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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영업이익 (3,153) (5,971)

영업이익률 -6.8% -3.2%

영업외손익 (1,850) (321) (1,786) (4,560) (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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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이 익 (4,510) (1,026) (7,897)

지배지분 (3,696) (260) (6,092)

1. 요약 경영실적(1/3)

 2020.4분기 : 매출 4조 6,110억원, 한국조선해양 지분법손실 반영으로 영업손실 3,153억원 기록

 2020년 : 매출 18조 9,110억원, 자회사 현대일렉트릭 흑자전환 및 현대글로벌서비스 이익 확대되었으나,

유가급락에 따른 정유부문 손실로 영업손실 5,971억원 기록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주2. 이자손익 : 이자비용+이자수익
주3. 외환손익 : 외화환산이익+외환차익+외화환산손실+외환차손



1. 요약 경영실적(2/3)

'20년 4분기 매출 구성비 '20년 4분기 영업이익(지분법 손익 및 배당금 제외)

68.9%

주1 : 지분법 손익 및 배당금을 제외한 각사 연결 매출 기준 (지주는 별도기준)

1,885 
2,422 

3,815 

2,827 
3,136 

2,400 

(1,753)

1,008 
1,544 1,578 

1,090 

(5,632)

132 352 

(786)

330  
791  

286  530  
1,040  

(167)

659  
534 

3  
690  

56  
454  

1,037 1,044 

620 

`17.2Q `17.3Q `17.4Q `18.1Q `18.2Q `18.3Q `18.4Q `19.1Q `19.2Q `19.3Q `19.4Q 20.1Q 20.2Q 20.3Q 20.4Q

정유(오일뱅크) 정유 외

주2 : 지분법 손익 및 배당금을 제외한 수치
주3 : 소연결 기준

(단위 : 억 원)



1. 요약 경영실적(3/3)

'20년 4분기 영업이익 구성

(단위 : 억 원)

(786)

(13) (37)

(2,865)

(122)

(3,153)

현대오일뱅크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지주 지분법평가 연결조정 4분기 연결영업이익



2. 회사별 경영실적(1/2)

'20년 4분기 회사별 경영실적

(37) -264.3%

(786) -2.3%

(400) (7.1%)

(13) -1.5%

(2,865) (2,865) - (261) (261) (106) (106)

(270) (122) - (1,168) (824) (902) (36)

(3,153) -6.8%

주1 : 현대중공업지주: 별도실적 기준, 2020.5.1일 부 로봇사업부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기일 이후의 로봇사업부문 실적은 현대로보틱스 연결실적에 반영됨
주2 : 현대오일뱅크,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로보틱스 : 연결실적 기준

(단위 : 억 원)



2. 회사별 경영실적(2/2)

년간 회사별 경영실적

(5,933) -4.3%

(1,567) -8.8%

(2,693) (2,693)

(5,191) (3,590) (4,622) (2,635)

(5,971) -3.2%

주1 : 현대중공업지주: 별도실적 기준, 2020.5.1일 부 로봇사업부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기일 이후의 로봇사업부문 실적은 현대로보틱스 연결실적에 반영됨
주2 : 현대오일뱅크,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로보틱스 : 연결실적 기준
주3 : 현대로보틱스: 2020.5.1일 부 로봇사업부문 물적분할에 따라 매출은 분할기일 이후의 실적만 반영됨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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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현대오일뱅크(연결)

주1 : 연결기준 실적임



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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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대건설기계(연결)

'

주1 : 연결기준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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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대일렉트릭(연결)

'

주1 : 연결기준 실적임



2-4) 현대글로벌서비스(연결)

'

주1 : 연결기준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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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외손익 및 당기순손익

'

'20.4Q
당기순이익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영업외손익

'20.4Q
영업이익

-3,153

-5,003

-493

-4,510



4. 재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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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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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139.3%139.3%139.3%

'17년 4월초(개시)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 지주 : 별도기준임.

* 지주 : 별도기준임.* 연결순차입금 :  총차입금 – 예금(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장단기금융상품)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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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오일뱅크 건설기계 일렉트릭 글로벌서비스 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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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오일뱅크 건설기계 일렉트릭 글로벌서비스 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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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주가치제고 정책

•



[별첨] 



1. 요약 재무제표(현대중공업지주)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 억 원)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억 원)

주1 : K-IFRS 연결실적

QoQ YoY



2. 요약 재무제표(현대오일뱅크)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재무상태표

주1 : K-IFRS 연결실적



3. 요약 재무제표(현대글로벌서비스)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재무상태표

QoQ YoY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주1 : K-IFRS 연결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