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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 기술되어 있는 2020년 1분기 실적은 K-IFRS 기준의 내용이며,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

로 ㈜ 블루콤(이하 회사)에서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 됨 을 알려드립

니다. 또한 본 자료는 미래의 불확실성 및 위험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가정에 근거한 특정 정보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와 그에 따른 트렌드, 시장 전략 및 사업 계획 등의 미래 투자 계획을 포 함 합

니다. 이러한 가정과 환경의 변화로 인한 변동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의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실제 실적은 당사가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 요소들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경제

침체의 심화, 고객 수요의 감소, 주요 고객의 이탈, 가격 하락 압박, 특정 프로젝트 및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 상의 문제 등을 포함합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재무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 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 감사 후 실제 실적에는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



3

Company overview

Business overview

Financial overview

i

ii

iii



4

i. Company overview

사업성과 및 사업부문 조정

회사개요

회사연혁

지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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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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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성과 및 사업부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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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팟(TWS)출시 후 넥밴드 시장의 축소

• TWS 시장 변화 대응 지연

• LG 전자 사업구조 개편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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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성과 및 사업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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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현지법인 매각

법인명 중국천진부록통신기술유한공사

소재시 중국 천진 무청구

투자금액 258억원

투자회수

71억원배당

115억원유상감자

38억원지분매각

224억원

매각대상 천진오보림특통신기재조건유한공사

계약일 2019.06.28

잔금청산일 2019.10.30

휴대폰 부품 사업 매출비중 • 휴대폰 부품 사업비중 축소
• 중국내수 업체간 경쟁 심화 및 외투기업 경쟁력 상실
• 대규모 설비 투자 소요 발생
• 중국 사업 및 휴대폰 부품사업 철수(지분매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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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개요

일반현황

기업명 ㈜블루콤 사업분야 기타음향기기 제조업
영문명 BLUECOM CO.,LTD 주요제품 블루투스 무선이어폰

종목코드 033560 임직원 수 103명(2020년 3월말) 
자본금 9,600백만원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116(송도동) 

코스닥상장 2011-01-26 홈페이지 www.bluec.co.kr 

직책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대표이사 김종규 경영총괄
원일기업사 설립
삼부물산(현,블루콤)설립
㈜블루콤 대표이사

상무이사 안명섭 영업본부총괄 LG전자

상무이사 김태진 관리총괄 ㈜블루콤 상무이사

이사 박기억 IT연구소 삼성전자
제노컴

현지법인

상호 설립일 주소 투자금액

BLUECOM 
VINA Co., Ltd 2014.05.26

Dinh Vu-Cat Hai 
Economic Zone,
An Duong dictrict,
Hai Phong City, 
Vietnam

$28,000,000

주요 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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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연혁

1990’s

1990.02 삼부물산 설립

1990.05 Transducer Buzzer 개발

1995.05 중국 천진공장 가동

1995.11 1,000만불 수출탑 수상

1996.10 ISO 9002 인증

1999.09 마이크로 스피커 양산

2000’s

2005.01 ISO 14001 인증

2006.09 블루투스 헤드셋 개발

2006.12 BLUECOM 상호변경

2009.07 본사이전(송도)

2009.11 리니어진동모터 개발

2010’s

2011.01 코스닥 상장

2014.01 웨어러블기기 개발

2014.12 1억불 수출탑 수상

2015.06 베트남 공장 가동

2017.09 Wode Band 모터 개발

2017.10 AI DEVICE 개발 완료

2018.06 DECIBEL, EXFIT 브랜드 런칭

2018.09 진동리시버 개발

2019.04 TWS 개발/판매

2019.10 중국현지법인 지분 매각

2020’s

2020.07 LG전자 TONE free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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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분현황

주식의 총수

구분
주식의 종류

비 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발행할 주식의 종수 100,000,000 50,000,000 100,000,000 우선 5천만주를
포함한 1억주

발행한 주식의 총수 19,811,126 - 19,811,126

감소한 주식의 총수 1,723,079 - 1,723,079

감자 611,126 - 611,126 유상감자

이익소각 1,111,953 - 1,111,953 2017년 12월

발행주식의 총수 18,088,047 - 18,088,047

유통주식수 18,088,047 - 18,088,047

(2020년 3월 31일)

대표이사및

특수관계자, 

8,143,824 , 45%

개인주주 등, 

9,944,223 , 55%

특수관계자 주식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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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usiness overview

10

블루투스 무선이어폰

사업전망

매출액 성장전망

성장전략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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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루투스 무선이어폰

패션이 된 무선이어폰

• True Wireless Stereo 의 약자

• 진정한 무선 스테레오

• 2016년 애플의 에어팟

경쟁요소

특 징

• 유선이어폰의 불편함을 대체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선이어폰의 음질 초월

• 웨어러블 기기로써의 활용성

• 성 능 : 통화품질, 사용시간, 노이즈 캔슬링, 생활방수

• 브랜드 : 패션악세사리, 에어팟, 버즈, JBL, BEATS

• 가성비 : QCY, 샤오미 등 중국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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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이어폰판매량 전년비성장율

2. 사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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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액 성장전망

모델명
이어버드 충전 CASE(Cradle)

근접센서 터치센서 ANC기능 무선충전 UV-C LED

HBS-FN7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HBS-FN6 적용 적용 - 적용 적용

HBS-FN5U 적용 적용 - - 적용

HBS-FN5W 적용 적용 - 적용 -

HBS-FN4 적용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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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액 성장전망

자료: STRATEGY ANALYTICS, 리딩투자증권

2021년
LG전자
점유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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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전략

• LG TONE FREE (제품모델 확보)
• 고객사 만족도 제고(벤더 점유율 1위)
• 사업부문 다양화(블루투스 이외의 제품군 확대)

• 블루투스 플랫폼 기술 고도화
• 다양한 응용제품군 발굴(보청기,AI디바이스)
• 스타트업, 플랫폼기업 확대

• BCS-T90 후속 모델 개발/출시
• DECIBEL, EXFIT 브랜드 역량 강화
• 아마존 등 직접 판매 채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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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Financial Analysis

블루콤타워

롯데몰송도캐슬

재무제표 I

재무제표 II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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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투자자산

(1) 서초동 블루콤 타워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교대역 9번출구)

취득시기 2019년 12월

취득금액 830억원(취득비용 39억원별도)

임대현황 지하1층~2층 상업시설(스타벅스, 병원 등)

3층~4층 ㈜쎌바이오텍

5층 ~ 14층 변호사사무실

임대수익 월평균임대수익 335백만월 / 연40억원

관리비용(상각비제외) 49백만원 / 연58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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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투자자산

(2) 롯데몰 송도캐슬파크 상가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37

취득시기 2019년 12월

취득금액 140억원

임대현황 14호실(1,2층) 모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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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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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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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COM
블루콤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www.blu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