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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자료에포함된남화산업주식회사(이하 ‘회사’)의경영실적및재무성과와관련한모든정보는기업회계기준및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따라작성되었습니다. 본자료는향후매출계획등미래에대한 ‘예측정보’를포함하고있습니다. 

위 ‘예측정보’는경영환경의변화에따라적지않은영향을받을수있으며, 이러한불확실성에따른현상은미래의경영실적과중대한차이

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 또한각종지표들은현재의시장상황과회사의경영목표및방침을고려하여작성된것으로시장환경의급속한

변화및투자환경, 회사의전략적목표수정에의하여그결과가다르게나타날수있습니다. 

따라서투자자는투자판단을내리기에앞서반드시투자설명서및회사의공시사항을확인하여야하며, 본자료어느부분도계약및약정

또는투자결정을위한기초혹은근거가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본자료와관련하여발생하는손실및기타상황에대해서회사및회사의임직원들은과실및기타의경우를포함하여그어떠한경우에도

법적인책임은물론그어떠한책임도부담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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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최재훈 대표이사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산악지형대비 공사비가 적게드는
평지 골프장 건설로 그린피를 낮춰
대중화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하다.

골프 대중화를 이끈 남화산업은
소수의 스포츠로 여겨지던 기존 골프 문화를 넘어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골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다.

성장스토리

새로운골프문화를리드하는
국내최고골프장운영사

국내 최초의 전남지역
대중골프장 설립

9홀

홀 증설을 통한
골프 인구 확대 추구

18홀

전국구 골프장으로 확대
KLPGA 경기 등 확보

27홀

전남지역 대표
퍼블릭골프장으로 성장

36홀

전국 3위 규모의 골프장 기업
2018년 11월 골프장 1호 코스닥 상장
레지던스, 호텔 신축 추진

54홀



1. 회사개요

2. 성장연혁

3. 주요경영진

4. 사업구조

5. 사업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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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현황

회사명 남화산업 주식회사

설립일 1990년 2월 23일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최재훈, 최영곤

자본금 4,117,600천원

주요 사업 골프장 운영 서비스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162

홈페이지 www.muangc.co.kr

임직원 83명(19년 12월 현재)

관계사 현황 남화토건 외 13개사

사업장 전경

총 면적

1,969,760㎡(595,850평) 3코스 54홀

Chapter1_회사소개1. 회사개요



7골프대중화를선도하는남화산업주식회사

설립기

1998  18홀 대중골프장 승인변경
1997  퍼블릭 9홀 개장
1996  9홀 대중골프장 승인
1990  남화산업 주식회사 설립

최초의 전남지역

대중골프장

18홀 대중골프장
개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홀 증설

2020

2018

2018 
~

2009

레지던스 호텔 154실, 타운하우스
등 신축 추진

코스닥 상장

KLPGA(2부) 드림투어,
정규투어 시드전 10여 년간 개최

KLPGA(2부) 드림투어,
정규투어 시드전 최초 개최

Chapter1_회사소개2. 성장연혁

도약기

2008  54홀 대중골프장 개장
2003  36홀 대중골프장 개장
2001  27홀 대중골프장 개장
1999  18홀 대중골프장 개장

KLPGA 대회 지속
개최로레퍼런스축적

상장및신규사업
추진 준비

성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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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성명 담당업무 약력

공동

대표이사
최재훈 경영총괄

- 한양대 건축학과 졸업

- 現) 남화토건(주) 대표이사

남화개발(주) 사내이사

- 現) 남화산업(주) 대표이사

- 광주상공회의소 제18대 부회장

- 한국 씨엔티(주) 부회장

- 現) 목포대학교 기성회 회장

- 現) (사)대한골프협회 이사

- 現) (사)한국중고골프연맹 부회장

- 現) (사)대한골프협회 부회장

공동

대표이사
최영곤

경영관리

총괄

- 조선대 경영학과 졸업

- 남화산업(주) 이사

- 남화산업(주) 감사

- 現) 남화산업(주) 대표이사

- 現) 법무부 법사랑위원

- 現) 목포상공회의소 의원

사내이사 유근석
경기운영

총괄

- 조선대 경영학과 졸업

- 남화산업(주) 부장

- 남화산업(주) 감사

- 現) 남화산업(주) 이사

Chapter1_회사소개3. 주요경영진

직책 성명 담당업무 약력

사외이사 오병주 경영자문

-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박사

-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 중국대련해사대학교 외래교수

- 중국상해해사대학교 방문교수

- 現) 남화산업(주) 사외이사

사외이사 이무용 경영자문

-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제일은행 행원

- 한미은행 행원

- 광은창업투자(광주은행 계열사)

- 아시아신용정보 광주지사장

- 신한신용정보 광주지점장

- 신한신용정보 전략사업본부장

- 現) 남화산업(주) 사외이사

감사 이영호 감사

- 조선대 경영학과 졸업

- 대신증권(주) 근무

- 하나대투증권 근무

- 現) 남화산업(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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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9.6%

11.5%

골프입장

식음료

대여

예약
(유선&인터넷)

방문 및
프론트 체크인

티오프 &
경기진행

개인물품확인&
그늘집계산

체크아웃 및
골프백 확인

코스관리 및
부대시설 정비

골프 사업 운영 프로세스2019년

매출 유형 제품명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골프장 서비스

매출1위 골프 입장료 11,515 81.0 10,604 78.8 11,834 78.9

매출2위 식음료 1,487 10.5 1,330 9.9 1,449 9.6

기타 1,212 8.5 1,515 11.3 1,724 11.5

매 출 총 계 14,214 100.0 13,449 100.0 15,007 100.0

Chapter1_회사소개4. 사업구조

분야별 매출 비중

분야별 매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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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_회사소개5. 사업장현황

남코스 서코스 동코스

홀수 코스 코스길이(m) 코스설명

18홀 Par73 6,788

1997년 9월 맨처음
개장한 코스로 개장 당시

국내 최초로
간척지(평지)에 건설한

코스로 유명세

홀수 코스 코스길이(m) 코스설명

18홀 Par72 6,289

매 홀마다 워터헤저드와
갈대 숲으로 조성되어

있어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

홀수 코스 코스길이(m) 코스설명

18홀 Par72 6,542

정규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코스 길이를 최대한

길게 설계하여 조성



1. 스포츠시장의성장

2. 골프시장의성장

3. 대중제골프시장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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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스포츠 산업 육성으로 생활체육 참여 증가

72

78

40

4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2016 2018

매출액 종사자수 (단위 : 만명)(단위 : 조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스포츠 산업실태조사

34.5 34.4 
29.5 28.9 28.0 25.9 

54.8 56.0 
59.5 59.2 

62.2 
66.6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혀안함 참여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단위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1. 스포츠시장의성장

국내 생활체육 참여율 추이

금전적 여유 시 향후 참여 희망 운동 종목

국내 스포츠 산업 시장 규모

Chapter2_시장기회

20.2%

9.6% 9.2%

골프 요가, 필라테스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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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 

5,169 
5,310 5,343 

5,922 

2015 2016 2017 2018 2019

(단위 : 개소) (단위 : 만명)(단위 : 십억원)

자료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019년 골프장 산업 전망 자료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019년 골프장 산업 전망자료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019년 골프장 산업 전망

3,393 

3,503 

3,625 3,615 

3,896 

2015 2016 2017 2018 2019

517

521
520

526

535

2015 2016 2017 2018 2019

골프 대중화에 힘입어 국내 골프 시장 지속 성장

Chapter2_시장기회2. 골프시장의성장

국내 골프장 수 변화 추이 국내 골프장 운영업 매출액 추이 국내 골프장 내장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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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1.8 22.5 22.5 

278.0 
245.5 

222.0 212.0 

140.5 

264.3 300.4 324.4 

2011 2016 2018 2019

군 회원제 대중제

830 

939 

1,068 

1,281 

1,449 

1,831 

1,678 1,666 
1,755 1,793 1,775 

1,61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대중제 회원제(단위 : 만명)

자료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레저백서 2020 자료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레저백서 2020

(단위 : 개소)내장객 수
역전 구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던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들이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

국내 대중제 골프장 300개 돌파, 회원제 골프장 하락 추이 지속 전망

Chapter2_시장기회3. 대중제골프시장의성장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 수 추이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 수 비중 전망
(18홀 환산)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세금이 회원제의 10% 수준.

개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이 면제

저렴한 그린피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용객수가 회원제 골프장 추월

골퍼들의 대중제 골프장을 선호로
회원제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촉진



1. 재무경쟁력

2. 경쟁사대비비교우위

3. 정규대회개최능력보유

4. 국내 3위규모홀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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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수익 구조

안정적인
수익창출

경쟁사 대비
낮은 원가와

그린피

선도기업으로
인지도 확립

자료 : GMI 컨설팅그룹 전략기획실 – 골프장 투자수익률

• 호남지역 최고의 투자 수익률
• 전국 골프장 중 12위
• 지역 골프장 대비 풍부한
유동자산 보유

10.2%

7.9% 7.0% 6.6%

남화산업 A사 Y사 G사

[ 지역 골프장 투자 수익률 ]

투자 수익률 상대비교

경쟁사 상대비교

60%

31%

4%
10%

20%

35%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남화산업 G 경쟁사 M 경쟁사

• 규모 대비 적은 원가, 관리
비용으로 높은 순 이익률

• 매출액 대비 높은 영업
이익률

• 타 산업 군에 비해서
단순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경쟁사에 비해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이
낮은 편이다.

무차입 경영을
추구하는

안정적 경영으로
재무구조 확립

회원제 골프장과
다른 대중제 골프장의
가격경쟁력 확보

골프의 대중화를
이끈 선도기업으로
수년째 각종 대회 유치

가격경쟁력과 행사를
유치하면서도
일반 고객을
받을 수 있는

홀 보유로
안정적 매출 실현

무차입
경영 및 투자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와 경쟁력을 갖춘 무안CC, 전국 톱클래스 투자수익률

1. 재무경쟁력 Chapter3_투자포인트

남화산업 재무구조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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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동계 휴장 안내문

But!
당사는 바닷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내륙 산간지방에 있는
골프장에 비해 동절기도 온난하기 때문에

휴장기간없이운영가능

골프장 명
시즌 정상 요금(천원)

평일 주말&공휴일

무안 CC 85 120
군산CC 88 132

무안클린밸리CC 85 120

보성 CC 105 150

푸른솔 GC 130 175

영광CC 125 165

담양 레이나CC 120 150

무등산CC 125 165

파인비치CC 140 210

함평 엘리체CC 105 130

JNJ 골프리조트 120 155

아크로CC 120 160

⁞

평균 112 152

최소 85 120

최대 160 210

광주 전남 지역의 8개 회원제골프장과 33개 대중골프장들의 이용요금 중 가장 낮은 그린피 책정

1박 2일 골프 이용요금이 수도권 골프장 1일 이용요금보다 저렴

2. 경쟁사대비비교우위 Chapter3_투자포인트

광주 및 전남권 소재 골프장 대비 저렴한 이용 요금
(카트 사용료 포함 요금)

사계절 내내 휴장기간이 없는 운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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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드림투어 개최
(12년 연속)

KLPGA 주관 정규투어시드전 개최
(12년 연속)

KPGA 주관카이도시리즈전남오픈대외개최

국내 KLPGA 등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양질의 코스 수준 유지

3. 정규대회개최능력보유 Chapter3_투자포인트

KJGA 전남도지사배전국학생대회개최(15년연속)

KJGA 용인대학교총장배전국학생대회개최

KJGA 그린배전국학생대회개최(4년연속)

KJGA 한국C&T배전국학생대회개최(7년연속)

KJGA 파맥스-빅야드배전국학생대회개최

KJGA 매경세인트나인배전국학생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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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진행 중에도 다른 코스는

일반 골프이용객 수용가능

54홀 보유 경쟁력

-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대 규모

- 국내 3번째 규모의 다수 홀 보유 골프장

-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용이

- 똑같은 코스의 중복이 아닌 다른 코스로 라운딩 가능

- 코스의 다양성과 재미를 제공

광주·전남 최대 규모 홀 보유, 국내 최고의 골프장으로 성장 중

4. 국내 3위규모홀보유 Chapter3_투자포인트



1. 무안국제공항활성화

2. KTX 신설로골프관광경쟁력확보

3. 레지던스호텔및골프텔신사업추진

4. 우호적인환경과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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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 협의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폭발적 증가 전망

1. 무안국제공항활성화 Chapter4_성장동력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이

18 

31 
32 

30 

50 

2014 2015 2016 2017 2018(E)

(단위 : 만명)

자료: 한국공항공사

77 80 78 

64 
75 

68 

82 

2020년 1월지방공항탑승률

김포공항 대구공항 김해공항
양양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무안국제공항활성화를위한
업무협약체결

자료: 김연명(2016)‘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광주
군공항 및 국내선 이전방안’, 광주·전남연구원

광주공항과의통합으로

이용객4배 이상증가전망

(단위 : %)

광주민간공항무안국제공항으로통합협의 통합후무안공항국내선시나리오별전망

•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제 정기노선

신규 취항 확정

• 일본 및 동남아 8개 정기노선 주25회 운항

등으로 이용객 증가 지속

• 무안공항이 2020년 1월 지방공항 중 유일하

게 탑승률 80%대 유지

• 항공 국가는 타이완,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

남,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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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이용객

연간 약 272만명 추정

자료: 한국교통부 자료: 전남발전연구원자료: 한국철도공사

2018년
기본계획을완료

2020년착공

2025년개통

서울기준 60~70분단축으로

향후관광객유치용이

골프 관광객 본격 증가 전망

KTX무안공항역 신설에 따른 교통 접근성 강화, 이에 따른 관광 효과 기대

2. KTX 신설로골프관광경쟁력확보 Chapter4_성장동력

KTX 무안공항역 신설 KTX 무안공항역 이용객 전망 접근성강화에따른골프관광확대전망

•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을 위한 접근성 개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무안국제공항 연계철도망 구축

•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국가 신성장축 형성

• 타 지역 공항에 준하는 접근성 개선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

• 고속철도 완공 후 서울~광주구간 운행시간은

1시간 33분이 소요 전망

(현재 소요시간보다 약 66분이 단축)

• 서울~목포간은 1시간 46분이 소요 전망

(현재 소요 시간보다 약 79분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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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예상)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무안CC 동코스 옆

주택 종류/

세대수(예상)

레지던스 호텔 154실, 빌라형 타운하우스 24실, 

콘도미니엄 42실 / 총 220실 규모

사업면적(예상) 143,092 ㎡

공사기간(예상) 2020년 연내 착공

내장객 및

투숙객

증대 방안

1. 공항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항 셔틀버스 운행 예정

2. 여행사와 여행패키지 상품 구성하여 운영

3. 공항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 및 골프 패키지 할인

무안국제공항 약 10분 거리, 내장객 및 일반 투숙객 증가 기대로 신사업 추진

3. 레지던스호텔및골프텔신사업추진 Chapter4_성장동력

레지던스 및 VIP 골프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골프장
이용객 증가

투숙객 및
여행객 증가

건설 개요

[ 평면도(예상) ]

레지던스호텔및 VIP 골프텔

신사업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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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대중교통 접근성, 국내 3위의 시설 규모, 지역 최고의 숙박시설 건립을 통해

국내 대회는 물론, 국제 규모의 행사 유치 추진

4. 우호적인환경과성장전략

프로 대회 아마추어 대회 산관학 대규모 행사 국제규모 행사

KTX 및 공항 인근
최단거리 골프장

(10분 거리)

54홀 국내 3위 규모
6개팀 동시 티업 가능

숙박시설 구축 시
대규모 행사 유치 용이

(220개 객실 보유)

Chapter4_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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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골프리조트 No.1 기업으로도약!

5. Vision Chapter4_성장동력

신사업을 통한

매출 확대

지속적인 수익 확대

우호적인 시장 환경

안정적인 재무구조

국내골프

대중화선도기업

지역최대규모54홀

동남아시아수준의가격경쟁력

차별화된자연환경

대규모 숙박시설구축



1. 주요재무제표

2. 관계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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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FY17 FY18 FY19

유동자산 10,557 21,742 26,384 

비유동자산 120,259 123,700 120,934 

자산총계 130,816 145,442 147,318 

유동부채 1,726 1,809 1,835 

비유동부채 11,413 10,970 10,510 

부채총계 13,139 12,779 12,345 

자본금 3,500 4,118 4,118 

주식발행초과금 - 10,462 10,46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2 274 328 

이익잉여금 114,095 117,808 120,064 

자본총계 117,677 132,662 134,972 

구분 FY17 FY18 FY19

영업수익 14,214 13,449 15,007 

영업비용 9,836 9,716 9,461 

영업이익 4,378 3,733 5,546 

기타수익 654 125 158 

기타비용 293 317 178 

금융수익 183 244 543 

금융비용 10 37 10 

지분법이익 5,892 1,226 - 1,942 

법인세비용차감전순
이익

10,805 4,973 4,118 

법인세비용(수익) 2,262 759 1,038 

당기순이익 8,543 4,214 3,080 

2. 주요재무제표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Chapter5_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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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

설립일 : 2008.04.21
주업종 : 상품 종합 도매업

13.87%

•설립일 : 1959.08.22
•주업종 : 토목건축공사

3. 관계사현황(2019년 12월 31일현
재)

Chapter5_부록

㈜엔큐산업

설립일 : 2005.07.18
주업종 : 자동차 운송

㈜장터미디어

설립일 : 2010.01.29
주업종 :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남화개발㈜

설립일 : 1982.10.05
주업종 : 토목건축공사

남화산업㈜

설립일 : 1990.02.20
주업종 : 퍼블릭골프장사업

㈜한국케이블티비
광주방송

설립일 : 1990.02.20
주업종 : 퍼블릭골프장사업

㈜광주텔레콤

설립일 : 1993.02.03
주업종 : 통신배선 공사

㈜센트럴저축은행

설립일 : 1972.07.05
주업종 : 상호저축은행

한국씨앤티㈜

설립일 : 1980.01.01
주업종 : 시멘트 제조

㈜장터미디어플러스

설립일 : 2012.09.13
주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하나로통신써비스

설립일 : 2000.02.10
주업종 : 전기 통신업

한국레미콘㈜

설립일 : 2007.07.04
주업종 : 레미콘

영일레미콘㈜

설립일 : 2005.08.24
주업종 : 레미콘

공단레미콘㈜

설립일 : 2008.03.24
주업종 : 레미콘

6.86%

1.80%

24.77%68.57%

11.66%

16.27%

16.60%

42.54%

1.93%

60%60% 100%

41.75% 12.91%

55.97%

20.49%

75%

25%

53.22%

13.97%





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

https://m.irgo.co.kr/IR-COMP/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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