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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분기 실적발표



본 자료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기준의 영업실적입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영업실적은 외부 감사인의 회계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 그 내용 중 일부는 회계검토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상, 전망, 계획, 기대 등의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측 정보’는

그 성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사의 실제 미래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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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손익계산서 (연결기준)

3. 요약 재무상태표 (연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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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 2. 신사업 : 친환경 구동모터코아 사업 전략

참 고 미얀마 가스전 판매량 및 손익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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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경영실적 1. 연결손익 종합

매출 / 영업이익감소불구,비용절감과자산손상최소화하며순이익증가

【영업이익】트레이딩등 : 글로벌코로나확산으로무역법인실적악화및트레이딩이익률감소

가스전: 판매가하락및판매량감소로전년比△1,521억원감소 (판매가 10.1% ↓, 판매량7.5% ↓)

【순 이 익】 비상경영환경속비경상영업손실 및 자산손상최소화로 전년比순이익 13% 증가

′20년 매출액 21조 4,724억원 / 영업이익 4,745억원

2017

4,013
(1.8%)

1,668

2018

4,726
(1.9%)

1,157

2019

6,053
(2.5%)

2,024

2020

214,724

4,745
(2.2%)

2,295

6.6%

1.9%

6,165억원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

5.4%

1.6%

6,986억원

6.9%

2.3%

8,916억원

7.5%

2.9%

7,902억원

ROE

ROA

EBITDA



(단위:억원)
2019 2020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매 출 액 59,383 244,226 55,110 52,520 50,682 56,413 214,724

영 업 이 익 977 6,053 1,458 1,344 1,071 873 4,745

영업이익률 1.6% 2.5% 2.6% 2.6% 2.1% 1.5% 2.2%

Trading 등 △20 1,636 482 457 543 209 1,689

미얀마가스전 997 4,417 976 887 528 664 3,056

영 업 외 손 익 △763 △2,753 △550 △42 △246 △637 △1,474

금융손익 △351 △1,050 △609 108 △317 20 △799

관계기업손익 84 551 48 25 12 103 188

기타 △496 △2,254 11 △175 59 △760 △863

당 기 순 이 익 12 2,024 643 905 550 198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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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손익계산서 (연결기준)경영실적

2020년 4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상세 2020년 4분기 영업외손익 상세

▷ 금융손익 : +20억원

1) 순이자손익 (△144억원) [’20.2Q(△221억원), ’20.3Q(△177억원)]

2) 환관련 손익 등 (+164억원)
- 환관련 이익 : 인니팜 (+99억원), UKR곡물터미널 (+31억원)

▷ 관계기업 손익 : +188억원

- 미얀마육상가스관(+459억원), KOLNG (+77억원), 암바토비(△318억원) 등

▷ 기타 : △760억원
- 웨타동 △357억원, 암바토비 △241억원 등

▷ 매출액 : 전분기比 +5,731억원

1) 곡물(옥수수, 대두) 판매 호조에 따른 매출 증가

- 식량 거래량 : 3Q(161만톤) → 4Q(234만톤)

▷ 영업이익 : 전분기比 △198억원

1) 트레이딩 등

-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글로벌 락다운으로 트레이딩 및 무역 법인 실적 부진

2) 미얀마 가스전

- 판매량 회복(전분기比 88억ft3↑)으로 전분기比 +136억원



자 산 총 계 98,810 89,594 83,280

유동자산 59,802 50,323 47,646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54,187 43,431 38,238

현금 및 현금등가물 2,163 2,588 6,980

비유동자산 39,008 39,271 35,634

부 채 총 계 69,915 59,113 51,671

유동부채 54,211 35,612 33,973

비유동부채 15,704 23,501 17,698

차입금 43,894 31,330 26,998

자 본 총 계 28,895 30,481 31,609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등 11,572 11,906 11,527

이익잉여금 17,323 18,575 20,082

부채비율 (총부채/총자본) 242.0% 193.9% 163.5%

순차입금의존도 ((차입금-현금)/총자산) 42.2% 32.1% 24.0%

Debt to EBITDA 6.3 3.5 3.4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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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재무상태표 (연결기준)경영실적

(연결기준) 부채비율및순차입금의존도동종업계최저수준

비상경영 속 순운전자본 대폭 감축(전년比 △4,560억)으로 재무구조 건전성 지속 개선



철 강

에너지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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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2019 2020

4Q 연간 4Q 연간

매 출 액 4,869 18,469 3,218 13,415

영 업 이 익 889 4,364 557 2,838

영업이익률 18.3% 23.6% 15.5% 22.4%

가스전판매량(억ft3) 569 2,162 534 1,999

LNG 거래량(만톤) 48 160 98 280

경영실적 4.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단위:억원)
2019 2020

4Q 연간 4Q 연간

매 출 액 27,366 117,894 26,573 103,615

영 업 이 익 109 833 277 1,143

영업이익률 0.4% 0.7% 1.0% 1.1%

판매량 ( 만톤 ) 663 2,758 671 2,649

수출/삼국간 559 2,346 561 2,243

내 수 / 수 입 104 412 110 405

【주요실적】

【전망및대응전략】
• 철강 제품 및 원자재 시황 회복세에 매출/이익 호조 예상

• 그룹사통합해외네트워크활용글로벌 상권 확대

• 철강 원료 구매 포트폴리오 및 시장(지역/고객사) 확대

【주요실적】

【전망및대응전략】

• 가스전 2단계 개발 착수 지연에 따른 판매량 하락 예상에도 불구,

운영비절감및개발2단계공정적기완수로이익향상추진

• 후방산업 수요부진으로자동차강판, 빌렛/슬라브판매급감,

중국向철강원료판매및E-Sales 거래확대로매출만회

• 포스코 수출고급재(고탄강, 에너지강재) 판매로 이익 확보

• 전년 대비가스전판매가(10.1%↓) 및판매량(7.5 %↓)감소

• LNG 트레이딩확대 (전년 比 75% 증가 )

• 전력인프라 주요 PJT 발주지연및 신규거래중단으로 매출 감소



식 량 소 재

무역 및 투자법인

*사업부주요 Item : 식량, 비철, 자동차부품,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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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4.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단위:억원)
2019 2020

4Q 연간 4Q 연간

무 역 법 인

매 출 액 20,150 77,385 20,126 72,596

영 업 이 익 △91 49 △82 △23

투 자 법 인

매 출 액 822 3,928 3,375 10,587

영 업 이 익 126 300 150 444

(단위:억원)
2019 2020

4Q 연간 4Q 연간

매 출 액 20,319 82,394 19,369 72,792

영 업 이 익 △113 368 △57 230

영업이익률 적자 0.4% 적자 0.3%

식량거래량(만톤) 221 545 234 800

【주요실적】
• 무역법인(16개)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요국 봉쇄

영향으로 자동차부품/철강/화학 등 이익 부진

• 투자법인(15개) : 

- 인니팜, CPO 생산량 및 판매가 상승으로영업이익확대 (200%↑)

- SPS, 구동 모터코아, STS정밀재 등 판매 호조로이익확대

【전망및대응전략】
• 코로나 진정세 및수요산업회복에따른무역법인실적회복

및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등식량투자자산이익확대

【주요실적】

【전망및대응전략】

• 안정적인식량취급량확대및 V/C확장을 통한 수익성 향상

• EV 구동모터코아생산 기반 확보

• 그룹사 2차전지사업연계 소재 트레이딩 확대

• 곡물(옥수수, 대두)판매호조에따른매출증가에도 불구

화학/비철시황하락및자동차산업침체로 매출/이익률 감소



1. 3대핵심사업 : 성과및 장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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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Roadmap

3대 핵심사업(철강, 식량, 에너지) 집중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

철강

에너지

식량

포스코재 수출 전담채널로서
글로벌 수출 물량 확대

조달 Value Chain 확장 및
이익 창출 능력 안정화

가스전 대체매장량 조기 확보
및 LNG 인프라자산 확보

미얀마가스전

마하가스전

신규 PNG

신규 LNG

신규 탐사

2020 2030【개발계획】 2025

생산•판매개시

생산•판매개시

개발•생산동시진행

입찰•탐사•시추

개발2•3 단계완료 생산•판매유지

7.4 8.0

(’19년)

2020년 판매

26백만톤

2025년 목표

【철강재판매량확대】

42백만톤

포스코재 판매 확대(백만톤) 10.0

포스코 수출 채널 통합
(‘20년 미주, 중국 등 통합 완료)

통합구매
포트폴리오

수출입터미널

【LNG Trading 확장】

곡물 취급량 9.5배 증가
(‘18년부터 영업이익 실현)

9.5x

‘15

84

‘16 ‘17 ‘18 ‘19

277 319
438

800

【취급량추이 (만톤)】

545

‘20

900

‘21

2,500

‘30

(’20년) (’21년)

영농

수출터미널내륙Silo

내륙물류

온라인 E-Sales 플랫폼 도입 (’20년 38만톤 판매)



’25년 400만대 체제 구축으로 전기차부품의 Global M/S 20% 달성

성장
Roadmap

2018 2019 2020 2021

29만대 40만대 69만대 126만대

820
1,089

1,671
2,080

6,000

7,500
매출액(억원)

판매량(   )

구동모터코아글로벌 시장 확대로 그룹 미래 성장동력 확보

2023

295만대

2025

421만대

모터코아 수주량

국내 생산라인 확장
‘20년(69만대) → ‘22년(200만대)

그룹사 해외생산시설 통합
(중국P-CORE, 인도TMC)

국내 생산능력 증대

단기목표 (~22년)

유럽, 북미 JV 설립 및

생산능력 확충

(투자규모: 국내외 3,000억원)

해외 생산기반
본격 확대

중기목표 (~24년)

국내(200만대)

해외(200만대)

중국(90만대) 유럽(70만대)

북미•인도 등(40만대)

글로벌 M/S
20% 달성

장기목표 (25년)

수주 완료및신규 수주 추진총13.8백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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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사업 : 친환경구동모터코아사업전략

협상중

3.6백만대

모터코아 판매 실적 및 전망

수주완료

10.2백만대

(~’25년생산물량)

2.5조원 旣수주 금액(~25년)

연평균매출액5,000억원



원달러 (기말) 1,157.80 1,222.60 1,203.00 1,169.00 1,088.00

WTI (분기평균, 달러/배럴) 56.9 45.8 28.0 40.9 42.7

기간평균Libor3M금리(USD) 1.93177 1.52913 0.59578 0.25280 0.22472

[주요 손익 요약, 억원] 4Q19 1Q20 2Q20 3Q20 4Q20

영업이익

영업 이익 Total 976 1,458 1,344 1,071 873

Trading 및 기타 △43 363 374 391 140

무역 및 투자법인 22 118 83 152 68

미얀마 가스전 997 977 887 528 664

영업 외
손익

영업외 손익 Total △762 △550 △42 △246 △637

순이자손익 △302 △202 △221 △177 △144

환관련손익 △87 △384 305 △140 164

관계기업 손익 84 48 25 12 103

미얀마 육상가스관 (SEAGP, 25%) 117 138 109 101 101

기타 △457 △12 △151 59 △760

(단위: 억ft3, 억원)

판매량

(일평균)

영업이익

 미얀마 가스전 판매량

4Q19

569

(6.2)

997

1Q20

519

(5.7)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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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미얀마가스전판매량및 손익상세

 손익 상세

2Q20

500

(5.5)

887

3Q20

446

(4.8)

528

플랫폼 정기 유지보수
(9/4~9/23, 20일 간)

4Q20

534

(5.8)

664

※ 주요 지표
(KRW, U$/bb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