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천원]

금               액 금               액

I. 유 동 자 산 11,222,945,364                      I. 유 동 부 채 12,794,858,830                      

 1. 현금및현금성자산 1,182,440,811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964,304,482

 2. 매도가능금융자산 336,452  2. 차입금및사채 6,123,243,075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127,375,152  3. 기타금융부채 727,781,418

 4. 기타금융자산 833,494,037  4. 기타유동부채 2,787,964,073

 5. 기타유동자산 798,110,854  5. 충당부채 84,520,432

 6. 당기법인세자산 17,186,061  6. 당기법인세부채 103,670,835

 7. 재고자산 3,110,196,898  7.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의 부채 3,374,515

 8. 매각예정자산 153,805,099

II. 비유동부채 10,277,999,465                      

II. 비유동자산 15,476,587,060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04,022,526

 1. 매도가능금융자산 923,206,893  2. 차입금및사채 5,558,981,624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9,005,469  3. 기타금융부채 315,010,667

 3. 기타금융자산 243,788,211  4. 기타비유동부채 1,428,573,335

 4. 관계기업투자 1,601,873,092  5. 순확정급여부채 1,091,263,239

 5. 투자부동산 955,008,565  6. 충당부채 229,715,336

 6. 유형자산 10,406,370,450  7. 이연법인세부채 1,250,432,738

 7. 무형자산 880,257,993

 8. 기타비유동자산 96,923,949 III. 금융업부채 108,903,190,554                     

 9. 이연법인세자산 300,152,438  1. 예수부채 883,948,688

 2. 보험계약부채 77,954,410,382

III. 금융업자산 118,922,182,807                      3. 계약자지분조정 1,154,694,461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61,753,677  4. 당기법인세부채 3,946,816

 2. 예치금 925,959,464  5. 이연법인세부채 730,807,270

 3. 유가증권 64,087,210,894  6. 파생상품부채 1,530,346,362

 4. 관계기업투자 218,531,690  7. 순확정급여부채 169,374,298

 5. 대출채권및기타채권 22,742,944,218  8. 충당부채 25,876,149

 6. 유형자산 1,780,002,725  9. 기타금융부채 6,891,945,588

 7. 투자부동산 2,764,892,622 10. 기타부채 256,258,693

 8. 무형자산 416,614,521 11. 특별계정부채 19,301,581,847

 9. 파생상품자산 564,112,133

10. 당기법인세자산 90,987,967 131,976,048,849                     

11. 이연법인세자산 15,390,193

12. 기타금융자산 1,897,507,534

13. 기타자산 3,340,969,022 지배기업 주주지분 4,154,514,919                        

14. 특별계정자산 19,015,306,147 I. 자본금 377,190,145

II. 자본잉여금 522,244,740

III. 자본조정 38,863,574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26,874,281

V. 이익잉여금 2,589,342,179

비지배지분 9,491,151,463

13,645,666,382                      

145,621,715,231                     145,621,715,231                     

상기와 같이 공고함

감사의견 :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한화의 제64기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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