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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2021년 3분기 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당사의 경

영 현황을 알리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본 자료 중 일부는 회계감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경영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는 향후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자료와 해당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성도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실 경우 반드시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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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매출액

15,373

’20.3Q ’21.3Q

22,784

’19.3Q

13,056

영업이익

723

’20.3Q ’21.3Q

2,306

’19.3Q

(108)

순이익

’20.3Q ’21.3Q’19.3Q

2조 2,784억

10.1%

4.7%

2,306억

(-0.8%)
388

1,488

1,488억

(595)

별도기준(누계)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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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실적

▣ 외형 ·수익성 동반 상승, 내실 갖춘 성장 지속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전방산업 수요가 올 들어 회복, 수출 고수익 지역 판로 개선으로 영업이익 증가세
- 냉연판재류 전 품목 생산 통한 고객사 요구에 탄력적 대응, 불연컬러강판(국내 최초 개발), 항균도금강판(BioCOT) 개발 등 기능성 제품 출시
- 당진 컬러라인 2기 증설로 컬러강판 생산능력 연간 50만톤→80만톤 증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능력 증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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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4,008억

10.3%

5.2%

2,478억

0.1%
554

1,607

1,607억

(602)

연결기준(누계)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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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실적

▣ 국내외 종속회사 안정적 수익성 지속

- 종속회사 양호한 수익성: KG동부USA(미주 판매법인) 미국 철강시황 호조로 견조한 실적 유지, KG동부Thai Steel(태국 컬러강판 생산·판매법인) 가전용 컬러
강판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

- 이익 증가 및 설비증설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KG그룹 인수 직전년도 18년 64억원 불과했던 자기자본 ’21.3Q 연결기준 1조원 돌파



'18년 '19.3Q '20.3Q '21.3Q

142%

자본총계 64

9,230 9,470

부채비율(%)

143%

190%

○ 유상증자 및 출자전환을 통한 자본잠식상태 해소

○ 부채비율 대폭 개선 (’18년 자본잠식→’21.3Q 142%)

○ 자기자본 1조원 돌파(’18년 64억원→’21.3Q 1조1211억원)

*연결기준, 억원

재무구조 개선

’18년 ’19.3Q ’20.3Q ‘21.3Q

자산 25,060 26,785 22,996 27,141

부채 24,996 17,554 13,525 15,929

자본 64 9,230 9,470 11,211

부채비율 38,840% 190% 143% 142%

38,840% 11,211

2021년 3분기 현황

○ 당진공장 산업용 전력저장장치 ESS 도입

- 철강업계 최대규모 170MWh 규모 에너지저장시스템 가동 예정

- 탄소 배출 및 미세먼지 발생감소 등 환경 개선 기여 예상

- 충전 전력 활용 통한 전기요금 절감 기대

○ 해외 고객사 사회공헌 통한 사회적 책임강화

- 태국 고객사 ‘스탠다드캔’에 기부, 코로나19 의료장비 구매 지원

- 터키 비영리 환경단체연대(CEKUD)에 묘목 1만 그루 기부

○ 국내 지역사회 상생 협력

- 엔투비, 소모성자재 MRO 구매대행 협약체결(9월)

(서비스 수익금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정)

-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9월)

(~’24년 할당량 대비 43% 이상 감축 목표)

ESG 역량 제고

MRO 구매대행 협약 체결(좌)

터키 1만 그루 묘목 기부(우)



▣ 브랜드 마케팅 강화 및 홈페이지 접근성 제고

○ 컬러강판 브랜드 X-TONE 론칭

- 컬러강판 신규 통합브랜드 도입

- 브랜드 통일성 부여, 인지도 제고 통한 고객사 접근성 확대

- 매체 홍보를 통한 마케팅 강화

개편 홈페이지(아래)

브랜딩 역량 강화

○ 홈페이지 개편 및 E-SALES 신규 도입

- 카달로그 및 산업규격인증 내역 공유,
정보접근 편리성 증대

- 이커머스 기능 도입 비즈플라자(Biz-

Plaza) 신규 오픈

엑스톤 홍보 광고 이미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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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활동

위험 예방 안전관리 강화

▣ 환경안전 시스템 점검

○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외부심사 실시(9월)

- 한국표준협회(KSA) 심사 환경안전 부문 업무 시스템 점검 및 개선

- 전사(본사, 당진공장, 인천공장, 기술연구소) 대상 시행

- 비상사태 등 위기관리 대응 리스크 평가 및 모니터링

○ 중대산업사고예방 훈련 시행(6월·9월)

- 분기별 시행 통해 공장 내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방

- 초기 화재 진압 등 유사시 신속 초동대응체계 마련

- 유해화학물질 누출 발생시 대응훈련 및 방제작업 시행

○ 환경안전실 신설(10월)

- CEO 직속 환경안전실 신설, 당진·인천공장 환경안전팀을 환경안전실 산하로 이동

위험 예방 안전관리 강화



백만원 ’20.3Q ’21.3Q YoY

유동자산 675,182 1,025,247 51.8%

매출채권 304,155 369,511 21.5%

재고자산 255,165 589,160 130.9%

비유동자산 1,594,493 1,630,486 2.3%

자산총계 2,269,676 2,655,734 17.0%

유동부채 505,537 758,176 50.0%

비유동부채 827,110 804,711 -2.7%

순차입금 856,529 996,550 16.3%

부채총계 1,332,647 1,562,888 17.3%

이익잉여금 41,333 198,758 380.9%

자본총계 937,028 1,092,845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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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재무제표(별도)_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백만원 ’20.3Q ’21.3Q YoY

매출액 543,190 883,327 62.6%   

매출원가 497,573 757,063 52.2%

매출총이익 45,617 126,264 176.8%

판매관리비 19,320 22,852 18.3%

영업이익 26,297 103,412 293.2%

영업이익률 4.8% 11.7% 141.8%

금융수익 4,980 11,756 136.1%

금융비용 12,512 26,423 111.2%

기타영업외수익 903 2,692 198.1%

기타영업외비용 2,530 348 -86.2%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익

17,137 91,090 431.5%



백만원 ’20.3Q ’21.3Q YoY

유동자산 713,623 1,091,891 53.0%

매출채권 279,735 380,592 36.1%

재고자산 299,573 611,073 104.0%

비유동자산 1,586,073 1,622,240 2.3%

자산총계 2,299,697 2,714,131 18.0%

유동부채 518,670 781,891 50.7%

비유동부채 833,927 811,097 -2.7%

순차입금 828,803 976,464 17.8%

부채총계 1,352,597 1,592,989 17.8%

이익잉여금 45,240 222,681 392.2%

자본총계 947,099 1,121,142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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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재무제표(연결)_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백만원 ’20.3Q ’21.3Q YoY

매출액 586,979 915,678 56.0%

매출원가 531,385 783,449 47.4%

매출총이익 55,594 132,228 137.8%

판매관리비 21,675 24,583 13.4%

영업이익 33,918 107,644 217.4%

영업이익률 5.8% 11.8% 103.4%

금융수익 5,978 11,105 85.8%

금융비용 13,064 26,900 105.9%

기타영업외수익 878 2,600 196.1%

기타영업외비용 2,728 393 -85.6%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익

24,982 94,056 2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