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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 포함된 ㈜예선테크(이하 “회사”)의 경영실적과 재무성과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향후 매출계획 등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추정에 기안하며 성장 가능한 목표치를 경영실적으

로 반영하고 있으며, ‘예상’, ‘전망’, ‘계획’, ‘기대’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위 “예측정보”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현상은 미래의 경영 실적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표들은 현재의 시장상황과 회사 경영목표 및 방침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 및 투자환경, 회사의 전략적 목표 수

정에 의하여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에 열거한 주요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므로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회사는 새로운 정보 및 미래의 사

건 등으로 그 사실을 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는 본 IR 자료에 표기된 사항 중 공정공시에 해당하는 사항은 IR 행사 당일 공정공시를 통하여 공개하오니, 공정공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의 경영목표와 같이 공정공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당사의 경영목표일 뿐 예측 및 전망자료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오니 투자판단에 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실적에 대하여는 “전망”, 미래 경영목표에 관하여는 “목표”로 구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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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능성 점착소재는 기능적 요소가 필요한 전방시장에 다양하게 적용

접착제 점착제

고기능성 점착소재

디스플레이 / IT기기 / 가전

조선 / 자동차 / 항공

인프라 / 에너지

헬스케어

•부착 후 경화 반응 일어남

•재접착 가능여부 : 불가

•장점 : 강한 접착력

•용도 : 접착제(본드, 아교 등)

•부착 후 경화 반응 일어나지 않음

•재접착 가능여부 : 가능

•장점 : 우수한 작업성

•용도 : 테이프, Post-it 등

•용도 : 점착 + 방열, 차광, 전자파차폐, 충격흡수

•디스플레이용: 패널을 포함한 각 부품 간

•자동차: 디스플레이 및 내외장재, 전장부품 간

•2차전지: 2차전지용 분리막의 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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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TV

Auto

Energy

LCD TV/
Monitor

미국 2차전지 제조사 A社

한국 2차전지 제조사 B社

디바이스로부터 출발하여

신소재 부품 개발을 통해

최적의 Solution 제공

선제적 소재 개발을 통해 디바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점착 소재 부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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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테크의 로고는 작은 원들이 모여 있는 두 개의 큰 원이

이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왼쪽의 큰 원은 점착솔루션을 사용하는 시장, 고객을 의미하며,  

오른쪽의 큰 원은 예선테크와 예선테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점착솔루션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점착소재업체/가공업체/설비업체들과 손잡고,

고객으로 통하는 Window역할을 담당하여,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점착 Solution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역동적인 뫼비우스 띠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선테크 심볼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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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고객 대응 역량을 갖춘 점착 Solution 분야 1등 기업

회사명 ㈜예선테크

대표이사 전 춘 섭

설립일 2005년 1월 6일 (2019년 9월 11일 상장)

자본금 33억원

사업분야 기능성 점착소재부품 및 관련제품 제조

임직원수 153명 (2020년 3월말 기준)

사업장

국내 • 본사(군포시), 구미 사무소

해외

• 중국 광저우 법인, 수저우 법인
심천 사무소, 남경 사무소

• 베트남 법인(하이퐁)
• 인도네시아 법인(찌까랑)

홈페이지 www.yesuntech.com

9

Company Profile

성명 담당업무 주요 경력

김형태 생산 총괄
• 삼성전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전략물자관리원(KOSTI)

권혜영 신소재 개발
• SK케미칼 R&D
• 한국쓰리엠 기술지원

이상구 재무기획 총괄
• 삼호물산 경영기획
• 넥스트미디어홀딩스 재무회계
• 효정개발 재무회계

신현영 사외이사
• LG전자 마케팅
• 법무법인 골드윈
• 신현영 변호사 사무소

주요 임직원 현황

CEO Profile

전 춘 섭 대표이사

1998년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2000년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석사(MS)

2015년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MBA)

2005년 한국쓰리엠㈜ 마케터

2006년 ~  ㈜예선테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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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력 기반 적극적인 고객 및 시장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

2005.01 
• (주)예선테크 설립

2005.01 
• Motorola 휴대폰향 TBF Die-cut 
공급 시작

2006.01 
• LG Philips LCD 협력사 공급 시작

2007.09
• 구미사무소 개소

회사설립 & 기반구축
(2005~2007)

해외진출 & 사업확장
(2008~2012)

사업구조 개선
(2013~2016)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2017~)

2008.05
• 특허등록 – 표시장치용 가스켓 패드

2008.08 
• 중국 광주 법인 설립
(GZ YeSUN Tech Co., Ltd)

2008.10 
• 특허등록 – 표시장치용 가스켓 패드
(IP범위 확장)

2011.12 
• 무역의 날 표창 및 1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

2012.08 
• 중국 소주 법인 설립
(SZ YeSUN Tech Co., Ltd)

2013.01
• ERP System Grand Open

2013.12
• 무역의 날 표창 및 2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

2015.07
• AEO 인증 취득

2016.06
• 중국 남경 사무소 개소

2016.11
•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2017.01 
• 중국 심천 사무소 개소

2017.05
• 베트남 법인 설립 (YeSUN Tech Vietnam Co., Ltd)

2018.11
•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FTA활용 유공자)

2019.03
• 기획재정부장관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

2019.05
•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YeSUN Tech Indonesia Co., Ltd)

2019.10
• SONY Green Partner 등록(중국 소주법인, 베트남법인)

2019.11
• 2019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은상 수상

설립 후 매출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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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가스켓
패드 사업진출용

중국시장진출
광저우 법인설립

수저우 법인설립

OLED TV 시장진입

중국 TV 시장 진입

AUTO 시장 진입

베트남 법인설립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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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디바이스 생산 공정에서 당사의 고기능 점착소재 적용

Tier A

높은 점착 신뢰성

Tier B

Commodity grade

Tier C

높은 점착 신뢰성+부가기능, Customized Product
Foam pad
보호필름

Gasket Pad
LED Fixing Tape

Foam pad
보호필름

EFR Foam Pad
COF Pad

Foam pad
아크릴 폼 테이프

ESD Tape
Thermal Interface 

Material

TBF (Thermal 
bonding film), 

TIM

LCD(TV/모니터) OLED TV 자동차 에너지

Tier A에
사업 집중

2018년
연결기준매출

주요 제품별 매출 현황

Bonding Tape (30.3%)

COF pad (6.5%)

Foam Pad (27.1%)

상품 (3.3%)

제품 기타 (9.1%)

Protect Film (2.4%)

LED Fixing Tape (7.4%)

Gasket Pad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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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다각화를 통한 Global Coverage 확대

법인 사무소

㈜예선테크

VN YeSUN Tech

GZ YeSUN Tech

SZ YeSUN Tech

남경 사무소

구미 사무소

심천 사무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설립일: 2005년 1월
 생산능력: 1,340,000EA/ day
 생산실적:  293억원
 주력사업 : OLED TV, LCD TV/모니터

 소재지: 베트남 하이퐁
 설립일: 2017년 5월
 생산능력: 670,000EA/ day
 생산실적: 100억원
 주력사업: OLED TV, Auto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설립일: 2007년 9월
 주력사업: 구미고객사영업,

해외CKD 대응

 소재지: 중국 남경
 설립일: 2016년 6월
 사업분야: 남경중소형디바이스

시장개척

 소재지: 중국 심천
 설립일: 2017년 1월
 사업분야: 중국 Local TV set업체

개척

 소재지 : 인도네시아 찌까랑
 설립일: 2019년 5월
 생산능력: 700,000EA/ day
 사업분야 : Auto 및 디스플레이

시장 개척

 소재지: 중국 광저우
 설립일: 2008년 8월
 생산능력: 1,030,048EA/ day
 생산실적: 187억원
 주력사업: LCD TV/모니터

 소재지 : 중국 수저우
 설립일: 2012년 8월
 생산능력: 910,048EA/ day
 생산실적: 55억원
 주력사업 : 중소형 LCD, 태블릿,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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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 개척 (OLED, Auto, Energy), LCD TV, Monitor 분야 고객 확대

매출액 영업이익(률)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25,011 

36,223 

56,748 58,933

2016 2017 2018 2019

CAGR
(2016~2019)

33.1%

(2,999)

1,159 

9,387

7,867

2016 2017 2018 2019

-12.0%

3.2%

16.5%
13.3%

* 연결재무제표 기준



03
Chapter Comparative Advantages

01. Global Coverage

02. 선제적 소재 부품 개발

03. 개발 역량

04. 제조 경쟁력



Investor Relations 2019 │

01│Global Coverage

글로벌 고객으로의 다각화를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

15

OLED/ LCD Display 용 점착 솔루션 Auto 용 점착 솔루션

OLED TV

Customizing

Polarizer OLED Cell Back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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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의 진화 방향을 예측하여 고객의 needs 발생 전 선제적 신제품 개발

A

Narrow bezel model 개발 방향을 예측하여 노트북  Monitor  TV 용
소재를 고객의 needs 발생 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Foam Pad 시장을 선점

B (A의 1/3~1/5 수준)

LCD Panel

Gasket Pad 

LCD Panel

Foam Pad 

일반 Model Narrow Bezel Model

• LCD Panel 전후에 8개 Gasket Pad 부착

•Gasket Pad VPM :  ( 0.5 ) ~ ( 0.7 ) USD 

• LCD Panel 후면에 4개 Foam Pad 부착

• Foam Pad VPM :  ( 0.95 ) ~ ( 1.35 )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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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재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 개발

생산최적화
Material 
Solution

Quality

YeSUN Tech
“Aiming to provide 100 Points Product !”

시장과 재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 개발

글로벌 Top Tier 회사와의 공동 개발로

시장 기술 개발 Trend 예측

효율적 경영 인프라+전략 수립

체계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예선테크 특유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확립 및 차별화된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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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구매가 아닌 자체적으로 개발한 설비를 활용하여 원가 경쟁력 확보

Gap Cutter Gap Slitter

복합 타발기 Roll Pad 제조설비

재료 수율 향상을 통한 원자재 절감 생산량 증대(대량생산) 및 공정 개선을 통한 노무비 절감

수작업 삭제로 노무비 절감 및 품질 향상 새로운 Form Factor 제공을 통한 고객사 자동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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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TV 및 자동차향 전장시장의 폭발적 성장

차량용 인포테인 수요 증가로 인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 예상

P-OLED 적용등차량용OLED 패널시장확대로 고기능점착소재 수요증가

OLED
(Highend)

OLED
(보급형)

LCD
(Highend)

LCD
(보급형)

US$18/
Module

US$5/
Module

US$2.5/
Module

US$1.6/
Module

OLED TV 시장규모 전망 Auto 시장규모 전망

TV용 점착소재부품VPM(Value Per Module/ 55”TV 기준)

724 

1,592 

2,514 

3,600 

6,000 

7,100 

9,350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 자료: IHS Markit (2018)

CAGR
(2016~2022)

53.2%

(단위: 억 달러)

자동차 전장 시장 규모 전망

1,305

2,721

*자료: Fuji Chimera, LG경제연구원 재인용

2013 2025F

파워트레인

xEV

새시

바디

인포테인

(단위: 천대)

(단위: 억 달러)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전망

*자료: IHS Markit (5인치 이상 디스플레이 기준, 포터블 내비게이션 제외)

48.0 
54.6 

67.4 
71.8 

2016 2017 2018 201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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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우위를 토대로 Global 고객사 확보를 통한 지속적 매출 증대

2차전지 A社
AUTO부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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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신규시장 진출_ ① 소형 OLED 용 복합 소재

22

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소형 OLED 시장에 적합한 고기능성 복합 점착 소재 개발

기존 제품

제안 제품

Black Embo 점착제

방수/ 쿠션 기능 필름

점착제

전자파 차폐 방열소재

아크릴 폼

Cu 단면 테이프

Black Embo 양면 테이프

3가지 layer laminating 구조

→일체형 구조로 단순화하여

Cost 및 품질 경쟁력 확보

방수 기능이 추가되어

Module의 추가적 신뢰성 확보
국가
연구과제
수행 중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과제번호 : 1006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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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신규시장 진출_ ② 대형 2차전지용 기능성 점착소재

23

차별화된 전기차용 점착 솔루션 개발

CAGR
(2016~2025)

25.6%

2019년 미국 A社공급

유럽 B社, 국내 C社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 2차전지용 기능성 점착소재 개발 및 공급

2차전지 구성 소재 적층용

Bonding Film 수요 확인

 전해액 노출 시 물성 변화

가 없는 소재 개발 및 공급

2차전지 제조사와 유럽 B社

전기 자동차용 방열 소재

개발 중

방열 소재 : TIM 

Heat Sink

HEAT SOURCE

(단위: 백만 대)

2.84 
3.69 

4.52 

6.12 

8.49 

10.80 

13.47 

16.24 

19.22 

22.13 

2016 2017 2018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2024F 2025F

* 자료: SN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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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성장전략 추진 _ ① 신사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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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기술력 강화

Global 사업경쟁력 확보

자동화 생산설비 증설 및

일괄생산 라인 구축

원가절감 및 영업이익 증가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생산성 향상 차세대 인프라 구축R&D 기반 확장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356-3 
구 사옥 : 4,297 sqm -> 신 사옥 : 8,760 s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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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 26.8% 증대

01│성장전략 추진 _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26

원가 10% 절감

고객만족도 향상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및 Capa 증대를 통한 시장 대응력 향상 및 매출 증대

2020년 상반기 생산투자 규모

설
비
투
자
효
과

생산성 향상 28억

개발 0.9억

2020년 6월 현재 집행 완료, 추가 투자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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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성장전략 추진 _ ③ 연구개발

Damping Solution 

OLED TV 및 Mobile 용

소음/진동 Damping Solution

● 2020년 6월 양산 예정

● Potential 

2,000 mil won/yr

● 고객사

Sony, LGE, Skyworth, 

LGD

차별화된 Solution으로 점착소재부품에서 선두적인 글로벌 리더 지향

Auto Application

전통적인 Cluster 방식부터

LCD Type까지 다양한

Application에 대한 Solution

보유.  Low VOCs를 고려한

Adhesive Solution

●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양산 및 개발 참여

● 고객사

LGE, Continental

OLED TV용 방열 Tape

OLED TV Panel 부착 및

방열 용도

Bubble 없이 전면적 부착

가능한 Solution

● 2020년 2월 양산 시작

● Potential 

1,200 mil won/yr

● 고객사

Panasonic

LCD TV용 도전성 Pad

Panel 에서 발생한 정전기를

제거. 빛 샘 및 이물 방지

용도 Pad 

기존 대비 Soft하며 단가

경쟁력 확보

● 2020년 10월 양산 예정

● 특허 출원중

● 고객사

LGE, Sh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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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요약 재무제표(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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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6 2017 2018 2019

유동자산 15,733 18,261 26,695 35,102

비유동자산 10,538 8,978 8,986 13,469

자산총계 26,271 27,239 35,681 48,571

유동부채 11,419 16,097 19,311 7,526

비유동부채 4,354 2,205 1,532 5,091

부채총계 15,773 18,302 20,843 12,617

자본금 3,210 3,210 3,210 3,300

자본발행초과금 134 134 134 21,574

기타자본항목 (2,500) (2,500) (2,500)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123) (663) (717) (342)

이익잉여금 9,777 8,757 14,712 11,422

자본총계 10,498 8,937 14,838 35,954

구 분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25,011 36,223 56,748 58,933

매출원가 21,487 27,605 38,949 40,342

매출총이익 3,524 8,618 17,799 18,591

판매비와 관리비 6,523 7,459 8,412 10,724

영업이익 (2,999) 1,159 9,387 7,867

기타수익 112 123 992 1,050

기타비용 98 1,137 1,194 2,407

금융수익 510 214 52 154

금융비용 634 1,124 1,256 7,823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3,108) (765) 7,981 (1,159)

법인세비용 (729) 266 2,197 1,823

당기순이익(손실) (2,379) (1,031) 5,784 (2,982)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단위:백만 원) (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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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요약 재무제표(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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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6 2017 2018 2019

유동자산 8,410 10,306 13,974 17,701

비유동자산 18,050 17,176 16,387 20,849

자산총계 26,460 27,482 30,361 38,550

유동부채 10,511 15,856 17,321 5,639

비유동부채 4,354 2,205 1,455 4,291

부채총계 14,865 18,061 18,776 9,929

자본금 3,210 3,210 3,210 3,300

자본발행초과금 134 134 134 21,574

기타자본항목 (2,500) (2,500) (2,500) -

이익잉여금 10,752 8,577 10,742 3,747

자본총계 11,595 9,421 11,585 28,621

구 분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17,894 29,361 29,336 25,475

매출원가 15,547 22,041 18,669 16,069

매출총이익 2,347 7,320 10,667 9,406

판매비와 관리비 4,398 7,609 4,549 3,872

영업이익 (2,051) (289) 6,118 5,534

기타수익 165 86 527 794

기타비용 37 848 2,296 4,723

금융수익 919 81 42 138

금융비용 564 1,084 1,245 7,758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1,568) (2,055) 3,145 (6,016)

법인세비용 (439) 131 1,152 671

당기순이익(손실) (1,129) (2,186) 1,993 (6,687)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단위:백만 원) (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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