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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LS엠트론 경영실적 목표 

매출액/영업이익                       

(백만원) 

  

301,574
691,514 926,314

4,000,000

-49

33,288 44,564
400,000

2008             2009            20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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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LS엠트론 2010 사업포트폴리오 

트랙터 공조 사출 주단부품 전자부품 회로소재 자동차

부품 

Ultra 

Capacitor 

기계 사업 부품사업 

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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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LS엠트론 2010 사업포트폴리오 

계약일자 내 용 

2011.03 공조사업매각 승인 (양수도 기준일 2011년 5월 1일_양수도가액 1,503억) 

2010.09 (주)포스코켐텍에 음극재 사업 양도(양도가액 약35억원)계약 

2010.06 (주)카보닉스 음극재 사업 양수(양수가액 약 66억원)계약 

2010.03 CNH에 2,500대(2010~2011년)의 트랙터 공급계약 체결 

2010.03 열병합발전소에 대형 터보히트펌프(3000RT급) 설치계약 체결 

2008.09 General Motors와 GMI 7xx CAC Hoses(Awards):자동차용 Brake Hose 및 TCI Hose 계약 

2008.07 취출용로봇, 수직사출기 OEM 판매계약 

경영상 주요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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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2009.12.31 2010.12.31 2011.03.31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트랙터 - 175,867 - - - - 

냉동공조기 - 123,401 - - - - 

사출기 - 74,533 - - - - 

동박 - 104,677 - - - - 

기계 - - 167,600 456,114 40,657 102,167 

부품 - - 69,200 233,400 19,610 68,789 

기타 - 213,036 - - - - 

계 - 691,514 236,800 689,514 60,267 170,956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억원) 

트랙터 

1593
1759

2641

  ‘08            ‘09             ‘10 

III. 주요제품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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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별 

자금젖소 개 

문제아 수      익 : 높고 안정적임 
현금흐름 : 중립적 
전      략 : 성장을 위한 
               지속적 투자 

수      익 : 낮고 불안정함 
현금흐름 : (-) 
전      략 :사업을 확대하여  
              별로 이동시킬 것 
              인지 혹은 철수할 
              것인지를 결정 

수      익 : 높고 안정적임 
현금흐름 : 높고 안정적임 
전      략 : 현상유지 

수      익 : 낮 음 
현금흐름 : 중립적 혹은(-) 
전      략 : 철 수 

트랙터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시장 
성장율 

상대적 시장점유율 

성장 – 점유율 분석 : BCG매트릭스 

사출기 

동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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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사업 포트폴리오 제안 

자금젖소 개 

문제아 

높음 낮음 

낮음 

시장 
성장율 

상대적 시장점유율 

성장 – 점유율 분석 : BCG매트릭스 

사출기 

트랙터 

기타 

트랙터 

스마트카  
산업 

동박 

별 

높음 
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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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1 스마트카 산업 진출 제안 

차량과 IT기술이 융합된 스마트카 

864
1148

1,466
1621

1,764
1905

2042 2112

40 49 60 70 83 96 110 123

  ‘08     ‘09     ‘10    ‘11    ‘12     ‘13   ‘14     ‘15 

세계 자동차-IT 융합시장 전망(2008~2015) 

(억달러)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텔레콤과  

르노삼성이 제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카인 프리우
스는 이미 제조원가에서 전자부
품 비율이 50%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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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2 스마트카 산업 진출 제안 

스마트카 관련산업:무선서비스 솔루션,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터치스크린, 전장부품 

회사  유비벨록스  MDS테크  엠텍비젼  다믈멀티미디어  씨엔에스  
멜파스,  

이엘케이  

 사업 내용 
무선 서비스  
솔루션  

단말기 자동차용 
운영솔루션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차량 멀티미디어 
집적회로(IC)  

차량 멀티미디어
용 시스템 제어
용칩 용역  

터치스크린 제공 

매출액 (천원) 

  2008.12.31 2009.12.31 2010.12.31 CAGR 영업이익률(%) 

유비벨록스  15,135,498 44,966,542 80,279,645 130% 13.8 

MDS테크  58,214,630 55,527,546 62,136,490 3% 12.7 

엠텍비젼  163,491,164 134,647,284 80,734,299 -30% -21.8 

다믈멀티미디어  16,431,921 23,584,968 27,635,766 30% 1.3 

멜파스 34,925,295 151,462,609 251,738,876 168% 11.4 

이엘케이  35,049,108 119,251,109 238,588,086 16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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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대효과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자동차 부품 산업 방향성 제시 

 매출 기여 및 영업 이익률 향상 통한 경영목표 달성 

사업포트폴리오 분산에 따른 사업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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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