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자료는한국조선해양주식회사(이하 “회사”)에의해작성되었으며, 본자료에포함된 2020년 4분기경영실적은외부감사인의회계감사가

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투자자여러분의편의를위해작성된자료로서, 추후그내용중일부가달라질수있음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회사는본자료에서술된경영실적의정확성과완벽성에대해보장하지않으며, 자료작성일현재의사실을기술한내용에대해향후갱신관련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또한, 본자료는미래에대한예측정보를포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예측정보는이미알려진또는아직알려지지않은위험과시장상황, 기타불명확한사정또는당초예상하였던사정의변경에따라영향을받을수있고, 

이에기재되거나암시된내용과실제결과사이에는중대한차이가있을수있으며, 시장환경의변화와전략수정등에따라예고없이달라질수있습니다. 

이자료는투자자여러분의투자판단을위한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 당사및당사의임직원들은이자료의내용과관련하여

투자자여러분에게어떠한보증도제공하지아니하며, 과실및기타의경우를포함하여그어떠한책임도부담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본자료는비영리목적으로내용변경없이사용이가능하고(단, 출처표시필수), 회사의사전승인없이내용이변경된자료의무단배포및

복제는법적인제재를받을수있음을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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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도상승에따른조선부문건조물량증가로전분기대비
매출증가

환율하락으로인한조선부문공사손실충당금설정및플랜트
부문추가공사비용등으로전분기대비적자전환

영업이익적자전환, 환율하락으로인한외환관련손실, 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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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0년 연간 주1)2020년 4분기 2020년 3분기 2019년 4분기

매 출 영업이익 이익률 매 출 영업이익 이익률 매 출 영업이익 이익률 매 출 영업이익 이익률

조 선 124,687 2,231 1.8% 29,107 -1,292 -4.4% 28,329 789 2.8% 33,629 -82 -0.2%

해 양 5,331 -384 -7.2% 1,747 192 11.0% 1,419 -178 -12.5% 3,633 1,931 53.2%

플 랜 트 5,435 -224 -4.1% 977 -199 -20.4% 1,385 -9 -0.6% 2,426 257 10.6%

엔 진 기 계 7,086 1,319 18.6% 2,190 177 8.1% 1,993 367 18.4% 1,881 123 6.5%

주2)
그린에너지 3,944 88 2.2% 983 -10 1.0% 785 45 5.7% 1,242 53 4.3%

기 타 2,554 -2,286 - 734 -677 - 687 -607 - 609 -583 -

총 계 149,037 744 0.5% 35,738 -1,809 -5.1% 34,598 407 1.2% 43,420 1,699 3.9%

주1) 공통비 배부 기준
주2) 미국법인 내부거래 실적 반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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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C/O : Change Order (계약변경) 



주1) 공통비 배부 전 기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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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0년 연간 2020년 4분기 2020년 3분기 2019년 4분기

매 출 영업이익 이익률 매 출 영업이익 이익률 매 출 영업이익 이익률 매 출 영업이익 이익률

한국조선해양 1,724 -372 -21.6% 387 -259 -66.8% 407 -117 -28.8% 350 -188 -53.8%

현대중공업 83,102 325 0.4% 19,945 -690 -3.5% 19,254 50 0.3% 26,757 2,077 7.8%

현대삼호중공업 39,180 156 0.4% 9,270 -652 -7.0% 8,922 111 1.2% 9,237 -479 -5.2%

현대미포조선 27,808 66 0.2% 6,535 -432 -6.6% 6,268 113 1.8% 7,261 -19 -0.3%

현대베트남조선 4,813 242 5.0% 870 38 4.4% 1,120 147 13.1% 1,295 54 4.2%

현대에너지솔루션 4,191 113 2.7% 1,127 8 0.7% 787 44 5.6% 1,229 50 4.1%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4분기 실적

주요 영업실적 내용 (전분기 대비)
매 출 영업이익

한국조선해양

매 출
(-4.9%)

전분기 자회사 배당금 수익 부재 등으로 매출
감소

영업이익
(적자지속)

M&A 관련비용발생영향등으로적자지속

현대중공업

매 출
(+3.6%)

조업도 상승에 따른 조선부문 건조물량 증가, 
해양 및 엔진부문 매출 증가로 매출 증가

영업이익
(적자전환)

환율하락으로인한조선부문적자전환, 플랜트
추가공사비용발생등으로적자전환

(단위 : 억원)

'19.4Q '20.3Q '20.4Q

'19.4Q '20.3Q '20.4Q '19.4Q '20.3Q '20.4Q

'19.4Q '20.3Q '20.4Q



구 분
2020년 4분기 실적

주요 영업실적 내용 (전분기 대비)
매 출 영업이익

현대삼호중공업

매 출
(+3.9%)

조업도상승에따른건조물량증가및 LNG선
등고부가가치선박의높은매출비중지속등
으로매출증가

영업이익
(적자전환)

환율하락에 따른 공사손실충당금 설정 등으로
적자전환

현대미포조선

매 출
(+4.3%)

조업도상승에따른건조물량증가로매출증가

영업이익
(적자전환)

환율하락으로 인한 공사손실충당금 설정 등
으로 적자전환

현대베트남조선

매 출
(-22.3%)

건조물량감소로매출감소

영업이익
(-74.1%)

매출감소및전분기인도호선추가 Extra 
반영에따른기저효과로영업이익감소

(단위 : 억원)

'19.4Q '20.3Q '20.4Q '19.4Q '20.3Q '20.4Q



• 지배지분순이익 : -16 억 원
• 비지배지분순이익 : 220 억 원

(단위 : 억원)

• 주요내용

- 자산손상 (군산조선소 外) : -2,742 억 원

- 외환관련손익 : -1,970 억 원

- 태풍피해 손실 : -438 억 원

- 이자손익 : -316 억 원

- 운휴비용(현중) : -111 억 원

-1,809

-7,302

-9,235

-2,742

-1,970

-316

-438

-111

+84

+1,933

• 현중 IPO 추진결정에 따른 이연법인세 자산손상 :

- 4,074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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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16 114,654 
121,291 

130,193 
13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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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85.9%
93.8% 99.6% 104.6% 100.3% 103.2%

'19년6월 '19년9월 '19년말 '20년3월 '20년6월 '20년9월 '20년말

(단위: 억 원) 부채 부채비율

(단위: 억 원) 순차입금 순차입금비율

(*) 보유 현금이 차입금을 초과하는실질적 무차입 상태
주1)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장·단기금융상품을포함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계속영업 기준

구 분
2020년
누계

2020년
4분기

2020년
3분기

2019년
4분기

매출 149,037 35,738 3.3% -17.7% 34,598 43,420

매출원가 141,590 35,635 8.6% -10.0% 32,813 39,611

매출총이익 7,447 103 -94.2% -97.3% 1,785 3,809

영업이익 744 -1,809 적자전환 적자전환 407 1,699

이익률(%) 0.5 -5.1 -6.2p -9.0p 1.2 3.9

영업외손익 -6,434 -5,493 - - -1,102 -1,754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5,690 -7,302 - - -695 -55

법인세비용 2,662 1,933 - - 75 207

순이익 -8,352 -9,235 적자지속 적자지속 -770 -262

구 분 2020년 말 2020년 9월 말 2019년 말

유동자산 130,014 138,502 125,460

(현금및현금성자산) 37,034 39,597 31,361

비유동자산 122,428 123,137 125,094

자산총계 252,442 261,639 250,554

유동부채 95,115 95,818 89,419

(단기차입금) 37,461 39,292 28,113

비유동부채 33,115 35,228 31,872

(장기차입금) 26,443 29,242 25,103

부채총계 128,230 131,046 121,291

자본금 3,539 3,539 3,539

기타자본항목 -48,667 -50,154 -49,676

이익잉여금 154,191 162,705 161,806

비지배지분 15,149 14,503 13,594

자본총계 124,212 130,593 129,263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계속영업 기준

(단위 : 억원)(단위 : 억원)



주1) K-IFRS 기준

구 분
2020년
누계

2020년
4분기

2020년
3분기

2019년
4분기

매출 83,102 19,945 3.6% -25.5% 19,254 26,757

매출원가 78,361 19,304 5.6% -16.9% 18,287 23,238

매출총이익 4,741 640 -33.8% -81.8% 967 3,519

영업이익 325 -690 적자전환 적자전환 50 2,077

이익률(%) 0.4 -3.5 -3.8p -11.3p 0.3 7.8

영업외손익 -5,726 -4,257 - - -678 -1,612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5,401 -4,947 - - -629 465

법인세비용 -1,087 -1,308 - - 110 259

순이익 -4,315 -3,639 적자지속 적자전환 -739 206

구 분 2020년 말 2020년 9월 말 2019년 말

유동자산 69,993 77,718 70,852

(현금및현금성자산) 13,147 15,133 9,936

(매각예정자산) 0 1 50

비유동자산 68,004 67,263 67,843

자산총계 137,997 144,981 138,695

유동부채 59,769 62,387 59,143

(단기차입금) 25,073 27,250 20,204

(매각예정부채) 0 0 0

비유동부채 24,620 27,058 23,323

(장기차입금) 20,394 22,912 18,819

부채총계 84,389 89,445 82,466

자본금 3,539 3,539 3,539

기타자본항목 55,120 53,720 53,739

이익잉여금 -5,051 -1,723 -1,049

비지배지분 0 0 0

자본총계 53,608 55,536 56,229

주1) K-IFRS 기준
.

(단위 : 억원)(단위 : 억원)



주1) K-IFRS 기준
주2) 계속영업 기준

구 분
2020년
누계

2020년
4분기

2020년
3분기

2019년
4분기

매출 39,180 9,270 3.9% 0.4% 8,922 9,237

매출원가 38,067 9,688 11.7% 3.5% 8,674 9,356

매출총이익 1,113 -418 적자전환 적자지속 249 -119

영업이익 156 -652 적자전환 적자지속 111 -479

이익률(%) 0.4 -7.0 -8.2p -1.8p 1.2 -5.2

영업외손익 -965 -753 - - -193 -15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809 -1,404 - - -81 -494

법인세비용 -218 -346 - - -37 -90

순이익 -591 -1,059 적자지속 적자지속 -44 -404

구 분 2020년 말 2020년 9월 말 2019년 말

유동자산 24,674 25,381 21,911

(현금및현금성자산) 5,133 5,121 1,331

(매각예정자산) 0 0 0

비유동자산 21,140 20,846 21,234

자산총계 45,814 46,227 43,145

유동부채 22,885 21,988 18,906

(단기차입금) 9,584 9,019 5,316

(매각예정부채) 0 0 0

비유동부채 3,996 4,457 4,914

(장기차입금) 3,189 3,463 3,588

부채총계 26,881 26,445 23,820

자본금 1,534 1,534 1,534

기타자본항목 -5,179 -5,329 -5,342

이익잉여금 22,578 23,577 23,133

비지배지분 0 0 0

자본총계 18,933 19,782 19,325

주1) K-IFRS 기준
주2) 계속영업 기준

(단위 : 억원)(단위 : 억원)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계속영업 기준

(단위 : 억원)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계속영업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누계

2020년
4분기

2020년
3분기

2019년
4분기QoQ YoY

매출 27,920 6,587 4.3% -9.3% 6,318

매출원가 26,606 6,696 15.2% -1.9% 5,811

매출총이익 1,314 -109 적자전환 적자전환 507

영업이익 367 -379 적자전환 적자전환 288

이익률(%) 1.3 -5.8 -10.4p -7.3p 4.6

영업외손익 -568 -574 - - -103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201 -953 - - 184

법인세비용 -78 -226 - - 23

순이익 -123 -727 적자전환 적자지속 161

구 분 2020년 말 2020년 9월 말 2019년 말

유동자산 18,792 19,217 17,448

(현금및현금성자산) 5,327 6,601 3,316

(매각예정자산) 0 0 0

비유동자산 17,198 16,184 16,358

자산총계 35,990 35,401 33,806

유동부채 11,910 10,975 10,016

(단기차입금) 2,249 2,686 2,298

(매각예정부채) 0 0 0

비유동부채 405 415 250

(장기차입금) 0 0 0

부채총계 12,315 11,390 10,266

자본금 1,997 1,997 1,997

기타자본항목 3,243 2,740 2,742

이익잉여금 18,026 18,840 18,436

비지배지분 409 434 365

자본총계 23,675 24,011 23,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