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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K-IFRS 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 영업실적 자료입니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할 책임이

당사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 분 구 분

 설립일  36.08%

 상장일  13.50% ('20.10.8)

 주식수  5.61% (1,313,255주)

 시가총액

 자 산  (46.3%)

 총매출  (100%)

 영업이익  (100%)

 당기순이익

※ 상기 표시된 신규점은 개점이 예정된 점포이며, 예정일은 추후 변동 가능

 '71.06 금강개발산업 설립

 '02.11 KOSPI 상장

 23,402,441주

 14,252억 ('20.11.04)

 76,231억

 65,415억

 2,922억

 2,430억

점포 현황

현대백화점 일반현황

내 용

일반현황

연결실적

('19년)

 정지선外 3인

 국민연금

 자사주

 한무쇼핑

 면세점

 현대쇼핑

내 용

주요주주

종속회사

(지분율)

면세점 3 

백화점 15 1 

아울렛 7 

(단위: 店)

구   분 현   재 예   정

: 기존점
: 신규점(오픈예정일)

본점목동

신촌

디큐브

미아

무역센터
/

면세점

천호

동대문

아울렛/면세점

가든파이브

파크원
(2021.02)

인천공항면세점

동구

충청

대전아울렛

부산

울산

대구

중동 킨텍스

김포아울렛

판교
송도

아울렛

스페이스원(아울렛)

대구아울렛



 New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6월)

 New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11월)

 규 모

 주요 시설

구 분

 점포명

 소재지

구 분

 규 모

 주요 시설

 대전, 세종 청주, 천안 등

 수변공원, 원더랜드광장,

 다람쥐정원, 스카이테라스,

 윈드테라스, 레이크 테라스,

 키즈 카페 등

 주요 브랜드

 VALENTINO, TUMI, BOSS,

 POLO, BROOKS BROTHERS,

 NIKE, ADIDAS,

 VIVIENNE WESTWOOD 등

 어린이책미술관, 펫토탈케어샵,

 펫파크, 풋살파크, 북카페,

 키즈파크, 스카이가든, 큐브가든,

 워터가든 등

 중부권 약 540만명

내 용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18,874평( B1F~5F )

 서울 동부권 260만명 이상

 강남, 송파, 강동, 남양주 등
 상 권

 상 권

 PRADA, SAINT LAURENT,

 BALENCIAGA, MONCLER,

 GOLDEN GOOSE,

 ETRO, LANVIN 등

 주요 브랜드

 16,144평( B1F~4F )

내 용

 점포명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New : 현대백화점면세점 인천공항점(9월)

 New : 현대식품관 to Home(7월)

   - 23시 까지 주문시 새벽배송

 투홈 라이더(점포 인근 3km)

구 분 내 용

 점포명  현대백화점면세점 인천공항점

 소재지  인천공항 터미널1 (DF7구역)

 규 모  864평

 비 고

 취급 카테고리  명품, 잡화, 전자, 유아, 식품 등

 주요 브랜드

 몽클레르, 발리, 제냐, 코치,

 에트로, 투미, 모스키노,

 핀코 등

 코로나19로 인한 임차료 감면

 적용 中

 기 타

   - 식당 예약, 주문, 테이크아웃,

   - QR결제, 선물하기 등

어플리케이션

구 분 내 용

 서비스명  현대식품관 to Home

 서비스 형태  웹, 어플리케이션

 주요 서비스

 투홈 새벽배송(수도권 대상)

   - 식품관 식당, F&B 배달

https://tohome.thehyundai.com/
https://tohome.thehyundai.com/


(단위: 억원, %)

'19년 '20년 신장률 증 감 '19년 '20년 신장률 증 감

총매출액 15,541 18,024 16.0 2,483 47,230 47,413 0.4 183 

순매출액 5,322 6,623 24.5 1,302 15,866 16,285 2.6 420 

매출총이익 3,860 3,935 1.9 75 11,747 10,662 ▲9.2 ▲1,085 

(%) (24.8) (21.8) (24.9) (22.5)

판매관리비 3,251 3,488 7.3 236 9,881 9,985 1.1 104 

영업이익 609 447 ▲26.5 ▲162 1,867 677 ▲63.7 ▲1,189 

(%) (3.9) (2.5) (4.0) (1.4)

경상이익 736 546 ▲25.8 ▲190 2,346 1,084 ▲53.8 ▲1,262 

※ 참고. 1) K-IFRS 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 실적임. 

※ 참고. 2) 총매출액: 특약매입분을 수수료가 아닌 총액으로 환산하고 에누리를 포함한 매출

※ 참고. 3)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은 총매출액 대비율

(단위: 억원, %)

'19년 '20년 신장률 증 감 '19년 '20년 신장률 증 감

백화점 4,579 4,305 ▲6.0 ▲274 777 564 ▲27.4 ▲213

면세점 989 2,554 158.1 1,565 ▲171 ▲118 53

※ 참고. 1) 백화점: 현대백화점 + 한무쇼핑 / 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 법인별 별도 기준 손익 단순합

■ 백화점 부문

  [ 매 출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소비 회복과 6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오픈 영향 등으로

  [ 매 출 ]  점진적인 매출 회복 지속(YoY: 1분기 ▲17.7% → 2분기 ▲10.3% → 3분기 ▲6.0%)

  [ 매 출 ]  4분기도 신규점과 기존점 리뉴얼(본점 B2F, 중동점 U-PLEX) 영향 등으로 회복 가속화 전망

■ 면세점 부문

  [ 손 익 ]  신규점(동대문점, 인천공항점) 오픈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매출 +158.1%, 영업이익 +53억 개선

3분기 Key Point

순매출액 영업이익

3분기 부문별 손익 현황

영업 실적(연결) 

구  분
3 분기 누 계

부 문

참고 1)

※ 분기별 면세점 실적 요약

3분기

5,035 

▲118 

구 분

 영업이익

 총매출 1,831 

2분기

▲195 ▲141 ▲194 

1분기

▲236 ▲171 

4분기

2,314

3분기

1,569 1,940 2,109 

1분기 2분기

 ※ '20년 2월 동대문점

 ※ '20년 9월 공항점

 ※ 오픈

비 고

2,474 

▲181 

'19년

(단위: 억원)

'20년



(단위: 억원, %)

'19년 '20년 신장률 증 감 '19년 '20년 신장률 증 감

백화점 14,084 12,476 ▲11.4 ▲1,607 2,460 1,168 ▲52.5 ▲1,292

면세점 2,542 4,525 78.0 1,984 ▲601 ▲492 109

※ 참고. 1) 백화점: 현대백화점 + 한무쇼핑 / 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 법인별 별도 기준 손익 단순합

■ 면세점 부문

  [ 손 익 ]  신규점(동대문점, 인천공항점) 오픈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매출 +78.0%, 영업이익 +109억 개선

누계 Key Point

순매출액

누계 부문별 손익 현황

부 문
영업이익

참고 1)



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

c

https://m.irgo.co.kr/IR-COMP/06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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