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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6월 연료비조정단가 발표에 주목할 필요 

 한전KPS: 중장기 외형 성장 지속 전망 

 

한국전력: BUY, TP 28,000원 유지 

매출액 16.5조원(+9%yoy), 영업손실 7.8조원(적전yoy), 당기순손실 5.9조원(적전yoy)으로 부진한 실적 기록.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비

해 요금 인상 규모가 적어 적자 확대. 연료비는 전년대비 32%, 구입전력비는 44% 증가하며 변동비 부담 지속. 원전이용률이 84%까지 회

복되었으나 석탄발전소 이용률은 59%에 머물렀고, 발전믹스 개선 영향은 미미 

선거 이후 3 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인상이 예상됨. 현재 요금제도는 1 년전 평균 연료비를 후행적으로 반영하는 ‘기준 요금’과 직전 분기 연

료비를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 요금’, RPS, 탄소배출권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기후환경요금’으로 구성. 현재 원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전

체 요금 인상이 40~50% 규모로 이루어져야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음. 그러나 ‘조정 요금’은 분기 상한 3 원/kWh, 연간 상한 5 원/kWh

으로 제한되어 인상하여도 5% 수준에 불과하고, 3~4분기 3원/kWh, 2원/kWh 인상 전망되나 실적에 유의미한 기여는 어려움 

기준 연료비는 2023 년 총 10 원/kWh, 기후환경요금은 3 원/kWh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요금 인상률은 15% 수준으로 추정. 그러

나 러-우 사태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제도의 전면 개편이 없는 한 2022~2023 년 한국전력의 연결 영업이익은 20 조원 이상 적자, 자기자

본 감소가 이어질 전망. 여기에 투자비 15조원을 고려하면 현금흐름은 악화될 수 밖에 없고, 신용등급 하향 예상 

이러한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정부는 SMP 상한제(구입전력단가를 부동산 분양가상한제처럼 제한), 석탄발전 총량제 한시적 유보 등을 검토하

며 비용절감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 2013년 당시 민자발전사의 반발로 SMP 상한제가 도입되지 못한 점,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기

조를 고려하면 정책 변화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움. 그러나 회사채 발행, 정산 시기 조정 등의 방법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전력시장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  

최악의 펀더멘털과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여러 지원책 도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트레이딩 관점의 매수 전략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 

2021~2022년이 원자재 가격 상승 규모가 한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고, 정부의 한전 지원책 시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2023~2024년까

지 재무상태는 적자 축소 예상.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발표에 주목할 필요 

 

한전KPS: BUY, TP 58,000원 유지 

매출액 3,030억원(-20%yoy), 영업이익 225억원(-60%yoy), 당기순이익 208억원(-53%yoy)으로 영업이익 기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 노후 석탄발전소 삼천포 #1,2, 호남 #1,2, 울산 #4~6 폐쇄로 기존 대비 석탄발전소 설비 용량이 8% 감소했고 매출액이 175 억원 감

소하며 부진한 실적 기록. 반면, 원자력/수력 매출액은 계획예방정비 착공 수는 감소하였으나 경상정비 등 정비 대상 설비 증가로 전년 수준

을 유지. 신고리 시운전, 신한울 경상, 개보수 물량이 추가되며 외형 성장 지속 전망. 이외에 UAE 정비 및 신규 해외 화력 프로젝트가 연간으

로 모두 반영될 전망   

新정부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건설 중인 원전 및 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신규 원전 도입으로 중장기 먹거리 확대 전망. 현재 상

업운전 중인 원전 외에 신한울 #1~4, 신고리 #5~6 를 고려하면 계획예방정비, 오버홀 등 정비 물량 증가 기대. 또한 UAE 바라카 원전#2~4

의 상업 운전이 연이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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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한국전력 1Q22 실적 리뷰: 영업손실 7.7조원으로 어닝쇼크 

(십억원) 1Q21 4Q21 1Q22 %yoy %qoq 컨센서스 차이(%) 

매출액 15,091  15,518  16,464  9.1  6.1  15,935  3.3  

영업이익 566  -4,730  -7,787  적전 적지 -5,729  -  

세전이익 329  -5,092  -8,105  적전 적지 - - 

순이익 112  -3,648  -5,926  적전 적지 -4,819  -  

% of Sales               

영업이익 3.7  (30.5) (47.3) (51.0) (16.8) (36.0) (11.3) 

세전이익 2.2  (32.8) (49.2) (51.4) (16.4) - - 

순이익 0.7  (23.5) (36.0) (36.7) (12.5) (30.2) (5.8) 

자료: 한국전력, 유진투자증권 

 

도표 2.   한국전력 세부 실적 
(단위: 억원) 1Q21 1Q22 증감 증감% 

1. 매출액 150,912  비중 164,641  비중 13,729  9.1% 

  전기판매수익 142,936  94.7% 153,784  93.4% 10,848  7.6% 

  기타매출 7,976  5.3% 10,857  6.6% 2,881  36.1% 

2. 매출원가/판관비 145,256  비중 242,510  비중 97,254  67.0% 

  연료비 39,660  27.3% 76,484  31.5% 36,824  92.8% 

  구입전력비 49,989  34.4% 105,827  43.6% 55,838  111.7% 

  감가상각비 25,459  17.5% 26,971  11.1% 1,512  5.9% 

  수선유지비 4,837  3.3% 5,250  2.2% 413  8.5% 

  지급수수료 1,374  0.9% 1,605  0.7% 231  16.8% 

  경상개발비 1,518  1.0% 1,467  0.6% -51  -3.4% 

  기타영업비용 UAE 기자재비 포함 22,419  15.4% 24,906  10.3% 2,487  11.1% 

3. 영업손익 5,656    -77,869    -83,525  적전 

4. 기타수익 임대료등 999    753    -246  -24.6% 

5. 기타비용 기부금등 192    492    300  156.3% 

6. 기타이익(손실)  195    -99    -294  -150.8% 

7. 금융수익 5,089    2,862    -2,227  -43.8% 

  이자수익 540    613    73  13.5% 

  외화평가이익 762    332    -430  -56.4% 

  파생관련평가이익 3,728    1,805    -1,923  -51.6% 

  기타 금융수익(배당금수익) 59    112    53  89.8% 

8. 금융비용 10,448    9,281    -1,167  -11.2% 

  이자비용 4,628    5,639    1,011  21.8% 

  외화평가손실 5,435    3,159    -2,276  -41.9% 

  파생관련평가손실 352    361    9  2.6% 

  기타 금융비용 33    122    89  269.7% 

9. 지분법손익 등 1,990    3,073    1,083  54.4% 

10. 세전손익 3,289    -81,053    -84,342  적전 

11. 법인세비용 2,165    -21,794    -23,959  적전 

12. 총당기순이익 1,124    -59,259    -60,383  적전 

13. 지배지분순이익 797    -59,528    -60,325  적전 

14. 비지배지분순이익 327    269    -58  -17.7% 

자료: 한국전력,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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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한전KPS 1Q22 실적 리뷰: 영업이익 225억원으로 어닝쇼크 기록 

(십억원) 1Q21 4Q21 1Q22 %yoy %qoq 컨센서스 차이(%) 

매출액 322  380  303  (5.8) (20.2) 313  (3.1) 

영업이익 56  1  23  (60.1) 2,401.7  39  (42.4) 

세전이익 59  1  27  (55.0) 2,876.6  - - 

순이익 44  (4) 21  (52.7) 흑전 28  (26.1) 

% of Sales               

영업이익 17.5  0.2  7.4  (10.1) 7.2  12.5  (5.1) 

세전이익 18.5  0.2  8.8  (9.7) 8.6  - - 

순이익 13.7  (1.0) 6.9  (6.8) 7.9  9.0  (2.1)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4.   한전KPS 세부 실적 

(단위: 억원) 1Q21 1Q22 증감률(%) 증감 사유 

매출액 3,216  3,030  -15.3    

 화력 1,147  972  2.6  OH 수행호기 감소 

 원자력/수력 1,061  1,089  12.5  정비 대상 원전 증가 

 송변전 200  225  9.4  위탁공사 물량 증가 

 해외 573  627  50.2  인도, 남아공 신규 수주 

 대외 235  117  5.8  민간 발전소 신규 수주 감소 

영업비용 2,652  2,805  5.8   

 재료비 162  138  -14.8  국내 OH 감소로 자재비 감소 

 노무비 1,215  1,340  10.3  성과급 지급률 상승, 연차 비용 증가 등 

 경비 1,275  1,327  4.1  해외 외주비 증가 등 

영업이익 564  225  -60.1    

순이익 441  208  -52.7    

자료: 한전KPS, 유진투자증권  

 

도표 5.  화력 계획예방정비 실적   도표 6.  원자력 계획예방정비 실적 

 

 

 
자료: 한전KPS, 유진투자증권  자료: 한전K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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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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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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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2.03.31 기준)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한국전력(015760.KS)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담당 애널리스트: 황성현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가(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0-05-18 Buy 28,000 1년 -26.3 -19.5 

 

2020-06-30 Buy 28,000 1년 -26.7 -19.5 

2020-08-14 Buy 28,000 1년 -25.3 -19.5 

2020-08-19 Buy 28,000 1년 -25.3 -19.5 

2020-10-06 Buy 28,000 1년 -24.2 -19.5 

2020-10-12 Buy 28,000 1년 -24.1 -19.5 

2020-11-13 Buy 28,000 1년 -22.3 -19.5 

2020-11-24 Buy 28,000 1년 -21.7 -20.0 

2020-12-10 Buy 32,000 1년 -24.2 -18.8 

2020-12-18 Buy 43,000 1년 -44.8 -34.8 

2021-02-22 Buy 43,000 1년 -45.4 -36.9 

2021-04-20 Buy 43,000 1년 -45.4 -36.9 

2021-05-17 Buy 43,000 1년 -45.5 -36.9 

2021-05-31 Buy 43,000 1년 -45.7 -36.9 

2021-08-17 Buy 43,000 1년 -47.6 -43.0 

2021-09-01 Buy 43,000 1년 -47.9 -43.0 

2021-09-24 Buy 43,000 1년 -48.4 -44.5 

2022-02-25 Buy 28,000 1년 -18.7 -11.6 

2022-03-30 Buy 28,000 1년 -20.8 -17.0 

2022-05-16 Buy 28,000 1년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한전KPS(051600.KS)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담당 애널리스트: 황성현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가(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0-05-14 Buy 36,000 1년 -17.7 5.6 

 

2020-08-14 Buy 36,000 1년 -18.4 5.6 

2020-08-19 Buy 36,000 1년 -18.4 5.6 

2021-02-26 Buy 36,000 1년 -11.5 5.6 

2021-05-14 Buy 45,000 1년 -6.6 1.7 

2021-05-31 Buy 50,000 1년 -19.9 -1.1 

2021-06-04 Buy 50,000 1년 -20.1 -1.1 

2021-08-18 Buy 50,000 1년 -22.0 -9.5 

2021-09-01 Buy 50,000 1년 -21.7 -9.5 

2022-03-30 Buy 58,000 1년 -31.8 -26.9 

2022-05-16 Buy 58,000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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