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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 된 자료 입니다.

당사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회사가 분할 되어 신규설립 됨에 따라, 

공시기준으로는 5월이후에 해당하는 2개월분의 실적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사업회사의 경영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져,

실적 사항은 분할 전 실적을 포함한 사업 연속성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또, 본 자료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는 투자자 편의를 위한 참고사항으로,

향후 경영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당사는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 여러분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신뢰합니다.

본 자료의 재무자료는 K-IFRS 개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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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및사업소개

PKG
부문

Mobile
부문

MLB
부문

ㆍ메모리및비메모리用반도체 Package 기판

ㆍ5G Mobile用 (C/M, Wearable, Cable用) Rigid-Flex 기판

ㆍ5G Network장비 및반도체 Tester, 전장用 MLB 기판

ADAS, TelematicsProbe Card5G Repeater

Flexible CableCamera ModuleWearable

AP / ContollerNandDRAM

회사명

대표

설립일

신규상장일

자산규모

임직원수

본사위치

해외거점

대덕전자 ㈜

신영환

2020년 5월 1일 (회사분할)

2020년 5월 21일

7,804억

2,550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230

대덕베트남 (FPC)

대덕 필리핀 (MLB)

[회사개요] [사업소개]

※최초설립 : 197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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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분기실적

매출 : 서버및 DATA센터向 PKG매출호조, Covid-19영향에따른스마트폰등전방시장침체로 FPC 및
Network 실적둔화. HDI사업중단으로매출감소, 전장 Product Mix 개선에따른매출감소
전분기대비 -8%, 전년동기대비 -22% 감소

수익 : PKG실적은 1분기대비호조세를기록했으나, 스마트폰등을전방으로둔모바일, MLB 등은코로나영향으로
시장둔화에따른수주감소로고정비부담증가. 전분기대비 -12% 감소, 전년동기대비 -60% 감소

[분기별매출액및영업이익추이]

단위:억원, %

영업이익(율)

매출액

’19.1Q ’19.2Q ’19.3Q ’19.4Q ’20.1Q ’20.2Q

99

237

97 85
109 101

YoY -22%

QoQ
-8%

[별도기준]

※ 회사 분할로 인하여 실적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사업연속성 기준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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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G부문 - ’20년 2분기실적및 ‘3분기 예상

[‘20년 2분기실적]

[‘20년 3분기예상]

1,265억 1,283억 1,310억

92% 86% 85%

Memory

Non
Memory

YoY +4%

QoQ
+2%

ㆍ코로나확산에도높은시장수요를배경으로호실적달성

ㆍ서버및 DATA센터向 FC-BOC, FC-CSP 매출증가세

ㆍ모바일向물량의부분감소를 NoteBook등

‘언택트수요’의 증가로상쇄

ㆍ고객사수요충족및시장가격하락등예상

신규고객사및모델을통한실적유지전망

ㆍ하반기중 DDR5, GDDR6 본격출시에따른실적개선기대

ㆍ비메모리중심의신규모델확대

ㆍFC-BGA 투자진행을통한신성장동력구축

글로벌 침체 불구선전

연말까지 지속성장세 유지

단위:억원, %

메모리

비메모리

※ 회사 분할로 인하여 실적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사업연속성 기준으로 작성함



6

Investor Relations

Mobile부문 - ’20년 2분기실적및 ‘3분기예상

[‘20년 2분기실적]

[‘20년 3분기예상]

756억

1,089억

570억

81%

85%

92%

FPC

HDI

YoY -47%

QoQ
-25%

ㆍCovid-19에 따른시장침체에따른주력고객사向

물량급감및경쟁심화에따른 ASP 하락

ㆍHDI (메인기판) 사업중단으로경영손실최소화

HDI 공장內 SLP(Substrate Like PCB) 생산설비의

활용을통한 FC-BGA 공장으로전환추진

ㆍ주력고객사向플래그십수주물량증가로가동률회복

ㆍ연성기판시장內가격경쟁심화지속

ㆍ글로벌경쟁사의물량차질시기에, 주력고객사의

전략적마케팅강화로상반기대비실적개선전망

전방시장 급감으로 고정비 부담 가중

상반기와 대비실적개선 기대

단위:억원, %

FPC

HDI

※ 회사 분할로 인하여 실적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사업연속성 기준으로 작성함



N/W

Auto 

59%

68%
78%

421억

320억

29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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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부문 - ’20년 2분기실적및 ‘3분기 예상

[‘20년 2분기실적]

[‘20년 3분기예상]

YoY -30%

QoQ
-8%

ㆍ글로벌 DATA 센터向 MLB물량증가세

ㆍ반도체 Tester 向물량확대

ㆍCovid-19에 따른납품차질

ㆍProduct Mix 개선을위한손실모델정리 (매출감소)

Network

Automotive

ㆍ국내외고객사본격생산재개및미-중무역마찰에따른

반사이익으로단계적물량증가기대

ㆍ반도체 Tester용물량지속증가

ㆍProduct Mix 개선을통한수익개선전망

Network

Automotive

수익개선 효과기대

전방시장 정체, 체질개선 추진

단위:억원, %

네트워크

전장

※ 회사 분할로 인하여 실적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사업연속성 기준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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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재무제표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단위:억원] [단위:억원] 공시 실적

구분 19.12 '20.06

 유동자산 5,068 2,819

현금 및 현금성자산 413 269

금융상품 1,901 6

채권 등 1,678 1,423

 비유동자산 6,790 4,985

 자산총계 11,858 7,804

유동부채 1,377 1,132

비유동부채 102 80

 부채총계 1,479 1,212

 자본금 407 257

 자본총계 10,378 6,592

 부채비율 14% 18%

구분 19.2Q 20.1Q 20.2Q 5~6月

매출액 2,774 2,360 2,173 1,470

PKG 1,265 1,283 1,310 884

Mobile 1,088 756 570 387

MLB 421 320 293 199

영업이익 237 109 101 67

(%) 8.5% 4.6% 4.6% 4.6%

세전이익 277 187 87 47

당기순이익 215 101 69 40

계정과목 2020年 5/1 2020年 1H 증 감 %

부채총계 1,269 億 1,211 億 -57 億 -5%

부채비율 19% 18.4% -1.0% -5%

Ⅰ.유동부채 1,190 億 1,132 億 -58 億 -5%

단기차입금 56 億 0 億 -56 億 -10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64 億 856 億 -8 億 -1%

외상매입금 286 億 283 億 -3 億 -1%

외화외상매입금 270 億 266 億 -3 億 -1%

미지급금 159 億 176 億 17 億 11%

미지급비용 149 億 130 億 -19 億 -13%

미지급법인세 0 億 16 億 16 億 -

판매보증부채 41 億 30 億 -10 億 -25%

기타유동부채 225 億 224 億 -1 億 0%

Ⅱ.비유동부채 79 億 80 億 1 億 1%

확정급여부채 0 億 0 億 0 億 0%

퇴직급여충당금 760 億 771 億 11 億 1%

퇴직연금운영자산 -760 億 -771 億 -11 億 1%

장기미지급비용 60 億 61 億 1 億 2%

리스부채 19 億 19 億 0 億 0%

자본총계 6,555 億 6,592 億 38 億 1%

주당순자산 12,724 원 12,798 원 73 원 1%

주가 9,930 원 7,760 원 -2,170 원 -22%

시가총액 5,049 億 3,965 億 -1,084 億 -21%

※ 회사 분할로 인하여 실적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사업연속성 기준으로 작성함

분할 전 분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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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

https://m.irgo.co.kr/IR-COMP/3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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