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 시장 현황 및 동향

1. 국내생산 및 수출통계

□ PCB 국내생산 및 수출
ㅇ

(‘18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른 PCB 수요 감소로 국내
생산 및 수출 모두 감소

- 스마트폰 교체주기 증가 등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축소에 따라
스마트폰 메인기판용 HDI 기판 실적 저조

* HDI(High Density Interconnection) : 정밀한 전자부품이 실장되어 슬림화, 고직접화,
고신뢰성 요구에 부응하도록 제작된 PCB
* 국내 PCB 생산량(㎡, KPCA) : (‘16)33,300 → (‘17)35,240(5.8%) → (‘18)33,900(△3.8%)

ㅇ

(‘19년) 스마트폰의 성장 정체 지속, 전년대비 메모리반도체 생산 감소 등
으로 ’18년 대비 PCB 국내 생산 및 수출은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 시장(억대, IDC) : (‘17)14.7(△0.3%) → (‘18)14.2(△3.1%) → (‘19e)14.6(2.6%)
* 메모리반도체 시장(억달러, IHS) : (‘18)1,658(27.2%) → (‘19e)1,626(△1.9%)
* 국내 PCB 생산량(㎡, KPCA) : (‘17)35,240(5.8%) → (‘18)33,900(△3.8%) → (‘19e)33,450(△1.3%)

< PCB 국내생산·수출 추이 >

(단위 : 조 원, 억 달러, % : 전년동기/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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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체의 지역별 생산 현황 >
주요 생산품목
HDI기판

Flex기판/전장용기판/LED용기판
중부권
HDI기판
(수원, 오산, 안성,
HDI기판/다층Rigid기판
평택 및 충청남북도)
HDI기판/다층Rigid기판/RF-PCB
남부권
(대구, 구미,
FC-CSP
창원, 부산)
고다층기판/HDI기판

출처 : KPCA

‘ 18

업체명
대덕전자, 코리아써키트

인터플렉스, 비에이치, 영풍전자, 뉴프렉스
삼성전기(세종), 심텍,

LG이노텍(청주)

LG이노텍(오산), 아비코테크
삼성전기(부산)
LG이노텍(구미)
이수페타시스(대구)

2. 주요업체 실적

□ LG이노텍
ㅇ

(‘18년) 비수기에 따른 모바일 부품 수요가 부진했으며, 디스플레이 제품군 및
반도체기판의 실적 유지로 전체 기판 매출 소폭 증가

- 5G 기술 대응 차세대 제품/신기술 개발을 추진해 하반기 수익성 개선 노력
ㅇ

(‘19년) 디스플레이 제품, 반도체기판은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나, 모바일용 PCB
수요 부진으로 매출 및 생산 감소 전망

* 기판소재 사업부 매출액(억 원) (기판 : HDI, Tape Substrate, 반도체기판)
: [전체](’18.1Q)2,622(-0.6%)→(2Q)2,951(9.1%)→(3Q)2,915(3.0%)→(4Q)3,101(△4.4%)→(’19.1Q)2,569(△2.0%)
: [기판](’18.1Q)1,967(2.1%)→(2Q)2,213(7.6%)→(3Q)2,303(3.0%)→(4Q)2,388(△4.4%)→(’19.1Q)1,901(△3.3%)

□ 삼성전기

(‘18년) 하반기에 주요 거래선 세트 수요 감소에 따른 PCB 매출 하락
- 국내외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 비수기에 따른 RF PCB 공급 감소
및 PC CPU 공급 부족에 따른 패키지 기판 매출 하락

ㅇ

(‘19년) 고부가 패키지 기판 수요가 증가하나, 해외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의
RF PCB 수요 감소가 계속되어 전체 매출 감소 전망
- CPU, 전장용, 5G 등 고부가 패키지 기판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나, 중화향
스마트폰 OLED용 RF PCB 공급 감소

ㅇ

* 부문별 기판 매출액(억 원)
: (회로기판) (‘18.1Q)1,643 → (2Q)1,228 → (3Q)2,421 → (4Q)1,947 → (‘19.1Q)1,316
: (패키지기판) (‘18.1Q)1,928 → (2Q)1,767 → (3Q)1,903 → (4Q)1,871 → (‘19.1Q)1,973

<주요업체 PCB 부문 실적 및 전망>

(단위 : 억 원, % : 전년동기/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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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텍
ㅇ

(‘18년)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따른 관련 제품인 FC-CSP, MCP 등 고부가가치
패키지 제품이 매출 성장 견인

* PCB 부문별 매출액(억 원) (모듈 : PC, 서버, SSD용 메모리 모듈 / 패키지 : BOC, MCP, FC-CSP)
: (모 듈) (‘17.4Q)393 → (‘18.1Q)619 → (2Q)712 → (3Q)722 → (4Q)680
(패키지) (‘17.4Q)1,620 → (‘18.1Q)1,794 → (2Q)1,744 → (3Q)1,883 → (4Q)1,801
ㅇ

(‘19년)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며 고객사의 관련 부분품 재고 조정에 따라
상반기 위주 매출 감소 전망

- FC-BOC 등 신규 반도체 패키지기판 제품군의 판매 부진으로 ‘19.1Q 공장
가동률 60%까지 하락하여 고정 부담이 증가
- 하반기 서버 및 PC용 램 출시예정으로 반도체 패키지기판 수요 회복 기대

□ 대덕전자
ㅇ

(‘18년) 반도체 경기 호조로 반도체용 PCB 및 5G 관련 통신장비용 PCB
(MLB) 공급 확대로 매출 증가

ㅇ

(‘19년)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반도체 PCB 매출 약화, MLB 부문에서 가동율
지연 등으로 전체 마진율은 전년 대비 약화 예상

- 반도체 경기 회복, 5G 스마트폰 관련 SLP 수요 증대, 5G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초다층 PCB 점유율 확대 등의 환경으로 2Q 시점으로 성장세 회복 기대

□ 인터플렉스
ㅇ

(‘18년) 주요 거래처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 물량 감소 등에 따라 연성
PCB 매출 급감

(‘19년) 갤럭시S10출하량 효과 제한적이며, 가동율 또한 낮아 부진 예상
- 갤럭시노트10 PCB, 중국 스마트폰 업체 카메라모듈용 연성PCB 공급이
전망되며 3Q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 전망

ㅇ

向

向

<주요업체 PCB 부문 실적 및 전망>

(단위 : 억 원, % : 전년동기/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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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 비교

□ 시장환경 비교
ㅇ

5G용, 폴더블폰용 기판 및 카메라 채용 수 증가 등에서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스마트폰 시장 감소 지속, 반도체 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국내 PCB 산업은 하향 추세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세계 PCB 시장(억 달러, KPCA) : (‘16)578(△0.1%) → (‘17)591(2.2%) → (‘18)588(△0.5%)

□ 국내업체 생산실적 비교

ㅇ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매출부진으로 인해 모바일

PCB 생산업체의 실적 감소

* 삼성전기 기판솔루션부문 생산실적(천㎡) : (‘16)1,373(0.9%) → (‘17)1,382(0.7%) → (’18)1,231(△10.9%)
* LG이노텍 기판소재사업부 생산실적(천시트) : (‘16)716(△7.6%) → (‘17)728(1.7%) → (’18)618(△15.1%)
* 인터플렉스 생산실적(천㎡) : (‘16)1,407(27.6%) → (‘17)1,816(29.1%) → (’18)806(△55.6%)

ㅇ

5G, 자동차 등 수요산업별 제품 믹스 등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나, PCB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 정체로 작년 대비 생산 감소 전망

* ‘17년 세계 PCB 용도별 현황(억불, 비중(%) : (휴대폰)115(19.6%), (PC)83.5(14.6%), (자동차)68(11.4%),
(가전)52(8.9%), (산업)44(7.5%), (의료기기)35(5.9%), (서버)31.5(5.6%), (웨어러블)1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