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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의 2020년 3분기 실적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 그 내용 중 일부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상 현 시점에서 회사의 계획, 추정, 예상 등을 포함하는 미래에 대한 사항들은 실제 미래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는 제반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함을 보장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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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재무실적

(단위 : 억원) 3Q  ’20 2Q  ’20 3Q  ’19 QoQ YoY

매출 14,634 13,188 13,222 11.0% 10.7%

KT&G1)
9,088 9,081 7,234 0.1% 25.6%

KGC1)
4,224 2,775 4,266 52.2% -1.0%

기타 및 조정2)
1,322 1,332 1,722 -0.8% -23.2%

영업이익 4,346 3,947 3,825 10.1% 13.6%

순이익 2,781 2,935 3,221 -5.2% -13.7%

□ (매출) 1.46조원 YoY +10.7% 

• KT&G 全 사업분야의 고른 성장이 연결 매출 성장 견인

□ (영업이익) 4,346억원 YoY +13.6% 

• KT&G 및 해외 담배 법인 매출 증가, KGC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률을 상회하는 영업이익 성장률 기록

□ (순이익) 2,781억원 YoY -13.7% 

• 환율 하락 효과에 기인한 KT&G 외화환산손실 증가 등으로 기타

손익 감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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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별 자료(KT&G, KGC)는 내부거래 등의 제거전 금액임

2) 기타 및 조정 : KT&G, KGC 제외한 기타연결법인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등 조정 금액 제외한 수치



(단위 : 억원) 3Q  ’20 2Q  ’20 3Q  ’19 QoQ YoY

매출 9,088 9,081 7,234 0.1% 25.6%

국내담배 5,294 4,720 5,141 12.2% 3.0%

수출담배1) 2,343 2,241 1,131 4.6% 107.2%

부동산 및 기타 1,451 2,120 962 -31.6% 50.8%

판관비 1,845 1,787 1,675 3.2% 10.1%

영업이익 3,536 3,699 2,849 -4.4% 24.1%

순이익 2,413 2,749 2,505 -12.2% -3.7%

2. KT&G 경영실적 ① Overview

□ (매출) 9,088억원 YoY +25.6% 

• 글로벌 담배 수출 증가, 부동산 매출 신장, 국내 담배 총수요 및

KT&G M/S 동반성장 등이 매출 상승 견인

□ (영업이익) 3,536억원 YoY +24.1% 

• 주력시장 수출 본격화 및 수원분양사업 매출 증대가 영업이익에

긍정적 효과

□ (순이익) 2,413억원 YoY -3.7% 

• 외화환산손실 등으로 인한 기타손익 감소 영향

1) 수출담배 : 별도 실적 기준으로 미국수출 실적이 연결제거 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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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64.1% 64.0%

63.4%

64.9%

3Q '19 4Q '19 1Q '20 2Q '20 3Q '20

2. KT&G 경영실적 ② 국내 일반 담배

□ (국내 총수요) 184억 개비 YoY +7.0% 

• 코로나19 지속에도 불구, 전년동기대비 일반 담배 총수요 증가

□ (KT&G 판매량) 119억 개비 YoY +8.2% 

• 저자극, 냄새저감 제품의 성과 지속으로 판매량 증가

□ (KT&G M/S) 64.9% YoY +0.9%p 

• 담배시장 트렌드인 ‘저자극/냄새저감’ 반영한 신제품 출시 및 성공적

안착으로 전년동기대비 M/S 증가

(단위 : 억 개비)
[ 국내 총수요/KT&G 판매량 ]

[ KT&G M/S 추이 ]

KT&G판매량

국내 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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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66 
184 

110 105 
119 

3Q '19 2Q '20 3Q '20



2. KT&G 경영실적 ③ 국내 HNB1)

□ (국내 HNB 침투율) 12.4% 

• 일반 담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 HNB 침투율 정체

□ (KT&G M/S) 35.1% 

• HNB시장 정체 불구, 스틱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20.3Q 17종) 및

릴 하이브리드 2.0 전국 확대로 KT&G M/S 지속 상승 中

[ 국내 HNB 시장 침투율 ]

[ KT&G M/S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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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 판매량 기준으로 액상형(lil vapor 등) 제품 제외

2.6%

12.4% 13.0% 12.6% 12.4% 12.4%

'17 '18 '19 1Q '20 2Q '20 3Q '20

2.0%

16.1%

31.7% 31.5%
33.3% 35.1%

'17 '18 '19 1Q '20 2Q '20 3Q '20



58 

101 

83 
39 

38 
44 

3Q '19 2Q '20 3Q '20

2. KT&G 경영실적 ④ 해외 일반 담배(수출1)및 해외법인2))

□ (판매량) 127억 개비 YoY +30.9% 

• (해외법인) 미국, 러시아 등 해외 법인 판매량 증가

• (수출) 주력시장 3분기 누적 수출량이 전년도 연간 실적 대비 69% 

증가하며 수출 판매량 성장 견인

□ (매출액) 2,629억원 YoY +28.2% 

• (해외법인)  유통 커버리지 공격적 확대에 따른 현지 매출액 증가

• (수출) 고단가 제품 중심의 주력시장 수출량 증가에 따라 매출액 증가

[ 판매량 ]

[ 매출액 ]

1) 수출 : 미국수출 실적이 연결 제거 되어 있음

2) 해외법인 : 인도네시아, 미국, 러시아, 터키, 이란 법인

해외법인

수출

해외법인

수출

(단위 : 억 개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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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39

97

902 

1,795 

1,405 

1,148 

1,069 
1,224 

3Q '19 2Q '20 3Q '20

2,050

2,864
2,629



3. KGC 경영실적 ① Overview

(단위 : 억원) 3Q ’20 2Q ’20 3Q ’19 QoQ YoY

매출 4,224 2,775 4,266 52.2% -1.0%

국내 3,886 2,519 3,906 54.3% -0.5%

수출 338 256 360 32.0% -6.1%

판관비 1,460 1,266 1,481 15.3% -1.4%

영업이익 814 200 801 307.0% 1.6%

순이익 583 106 615 450.0% -5.2%

□ (매출) 4,224억원 YoY -1.0% 

• 추석 선물 수요에 대한 효과적 마케팅/영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면세 및 수출 매출 감소폭 일부 상쇄

□ (영업이익) 814억원 YoY +1.6% 

• 효율적 비용 집행 및 채널 Mix 전략 효과로 성장

□ (순이익) 583억원 YoY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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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622 

1,302 

1,095 

931 

1,321 

1,114 

966 

1,263 

3Q '19 2Q '20 3Q '20

기타

로드샵

법인채널

3. KGC 경영실적 ② 국내 매출 분석

[ 채널별 매출실적 ]

[ 제품군별 매출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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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14.1%)

(85.9%)

(88.4%)

(11.6%)

(12.3%)

(87.7%)

□ (채널별 매출) 3,886억원 YoY -0.5%

• (법인채널) 1,302억원 YoY -23.3% 

-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세, 백화점 매출 감소 지속

• (로드샵) 1,321억원 YoY +20.6% 

- 추석 특수기 선물수요 효과적 흡수로 매출 급증

• (기타) 1,263억원 YoY +13.4% 

- 소비자 비대면채널 선호로 홈쇼핑, 온라인 채널 매출 지속 상승

□ (제품군별 매출) 홍삼 비중 88.8% YoY +1.9%p  

• 홍삼을 중심으로 한 추석 선물 매출 증가 및 비홍삼제품 주매출채널인 면세

채널 위축에 따라 홍삼 매출 비중 증가

(32.5%)

(34.0%)

(33.5%)

(37.0%)

(38.3%)

(24.7%)

(28.0%)

(43.4%)

(28.5%)

3,394 

2,210 

3,452 

512 

309 

434 

3Q '19 2Q '20 3Q '20

비홍삼

홍삼

(11.2%)

(88.8%)

(87.7%)

(12.3%)

(13.1%)

(86.9%)

(홈쇼핑, E-BIZ)

(면세, 백화점, 대형마트)



4. 첨부 ① KT&G 요약재무상태표

[ 연결 ] [ 별도 ]

※  본 자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로서,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억원) 3Q ’20 2Q ’20 3Q ‘19

유동자산(a) 69,487 65,907 64,352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26,503 28,512 26,17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290 9,988 11,663 

재고자산 22,872 23,593 22,482 

비유동자산 45,689 44,374 41,962 

유형자산 17,752 17,663 17,323 

투자부동산 9,510 9,235 8,073 

자산 총계 115,176 110,282 106,314 

유동부채(b) 23,637 19,681 16,101 

비유동부채 3,959 3,705 4,590 

부채 총계(c) 27,596 23,386 20,691 

자본 총계(d) 87,580 86,896 85,623 

유동비율(a/b) 294.0% 334.9% 399.7%

부채비율(c/d) 31.5% 26.9% 24.2%

(*)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타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단위 : 억원) 3Q ’20 2Q ’20 3Q ‘19

유동자산(a) 47,920 44,574 42,998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23,254 24,147 22,55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361 8,496 8,469 

재고자산 9,390 9,624 9,162 

비유동자산 50,411 49,355 47,257 

유형자산 11,590 11,423 11,082 

투자부동산 10,567 10,358 9,243 

자산 총계 98,331 93,929 90,255 

유동부채(b) 19,731 15,739 12,957 

비유동부채 1,142 1,064 1,289 

부채 총계(c) 20,873 16,802 14,246 

자본 총계(d) 77,458 77,127 76,009 

유동비율(a/b) 242.9% 283.2% 331.9%

부채비율(c/d) 26.9% 21.8%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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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부 ② KT&G 요약손익계산서 ※  본 자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로서,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결 ] [ 별도 ]

(단위 : 억원) 3Q ’20 2Q ’20 3Q ‘19

매출 14,634 13,188 13,222 

매출원가 6,353 5,614 5,608 

매출총이익 8,281 7,575 7,614 

판매비와관리비 3,935 3,627 3,790 

영업이익 4,346 3,947 3,825 

기타손익 (482) (166) 492 

금융손익 91 237 170 

당기순이익 2,781 2,935 3,221 

매출총이익률 56.6% 57.4% 57.6%

영업이익률 29.7% 29.9% 28.9%

순이익률 19.0% 22.3% 24.4%

(단위 : 억원) 3Q ’20 2Q ’20 3Q ‘19

매출 9,088 9,081 7,234 

매출원가 3,706 3,595 2,710 

매출총이익 5,381 5,486 4,524 

판매비와관리비 1,845 1,787 1,675 

영업이익 3,536 3,699 2,849 

기타손익 (344) (177) 401 

금융손익 100 239 178 

당기순이익 2,413 2,749 2,505 

매출총이익률 59.2% 60.4% 62.5%

영업이익률 38.9% 40.7% 39.4%

순이익률 26.6% 30.3%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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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부 ③ KT&G 요약현금흐름표 ※  본 자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로서,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억원) 3Q ’20(누계) 3Q ’19(누계)

영업활동현금흐름 12,080 9,588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5,351 12,763 

법인세납부 (3,272) (3,175)

투자활동현금흐름 (2,539) (4,090)

유형자산의 취득 (1,500) (1,733)

재무활동현금흐름 (7,795) (6,193)

현금및현금성자산 순증감 1,745 (695)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8,913 9,330 

환율변동효과 (16) 9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0,642 8,725 

(단위 : 억원) 3Q ’20(누계) 3Q ’19(누계)

영업활동현금흐름 10,906 6,264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3,588 8,893 

법인세납부 (2,682) (2,628)

투자활동현금흐름 (1,358) (2,946)

유형자산의 취득 (1,144) (1,355)

재무활동현금흐름 (7,762) (5,099)

현금및현금성자산 순증감 1,786 (1,78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6,568 7,481 

환율변동효과 (4) 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8,350 5,701 

[ 연결 ] [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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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부 ④ KGC 요약재무제표

[ 요약재무상태표 ] [ 요약손익계산서 ]

※  본 자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로서,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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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3Q ’20 2Q ‘20 3Q ‘19

비유동자산 6,471 6,306 5,919

- 유형자산 2,836 2,870 2,860

- 무형자산 262 249 226

- 기타 3,373 3,187 2,833

유동자산 16,305 15,414 15,713

- 재고자산 10,997 11,574 11,121

- 현금및현금성자산 606 1,115 1,346

- 기타 4,702 2,725 3,246

자산총계 22,776 21,720 21,632

비유동부채 937 895 825

유동부채 1,530 1,207 1,631

부채총계 2,467 2,102 2,455

자본총계 20,309 19,618 19,177

부채와 자본총계 22,776 21,720 21,632

(단위 : 억원) 3Q ’20 2Q ‘20 3Q ‘19

매출액 4,224 2,775 4,266

- 홍삼 125 139 244

- 홍삼제품·상품 4,095 2,632 4,015

(비중) (96.9%) (94.8%) (94.1%)

- 기타매출 4 4 7

매출원가 1,950 1,310 1,984

매출총이익 2,274 1,465 2,282

판매관리비 1,460 1,266 1,481

영업이익 814 200 801

기타손익 (22) (45) 25

금융손익 8 3 1

세전순이익 794 158 827

법인세 211 51 213

당기순이익 583 106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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