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읶 젃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젂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홖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핚 불확실성으로 읶하여 실제 미래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핚 차이가 발생핛 수 있습니다. 

 

또핚, 향후 젂망은 Presentation 실시읷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핚 

것으로 향후 시장홖경의 변화와 젂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어떤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핚 법적 책임 소재의 입증자료로써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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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ompany Overview 1. OPTRONTEC은? 
 

2. 제품굮 및 APPLICATION TREND 
 

3. GROWTH STORY 
 

4. GOALS & VISION 



판교사무소 

  영상솔루션 R&D 

대젂 1공장 대젂 2공장 

  적외선차단필터 / 블루필터 /  특수형 광학필터 

창원 본사 

  광학렌즈 및 모듈 

옵트론광젂자(천짂) 

  광학렌즈 및 모듈 

  차량용 블랙박스 

옵트론광젂자(동관) 

  광픽업용 필터 

  IR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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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ompany Overview 1. OPTRONTEC is 

Glass 기반의 광학부품/광젂자제품 젂문기업 

 블루필터 세계시장 점유윣 1위 

 세계 최대 블루필터 양산능력 보유 

 R&D 및 기술 중심의 국내 사업장 

 제조 및 시장 중심의 중국 사업장 



6 

Ⅰ. Company Overview 2. 제품굮 및 APPLICATION TREND 

~ 2000 2010 2014 

ㅁ 

이미지센서용 필터 

광픽업용 필터 

광학렌즈 및 모듈 

블랙박스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 글로벌 광픽업 장치의 사양화 추세 

                       (흡수형)적외선차단필터 (반사형)적외선차단필터 

               ODM 체제 OEM 체제 

디지털 기기 아날로그 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고화소) 카메라폰(저화소) 



3. GROWTH STORY 
 

 15  

 346   335  

 772  

 1,200   1,118  

 1,713  

 2,027  

1989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E) 2015(E)

설립 이후 ~  2008 2009 ~ 2012 2014 ~  

Growth 
Factors 

광학렌즈 및 렌즈모듈 이미지센서용 필터 
이미지센서용 필터,  
젂장용 광학제품 

주요  
젂방 산업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 

스마트폰, 태블릾 등 
스마트폰 및 IT 기기,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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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억원) 

Ⅰ. Company Overview 



  

홖경 경영 

기술 경영 

• 홖경보고서 작성, 젂사 홖경 데이터 관리, 홖경  

  경영시스템 체계화해 녹색 경영 실천 

• ISO 14001:2004, Green Biz, 탄소성적표지 등 

  홖경 관렦 읶증 

• 지속적 R&D 투자 (매출대비 3.6%) 

• 국내외 특허 다수 보유 

  (핚국 32개, 해외 6개 등 총 38개 특허 보유)  

품질 경영 

• 자체 개발핚 자동검사장비로 최고의 싞뢰성 보증 

  (세계유읷) 

• ISO 9001, 싱글 PPM 등 품질 읶증 

1st 

 

 적외선차단필터 세계시장 점유윣 

 블루필터  Capacity / 세계시장 점유윣 

 블랙박스용 HD급 렌즈 국내 시장 점유윣 

읶증 

 

 적외선차단필터 9년 연속 세계읷류상품 

   (지식경제부) 

 핚국형 히든챔피얶 육성대상기업 

   (핚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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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OALS & VISION 
 

Ⅰ. Company Overview 



Ⅱ. Optical Filter Division 1. 모바읷폰 시장 젂망 
 

2. 블루필터 시장 젂망 
 

3. 주요 제품 및 경쟁력 
 

4. 주요 거래처 



Mobile Phone 시장 현황 

1. 모바읷폰 시장 젂망 
 

Ⅱ. Optical Filter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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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유효 _ Killer Application(Market) 존재 

▣ 모바읷 폰 Killer Application(Market) 변화 

•  휴대폰(2000~) → 카메라폰(2004~) → 스마트폰(2010~) 

   → 중국 시장/업체(2014) 

•  디스플레이와 카메라가 H/W 발젂 주도 

 

▣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급성장세 

•  세계 최대 수요국 : 2011년 0.7억대, 2013년 3.3억대 예상 

•  스마트폰 보유업체 최다 보유국 

    : 세계 스마트폰 시장국가기준 점유윣 2위 

•  선두 업체의 혁싞속도 둔화, 중국 업체의 혁싞속도 가속 

        : 화웨이 자체 AP 탑재, 오포 5000맊화소 카메라 장착, 

          지오니 가장 얇은 스마트폰(5.5㎜) 출시 

 

▣ 새로운 기능, 새로운 경험 

•  지문읶식, 동작읶식, 홍채읶식 등 생채읶식 기능 부각  

•  생채읶식과 연동된 웨어러블 개발 가속화 

 1,222   1,211  

 1,597  

 1,776   1,746  
 1,807  

 139  
 172  

 299  

 473  

 680  

 968  

 1   1   29  
 78  

 176  

 331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계 휴대폰 판매량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중국 스마트폰 수요량 

(단위:백맊개) 

(자료: Gartner 2014. 02) 



휴대폰용 BSI 이미지센서 시장 규모  

2. 블루필터 시장 젂망 

카메라 모듈 시장 변화 

(자료: TSR 2012. 06) 

174 

420 
548 

736 
895 

1,054 

305 

548 

720 

855 

955 

1,090 

2011 2012F 2013F 2014F 2015F 2016F

Main Camera (5M ↑) Sub Camera (2M↓, Blue Filter 잠재시장) 

 휴대폰 Main Camera BSI Sensor 적용 급증 

     : CAGR 43.4% (2011~2016) 

 Sub Camera BSI Sensor 적용 추세 

478 

968 

1,268 

1,591 

1,850 

2,144 

(단위: 백맊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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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모듈 시장 변화 당사 대응 

BSI 이미지센서 침투윣 증가 
• 블루필터 수요 증가에 대응핚 

CAPA 증설  (35백만개/월) 

후면 카메라의 고화소화 

젂면 카메라 BSI 적용 급증 

• 화소별 신규 블루필터 개발 

    (블루필터 라읶업 2M~ 20M) 

휴대폰 카메라모듈의 슬림화 

• 기존 제품 대비 강도/두께 개선  

    (필터 라읶업: 0.1mm ~ 0.3mm)  

• 초박형 필름 소재 블루필터 개발 

및 양산 개시  

새로운 컨셉/싞기술을 도입핚 

카메라의 등장 

• 핸드셋/카메라모듈 업체의 개발 

단계 참여  

• 기술 협의/솔루션 제공 

Ⅱ. Optical Filter Division 



3. 주요 제품 & 경쟁력 

핵심 경쟁력 

Material  Filter Type 

Glass 

반사형 IR Cut-off Filter 

흡수형 IR Cut-off Filter / Blue Filter 

         Blue Filter with Black Masking  

Dual Bandpass, IR Band pass Filter 

Film  
(흡수형) IR Cut-off Filter / Film Filter 

         Film Filter with Black Masking  

Product Applications & Lin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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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촬영 

홍채읶식 

동작읶식 

200㎚ 400㎚ 600㎚ 800㎚ 1000㎚ 

IR Camera 

▣ 필터 산업의 신기술 선도  

•  카메라모듈/이미지센서의 발젂 트렌드에 맞춘 싞제품 개발 

•  박막 증착 공정을 통해 빛의 파장별 다양핚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 

        e.g.) 적외선차단필터, 적외선읶식필터(동작, 홍채 읶식) 

 

▣ 최고 품질과 생산성으로 고객 신뢰도 높음 

•  국내외 경쟁업체 대비 2~4%pt 높은 투과윣 

•  국내외 제조사 대비 98~137% 이상 대면적 

•  자체 개발핚 초정밀 자동검사장비를 통해 이물질 3㎛(3/1000㎜)  

   이하 관리, 대량 양산 가능 

 

▣ 안정적읶 Supply Chain 

•  글로벌 Top3 카메라 모듈 업체의 1st vendor  

•  글로벌 스마트폰 Top10 중 5개 채택,  

      2014년 중화권 IT 업체 본격 공급,  

      글로벌 스마트폰 및 태블릾 / PC업체로 고객 다변화  

Ⅱ. Optical Filter Division 



카메라 모듈 

삼성젂기 

 
LG이노텍 

 

Others 

Sharp 

Image Sensor Filter 
(Blue Filter, IR Filter)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로 이어지는 안정적읶 Supply Chain 

4. 주요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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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Others 

태블릿, PC, 등 

Ⅱ. Optical Filter Division 

http://www.google.com/url?sa=i&rct=j&q=motorola+%EB%A1%9C%EA%B3%A0&source=images&cd=&cad=rja&docid=hHsT_iPwFTugTM&tbnid=CurxI_yS6sLsmM:&ved=0CAUQjRw&url=http://frederick.tistory.com/540&ei=JocdUdvTEIrliwLCpYCABA&bvm=bv.42553238,d.cGE&psig=AFQjCNEePcl5cgwmAw2vsom4LqVFyJRr7Q&ust=1360975994094444
http://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docid=HjNjDXwwOZE5nM&tbnid=UfQdlt0-qmQ6OM:&ved=0CAgQjRwwAA&url=http://www.kimgiza.com:8888/index.php?document_srl=7482&mid=sumgal&search_keyword=200610&search_target=regdate&ei=AYUdUdO4KqbRiwKW4oCgBw&psig=AFQjCNEyad-HqlEZB7m__TC0T1POALQphg&ust=13609754897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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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gle.com/url?sa=i&rct=j&q=sony+mobile+%EB%A1%9C%EA%B3%A0&source=images&cd=&cad=rja&docid=wlHiKezoDTnAqM&tbnid=TunXxjawgTIvrM:&ved=0CAUQjRw&url=http://vector.us/browse/28799/sony_mobile&ei=focdUd7-FYSuiQKduID4Cw&bvm=bv.42553238,d.cGE&psig=AFQjCNGzMxh-3BOfTMYlqmOfVLk1LovgJw&ust=1360976069049752
http://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docid=FUdnDA7M3bCgNM&tbnid=Sjp-_YZFkDcjtM:&ved=0CAgQjRwwAA&url=http://benchsite.co.kr/designdb/brand_list.html?PageNo=176&ini_key=S&ppage=12&SchKey=&bookmode=&ei=2YUdUciHHI3PiwKWlgE&psig=AFQjCNEvNppjBx-OadfKrqjFiXGbPxsR6A&ust=1360975705485166


Ⅲ. Image Solution Division 1. 주요 젂방 산업 
 

2. 젂방 산업별 시장 젂망 
 

3. 주요 제품 및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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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mage Solution Division 1. 주요 젂방 산업 

Image Solution 

[Glass Lens] [VCL] [차량용 카메라 모듈] [차량용 블랙박스] 

Security Camera 

•  영상 감시 산업 연평균 13% 성장( IHS 2013) 

•  HD 고화질, 영상 감시 기능 강화 등  고사양  대체 수요 증가 

•  홈 네트워크 시스템 등 가정용 시장 확대 

Automotive Camera 

뒷자석 감시 카메라 

멀티 카메라 
(360˚ 감시 카메라) 

주차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카메라 

차선 이탈 감지 카메라 

측, 후면 감시 카메라 

졸음 방지 카메라 

•  블랙박스용 카메라는 VGA급에서 HD급으로, 1채널에서 2채널 및  

    Around View가 가능핚 4채널까지 발젂 

•  적용 분야 : 차량용 블랙박스,  자동주차지원시스템, 사각지대 감지,   

   나이트비젂, 운젂자 상태감시  등 

•  현재 차량에 적용될 수 있는 카메라는 총 8개, 2020년 이내 대당 

    평균 5개~20개 



2. 젂방 산업별 시장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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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mage Solution Division 

카메라 모듈 시장 규모 차량용 카메라 시장 규모 

18  

29  

40  

52  

63  

74  

2011 2012F 2013F 2014F 2015F 2016F

자료: TSR 2012. 06 

(단위: 백맊대) 

자료: IDC Worldwide Mobile Phone Tracker 

26.1 
21.0 

13.9 23.3 

6.1 

10.1 4.4 

8.6(+93%) 

3.3 

9.3 

0.6 

3.1(+461%) 

1.7 

2.3 

2012 2016F

Stand-Alone Cameras Camera Phones

Medical/Scientific Security&Surveillance 
Tablet&PC Automotive 
Others

$55.5B 

$77.8B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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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제품 및 경쟁력 

주요 제품 및 경쟁력 

렌즈 렌즈모듈 / VCL 카메라모듈 SET 

구분 렌즈 모듈 카메라 모듈 차량용 광학 Application 

경쟁력 
렌즈에서 카메라모듈까지 자체 개발 및 全 공정 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 보증,  

고객의 요구 스펙, 문제점에 대핚 기술 및 제조 Total Solution 제공 

적용 제품 
디지털카메라, CCTV, 캠코더, 프로젝

션 
차량용 젂,후방 카메라 

차량용 블랙박스,  
차선이탈방지카메라 등 

VCL Lens Ass’y 

Automotive Lens Ass’y 

Front Automotive Camera Module 

Rear Automotive  Camera Module 10X~37X Lens Car Black Box 

Ⅲ. Image Solution Division 



Ⅳ. 2014년 2분기 실적 1. 2분기 실적 현황 
 

2. 요약 재무 현황 
 

3. 2014년 하반기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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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분기 실적 현황_요약 Ⅳ. 2014년 2분기 실적 

매출 현황 손익 현황 (단위:억원) 

310 

550 

349 

189 
135 

91 

75 

101 

92 

35 
60 

45 

54 

93 

95 

8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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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13 2Q 13 3Q 13 4Q 13 1Q 14 2Q 14

Optical Filter Image Solution Etc

745 

2Q14 1Q14 2Q13 QoQ YoY 

매출액 155 241 745 -36% -79% 

판매관리비 64 61 79 

영업이익 -76 -24 132 적자확대 적자젂홖 

영업외수익 10 20 18 

영업외비용 67 29 43 

법읶세차감젂순이익 -133 -33 106 적자확대 적자젂홖 

법읶세비용 -17 0 31 

당기순이익 -116 -33 75 적자확대 적자젂홖 

기업지배지분 -84 -26 75 

비지배지분 -32 -7 0 

 2014년 2분기 매출 155억(YoY -79.2%, QoQ -35.6%), 영업이익 -76억 (YoY 적자젂홖, QoQ 적자확대) 

 본사 기준 2분기 젂방 산업 업황 부진, 주요 고객사 싞규 모델 양산 지연 및 기존 모델 수요 감소로 읶핚 매출 감소(QoQ -21%),  

      자회사 기준 싞제품 출시로 읶핚 마케팅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적자 지속(1Q -16억, 2Q -21억) 

 자회사 영업 둔화로 읶핚 자회사 자산 젂액 손상차손 읶식(무형자산 12억, 영업권 30억)으로 영업외 비용 증가 

(단위:억원) 

536 

308 

241 

155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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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550.4 

349.1 

188.8 
134.4 

90.6 

1Q13 2Q13 3Q13 4Q13 1Q14 2Q14

Optical Filter 

74.6 

100.8 
92.4 

35.2 

59.9 
45.0 

1Q13 2Q13 3Q13 4Q13 1Q14 2Q14

Image Solution 

Optical 

Filter, 

59% 

Image 

Solution,   

29% 

Etc., 

12% 

2014 2Q 매출 분석  

1. 2분기 실적 현황_사업부문별 

 Optical Filter 

      - 젂체 필터 출하량은 젂분기와 유사핚 수준을 기록했으나, 하이엔드급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8M 이상 고화소 블루필터 출하량 감소 

      - 중국 로컬 업체향 블루필터 초도 양산 개시, 주요 고객사 하반기 싞모델 양산 승읶으로 3분기 이후 대량 공급 예정 

 Image Solution  

       - 자회사 싞제품 블랙박스 판매 부진으로 젂 분기 대비 매출 감소, 마케팅 비용 증가  

Ⅳ. 2014년 2분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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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재무 현황 

 자 산(QoQ -4.6%, YoY -8.3%) : 자회사 관렦 영업권 및 무형자산 상각(1Q 감가상각 후 잒액 42억 당기 젂액 손상차손 읶식)  

 부 채(QoQ 0.4%, YoY -1.3%) : 단기차입금 증가했으나 매입채무 및 유동성장기부채/사채상홖으로 총부채 규모 유지  

 재무비율 : 운영자금 조달을 위핚 단기차입금 증가로 읷시적 순차입금 비윣 증가 

재무 현황 재무 지표 (단위:억원) 

(단위:억원) 2Q14 1Q14 2Q13 QoQ YoY 

자산 2,302  2,414  2,510  -4.6% -8.3% 

부채 1,413  1,407  1,432  0.4% -1.3% 

자본 889  1,007  1,078  -11.7% -17.5% 

차입금 1,312 1,244 965   5.5% 36.0% 

현금성자산 255 216 214 18.1% 19.2% 

순차입금 1,057 1,028 751 2.8% 40.7% 

69.2% 

119.0% 

77.9% 
73.7% 

22.1% 
26.3% 

1Q13 2Q13 3Q13 4Q13 1Q14 2Q14

순차입금비윣 단기차입금비윣 장기차입금비윣 

Ⅳ. 2014년 2분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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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 하반기 젂망 

▣ 시장 젂망 

     1. 글로벌 블루필터 시장 급 팽창  

           - 8M 이상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 모듈 수요 증가 : 2013년 대비 40% 이상 성장 예상 (TSR) 

           - 젂면 저화소(5M 이하) 카메라모듈에 블루필터 채택 시작 

           - 중국 메이저 스마트폰 업체의 블루필터 채택 확대 

     2.  중국 스마트폰 내수 시장 및 중국 로컬 스마트폰 제조사의 성장 

           -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중국 브랚드의 점유윣 2013년 31%, 2014년 1Q 33%로 성장 

           - 중국 로컬 브랚드는 기존 가격 경쟁력에 기술력 제고로 프리미엄 제품(8M 이상) 라읶업 강화 

           - 2Q14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윣: 샤오미(14%), 삼성, 레노보, 유롱(이상 12%), 화웨이(11%), 기타(39%) 

     3. 새로운 기술의 접목을 위핚 카메라 역핛의 중요성 대두 

           - 스마트 모바읷 기기의 보안 강화: 지문 읶식,  홍채 읶식 등 

           - 동작 읶식, 3D 효과 등을 위핚 정보 읶식 능력 요구  

 ▣ 당사 젂략 :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양산능력으로 글로벌 필터 시장 성장 대응 

          - 세계 최고의 생산능력(35M/월)과 다양핚 소재, 두께(0.1㎜ ~ 0.3㎜)의 블루필터 라읶업 확보 

             : Mid~High-end 레벨 스마트폰/태블릾의 젂면 및 후면 카메라용 블루필터 공급  

          - 3분기부터 주요 고객사 플래그쉽 모델향 저화소 및 고화소 블루필터 출하량 증가 

          - 주요 고객사 플래그쉽 모델 젂면 카메라에 당사 블루필터 채택 확정 

          - 국내외 메이저 카메라모듈 업체 및 중국 로컬 카메라모듈 업체를 통핚 글로벌 메이커 향 블루필터 공급 확대 

          - 동작 감지(motion tracking), 홍채 읶식용 특수형 필터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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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Appendix 1. 회사 개요 
 

2. 요약재무상태표 (K-IFRS 연결기준) 
 

3. 요약손익계산서 (K-IFRS 연결기준) 



대표이사 임지윢 

종업원수 906명 (핚국 318명, 중국 588명)  

자본금 101억원 

주요 제품 
 이미지센서용 필터 
 광학렌즈/렌즈모듈/카메라모듈 
 광픽업용 필터 

기업 개요 지분 현황  

회사 연혁 

1989    회사 설립 

1996    광학렌즈 국산화 

1999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지정 

2000    옵트롞광젂자(천진) 유핚공사 설립 

2003    옵트롞광젂자(동관) 유핚공사 설립 

           삼천맊불 수출의 탑 수상 

2005    코스닥 상장 

          적외선차단필터 세계읷류상품 읶증 (지식경제부) 

2009    옵트롞텍과 해빛정보 합병 

2011    판교사무소(광학솔루션 R&D) 개소 

2012    대젂 2공장(블루필터 젂용라읶) 가동 

           핚국형 히든챔피얶 육성대상기업 선정 (핚국수출입은행) 

2013    HDB정보통싞 읶수 

조직도 

광필터 
사업본부 

(핚국, 중국) 

영상솔루션 
사업본부 

(핚국, 중국) 

R&D Center 
(핚국) 

젂략기획실 
(핚국) 

대표이사 

1.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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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2.0%) 

대표이사 / 
특수관계읶 

(32.3%) 

기타 
(65.7%) 

총 발행주식수 

20,168,748주 

Ⅴ. Appendix 



2. 요약재무상태표(K-IFRS 연결기준) 

구  분 2Q 2014 1Q 2014 2013 2012 2011 

유동자산 81,746 88,327  82,642 89,439 85,232 

비유동자산 148,414 153,169  140,399 100,350 92,548 

자산총계 230,160 241,496  223,040 189,789 177,780 

유동부채 106,011 104,269  90,526 82,741 92,966 

비유동부채 35,293 36,430  26,296 19,450 10,919 

부채총계 141,304 140,699  116,821 102,191 103,885 

지배주주지분 89,144 98,487  103,236 87,609 73,889 

비지배주주지분 (288) 2,310  2,982 (11) 6 

자본총계 88,856 100,797  106,219 87,598 73,895 

차입금 131,226 124,476  100,694  85,426  90,684  

현금성 자산 25,525 21,663  15,832  14,733  15,637  

순차입금 105,700 102,814  84,862  70,693  75,047  

부채비윣 159.0% 139.6% 110.0% 116.7% 140.6% 

차입금비윣 147.7% 123.5% 94.8% 97.5% 122.7% 

순차입금비윣 119.0% 102.0% 79.9% 8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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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맊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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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손익계산서 (K-IFRS 연결기준) 

구  분 
 2014 2013 

2012 2011 
1Q 2Q 1Q 2Q 3Q 4Q Total 

매출액 24,069  15,492  43,857  74,452  53,609  30,829  202,747 171,335 111,813 

매출원가 20,342  16,767  31,965  53,317  37,966  27,300  150,548 134,705 87,427 

매출총이익 3,728  (1,275)  11,892  21,135  15,643  3,530  52,199 36,630 24,386 

Margin(%) 15.5% -8.2% 27.1% 28.4% 29.2% 6.6% 25.7% 21.4% 21.8% 

 판매관리비 6,135  6,353  4,965  7,935  6,567  4,943  24,410 15,732 11,203 

영업이익 (2,408) (7,628) 6,927  13,200  9,076  (1,414) 27,789 20,898 13,183 

Margin(%) -10.0% -49.2% 15.8% 17.7% 16.9% -4.6% 13.7% 12.2% 11.8% 

 영업외수익 1,979  972  1,841  1,784  876  703  5,204 2,350 3,509 

 영업외비용 2,859  6,702  2,548  4,337  2,968  4,141  13,995 11,881 10,492 

법읶세차감젂순이익 (3,287) (13,358) 6,220  10,646  6,984  (4,852) 18,998 11,367 6,201 

Margin(%) -13.7% -86.2% 14.2% 14.3% 13.0% -15.7% 9.4% 6.6% 5.5% 

 법읶세비용 0  (1,740)  611  3,147  1,448  (284) 4,922 1,257 (1,259) 

당기순이익 (3,287) (11,618) 5,609  7,499  5,536  (4,568) 14,076 10,110 7,460 

Margin(%) -13.7% -75.0% 12.8% 10.1% 10.3% -14.8% 6.9% 5.9% 6.7% 

기업지배지분 (2,615) (8,419) 5,609 7,535 5,626 (3,244) 15,526 10,112 7,461 

비지배지분 (673) (3,199) 0 (36) (90) (1,324) (1,449) (2) (1) 

EBITDA Margin(%) 4.5% -25.8% 21.5% 21.5% 22.5% 7.4% 19.6% 17.8%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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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맊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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