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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이 좋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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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제강 기업 개요 

1945 년에 설립되어 선재와 로프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특수 선재 2 차 가공 업체다. 선재 

부문은 타이어에 들어가는 ‘스틸코드’, ‘비드와이어’가 전체 매출의 50%로 가장 높다. 로프 부문

은 크레인이나 인프라 시설에 쓰이는 ‘하이로프’와 ‘엘리베이터 로프’가 대표 제품이다. 

투자 포인트 : P, Q, C 모두 유리한 상황 

투자포인트는 크게 3가지로, 1)높은 가격 전가력에 따른 마진율 상승 2) 중국의 탄소중립&내

수정책에 따른 경쟁력 상승 3) 주요국 인프라 정책과 전쟁 재건에 따른 수혜이다. 

1) 니치마켓 내 높은 점유율로 가격주도권을 지녔는데, 작년부터 지속된 우호적인 글로벌 환

경으로 인해 올해 전반적인 가격 전가 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마진 제품 위주의 

가격 인상과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라 일부 국가들의 가격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설비 및 사업부문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계속되고 있어 높은 마진율이 기대된

다. 2) 중국의 내수 정책 지속 및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 중국 내 선재 생산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반 이상의 제품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기에 유리한 경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동사에서 생산하는 와이어, 로프 제품은 주요 인프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강도 고와이어로,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국의 인프라 정책 수혜를 전망한다. 

2022년 연결 매출 2조2,172억원, 영업이익 1,993억원 예상 

2022 년 1 분기 매출액 5,161 억원(+29%yoy) 영업이익 495 억원 (+114%yoy) 당기순이익 

481억(+38%yoy) 을 기록했다. 2분기는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면서 더 큰 폭의 매출 및 이

익 성장을 전망한다.  

투자의견 BUY, TP 41,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고려제강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1,000원을 제시한다. 목표주가는 역대 최대 실적

이 예상되며 본격적인 이익 상승이 시작되는 2022년 EPS에 Target Multiple 4.6을 적용하였

다. 현 주가 기준 PER는 2.9배로 저평가되어 있어 상승여력이 크다고 판단한다. 

 

 

발행주식수 23,000천주 

52주  최고가 33,300원 

 최저가 18,100원 

52주 일간 Beta 1.21 

60일 일평균거래대금 5,098억원 

외국인 지분율 6.8%  

배당수익률(2021A) 1.5%  
  

주주구성  

홍석표 (외 10인) 67.7% 

최수성 (외 1인) 0.1% 
  
 1M 6M 12M 

주가상승률 31.6%  16.5%  1.8%  
 

 현재 직전 변동 

투자의견 BUY - - 

목표주가 41,000 - - 

영업이익(22E) 199 - - 

 

 

결산기(12월) 2018A 2019A 2020A 2021A 2022E 

매출액(십억원) 1,577  1,640  1,397  1,691  2,217  

영업이익(십억원) 38  22  10  99  199  

세전계속사업손익(십억원) 8  8  12  161  257  

당기순이익(십억원) 2  -4  3  133  211  

EPS(원) 147  -25  366  5,644  8,929  

증감률(%) 흑전 적전 흑전 1,441.5  58.2  

PER(배) 137.6  na 77.3  5.0  3.2  

ROE(%) 0.2  0.0  0.6  9.0  12.7  

PBR(배) 0.3  0.3  0.4  0.4  0.4  

EV/EBITDA(배) 5.6  5.5  8.1  4.5  2.9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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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실적 추정 & Valuation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4,1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글로벌 특수 선재 1 위 기업인 Bekaert 

의 2022년 PER에 30% 디스카운트를 한 4.6배에 고려제강의 2022F EPS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동사가 속한 특수 선재 산업 특성상, 국내 철강 업종의 전체 PER 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특수 선재 시장 점유율 2,3 위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 부문의 유사성이 가장 높고 해당 산업

의 MS 1 위 기업인 Bekaert 의 2022 년 PER 에 할인해서 적용하였다. 22 년 기준, Bekaert 대비 동

사의 매출, 이익 규모는 작지만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구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30% 할인하였다. 

현 주가수준은 PER 2.9 배로 국내외 PEER 대비 저평가 되어 있어 업사이드가 크다고 판단한다. 

 

2022년 역대 최대 실적 전망  

2022 년 1 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 좋았다. 매출액 5,161 억원(+29%yoy) 영업이익 495 억원 

(+114%yoy) 당기순이익 481 억(+38%yoy) 로 큰 폭의 매출, 이익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 법인이 

작년부터 풀가동 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큰 폭의 제품 가격 인상이 1 분기 이익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2 년 연결기준 매출액 2 조 2,172 억원(+32.5%yoy), 영업이익 1,993 억원(+51%yoy)으로 추정

한다. 큰 폭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원인은 1) 니치마켓 내 높은 점유율로 가격주도권을 지녔고 2)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쟁, 중국의 산업 재편 등 동사에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으로 인한 높은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3) 고마진 제품 위주의 가격 인상 효과 및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인해 수익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려제강 목표주가 산출 

구분  값 비고 

2022F EPS  8,929원  

Bekeart 22F PER  6.5  

Target PER  4.6 경쟁사 22F PER 30% 디스카운트  

적정주가 산출  41,000원   

현재 주가  28,300원 5월 13일 종가 

상승 여력  45.1%  

자료: 유진투자증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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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r Group Valuation Table 

  고려제강 Bekaert 

주가  28,300원  34.3  유로 

시가총액(십억원) 
651 2,673.7  

PER(배)   

  FY20A 40.2 11.4  

  FY21A 3.4 5.5  

 FY22F 3.1 6.4  

PBR(배)   

  FY20A 0.3 1.1  

  FY21A 0.3 1.1  

 FY22F 0.4 0.9  

매출액(십억원)   

  FY20A 1577.2 5,073.9  

  FY21A 1639.7 6,552.0  

 FY22F 2217.4 6,519.8  

영업이익(십억원)   

  FY20A 22.4 343.6  

  FY21A 9.8 692.9  

 FY22F 199.3 567.9  

영업이익률(%)   

  FY20A 0.7 6.8  

  FY21A 5.8 10.6  

 FY22F 9 8.7  

순이익(십억원)   

  FY20A 2.7 181.2  

  FY21A 133.3 551.0  

 FY22F 211.9 385.1  

EV/EBITDA(배)   

  FY20A 4.7 4.6  

  FY21A 3.4 4.2  

 FY22F 2.8 4.0  

ROE(%)   

  FY20A 0.6 9.3  

 FY21A 9.0 23.8  

  FY22F 12.7 14.2  

자료: Bloomberg, Quant Wise, 유진투자증권     주: 2022.05.13 종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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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1Q21A 2Q21A 3Q21A 4Q21A 1Q22P 2Q22F 3Q22F 4Q22F 

매출액 400.2 419.9 389.6 481.7 516.1 570.6 523.5 606.9 

제품별 매출액(내부거래합)         29.0% 35.9% 34.4% 26.0% 

   선재 294 313 300 298 361 428 382 449 

로프 163 151 144 182 186 205 199 212 

기타 31 33 35 44 46.5 45.6 41.9 48.6 

영업이익 23.1 27.2 21.8 26.4 49.0 54.2 44.5 51.6 

(%yoy)         112% 99% 104% 96% 

OPM(%) 5.8% 6.5% 5.6% 5.5% 9.5% 9.5% 8.5% 8.5% 

당기순이익 34.9 31.1 33.5 33.8 48.1 59.0 48.4 56.4 

(%yoy)     37.8% 89.6% 44.5% 66.9% 

자료: Quantiwise, 유진투자증권 

 

 10년 매출액  추이 

 

자료: 고려제강, 유진투자증권 

 

 10년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고려제강,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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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 소개 

국내 최대 특수 선재 2차 가공 업체  

고려제강의 주력 사업은 와이어로프, PC 강선 및 강연선 등을 생산하는 로프 사업과 스프링와이어

(S/W), 비드와이어(B/W)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선재 사업이다. 

동사의 선재 사업부문의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60%정도를 차지하며 ‘스틸코드(Steel Cord)’가 전체 

매출의 약 30%, ‘비드와이어(Bead wire)’ 20%, 기타 선재가 약 10% 비중이다. 로프 부문은 전체 매

출에서 약 32%로 크레인용 특수로프인 ‘하이로프(Hyrope)’의 비중이 절반 정도로 가장 높고 ‘엘리

베이터 로프’ 를 포함한 리프팅/운반용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재 사업 제품 중 80% 이상이 자동차타이어 및 부품에 사용되며, 동사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스틸코드’와 ‘비드와이어’ 모두 타이어의 중요 보강재로 쓰이는 제품이다. 당사 경쟁력은 ‘비드와이

어’에 있는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25%다. 가격전가율이 ‘스틸코드’보다 높아 수익성이 더 좋

다. 로프 사업 제품은 선박, 크레인, 건설용 로프 등에 사용되는데 주로 인프라 · 건설 산업에 쓰인

다. 그 중 당사 주력제품인 ‘하이로프’는 크레인에 들어가는 고마진 제품이다. 크레인에서 와이어로

프는 가장 중요한 부품인데다 해저 유전, 해상 풍력 관련 구조물을 지지하는데 쓰여 유가가 오르면 

수요가 증가한다. 향후 ‘하이로프’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동사 수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전망한다. 

고려제강의 수출 비중은 약 87%로, 80 여 개국에 특수선재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을 제외한

13 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약 60% 정도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유럽이나 미

국으로 대부분 수출하고 있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이 30%대로 가장 높으며 유럽, 중국, 동남

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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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e Market 인 특수 선재 

고려제강은 특수 선재 2 차 가공업체 중 생산능력 및 판매실적 모두 국내 최대 업체로 타사 대비 

뛰어난 제품 품질력을 보유하고 있다. 선재는 압연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탄소량에 

따라 보통 선재와 특수 선재로 분류된다. 선재 산업은 전량 선재 가공 업체에 가공되어 2 차 가공 

공정을 거친 다음, 강선/스프링, 와이어로프 등의 최종제품으로 생산하는 특징을 지닌다. 동사가 영

위하고 있는 특수 선재는 자동차, 교량, 에너지, 건축, 전기·전자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중요한 소재

로 사용된다. 특수 선재 시장은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기에는 시장 사이즈가 작고 기술력이 중요해 

중소기업 진입이 어려운 포지션을 지니고 있다. 국내 시장은 동사 점유율이 40%대로 압도적으로 

높고 이외 4 개 회사가 각 10%씩 점유하고 있다. 글로벌 1 위 기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경쟁사는 

중국 회사들이다. 중국 정부의 내수 위주 정책에 따라 유리한 업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타이어/

인프라 등 전방 산업 내 특수 선재 제품 가격이 계속되고 있어 동사의 마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제품 생산비율   제품별 매출 비중 

 

 

 
자료: 고려제강, 유진투자증권  자료: 고려제강, 유진투자증권 

 

 수출-내수 비중   국가별 수출 비중 

 

 

 
자료: 고려제강, 유진투자증권  자료: 고려제강,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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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개요 

  

사업 종류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취급 품목 
와이어로프, 스프링와이어, 비드와이어, 스틸코드, 아연도강선,  

PC강연선, 타이어보강재, 초전도복합선재 

설립 시기 1945년 9월 22일 

소재지별 기업 종류 한국기업 

설립자 홍종렬 

기업 유형 외부감사법인,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본사 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 141번길 37 

 

 주요 회사 연혁 

연도 내용 

1945 고려상사 설립 

1961 첫 와이어로프 공장 설립 

1969 사명 고려제강㈜로 변경 

1970 비드 와이어 생산 시작 

1976 코스피 상장 

1978 고려강선 설립 

1989 첫 해외공장(말레이시아) 설립, 홍덕산업, 홍덕정선 설립 

1992 홍덕스틸코드 설립 

1996 홍덕엔지니어링 설립   

1999 미국공장 설립   

2014 ArcelorMital의 중국, 미국, 헝가리 와이어 공장 인수   

 

 고려제강 글로벌 네트워크 – 13개국의 해외 법인 

 
자료: 고려제강,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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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강 주요 제품  

 고려제강 자동차용 와이어  
 타이어용– 스틸코드, 비드와이어 

 

 

 
자료: 고려제강, 유진투자증권  자료: 고려제강, 유진투자증권 

 

 초고층 빌딩에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로프”   
 주로 크레인에 이용되는 “하이로프” 

 

 

 
자료: 고려제강, 유진투자증권  자료: 고려제강, 유진투자증권 

 

 교량/연결: 현수교/사장교  

 

자료: 고려제강, 유진투자증권 



고려제강(002240) 

 

Eugene Research Center _9 

 

Ⅲ. 투자포인트 

Niche Market 내 높은 점유율로 빠르고 높은 가격 전가  

고려제강은 니치 마켓인 ‘특수 선재’ 내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으로 선재·로프 제품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 내 가격주도권을 지닌 2022 년 역대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을 전망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분에 대한 가격 전가가 바로 가능한 상황에 인플레이션 

수혜가 더해져 높은 가격 인상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 년 큰 폭의 실적 개선 역시 수요 변화가 아닌 가격 인상 효과였다. 그만큼 동사가 지닌 ‘가격 

결정권’은 강력한 카드다. 코로나 19 이전인 2019 년도의 제품 판매량은 비슷했지만 가격 인상으로 

전체 매출과 이익 성장이 가능했었다. 가격 인상에 유리한 글로벌 환경이 지속되면서 미국, 유럽의 

제품 단가 인상 폭이 가장 컸다는 점이 핵심 요인이었다. 수출국 중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합산 약 6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가격 인상 효과로 적자를 지속하던 미국 법인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실적 성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해외 공장의 완전 정상화에 따라 생산 물량이 증가한 

데에 원자재 상승 분을 바로 제품 가격에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올해 상황은 더욱 좋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해당 지역에 있는 경쟁사 공장들이 정상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유리해졌다. 또한, 이미 올린 가격을 내리기 쉽지 않고 올해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계획되어 있다. 특히 미국, 유럽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됨에 따라 가격 인상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한다. 동사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약 10%의 가격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약 5% 

정도 가격 인상을 진행하였다. 해당 가격 인상분은 4 월 1 일부로 적용됨에 따라 2 분기부터 

본격적인 가격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3-4 분기가 제품 가격이 가장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타이어 3사 ‘타이어코드’ 가격 추이  
 국내 타이어 3사 ‘비드와이어’ 가격 추이” 

 

 

 
자료: 고려제강, 유진투자증권   자료: 고려제강, 유진투자증권 (넥센타이어의 경우 19년도부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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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고려제강의 수혜 -  ‘탄소 중립’ & 내수 정책  

중국의 내수 정책 및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글로벌 시장 내 유리한 포지션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 간 중국 정부의 내수 위주의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은 높아졌다. 

제품의 절반 정도가 중국 기업과 경쟁하고 있지만 수출을 중점적으로 하는 동사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많은 고로 생산 비중을 줄이고 전기로 비중을 확대하는 산업 재편에 들어갔다. 중국 고로 업체들 

중에서는 아예 설비 자체를 ‘고로’에서 ‘전기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선재는 

고로에서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에서 생산되는 선재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경쟁 업체들이 중국 기업임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 인상이 가능해 전례 없는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 정책 및 철강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시장 내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 

바이든 인프라 정책 &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수혜  

고려제강의 가장 큰 수출국인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판단한다. 약 87%를 차지하는 수출 비중 내에서 미국, 유럽,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

품은 대략적으로 70% 중반을 넘어선다. 실제 인프라 정책에 특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 증설

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 11 월, 바이든 행정부의 1 조 2,000 억 달러의 1 차 인프라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인프

라 예산을 오직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철강재 위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직접적인 수혜가 전

망된다. 동사는 미국 내 생산 공장이 있어 유리한 포지션을 지니고 있다. 또한, 미국 인프라 투자 

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와 교량 부문에 동사가 생산하는 로프 및 와이어 제품 등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에너지, 인프라, 항구, 도로 안전 부문 등에 로프 및 와이어 제

품이 들어간다. 도시화가 이미 진행된 선진국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는 고층화로 이어지기에 엘리베

이터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동사의 고 마진 제품인 ‘엘리베이터 로프’의 수요 증가를 기

대할 수 있다. 중국도 최근 전면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2 분기부터 본격적인 투자

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럽은 전 세계 인프라 재정비 목적으로 2027 년까지 3,000 억 유로를 투입하

는 ‘Global Gateway 프로젝트’를 계획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끝난 후 기반시설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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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인프라 정책 

  

미국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 美 의회 통과 (2021.11.05) 

 
바이든, 1차 인프라 법안 서명 (2021.11.15)   

인프라 예산법의 핵심은 도로 및 교량 보수를 포함한 교통 부문 

유럽 
EU, "Global Gateway" 계획 공개 (2021.12.05) 

 전 세계에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3,000억원 유로 투자 

중국 

시진핑,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전면적인 인프라 건설 강화’ 요구 (2022.04.26) 

모든 분야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언급. 단기적으로는 전통 인프라 부문 집중 예상 

지방정부 특수채 조기 발행으로 올해 2분기부터 인프라 투자 가능성 시사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주요 내용 

 

자료: 미국 백악관, CNBC,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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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강(002240.KS)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2018A 2019A 2020A 2021A 2022F  (단위:십억원) 2018A 2019A 2020A 2021A 2022F 

자산총계 2,387  2,347  2,246  2,474  2,715   매출액 1,577  1,640  1,397  1,691  2,217  

유동자산 949  916  858  1,078  1,193   증가율(%) (3.8) 4.0  (14.8) 21.0  31.1  

현금성자산 169  135  176  171  158   매출원가 1,377  1,449  1,233  1,433  1,829  

매출채권 418  422  385  492  575   매출총이익 200  191  164  258  388  

재고자산 323  332  266  375  420   판매 및 일반관리비 162  168  155  160  188  

비유동자산 1,438  1,430  1,388  1,397  1,522   기타영업손익 (4) 4  (8) 3  18  

투자자산 439  419  458  514  674   영업이익 38  22  10  99  199  

유형자산 982  995  915  866  832   증가율(%) 69.4  (41.0) (56.2) 902.2  102.3  

기타 17  16  15  16  16   EBITDA 142  136  106  183  287  

부채총계 930  876  783  836  888   증가율(%) 4.4  (4.2) (22.0) 73.1  56.5  

유동부채 690  640  587  601  652   영업외손익 (30) (15) 3  62  58  

매입채무 274  236  238  306  357   이자수익 3  3  3  4  4  

유동성이자부채 408  386  334  271  271   이자비용 16  14  8  6  5  

기타 8  19  15  24  24   지분법손익 (1) 0  6  (0) (0) 

비유동부채 240  235  195  235  236   기타영업손익 (16) (4) 2  65  59  

비유동이자부채 83  78  42  70  70   세전순이익 8  8  12  161  257  

기타 158  158  153  165  167   증가율(%) 4.7  (4.5) 65.0  1,192.9  60.1  

자본총계 1,457  1,471  1,463  1,638  1,827   법인세비용 6  12  10  27  46  

지배지분 1,364  1,356  1,357  1,528  1,717   당기순이익 2  (4) 3  133  211  

자본금 20  20  20  23  23   증가율(%) 흑전 적전 흑전 4,790.6  58.2  

자본잉여금 12  10  9  8  8   지배주주지분 3  (1) 8  130  205  

이익잉여금 1,393  1,341  1,344  1,487  1,686   증가율(%) 흑전 적전 흑전 1,441.5  58.2  

기타 (61) (14) (17) 9  (0)  비지배지분 (2) (4) (6) 4  6  

비지배지분 93  114  106  110  110   EPS(원) 147  (25) 366  5,644  8,929  

자본총계 1,457  1,471  1,463  1,638  1,827   증가율(%) 흑전 적전 흑전 1,441.5  58.2  

총차입금 491  464  377  341  341   수정EPS(원) 147  (25) 366  5,644  8,929  

순차입금 322  329  201  169  183   증가율(%) 흑전 적전 흑전 1,441.5  58.2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단위:십억원) 2018A 2019A 2020A 2021A 2022F   2018A 2019A 2020A 2021A 2022F 

영업현금 124  82  179  39  160   주당지표(원)      

당기순이익 0  0  0  0  211   EPS 147  (25) 366  5,644  8,929  

자산상각비 104  113  96  85  87   BPS 68,200  67,821  67,849  66,424  74,635  

기타비현금성손익 41  36  (2) (133) (130)  DPS 304  304  261  300  470  

운전자본증감 (10) (57) 73  (132) (78)  밸류에이션(배,%)      

매출채권감소(증가) 4  1  20  (107) (83)  PER 137.6  n/a 77.3  5.0  3.2  

재고자산감소(증가) (51) (2) 62  (104) (45)  PBR 0.3  0.3  0.4  0.4  0.4  

매입채무증가(감소) 13  (31) 11  52  50   EV/ EBITDA 5.6  5.5  8.1  4.5  2.9  

기타 24  (24) (20) 28  0   배당수익율 1.5  1.7  0.9  1.1  1.7  

투자현금 (53) (74) (50) (2) (167)  PCR 3.2  2.8  5.8  14.6  2.7  

단기투자자산감소 0  0  0  0  0   수익성(%)      

장기투자증권감소 12  20  13  2  (113)  영업이익율 2.4  1.4  0.7  5.8  9.0  

설비투자 81  48  40  41  53   EBITDA이익율 9.0  8.3  7.6  10.8  12.9  

유형자산처분 2  3  8  1  0   순이익율 0.1  (0.3) 0.2  7.9  9.5  

무형자산처분 1  1  1  (0) (0)  ROE 0.2  (0.0) 0.6  9.0  12.7  

재무현금 (38) (39) (92) (41) (7)  ROIC 0.6  (0.8) 0.2  5.8  11.0  

차입금증가 (32) (43) (86) (43) 0   안정성 (배,%)      

자본증가 (6) (7) (7) (6) (7)  순차입금/자기자본 22.1  22.4  13.7  10.3  10.0  

배당금지급 (6) (7) (7) (6) 7   유동비율 137.6  143.1  146.1  179.3  183.1  

현금 증감 33  (28) 35  2  (13)  이자보상배율 2.4  1.6  1.2  17.0  39.5  

기초현금 117  150  122  157  159   활동성 (회)      

기말현금 150  122  157  159  146   총자산회전율 0.7  0.7  0.6  0.7  0.9  

Gross Cash flow 145  150  112  45  238   매출채권회전율 3.7  3.9  3.5  3.9  4.2  

Gross Investment 63  130  (23) 134  244   재고자산회전율 5.3  5.0  4.7  5.3  5.6  

Free Cash Flow 82  19  135  (89) (6)  매입채무회전율 6.3  6.4  5.9  6.2  6.7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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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2.03.31 기준)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고려제강(002240.KS)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담당 애널리스트: 김세희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가(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 대비 

2022-05-16 Buy 41,000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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