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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20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일부 내용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➊ 손익계산서

➋ 사업부문별 실적

➌ 재무상태표

➍ 현금흐름표

➎ 영업외 손익



% % YoY

  매출액 7,315    100% 6,592    100% -9.9% 

  매출총이익 397    5.4% 351    5.3% -12.2% 

  판매관리비 295    4.0% 279    4.2% -5.4% 

  영업이익 102    1.4% 72    1.1% -29.4% 

  세전이익 49    0.7% 84    1.3% 70.7% 

  당기순이익 55    0.8% 54    0.8% -2.8% 

'20년 연간(단위 : 십억원) '19년 연간

▶ 매출액

▶ 영업이익

• 차량부품 및 기계사업 외형 감소 (코로나19 영향 등)

▶ 세전이익 • 통상임금 충당금 환입, 산동법인 연결 영향 (지분법투자주식처분이익 등) 등

• (+)요인 : 통상임금 충당금 환입, 환율 상승

(-)요인 : 차량부품 및 공작기계 물량 감소, 산동법인 연결 영향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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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Y

모 듈 1,842     1,728     -6.2% 

부 품 4,613     4,190     -9.2% 

6,455    5,918    -8.3% 

171    2.6% 86    1.5% -49.4% 

공작기계 690     467     -32.4% 

군 수 170     208     22.6% 

860    675    -21.6% 

-69    -8.0% -14    -2.1% 79.0% 

기 계
사 업 매 출 액

영업이익

'20년 연간'19년 연간

매 출 액

영업이익

차 량
부 품

(단위 : 십억원)

▶ 차량부품 • (+)요인 : 통상임금 충당금 환입

• (-)요인 : 물량 감소(코로나19 영향 등), 중국 등 해외사업 부진

▶ 기계사업 • (+)요인 : 통상임금 충당금 환입, 사업 효율화 (고정비 절감 등)

• (-)요인 : 범용기 / FA 물량 감소 (글로벌 설비투자 부진 및 captive 투자 감소)

영업이익

변동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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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oY QoQ

  매출액 1,798    100% 1,839    100% 1,891    100% 5.2% 2.8%

  매출총이익 98    5.5% 75    4.1% 102    5.4% 3.2% 36.1%

  판매관리비 78    4.4% 62    3.3% 89    4.7% 13.4% 44.4%

  영업이익 20    1.1% 13    0.7% 13    0.7% -36.5% -2.8%

  세전이익 -3    -0.2% 68    3.7% -58    -3.1% 

  당기순이익 15    0.8% 70    3.8% -45    -2.4% 

'20.4분기(단위 : 십억원) '19.4분기 '20.3분기

▶ 매출액

▶ 영업이익

• 차량부품 : 산동법인 연결 영향

기계사업 : 범용기 / FA 물량 감소

▶ 세전이익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 차량부품 : 완성차 물량 증가

기계사업 : 범용기 / FA 물량 감소

• 영업이익 감소, 외환손익 감소, 관계기업 손상평가 등 • 외환손익 감소, 관계기업 손상평가, 지분법 손익 감소 등 4

• 차량부품 : 물량 감소(국내, 멕시코), 환율 하락

기계사업 : 채권/재고 충당금 감소

• 차량부품 : 물량 증가(국내)

기계사업 : 일회성 비용 (불용재고 정리 등)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849   1,892   1,775   1,798   7,315   1,648   1,214   1,839   1,892   6,592   

차량부품 1,616    1,670    1,567    1,603    6,455    1,470    1,050    1,669    1,728    5,918    

기      계 234    222    208    195    860    178    163    170    164    675    

15   30   37   20   102   85   -39   13   13   72   

(0.8%)  (1.6%)  (2.1%)  (1.1%)  (1.4%)  (5.1%)  (-3.2%)  (0.7%)  (0.7%)  (1.1%)  

29    48    50    44    170    75    -35    19    28    86    

(1.8%)  (2.9%)  (3.2%)  (2.7%)  (2.6%)  (5.1%)  (-3.3%)  (1.1%)  (1.6%)  (1.5%)  

-14    -18    -13    -24    -69    10    -4    -6    -15    -14    

(-5.9%)  (-8.0%)  (-6.2%)  (-12.2%)  (-8.0%)  (5.5%)  (-2.3%)  (-3.2%)  (-9.1%)  (-2.1%)  

(단위 : 십억원)
'19년

연간

'20년

연간

영업이익

기      계

차량부품

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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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자산 6,774    7,720    946    

    현금 및 현금등가물* 1,309     1,597     288     

    매출채권 1,401     1,464     63     

    유형자산 2,561     3,159     598     

  부채 3,683    4,194    511    

    매입채무 877     916     39     

    차 입 금 2,152     2,775     623     

    순차입금 (843)    (1,177)    (334)    

  자본 3,091    3,526    435    

  부채비율 119%   119%   

※ 현금 및 현금등가물 : 현금과 예금 + 단기금융상품

'20년말(단위 : 십억원) '19년말

▶ 자산

▶ 부채

산동법인 연결 영향(산동법인 자산 12,180억 : 현금 1,810억, 매출채권 1,870억, 유무형자산 6,860억 등) 등

▶ 자본 산동법인 연결 영향(산동법인 비지배지분 4,080억) 등

주 요
변 동
요 인

산동법인 연결 영향(산동법인 부채 5,520억 : 차입금 3,660억, 매입채무 1,620억 등), 

기타충당부채 감소(통상임금 충당금 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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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당기순이익 53          

    유무형자산 상각비 289          

    기타충당부채환입 -149          

-326         

    유무형자산의 증가 -278          

    종속기업주식의 취득 (산동법인) -105          

333         

    차입금의 증가 354          

-25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0년 연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십억원) 기초현금
(단기금융상품 포함시)

(단위 : 십억원)

증 감
(단기금융상품 포함시)

기말현금
(단기금융상품 포함시)

383
(1,309)

172
(288)

555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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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십억원)

금융손익

-40

지분법 손익

-52 13

-13

기타영업외손익

'19년 연간

'20년 연간

'19년 연간 '20년 연간+65

▶ 기타영업외손익 통상임금 충당금 환입, 지분법투자주식처분이익 (산동법인 연결 효과)

▶ 지분법손익 관계기업 지분법손익 감소 (관계기업 손상평가 등)

주 요
변 동
요 인

77

-37

▶ 금융손익 이자비용 감소 (차입금리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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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