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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Summary 

증권신고서 제출 2020.10.16 

수요예측 2020.11.09~10 

청약 2020.11.12~13 

상장(예정) 2020.11.20 

공모예정가 34,000~38,000원 

공모주식수 800,000주 

총 공모예정금액 272억 원~304억 원 

상장예정주식수 800,000주 

공모 후  

주주구성 

· 최대주주등 56.6% 

· 기타주주 22.1% 

· 공모주 19.7% 

· 우리사주조합 1.0% 

· 주관사 

의무인수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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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명회 
 

 Press Kit 

원천 기술을 통해 고기능성 의료용 소재를 제조하는 기업 

티앤엘, 코스닥 상장 통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 

 

2020.11.09 

Public Relations 

 

티앤엘 김진호 과장 

Tel : 070-4688-6620 

 
 

IR큐더스 김물결 책임 

Tel : 070-5068-6320 

 

티앤엘 
 

 

 

PR Point   

 

▶ 고기능성 소재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용 소재 토탈 솔루션 제공 

• 원천 기술 통해 다양한 상처치료재를 원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개발 

→ 밀도, 흡수력, 점착성 등 다양한 물성 자유롭게 조절해 치유력 높은 고효용 제품 제조 

→ 기획부터 판매까지 토탈 솔루션을 갖춰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 생산 

→ 2007년, 가장 수요 높은 제품 ‘하이드로콜로이드’ 국내 최초 개발하며 시장 선점 

• JW중외제약, 대웅제약, 한강성심병원, 독일 로만앤라우셔 등 글로벌 50여 고객사 확보 

 

 

▶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축, 상처치료재 시장 저변 확대로 고수익&고성장 달성 

• 상처치료재 매출, 2017년부터 3년간 매년 33.3%씩 증가하며 기업 성장 견인 

→ 의료기기에서 뷰티로 시장 저변 확대&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 증가 

• 2019년 매출액 327억 원, 영업이익 77억 원 기록(2017~2019년 매출액 CAGR 10.8%) 

• 2020년 상반기 매출액 183억 원(YoY+26.2%), 영업이익 44억 원(YoY+33.3%) 달성 

• 2020년 상반기 영업이익률 24.0% 기록, 3년 연속 영업이익률 20% 돌파 

 

 

▶ 상처치료재 사업 확대-신제품 개발 투트랙전략으로 수평적-수직적 성장 

• 수평적 성장: 상처치료재 사업 강화 및 시장 확장 

(1) 상처치료재 Value UP: 기능을 향상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 

(2)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미국 등 해외 현지 완제품 생산거점 구축, 해외 협업 강화 

(3) 트러블 케어 시장 개척: 미국·중국·유럽 중심, 개화하는 트러블 케어 시장 본격 공략 

• 수직적 성장: 기술 고도화를 통해 높은 수요의 신제품 개발로 신성장동력 확보 

(1) 지혈재: 체내·외 출혈용 지혈재 개발(2~4등급), 2021년 2등급 제품 출시 계획 

(2) 스마트 패치: 국내 최초 임상 제품 개발, 2021년 일반용 제품 출시 계획 

(3) 마이크로니들 패치: 글로벌 경피약물시스템 시장 진출, 2021년 화장품 출시 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1H 

매출액 266  263 327  183 

영업이익 57  53  77  44 

당기순이익 48  47 73 39 
 

주: 2017년 K-GAAP 기준, 2018년부터 K-IFRS 연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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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설명회 보도자료 

 

 기업설명회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0-11-09 

티앤엘, 코스닥 상장 통해 글로벌 의료용 소재 선도 기업으로 도약 

▶ 고기능성 소재 원천 기술 기반해 상처치료재 원스톱 개발… 전략적 사업 확대 통해 견조한 성장세 기록 

▶ 상장 후 상처치료재 사업 확대-신제품 개발 투트랙전략으로 수평적-수직적 성장 

▶ 9~10일 수요예측, 12~13일 청약 통해 11월 중순 코스닥 상장 계획 

[2020-11-09] “티앤엘은 1998년 설립 후 매년 흑자를 달성한 기업입니다. 과거 시장 니즈를 빠르게 읽

고 가장 우수한 제품을 제조하며 성장했듯이,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어필하는 일류 제품을 만들겠다

는 각오로 연구를 지속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아가겠습니다.” 

 

고기능성 의료용 소재 전문 기업 ㈜티앤엘(대표이사 최윤소)은 9일 여의도에서 기업설명회를 열고 상장

에 대한 포부와 비전을 밝혔다. 

 

티앤엘은 고기능성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골절 치료용 고정재, 상처치료재 등 의료용 소재를 개발한다. 

대표 제품은 상처치료재 중 가장 수요가 많은 ‘하이드로콜로이드’로, JW중외제약, 대웅제약, 한강성심병

원과 독일 로만앤라우셔(Lohmann & Rauscher) 등 국내외 50여 개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핵심 경쟁력으로 원천 기술에 기반한 제품경쟁력을 꼽는다. 티앤엘은 상처치료재를 원소재부터 

직접 개발해 밀도, 흡수력, 점착성 등 다양한 물성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치유 효과가 높은 고효용 제품

을 제조한다. 지난 2007년엔 상처치료재 중 가장 수요가 높은 하이드로콜로이드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

다. 또 상처치료재 제조 토탈 솔루션을 갖춰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고속성장했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회사는 1999년 세계 최초로 친

환경 골절 치료용 고정재를 개발하며 의료용 소재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상처치료재 시장에 조기 진입해 해당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나아가 상처치료재

의 높은 치유력과 흉터 관리 기능에 착안해 국내외 뷰티 부문 매출처를 다각화하며 외형을 확대했다. 

 

2019년 매출액 327억 원, 영업이익 77억 원을 달성했고,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 증가한 183억 원, 영업이익은 33.3% 늘어난 44억 원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이

익률은 매년 20%를 돌파했다. 상처치료재 매출이 3년간 연평균 32.7%씩 증가하며 기업 성장을 견인했

다. 수출 비중은 2015년 23.7%에서 2020년 상반기 40.0%로 수직 상승했다. 

 

상장 후 상처치료재 사업 확대,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신제품 출시라는 투트랙전략으로 성장을 이어갈 방

침이다. 재료의 물성을 다룰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용 소재 시장에 진출해 성장동

력을 다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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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처치료재 사업은 ▲기능을 향상한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하고 ▲미국 등 해외 현지 완제품 생산

거점을 구축하며 ▲미국·중국·유럽을 중심으로 트러블 케어 시장을 본격 공략해 볼륨을 확장할 계획이

다. 신제품으로는 체내·외 출혈용 지혈재, 스마트 패치,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개발 중이다. 모두 시장 수

요가 높은 제품으로, 특히 스마트 패치는 국내 첫 임상 제품을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티앤엘 최윤소 대표이사는 “원천 기술을 토대로 높은 고객 대응력과 우수한 제품 품질, 사업 다변화 잠

재력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에서 티앤엘의 차별화된 성장성을 자신한다”며 “현재 주요 제품인 상처치료

재를 넘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고도화된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티앤엘은 총 80만 주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3만4천 원~3만8천 원으로, 공모예정금액은 

272억 원~304억 원이다. 9~10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2~13일 청약을 받아 11월 중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 자료문의 : ㈜티앤엘 김진호 과장 (070-4688-6620) 

㈜IR큐더스 김물결 책임 (070-5068-6320) 

 

 

<참고자료> 

[티앤엘 주요 IPO 일정] 

 

증권신고서 제출(최초) 2020년 9월 24일 

증권신고서 제출(정정) 2020년 10월 16일 

수요예측 2020년 11월 9일 ~ 10일 

청약 2020년 11월 12일 ~ 13일 

코스닥 상장(예정) 2020년 11월 20일 
 

공모주식수 800,000주 

공모예정가 34,000원 ~ 38,000원 

총 공모예정금액 272억 원 ~ 30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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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소개 
 

■ 원천 기술 기반 고기능성 의료용 소재 사업을 전개하는 히든 챔피언 

 

티앤엘은 상처치료재 개발·제조 전문 기업이다. 소재의 물성을 다룰 수 있는 원천기술을 기

반으로 원소재 단계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기획,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탈 솔루션을 통

해 시장 니즈에 최적화된 제품을 공급하고 높은 수익성을 거두고 있다. 최근 주요 사업인 상

처치료재의 시장 저변이 의료기기에서 뷰티로 확장되며 상처치료재 사업 실적이 크게 향상

됐다. 2020년 상반기 매출액 183억 원, 영업이익 44억 원을 기록했고, 그중 65.1%가 상처

치료재 사업부문에서 창출됐다. 설립 후 22년 간 흑자기조를 이어왔다. 

 

 

도표1. 경영철학 

 

 

“자연을 생각하는 정신으로 

인간의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기업” 

 

㈜티앤엘은 1998년 설립 이래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회사로서 

특히 고기능성 소재 기술 분야에 탁월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케미컬 제품부터 시작하여 

메디컬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왔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도모하며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과 건강한 삶을 물려주기 위하여 

인간 본위, 기술 본위의 정신을 기반으로 

인류와 자연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도표2. 사업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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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3. 상처치료재 Total Solution 

 

도표4. 성장 로드맵 

 

도표5. 투자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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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pendix 
 

■ 회사 개요 

설립일 1998년 6월 

자본금 20억 원 

종업원 120명 

사업 분야 상처치료재 등 의료용 고기능성 제품 

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로 63 

홈페이지 www.tnl.co.kr 

주: 증권신고서 기준 

■ 주요 연혁 

시기 내용 

1998 ㈜티앤엘 설립 

1999 세계 최초 친환경 골절 치료용 고정재 개발 

2000 존슨앤존슨 골절 치료용 고정재 공급 

2001 환경친화형 합성수지 특허 획득 

2002 본사 및 연구소 사옥 준공 및 이전 

200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2004 ‘ISO-13485’ 인증 획득 

2004 미국 FDA 인증 획득(골절 치료용 고정재) 

2006 중국 현지법인 설립(골절 치료용 고정재 경쟁력 강화) 

2007 국내 최초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개발(상처치료재 분야 진출) 

2008 JW중외제약 제품 공급 

2009 대화제약 제품 공급 

2011 시지바이오(대웅제약) 제품 공급 

2013 한강성심병원(화상전문병원) 협업 관계 체결 

2014 ‘ISO-9001’ & ‘ISO-14001’ 인증 획득 

2015 트러블 케어 패치 국내시장 진출 

2016 코오롱제약 제품 공급 

2017 기술연구소 및 안성공장 증축 

2018 트러블 케어용 패치 미국시장 진출 

2018 글로벌강소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2019 로만앤라우셔(Lohmann & Rauscher) 제품 공급 

2020 3M 제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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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 Plan 
 

(1) 공모 개요 

공모주식수 800,000주(신주모집) 

공모예정가 34,000원~38,000원 

액면가 500원 

총 공모예정금액 272억 원~304억 원 

예상 시가총액 1,382억 원~1,544억 원 

상장예정주식수 4,064,000주 

상장주관사 한국투자증권 

 

(2) 공모 일정 

증권신고서 제출(최초) 2020년 9월 24일 

증권신고서 제출(정정) 2020년 10월 16일 

수요예측 2020년 11월 9일~10일 

청약 2020년 11월 12일~13일 

상장(예정) 2020년 11월 20일 

 

(3) 공모 후 주주구성 및 보호예수 사항 

 

주주명 주식수(주) 비중(%) 기간 

최대주주등 2,301,560 56.63 상장 후 6개월 

우리사주조합(사전배정) 40,000 0.98 예탁일로부터 1년 

우리사주조합(우선배정) 40,000 0.98 예탁일로부터 1년 

주관사 의무인수분 24,000 0.59 상장 후 3개월 

합계 2,405,560 5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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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1H 

유동자산 10,277 11,263 14,956 14,315 

비유동자산 23,291 25,266 28,361 30,680 

자산총계 33,567 36,529 43,317 44,995 

유동부채 4,422 4,520 5,522 3,979 

비유동부채 5,385 4,771 4,564 4,013 

부채총계 9,807 9,291 10,086 7,992 

자본금 2,000 2,000 2,000 2,020 

자본잉여금 593 593 593 1,693 

기타포괄손익 87 86 78 115 

이익잉여금 21,081 24,560 30,561 33,176 

자본총계 23,760 27,238 33,231 37,003 
 

주: 2017년 K-GAAP 기준, 2018년부터 K-IFRS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1H 

매출액 26,590  26,331 32,654  18,333 

매출원가 17,153  15,624  19,515  11,170 

매출총이익 9,438  10,705  13,140  7,163 

판매비와관리비 3,691  5,433  5,415  2,772 

영업이익 5,746  5,273  7,724  4,391 

금융수익 17  6  21  21 

금융비용 99  133  98  24 

기타수익 189  289  963  244 

기타비용 263  301  237  94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5,590 5,133 8,374 4,538 

법인세비용 787 474 1,088 634 

당기순이익 4,802  4,658 7,286 3,904 
 

주: 2017년 K-GAAP 기준, 2018년부터 K-IFRS 연결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