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CGV 2020년 4분기 실적발표회
Evolving Beyond Movies, Global No.1 Culture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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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본 자료의 재무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영업실적입니다.

본 자료는 주주 및 투자가들의 이해를 위해 작성하고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자료에 포함된 경영 실적 및 재무 정보 등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자료의 재무 정보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에 기술된 재무 정보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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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전체 사이트 및 스크린 현황

□ 2020년말 기준 7개국 594개 사이트(4,271개 스크린) 운영

진출국가 대한민국 중국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미국

진출년도 1998 2006 2016 2011 2014 2014 2010

사이트 179 148 107 81 68 9 2 594

스크린 1,281 1,175 905 474 397 28 11 4,271

계

대한민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터키 미국



33

연결 영업실적
(단위: 억원) 4Q ‘20 4Q ’19 YoY FY ‘20 FY ‘19 YoY
매출액 1,433 4,983 ▲71.2% 5,834 19,423 ▲ 70.0%
매출원가 1,288 2,832 ▲54.5% 5,294 11,573 ▲ 54.2%

매출총이익 145 2,151 ▲93.3% 540 7,850 ▲93.1%
판매관리비 1,081 1,710 ▲36.8% 4,465 6,630 ▲32.7%

영업손익 ▲935 441 적자 전환 ▲3,925 1,220 적자 전환

영업이익률 - 8.8% - - 6.3% -

금융수익 52 23 126.1% 239 211 13.3%

금융비용 1,961 1,286 52.5% 3,495 2,495 40.1%

기타영업외손익 ▲1,422 ▲1,273 - ▲1,371 ▲1,270 -

관계기업손익 ▲3 19 적자 전환 ▲61 49 적자 전환

세전이익 ▲4,268 ▲2,077 적자 확대 ▲8,612 ▲2,286 적자 확대
법인세비용 (1,065) 59 - (1,160) 105 -

당기순이익 ▲3,203 ▲2,135 적자 확대 ▲7,453 ▲2,391 적자 확대

EBITDA (EBITDA마진) ▲72(-%) 1,333(26.8%) - ▲298(-%) 4,898(25.2%) -

[2021년 1분기 전망]

□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율 확대 및 방역환경 안정화에 따른 국내외 배급사의 영화개봉 일정 조율과 함께 점진적 관람수요 회복 예상

□ 상대적으로 방역 환경이 안정적인 중국/베트남 관람객 수 및 빠른 실적 반등세 기록 예상

[2020년 4분기]

□ 매출액은 국내외 코로나19 3차 대유행 영향으로 전년 比 71.2% (연누계 ▲70%) 감소

□ 영업손익은 운영효율화 정착으로 판매관리비 전년 比 36.8% (연누계 ▲32.7%) 절감하였으나 고정비 부담 지속으로 적자 전환

□ 세전이익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한 보수적 회계 처리 적용에 따른 국내외 사이트 손상 반영으로 적자 확대

※ 국내외사이트 손상 반영은 현금 지출이 없는 장부상 감액으로 영업이익과 현금흐름에는 영향이 없으며, 

미래 불확실성 해소 및 포스트 코로나19 영업실적 회복시에는 손상반영한 금액 환원 가능성이 높음



44

국가별 사업 실적
[대한민국]

(단위: 억원) 4Q ‘20 4Q '19 YoY FY ‘20 FY '19 YoY

매출액 632 2,566 ▲75.4% 3,258 10,566 ▲69.2%

영업손익 ▲570 254 적자 전환 ▲2,034 673 적자 전환

영업이익률 - 9.9% 4.8%p - 6.4% -

EBITDA ▲191 622 - ▲513 2,349 -

EBITDA 마진 - 24.1% - - 22.2% -

FY ’20 FY ’19 YoY

직영사이트수 (개) 119 115 3.5%

직영스크린수 (개) 908 885 2.6%

전국 관객수 (만명) 5,949 22,670 ▲73.8%

직영 관객수 (만명) 2,339 8,609 ▲72.8%

CGV ATP (원) 8,284 8,225 0.7%

ㅁ 매출액은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상영매출 감소 영향으로 전년 比 75.4% (연누계 ▲69.2%) 감소

ㅁ 영업손익은 전사적 비용절감 노력으로 판매관리비 전년 比 30% 절감을 정착하였으나 고정비 부담 영향으로 적자 전환

ㅁ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개봉 미확정 영화 순차적 개봉으로 1분기말 실적 반등세 전환 예상

(단위: 억원) 4Q ‘20 4Q '19 YoY FY ‘20 FY '19 YoY

매출액 681 886 ▲23.1% 1,193 3,629 ▲67.1%

영업이익 5 38 ▲86.8% -812 182 적자 전환

영업이익률 0.7% 4.3% ▲3.6%p - 5.0% -

EBITDA 267 325 183.6% 262 1,153 ▲77.3%

EBITDA 마진 39.2% 36.7% 22.1%p 22.0% 31.8% ▲9.8%p

FY ’20 FY ’19 YoY

사이트수 (개) 148 141 5.0%

스크린수 (개) 1,175 1,116 5.3%

전국 BO (억RMB) 186 594 ▲68.7%

CGV BO (억RMB) 5.7 17.6 ▲67.6%

CGV ATP (RMB) 39.5 41.9 ▲5.7%

[중국]

ㅁ 매출액은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영화<800> 흥행 등 ’20년 7월 영업재개 이후 빠른 관람수요 회복으로 전년 比 23.1% (연누계 ▲67.1%) 감소

ㅁ 영업손익은 판매관리비 전년 比 30% 절감 정착된 성과로 4분기 당기 영업이익 달성하였으며, ’21년 1월 신년연휴, 2월 춘절 연휴기간 실적 반등세 지속 전망

ㅁ 2021년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으로 관련 로컬 콘텐츠 공급 등 정부차원 문화굴기 지원과 코로나19 안정세 영향으로 빠른 실적 개선 기대



국가별 사업 실적
[터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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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4Q ‘20 4Q '19 YoY FY ‘20 FY '19 YoY

매출액 - 550 - 332 1,456 ▲77.2%

영업이익 ▲72 136 적자 전환 ▲163 80 적자 전환

영업이익률 - 24.7% - - 5.5% -

EBITDA ▲23 207 - 80 380 ▲78.9%

EBITDA 마진 - 37.6% - 24.1% 26.1% ▲2.0%p

FY ’20 FY ’19 YoY

사이트수 (개) 107 108 ▲0.9%

스크린수 (개) 905 913 ▲0.9%

전국 BO (백만 TL) 309 969 ▲68.1%

CGV BO(백만 TL) 142 463 ▲69.3%

CGV ATP (TL) 16.6 16.2 2.5%

(단위: 억원) 4Q ’20 4Q '19 YoY FY ‘20 FY '19 YoY

매출액 206 419 ▲50.8% 721 1,861 ▲61.3%

영업이익 ▲28 25 적자전환 ▲161 202 적자전환

영업이익률 - 6.0% - - 10.9%

EBITDA 60 120 ▲50.0% 213 570 ▲62.6%

EBITDA 마진 29.1% 28.6% 0.5%p 29.5% 30.6% ▲1.1%p

FY ’20 FY ’19 YoY

사이트수 (개) 81 82 ▲1.2%

스크린수 (개) 474 475 ▲0.2%

전국 BO (억 VND) 16,998 41,750 ▲59.3%

CGV BO(억 VND) 8,876 21,419 ▲58.6%

CGV ATP(천 VND) 84.7 82.5 2.7%

ㅁ 매출액은 현지 방역당국의 영업중단 권고에 따른 매출 공백 발생 영향으로 누계매출 전년 比 77.2% 감소

ㅁ 영업손익은 현지 지방정부의 인건비 보조금과 임차료 감면 등 비용 최소화하였으나 고정비 부담으로 전년 比 적자 전환

ㅁ 현지 방역지침에 따라 3/1일 영업재개 준비중이며 미개봉 기대작 위주 콘텐츠 편성 전략으로 실적 회복 기대

ㅁ 매출액은 할리우드 콘텐츠 공백에도 한국 및 로컬영화에 대한 관람수요 유지 영향으로 전년 比 50.8% (연누계 ▲61.3%) 감소

ㅁ 영업손익은 빠른 관람수요 회복에도 상영매출이 고정비를 하회함에 따라 전년 比 적자 전환

ㅁ 2월 설날연휴 로컬 콘텐츠 개봉으로 ’19년 比 80~90% 수준 관람수요 회복이 예상되며 ‘21년 1분기 고정비 상회 수준의 영업실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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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업 실적
[인도네시아]

[4DPLEX]

(단위: 억원) 4Q ‘20 4Q '19 YoY FY ‘20 FY '19 YoY

매출액 7 329 ▲97.9% 212 1,196 ▲82.3%

영업이익 ▲89 59 적자전환 ▲289 167 적자전환

영업이익률 - 17.9% - - 14.0% -

EBITDA ▲38 94 - ▲78 375 -

EBITDA 마진 - 28.6% - - 31.4% -

FY ’20 FY ’19 YoY

사이트수 (개) 68 67 1.5%

스크린수 (개) 397 389 2.1%

CGV BO (억IDR) 1,614 9,342 ▲82.7%

CGV ATP (천IDR) 39.8 41.2 ▲3.4%

(단위: 억원) 4Q ‘20 4Q '19 YoY FY ‘20 FY '19 YoY

매출액 - 318 - 303 1,129 ▲73.2%

영업이익 ▲175 ▲44 적자확대 ▲387 13 적자전환

영업이익률 - ▲13.8% - - 1.2% -

EBITDA ▲137 ▲25 - ▲231 101 -

EBITDA 마진 - - - - 8.9% -

FY ’20 FY ’19 YoY

4D 진출국가수 (개) 66 65 1.5%

4D 스크린수 (개) 800 730 9.6%

SX 진출국가수 (개) 36 33 9.1%

SX 스크린수 (개) 351 305 15.1%

ㅁ 매출액은 13개 사이트 10/30部 영업 부분재개에 따른 영업일수 부족과 관람수요 위축 영향으로 전년 比 97.9% (연누계 ▲82.3%) 감소

ㅁ 영업손익은 ’20년 영업중단 장기화에 따른 고정비 부담 지속 영향으로 전년 比 적자 전환

ㅁ 현지 방역환경과 ’21년 할리우드 콘텐츠 개봉에 따른 점진적인 관람수요 회복으로 상저하고의 영업정상화 전망

ㅁ 매출액은 4DX전용 콘텐츠 부재에 따른 분기 매출 공백과 글로벌 4DX 운영일수 부족으로 누계매출 전년 比 73.2% 감소

ㅁ 영업손익은 상영매출 공백과 영업일수 부족에 따른 고정비 부담 지속 영향으로 전년 比 적자 전환

ㅁ ’21년 주요 국가 코로나19 백신 보급율 증가에 따른 극장 영업재개와 미개봉 4DX 콘텐츠 상영일수 증가로 영업정상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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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FY ’20 FY ’19 YoY

자산총계 43,568 45,240 ▲3.5%

유동자산 9,529 6,770 40.8%

비유동자산 34,039 38,470 ▲11.5%

부채총계 40,627 39,229 3.6%

유동부채 13,128 11,202 17.2%

비유동부채 27,499  28,027  ▲1.9%

자본총계 2,941 6,011 ▲51.1%

지배지분 1,450 2,704 ▲46.7%

비지배지분 1,491 3,307 ▲54.9%

부채및자본총계 43,568 45,240 ▲3.5%

FY ’20 FY ’19 YoY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73% 60% 13%p

부채비율 (총부채/총자본) 1381% 653% 728%p

금융부채비율 (총차입금/총자본) 373% 137% 236%p

순차입금비율 [(차입금-현금)/총자본] 141% 78% 6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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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내 개봉예정 주요 기대작

개봉월 작품명 배급사 주연 감독 장 르

1월 소울 디즈니 제이미 폭스 피트 닥터 애니메이션

2월 귀멸의 칼날 애니플렉스 - 소토자키 하루오 액션

3월 서복 CJ ENM 공유, 박보검 이용주 SF, 액션

4월 블랙 위도우 디즈니 스칼렛요한슨 케이트쇼트랜드 액션

5월 분노의 질주9 UPI 빈 디젤 저스트 린 액션

6월
기적 롯데 박정민,윤아,이성민 이장훈 드라마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쇼박스 최민식 이용재 드라마

7월 탑건2 롯데 톰 크루즈 조셉 코신스키 액션

8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디즈니 랄프 파인즈 매튜 본 액션, 모험

9월 듄 워너 티모시 샬라메, 레베카 퍼거슨 드니 빌뇌브 SF

10월
007 노 타임 투 다이 UPI 다니엘 크레이그 캐리 후쿠나가 액션

Eternals 디즈니 안젤리나 졸리, 마동석 클로이 자오 SF  액션

11월 미션임파서블7 롯데 톰크루즈 크리스토퍼 매쿼리 액션

12월

Untitled Spider 소니 톰홀랜드 존 왓츠 액션

Untitled Matrix Film 워너 키아누 리브스 더 워쇼스키즈 SF

한산 롯데 박해일,변요한,안성기 김한민 전쟁, 액션

해적: 도깨비깃발 롯데 강하늘,권상우,한효주,이광수 김정훈 코믹액션

싱크홀 쇼박스 차승원, 김성균, 이광수 김지운 재난, 코미디

비상선언 쇼박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한재림 재난

모가디슈 롯데 김윤석,조인성 류승완 액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