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분기 실적 Review
아래 내용은 당사 2017년 3분기 실적 관련하여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이해를 돕고자 작성한 내용이며, 주요 사항은 공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분기 매출액 증가 사유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바이오디젤의 내수 판매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지만, 수출 신규 매출과 바이오중유 분야에서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수출영역에서는 미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수출 환경이 악화되어,
2분기에는 실적이 없었으나, 하반기 수출 시장이 호전되면서 해외 판매 Network을
강화하고, 수출인증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마케팅을 시행함으로써 올해 첫
수출을 개시하여 매출액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바이오중유 영역에서는 2분기 수주물량 감소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3분기 원재료 안정적 수급을 통해 적극적인 입찰 참여로 판매물량 확보에 나선 결과
판매량이 4배이상 증가 하면서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3분기 매출액은 2분기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개별기준)

 3분기 영업이익 증가 사유
영업이익 증가 사유는 내수 바이오디젤 및 발전용 바이오중유 판매량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어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개별기준)
내수 바이오디젤은 주 원재료인 대두유와 팜유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3분기는 바이오디젤 판매가격 상승으로 마진이
개선되었습니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도 매 시기마다 발전사 입찰을 통하여 판매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3분기 적극적인 입찰 참여로 판매물량 증가에 기인하여 영업이익이 향상되었습니다.
당사는 향후 지속적인 영업이익 개선과 경쟁력 있는 원재료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서 품질이 낮은 저가 원재료를 처리할 수 있는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저가 원재료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저가 원재료를 적극 발굴하고자 제조공정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년 4분기 전망
4분기 내수시장 전망은 동절기 정유사 물량조정으로 3분기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의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만, BD사 및 정유사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할 예정입니다.
수출 영역에서는 4분기 추가 수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중유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입찰 계획에 맞춰 판매를 늘려갈 계획이며,
이미 4분기 발전사 입찰을 통해 판매물량을 확보하였으며, 올해까지 공급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됩니다.
또한 당사는 설비 경쟁력과 원재료 확보 부분에서의 근원적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Feasibility Study가 완료되는 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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