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분기 경영실적 



DISCLAIMER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사전 예고 없이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주식투자 결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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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결 경영실적  

매출액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한 7,596억원, 
영업이익 7.6% 증가한 1,403억원, 당기순이익 17.4% 증가한 1,107억원 기록 

- 역대 최대 분기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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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십억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995.7  

2,224.3  

3QYTD'18 3QYTD'19

391.0 
413.7 

19.6% 18.6% 

3QYTD'18 3QYTD'19

280.1 312.9 

14.0% 14.1% 

3QYTD'18 3QYTD'19

[단위: 십억원/    : Margin] [단위: 십억원/    : Margin] 

669.8 

759.6 

3Q'18 3Q'19

130.4 140.3 

19.5% 18.5% 

3Q'18 3Q'19

94.2 
110.7 

14.1% 14.6% 

3Q'18 3Q'19



1-2. 전체 계정 현황 

국내 및 해외법인 총 계정 (분기) 

’19년 3분기말 현재 4개국 총 763만 계정 

3Q 총 계정수 약 763만 

 - 국내 624만 (+6.7% YoY) 

 - 해외법인 139만 (+35.3% YoY) 

   : 말련 124만, 미국 11.8만, 태국 2.9만 

5,848k 
6,241k 

1,028k 

1,391k 

3Q'18 3Q'19

해외 국내 

6,876k 

7,63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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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연결기준) 총 계정수 지속 증가 

 - 2019년 총 계정수 약 763만 예상 

 - 국내 613만 (+3.8% YoY) 

 - 해외법인 150만 (+34.9% YoY) 

5,748K 5,900K 
6,126K 

779K 

1,113K 

1,502K 

2017 2018 2019(P)

해외 국내 

7,628k 

7,013k 

6,527k 

국내 및 해외법인 총 계정 (연간) 

[단위: 계정] [단위: 계정] 



1-3. 전체 렌탈 판매 및 순증 현황 

역대 최대 3분기 렌탈 판매 및 역대 최대 분기 렌탈 순증 달성 

국내 및 해외법인 총 렌탈 판매 

377k 389k 
322k 

362k 
408k 417k 389k 

83k 
120k 

129k 
123k 

123k 134k 
130k 

1Q'18 2Q'18 3Q'18 4Q'18 1Q'19 2Q'19 3Q'19

해외 국내 
[단위: 대] 

460k 
509k 

451k 
485k 

531k 
551k 

519k 

국내 및 해외법인 총 렌탈 순증 

62k 74k 
48k 

76k 

120k 108k 

178k 56k 

88k 82k 

85k 
90k 

93k 

1Q'18 2Q'18 3Q'18 4Q'18 1Q'19 2Q'19 3Q'19

해외 국내 
[단위: 계정] 

97k 

118k 

162k 
145k 

158k 

205k 
198k 

270k 

3Q 전사 (연결기준) 렌탈 순증 27만 달성 

 - 국내 17.8만 (웅진렌탈 제외시 10.4만) 

 - 해외법인 9.3만  

   : 말련 9만, 미국 231, 태국 2,786 

3Q 전사 (연결기준) 렌탈 판매 52만 달성 

 - 국내 38.9만 (+20.8% YoY) 

 - 해외법인 13만 (+1.0% YoY) 

   : 말련 12만대, 미국 6,770대, 태국 3,23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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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내 환경가전사업 

계정현황2)3) 국내 환경가전사업1) 

국내 환경가전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 5,345억원 (+7.3% YoY) 달성  
웅진렌탈 영업양수와 계정 순증으로 총 관리계정 624만 (+6.7% YoY) 달성 

3Q’19 총 계정수 624만 계정  

 - 렌탈 계정 564만 (+482k, +9.3% YoY) 

  : 렌탈 판매 성장 및 해약 안정화를 통해 렌탈 계정 순증 확대 

  : 웅진렌탈 제외 시 렌탈 계정 556만 (+408k, +7.9% YoY) 

 - 멤버십 계정 60만 (-89k, -12.8% YoY) 

   

국내 환경가전 매출액 5,345억원  

 - 렌탈 및 금융리스 매출액 4,690억원 (+9.8% YoY) 

  : 렌탈 계정 지속 순증을 통한 렌탈 매출액 성장 

  : 매트리스 판매 호조 및 신제품군(의류청정기, 전기레인지)의  

    안정적 판매 지속으로 금융리스 매출액 성장 

- 일시불 및 기타 매출액 382억원 (-7.3% YoY) 

  : 의류청정기, 전기레인지 판매 제도 변경 영향으로 제외시  

    +13.1% YoY 

5,154k 

5,636k 

694k 
605k 

3Q'18 3Q'19

렌탈 멤버십 

1) 기타매출 (A/S, 설치 등의 용역 매출) 포함: 자료의 모든 환경가전 매출은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임 
2) 채권계정, 소유권 미확정 계정 및 멤버십 무상 계정 제외: 자료의 모든 계정은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임 
3) 금융리스 계정 렌탈 계정에 포함: 자료의 모든 계정은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임 

5,848k 
6,241k 

3Q'18 3Q'19 3QYTD'18 3QYTD'19

498.0 
534.5 

[단위:십억원] 

1,500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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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계정] 



역대 최대 3분기 누적 렌탈 판매량 달성 및 렌탈 계정 순증 연간 계획 초과달성 

렌탈 계정 순증 104k 달성으로 계정 지속 확대 

 - 웅진 렌탈 계정 포함으로 렌탈 계정 178k 증가 

 - 기존 및 신규 제품군 판매량 증가와 안정적인 해약관리의  

   결과로 렌탈 계정 순증 104k 달성 

렌탈 계정 순증 렌탈 판매량1) 

3분기 누적 렌탈 판매량 121만대로 역대 최고 기록 

 - 3Q’19 렌탈 판매량 389k (+20.8% YoY, -6.8% QoQ) 

  : 전체 기존 제품군에서 전년대비 성장으로 렌탈 판매량 증가 

  : 신규 런칭 제품군(의류청정기, 전기레인지)의 판매 증가 

2-1. 국내 환경가전사업 

377k 389k 

322k 
362k 

1,401k 

1Q'18 2Q'18 3Q'18 4Q'18 1Q'19 2Q'19 3Q'19 2019(P) 2018 2017

[단위: 대] 

1,450k 

1,527k 

408k 417k 
389k 

62k 
74k 

48k 

76k 

120k 
108k 

104k 

327k 

260K 

120K 

74K 

1Q'18 2Q'18 3Q'18 4Q'18 1Q'19 2Q'19 3Q'19 2019(P) 2018 2017

[단위: 계정] 

1) 금융리스 판매량 포함: 자료의 모든 계정은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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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률 안정화 지속 및 렌탈자산폐기손실비율 저감 

렌탈자산폐기손실 비율 안정적 관리 노력 

 - 3Q’19 렌탈자산폐기손실 비용 99억원 

   : 해약률 감소 등의 영향으로 렌탈 매출 대비 비중 2.5%로  

    (-0.6%p YoY) 안정적 관리 지속 

  

해약률 안정화 지속 

 - 3Q’19 해약률 0.97% 기록 (-0.05%p YoY, -0.04%p QoQ) 

  : 안정적 해약관리 노력 지속을 통해 해약률 1% 수준 관리  

 

렌탈자산폐기손실 해약률 추이 

2-1. 국내 환경가전사업 

1.20% 

1.06% 
1.02% 

1.10% 
1.02% 

1.09% 
1.01% 1.01% 0.97% 

2016 2017 1Q'18 2Q'18 3Q'18 4Q'18 1Q'19 2Q'19 3Q'19

 10.1  
 11.7   11.7  

 9.9  
 8.7   9.6   9.9  

3.1% 2.7% 2.7% 3.1% 3.1% 2.6% 2.3% 2.5% 2.5% 

2016 2017 1Q'18 2Q'18 3Q'18 4Q'18 1Q'19 2Q'19 3Q'19

렌탈자산폐기손실 금액 % 렌탈 매출 

[단위:%] [단위:십억원, %] 

45.9 

40.7 

1.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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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매출 1,849억원 (+34.3% YoY) 
주요 해외법인 매출 지속 성장 

주요 해외법인 현황 및 실적 해외사업 매출 

해외사업 3Q 매출액 1,849억원   

  - 해외법인 매출액 1,624억원 (+37.8% YoY) 

   : 말레이시아 및 미국 법인 매출 지속 성장 

  - ODM/Dealer 매출액 225억원 (+13.5% YoY) 

   : 해외거래선 지속 다각화를 통한 매출 성장 기대 

주요 법인 매출 및 관리계정 성장세 유지 

   - 말련법인 3Q’19 매출액 +44.7% YoY, 계정 1,244k 

    : 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 1,336억원 달성 

   - 미국법인 3Q’19 매출액 +6.3% YoY, 계정 118K 

    : 역대 최대 3분기 매출액 달성 

2-2. 해외사업 

말련법인 

미국법인 

[단위: 십억원] 

117.8 
162.4 

318.4 

458.2 

19.8 

22.5 

54.4 

66.1 

3Q'18 3Q'19 3QYTD'18 3QYTD'19

매출액  

[단위: 십억원, 계정] 

21.1 22.5 

3Q'18 3Q'19

894K 

3Q'18 3Q'19

113K 

118K 

3Q'18 3Q'19

92.3 

133.6 

3Q'18 3Q'19

관리계정 

해외법인매출 ODM/Dealer 

1,24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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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184.9 

372.9 

524.3 



3-1. 주요 신제품 및 4Q Plan 

주요 신제품  4Q’19 Plan 

국내사업 

해외사업 

해외사업 확대 및 판매 강화 
 - 인도네시아 법인 

  : 현지 판매인 지속 모집 및 전산 등 초기 프로세스 안정화 진행 

  : 11월 렌탈 판매 개시 및 2020년 1월 공식 런칭 행사 진행 예정 

 - 미국법인  

  : Amazon의 Holiday Gift Guide (할로윈,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  

   감사절 및 성탄절) 프로모션을 통한 판매 강화 

B2G/B2B 판매 확대 및 시판 채널 강화 

 - B2G/B2B 전용 제품 라인업 및 판매 확대  

  : 전용 제품 출시 및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주 성공률 향상 

  : 환경부, 지자체,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및 학교 대상 입찰 진행 

 - 밀레니얼 고객 타깃을 위한 시판채널 라인업 강화 

  : 온라인 전용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등 제품 출시  

  : 의류청정기, 휴대용 공기청정기 등 이마트/하이마트 매장 출시  

국내사업 

프리미엄 CIROO 직수 출시 예정(4Q) 

 - 디자인 혁신 정수기 (기존 Size 대비 30% 축소) 

  : 전면 미러 디자인 및 터치 디스플레이 적용 

 - CIROO 직수 필터 적용  

  : 직수 RO 필터 적용을 통한 경쟁사와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 차별화 

인테리어 강화형 공기청정기 출시(4Q) 

 - 프리미엄 디자인 및 소재 사용 

  : 북유럽 감성 디자인과 Real Fabric 소재 적용 

 - 생활에 필요한 편의 기능 강화  

  : 미세먼지 농도 수치화 표시 및 고속 무선 충전  

    기능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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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G/B2B 타겟용 공기청정기 출시(4Q) 

 - 벽걸이/스탠드 겸용 듀얼 공기청정기 

  : 국내 최대 면적(35평형) 벽걸이 겸용 공기청정기 

  : 사용자 편의 위한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수치화 



APPENDIX 

• 연결재무제표 

• 연결종속회사 현황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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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19년 9월 18년 12월 

<자산총계> 2,748.6  2,374.1 

유동자산 959.0  843.7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8.2  69.4 

  매출채권   356.9  325.6 

  재고자산    118.5  102.9 

비유동자산 1,789.6  1,530.4 

  유형자산   878.8  781 

  무형자산   171.5  160.3 

<부채총계> 1,622.9  1,286.4 

유동부채    1,502.3  1,234.3 

  단기차입금   861.1  731.1 

  유동성사채            -           -  

  유동성장기부채          -         -  

비유동부채     120.6  52.1 

  장기차입금     9.6  10 

  사채        -             -  

<자본총계> 1,125.7  1,087.7 

부채비율 144.2% 118.3% 

순차입금비율 71.3% 61.8% 

(단위: 십억원) 3Q’19 3Q'18 YoY 

  매출액 759.6 669.8 13.4% 

  매출원가 250.6 214.0 17.1% 

  매출총이익 509.0 455.8 11.7% 

  판매비와관리비 368.7 325.4 13.3% 

  영업이익 140.3 130.4 7.6% 

     Margin(%) 18.5% 19.5% -1.0%P 

  기타이익 15.8 1.1 1375.6% 

  기타손실 -1.5 8.8 - 

  금융수익 0.3 0.3 -0.7% 

  금융비용 5.6 4.7 18.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2.3 118.2 28.8% 

  법인세비용 41.6 24.0 73.6% 

  당기순이익 110.7 94.2 17.4% 

     Margin(%) 14.6% 14.1%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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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법인 

미국법인 

중국법인 

태국법인 

코웨이엔텍 

연결종속회사 현황 및 실적 

. 3Q’19 매출액 1,336억원 (+44.7% YoY), OPM 10.6% 

. 3Q’19 관리계정 1,247k (3Q’18 894k, +39.5% YoY) 

  : 현지화 매출 기준 +38.6% YoY 

  : 정수기 판매 호조에 따른 계정 증가로 매출 지속 성장 

  : 회계계정 재분류 (영업외 비용→영업비용)에 따른 영향으로 OPM 10.6% 

. 3Q’19 매출액 225억원 (+6.3% YoY)  

. 3Q’19 관리계정 118K (3Q’18 113K +4.1% YoY)  

 : 현지화 매출 기준 -0.5% YoY  

. 3Q’19 매출액 7억원 (+103.1% YoY) 

 : 청정기 판매 전년동기대비 증가 

. 3Q’19 매출액 56억원 (+38.4% YoY) 

 : 정수기 및 청정기 판매 호조로 매출 증가 

. 3Q’19 매출액 192억원 (+14.0% YoY) 

 : 기흥정수장 등 원가율 낮은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영업이익 동시 증가  

(단위: 십억원) 3Q’19 3Q’18 YoY 

 말레이시아법인       

  매출액 133.6 92.3 44.7% 

  영업이익 14.2 17.0 -16.6% 

  Margin 10.6% 18.4%  
 미국법인 

  매출액 22.5 21.1 6.3% 

  영업이익 -0.9 1.3 적자전환 

  Margin - 6.4%  
 중국법인 

  매출액 0.7 0.4 103.1% 

  영업이익 -0.4 -0.8 적자지속 

  Margin - -  
 태국법인 

  매출액 5.6 4.0 38.4% 

  영업이익 -0.4 -0.1 적자지속 

  Margin - -  
코웨이엔텍 

  매출액 19.2 16.9 14.0% 

  영업이익 0.8 -0.6 흑자전환 

  Margin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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