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분기 경영실적 

본 자료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일부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는 향후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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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Q ‘17.3Q QoQ ‘16.4Q YoY 

 주요 실적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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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  주요 지표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 감소 

전장용 카메라모듈 매출 증가 

- 전략 거래선  재고조정으로 카메라모듈 공급량  감소  

- 중화 스마트폰 플래그십 수요 감소로 판매 하락   

- 거래선 니즈 적극 대응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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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및 전장용 고성능 카메라 시장 확대  

 - 신기능 듀얼 카메라 수요 증가 예상   

    →  주요 거래선 플래그십 모델향  공급 확대 및 

          보급형 스마트폰 듀얼 카메라 채용 증가 등으로 판매 확대 

 - ADAS, 자율 주행 관련 전장용 카메라 고성장 전망 

    →  모바일용 기술의 횡전개를 통한 차별화 제품 확보 

 '17년 4분기 실적  

■ 

■ 

 '18년 시장 및 사업 전망  

■ 



 - AI, VR 등 확대에 따른 SET의 고성능화로 MLCC 수요 증가   

    →  IT용 차별화 신제품 개발 및  

          하이엔드 MLCC 제조 경쟁력 확보로 수익성 강화 

 - 자율주행 · EV, 산업기기 성장으로 전장 · 산업용 시장 고성장      

    →  고온 및 고압 제품 라인업 강화로 경쟁력 제고 

 - 초소형 · 고효율 전자소자 부품 수요 증가 

- 소형 · 초고용량 제품 판매 증가로 Product  Mix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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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용 고부가 MLCC 확판으로 매출 확대    

IT 및 산업 · 전장용 부품 수요 증가 예상         

산업 · 전장용 고신뢰성  제품 판매 확대 

- 네트워크 장비, 서버 및 글로벌 전장 Tier-1향 판매 증가 

■ 

■ 

■ 

 '18년 시장 및 사업 전망  

 '17년 4분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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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기판, 디스플레이용 RFPCB 확판으로  매출 성장 

- 해외 거래선향 OLED용 RFPCB 수요 증가로 매출 확대 

고부가 회로기판 중심 수요 증가 전망 

- 전년비 OLED 채용 증가로 RFPCB 수요 확대 예상    

- 미세회로 기술 적용 메인보드 (SLP 기판) 수요 증가 

- 전장, 5G용 등 패키지 기판 신규 Application용 시장 확대     

패키지 기판, 비수기 영향으로 공급 감소 

- 모바일 AP용 기판 매출 감소, 메모리용 공급 확대  

■ 

■ 

■ 

 '18년 시장 및 사업 전망  

▶ 개발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시장 수요 대응 

 '17년 4분기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