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IR 정책

규정 및 준수
• CJ ENM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을 준수합니다.
• CJ ENM은 2018년에 내부정보관리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를 준수합니다.
• CJ ENM은 공시 규정 준수 및 내부정보 관리와 함께 아래와 같은 IR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IR 중단기간
• 매 분기 결산실적 공시 이전 약 4주간의 IR 중단기간(Quiet Period)을 갖습니다.
• 해당 기간에는 기업탐방, 전화회의, 컨퍼런스 등 투자가 및 애널리스트 대상 IR 미팅을 중단합니다.
• 이는 실적발표 이전의 커뮤니케이션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IR 중단기간은 결산실적 예고 공시를 통해 안내 드립
니다.

실적발표회
• 매 분기 실적발표회는 전화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한국어 및 영어 순차통역으로 진행합니다.
• 제한된 시간내 실적발표회 진행을 위해 전화회의 참석 및 질문 권한은 사전 등록된 주주, 투자가 및 애널리스트
로 한정합니다.
• 이외의 투자가, 언론, 조사기관, 의결권자문기관 등 이해관계자는 실시간 웹캐스팅을 통해 실적발표회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제공
• IR 자료의 제공 방법은 당사 홈페이지 게재입니다.
• 제공되는 정기 자료는 월간 IR Pack, 분기 실적발표회 등이며, 비정기 IR Book은 행사 발생시 게재합니다.
• 제공되는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것이지만, 완벽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고 없이 정
정될 수 있습니다.

NDR 등
• NDR(Non Deal Roadshow), 코퍼레잇 데이(Corp. Day), 컨퍼런스(Conference) 등 증권사 주관의 IR 행사 참가를
‘NDR 등’으로 통칭합니다.
• NDR 등의 참가에 있어서 당사는 주관 증권사의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습니다.
• NDR 등의 참가는 당사 일정, 주관 증권사의 사업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 투자기관 및 투자가 접근성 등을 고려
하여 결정됩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
•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발간 및 그 내용과 관련해 사전 시사, 사후 정정 요청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 목표주가, 분석내용 등과 관련한 당사의 견해를 밝히지 않습니다.
•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와 관련해서 높다/낮다/적정하다 등의 견해를 밝히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원칙
• 주주, 투자가 및 애널리스트 대상의 커뮤니케이션은 IR 부서에서 주관합니다.
• 주주, 투자가 및 애널리스트 대상의 IR 미팅 등에서 아래 내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 공정 공시 및 정기 간행물, 보도자료 등을 통한 공개 자료 이외의 내부정보
- 예상 실적의 전분기 및 전년동기 대비 높다/낮다/같다 등의 비교
- 예상 실적의 적자/흑자/손익분기점 여부 및 그 전환
- 사업상 보호해야 하는 단계의 사업전략 및 계획, 계약 관계의 비밀유지 조항 등
- 주가 전망 및 상승/하락에 대한 이유, 시가총액 및 가치평가에 대한 의견 등

연간 실적 전망치
• 연간 사업계획, 외부 환경 등 전망에 기초해 연간 실적 전망치(earnings guidance)를 제시합니다.
• 연간 실적 전망치는 연결 기준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예상입니다.
• 연간 실적 전망치의 사업 부문별 매출액 및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승인 및 대표성
• CEO, 사업부문대표, COO, CFO, 그리고 IR 부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대표성을 갖습니다.
• 실적발표회, 기업설명회 등 IR 행사에 참석하는 경영진 및 임직원의 커뮤니케이션은 대표성을 갖습니다.
• CJ ENM의 ‘IR 정책’은 2018년 7월 대표이사가 승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