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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손익 현황 (K-IFRS 연결기준)

구분 2013. 1Q 2012. 1Q
YoY

증감액 증감률

매출액 43,857 24,525 19,332 78.8%

매출원가 31,965 20,482 11,484

매출총이익 11,892 4,043 7,849 194.1%

판매관리비 4,965 2,569 2,395

영업이익 6,927 1,474 5,453 370.0%

영업외수익 1,841 379 1,462

영업외비용 2,548 1,800 74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220 52 6,168 11763.5%

법인세비용 611 611

당기순이익 5,609 52 5,557 10659.5%

(단위:백만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78.8% : 블루필터의 정착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 370.0% : 고부가가치 제품 Mix,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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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 지표

 자 산 : 외형 성장에 따른 매출채권 증가 YoY +69.8%, 설비투자에 유형자산 증가 YoY +21.7%

 부 채 : 장기차입금으로의 대환에 따른 단기차입금 비율 안정화 (84.7%→77.9%)

 재무비율 : 별도기준 재무비율은 기 안정화, 연결기준 재무비율도 안정화 기반 마련

127.9%

119.0%
114.4%

93.0%

98.9%

79.4%

1Q '12 1Q '13

부채비율 차입금비율 순차입금비율(단위:억원) 1Q ‘13 1Q ‘12 YoY

자산 2,079 1,809 + 13.0%

부채 1,129 1,015 + 10.1%

자본 950 794 + 16.4%

차입금 883 908 - 2.7%

현금성자산 129 123 + 4.6%

순차입금 754 785 - 3.9%

재무 현황

2. 재무 건전성 지표 (K-IFRS 연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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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매출액

이미지센서용 필터 : YoY +109.4%

• 적외선차단필터(블루필터 포함) 출하량 증가 : YoY +23.8%

• 고화소 비중 확대 (수량 기준)

- 5M 이상(YoY) : 57.1% → 75.0%

- 8M 이상(YoY) : 2.8% → 46.0%

• 고사양 필터의 기준 : 고규격 IR Cut-off Filter → Blue Filter

• S사 신제품 출시를 앞둔 대기수요 작용

광학렌즈 및 모듈 : YoY +30.1%

• 차량용 블랙박스 렌즈 비중 확대

- 렌즈사업 내부 매출 비중 21.2% 

• 차량용 블랙박스 ODM 라인업 확대

- 팅크웨어, 파인디지털, 만도, Honeywell 등

 스마트폰용 고화소 카메라 모듈 시장 성장에 따른 이미지센서용 필터 성장 및 비중 확대

 광학렌즈 및 모듈사업은 기존 디지털 카메라용 렌즈에서 차량용 전장 시장분야로 정착

3. 제품군별 매출 (K-IFRS 연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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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이익 성장의 배경 : 스마트폰 성장 → 이미지센서용 필터 확대 / 카메라 모듈 고화소화 → 블루필터 공급량 확대

 광학렌즈사업의 전장시장 정착에 따른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익구조 안정화

4. Profit (K-IFRS 연결기준)

당기순이익(률)

1,474 

6,927 

1Q 12 1Q 13

영업이익

6.0%

15.8%

영업이익률

52 

5,609 

1Q 12 1Q 13

당기순이익

0.2%

12.7%

당기순이익률

(단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Ⅱ. 시장 현황 및 사업 전망

1. 2013년 2분기 전망

2. CAP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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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센서용 필터

 세트업체 신제품 출시로 인한 블루필터 출하량 증가 /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증설 진행

 차량용 블랙박스 렌즈의 정착

광학렌즈 및 모듈

• 차량용 블랙박스 렌즈 증가세 본격화

- 전 분기 대비 두 자릿수 % 이상 매출 증가 예상

- Lens Unit에서 Lens Module化 추진

• CCTV ODM Module Promotion

- 한국, 일본, 중국 등

• 적외선차단필터 출하량 증가세 지속

- 전 분기 대비 두 자릿수 % 이상 출하량 증가 예상

• 블루필터 출하량 회복 및 Level up

- 세트업체 전략 모델 양산 효과

- 13M용 블루필터의 Main Stream化

- 블루필터 침투율 50% 상회할 전망

1. 2013년 2분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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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X & Blue Filter CapacityBlue Filter 생산라인

(단위:억원, 백만개/월)

2. CAPEX

대전 1공장 대전 2공장

 세계 최대 블루필터 생산 기지

 전용라인과 겸용라인의 효율적인 생산운영

 대면적 Blue Glass Control

 세계 최고 수준의 광 투과율

 특허로 보호받는 세계 유일의 자동검사장비 보유

184

94
104

2012 ~ 2013.04 ~ 2013.06 ~2013.09

CAPEX

20 
25 

30 
35 

Blue Filter Capacity



Ⅲ. Appendix

1. 요약 재무제표 (K-IFRS 연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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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재무제표 (K-IFRS 연결기준)

재무상태표 2013. 1Q 2012. 1Q

유동자산 100,177 86,309

비유동자산 107,727 94,603

자산총계 207,904 180,912

유동부채 93,050 87,213

비유동부채 19,907 14,321

부채총계 112,958 101,534

지배주주지분 94,958 79,387

자본금 10,084 9,997

자본잉여금 44,396 44,606

자본조정 (11,456) (12,098)

기타자본 3,089 3,381

이익잉여금 48,845 33,502

비지배주주지분 (11) (9)

자본총계 94,947 79,378

부채와 자본총계 207,904 180,912

포괄손익계산서 2013. 1Q 2012. 1Q

매출액 43,857 24,525

매출 원가 31,965 20,482

매출총이익 11,892 4,043

Margin(%) 27.1% 16.5%

판매관리비 4,965 2,569

영업이익 6,927 1,474

Margin(%) 15.8% 6.0%

영업외수익 1,841 379

영업외비용 2,548 1,80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220 52

Margin(%) 14.2% 0.2%

법인세비용 611

당기순이익 5,609 52

Margin(%) 12.8% 0.2%

(단위:백만원)(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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