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현대중공업지주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2021년 2분기 경영실적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로서, 추후 그 내용 중 일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본 자료에 서술된 경영실적의 정확성과 완벽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자료작성일 현재의 사실을 기술한 내용에 대해 향후 갱신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시장 상황, 기타 불명확한 사정 또는 당초 예상하였던 사정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당사 및 당사의 임직원들은 이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과실 및 기타의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내용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단, 출처표시 필수),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이 변경된 자료의 무단 배포 및

복제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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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주2. 이자손익 : 이자비용+이자수익
주3. 외환손익 : 외화환산이익+외환차익+외화환산손실+외환차손

매 출 액 63,303 4.2% 58.0% 60,755 40,058 

영업이익 1,846 -65.5% 77.0% 5,343 1,043 

영업이익률 2.9% -5.9%p 0.3%p 8.8% 2.6%

영업외손익 (440) - - (1,467) (1,225) 

이자손익 (539) - - (587) (497) 

외환손익 (64) - 적자전환 (370) 24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406 -63.7% 흑자전환 3,876 (182) 

순 이 익 218 -92.6% 흑자전환 2,944 (129) 

지배지분 (1,265) 적자전환 - 1,515 (113) 

 유가상승에따른정유부문매출증가및정유외사업부문매출개선이이어지며전분기대비매출 4.2% 증가

 유가상승폭축소에따른정유부문영업이익감소및한국조선해양지분법평가손실발생으로전분기대비

영업이익 65.5% 감소



1. 요약경영실적(2/3)

'21년 2분기매출구성비 '21년 2분기영업이익(지분법손익및배당금제외)

74.4%

14.3%

6.4%

0.8% 0.04%
4.0%

정유(오일뱅크) 건설기계 일렉트릭

로보틱스 지주 글로벌서비스

주1 : 지분법 손익 및 배당금을 제외한 각사 연결 매출 기준 (지주는 별도기준)

1,885 
2,422 

3,815 

2,827 
3,136 

2,400 

(1,753)

1,008 
1,544 1,578 

1,090 

(5,632)

132 352 

(786)

4,128 

2,657 

330  
791  

286  530  
1,040  

(167)

659  
534 

3  
690  

56  
454  

1,037 1,044 

620 

1,183  

1,237 

정유(오일뱅크) 정유 외

주2 : 지분법 손익 및 배당금을 제외한 수치
주3 : 소연결 기준

(단위 : 억 원)



1. 요약경영실적(3/3)

'21년 2분기영업이익구성

(단위 : 억 원)

2,657  

294  
△ 30  △ 19  

△ 1,943  

△ 85  

1,846  

현대오일뱅크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지주 지분법평가 연결조정 2분기 연결영업이익



2. 회사별 경영실적(1/2)

'21년 2분기회사별경영실적

`21.1Q `20.2Q

비 고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이익률 이익률 이익률

연결대상

현대중공업지주 24 (19) -79.2% 2,222 2,163 97.3% 211 (18) -8.5%
※ 배당금 수익
1Q : 2,204

현대오일뱅크 49,440 2,657 5.4% 45,365 4,128 9.1% 25,517 132 0.5%

현대건설기계 9,526 707 7.4% 9,649 797 8.3% 6,684 420 6.3%

현대일렉트릭 4,236 265 6.3% 3,807 175 4.6% 5,355 183 3.4%

현대글로벌서비스 2,689 294 10.9% 2,378 237 10.0% 2,305 434 18.8%

현대로보틱스 556 (30) -5.4% 447 (26) -5.8% 544 18 3.3%

지분법대상 한국조선해양 (1,943) (1,943) 
-

144 144 (7) (7) -

연결조정 (1,225) (85) 
-

(3,257) (2,275) (551) (119) -

연결합계 63,303 1,846 2.9% 60,755 5,343 8.8% 40,058 1,043 2.6%

주1 : 현대중공업지주: 별도실적 기준, 2020.5.1일 부 로봇사업부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기일 이후의 로봇사업부문 실적은 현대로보틱스 연결실적에 반영됨
주2 : 현대오일뱅크,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로보틱스 : 연결실적 기준

(단위 : 억 원)



6,344

8,270

9,228

283 

523 

597 

-2,195 
-9,363 -10,713 

3077
2,817 

0.5%

9.1%

5.4%

'20.2Q '21.1Q '21.2Q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오씨아이

기타조정 현대쉘베이스오일 영업이익률

2-1) 현대오일뱅크(연결)

주1 : 연결기준 실적임(현대쉘베이스오일 : 2020.11월 부 연결대상 회사 편입)

25,517

45,365

(단위 : 억 원)

- 전분기 대비 9.0%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93.8% 증가

- 전분기 대비 35.6%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1,912.9% 증가

- 전분기 대비 유가 및 제품 스프레드는 상승하였으나 유가
상승폭 축소에 따른 재고효과 감소로 영업이익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유가 및 크랙 상승으로 영업이익 증가
(유가: $30.5/b→ $66.9/b, 휘발유: $0.5/b → $8.1/b)

49,440



5,165

989

1,078
1,251

530 

655 717 

'20.2Q '21.1Q '21.2Q

건설기계 산업차량 부품및기타 영업이익률 - 전분기 대비 1.3%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

- 전분기 대비 11.3%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68.3% 증가

- 전분기 대비 중국 시장 수요 조정으로 인해 매출 소폭 감소,
재료비 인상으로 인해 영업이익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원자재 수요 증대 및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신흥시장 수요 성장세 지속 및 백신 접종 이후 선진시장 수요
회복 본격화로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6,684

2-2) 현대건설기계(연결)

'

주1 : 연결기준 실적임

9,526

(단위 : 억 원)

9,649



1,940

798 

729 
748 

1,685 

1,148 1,228 

932

558

741

3.4%
4.6%

6.3%

’20.2Q '21.1Q '21.2Q

전력기기 회전기기 배전기기 기타(해외법인) 영업이익률

2-3) 현대일렉트릭(연결)

'

5,355

주1 : 연결기준 실적임

- 전분기 대비 11.3% 증가

- 전년동기 대비 20.9% 감소

- 전분기 대비 51.4%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44.8% 증가

- 계절적 요인으로 매출이 부진했던 전분기 대비 2분기에는
국내 한전 계열, 선박용 제품 및 해외법인 매출 등 수익성
양호 물량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 개선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일부 물량의 수출용 선박 수배 지
연 관련 매출 이월 발생 등으로 매출 감소하였으나 수익성
중심 선별 수주 효과로 영업이익 개선세 지속

4,236

(단위 : 억 원)

3,807



2-4) 현대글로벌서비스(연결)

'

주1 : 연결기준 실적임

-전분기대비 13.1% 증가

-전년동기 대비 16.7% 증가

-전분기대비 24.1% 증가

-전년동기대비 32.3% 감소

-전분기대비, 친환경 retrofit, 선박부품, 유류사업 등사업
전반에걸친 수주실적증가로 매출 증가 및 견조한 수익성
지속

- 전년 동기 대비, 유류사업 매출 증가되었으나 친환경
retrofit 부문 스크러버 매출 감소되며 영업이익 감소

- 친환경 retrofit을 포함한사업전반의 수주실적 개선으로
3분기 이후에도 매출 증가세 지속 전망

756
702

790

87 
77 

119 

386 

1,149 

1,303 
1,057 

340 

395 
19 111 

82 

18.8%

10.0% 10.9%

'20.2Q '21.1Q '21.2Q

부품/기자재 보증대행
유류사업 친환경 Retrofit
디지털제어 영업이익률

2,305

(단위 : 억 원)

2,689

2,379



147 

201 

112 
55 

232 

104 

181 

42 

39 

38 
50 

64 

18 

52 

2.5%

-5.7% -5.4%
'20.2Q '21.1Q '21.2Q

L&S(물류솔루션) 중국법인 서비스 및 기타

제조솔루션 FPD로봇 산업용로봇

영업이익률

주1. 현대로보틱스 : 2020.2분기 별도기준 / 2021.1분기, 2021.2분기 연결실적 기준임
주2. 2020년 5월 1일 부 로봇사업부문이 지주회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됨에 따라 분할기일인 5.1일

이전의 실적 수치는 투자자 편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로봇사업부문의 실적을 집계하여 작성.       
2020년 9월 29일 부 현대중공업지주로부터 현대로보틱스 중국법인 및 현대L&S 지분 취득.

2-5) 현대로보틱스(연결)

'

- 전분기 대비 24.4% 증가

- 전년동기 대비 24.7% 감소

- 전분기 대비 적자 지속, 전년동기 대비 적자 전환
556

(단위 : 억 원)

447

738

-전분기대비제조솔루션(배터리ㆍ용접자동화) 공사매출실현
및해외자동차공장노후로봇 교체에 따라매출은증가하였으
나, 중국 FPD로봇* 가격경쟁심화 및용접자동화 등신규솔루션
사업진입으로 적자지속

- 전년동기 대비 2020년 하반기 국내외 디스플레이 설비 투
자 둔화에 따른 FPD로봇 수주 감소 영향으로 적자 전환

주3. FPD(Flat Panel Display)로봇 : 디스플레이 운반용 로봇 (기존 클린용로봇에서 명칭 변경)



3. 영업외손익및 당기순손익

'

• 주요내역

- 연결 순차입금 : 85,332

- 이자손익 : -539

- 외환관련 손익 : -64 

- 지분법손익 : -41

(현대코스모 -56, 코람코에너지 15)

(단위 : 억 원)

'21.2Q

당기순이익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영업외손익

'21.2Q

영업이익
+1,846

+1,406

-1,188

+218



4. 재무비율

•

43,540 52,049 
65,702 

57,156 72,826 
85,332 

79.6%
51.5% 62.3%

48.1%
65.6% 74.6%

'17년

4월초(개시)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 6월말

75,870 
107,867 127,937 138,308 154,611 182,316 

138.8%
106.8%

121.2% 116.4%
139.3% 159.4%

'17년

4월초(개시)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 6월말

* 지주 : 별도기준임.

* 지주 : 별도기준임.* 연결순차입금 :  총차입금 – 예금(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장단기금융상품)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13,170 67,119 3,913 1,810 
-606 -553 

22.9%

119.7%

22.6% 25.5%

-40.9% -18.5%

지주 오일뱅크 건설기계 일렉트릭 글로벌서비스 로보틱스

25,075 

114,607 
19,772 15,557 

2,688 
1,513 

43.5%

204.3%

114.0%

219.2%
181.5%

50.5%

지주 오일뱅크 건설기계 일렉트릭 글로벌서비스 로보틱스

•



1. 요약 재무제표 (현대중공업지주)

2. 요약 재무제표 (현대오일뱅크)

3. 요약 재무제표 (현대글로벌서비스)

[별첨] 



1. 요약재무제표(현대중공업지주)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 억 원)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억 원)

주1 : K-IFRS 연결실적

‘21.2Q ‘21.1Q ‘20.2Q
QoQ YoY

매출 63,303 4.2% 58.0% 60,755 40,058

매출원가 58,463 11.7% 61.2% 52,364 36,273

매출총이익 4,840 -42.3% 27.9% 8,391 3,784

영업이익 1,846 -65.5% 77.0% 5,343 1,043

이익률 2.9% -5.9%p 0.3%p 8.8% 2.6%

영업외손익 -440 - - -1,467 -1,225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406 -63.7% 흑자전환 3,876 -182

법인세비용 1,188 27.5% 흑자전환 932 -53

순이익 218 -92.6% 흑자전환 2,944 -129

구 분 `18년 말 `19년 말 `20년 말 ‘21년 6월말

유동자산 88,842 99,383 80,491 105,256

(현금및현금성자산) 10,998 23,480 20,385 24,686

비유동자산 144,636 157,803 185,099 191,472

자산총계 233,478 257,186 265,590 296,728

유동부채 86,602 80,460 63,364 78,400

(단기차입금) 45,497 34,185 22,482 29,534

비유동부채 41,335 57,879 91,247 103,916

(장기차입금) 33,250 46,529 72,838 82,128

부채총계 127,937 138,339 154,611 182,316

자본금 814 814 814 
814 

기타자본항목 43,440 47,273 47,206 48,803

이익잉여금 33,020 31,833 22,130 19,875

비지배지분 28,266 38,927 40,829 44,920

자본총계 105,541 118,847 110,979 114,412

부채 및 자본총계 233,478 257,186 265,590 296,728



2. 요약 재무제표(현대오일뱅크)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재무상태표

구 분 ’21.2Q ’21.1Q ’20.2Q

매출 49,440 9.0% 93.8% 45,365 25,517 

매출원가 45,495 14.1% 86.8% 39,884 24,358 

매출총이익 3,945 -28.0% 240.3% 5,481 1,159 

영업이익 2,657 -35.6% 1,912.9% 4,128 132 

이익률 5.4% -3.7%p 4.9%p 9.1% 0.5%

영업외손익 -381 - - -1,361 -318 

지분법손익 -40 - - -64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276 -17.8% 흑자전환 2,767 -186 

법인세비용 607 - - 831 -23 

순이익 1,669 -13.8% 흑자전환 1,936 -163 

구 분 `18년 말 `19년 말 `20년 말 ‘21년 6월말

유동자산 43,583 45,654 32,946 49,201

(현금및현금성자산) 1,626 4,804 3,017 3,661

비유동자산 73,865 82,905 113,836 119,832

자산총계 117,448 128,559 146,781 170,703

유동부채 45,780 40,867 32,394 41,327

(단기차입금) 15,737 11,250 6,440 10,418

비유동부채 20,427 33,276 61,678 72,910

(장기차입금) 18,561 28,084 48,710 60,362

부채총계 66,207 74,143 94,072 114,607

자본금 12,254 12,254 12,254 12,254

기타자본항목 4,546 4,436 7,071 7,001

이익잉여금 31,099 31,101 25,350 26,941

비지배지분 3,342 6,624 8,034 9,900

자본총계 51,241 54,416 52,709 56,096

부채 및 자본총계 117,448 128,559 146,781 170,703

주1 : K-IFRS 연결실적



3. 요약 재무제표(현대글로벌서비스)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재무상태표

구 분 ‘21.2Q ‘21.1Q ‘20.2Q
QoQ YoY

매출 2,689 13.1% 16.7% 2,378 2,305

매출원가 2,321 12.3% 28.4% 2,066 1,808

매출총이익 369 18.3% -25.8% 312 497

영업이익 294 24.1% -32.3% 237 434

이익률 10.9% 0.9%p -7.9%p 10.0% 18.8%

영업외손익 -5 -110.0% -105.0% 50 10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89 0.6% -30.6% 287 416

법인세비용 68 -11.2% -46.1% 77 127

순이익 220 5.0% -23.7% 210 289

구 분 `18년 말 `19년 말 `20년 말 ‘21년 6월말

유동자산 3,595 5,693 4,283 3,899

(현금및현금성자산) 1,248 1,689 937 887

비유동자산 112 262 356 270

자산총계 3,707 5,955 4,639 4,168

유동부채 1,518 2,839 2,006 2,287

(단기차입금) - - - 213

비유동부채 3 34 90 401

(장기차입금) - - - 300

부채총계 1,520 2,873 2,096 2,688

자본금 200 200 200 200

기타자본항목 1,055 1,052 200 203

이익잉여금 932 1,830 2,148 1,078

자본총계 2,187 3,082 2,543 1,481

부채 및 자본총계 3,707 5,955 4,639 4,168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주1 : K-IFRS 연결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