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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제안된 IPO공모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천보(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 Presentation에서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 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그룹사, 자문역, 

representative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문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 매매 및 청약을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투자 결정은 오직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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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ㅣCompany Identity

글로벌 첨단 소재기업 천보

최고의 기술력 독점적 시장지위

영업이익률 20%이상 

독점적 시장 지배
고품질 고부가가치 소재

높은 진입장벽

세계 최초 • 독점 생산

전기차용 2차전지 전해질
 세계 최초 상용화

글로벌 최고 수준의
IT소재 생산

글로벌 선도기업

첨단 산업 적용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의약품



01. 회사 현황

02. 성장 연혁

03. 경영 성과

04. 수익성 비교

CHAPTER 01.
Company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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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주식회사 천보

대표이사 이 상 율

설 립 일 2007년 10월 8일

자 본 금 40억원

임직원수 127명(2018년 10월 기준)

소 재 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로 312

주요 사업
2차전지 소재, 반도체 공정 소재,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의약품 소재

대표이사 이 상 율

• 반도체 공정 소재 (Oxalic acid 등) 개발 

• 전자 소재 (5-ATZ 등) 최초 국산화

• 2차전지 차세대 리튬염 LiFSI 세계 최초 상용화

2007        ㈜천보 설립

1997        ㈜천보정밀 설립

1992        OCI 중앙연구소 연구원

1993        한양대 산업대학원 화학공학 석사

O1ㅣ회사 현황 

 일반 현황  CEO Profile

 인원 구성

기타

품질관리

생산

연구개발

연구개발
42명

17%

40%

3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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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ㅣ성장 연혁

2007 ㈜천보 설립

2008 전자소재시장 진입
 -  디스플레이 소재(ATZ) 생산 

(Al, Cu배선용 Etchant)

2009  의약품 시장 진출
 - 의약품 중간체(CMS) 생산

2011 ATZ 생산라인 증설

2011 반도체 소재 합성공장 준공
 - HP, 1-Na, 2-Na 양산

2012 반도체 소재 전용 정제공장 준공

2013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생산
 - TMSB, DPN, AN, SN, EP, PP 등

2013 OLED소재 생산
 - RS-85, BD-81, BD-83

2015 수출 1천만 달러 달성

2017 2차전지 전해질 전용 공장 준공
 세계 최초 2차전지 LiFSI 양산

2017 월드클래스 300 기업 선정

2017 중국 현지법인 설립

2018 EV용 2차전지 전해질 생산공장
 준공
 - LiPO

2
F

2
, LiDFOP

2018 2차전지, 반도체용 신규 소재
 연구개발
 -  LiBOB, TAFP, HTCN, PA777, 

S-21, PCA 등

디스플레이, 반도체 핵심 화학소재 상용화 및 2차전지용 차세대 소재 선점

IT소재 
시장 진입

사업 영역 확장
(반도체, OLED, 2차전지)

글로벌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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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추이  영업 이익(률)

O3-1ㅣ경영 성과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

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

636

154

24.8
20.5 20.3

149

180719

874

21
72

164

308
378

378

157
145

166

118 77
98

32 47 68

836
3Q.

177
3Q.

2차 전지 반도체 의약품 기타디스플레이

CAGR  
(2015~2018E)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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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2ㅣ경영 성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 2차전지 사업 급성장

 매출 구성비 변화

2차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의약품 소재 등OLED 소재디스플레이 소재

2014

14%

53%

23%

7%

3%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소재

OLED
소재

2차전지
소재의약품

소재 등

2018(E)

11%

31%

26%

24%

8%

2020(F) 50%

6%

17%

9%

18%

의약품
소재 등

의약품
소재 등

반도체 
소재

OLED
소재

OLED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소재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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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업종기업 영업이익률 비교

O4ㅣ수익성 비교

천보 H사 I사 P사 L사

20.6%

14.2%

10.9%

8.6%
7.2%

*자료 : 각사 연결 감사보고서 상 재무제표 기준(2017년 기준)

고품질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수익 차별화

글로벌 최초 상용화
및 시장 선점

공정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

최대 생산 CAPA 및 
높은 생산수율

다양한 글로벌 대형 
고객사 보유



01. 시장점유율 1위 기업

02. 차별화된 기술력

03.  다양화된 사업영역 
- 전기차용 2차전지 소재 
-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 반도체 공정 소재 
- 의약품 소재

CHAPTER 02.
Core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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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ㅣ시장점유율 1위 기업

초고순도 정제 기술세계 최고의 품질/
가격 경쟁력

ATZ Global M/S

디스플레이
소재

95%+
국내 M/S

60%+

전기차용
2차전지 소재

전량 수입 소재 국산화,
가격 및 품질 경쟁력으로 

기존 제품 대체

LiFSI, LiPO
2
F

2
 세계 최초 상용화,

글로벌 4개 회사 독점 공급 중인
 LiPF

6
 시장 대체 전망

국내 및 글로벌 1위 반도체 제조사
Supply Chain에서 경쟁사 대비 

월등한 품질

세계 최초 상용화

NO.1

HP M/S

반도체
소재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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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보유 기술

O2ㅣ차별화된 기술력

첨단 소재 연구 개발 및 상용화 핵심 기술 보유

세계 최고
품질

세계 최대
가격 경쟁력

세계 최초 
생산

구조설계 및 합성기술
고난도 제품 개발과 생산

고순도 정제기술
초 미세 공정용 제품 생산

극미량 분석기술
고순도 소재 분석

공정 단순화 및  최적 설계기술
공정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

상용화 및 대량생산기술
높은 생산수율과 원가경쟁력

품질 안정화 기술
고객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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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No.1 소재 기업

O3ㅣ다양화된 사업 영역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약품

• 전해질
• 전해액 첨가제

• SOH공정 소재
• 반도체 세정용 소재

• LCD 식각액 첨가제
• OLED 발광소재

• 의약품 중간체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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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1ㅣ전기차용 2차전지 소재

 전해질 세계 최초 전기차용 2차전지 핵심 전해질 3종 상용화

 전해액 첨가제 2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세계 최다 품목 보유

전해질
Lithium Salt

LiPF
6

소형 IT
배터리 전해질

LiFSI
배터리 안정성 향상 및 수명 연장
낮은 온도에서 배터리 방전 억제

*Lithium bis(fluorosulfonyl)imide

LiPO
2
F

2

배터리 수명 향상 및 고출력,
충전시간 단축

*Lithium difluoro phosphate

LiDFOP
배터리 수명 향상 및 고출력,
충전시간 단축

*Lithium difluoro(bisoxalato)phosphate

전기차용 2차전지
(당사 제품 적용)

소형 IT용 2차전지
(기존 타사 제품 적용)

당사 생산 소재

TMSB

배터리 열화 방지 및 수명 향상

AN, SN, 
DPN

배터리 안정성 향상

EP, PP, 
MP

배터리 수명 향상

FEC/VEC

배터리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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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2ㅣ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핵심 소재 글로벌 No. 1 기업(세계시장 점유율 95%)

 ATZ (아미노테트라졸)  OLED 소재

식각
첨가제

발광소재 /
공통층 소재

• ATZ(아미노테트라졸)
• MTZ(차세대 제품)

• RED 발광소재(RS-85)
• 중간체 BD-81, BD-83
• 공통층소재  H-369, H-668 

• 패널 생산 효율 증대 – 식각 속도 조절, 불량률 감소
• 초고화질 구현 – 미세패턴 형성  

Cathode

Substrate

Anode

Hole injection layer

Hole transport layer

Emissive layer

Electron transport layer

글로벌 OLED 기업에 공급

박리노광 현상

세정 증착 PR coating세정

고화질 LCD 제조공정내 천보 사업 영역

식각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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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3ㅣ반도체 공정 소재

나노미터급 반도체 생산의 핵심 SOH공정용 초고순도 소재 생산

핵심 공정 소재

 반도체 미세 패턴 공정용 핵심 소재

• 내식각성과 내열성
•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

• 초고순도 화합물
• 장기 보관 안정성

*HP : �내식각성과 내성(내열성)을 가져야 하며, 스핀-온 코팅(spin-on coating) 공정에도 적합하고, 층 내부에 결점 생기지 않고, 표면도 매끄럽게 되는 재질이면서, �
반도체 불량률을 줄여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초고순도 핵심 소재임

 반도체 공정

SOH 
공정소재

식각액
첨가제HP NA ACl

50나노

하드마스크 층(Hardmask layer, 유기물 층)을 형성시켜 후속으로 
이어지는 여러 차례의 식각 과정을 통한 미세패턴 형성

SOH공정 필수

*스핀-온 코팅(spin-on coating) 

Hardmask Etching
Substrate Etching

PR PR

Substrate

SiON

SOH
30나노 1X나노

나노미터 급 고집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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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4ㅣ의약품 소재

국내 대형 제약사 의약품 중간체 공급

 의약품 중간체  당사 제품 적용 완제의약품

동아ST 결핵치료제
크로세린

LG화학 당뇨병 신약 
제미글로

종근당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로우

영진약품 항히스타민제
푸라콩

엄격한 공정 관리로 의약품 원료인 
고순도 중간체 공급

Cycloserine

Lipilou

Cafcapene

Raloxifene

Zemiglo

Piprinhydrate

고지혈증 치료제

경구용 항생제결핵 치료제 원료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항알러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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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  글로벌 전해액 시장 전망

O1ㅣ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 확대

(단위 : 백만대) (단위 : 백만달러)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2.84
3.69

4.52

6.12

8.49

10.8

13.47

16.24

19.22

22.13

1,055

1,379

1,790

2,479

3,022CAGR  
(2016~2025)  

25.6%

CAGR  
(2017~2021)  

30.1%

전기차 시장 급성장 / 2020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 전망 

2025F2024F2023F2022F2021F2020F2019F2018F20172016

*자료 : SNE Research *자료 : HIS,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로드맵 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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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ㅣ2차전지 소재 시장 대체

 전기차용 2차전지 전해질 구성

IT 기기용 소형

기존 타사 공급 중 세계 최초 상용화 당사 제품으로 시장 대체

전기차용 중대형 전기차, ESS용 대형

차세대 중대형 2차전지 전해질 당사 생산제품으로 전환

전기차용
2차전지 전해질

적용 현황

LiPF
6

LiFSI

LiPO
2
F

2

LiDFOP

LiFSI

중대형 2차전지 적용 /
사용량 증가

LiPO
2
F

2 
/ LiDFOP

글로벌 다수 고객사 적용

LiFSI

LiPF
6 LiPO

2
F

2

LiDFOP

천보 NO.1

천보 NO.1

천보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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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ㅣ2차전지 소재 폭발적 매출 성장

전기차용 2차전지 소재 글로벌 No.1 Player 

 당사 2차전지 소재 매출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470 527
636 164719

874
2차전지

매출

최다
품목

최고
품질

기술
선점

최대생산
CAPA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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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ED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O4ㅣ디스플레이 소재 지속 성장

디스플레이 기술 고도화에 따른 당사 제품 수요량 증가

 식각액 첨가제 디스플레이 적용 확대

•  중국 LCD 업체 Capa. 증설 
(BOE, CSOT, Foxconn 등 10.5세대)

• 고화질 LCD 생산을 위해 Al 배선에서 Cu 배선으로 전환
•  Application 확대 (Airbag, 의약품, PCB 등) 

→식각액 첨가제 ATZ, MTZ 지속적인 수요증가
•  고화질 OLED, QLED 공정의 ATZ 적용 확대

•  국내 최대 OLED 생산업체인 L사와 개발에서 
시생산 및 양산까지 협업

(단위 : 억원)(단위 : 억$)

*자료 : 한국무역협회 맞춤형  세계 디스플레이용 유기발광소재 (OLED) 시장 (2015/12) Nonomarkets

40.9

30.8

21.1

14.4

9.9
6.8

315

47
124

323

212

361

347

412

518

443

756

514

해외시장 국내시장

 디스플레이 소재 시장  OLED 소재 시장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로드맵 2018-2020(2017. 12)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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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ㅣ반도체 소재 독점 공급

반도체 기술 고도화에 따른 당사 제품 수요량 증가

 고집적 반도체 적용 확대

• 공정 미세화에 따른 식각공정 고난이도화 (하드마스크 층 형성 및 식각 공정 필요) 
• 하드마스크 조성물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외 시장 규모 지속적인 확장 예측

(단위 : 억원)(단위 : 억$)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114.5

8,701

125.5

10,227

138

12,052

152.4

14,235

168.5

16,849

185.4
20,218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로드맵 2018-2020(2017. 12)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로드맵 2018-2020(2017. 12)

 세계 반도체용 화학소재 시장  국내 반도체용 화학소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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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ㅣ의약품 소재 고객사 수요 대응

제약사와 협업, 품목 다양화를 통한 대응

*고인산혈증 치료제 원료 : Sevelamer, Renvela, 육류 섭취량이 많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고가 된 선진국형 노인성 질환
*C(D)MS : 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Service    

제약사 CMS 확대

원료물질 다양화

해외 고객사 확대

국내 L사, D사 협력 강화
S사 임상(美) 제품 CMS 협력

Sevelamer*
(미국 등에서 많이 보급된

고분자 유기 제제)

Renvela*
(일본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무기성 제제)

Global 제약사 CDMS 사업 확대
- 일본 T사, O사

전용 생산공장 
완공

원제 및 중간체 생산
기술 보유

수요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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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7ㅣ해외 시장 확대

글로벌 고객사 및 현지 공장 대응을 위한 거점 구축

 총매출 수출 비중 전망  2차전지 수출 비중 전망

수출국내 수출국내

2020(F) 2020(F)
2017 2017

351억원
(42%)

1,000억원
(55%)이상 목표

500억원
(51%)이상 목표

50억원
(30%)

글로벌 선도 
전기차향 공급 확대

글로벌 2차전지 및 
LCD 제조사 공급 확대

2017 현지 법인 설립 공급 확대

LCD 제조사 공급 확대

유럽 전기차 시장 진출 및 ATZ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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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8ㅣ미래 성장 가능 기업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으로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 증대

글로벌
독점 생산

2차전지 소재
공급확대

매출 성장률
가속

높은 수익성
지속 가능

•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 반도체 소재 생산

• 최다 품목 공급
• 최대 생산량

• 신규 제품 매출 확대
• 기존 제품 안정 성장

• 독점 생산
• M/S 1위

전기차용 2차전지 전해질 본격 매출
글로벌 고객사 전해질 공급 확대

세계 1위 반도체 고객사 수요 지속
신규 소재 연구 개발

글로벌 독점생산 및 공급 지속
디스플레이 신소재 개발

2019년

1

2

3

신규 시장 확대

4



01. IPO 개요

02. 요약재무제표
CHAPTER 0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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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현황  공모 후 주주 구성

O1ㅣIPO 개요

 공모자금 사용 계획

공모희망가액 35,000원 ~ 40,000원

공모주식수 2,500,000주

공모예정금액 875억원 ~ 1,000억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예정) 3,500억원 ~ 4,000억원

수요예측일 2019년 1월 21일 ~ 22일

청약예정일 2019년 1월 28일 ~ 29일

상장예정일 2019년 2월 중

대표주관증권사 하나금융투자㈜

구 분 주식수 지분율

유통제한

최대주주 등 5,977,626주 59.8%

소액주주 454,742주 4.6%

소계 6,432,368주 64.3%

유통가능

기타주주 778,744주 7.8%

소액주주 538,888주 5.4%

공모주식 2,250,000주 22.5%

소계 3,567,632주 35.7%

합계 10,000,000주 100.0%

구 분 내용 금액

시설자금 2차전지 공장 증설 등 541억원

해외사업 진출 중국, 베트남, 폴란드 등 70억원

연구개발 자금 차세대 2차전지 소재 등 74억원

합계 6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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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3Q

유동자산        30,941        42,004        59,300 

비유동자산        51,572        59,719        61,881 

자산총계        82,513      101,723      121,181 

유동부채        14,668        23,207        20,148 

비유동부채        5,908        1,564        2,155 

부채총계        20,576        24,771        22,303 

자본금        1,095        1,095         3,988 

자본잉여금        4,243        4,240        8,420 

이익잉여금   56,599 71,617 86,470

자본총계 61,937 76,952   98,878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O2ㅣ요약재무제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3Q

매출액      71,960      87,486      83,619 

매출원가      55,637      67,412 64,395 

매출총이익         16,323         20,074       19,224 

판매및관리비         1,421         2,038         1,564 

영업이익          14,902          18,036       17,660 

영업외수익          794        380       658

영업외비용       979         1,726      92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717          16,690       17,396 

당기순이익          12,565          14,822       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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