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VESTOR RELATIONS 2020

QUALITY 
PRODUCT 
CREATIVE 
TECHNOLOGY 
SHINDO



본 자료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신도기연 (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 Presentation에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

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

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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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임원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문서는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매를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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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Identity
Prologue

Global Display 기술 선도기업 “신도기연”

글로벌 R&D 선도 다양한 산업 확장 독점적 시장지위

● 세계 최초 개발

● 세계 최초 양산

● 다년간의 업력 및  노하우

●  검증된 기술을 통한  

신규 사업 진입

●  OLED, Micro LED, 수소차, 

진공유리등 사업 확장

●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

●  높은 진입장벽 구축

●  장비 독점 공급



01. 회사소개

02. 성장연혁

03. 사업장 현황 

04. 사업 영역 소개

05. 매출 비중 및 경영성과

Chapter 01. 

About 신도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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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chapter 01. About 신도기연

01

㈜신도기연

회사 개요

자회사 현황

CEO Profile

회사명 주식회사 신도기연

대표이사 박웅기

설립일 2000년 08월 03일 

자본금 33.6억

임직원수 85명

주요제품
Laminator(In line, Semi Auto), Autoclave 등 

LCD/OLED 후공정장비

본사주소 경기 시흥시 마유로 238 번길 21(정왕동)

홈페이지 www.lcd.co.kr

(신고서 제출일 기준)

박웅기 대표이사

1979.02 홍익대학교 졸업 

1981.02 홍익대학교 대학원졸업 

1986.01~1989.07 ㈜한독

1989.08~2000.08 신도기연 사장

2000.08~현재 ㈜신도기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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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R&D 기술로 시장선도

성장연혁
chapter 01. About 신도기연

02

설립기
(~2004)

성장기
(2005~2013)

도약기
(2014~)

장비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삼성전자 납품 및 중국 시장 개척

진공 합착기 대량 수출

단독형, 인라인 탈포기 대량 수출

해외 시장 점유

OLED용 3D 합착기 판매 확대

해외시장 및 신규사업 영역 확대

2004  In-Line POL Attach 장비,  
E/S 장비 개발

2000~2  In-Line Single Type 
Autoclave 세계 최초 개발

2000 신도기연 법인설립

2015  곡면(3D) Vacuum Laminator  
세계 최초 개발 및 다량 수출

2010  Full Auto Vacuum  
Laminator 개발 & 양산 납품

2008  In-Line Autoclave(STA)  
중국 최초 수출,  
Vacuum Laminator 개발

2020 코스닥 상장(예정)

2018  Micro-LED,  
수소연료전지 Vacuum  
Press 판매 & 수출 
In-Line Foldable Vacuum  
Laminator 수출

2017  In-Line 3D Vacuum  
Laminator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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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Big Cycle에 대비한 생산 능력 보유 

사업장 현황
chapter 01. About 신도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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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치 연구소 건립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본사

● 면적규모: 4,648m2 

● 생산제품: 장비 제조

안산 제 2공장

● 면적규모: 3,636m2 

● 생산제품: 장비 제조

MTV 연구소 건립 부지

● 소재지: 성곡동 803-3

● 면적규모: 4,082m2

● 계획:  2019년 5월 분양계약 

2021년 준공예정

프로젝트명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4면 Curved 

Foldable 합착장비 개발
750 700 700 2,150

수소차 연료전기용 

장비 개발
350 700 700 1,750

진공유리 장비 개발 400 600 800 1,800

합 계 1,500 2,000 2,200 5,700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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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o.1 신도기연의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

사업 영역 소개
chapter 01. About 신도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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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ED / 특수 Display

진공유리 / Smart Window

3D / Foldable Display

수소연료전지 / 자동차

● Foldable Display 합착 공정 장비

● 3D 곡면 Display 합착 공정 장비

●  VR / Wearable Display 합착 공정 장비

● 수소연료전지(MEA) 제조 라인

● 계기판 디스플레이 합착 공정 장비

● 변색 거울 디스플레이 제조 라인

● Micro-LED 제조 라인

● 투명 OLED 합착 공정 장비

● 대형 Display 합착 공정 장비

● 에너지 절감형 진공 유리 제조 라인

● 사생활 보호용 유리 제조 라인

● 생활가전형 투시창 유리 제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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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비중 및 경영성과
chapter 01. About 신도기연

05

제품별 매출 비중 및 소개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E 20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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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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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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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5.24%

19.92%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Laminator

Cover Glass와 OLED패널을 

진공과 압력을 이용하여 

Pad 로 합지하는 장비 

Autoclave

필름과 패널 사이의 

기포 제거 및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장비

2019년
기준

Laminator(합착기)

84.58%
기타

12.45%

Autoclave(탈포기)

2.97%



01. 곡면 Display 기술 경쟁력 보유

02.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보유 

① Laminator 

② Autoclave

Chapter 02. 

Core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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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 Display 기술 경쟁력 보유
chapter 02. Core competence

01

독보적 3D Laminating 기술 경쟁력 보유

●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합착기(Laminator)의 실리콘 패드 합착 기술과 다이아프램 부착 방식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 우위

● 2D Laminating 기술 위주인 경쟁업체와는 달리, 한 단계 앞선 3D Laminating의 선진화된 기술 보유

실리콘 패드 합착 기술 다이아프램 부착 방식

실리콘 패드 (Silicone Jig) 합착 기술이란?

합착시 Flexible OLED 전면에 고른 압력을 전달하여 

높은 수율과 크랙을 방지 할 수 있는 당사만의 대표 기술 

각도에 구애받지 않고 합착 가능

다이아프램(Diaphram)이란?

합착시키고자 하는 제품의 모든 면적에 

동일한 압력이 고르게 전달하게 할 수 있는 기술

기존방식과 다르게 합착 대상 필름 바로 아래의 

캐리어 필름을 통해 곡면에 합착을 진행

실리콘 패드 압력별 시뮬레이션 그림

실리콘 패드

Cover Glass

합착 대상 필름

캐리어 필름

다이아프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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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보유_ ① Laminator
chapter 02. Core competence

02

디스플레이 시장의 확대에 따라 고객 맞춤형 Laminator 지속적 개발 및 판매

제품 소개 및 용도 합착기 (Laminator) 납품 이력

고객사 장비명 납품수량 제품 분류 및 설명

국내S社 Decoration Laminator 111대
3D Glass 

Deco Film 부착기
해외B社 Decoration Laminator 166대

해외B社 Full Auto Laminator 5대 Rigid LCD 부착기

해외B社 Pol- T/S Laminator 12대
Flexible OLED 

(Film to Film) 부착기

해외B社 Multi Laminator 4대 Rigid OLED 부착기

해외B社 OLED Laminator 24대

2면, 4면 

Flexible OLED 

Curved 부착기

해외T社 OLED Laminator 10대

해외C社 OLED  Laminator 4대

해외V社 OLED Laminator 10대

국내S社 Foldable Laminator 15대 Foldable OLED 부착기

Laminator

Cover Glass와 OLED패널을 진공과 압력을 이용하여 신도의 독창적인 

실리콘 Pad 및 다이아프램으로 합지하는 장비 

2D 3D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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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보유_ ① Laminator
chapter 02. Core competence

02

OLED Laminator (Edge폰) 및 Foldable Laminator (Foldable 폰) 독점 공급 업체

합착기(Laminator) 상세 분류

Metal Sheet (+ Foldable 공정)

OLED Panel

Touch sensor

Polarizer

OCA

Deco Film

3D Cover Glass

3D Decoration Laminator

*S社(111대), B社 (166대 납품)

3D OLED Laminator
● OCA 부착

● 실리콘패드 & 다이아프램 기술 적용(신도기연 독점기술)

*B社 (24대), C社 (4대), T社 (10대), V社(10대) 독점 납품

Pol-T/S Laminator

*B社 (12대 납품)

In-line Foldable Laminator

*B社 (4대 독점 납품)
Foldable Laminator

*S社 (15대 독점 납품)화웨이 메이트X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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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보유_ ② Autoclave
chapter 02. Core competence

02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Autoclave 개발 및 양산

제품 소개 및 용도 탈포기 (Autoclave) 납품 이력

고객사 장비명 납품수량 제품 분류 및 설명

국내S社 Tank Type Autoclave 102대

Tank방식의 Autoclave

국내S社 Tank Type Autoclave 10대

해외B社 Inline Tank Autoclave 24대
Inline Tank방식의 

Autoclave

해외B社 Inline STA 71대

Inline STA 탈포기해외T社 Inline STA 13대

국내N社 Inline STA 11대

Autoclave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필름과 패널 사이의 기포 제거 및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장비

세계 최초 개발

1cycle당 30분에서 

1시간 소요되는 

Tank Type Autoclave

1분에서 5분이내로 

처리되는 Slim Type 

Autoclave 개발 및 양산



01. OLED 대규모 투자 수혜

02. 고객별 커스터마이징 능력 보유

03.  다양한 응용분야 진출  

① 수소연료전지차 사업 

② 진공유리

04. 높은 성장 잠재력

05. 사업 확장 Road map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INVESTOR RELATIONS 2020



Investor Relations 2020ㅣ17

OLED 대규모 투자 수혜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01

OLED 공정 경험과 기술 선점을 확보하고 있는 신도기연의 수주잔고 증가세는 지속

중국 Flexible OLED 투자 전망

Flexible OLED 양산을 위한 중화권의 Fab 증설 확대 전망

Flexible OLED 투자 지속

단위: K/연간

구분 Fab 현황 Phase
생산 Capa

18 19 20 21

BOE

B7

1 126 192 192 192

2 48 192 192 192

3 24 180 192 192

B11

1 - 90 192 192

2 - 36 180 192

3 - 12 156 192

B12

1 - - 15 171

2 - - - 90

3 - - - 45

B15 1 - - - -

B16 1 - - - -

CSOT
T4

1 - 36 171 180

2 - - - 165

3 - - - 15

T5 1 - - - 30

Tianma Wuhan
1 75 120 165 240

2 15 60 105 120

Visionox V3
1,2 - - - 135

2 - - - 57

●  당사는 3D Flexible OLED 수주는 물론 Foldable OLED 장비 

수주까지 지속

●  18.6조원 규모의 신규 설비 투자 예상 

(BOE 12, Tianma-XM, Visionox-GZ : ‘20~21’년)

●  6세대 장비 납품 이력이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음

●  최고수준의 생산 안정성, 수율, 유지보수 대응력을 바탕으로 

고객사 내 지위 강화

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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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별 커스터마이징 능력 보유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02

중국 Set 업체들은 차별화를 위하여 곡면이 훨씬 큰 스마트폰 출시 계획

기존 기술 현황 중국 스마트폰 Set 업체 차별화 전략

기존의 Edge형 패널 굴곡은 60도 ~ 80도

갤럭시 S10에서도 70도 굴곡 유지

출처: 삼성전자

“90도 보다 더 높은 굴곡을 지닌 

패널 제조에는 한계가 존재”

‘굴곡이 큰 Flexible 디스플레이로 차별화’

중국 패널 업체의 3D 곡면 디스플레이 예상 굴곡 형태

기존 패널제조사

중국 패널제조사 (BOE, Tianma, CSOT, Visionox …)

70도 

곡면 Glass

130도 

곡면 Glass

90도 

곡면 Glass

160도 

곡면 Glass

3D glass's curvatur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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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응용분야 진출_ ① 수소연료전지차 사업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03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MEA 제조장비 시장진입 및 판매 확대

수소전기차 스택 장비 개요 신도기연 기술력 차별성

● 셀은 막전극접합체(MEA)와 분리막으로 구성

● 단위 셀을 적층하여 조립한 스택(Stack)

●  데칼 공정 방식은 기존 Roll을 사용하는 접촉 방식보다 촉매 균일성이 

높고 스택의 출력 효율이 높아지는 장점

● 세계 최초 Direct coating 방식이 적용된 MEA 제조 장비 개발

*출처: 삼성증권

MEA 제조장비

일자 납품처

18.04 국내 H社

18.11 해외 G社

20.01 해외 G社

납품실적

Direct Coating & Vacuum Press Flow(당사 개발)

Coating & Dryer Vacuum Press &
Heat Treatment

Lamination
(Hot Press)

A-Catalyst Layer

Membrane

C-Catalyst Layer

A-Catalyst Layer

Sub Gasket

Membrane

C-Catalyst Layer

Sub Gasket

A-Catalyst Layer

GDL

Sub Gasket

Membrane

C-Catalyst Layer

GDL

Sub Gasket

건조(Dry)

건조(Dry)

스택 구성품의 밀착력을 상승시켜 출력의 효율 상승
MEA 장비 시장에 안정적인 진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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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응용분야 진출_ ② 진공유리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03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진공유리 제조 공정 및 장비 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건물 국가 로드맵 신도기연 기술력 차별성

● 건축물 내부의 열손실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저감의 핵심

●  유리와 창호가 열손실을 많이 일으키므로 고성능 단열 유리 시장 주목

●  대형화 유리의 진공합지기술 및 진공 End Sealing 형성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  현재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저진공방식이 아닌 열관류율이 낮고 

양산화에 적합한 제품 개발

기술성 및 사업성을 인정받아 국가 기술 지원 정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

진공유리

기반구축
(‘16년~)

상용화 촉진
(‘17년~’19년)

단계적 의무화
(‘20년)

법령정비 (기준정비, 

인센티브 마련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시행 (‘17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의무화 (‘20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추진

패시브 수준의

단열기준 강화 (‘17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의무화 (‘25년)

구분 복층유리
로이

복층유리
삼중유리

로이

삼중유리
펌핑 감압

진공복층유리

In-Vacuum

진공복층유리

그림

열관류율(W/m2K) 2.7 1.8 1.7 1.2 0.51 0.4

*출처: 국토교통부

진공 유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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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장 잠재력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04

압도적인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선도 및 안정적인 고객 네트워크 구축

● 합착 및 탈포 공정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정

●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 및 SET 업체별로 다양한 요구가 존재하며 오랜 기간의 경험 및 노하우 없이는 대응 불가

● 삼성전자 및 중국 4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에 제품을 납품하며 디스플레이 업계 선도

● Flexible OLED 특성상 최종 디자인을 어떻게 합착하는지 여부가 OLED 제조사를 평가하는 기준

Flexible OLED 투자 지속

신도기연
납품처

최종
납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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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 Road map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s

05

독보적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매출 극대화 전략

글로벌 고객사 확대
스위스 H社, 라트비아 E社, 

미국 A社, 독일 M社등 

기술 미팅 

미래 에너지 사업 확대
수소전지 시장 확대

진공 유리 양산 및 개발

Display 수요 확대
모바일 영역 확대: 

Foldable, 4면 곡면폰 등 

Micro-LED 시장 점유 

Wearable Display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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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Plan
Appendix

01

공모주식수 1,300,000 주

액면가 500원

공모희망가액 14,000 원 ~ 16,000 원 

공모예정금액 182억 원 ~ 208억 원

예상시가총액 1,128억 원 ~ 1,289억 원

수요예측일 2020년 06월 22일 ~ 06월 23일

청약일 2020년 06월 25일 ~ 06월 26일

납입일 2020년 06월 29일

상장예정일 2020년 07월 6일

구분 주식수(주) 지분 보호예수 기간

최대주주 등 4,833,351 59.96% 6개월

우리사주조합 246,369 3.06% -

기타주주 1,642,560 20.38% -

공모주주 1,300,000 16.13% -

주관사 의무인수분 39,000 0.48% 3개월

합계 8,061,280 100% -

주식사항 공모 후 주주 구성

공모일정

최대주주

59.96%
주관사 의무 인수분

0.48%

공모주주

16.13%

기타주주

20.38%
우리사주조합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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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무제표
Appendix

02

구분 2018 2019 2020.1Q

유동자산 31,799 46,908 40,005

비유동자산 17,621 29,730 29,901

자산총계 49,421 76,638 69,906

유동부채 13,903 22,970 12,584

비유동부채 4,680 6,233 6,330

부채총계 18,583 29,203 18,914

자본금 1,065 3,361 3,361

자본잉여금 5,189 5,006 5,00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63) (663) (663)

이익잉여금 25,247 39,731 43,288

자본총계 30,838 47,435 50,992

구분 2018 2019 2020.1Q

매출액 49,696 84,802 8,207

매출원가 36,805 56,978 6,466

매출총이익 12,890 27,824 1,741

판매비와 관리비 10,282 10,879 1,731

영업이익 2,609 16,944 10

기타수익 1,976 1,956 3,984

기타비용 281 2,473 1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793 15,858 3,978

당기순이익 (손실) 3,554 14,651 3,557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K-IFRS 연결기준 *K-IFRS 연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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