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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호산업 Highlights 

4,703억원
4,356억원

차입금

2013 2014 2015 2016

40,048억원 33,613억원

54,079억원

주택사업 자체사업 및 LH관련 공공주택(택지분양, 설계공모 등) 사업능력 강화

공항공사 민간·군공항 등 공항공사 선두주자, 활주로·여객터미널 등 주요시설 실적 보유

SOC민간투자사업 민자도로, 턴키사업 등 기획/제안사업 부문에서 우수한 경쟁력 확보

2,172억원

3

2017

3,345억원 2,689억원

42,543억원

45,184억원

201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59,021억원

1,923억원

2019

2019

1,982억원

65,5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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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호산업 Highlights 

분양세대 증가 현황

4
`16년 `17년 `18년 `19년

1,345세대

2,616세대
2,626세대

5,256세대

분양리스트

 자체사업 확대 및 LH관련 공공주택 사업능력 강화 를 통한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제고

 `19년 분양실적 5,256세대로 전년대비 2배 증가

+100%,
2,630세대

증가

구 분 사업장 분양월 세대수

2018

김포 양곡 1월 873 

광주 상설시장 10월 447 

인천 검단 11월 1,306 

합 계 2,626 

2019

수원 고등 3월 694 

세종시 4-2 5월 726 

순천 선평 7월 459 

아산모종1구역 8월 463 

청주 율량 9월 748 

광주 우산 11월 1,154 

전주 효자 11월 562 

모래내시장 11월 450 

합 계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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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호산업 Highlights 

발주 시기 프로젝트명 사업비 세 부 내 용

`16.11. 제주공항 1차 투자 2,400억원 당사 수주

`17.상반기 흑산도 소형공항 1,835억원
당사 수주예정(실시설계中) / 국토부, 환경부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 검토 / 제3차 항공정
책기본계획(2020~2024년) 內 확정

`18.하반기 인천국제공항4단계 48,405억원
제4활주로,여객터미널,계류장,교통센터,주차장 신설 / 
여객터미널(T2)확장 기초공사(329억), 계류장(568억) 시공中 / `24년 완공

`20.하반기 제주 제2공항 48,700억원
공사비 3.5조원(터미널1.4조, L&A side 2.1조)/ `20년 上 기본계획 고시 / 
`20년 下 발주 / `25년 완공

`20.하반기 김해신공항 59,576억원 활주로,계류장,관제탑 신설 / `19년말 국무총리실 재검증 착수 / `26년 완공

`21.하반기 대구공항 통합이전 9조1,400억원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 `20.1. 경북 의성,군위 이전지 확정 / `22년 착공, `26년 완공

미 정

제주공항 2차 투자 계획수립중 공항시설 확장

수원 군공항 이전 7조원 기부 대 양여방식 / 이전예정지 : 화성시 화옹지구

광주 군공항 이전 57,480억원 기부 대 양여방식 / 이전후보지:전남 무안,해남 / `28년 완공

새만금 신공항 7,800억원
`19.1. 예타면제대상 사업 선정 / `19.11. 기재부 사업계획적정성 의결 / `23년 착공, 
`28년 완공

백령도 소형공항 1,208억원 군·민간 겸용 신공항 / `20년 예비타당성 조사 / `26년 완공

서산 신공항 500억원 서산 공군 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 `23년 완공

공항공사 프로젝트 리스트

자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방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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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호산업 Highlights 

예타면제 프로젝트

6

당사 참여예정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민자사업 확대, 생활밀착형 SOC 증액 등 우호적 SOC 환경 조성

 민자도로, 턴키사업 등 기획/제안사업 부문에서 우수한 경쟁력 확보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프로젝트

-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사업비 8천억원)

- 평택-오송 철도 복복선화(사업비 3조1천억원)

- 새만금국제공항(사업비 8천억원) 등

● 민자사업 확대

-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 (사업비 4,500억원) 등

(旣수주 `18.6.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1,856억)

● 생활밀착형 SOC 프로젝트

- 평택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旣수주 `19.9. 올림픽스포츠컴플렉스 2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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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수주

 수익성 좋은 주택부문 신규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8% 상승

< 주요 수주 프로젝트 >

▷ 건 축 : 아산배방 공공지원 1,467억, 옴니버스파크 964억,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확장공사 329억 등

▷ 주 택 : 마곡MICE 1,799억, 대구 다사역 공동주택 1,688억, 대전 천동3구역 976억 등

▷ 토 목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계류장 568억, 고령-합천 천연가스 공급설비 315억, 월곶-판교6공구 254억 등

신규수주 부문별 신규수주
(단위:억원)

구 분 2018 2019 증감액 증감율

건 축 7,188 7,003 -185 -3%

주 택 6,604 11,914 5,310 80%

토 목 6,602 3,306 -3,296 -50%

해 외 123 -3 -126 -102%

합 계 20,517 22,220 1,703 8%

7

Ⅱ. 경영실적(누계)

토 목

3,306억

15%

주 택

11,914억

54%

건 축

7,003억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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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주잔고

 전년말 대비 수주잔고 11% 증가

 수익성이 좋은 주택부문에서 지속적 수주잔고 증가(수주잔고質 향상)

Ⅱ. 경영실적(누계)

부문별 수주잔고수주잔고

건축

주택

토목

해외

구 분 `18년말 `19년말 증감액 증가율

건 축 14,368 16,008 1,640 11%

주 택 24,930 32,697 7,767 31%

토 목 19,482 16,689 -2,793 -14%

해 외 241 145 -96 -40%

합 계 59,021 65,539 6,518 11%

(단위:억원)

1%

30%

45%

24%

50%

26%

24%

8

59,021억

65,539억

11%
6,518억

`18년말 `19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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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매출액

3. 매출액

 주택 및 토목부문 신규착공현장 증가로 매출액 전년대비 16% 증가

 수주잔고 및 착공현장 증가로 매출액 지속 증가 예상

(단위:억원)

매출액

13,767억

15,977억

16%,
2,210억

1%

34%

주택

해외

Ⅱ. 경영실적(누계)

구 분 2018 2019 증감액 증감율

건 축 5,526 5,437 -89 -2%

주 택 3,324 4,204 880 26%

토 목 4,756 6,240 1,484 31%

해 외 161 96  -65 -40%

합 계 13,767 15,977 2,209 16%

26%

39%
토목

건축

9

1%

41%

24%

34%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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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반기 주요 경영현안

매출총이익

995억

1,158억16%,
163억

4.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422억

7.2% 7.2%
3.1% 3.5%

 매출액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 증가

 향후 매년 이익규모 증가 및 공정 진행에 따른 원가율 개선 예상

556억(3.5%)

32%,
134억

0.0%p
0.4%p

Ⅱ. 경영실적(누계)

10

2018 2019 2018 2019

1Q

2Q

3Q

214억

275억

332억

174억

249억

283억

56억

121억

148억

68억(2.2%)

146억(3.2%)

168억(3.9%)

1Q

2Q

3Q

4Q

4Q

289억

97억

337억

174억(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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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반기 주요 경영현안

법인세 차감전 이익

153억
122억

5. 법인세 차감전 이익,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88억

 아시아나항공 지분법 손실(`19년 1분기 -306억) 반영

`19년 2분기부터 아시아나항공 지분법 처리 제외

 아시아나항공 매각 차익 딜클로징 후 반영 예정

Ⅱ. 경영실적(누계)

11

2018 2019 2018 2019

-4억

-20%,
-31억

흑자전환,
9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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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익계산서

Ⅲ. Appendix

12

(단위 : 억원)

구  분 2018 2019 전년동기 대비

1.매출액 13,767 15,976 2,209

2.매출원가 (12,772) 14,818 27,590

(매출원가율) 92.8% 92.8% 0.2%

3.매출총이익 995 1,158 163

판매비와관리비 (573) 602 1,175

4.영업이익 422 556 134

(영업이익율) 3.1% 3.5% 0.4%

금융수익 25 21 (4)

금융원가 (101) (118) (17)

5.순금융수익 (76) (97) (21)

기타영업수익 626 82 (544)

기타영업비용 (142) (40) 102

6.관계기업지분법이익(손실) (677) (379) 298

7.법인세차감전계속영업이익 153 122 (31)

8.법인세비용 (157) (34) 123

9.당기순이익 (4) 88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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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상태표

Ⅲ. Appendix

13

(단위 : 억원)

2018년 2019년 차 이

1.유동자산 6,189 10,129 3,940

 (1)당좌자산 5,606 8,947 3,341

 (2)재고자산 583 1,182 599

2.비유동자산 5,633 3,202 (2,431)

 (1)투자자산 4,665 1,862 (2,803)

 (2)유형자산 96 395 299

 (3)투자부동산 26 26 0

 (4)무형자산 62 128 66

 (5)기타비유동자산 784 791 7

○ 자산총계 ○ 11,822 13,331 1,509

1.유동부채 6,397 7,532 1,135

2.비유동부채 1,862 2,065 203

차입금 1,923 1,982 59

8,259 9,597 1,338

1.자본금 1,816 1,816 0

2.자본잉여금 251 478 227

3.기타포괄손익 (487) (463) 24

4.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 (103) (85) 18

5.이익잉여금 2,086 1,988 (98)

3,563 3,734 171

11,822 13,331 1,509

231.8% 257.0% 25.2%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부채비율

계정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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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자산 현황

2. 매각 내용

3. 향후 일정

14

Ⅲ. Appendix

○ 2020년 4월 中 거래종결 예정

○ 2020년 2분기 매각차익 회계처리 예정

○ 매각대상 : 금호산업 보유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8,063주(31.05%)

○ 매수자 : HDC-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일 : 2019년 12월 27일

○ 매각가 : 3,228억원
※ 아시아나항공 지분 장부가 3,035억원(@4,418원)

■ 아시아나항공 매각 현황



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

https://m.irgo.co.kr/IR-ROOM/00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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