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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당사가 작성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결과치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투자판단용이 아닌 단순 참고용으로 투자자들에게 배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거래나 투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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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호산업 Highlights 

분양세대 증가 현황

3
`17년 `18년 `19년 `20년

2,616세대
2,626세대

5,256세대

6,579세대

분양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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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분양계획 6,579세대로 분양세대 지속 증가

분양세대 지속 증가로
주택부문 매출 확대

구 분 사업장 분양월 세대수

과천지식S9BL 2월 214                 

순천선평2 3월 349

군산나운2 재건축 5월 695

대구다사역 공동주택사업 5월 945

여주교동2지구 6월 605

천안청수 6월 584

과천지식S6BL 7월 50                   

경산 무학 A6BL 9월 438

남양뉴타운B11BL 10월 121

인천 용마루 10월 520

제주 애월 10월 200

대구 배나무골 재개발 11월 433

홍천 희망리 11월 578

세종시 6-3 12월 678

과천지식S4BL 68                   

과천지식S5BL 58                   

과천지식S1BL 43                   

합  계 6,579

2020
계획

분양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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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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산공항 1,835억원
당사 수주예정(실시설계中) / 국토부, 환경부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 검토 / 제3차 항공정책기
본계획(2020~2024년) 內 확정

`18.하반기 인천국제공항4단계 4조8,405억원
제4활주로,여객터미널,계류장,교통센터,주차장 신설 / 
여객터미널(T2)확장 기초공사(329억), 계류장(568억) 시공中 / `24년 완공

`20.하반기 제주 제2공항 4조8,700억원 공사비 3.5조원(터미널1.4조, L&A side 2.1조)/ `20년 下 발주 / `25년 완공

`20.하반기 김해신공항 5조9,576억원 활주로,계류장,관제탑 신설 / `20년 3분기 국무총리실 재검증 발표예정 / `26년 완공

`21.하반기 대구공항 통합이전 9조1,400억원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 `20년下 이전지 확정 / `22년 착공, `26년 완공

`23.상반기 새만금 신공항 7,796억원 `19.1 예타면제대상 사업 선정 / `20.6 설계사 선정 / `24년 착공, `28년 완공

미 정

제주공항 2차 투자 계획수립중 공항시설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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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공항 이전 5조7,480억원 기부 대 양여방식 / 이전후보지:전남 무안,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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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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수주

 수익성 좋은 주택부문 신규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54% 상승

< 주요 수주 프로젝트 > 

▷ 건 축 : 화성동탄2A94BL 473억, 일광지구 행복주택 320억 등

▷ 주 택 : 세종시 6-3BL 3,318억, 여주 교동2지구 공동주택 1,076억, 천안청수 주택조합 906억 등

▷ 토 목 : 평택고덕지구2단계 열수송관 287억,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189억 등

신규수주 부문별 신규수주
(단위:억원)

구 분 `19.1H `20.1H 증감액 증감율

건 축 1,732 1,045 -687 -40%

주 택 4,582 8,845 4,263 93%

토 목 1,380 1,934 554 40%

해 외 -3 0 3 -

합 계 7,691 11,824 4,133 54%

4

Ⅱ. 경영실적(누계)

토 목

1,934억

16%

주 택

8,845억

75%

건 축

1,045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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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주잔고

 전년말 대비 수주잔고 815억원 증가

 수익성이 좋은 주택부문에서 지속적 수주잔고 증가(수주잔고質 향상)

Ⅱ. 경영실적(누계)

부문별 수주잔고수주잔고

건축

주택

토목

구 분 `19년말 `20.1H 증감액 증감율

건 축 16,008 13,060 -2,948 -18%

주 택 32,697 37,318 4,621 14%

토 목 16,689 15,821 -868 -5%

해 외 145 155 10 7%

합 계 65,539 66,354 815 1%

(단위:억원)

56%

24%

20%

5

65,539억 66,354억

1%,
815억

`19년말 `20. 1H

50%

2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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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매출액

3. 매출액

 주택 및 토목부문 신규착공현장 증가로 매출액 전년동기대비 4% 증가

 수주잔고 및 착공현장 증가로 매출액 지속 증가 예상

(단위:억원)

매출액

7,623억

7,910억

4%,
287억

1%

30%

주택

해외

Ⅱ. 경영실적(누계)

구 분 `19.1H `20.1H 증감액 증감율

건 축 2,542 2,382 -160 -6%

주 택 1,925 2,623 698 36%

토 목 3,087 2,832 -255 -8%

해 외 68 73 5 7%

합 계 7,623 7,910 287 4%

33%

36%
토목

건축

6

1%

33%

25%

41%

`19.1H `20.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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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반기 주요 경영현안

매출총이익

4.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6.4%

8.8%

2.8%

4.4%

 매출액 증가 및 원가율 개선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증가

 향후 이익규모 증가 및 공정 진행에 따른 원가율 개선 예상

2.4%p

1.6%p

Ⅱ. 경영실적(누계)

7

489억

693억

42%,
204억 214억

349억

63%,
135억

`19.1H `20.1H `19.1H `20.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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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반기 주요 경영현안

법인세 차감전 이익

-170억

279억

5. 법인세 차감전 이익,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222억

`19년 1Q 아시아나항공 지분법 손실 -306억 반영(`19년 2Q 이후 지분법 평가 제외)

 아시아나항공 매각 차익 딜클로징 후 반영 예정

Ⅱ. 경영실적(누계)

8

흑자전환,
449억

흑자전환,
331억

`19.1H `20.1H `19.1H `20.1H

-10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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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익계산서

Ⅲ. Appendix

9

(단위 : 억원)

구  분 `19. 1H `20. 1H 전년동기 대비

1.매출액 7,623 7,910 287

2.매출원가 (7,134) (7,217) (83)

(매출원가율) 93.6% 91.2% -2.3%

3.매출총이익 489 693 204

판매비와관리비 (275) (344) (69)

4.영업이익 214 349 135

(영업이익율) 2.8% 4.4% 1.6%

금융수익 11 15 4

금융원가 (70) (56) 14

5.순금융수익 (59) (41) 18

기타영업수익 7 110 103

기타영업비용 (10) (100) (90)

6.관계기업지분법이익(손실) (322) (38) 284

7.법인세차감전계속영업이익 (170) 279 449

8.법인세비용 61 (57) (118)

9.당기순이익 (109) 222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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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상태표

Ⅲ. Appendix

10

(단위 : 억원)

`19년말 `20. 1H 차   이

1.유동자산 10,142 10,482 340

 (1)당좌자산 8,960 9,131 171

 (2)재고자산 1,182 1,351 169

2.비유동자산 3,232 3,098 (134)

 (1)투자자산 1,862 1,770 (92)

 (2)유형자산 395 379 (16)

 (3)투자부동산 26 26 0

 (4)무형자산 128 125 (3)

 (5)기타비유동자산 821 797 (24)

○ 자산총계 ○ 13,374 13,580 206

1.유동부채 7,631 7,952 321

2.비유동부채 1,978 1,778 (200)

차입금 1,982 1,972 (10)

9,609 9,730 121

1.자본금 1,816 1,846 30

2.자본잉여금 (출자전환채무) 478 501 23

3.기타포괄손익 (463) (458) 5

4.자기주식 (85) (103) (18)

5.이익잉여금 (적립금) 2,017 2,063 46

3,765 3,850 85

13,374 13,580 206

255.2% 252.7% -2.5%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부채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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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자산 현황

2. 매각 내용

3. 매각 일정

11

Ⅲ. Appendix

○ `20년 6월 27일 선행조건 미비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 거래 종결일 연장

○ `20년 7월 2일 기업결합 심사 6개국(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완료

○ `20년 8월 9일~ 금호산업-HDC현산 대면협상 협의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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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자 : HDC현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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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00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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