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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사업부별 매출 비중

회사소개1

2002년 ㈜한화 분사 이후, ‘06년 인천 에코메트로(8천여세대), ‘12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80억불), 
‘15년 이라크 사회기반시설 공사(21억불)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지속 성장 중





 외형성장을위한수주는지양하며수익성 위주수주추진
경쟁력있는복합개발사업및旣선정재개발사업의착공
집중

 20년 12월말기준아파트분양율 100% 

 BNCP 사업은직원의안전과 Risk관리를위해발주처와
협의로공사를 Slow-down하여매출감소가이루어지
나, 지출감소 및선수금범위내투입으로손익영향은
제한적

 이슈가되었던해외플랜트사업은종결

 대형 LNG플랜트사업수주로안정적매출확보

 국내는그룹 Captive 사업등국내사업에집중하고, 해
외는화공플랜트위주선별적수주추진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라크 사업 Slow-down 영향으로

매출 소폭 감소하나, 국내 우량 복합개발 사업 등 채산성

높은 사업 추진으로 이익 기조 견지

▪ 신규수주는 Risk관리하며 선별하여 진행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영업이익

28,331

31,991

35,979
38,234

32,884

1,271 1,414

3,074 2,906

 대전하수처리장이전사업등정부주도 SOC사업수주추
진을통한 안정적인수익원확보

 ESG관련사업인풍력/수소/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사
업을그룹과함께추진중

재무현황 – 20년 실적(손익)2

해외사업 Risk관리 하에 旣 확보된 고수익 프로젝트 및 디벨로퍼형 개발사업 수주를 통한 지속적인
이익 창출

연간 실적 추이(손익) (단위: 억원) 사업부문별 실적(20년)

1,933



지속성장 발판 마련

13,89611,328

8,297

10,781

5,820

17년16년 19년

연간 실적 추이 (자금) (단위: 억원)

11,44811,562

3,729

18년

13,665

20년

1,976

재무현황 – 20년 실적(자금)2

적정 규모의 순차입금 유지하며 수익성 중심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 지속

순차입금

보증
PF잔고

예적금

3,133

10,620

17년16년 19년

8,4377,729

18년

10,818

20년

17년16년 19년18년 20년

투자
(복합개발, 

친환경
에너지)

지속
성장

(수익성)

적정차입금



19년 20년 21년E

개발 건축 토목 플랜트 해외

32,824
17,348

3,480

6,143

4,779

31,899
(수주잔고: 16.1조)

50,984
(수주잔고: 17.9조)

5,261

3,515

9,384

39,000

7,200

9,500

18,100

54,200
(수주잔고: 약 19조)

재무현황 – 수주실적 및 계획2

20년에는 약 5조원의 수주실적을 달성(계획비 5천억 초과)하였으며, 21년에는 약 5.4조원의 수주 추진 예정

수주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20년 주요 수주 사업





중기 성장 전략3

복합개발사업을 확대하여 고수익을 실현하고, 친환경 뉴딜 사업을 선도하여 지속적 이익 창출이 가능한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

중기 사업 방향성 및 부문별 전략



중기 성장 전략 - 복합개발사업3

광교 개발사업 성공 후 20년 주요 역세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였으며, 21년에는 수서역세권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Top Tier로 도약

• 사업내용: 오피스텔 759실 / 호텔 288실 / 판매시설 6천평

(백화점 42천평 별도)

• 분양매출: 6,207억

• 공사도급: 3,773억 (백화점 1,500억 별도)

• 그룹 시너지가 집약된 복합개발프로젝트

- 건설, 갤러리아, 호텔앤드리조트 등

주요 복합개발사업

그룹 계열사간 시너지 통한 수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력에 기반한 안정적 수행으로 개발이익 확보 가능

• 오피스, 호텔, 컨벤션, 오피스텔

• 사업비: 약 2조

• 건설 / 역사 / 호텔앤드리조트

• 공동오피스, 판매시설, 호텔, 

컨벤션, 오피스

• 사업비: 약 9천억

• 공사비: 약 6천억

• 건설 / 역사 / 에스테이트

• 생활형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 사업비: 약 7천억

• 공사비: 약 4.1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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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성장 전략 - 주택개발사업3

개발사업 역량 강화로, 20년도 개발사업 수주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3조 3천억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조와 연계되어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

개발사업 수주 추이 (단위: 조원)

보증 PF잔고
(단위: 억원) 8,297

10,781

5,820
3,729

1,976

착공 예정 주요 사업

수주한 다수의 사업장의 순차적 착공으로

매출 및 이익의 지속 확대 전망



중기 성장 전략 – 친환경 사업 선도3

다수의 풍력발전사업 수행 경험을 토대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중이며, 환경사업의
Top-tier급 기술력을 활용하여 친환경 SOC 사업을 선도중

풍력발전사업

• 400MW 해상풍력발전

※ 국내 최대 규모

• 사업비: 약 2.4조

친환경 사업 분야 No.1으로

시장 선도
• 42MW 육상풍력발전

• 사업비: 약 1,350억

환경사업

• 25MW 육상풍력발전

• 사업비: 약 835억

• 76MW 육상풍력발전

• 사업비: 약 1,983억



재무 융통성

한화생명의 최대주주로서 배당금수입을 통해 현금창출 하고 있으며, 보유주식 (한화생명, 뉴스테이
REITs) 활용하여 재무유동성 확보 가능 및 향후 Capital Gain 기대

한화생명 주식 보유 현황 (단위: 억원) REITs 주식 보유 현황

참고



이라크 사업 진행 현황참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사를 Slow-down하고, 旣수금 기성 및 선수금 범위 내 비용투입을 통한
Risk 관리 중. 추가 기성 지급에 대한 이라크 정부 승인으로 순차적 수금 예정

주요 EVENT

기성수금
(Mil. U$)

선수금 중도금1차
중도금2,3차
($ 774 Mil)

이라크 사업 주요 Event 및 수금경과

수금

관리

공사

관리



















이라크 사업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