pctc21.com

광양인터네셔널컨테이너터미널(주)

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390 (도이동)

061-815-1500

http://www.hsgt.co.kr

(주)한진에스엠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9-9번지 

한진해운빌딩

051-460-8000

http://www.hanjinsm.com

(주)한진퍼시픽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한진해운빌딩 19층

02-3215-1200

http://www.hanjinpacific.com

한진해운경인터미널(주)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2

032-718-8880

 www.hjgi.co.kr

(주)에이치제이엘케이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한진해운빌딩 11층

02-3770-6442

http://www.hanjinlogistics.com

한진해운신항만(주)

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산 118번지

051-220-2100

http://www.hjnc.co.kr

한진해운광양터미널(주)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75

061-797-6601

http://www.hanjinshipping.net

부산마린앤오일(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9 

센텀MAKUS빌딩 1302호

051-923-6800

한진케리로지스틱스(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19-5

051-231-2462

(주)삼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5-7

031-719-6114

한진해운신항물류센터(주)

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산118번지

051-220-2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