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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개개개개황황황황

1111))))    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목목목목적적적적

목 적 사 업

1.  연성인쇄회로판 제조업

2.  전자부품 제조업

3.  인쇄배선판 제조업

4.  부동산 임대업

5.  LCD MODULE 제조업

6.  소형 MORTOR 제조업

7.  기타 부대사업

8.  각종 조명 제품의 제조 및 판매

9.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내장품 판매업

10. 이차전지 관련 소재 및 부품,제품,시스템 제조 판매업

11. 무선 조정체 및 항공기 부품 제조업

12. 헬스케어 서비스 

13. 헬스케어 관련 전자부품 및 기기제조, 판매

14. 원격의료사업

2222))))    중중중중요요요요한한한한    사사사사업업업업내내내내용용용용

당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연성인쇄회로기판 (FPCB : Flexible Printed Circuit Boa

rd)은 굴곡성을 가진 필름 형태의 3차원 회로기판입니다. 전자제품들의 소형화, 경량

화, 다기능화의 트렌드에 맞춘 주문형 전자부품으로서 뛰어난 작업성, 내열, 내곡, 내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거의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추세에 있으며, 

자동차 전장, 전기차 배터리용으로도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FPCB 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지속적

인 설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특히, FPCB 제조에는 20여 가지 내외의 공정 

중에서 핵심적인 공정의 대부분은 물 또는 Liquid를 활용한 공정으로 이루어지기에 



FPCB의 품질은 여과기술의 시너지를 통해 대폭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전/후방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상호 영향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주요 사업의 나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부문 주요 사업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제조
FPCB사업부 스마트폰등 IT기기용 FPCB제조/판매 

MH사업부 자동차, 헬스케어용 FPCB제조/판매

최근 휴대용 통신기기 등으로 FPCB제품의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시장규모가 확장함

에 따라 기존 경성 PCB 생산업체들이 FPCB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어 이러한 영향으

로 국내시장 경쟁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

이 저가 제품을 무기로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일본 및 미국의 선진기술 제품

의 선점으로 FPCB 시장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의 주요 F

PCB 수요 SET MAKER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겨가고 있

으며, 삼성전자가 휴대폰 제조공정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협력사들의 베트남 진

출이 줄을 이었습니다. 당사 역시 2015년 후공정 전용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하였

으며, 2018년에 전공정이 가능한 베트남 현지법인을 추가 설립하는 등, 베트남 현지 

투자를 지속해 해외 현지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33))))    영영영영업업업업소소소소    및및및및    공공공공장장장장    현현현현황황황황

회사명 주요사업내용 연면적 소재지

(주)뉴프렉스 연성인쇄회로기판 41,356.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81

(신길동,반월공단 603블럭 4롯트)

(주)뉴크리텍 연성인쇄회로기판 2,1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81

(신길동,반월공단 603블럭 4롯트)

Newflex Technology VINA CO.LTD 연성인쇄회로기판 12,015㎡ 베트남 빈푹성 빈쑤엔현 빠티엔 2공단

VINA NEWFLEX CO.,LTD 연성인쇄회로기판 63,672㎡ 베트남 빈푹성 빈쑤엔현 빠티엔 2공단

4444))))    주주주주식식식식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    ((((발발발발행행행행한한한한    주주주주식식식식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와와와와    수수수수))))



기준일:2022년 12월 31일

주식의 종류 주 식 수 금  액 구 성 비 비   고

기명식 보통주 24,209,753주 12,104,876천원 100% -

5555))))    자자자자본본본본금금금금    변변변변동동동동사사사사항항항항((((증증증증가가가가((((감감감감소소소소))))한한한한    주주주주식식식식의의의의    내내내내용용용용))))

년 월 일 원   인 종   류 주식수(주) 액면가  증자금액  증자후 자본금

2000.06.12 설   립 기명식 보통주 160,000 5,000원 800,000천원 800,000천원

2000.12.29 유상증자 기명식 보통주 80,000 5,000원 400,000천원 1,200,000천원

2003.10.30 3자배정 기명식 보통주 100,000 5,000원 500,000천원 1,700,000천원

2003.12.13 3자배정 기명식 보통주 27,000 5,000원 135,000천원 1,835,000천원

2004.11.18 3자배정 기명식 보통주 112,000 5,000원 560,000천원 2,395,000천원

2005.04.30 액면분할 기명식 보통주 4,311,000 500원 - 2,395,000천원

2006.01.13 유상증자 기명식 보통주 1,210,000 500원 605,000천원 3,000,000천원

2007.07.12 주식매수선택권 기명식 보통주 60,000 500원 30,000천원 3,030,000천원

2007.12.03 무상증자 기명식 보통주 5,787,158 500원 2,893,579천원 5,923,579천원

2010.05.19 주식매수선택권 기명식 보통주 280,000 500원 140,000천원 6,063,579천원

2013.02.12 주식매수선택권 기명식 보통주 20,000 500원 10,000천원 6,073,579천원

2016.07.15 주식매수선택권 기명식 보통주 50,000 500원 25,000천원 6,098,579천원

2016.07.28 주식매수선택권 기명식 보통주 30,000 500원 15,000천원 6,113,579천원

2017.02.23 전환권 행사 기명식 보통주 1,257,500 500원 628,750천원 6,742,329천원

2017.09.19 전환권 행사 기명식 보통주 56,306 500원 28,153천원 6,770,482천원

2018.01.09 전환권 행사 기명식 보통주 563,062 500원 281,531천원 7,052,013천원

2018.06.11 무상증자 기명식 보통주 7,052,013 500원 3,526,006천원 10,578,019천원

2020.10.16 전환권 행사 기명식 보통주 96,153 500원 48,077천원 10,626,096천원

2020.10.30 전환권 행사 기명식 보통주 517,398 500원 258,700천원 10,884,796천원

2021.01.05 전환권 행사 기명식 보통주 274,725 500원 137,361천원 10,982,157천원

2021.07.15 전환권 행사 기명식 보통주 686,813 500원 343,407천원 11,325,564천원

2021.07.16 전환권 행사 기명식 보통주 915,750 500원 457,875천원 11,783,439천원

2021.08.13 전환권 행사 기명식 보통주 457,875 500원 228,937천원 12,012,376천원

2021.09.30 주식매수선택권 기명식 보통주 105,000 500원 52,500천원 12,064,876천원

2222....    영영영영업업업업의의의의    경경경경과과과과    및및및및    성성성성과과과과



1111))))    판판판판매매매매실실실실적적적적

(뉴프렉스 외 종속회사 연결기준)

                                                                                                 (단위 : 천원)

판 매 실 적

금 액

제23기 제22기

FPCB 258,419,896 170,302,822

기  타 1,876,812 1,361,380

계 260,296,708 171,664,202

(뉴프렉스 별도기준)  

                                                                                                 (단위 : 천원)

판 매 실 적

금 액

제23기 제22기

FPCB 202,939,651 178,120,539

기  타 5,497,357 2,000,322

계 208,437,008 180,120,861

2222))))    주주주주요요요요    설설설설비비비비    신신신신설설설설    및및및및    재재재재무무무무구구구구조조조조개개개개선선선선의의의의    자자자자본본본본조조조조달달달달    내내내내용용용용

                                                                                                  (단위 : 천원)

투자내역 소요자금  자금조달 내역  

토 지  .  건 물 363,754원 자기조달

기  계  장  치 8,596,138천원 금융차입 및 자기조달

시 설 장 치 외 365,650천원 금융차입 및 자기조달

계 9,325,542천원 -

3333))))    배배배배당당당당의의의의    대대대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



1. 배당구분 - 3. 시가배당률 -

2. 1주당 배당금 - 4. 지급일자 -

3333....    최최최최근근근근    3333년년년년간간간간    재재재재무무무무상상상상태태태태    및및및및    영영영영업업업업실실실실적적적적

< 연결 재무제표 기준>

1111))))    재재재재무무무무상상상상태태태태((((요요요요약약약약    연연연연결결결결대대대대차차차차대대대대조조조조표표표표))))

                                                                                                        (단위:천원)

과 목 제 23기 제 22기 제 21 기

자자자자            산산산산

 Ⅰ. 유동자산 75,701,960 66,733,528 48,569,063

  당좌자산 56,319,943 45,496,601 33,832,529

  재고자산 19,382,017 21,236,927 14,736,534

 Ⅱ. 비유동자산 99,401,012 97,909,707 87,029,517

  투자자산 760,000 340,000 176,978

  유형자산 96,951,896 95,520,542 85,280,462

  무형자산 720,189 857,942 1,031,665

  기타비유동자산 968,927 1,164,033 540,412

자자자자산산산산총총총총계계계계 175,102,972 164,643,236 135,598,580

부부부부            채채채채  

 Ⅰ. 유동부채 98,937,561 102,634,241 81,732,541

 Ⅱ. 비유동부채 9,402,943 9,679,129 14,082,724

부부부부채채채채총총총총계계계계 108,340,504 112,313,370 95,815,265

자자자자            본본본본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65,455,769 51,020,747 38,717,040

  납입자본 32,651,785 32,651,785 26,072,375

  이익잉여금 21,026,604 6,611,954 4,209,02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878,041 10,916,945 6,750,406

  기타자본구성요소 899,339 840,063 1,685,239

Ⅱ. 비지배지분 1,306,698 1,309,119 1,066,274



과 목 제 23기 제 22기 제 21 기

자자자자본본본본총총총총계계계계 66,762,468 52,329,866 39,783,315

부부부부채채채채와와와와    자자자자본본본본총총총총계계계계 175,102,972 164,643,236 135,598,580

2222))))    영영영영업업업업실실실실적적적적((((요요요요약약약약연연연연결결결결손손손손익익익익계계계계산산산산서서서서))))

                                                                                                       (단위:천원)

과   목 제 23기 제 22기 제 21기

Ⅰ. 매출액 260,296,708 171,664,202 148,601,521

Ⅱ. 매출원가 224,532,143 155,478,933 146,448,038

Ⅲ. 매출총이익 35,764,565 16,185,269 2,153,483

Ⅳ. 판관비 17,865,452 14,649,268 11,915,409

Ⅴ. 영업이익 17,899,113 1,536,001 (9,761,926)

Ⅵ. 영업외수익 13,785,096 6,158,725 6,267,580

Ⅶ. 영업외비용 14,665,024 4,902,778 7,529,116

Ⅷ. 법인세차감전이익 17,019,185 2,791,948 (11,023,462)

Ⅸ. 당기순이익 14,412,228 2,645,778 (9,350,535)

Ⅹ. 기타포괄손익 (38,903) 4,166,538 (1,216,225)

XI. 총포괄손익 14,373,325 6,812,317 (10,566,760)

< 별도 재무제표 기준>

1111))))    재재재재무무무무상상상상태태태태((((요요요요약약약약재재재재무무무무상상상상태태태태표표표표))))

                                                                                                        (단위:천원)

과 목 제 23기 제 22기 제 21기

자자자자            산산산산       

 Ⅰ. 유동자산 71,468,351 70,770,737 60,637,334

  당좌자산 62,486,141 59,760,042 50,709,316

  재고자산 8,982,210 11,010,694 9,928,018

 Ⅱ. 비유동자산 61,557,946 63,507,868 57,611,710

  투자자산 8,724,627 8,304,627 8,124,627

  유형자산 46,040,189 48,479,838 48,549,159

  무형자산 456,630 558,802 720,324



과 목 제 23기 제 22기 제 21기

  기타비유동자산 6,336,500 6,164,600 217,600

자자자자산산산산총총총총계계계계 133,026,297 134,278,605 118,249,044

부부부부            채채채채

 Ⅰ. 유동부채 66,060,385 77,935,649 67,393,190

 Ⅱ. 비유동부채 8,893,401 9,691,281 10,302,098

부부부부채채채채총총총총계계계계 74,953,786 87,626,930 77,695,289

자자자자            본본본본

 Ⅰ. 자본금 12,104,876 12,104,876 10,884,796

 Ⅱ. 자본잉여금 20,546,908 20,546,908 15,187,578

 Ⅲ. 자본조정 899,339 840,063 1,685,239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313,639 11,313,639 8,178,534

Ⅴ. 이익잉여금 13,207,749 1,846,188 4,617,608

자자자자본본본본총총총총계계계계 58,072,511 46,651,674 40,553,755

부부부부채채채채와와와와    자자자자본본본본총총총총계계계계 133,026,297 134,278,604 118,249,044

2222))))    영영영영업업업업실실실실적적적적((((요요요요약약약약포포포포괄괄괄괄손손손손익익익익계계계계산산산산서서서서))))                

                                                                                                       (단위:천원)

과   목 제 23기 제 22기 제 21기

Ⅰ. 매출액 208,437,008 180,120,860 157,437,071

Ⅱ. 매출원가 182,562,763 173,715,594 160,942,296

Ⅲ. 매출총이익 25,874,244 6,405,266 (3,505,225)

Ⅳ. 판관비 12,977,142 10,797,988 8,084,117

Ⅴ. 영업이익 12,897,102 (4,392,722) (11,589,342)

Ⅵ. 영업외수익 12,495,688 5,662,031 5,603,185

Ⅶ. 영업외비용 11,241,558 4,007,507 8,006,059

Ⅷ. 법인세차감전이익 14,151,232 (2,738,198) (13,992,216)

Ⅸ. 당기순이익 11,361,560 (2,771,420) (12,297,585)

Ⅹ. 기타포괄손익 - 3,135,104 (64,745)

XI. 총포괄손익 11,361,560 363,684 (12,362,330)

3333....    이이이이사사사사    및및및및    감감감감사사사사    현현현현황황황황



구 분 성  명 직  위 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관계

경영진
임 우 현 대표이사 총    괄 본   인

임 시 연 대표이사 총    괄 본   인

사외이사 차 경 순 사외이사 사외이사 타   인

감 사 정 낙 균 감    사 감사업무 타   인

4444....    대대대대주주주주주주주주    및및및및    특특특특수수수수관관관관계계계계인인인인    현현현현황황황황

주 주 성 명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비   고

임우현 6,751,362 27.89% 대표이사

임시연 422,296 1.74% 대표이사

임동연 422,296 1.74% 특수관계

총     계 7,595,954 31.38% -

5555....    주주주주요요요요    채채채채무무무무자자자자    등등등등

                                                                                             (단위:천원)

채 무 자 명 채 무 액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비 고

기업은행 30,088,518 - - 차입금

신한은행 2,900,000 - - 차입금

하나은행 253,460 - - 차입금

산업은행 8,000,000 - - 차입금

우리은행 2,830,000 - - 차입금

BIDV BANK 16,534,499 차입금

엘지디스플레이 800,000 - - 차입금

합     계 61,406,477 - - - 

6666....    타타타타법법법법인인인인출출출출자자자자    현현현현황황황황((((요요요요약약약약))))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계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3 3 7,963 - - 7,963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계 - - - 7,963 - - 7,963

7777....    결결결결산산산산기기기기    후후후후에에에에    생생생생긴긴긴긴    중중중중요요요요한한한한    사사사사실실실실

(1) 종속기업인 (주)뉴크리텍과의 합병

회사는 2022년 12월 27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종속기업인 (주)뉴크리텍과 소규모

흡수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1) 합병의 세부내역

사항 내용

합병의 방법 (주)뉴프렉스가 종속회사인 (주)뉴크리텍을 흡수합병

합병비율 (주)뉴프렉스 : (주)뉴크리텍 = 1: 0.3525200

합병목적 생산설비, 기술, 인력, 영업망 및 경영자원 통합을 통한 시너지 제고 

및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제고

발행할 합병신주 보통주 141,008주

주식매수청구권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

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2) 합병 일정



주요 일정 일자

합병계약일 2022년 12월 27일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01월 11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종료일 2023년 01월 25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일 2023녀 01월 27일

채권자이의신청종료일 2023년 03월 02일

합병기일 2023년 03월 28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03월 28일 

신주 상장예정일 2023년 04월 18일

8888....    기기기기타타타타    영영영영업업업업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중중중중요요요요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