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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며, 

내용 중 일부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포함된 회사의 재무성과에 대한 모든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연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상, 전망, 계획, 기대 등의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측정보’는 그 성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사의 실제 미래실적과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3



PC 수요강세

모바일수요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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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 +4%

NAND +21%

DRAM +4% 

NAND -7%

매출 비중 23% 

+1%p QoQ

매출분석

가이던스상회

고용량수요강세

가격환경개선

’21 Q1 매출

8.49조원
+7% QoQ / +18% YoY

’20 Q4 매출

7.9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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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4 2,729 1,324 3,857

* D&A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영업이익 1.32조원
(+37% QoQ / +65% YoY)

EBITDA 3.86조원
(+8% QoQ / +24% YoY)

(단위 : 십억원)

이익분석 –영업이익

경비절감 노력으로 판관비 감소

주력 제품 수율 개선에 따른 원가절감

D&A 2.53조원 (-2% QoQ / +10% YoY)

EBITDA 마진율 45% 
매출액 매출총이익 EBITDA영업이익

매출
원가

5,766

판관비
1,404

D&A*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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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1,351 993

영업외이익 0.03조원

당기순이익0.99조원
(-44% QoQ / +53% YoY)

(단위 : 십억원)

이익분석 –순이익

매출채권 회수 등 환차 이익(달러 강세)

Kioxia 지분 투자자산 등 환산 손실(엔화 약세)

순이자비용 0.06조원

당기순이익률 12%

4Q20 Kioxia 공정가치 평가이익(1.72조원)

인식 기저효과로 QoQ 감소영업이익

영업외
순이익

26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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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5%

14%
12%

15%

26% 26%

23%
22%

26%

’20 Q1 ’20 Q2 ’20 Q3 ’20 Q4 ’21 Q1

차입금비율

순차입금비율

현금*

차입금**

’21 Q1’20 Q4

5.99조원
(+21% QoQ / +26% YoY)

4.95조원

13.59조원
(+21% QoQ / +9% YoY)

11.25조원

재무상태

* 현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차입금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사채 + 장기차입금

’20 Q1 ’20 Q2 ’20 Q3 ’20 Q4 ’21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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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전망

연중 Tight한 수급 상황 지속Digitalization 수요 증가

및 고객의 재고 확보 노력

예상보다 빠른 시황 개선

NANDDRAM수 요

1인 1PC 트렌드에 따른

PC 수요 강세

신규 게임콘솔

출시 효과 지속

Hyperscaler 중심

신규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신규 CPU 출시 효과로

하반기 수요 본격화

Pent-up 수요 발생

5G 전환 가속화

모바일 시장 內

점유율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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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계획

연간 +20% 수준

연간 B/G 시장 수요 성장률 수준

2Q B/G +low single digit%

수요 B/G

당사 B/G

연간 +30% 중반

연간 B/G 시장 수요 성장률 상회

2Q B/G Flat

수요 B/G

당사 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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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znm 2Q Ramp-up 계획

EUV 활용 1anm 연내 양산 개시

Tech

128단 비중 연말 80% 수준 목표

128단 기반 고용량 MCP/서버향 SSD 판매 확대

176단 연내 양산 개시

Tech



CapEx전망

반도체 업계 투자 확대로 장비 Lead-time 증가

예상 대비 강한 수요로 수급 불균형 심화 전망

’22년 원활한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CapEx 증액 결정

단, 해당 투자분의 생산량 기여는 내년부터 예상

* D&A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2021년

내년 투자분 일부를

조기 집행

2018년 2019년 2020년

17.0조원

FAB

투자

D
&

A
 6

.4
조

원

12.7조원

FAB

투자

D
&

A
 8

.5
조

원

9.9조원

FAB

투자

D
&

A
 9

.8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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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업계차원의공동노력강화

이사회중심경영체제강화

탄소중립위원회출범

핵심성과 계획및기대효과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 선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미래전략위원회 및 인사·보상위원회 개편 및 역할 강화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4개사와 산업부 참여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상호 협력을 통한 친환경 기술 개발

RE100 등 initiative 이행 논의

경영투명성·독립성제고

13

중장기 전략 및 경영진 보상체계 결정 등 이사회의

경영 참여 강화



T   H   A   N   K      Y   O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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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요약 수익성지표

(단위 : 십억원) ’21 Q1 ’20 Q4 ’20 Q1 QoQ YoY

매출액 8,494 7,966 7,199 7% 18%

매출총이익 2,729 2,431 2,192 12% 24%

영업이익 1,324 966 800 37% 65%

EBITDA* 3,857 3,557 3,107 8% 24%

순이익 993 1,768 649 (44%) 53%

주당순이익

(원)

기본 1,451 2,583 948 - -

희석 1,451 2,582 947 - -

주식수

(백만)

기본 684 684 684 - -

희석 684 684 684 - -

’20 Q1 Q2 Q3 Q4 ’21 Q1

매출

총이익률

영업

이익률

EBITDA

마진

순이익률

30%

39%
35%

31% 32%

11%

23%
16%

12% 16%

43%
51%

46% 45% 45%

9%
15% 13%

22%
12%

+1%p

+4%p

Flat

-11%p

* EBITDA = 영업이익 +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비

※ 본 자료의 모든 수치는 ‘억원’에서 반올림하여 일부 단수 차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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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십억원) ’21 Q1 ’20 Q4 ’20 Q1

기초현금 4,948 4,756 3,995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15 3,267 2,344 

당기순이익 993 1,768 649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2,537 2,592 2,311 

운전자본 증감 등 (314) (1,093) (616)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139) (2,957) (3,022)

유형자산의 취득 (4,105) (2,530) (2,78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00 (48) 1,417 

차입금 증감 1,984 111 1,471 

리스부채의 상환 (83) (162) (54)

배당금 지급 - - -

자사주 취득 - - -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흐름 63 (69) 8 

현금증감 1,040 192 747 

기말현금 5,988 4,948 4,742 

현금흐름표요약 분기순현금흐름

993

2,537

314

63 
4,139 

1,900 

당기순이익 현금유입 현금유출 순증감

1,040

감가상각비

투자활동

운전자본증감 등

* 운휴자산감가상각비 포함

※ 본 자료의 모든 수치는 ‘억원’에서 반올림하여 일부 단수 차이가 발생

(단위 :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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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효과

재무활동



0%

50%

100%

’20 Q1 ’20 Q4 ’21 Q1

USB, Card & Others

Mobile

SSD(단품판매 포함)

사업부매출 Application 매출

0%

50%

100%

’20 Q1 ’20 Q4 ’21 Q1

PC

Server

Graphics

Consumer

Mobile

DRAM

NAND

~80% 초반

~90% 초반

* 매출 비중은 USD 기준

※ 본 자료의 모든 수치는 ‘억원’에서 반올림하여 일부 단수 차이가 발생

19% 
22% 23% 

’20 Q1 ’20 Q4 ’21 Q1

Others

NAND

DRAM

MCP%

24%

23%

24%

72%
73% 73%

7,966

7,199
(단위 :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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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요약재무상태표

K-IFRS 기준 (십억원)

Q1'21 Q4'20 Q1'20 전분기대비 전년말대비

 자산

 유동자산 18,385 16,571 15,800 +1,814 +2,585

 현금성자산* 5,988 4,948 4,742 +1,040 +1,246

 매출채권 5,336 4,931 4,717 +405 +619

 재고자산 6,183 6,136 5,426 +46 +757

 비유동자산 56,733 54,603 51,343 +2,130 +5,390

 유형자산 43,329 41,231 40,517 +2,098 +2,812

 무형자산 3,473 3,400 2,549 +73 +924

 자산총계 75,118 71,174 67,143 +3,944 +7,975

 부채

 차입금 13,593 11,252 12,416 +2,341 +1,177

단기차입금 148 180 1,372 -31 -1,224 

유동성장기부채 2,659 2,935 2,124 -276 +535

사채 6,436 3,610 3,654 +2,826 +2,782

장기차입금 4,350 4,527 5,265 -177 -916 

 매입채무 1,260 1,046 962 +214 +298

 부채총계 22,739 19,265 18,895 +3,475 +3,844

 자본

 자본금 3,658 3,658 3,658 - -

 자본잉여금 4,143 4,144 4,144 - -

 이익잉여금 47,179 46,996 42,890 +183 +4,289

 자본총계 52,379 51,909 48,248 +469 +4,131

* 현금성 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단기투자자산



[첨부2] 요약손익계산서

K-IFRS 기준 (십억원)

Q1'21 Q4'20 Q1'20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8,494 7,966 7,199 +7% +18%

매출원가 5,766 5,535 5,007 +4% +15%

 매출총이익 2,729 2,431 2,192 +12% +24%

 판관비 1,404 1,465 1,392 -4% +1%

 영업이익 1,324 966 800 +37% +65%

 금융순손익 -57 -67 -53 

 외환순손익 57 -333 179

 지분법순손익 17 -49 8

 기타영업외순손익 9 1,716 -6 

 EBITDA 3,857 3,557 3,071 +8% +26%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1,351 2,233 929 -40% +45%

 법인세비용 358 465 279 -23% +28%

 총당기순이익 993 1,768 649 -44% +53%

기본 1,451 2,583 948

희석 1,451 2,582 947

기본 684 684 684

희석 684 684 684

 주당순이익(원)

 주식수(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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