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pendix
1. 중공업부문 분기 경영실적 추이

2. 건설부문 분기 경영실적 추이

3. 추진중인 주요 신사업



매출이익률매출이익률매출이익률매출이익률 15.5%15.5%15.5%15.5% 14.3%14.3%14.3%14.3% 13.3%13.3%13.3%13.3% (1.2%p)(1.2%p)(1.2%p)(1.2%p) (2.2%p)(2.2%p)(2.2%p)(2.2%p)

영업이익률영업이익률영업이익률영업이익률 6.7%6.7%6.7%6.7% 3.0%3.0%3.0%3.0% 5.7%5.7%5.7%5.7% 2.7%p2.7%p2.7%p2.7%p (1.0%p)(1.0%p)(1.0%p)(1.0%p)





OPMOPMOPMOPM (8.8(8.8(8.8(8.8%)%)%)%) 6.7%6.7%6.7%6.7% 3.3%3.3%3.3%3.3% 2.5%2.5%2.5%2.5% (1.5%)(1.5%)(1.5%)(1.5%)

NPMNPMNPMNPM (9.4%)(9.4%)(9.4%)(9.4%) 3.2%3.2%3.2%3.2% 2.5%2.5%2.5%2.5% (0.4%)(0.4%)(0.4%)(0.4%) (0.6%)(0.6%)(0.6%)(0.6%)

OPMOPMOPMOPM 2.3%2.3%2.3%2.3% 5.6%5.6%5.6%5.6% 2.6%2.6%2.6%2.6% 2.9%2.9%2.9%2.9% 3.4%3.4%3.4%3.4%

NPMNPMNPMNPM 0.6%0.6%0.6%0.6% 3.5%3.5%3.5%3.5% (6.7(6.7(6.7(6.7%)%)%)%) 2.3%2.3%2.3%2.3% 3.7%3.7%3.7%3.7%

OPMOPMOPMOPM 3.0%3.0%3.0%3.0% 5.7%5.7%5.7%5.7%

NPMNPMNPMNPM 1.5%1.5%1.5%1.5% 4.5%4.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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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1920192019년년년년
• 1분기 : 전력시장 약세 지속으로 수익성 악화
• 2분기 : 고압전동기 매출 신장과 초고압 변압기 출고 등 계절적 성수기로 흑자 전환
• 3분기 : 계절적 비수기로 수주 둔화 및 매출액 감소
• 4분기 : 북미시장 확대를 위한 미국 변압기 생산거점 인수

- 2020202020202020년년년년
• 1분기 : 전력시장 약세 지속과 반덤핑관세 부과 및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으로 적자 규모 확대
• 2분기 :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개별오더 수익성 향상 및 구조조정 효과로 인한 영업이익 개선
• 3분기 : ESS 매출 감소로 매출 하락하였으나 변압기, 차단기 등 주력 아이템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 흑자지속
• 4분기 : 초고압변압기, 전동기 등 매출증가 및 ESS 매출 회복되었으나 차단기 수익성 저하로 영업이익 소폭 감소

- 2021202120212021년년년년
• 1분기 : 매출 약세에도 개별오더 매출이익률 향상과 일회성비용 제거로 흑자기조 유지
• 2분기 :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중이나 해외생산법인의 일시적인 적자로 수익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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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1920192019년년년년
• 1분기 : 진흥 연결편입으로 매출액 증가
• 2분기 : 공사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개선
• 3분기 : 전년동기 대형현장 준공이 집중되어 전년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
• 4분기 : 공사원가 절감 및 회현역 자산인수에 따른 대손회입으로 영업이익 증가

- 2020202020202020년년년년
• 1분기 : 전년대비 대형현장의 매출 비중감소로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
• 2분기 : 매출액은 계획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준공현장 정산을 통한 영업이익 증가
• 3분기 : 대형현장 준공과 신규 프로젝트 착공지연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
• 4분기 :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진행현장의 증액 계약 및 준공 정산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

- 2021202120212021년년년년
• 1분기 : 안정적인 수주잔고 유지 속에 일시적인 매출 공백기로 외형성장은 정체되었지만수익성 견조
• 2분기 : 매출 회복속에 수익성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두자리수 영업이익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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