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4일  

 

 

 

 

  

    

  2Q21 Review: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실적 기록 

동사는 2021년 2분기 매출액 2조 7,775억원(+15.5% qoq, +42.0% yoy), 영업이익 

2,211억원(-13.2% qoq, +72.1% yoy)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실적

을 기록했다. 이는 케미칼 부문의 시황 호조로 인한 것이다. 다만, 동사의 주요 성장동력

인 태양광 사업 부문의 경우, 원가 부담 지속 인하여 적자를 기록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케미칼 부문은 1분기에 이어 주요 제품들의 시황 호조 및 판가 상승, 

스프레드 확대 지속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태양광 부문은 웨이퍼 등 원자

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발전자산 영업이익 220억원 반영에

도 불구, 1분기에 이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첨단소재 부문은 아이폰 후속 모델 양산 개

시로 전자 소재 실적은 개선되었으나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이슈로 인하여 영업이익 기

준, 전분기 대비 69% 감소했다. 리테일(갤러리아)은 명품 및 홈리빙 중심 소비 심리 개선

에도 불구, 보유세(112억원) 증가로 전분기 대비 82% 감소한 영업이익 22억원을 기록했

다. 지분법 이익 또한 일부 화학 제품 시황 개선에도 불구, 정기보수 및 중국 내 TPA 내

수가 약세로 전분기 대비 39% 감소한 745억원을 기록했다.  

태양광, 하반기에도 적자 지속될 것 

하반기에는 케미칼 부문도 유가 및 납사 가격 강세로 원료가 강세, 일부 신증설 물량 출회

로 스프레드 축소가 예상된다. 여기에 동사 주가를 견인하는 태양광 부문은 발전사업 매

각에도 불구, 계속되는 원가부담으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에 대한 목표주가 42,000원으로 하향 

동사에 대한 목표주가 42,000원, 투자의견 Hold로 하향 조정한다. 동사는 당분간 태양광 

부문의 저조한 실적은 불가피하며, 차세대 모듈이나 수소사업의 경우, 아직 지켜볼 단계

이다. 다만,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가 계속되는 만큼 긴 호흡으로의 접근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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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Data      

(십억원) 2019 2020 2021E 2022E 2023E 

매출액 9,457  9,195  10,877  11,573  12,383  

영업이익 459  594  798  794  842  

세전계속사업손익 168  452  910  760  898  

순이익 -249  302  608  511  604  

EPS (원) -1,423 1,872  3,510  2,953  3,488  

증감률 (%) 적전 흑전 87.5  -15.9  18.1  

PER (x) -12.8  24.8  11.7  14.0  11.8  

PBR (x) 0.5  1.3  1.0  1.0  0.9  

EV/EBITDA (x) 8.0  10.5  8.7  8.3  7.5  

영업이익률 (%) 4.9  6.5  7.3  6.9  6.8  

EBITDA 마진 (%) 10.8  12.9  13.4  12.8  12.5  

ROE (%) -4.0  5.3  9.2  7.1  7.8  

부채비율 (%) 170.1  153.7  137.2  130.6  122.3  

주: IFRS 연결 기준 

자료: 한화솔루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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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 부합 하회 

  ● 

 
Stock Data 
KOSPI(7/29) 3,242.65 pt 

시가총액 78,807 억원 

발행주식수 191,278 천주 

52주 최고가 /최저가 57,200 / 24,718 원 

90일 일평균거래대금 573.42 억원 

외국인 지분율 17.0% 

배당수익률(21.12E) 0.0% 

BPS(21.12E) 39,840 원 

KOSPI대비 수익률 1개월 -8.8% 

 6개월 -26.2% 

 12개월 22.1% 

주주구성 한화 (외 6인) 36.5% 

국민연금공단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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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억원) 2Q20 1Q21 2Q21P % QoQ  % YoY 당사 전망치 차이 Consensus 차이 

매출액 1,956.4  2,404.3  2,777.5  16% 42% 2,452.0  325.5 2,758 19 

케미칼 781.1  1,248.4  1,333.1  7% 71% 1,298.3  34.8 
  

태양광 742.8  744.7  1,006.5  35% 36% 781.9  224.6 
  

첨단소재 149.2  225.5  224.3  -1% 50% 182.7  41.6 
  

리테일 109.8  121.3  126.6  4% 15% 118.3  8.3 
  

기타 173.5  64.4  87.0  35% -50% 70.8  16.2 
  

영업이익 128.5  254.6  221.1  -13% 72% 228.3  -7.2 279 -58 

케미칼 92.8  254.8  293.0  15% 216% 277.8  15.2 
  

태양광 52.4  -14.9  -64.6  적지 적전 -50.6  -14.0 
  

첨단소재 -8.2  7.2  2.2  -69% 흑전 0.5  1.7 
  

리테일 -3.8  12.1  2.2  -82% 흑전 4.7  -2.5 
  

기타 -4.7  -4.6  -11.7  적지 적지 -4.3  -7.4 
  

영업이익률 7% 11% 8% -3%p 1%p 9% -1%p 10% -2%p 

케미칼 12% 20% 22% 2%p 10%p 21% 1%p 
  

태양광 7% -2% -6% -4%p -13%p -6% 0%p 
  

첨단소재 -5% 3% 1% -2%p 6%p 0% 1%p 
  

리테일 -3% 10% 2% -8%p 5%p 4% -2%p 
  

기타 -3% -7% -13% -6%p -11%p -6% -7%p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십억원) 1Q20 2Q20 3Q20 4Q20 1Q21 2Q21P 3Q21E 4Q21E 2020 2021E 2022E 

매출액 2,248  1,956  2,428  2,562  2,404  2,778  2,734  2,961  9,195  10,877  11,573  

케미칼 830  781  883  832  1,248  1,333  1,314  1,230  3,327  5,125  4,971  

태양광 906  743  891  1,162  745  1,007  1,014  1,291  3,702  4,056  4,786  

첨단소재 191  149  207  205  226  224  245  240  752  934  981  

리테일 96  110  109  138  121  127  116  138  453  502  552  

기타 226  174  338  224  64  87  66  63  962  280  283  

영업이익 167  129  233  65 255  221  191  131  594  798  794  

케미칼 64  93  159  66 255  293  246  197  381  990  746  

태양광 105  52  36  -2 -15  -65  -58  -65  190  -202  24  

첨단소재 -4  -8  8  -3 7  2  5  -5 -8  9  10  

리테일 -5  -4  1  10 12  2  3  8  3  25  34  

기타 8  -5  30  -6 -5  -12 -5 -4 27  -25  -20  

영업이익률 7% 7% 10% 3% 11% 8% 7% 4% 6% 7% 7% 

케미칼 8% 12% 18% 8% 20% 22% 19% 16% 11% 19% 15% 

태양광 12% 7% 4% 0% -2% -6% -6% -5% 5% -5% 2% 

첨단소재 -2% -5% 4% -1% 3% 1% 2% -2% -1% 1% 1% 

리테일 -5% -3% 1% 8% 10% 2% 3% 6% 1% 5% 6% 

기타 4% -3% 9% -3% -7% -13% -7% -7% 3% -9% -7%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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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단위 2022E % of EV 

케미칼 EV/EBITDA of 7X 십억원 5,975 54% 

태양광 EV/EBITDA of 14X 십억원 3,833 35% 

리테일 EV/EBITDA of 8X 십억원 672 6% 

첨단소재 BV 십억원 600 5% 

Total EV(1) 
 

십억원 11,080 100% 

순차입금(2) 
 

십억원 4,355 
 

순 기업가치(1)-(2) 
 

십억원 6,725 
 

보통주 발행 주식수 (3) 
 

주 159,864,497 
 

주당 기업가치[(1)-(2)]/(3) 
 

원 42,067 
 

목표주가 
 

원 42,000 
 

현재주가 (7/29) 
 

원 41,200 
 

Upside 
 

% 2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Q&A 

Q. 큐셀에서 외형이 35% 증가했는데 판가와 판매량을 나누어 설명 부탁. 영업적자가 

646억인데 발전사업 매각이익이 있었음에도 마이너스 있다는 건 원가율이 증가했다는 

건데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웨이퍼 가격 전망은? 

A. 큐셀 매출은 증가했는데, 발전사업 매각 매출은 2,600억원, 영업이익이 220억원 반

영. 발전사업에 실적 기여 제외하면 큐셀 부분 매출은 전분기와 유사. 판매량, ASP도 

전분기와 유사했음. 다만, 원가가 전분기 대비 추가적 상승. 판가와 ASP 판매량은 동일

한 반면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모듈 쪽 적자가 있었음. 3분기에는 적자폭이 축소될 

것. 이는 웨이퍼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 7~8월까지는 웨이퍼 업체

들과 폴리실리콘 업체들간에 혼재된 시황이 공존. 추가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은 9월 이

후에 나올 것.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과 웨이퍼 가격의 소폭 하락 전환 중 

Q. 가성소다 올해 가격 전망?  

A. 1,2 분기에 정기보수 집중. 제한적 공급에 수요 강세로 시황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

이었음. 3분기 현재 상황을 보면 상반기에 집중된 정기보수는 종료하였으나 수요가 견

조하여 타이트한 수급 지속. 이에 높은 국제 가격 지속될 것. 내년에도 제한적 신증설로 

인하여 계속해서 글로벌 경기회복이 이어진다면 양호한 시황 지속이 예상됨 

Q. 최근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으로 태양광 폴리실리콘 CAPEX 세액공제 강하게 주는 

법안 발의. 언제쯤 통과될 것으로 예상? 통과되면 미국에 추가로 증설할 것인가? 

A. 말씀한 법안은 제조하는 생산제품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하는 법안 내용. 당연히 미

국 쪽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 기대. 아직 여러 이해관계가 있고 언제 

통과될지는 우리가 예측 할 수 없음. 향후에 미국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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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아있을 것. 기술개발 진행 중인 TOPCon과 페로브/텐덤 양산이 가까워지는 시

점에는 capa를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져갈지 재검토할 예정  

Q. 3분기 적자폭 축소라 말씀했는데 2분기처럼 발전사업 매각 포함하더라도 하반기 흑

자전환하기는 여전히 힘든지?  

A. 하반기 실적 관련해 3분기는 적자폭 축소 가이드. 흑자전환은 어려울 듯. 3분기에 

의미 있는 발전사업 매각은 계획 없고 나머지는 4분기에 할당되어있음 3분기에 원가가 

계속 부담은 되지만 1, 2 분기와 다르게 판매량과 ASP 상승 노력하여 적자 폭 축소 계

획 중. 외부판매 모듈 가이던스가 연간 9GWh 였는데 그 부분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

써 상반기에 예상 대비 부족했던 부분 하반기에 많이 판매하려고 노력 중. 올해 발전 

자산 관련 가이던스 500~700MWh, 최대 1GWh까지 매각 계획을 했었으나 그 가이던

스를 이번 분기에 400~500MWh로 낮출 예정. 발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략을 일

부 수정했기 때문. 지금까지 빠른 Cash 회전과 발전사업 영역에서의 레코드 확보를 위

해 개발하고 적정시점에 완공 이후에 매각하는 구조를 우선시했는데 앞으로는 확보한 

파이프라인과 추가 확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운영

하는 사업 같이 고려 중.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운영하고 어느 정도 매각 할지는 중

장기계획을 검토하는 상황. 연말~연초쯤 자세한 설명 드릴 것. 2분기에는 유럽과 미국

에서 진행하던 3개 프로젝트에 대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의미 있게 기여. 지금 그 규모

가 연간 타겟 400~500MWh의 약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는 4분기에 매각 타겟  

Q. N-타입 2022~23년 생산 계획이었는데,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파일럿 설비 짓

고 있는지? 

A. N-타입 모듈 1차적으로 2021~22년 파일럿부터 시작해서 양산 준비하고 

2023~24사이에 N-타입 모듈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셀을 접층해서 페로브/텐

덤 생산 목표하고 있었음. 2021말부터 일부 설비에 대해서는 N-타입 시험 적용 파일

럿 계획 중. 계획대로 시기 맞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Q. 2024년에 DNT 증설할 때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질산 생산하고 DNT 만들 것 같은

데 암모니아를 직접 수입하나? 질산 설비 증설할 때 탄소배출권 받을 수 있는 공장인가? 

A. 우리는 질산 구입해서 DNT 제조로 투자. 그 윗단인 암모니아 구입해서 질산 제조

는 한화에서 진행 중. 이 밸류체인은 한화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접 대답하기에는 

어려움 

Q. 모듈 판매 레지덴셜/유틸리티 비중, 지역별 비중, 코로나 19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

떤 변화가 있나? 

A. 레지덴셜, 커머셜 쪽에 주요 국가 유럽, 미국 타겟해서 선판매를 하고 있으나 비중

은 최근에 큰 변화는 없음. 여전히 레지덴셜, 커머셜 통틀어 5~60% 차지하고 있고 나

머지가 유틸리티로 판매되고 있음. 그래도 다른 기업 대비해서는 유틸리티에 먼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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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게 아니라 레지덴설, 커머셜 이후에 배정되고 6:4 유지되고 있고 전략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임. 지역별 비중도 큰 변화는 없음. 미국, 유럽 5~60% 배정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도 큰 의미 있는 변화는 없음 

Q. 수소충전기 전략이 전기차 체인 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언제 확보 

가능? 

A. 소형차는 전기차가 활발하나 중대형은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경쟁력있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음. 실제로 수소트럭이 일부 업체에 의해 양산 판매되고 있음. 경제성을 직접 비

교하기 위해서는 수전해 기술이 개발 완료가 되어야 할 것. 회색수소는 당장 문제 없지

만 시간이 지나면 탄소배출에 대해 세금 문제 등 페널티 때문에 그린수소, 블루수소 대

비 경제성 떨어질 것. 그래서 그레이 수소는 과도기적인 상황까지만 사용 가능할 것. 

2025년까지 수소사업에 5,000억원 투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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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009830) 

재무상태표 

(십억원) 2019 2020 2021E 2022E 2023E 

유동자산 5,323  4,958  5,348  5,738  6,214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85  1,200  1,128  1,312  1,63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573  1,458  1,728  1,776  1,832  

재고자산 1,480  1,432  1,728  1,744  1,798  

기타유동자산 1,185  869  764  907  953  

비유동자산 10,358  10,179  10,512  10,823  11,046  

관계기업투자등 2,767  2,734  2,735  2,745  2,738  

유형자산 6,594  6,416  6,663  6,950  7,158  

무형자산 421  414  386  353  320  

자산총계 15,681  15,137  15,860  16,562  17,260  

유동부채 5,831  5,251  5,267  5,563  5,923  

매입채무 및 기타재무 1,573  1,556  1,728  1,867  2,016  

단기금융부채 3,442  3,046  3,031  3,022  3,009  

기타유동부채 816  649  508  675  898  

비유동부채 4,044  3,918  3,908  3,817  3,571  

장기금융부채 3,202  3,072  3,034  2,925  2,666  

기타비유동부채 842  847  874  892  905  

부채총계 9,875  9,170  9,175  9,380  9,494  

지배주주지분 5,728  5,929  6,617  7,102  7,676  

자본금 821  821  821  821  821  

자본잉여금 805  798  798  798  798  

이익잉여금 4,176  4,430  5,007  5,493  6,067  

비지배주주지분(연결) 78  39  69  79  89  

자본총계 5,806  5,968  6,686  7,181  7,765  
 

손익계산서 

(십억원) 2019 2020 2021E 2022E 2023E 

매출액 9,457  9,195  10,877  11,573  12,383  

매출원가 7,607  7,269  8,604  9,189  9,869  

매출총이익 1,850  1,926  2,273  2,384  2,514  

판매비 및 관리비 1,391  1,332  1,475  1,591  1,672  

영업이익 459  594  798  794  842  

(EBITDA) 1,020  1,190  1,457  1,484  1,551  

금융손익 -222  -148  -161  -200  -180  

이자비용 225  205  213  204  192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175  139  390  240  190  

기타영업외손익 -244  -134  -117  -73  45  

세전계속사업이익 168  452  910  760  898  

계속사업법인세비용 78  112  302  249  293  

계속사업이익 90  340  608  511  604  

중단사업이익 -339  -38  0  0  0  

당기순이익 -249  302  608  511  604  

지배주주 -238  309  577  486  574  

총포괄이익 -238  262  608  511  604  

매출총이익률 (%) 19.6  20.9  20.9  20.6  20.3  

영업이익률 (%) 4.9  6.5  7.3  6.9  6.8  

EBITDA마진률 (%) 10.8  12.9  13.4  12.8  12.5  

당기순이익률 (%) -2.6  3.3  5.6  4.4  4.9  

ROA (%) -1.5  2.0  3.7  3.0  3.4  

ROE (%) -4.0  5.3  9.2  7.1  7.8  

ROIC (%) 3.1  5.6  6.4  6.1  6.5  
 

현금흐름표 

(십억원) 2019 2020 2021E 2022E 2023E 

영업활동 현금흐름 1,206  1,070  -113  436  564  

당기순이익(손실) -217  398  608  511  604  

비현금수익비용가감 1,348  872  -555  -246  -315  

유형자산감가상각비 529  565  634  661  681  

무형자산상각비 32  30  25  29  28  

기타현금수익비용 -151  -166  -1,215  -937  -1,024  

영업활동 자산부채변동 285  -129  -166  171  275  

매출채권 감소(증가) 147  111  -271  -47  -56  

재고자산 감소(증가) 38  -26  -297  -15  -54  

매입채무 증가(감소) 0  12  172  138  149  

기타자산, 부채변동 100  -226  230  95  236  

투자활동 현금 -1,111  -43  281  -7  23  

유형자산처분(취득) -1,136  -865  -888  -963  -906  

무형자산 감소(증가) -1  8  3  3  5  

투자자산 감소(증가) -3  16  369  158  138  

기타투자활동 29  799  797  794  786  

재무활동 현금 -43  -887  -240  -245  -268  

차입금의 증가(감소) 343  -643  -15  -9  -12  

자본의 증가(감소) -33  -33  0  0  0  

배당금의 지급 33  33  0  0  0  

기타재무활동 -353  -211  -225  -235  -256  

현금의 증가 60  115  -72  184  319  

기초현금 1,024  1,085  1,200  1,128  1,312  

기말현금 1,085  1,200  1,128  1,312  1,631  

자료: 한화솔루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투자지표 

 2019 2020 2021E 2022E 2023E 

투자지표 (x)      

P/E -12.8  24.8  11.7  14.0  11.8  

P/B 0.5  1.3  1.0  1.0  0.9  

EV/EBITDA 8.0  10.5  8.7  8.3  7.5  

P/CF 2.7  6.1  130.5  25.8  23.7  

배당수익률 (%) 1.1  n/a n/a n/a n/a 

성장성 (%) 
     

매출액 4.5  -2.8  18.3  6.4  7.0  

영업이익 29.6  29.4  34.3  -0.5  6.1  

세전이익 -41.7  168.7  101.4  -16.4  18.1  

당기순이익 적전 흑전 101.5  -15.9  18.1  

EPS 적전 흑전 87.5  -15.9  18.1  

안정성 (%) 
     

부채비율 170.1  153.7  137.2  130.6  122.3  

유동비율 91.3  94.4  101.5  103.1  104.9  

순차입금/자기자본(x) 87.5  79.2  70.7  60.6  47.7  

영업이익/금융비용(x) 2.0  2.9  3.7  3.9  4.4  

총차입금 (십억원) 6,644  6,118  6,065  5,947  5,676  

순차입금 (십억원) 5,080  4,728  4,728  4,355  3,705  

주당지표(원) 
     

EPS -1,423  1,872  3,510  2,953  3,488  

BPS 34,148  35,701  39,840  42,766  46,221  

CFPS 6,716  7,623  316  1,597  1,741  

DPS 200  n/a n/a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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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목표주가 추이 투자의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괴리율(%)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괴리율(%)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2019.02.21 Buy 32,000 -25.6  -32.5        
2019.08.08 Buy 24,000 25.2  -25.5        
2020.01.02  커버리지제외           
2020.11.24 변경 이안나           
2020.11.24 Buy 64,000 -7.8  -24.2        
2021.07.30 Hold 42,000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안나)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

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시가총액 대비  Overweight (비중확대)    

(업종) 업종 비중 기준 Neutral (중립)    

 투자등급 3 단계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절대수익률 기준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3.8%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기업) 투자등급 3 단계 Hold (보유) -15% ~ +15% 기대 6.2%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0. 7. 1 ~ 2021.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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