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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실적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내용 중 일부는 외부감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는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투자자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가 자신의 독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합니다. 

 

본 자료의 재무자료는 IFRS 연결 및 IFRS 별도 기준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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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실적 (별도 기준) 

(단위 : 억원, %)  

• 1분기 별도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 및 전분기 대비 모두 증가 

    - 자체사업 영업이익은 390억원으로 전년 및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전자는 주요 고객사 신제품 출시, 산업차량은 북미 시장 및 신흥시장의 매출 증가의 영향으로 실적 호조세 지속  

    - 배당금 등은 459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   배당금, 공통비 등 

1분기 실적 (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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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14. 1Q  ’14. 4Q ’15. 1Q YoY QoQ 

매  출  액   5,039 4,596 5,134 +1.9% +11.7% 

영업이익 

   (%) 

803 

(15.9%) 

157 

(3.4%) 

849 

(16.5%) 

+5.7% 

(+0.6%P) 

+440.8% 

(+13.1%P) 

 ▪ 자체사업 293 273 390 +33.1% +42.9% 

 ▪ 배당금  등* 510 -116 459    -10.0%    - 



2분기 실적 (연결 기준) 

• 1분기 전체 연결 실적은 자체사업 실적이 양호했으나, 중공업 연결 등은 계열사 실적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 

    - 1분기 중공업 연결 등 실적은 중공업의 대형 프로젝트의 종료 임박 및 인프라코어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 발생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 

    - 2분기 중공업 연결 등 실적은 중공업의 대형수주 인식 재개, 인프라코어의 구조조정 효과 및 미국 호실적 지속,  

      건설의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주택분양 재개 등을 통해 실적 개선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14. 1Q  ’14. 4Q ’15. 1Q YoY QoQ 

매  출  액   46,880 56,409 46,001 -1.9% -18.5% 

 ▪ 자체사업 4,488 4,532 4,545 +1.3% +0.3% 

 ▪ 중공업 연결 등 42,392 51,877 41,456 -2.2% -20.1% 

영업이익 

    (%) 

2,409 

(5.1%) 

2,248      

 (4.0%) 

1,868 

      (4.1%) 

-22.5%   

(-1.1%P) 

-16.9%  
(+0.1%P) 

 ▪ 자체사업 293 273 390 +33.1% +42.9% 

 ▪ 중공업 연결 등 2,116 1,975 1,478 -30.2% -25.2% 

1분기 실적 (연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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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실적 (별도 기준) 

(단위 : 억원, %)  

• ’15년 별도기준 경영계획은 

    - 매출액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2조 152억원 

    -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8.4% 증가한 2,478억원(전년 KFC 매각에 따른 일회성 배당 제외) 

   자체사업은 전자의 고부가 제품의 매출 확대, 산업차량의 내수 및 북미시장 호조 지속 등 각 사업부문의  

   성장 및 수익성 개선으로 큰 폭의 성장 

’15년 경영계획 (별도 기준) 

*   ’14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KFC 매각에 따른 일회성 배당금 (1,000억원)을 제외한 수치임 
**  배당금, 공통비, 사내 조정 등 

     구    분 ’14년*  ’15년(P) YoY 

매  출  액   18,954         20,152 +6.3% 

영업이익 

   (%) 

1,564 

(8.3%) 

          2,478 

(12.3%) 

+58.4% 

(+4.0%P) 

 ▪ 자체사업 1,129 1,524 +35.0% 

 ▪ 배당금  등* 435 954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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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실적 (연결 기준) 

• ’15년 연결기준 경영계획은 

    - 매출액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21조 151억원  

    -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2.0% 증가한 1조 2,300억원 

      중공업 연결 등은 중공업의 수주 회복, 인프라코어의 북미시장 성장 지속 및 엔진 BG 이익 증가,  

      건설의 기자재 수주 및 엔진의 수주 Pool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성장 계획이며 전 계열사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고정비 감소 효과 예상 
(단위 : 억원, %) 

구       분 ’14년  ’15년(P) YoY 

▪ 매  출  액   204,337 210,151 +2.8% 

  - 자체사업 17,925 18,688 +4.3% 

  - 중공업 연결 등 186,412 191,463 +2.7% 

▪ 영업이익 

    (%) 

10,079 

(4.9%) 

12,300 

(5.9%) 

+22.0%   

(+1.0%P) 

  - 자체사업 1,129 1,524 +35.0% 

  - 중공업 연결 등 8,950 10,776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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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매출은 1,535억원으로 전 분기대비 171억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26억원으로 전년동기 및 전분기 대비 증가 

• 전방산업 신제품 출시 및 고객다변화 지속 등에 따른 high-end 제품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증가 

분기별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15년 1Q 주요 추진 내역 

’15.1Q 

1,535 

4Q 

1,364 

3Q 

1,637 

2Q 

1,381 

’14.1Q 

1,564 

해외 사업 성장 기반 확보 

• 저부가 제품 합리화 및 생산기지 통합으로 수익 개선 

• 생산성 향상을 통한 라인 축소 운영 

• 라인 인원 조정 및 재배치를 통한 비용 축소 

제조 효율화를 통한 사업구조 건전성 확보 

전자 ― 1분기 실적분석(별도기준) 

분기별 
매출 

2 

1 

• 중화권 매출 확대로 창수법인 지속적 수익 창출 

  - 중화권 매출 ’14년 1Q 166억 → ’15년 1Q 296억 

    (YoY 78.3% 증가) 

•  수율 개선 등으로 Circuit Foil Luxembourg 사업 안정화 

  - 영업이익 ’14년 1Q -2억 → ’15년 1Q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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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end CCL1)의  M/S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 

– FCCL: Flagship M/S 유지 및 보급형 제품 적용 확대 

– PKG : 모바일 메모리 M/S(85%) 유지 및 AP, Camera Module 등 비메모리 시장 매출 확대 

– 해외 : 중화권 휴대폰 Set업체 대상 기 개발중인 모델들의 매출 실현 추진 

• PKG 제품 매출 증가를 통한 High-end 제품의 매출 비중 증대 및 영업이익 증가 

– CCL 내 High-end 비중 : ’14년 2Q 45% → ’15년 2Q 51% 

• 제조효율화를 통한 제조비용 절감 및 원재료 sourcing 다원화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 

– 국내 및 중국 공장 가동 최적화 

•보유역량 연계로 가능한 동종사업 Line-up 확대 

– 자동차 전장용 CCL, 기능성 Film 

•핵심 기술 확대를 통한 미래 유망 사업 진출 

– 자동차, 에너지, 인프라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 지속 추진 

지속적인 
성장성 

수익성 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전자 – 2분기 전망 및 추진전략_ 실적간담회  배포용 

1) FCCL, PKG CCL, Network Board CCL 

전자 ― 2분기 전망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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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1,512억원, 영업이익 1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 

• 북미 시장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였고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분기 별 실적 추이 1분기 주요실적 

내수 Leadership 강화 

해외 시장 Positioning 강화 

• 내수 M/S 52% 수준 유지  

• Tier-4 신기종 도입 Roadmap 준비 및 ClassⅢ Line-up  

  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추진 

• Clean 사업 및 정부 지원 보조사업 물량 확보 추진 

• 대형 물류 업체 등 Fleet Deal 수주 활동 지속 전개 

• ’15 Chicago ProMat 전시회 참가 및 북미 딜러 행사 진행 

• Tier-4 조기 도입으로 적극적인 시장 대응 및 선도적 지위 확보 

• 북미 지역 National Account 중심의 Rental 물량 확대 

• 남아공 M사 66대, T사 44대 수주 등 신흥국가 Fleet Deal 확보 

(단위 : 억원) 

 1,425  

 1,592  
 1,526  

 1,462  
 1,512  

 '14.1Q 2Q 3Q 4Q  '15.1Q

매출액 

영업이익  115   122  
 104  

 83  

 130  

 '14.1Q 2Q 3Q 4Q  '15.1Q

산업차량 ― 1분기 실적분석(별도기준)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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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2분기는 미국 시장 성장 및 유럽 양적 완화로 1분기 대비 매출 약 17% 증가 전망 

•  내수는 상반기 Tier-3 생산 종료에 따른 선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물량 확대 전망   

•  미국 대형 National Account 중심의 Rental 물량으로 전년대비 큰 폭의 성장 예상 

•  영국 Rental 업체인 Rushlift 인수를 통해 Nationwide Network 구축 기반 확보 및 영국 시장 확대 가속화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가 신규 Dealer 수주 확보를 통한 매출 다변화 전략 추진   

내수 

북미 

유럽 

신흥시장 

2,585 

883 

720 

1,472 

’15. 1Q 2Q(F) 

4,757 

5,660  

(단위: 대수, %) 

’15년 2분기 판매대수 전망 

YoY 

합계 5,660 

+14.4% 

+38.6% 

+12.0% 

+8.0% 

+15.4% 

산업차량 ― 2분기 전망 및 추진전략 

(단위: 대수) 

’15년 2분기 지역별 판매대수 전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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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량 ― Rushlift 인수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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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배경 향후 시너지 및 전망  

1 인수 개요 

• 1980년 설립(본사 영국 Wibtoft 위치) 

• 매출 GBP 29.5M, EBIT 3.2M(10.9%), 13년 기준  

• 대형 지게차 Rental 사로 물류장비 4,500대 보유 

• 전국 서비스망 보유(영국 내 5개 지점) 

2 인수 목적 

• Downstream 사업 진출을 통한 수익성 증대 

• 완성차 + Downstream 사업모델로 Top-tier  

  역량 확보  

• 전국 서비스망 보유를 통한 영국 내 대형  

  National Account 확보  

• Nationwide network(6개 직영 Office/depot + 19개  

  Regional dealer) 구축 

• 전국 서비스 기반으로 신규 National account 공략 

• 물량 증대로 부품/서비스 매출 증가 및 수익성 증대 

1 영국 M/S 증대 및 추가 성장 기반 확보 

• Rental, 부품/정비, 중고차 판매 등 사업 경험 및  

  관련 역량 확보 

• 완성차, 부품 판매 중심 사업 모델에서 Downstream  

  영역으로 사업모델 고도화 

2 Downstream 사업 및 북미 지역 COS* 추진 기반 확보 

* Company Owned Store 



• 매출은 중국시장 침체 지속 상황에도 전분기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으로  

전분기 대비 28억 증가 

분기별 매출 1분기 실적 및 2분기 추진전략 

(단위 : 억원) 

매출 

영업이익 

879 
786 

726 
830 833 

4Q 3Q ’15.1Q 2Q ’14.1Q 

-17 

0 3 
16 

44 

’14.1Q 4Q ’15.1Q 3Q 2Q 

+28 

1분기 - 고객 및 제품 다각화/ 수익성 개선 

 

• 중국 Major Local 고객사 주행/선회/펌프 신규 공급 

–1분기 중국시장 M/S 17.6% (YoY 2.4%P 증가) 

• 선진사 개발 및 판매 확대 지속 

– 선진업체에 주행 Pilot 공급 및 양산 공급 확정 

• 수익성 개선 노력 지속 

– 중국 로컬 소싱 제품 양산 안정화 및 제조원가 절감 강화 

• 중국 고객사에 신규 제품 공급 지속 추진 

• 선진사 개발 및 판매 확대 지속 

– 선진업체에 주행 중형 기종 양산 공급 개시 

– Bobcat용 주행 Device 개발 완료 및 4Q 신규 공급 추진 

• 비굴삭기용 부품 사업 확대 

–경제형 부품 개발을 통한 A/M 시장 진출 확대 

모트롤 ― 1분기 실적분석 및 2분기 전망 (별도기준)  

1 

2분기 – 비굴삭기 부품 사업 확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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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 및 Operation이 정상 운영 되고 있으며 수주 경쟁 기반 확보를 위한 Sales Pipeline 도출 및 수주 Pool 확보 

• 중장기 성장을 위한 제품 원가 경쟁력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內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장 투자 검토 진행 

15 

• 한/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강화 

• Operation 정상화 및 Global Sourcing 체계 구축 

• 한국 서비스 정상화 및 LTSA 계약 체결 

• M400 제품 원가 경쟁력 확보 Item 도출/실행  

• 국내 PEMFC 시장 M/S 100% 달성(차량용 제외) 

• 수주 가속화를 위한 영업 활동 강화 

• 품질/생산성 고도화 방안 수립 및 실행 

• R&D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체계 구축 

• 부품 국산화 및 한국 공장 구축 방안 수립/검토 

• 미국 공장 Capa 증대를 위한 투자 및 인원 확충 

• 국내 PEMFC 시장 M/S 연간 80%이상 달성목표(차량용 제외) 

연료전지 ― 1분기 실적 및 2분기 추진전략 

1분기 실적 및 2분기 추진전략 

1분기 - 영업 정상화 체계 구축 

2분기 - Capa 증설 및 영업활동 강화 
2 

1 

계획 실적 

174 

1분기 매출액 및 연간 매출액  

(단위: 억원) 

1분기 

190 

연간 

계획 전망 

1,560 

1,808 +16% 

+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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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현황 

E O D 

요약 재무상태표 

 구  분 
별도 재무상태표 

’14. 4Q ’15. 1Q 

유동자산 6,396 7,546 

비유동자산 28,700 28,916 

자산총계 35,096 36,462 

유동부채 7,427 8,902 

비유동부채 6,563 6,551 

부채총계 13,991 15,453 

자본금 1,348 1,348 

자본총계 21,105 21,009 

부채비율 66% 74% 

(단위 : 억원) 

구  분  
연결 재무상태표 

’14. 4Q ’15. 1Q 

유동자산 122,770 126,529 

비유동자산 190,923 186,960 

자산총계 313,693 313,489 

유동부채 126,483 134,467 

비유동부채 98,187 95,584 

부채총계 224,670 230,051 

지배회사지분 28,894 27,365 

자본총계 89,023 83,439 

부채비율 252% 276% 

(단위 : 억원) 

차입금 

구  분  
별도재무제표 기준 

’14. 4Q ’15. 1Q 

은행차입금 3,482 4,647 

회사채 4,800 4,800 

기타 529 29 

차입금 8,811 9,476 

현금 1,023 1,010 

순차입금 7,788 8,466 

순차입금 비율 37% 40%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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