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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매출액및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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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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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분기실적

'20년시장전망및추진전략

■

- 글로벌 거래선향 IT용 및 산업/전장용MLCC 공급 증가

연말 재고조정영향으로사업부매출 감소

→ 고신뢰성품라인업 확대 및 공급 능력 강화

■ ADAS, xEV등 전장시장중장기 성장세 유지

→ Tier-1향판매 확대 지속 및 고객 다변화 추진

→ 모바일용고사양품및 네트워크/서버용공급 확대

■ 시장 재고 감소, 5G 확대로IT · 산업용 수요 증가 전망

- 전략거래선 플래그십용 수요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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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분기실적

■

- 플래그십용 카메라모듈 및통신모듈 공급 감소

→  Folded Zoom, 고화소 라인업강화 및 거래선다변화

■

■

→  신규격WiFi개발및 5G용 고성능안테나기술 확보

■

- 1억화소급공급 확대, 광학 5배줌 신규 거래선 진입

전략 거래선 Seasonality에의한 매출 감소

중화 거래선향고사양 카메라모듈확대

스마트폰차별화를위한 고성능카메라모듈수요 증가

'20년시장전망및추진전략

차세대통신모듈 시장 확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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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분기실적

■

- 5G 안테나용SiP기판 본격 공급

- 신규 거래선향CPU/GPU용FCBGA 공급 증가

■

- 해외거래선향OLED용RFPCB 공급 감소

패키지기판 : 안테나용및 CPU/GPU용매출 증가

회로기판 : Set 수요 감소로RFPCB 매출 하락

→ OLED 및 Wearable 등 RFPCB 라인업 확대

■ RFPCB 제품 및 거래선다변화를통한 수익성 제고

5G/네트워크등 고부가 패키지기판수요 증가

→ Capa확대를통한 시장 수요 적극 대응

■

'20년시장전망및추진전략



※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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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배당금
(보통주 기준)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1주당배당금보통주 1,100원 (우선주 1,150원)

- 순이익감소에도불구하고

주주환원강화를위해 2018년대비 배당금상향

2019년경영실적에따라 결산 배당금결정

■ 향후 지속적인주주환원 강화 정책 추진

- 2017년부터 주당 배당금 점진적상향

- 투자 및 성장을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 계속하되,

적정 배당을통한 주주환원 강화 지속 계획



※ K-IFRS 제 1105호에 따라 과거 비교 표시 재무제표 재작성

※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

https://m.irgo.co.kr/IR-ROOM/00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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