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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걸 붙인다, 테이팩스!

LG화학의 테슬라향 배터리 공급 증가

동사는 LG 화학의 테슬라향 원통형 배터리의 1차 벤더로서 2차전지 테이

프를 공급 중. 2차전지 테이프는 모든 2차전지의 공정에 사용되지만, 원통형

배터리가 각형, 파우치형 배터리보다 도포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양의 테이프를 사용. 테슬라향 원통형 배터리의 증가는 곧 동사의 매출 증대

로 이어지며 실제로 2020년 테이팩스 2차전지 부문에서 매출액 YoY 

27.5% 성장, 원통형 배터리향 테이프 매출은 YoY 62% 성장.

2차전지 테이프의 국내 유일 공급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2차전지 산업 속, 2차전지 테이프 공급에 있어서

테이팩스는 국내 독점 기업. 2차전지 테이프 거래액 중 70% 이상을 점유하

고 있으며 국내 유수 2차전지 제조업체(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모두 납품 중

소비재에서도 꾸준한 실적 돋보여

테이팩스의 소비재 실적을 담당하고 있는 유니랩. 해당 제품은 국내 시장

에서 압도적인 점유율(48%)을 보유 중. 매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공헌이익률 또한 50%로 모든 사업부 중 가장 높아 든든한 캐쉬카우의 역할

을 수행 중.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및 배달업에서 포장용기 수요

가 증가해, 공장 가동률은 평균적으로 90%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23년 목표주가 125,575원 제시

단위: 십억

결산 2019 2020 2021E 2022E 2023E

매출액 1126.05 1187.73 1433.5 1732.69 1988.41

YoY(%) 4% 5% 21% 21% 15%

영업이익 82.78 138.421 215.413 261.625 309.108

순이익 76.2975 138 162.562 200.947 237.204

EPS(원) 2047 3177 3455.18 4260 5023

YoY(%) 56% 55% 9% 23% 18%

PER(배) 13.6 12.86 13.78 25.26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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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 및기업분석

기업개요

테이팩스는 1977년 설립된 산업재 및 소비재 테이프 생산 기업으로, 40년 테

이프 외길장인이다. 동사는 2016년 한솔케미칼에 인수되었고, 최대주주는 한

솔케미칼이로서 2017년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플라스틱 접착 처리 제

품 제조와 식품 포장용 랩 및 관련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크게 전자재료

사업부와 유니랩 사업부로 나뉜다. 매출비중은 2020년 기준 전자재료 51%,

유니랩 27.4%, 소비재 21.6%이다.

매출영업이익재무비율

당사의 매출은 부평 공장을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75억 원에

서 2019년 1,116억, 2020년 1,177억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전자재료

사업부의 매출이 2019년과 2020년 각각 YoY +14.7%, +24.8% 증가하여

소비재 부문 매출 감소분을 모두 상쇄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2차전지 수요 증

가에 따라 전자재료 사업부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

다.2018년도 6.94%였던 영업이익률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7.35%,

11.65%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ROE의 경우에도 2018년

~2020년 5.63%, 7.87%, 12.86%로 증가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42.12% 유동비율은 1.7로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TAPEX & EV Battery Industry 

기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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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 및기업분석

1. 유니랩및소비재

유니랩은 식품 포장용 랩을 생산하는 사업부로 2020년 기준 매출 322억으로

테이팩스 전체 매출의 27.4%를 차지한다. 식품 포장용 랩은 가정용과 영업용

랩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업용 랩 시장에서 2020년도 기준 48%의 시

장을 점유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영업용 랩은 식품 가

공 및 포장 업체, 자영업자, 대형마트 등으로 납품되며, 주요 매출처는 농협, 이

마트, 트레이더스 등이 있다.

2019년도 이전에는 평균 공장 가동률이 80%를 웃돌았지만, 2020년도에는

기존의 배달 산업 성장세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언텍트 생활로 배달 및 포장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유니랩은 100%의 생산 가동률을 보였다.

유니랩 사업부는 앞으로도 계속 테이팩스의 든든한 캐시카우가 될 것이라 전

망한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배달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

으며,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기존의 배달 산업 성장세와 배달 문화가 우리 삶

에 높은 비율로 침투한 것을 감안하면 수요가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주로 식품 가공 업체를 거쳐 납품이 되는 단체 급식도 코로나 종

식 후에 재개가 되면 포장에 대한 전체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포장 시장에 유니랩 이외에 크린랩, 럭키랩, 매직랩 등 많은 경쟁사들이 있어 시

장 점유율을 뺏아 오기 힘들다는 점, 이미 공장 가동률 100%을 보이고 있어 공

장을 증설하지 않으면 생산 CAPA를 늘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성장

률을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그림1. 유니랩사업부대표제품

~19 20.1Q 20.2Q 20.3Q 20.4Q 21.1Q

유니랩
공장가동률

80% 95.50% 100% 91% 100% 100%

CAPA 8,800톤/년

배달대행건수(만건) 2017 2018 2019 2020

생각대로 1,341 3,670 8,206 14,940

바로고 1,876 3,032 5,692 13,322

합계 3,217 6,702 13,898 28,262

증가율(YoY%) - 108% 10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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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 및기업분석

소비재 사업부는 주방용품, 장갑, 종이 빨대 등을 판매하는 사업부로 2020년

도 기준 254억 매출로 테이팩스 전체 매출의 21.5%를 차지한다.

다만, 2020년 소비재를 생산하는 부평 공장을 매각하면서 외주 생산으로 전

환하였으며 부평 공장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은 전자재료 사업과 관련하여

R&D, 신규사업, M&A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테이팩스는 코스코페이퍼와 함께 협력하여 스타벅스에 종이 빨대를 납

품하기로 하였다. 해당 부문의 매출액은 종이 빨대 판매액의 30%를 가져오는

구조로 연간 10억 원이 예상된다. 정부는 2022년도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플

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며 이러한 환경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

망이다. 당사는 다양한 주방용품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대표 프렌

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와 협상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향후 종이 빨대의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는 데에 우위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2차전지산업및당사현황

a. 2차전지 공정의 이해

2차 배터리(전지)란 방전된 이후에도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뜻

하며, 현재 리튬이온전지가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리튬이온은 양극

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동하는 화학적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며 이때 양극과

음극이 닿지 않고 전해액에 다른 물질이 침범하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분리막이

필요하다. 때문에 리튬이온전지의 필수요소 4가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라고 할 수 있다.

2차전지 공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뉠 수 있다. 1단계는 앞서 설명한 4대 핵심소

재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을 생산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생산된 이

소재들을 한데 모아 배터리 소자(Cell)를 제작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 3단계에

서 배터리 셀(Cell)들을 다시 모아 특정 프레임에 장착하여 배터리 모듈

(Module) 제작하고,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배터리 모듈(Module)들을 모아

온도제어장치 등을 추가하여 차량에 장착되는 배터리 팩(Pack)을 완성한다.

테이팩스의 테이프는 주로 2단계인 ‘배터리 셀 생산 단계’에서 배터리 전기회

로 탭 커버, 보호, 코팅, 마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동사사업부소개

및산업분석

그림2. 소비재사업부대표제품

KUVIC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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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차전지 제조공정: 와인딩과 스태킹

2차전지 제조공정은 크게 전극공정, 조립공정, 활성화공정으로 나뉜다. 먼저

전극공정에서 음극(Cathode)과 양극 (Anode)을 제조하는 과정의 첫 단계 1)

Mixing에서는 활물질(리튬산화물), 전기전도성을 높여주는 도전제, 그리고

활물질과 도전제를 접착해주는 바인더를 섞어 합제를 생성한다. 다음 2)

Coating 단계에서는 알루미늄 집전체 위에 이 합제를 도포한다. 그 다음 이 합

제와 기재가 잘 붙게 하는 3) Pressing 단계를 거쳐, 사이즈에 맞게 극판을 자

르고 수분을 제거하는 4) Slitting, 건조시키는 5) Drying 단계로 전극공정이

마무리가 된다 .

그림 3. 전기차배터리

2차전지 공정 과정 중 배터리

셀(Cell) 생산 단계에 주로

쓰이는 동사의 테이프

전극공정: Mixing, Coating, 

Pressing, Slitting, Drying

조립공정 중 와인딩 및

스태킹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용도로 쓰이는 테이프

그림 4. 전기차배터리제조공정비교 & 테이핑단계

다음 조립공정은 전극과 원재료를 가공 및 조립해 배터리의 형태로 만드는 단

계이다. 조립공정은 크게 와인딩(Winding)의 방법과 스태킹(Stacking)의

방법으로 나뉜다. 1) 와인딩은 먼저 양극과 음극 사이에 분리막을 넣은 후 이를

돌돌 말아서 젤리롤 (jelly roll)을 만들어 준다. 각형,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 이

젤리롤을 캔에 넣게 되고, 파우치형 배터리의 경우 이를 파우치로 감싼 후 밀봉

한다.

조립공정: 와인딩(Winding), 

스태킹 (Stacking)

KUVIC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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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해질 주입(Electrolyte)까지 해주면 와인딩 방법이 마무리가 된

다. 반면 2)스태킹은 말그대로 일정한 두께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

면 된다. Lamination/Notching 단계에서 양극과 음극으로 단판 극판을 제조

한 다음에 이를 쌓아 올린다. 그리고Tab Welding단계에서 전류를 한곳에 모

은 다음, Packaging, 전지 밀봉을 하고 마지막으로 Degassing 가스 불순물

을 분출해주면 끝이다.

마지막 활성화 공정에서는 조립 공정에서 완성된 전지를 충·방전하여 전기적

특성을 부여해준다. 정해진 온도와 습도에서 일정 시간동안 보관해, 전해액이

고르게 분산해 이온의 이동을 최적화하는 단계를 Aging이라 하며, 충·방전 과

정을 계속 반복하며 배터리의 전압, 저항, 용량 측정, 셀 수명 주기 테스트 진행

하는 단계를 Test라 한다.

2차전지 제조공정 중 당사의 테이프가 사용되는 과정은 조립공정이다. 주로 원

통형, 각형 배터리 생산 방법인 와인딩에서는 롤을 만 다음 끝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안정성을 높여주는 절차로 테이프 사용한다. 파우치형 생산 방법인

스태킹에서도 판들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테이프를 사용한다.

활성화공정: Aging, Testing

그림 5. 2차전지제조공정과주요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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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와인딩방식은 주로 원통형 배터리와 파우치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사용

된다. 말아서 생산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roller를 사용하면 빠른 속도로 생산이

가능하고, 장비로 생산하기 때문에 소수의 인력만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산성

과 경제성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보인다. 그러나 원형, 혹은 타원형으로 마는 방

식이기 때문에 배터리셀 내부 중앙에 공극이 생기고, 배터리셀을 직육면체의

모듈에 축적할 때도 모서리부분에 빈 공간이 생긴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극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때 swelling현상으로 인해 모듈 내부

에 압력을 높여 torsion을 일으킬 수 있고,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스태킹 방식은 곡선배치가 발생되는 와인딩 방식과 달리 층층이 쌓

는 구조이다. 따라서 모듈안에 셀을 차곡차곡 배열하므로, 모듈 및 배터리셀 내

의 공극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듈의 내부에너지 밀도가 거의 100%에

수렴한다. 모듈내 공극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 또한 높다. 그리고 배터리를 얇게

만들어서 설계자유도가 높아 배터리 공급업체의 요구에 따라 구조를 조절하기

에 적합하다. 그러나 층층히 쌓는 방식으로 인해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접는 방

식을 채택하더라도 와인딩 방식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장비 또한 더

정밀한 기술을 요한다. 따라서 생산성과 경제성면에서는 와인딩 방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c. 기업별 공정방식 채택 현황

배터리의 기술발전은 결국 내부 에너지밀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

졌다. 특히 저탄소성장에 발 맞추어 전기자동차 산업이 각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에너지, 고출력의 2차전지 산업이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시장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생산비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

제작 단가가 낮고 빠른 생산이

가능하지만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와인딩 방식

제작 단가가 높고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스태킹 방식

표 1. 2차전지제조공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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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기차 value chain에서 2차전지업체 및 2차전지 소재 기업 등이 우위

를 취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상 전기자동차의 성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

는 것이 배터리 섹터이기도 하고, 현재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

기차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는 상태이다. SNE의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에는

배터리 수가 916Wh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공급량은 776Wh로 예

상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는 배터리의 초과공급현상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특

히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탄소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의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앞으로 bottleneck현상이 더

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국내 2차전지업체신규제품개발현황

전기차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2차전지 수요 꾸준히 늘어날 것

현재 주요배터리 제조사를 보면 LG화학, SK이노베이션, AESC는 파우치형

배 터 리 를 제 조 하 고 , 삼 성 SDI, CATL, BYD, CATL-SAIC 은 각 형 ,

Panasonic은 주로 원통형전지를 제조하고있다. 그리고LG화학은 특허를 받

은 Z-stackiing 기술을 이용한 스태킹방식으로 제조해왔고, 최근 삼성SDI도

스태킹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Panasonic은 와인딩 방식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다. 이처럼 제조방식마다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양쪽 방식의 수

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태킹 방식에도 원통형보다 적지만 테이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후에 스태킹 방식이 우위를 차지해도 테이프의 수요는 계속

될 것이다.

원통형 전지를 사용하는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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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아직까지 원통형이 대세

원통형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roll-to-roll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roll에 말리

면서 도포되는 방식이다. 역시 생산성과 경제성면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원통형 배터리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 간략화, 대면적

화에 매우 유리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형 전지와 달리 전기자

동차에서는 길이와 면적이 큰 배터리가 요구된다. 이런 2차전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스태킹방식이 이런

생산성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한 공정 방식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가능

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수년간은 원통형전지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선두기업인 테슬라는 원통형전지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삼성SDI, LG화학, 파나소닉이 와인딩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원통형 전지를 테

슬라에 유통하고 있다. 현재 시장점유율로 보아 현재는 원통형이 우세하다고

판단된다.

d-1. 테이팩스 2차전지용 테이프 제품

2차 전지에서 사용되는 당사 테이프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셀권취용’으로, 전지의 성능을 유지 및 보호하는 데에 사용된다. 또한 점착성

과 내용제성이 안정적이며 우수한 작업성을 나타내고, 다양한 색상을 사용을

함으로써 제품식별이 용이하다.

다음은 ‘절연용’으로 고내열성이 요구되는 전기절연용도를 포함, 전지의 절연

용도로도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은 ‘양극보호용’으로 이차전지 양극판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며, 양극

판 활물질 끝단부 단차의 크랙 방지 및 절연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가열 후 점착

을 발휘하는 가열 압착 타입과 상온에서 부착이 가능한 상온 점착 타입이 있으

며, 전지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

생산성 경제성 높은 원통형

배터리 한동안은 우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그림5. 차례대로셀권취용 / 절연용 / 양극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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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테이팩스 고객사 및 경쟁사

a. 당사 주요 고객사

당사 주요 고객사는 삼성SDC,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일

본 무라타와 파나소닉 등이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배터리 공급

과 직결된다. 때문에 테슬라향 원통형 배터리의 2차전지 테이프를 테이팩스에

서 납품하게 된다. 즉, 테슬라의 capa 상승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

리 공급의 상승으로, 이는 테이팩스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 테슬라는 올해 중국 생산 라인 70~80% 증설에 따른 공급 물량 확대가 확

실시되었다. 테슬라의 원통형 2차전지 물량 확대로 2차전지용 테이프가 전자

재료 부문에서 실적 견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객사인 LG화학

이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 모터스에도 원통형 배터

리를 공급할 예정인데, LG화학의 원통형 배터리용 테이프 소재를 대부분 담당

하는 테이팩스의 공급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의 장기적인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다만 지난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꾸준히 선방해오던 한국계 3사

가 2021년 들어서는 중국계 업체들의 공세에 다소 밀리는 상황이다. 당분간

중국 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중국 지역에서 CATL을 필두로 한 중

국계 업체들의 거래선 확장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경쟁 여건이 앞으로

더욱 험난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테이팩스가 매출 상승세를 유지하는 방

법은 고객사인 한국계 배터리 3사가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해 공급

량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다.

테슬라 Capa는 중국 생산 물량

확대에 따라 계속해서 높아질

예정

테이팩스 매출 상승세 위해선

국내 기업에만 안주하지 말고

중국 기업도 수출 필요

표 3. 연간누적글로벌전기차용배터리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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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당사 주요 경쟁사

국내 2차전지용 테이프 시장에서는, 테이팩스 제외 '대현에스티', ‘세일하이텍’

이 경쟁하고 있다. 그 중 테이팩스와 대현에스티가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해 현

재까지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기업 전체 매출액으로 보았을 때 대현에스티

가 1464억, 테이팩스가 1187억으로 대현에스티가 더 높지만, 실제 2차전지

용 테이프 매출 비중은 테이팩스가 훨씬 높고, 테슬라향 원통형 배터리 의 1차

벤더라는 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외 테이프 생산 기업인 3M도 마찬가

지로 2차전지용 테이프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2차 전지용 테

이프는 테이팩스가 압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Ⅱ. OCA 산업 및 당사 사업 현황

a. OCA 산업 소개

OCA(Optically Clear Adhesive)는 광학적으로 투명한 점착용 Sheet로 주

로 스마트폰의 커버윈도우와 디스플레이 부착에 사용되는 소재다. 스마트폰이

나 태블릿이 주요 사용처이긴 하지만 최근에 테이팩스에서 자동차 디스플레이

용 OCA가 개발되어 고객사 평가를 거쳐 현재 생산되고 있는 등 앞으로 사용 부

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빛은 재질이 다른 층을 만났을 때 굴절하거나 반사

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빛이 공기. 유리 등을 만나면 반

사 및 굴절 현상이 발생해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최

소화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제품 내에 에어갭을 통과 전후와 비슷한 광학 성질

을 갖춘 재질(광학용 접착제)로 채워주는 것이다.

OCR에서 OCA로 이동한 원인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에 적용하기 힘든

기존의 범용 OCA

그림 6. OCA/OCR 사용에따른빛의굴절변화

출처: 삼성디스플레이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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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의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며 접착 시점의 투명성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될 수 있어

야 한다. 광학용 접착소재는 재료에 따라 크게 아크릴계, 실리콘계, 우레탄계로

나뉘고 형태에 따라서는 양면테이프 같은 필름 형태인 OCA와 비정형의 액상

형태를 가진 OCR로 나뉜다. 소재 중에서는 아크릴계가 투명도도 우수하고 UV

를 이용해 빠르게 굳힐 수 있어 많이 쓰인다. 일반적으로OCA는 형태가 있어 작

업성이 좋고 표면에 고르게 부착되는 장점을, OCR은 액상이기 때문에 부품의

미세한 공기층 제거에 탁월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OCA는 기포가 생길 가능

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OCR의 채택 비중이 더 높았다. OCR은 OCA

보다 시인성과 색인성이 더 높으며, 빛투과율도 4% 정도로 OCA(7%)보다 더

낮고, 두께도 더 얇다. 여기에서의 OCA는 기존의 범용 OCA를 의미한다.

이후에 다시 OCA의 사용비중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있다. 엣지나 폴더블 등의 스마트폰 폼팩터가 등장하면서 OCR의 사용이 불가

능해졌기 때문이다. 곡면 디스플레이에 OCR을 적용할 경우 액상이 흘러나오

기 때문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는 OCA적용이 훨씬 수월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6 엣지부터 OCA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플렉

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해 OCA를 채택한 것인데 기존 범용 OCA을 사

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OCA를 디스플레이에 붙이는 과정에서 OCA

필름이 갖는 고유의 탄성적 성질로 인해 단차에 따른 공극(에어갭)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극은 눈으로 시인성을 떨어뜨리고 커버 윈도우 전역으로

이동해 불량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곡면을 갖는 윈도우의 경우

곡면 각도로 인해 공극이 발생하기 더 쉬우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

요했다. 기존의 범용 OCA가 갖는 문제점이 또 있었다. OCA를 이용해 아래의

그림처럼 필요한 각 구성품들을 부착한 이후에 기포가 확인되는 등 불량으로

판정되면 점착제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OCA는 표면 보호층으

로부터 점착제의 잔류물이 쉽게 제거되지 않고, 제거 이후에도 잔류물이 남아

있어 해당 보호층을 재활용할 수 없거나 재활용을 위한 추가 공정이 필요했다.

재활용을 위한 공정이 과도하게 요구되면 공정의 효율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착소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스마트기기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생긴 두께 축소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2차경화 OCA이다. 2차 경화 OCA는

두께에서 장점을 가질 뿐 아니라 범용 OCA보다 표면 경도는 낮지만 전체적인

강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단차 극복에 유리하다. 또한 점착제 잔여물을 남기지

않고 분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OLED에는 2차경화

OCA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개발된 OCR은 플렉서블

적용 불가능. 

폴더블 제외한 플렉서블에는

2차경화 OCA가 쓰일 것으로

예상. 

범용 OCA의 단점을 보완한

2차경화 OCA 등장

KUVIC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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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OCA는 OCR에 비해 10배정도 가격이 높다. 2차 경화 OCA는 범용 OCA

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OCR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플렉서블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OCR이 개발되지 못해, 엣지 등 플렉

서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2차 경화 OCA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삼선 SDI에서 5년 동안의 연구 끝에 FOCA(폴더블용 OCA)를 개발하

였는데 FOCA의 가격은 범용 OCA대비 30배이다. 따라서 폴더블을 제외한 플

렉서블 디스플레이에서는 여전히 2차경화 OCA의 사용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

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2차경화 OCA 시장에서 테이팩스가 점유율을 늘리며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 OCA 산업 현황 및 전망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OCA는 크게 범용과 2차 경화로 나누어진다. 범용 OCA

의 경우 3M, 티엠에스, 등 다양한 제조사가 국내외로 당사와 경쟁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당사 역시 2016년 한솔 케미칼에게

인수되면서, 범용 OCA 생산 능력을 늘렸지만, 범용 OCA 기술이 가지는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투자 대비 매출 증대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반면, 2차 경화 OCA의 경우는 다르다. 현재 2차 경화 OCA 시장은 3M이 독

점 중이다. 삼성 SDC 역시 3M으로부터 해당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공급 이

원화를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 및 비용 절감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에 발 맞

추기 위해 율촌화학, TMS 등 국내 6개 업체가 2차 경화 OCA 개발에 도전하였

으나, 모두 실패하고 2017년에 테이팩스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에 성공하

였다. 2차 경화 OCA의 경우 기술장벽이 상당히 높고, 현재 이를 상용화하여 납

품 중인 업체가 3M으로 유일하다는 점에서 2차 경화 OCA 기술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은 테이팩스가 분명한 경제적 해자를 보유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3M에 이은 두번째 2차 경화

OCA 개발 및 생산업체로 명확한

경제적 해자 가지는 것으로

보여…

FOCA 시장 진출은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앞으로 플래그쉽

모델로의 진출 가능성 열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농후함

KUVIC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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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범용 OCA와 2차경화 OCA의사용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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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경화 OCA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OLED 패널 생산을 위한 주요

부품이다. OLED 패널을 적용한 스마트폰은 16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해, 19년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1/3을 차지했다. 더불어 OLED 시장 자체도 전

년 대비 40% 가량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

다. 글로벌OLED 패널 시장은 SDC(삼성디스플레이)가 80~90% 가량 점유

하고 있는데, 19년도 부터 SDC로의 2차경화 OCA 공급 루트를 확보하였다.

점차 OLED를 활용한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많아짐에 따라 2차경화 OCA부문

매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 OCA 부문 당사 BM 및 사업 전망

KUVIC 1조
TAPEX & EV Battery Industry 

표 4. OLED 시장규모

테이팩스 OCA 관련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C이다. 2차경화 OCA의 상용화

및 생산에 성공한 2019년 삼성 SDC의 1차 vender로 선정되었고, 이후로 당

사의 제품을 납품중인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플랫 타입(납작한 디스플레이)

에 들어가는 2차 경화 OC를 공급하였으며, 아직까지는 플래그십 모델이 아닌

보급형 라인업(A시리즈)에 사용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테이

팩스 제품이 2차 퀄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해당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3M이

독접하고 있는 플래그십 모델로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20년 하반기

부터 이어져왔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앞으로 삼성향 OCA 판매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FOCA(플렉서블 폰 전용 OCA) 관련하여서 테이

팩스가 삼성에 납품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나, 테이팩스 IR에 따르면

FOCA의 경우 19년도에 삼성 SDI가 자체 개발한 제품이 이미 삼성 내 공정에

사용되고 있어 FOCA 시장으로의 친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플렉

서블 외 견조한 수요처에 테이팩스가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3M 독점 채제 아

래 삼성 SDC가 공급 이원화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테이팩스는 이원화 수혜

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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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삼성 SDC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샤오미, 화웨이에 OCA

를 납품중이기도 하다. 현재 말레이시아, 중국에 종속회사를 각각 가지고 있으

며, 두 회사를 통해 현지에 OCA및 이차전지 관련 제품을 납품 중이다. 특히, 중

국의 TAPEX Technology(Shenzhen) Co.를 통하여 샤오미 및 화웨이의 스

마트폰에 들어가는 OCA를 공급 중이다. 올 해 1분기 화웨이가 생산과 판매에

차질을 겪으면서 다소 매출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화웨이 공백을 메

우기 위한 오포, 비보등 중국의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업체의 산 규모가 확대되

면서, 돌아오는 2분기에는 중국 법인의 매출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

국 보급형 스마트폰의 경우, 플렉시블 OLED 보다, 리지드 OLED (기존 플랫

타입)을 주로 사용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약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중국으로의 직수출뿐만 아니라, 삼성SDC를 통한 간접 수출 역시

기대해볼만 하다.

3. 투자포인트

1. LG화학의 테슬라향 배터리 공급증가

동사는 LG화학의 테슬라향 원통형 배터리의 1차 벤더로서 2차전지 테이프를

공급하고 있다. 2차 전지 테이프는 배터리 종류와 무관하게 들어가지만, 도포

면적이 넓은 원통형 배터리는 특히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스태킹 방식을

취하는 파우치형 배터리에서는 마감용테이프만 사용되지만, 와인딩 방식의 원

통형은 셀 권취용 테이프가 사용되어 면적에 비례해 매출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2019년 말 테슬라가 LG화학에 원통형 배터리를 수주하며, 파나소닉-테슬라

의 견고한 동맹이 깨졌다. 작년 한 해 CATL과 중국 테슬라 물량에 배터리를 납

품하며 입지를 다졌고, 올해 생산될 모델 Y에는 경쟁사인 CATL, 파나소닉을

제치고 단독으로 전량 납품하게 됐다. LG화학이 테슬라 물량의 대부분을 납품

받는 것은 곧 동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2020년 테이팩스 2차

전지 매출 YoY는 +27.5% 성장했고, 2021년에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 테이프

매출만 YoY +62%로 추정된다.

작년 9월 23일, 머스크 CEO는 당시 LG화학 등이 공급하는 원통형 배터리셀인

2170(지름 21㎜ x 높이 70㎜) 대비 두배 이상 큰 셀을 개발해 생산 비용을 낮

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4680(지름 46㎜ x 높이 80㎜)’으로 명명한 이 배터리

셀은 기존 에너지의 5배, 파워 6배, 주행거리 16%를 늘려준다.

KUVIC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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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 배터리 본격 양산될

2022년 동사 매출 2배이상 증가

전망

고객사 납품 증가에 맞는

CAPA확충

전기차 배터리용 85억 규모

생산라인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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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18개월 뒤 전기차용 배터리 가격을 56% 낮출 것이라는 목표도 제시

했다. 테슬라는 독일, 미국 등에 자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지만 파나소닉 LG화

학에도 적극적으로 물량을 줄 것임을 암시했다. 실제로 LG화학은 3Q2020 컨

퍼런스콜을 통해 기존 대비 에너지밀도 5배, 출력 6배의 신규 폼팩터 제품 생산

의지를 밝혔는데, 이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로 해석 가능하다.

4680배터리는 현재 테슬라가 사용중인 2170배터리보다 원기둥 둘레의 면적

이 2.5배 더 증가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동사의 매출 또한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원통형 배터리는 면적에 비례하여 테이프를 사용하게 되

기 때문에, 단면적이 2배가 되면 그만큼 테이프 사용이 늘기 때문이다. 테슬라

의 4680배터리의 생산계획 CAPA 가 30GWh이상이고, 증설 중인 자체공장

이 10GWh라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원통형 배터리 생산이 가능한 LG화학

에게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동사가 납품하는 양극재 테이프는 리드에 붙

여주는 것이므로, 면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셀권취용 및 절연용 테이프의 사

용면적만 증가하며 보수적으로 기존 2170모델보다 매출이 2배가 된다. 2021

년 양산 예정이었으나 6개월 정도 지연되어, 2022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

생할 것이며 2022년 현재 대비 원통형 배터리 매출 2배인 612억, 2023년에

는 2.75인 840억으로 추정된다.

작년 10월 동사는 85억 규모 전기차 배터리 관련 테이프 공장 CAPA 증설을

공시했다. 기존의 생산라인 6개에서 2개 추가되며, 2021년 8월에 완공예정이

다. CAPA증설에 드는 비용은 부평공장 매각대금 320억원으로 충당한다. 부

평공장에서는 OPP테이프 등 소비재를 직접 생산했는데, 공헌이익율이 25%

로 매우 낮아 영업이익율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소비재 사업부를 전부 OEM

으로 전환하며, 그 대금으로 고수익성의 전기차 배터리의 CAPA를 증설하는데

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CAPA는 공장증설보다 생산라인을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고객사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 가능하여 LG화학의 원통형 배

터리 납품증가에 따른 수혜를 안정적으로 받을 것이다.

2. 소비재 부분 유니랩의 꾸준한 실적, 캐쉬카우 역할 톡톡히!

테이팩스의 유니랩 제품은 국내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48%)을 자랑한다.

매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공헌이익률 또한 50%로 사업부 중 가

장 높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정 및 배달업에서 포장용기 수요가 증가

해, 평균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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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이 보급되었지만, 거리두기 정책 등 여전히 포장수요를 증가시키

는 유인이 남았다는 점에서 올해 매출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찍힐 것으로

예상한다. 동사의 유동비율은 2이고, 부채비율은 약 40%로 재무건전성이 돋

보이는데, 이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유니랩 매출에 기인한다.

3. 2차전지 테이프의 국내 유일 공급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2차전지 산업 속, 2차전지 테이프 공급에 있어서

테이팩스는 국내 독점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2차전지 테이프 거래액 중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 2차전지 제조업체(삼성SDI, LG화

학, SK이노베이션)에 모두 납품 중인 것을 마지막 투자포인트로 꼽는다.

4. 리스크

1. OCA 부문 퀄 승인 불발에 따른 리스크

테이팩스에서는 2019년에 삼성 갤럭시A 시리즈에 oca를 총 60억 원 규모

로 납품했지만, 2020년 이후로는 삼성 대표 모델에 oca 승인을 받지 못한 상

태이다. 이 부문의 경우 승인이 이루어져야만 매출의 인식이 가능하나, 삼성디

스플레이와 삼성전자 두 회사 측에서의 승인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21년 2분기부터 납품의 가시성이 높아짐을 동사 IR를

필두로 회사측에서 강조한 바 있으나, 올해 중으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동사의 매출은 Valuation에서의 ‘Bear’ 시나리오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만,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는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이

로 인해 하반기에 승인이 지연된 것이 있고, 더불어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OCA 부문의 퀄 승인을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2.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테슬라 측 매출 타격 가능성

테슬라 차주의 상하이 모터쇼 기습 시위 이후, 5월 초순부터 중국 내에서 반

테슬라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로 인해 4월 중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총 2만 5

천 845대로 약 27% 급감하였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에서의 반테슬라 여

론은 미중무역전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CATL과 비야디 등 중국산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가하고자 중국 측에서는 테슬라에 관세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

으며, 이러한 분쟁의 결과 테슬라 측에서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확장 계획

을 포기한 적이 있다. 이러한 테슬라의 리스크는 자연스럽게 테슬라향 매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테이팩스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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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테슬라 측에서는 이전에 적극적으로 캐파를 확충하던 중국 말고도 유럽,

미국 등지에 공장을 세우며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어 중국 내의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데미지가 크지 않은 일이다. 4월의 매출액

감소 역시 불매운동보다는 자동차 시장의 분기별 판매 특성과 연관되었을 가능

성이 더 높다. 4월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의 주문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시기로

물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실제로 4월 중 상하이 공장에서는 라인을 업그레이

드하면서 2주간 몇 개의 라인을 멈추었음에도 오히려 전월보다 생산량이 증가

하였다. 덧붙여,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내 소비자의 불매운동에 대하여 테

슬라는 가격을 낮추는 등 프로모션을 통해 이를 쉽게 회복시킨 선례가 있다.

2018년 중 중국으로부터 40%의 보복관세를 물었을 때에, 테슬라는 모델X와

모델S의 가격을 12~26% 인하했고, 그 다음 해 어닝서프라이즈가 일어났다.

5. 밸류에이션

2차전지 배터리 관련 매출은 1) 원통형 배터리, 2) 각형 및 파우치형 배터리

로 분류하여 추정했다.

원가율은 역산하여 '테이팩스의 원통형 매출/LG화학 원통형 GWH의 매출'

의 값으로 추산할 수 있다. ‘테이팩스의 원통형 매출’의 경우 동사의 EV향 매출

이 306억원인데 그 중 원통형 배터리의 매출이 80%이므로 244.8억원이다. 

‘LG화학 테슬라향 GWH의 매출’의 경우 ‘GWH당 원통형 배터리 수익’에 LG

화학의 실제 생산 GWH를 곱해주었다. 1GWH당 1000억~1500억의 배터리

배출이 발생하므로 1GWHH 당 평균 1250억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했

다. 또, LG화학의 2020년 EV 공장 평균 가동률은 58.9%로, 생산 가능 CAPA

에 곱해주면 11.78GWH이고, 여기에 1250억/GWH를 곱해주면 ‘LG화학 원

통형 GWH의 매출(14725억)’을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원가율 1.6%(245억

/14725억)를 도출해냈고, 1GWH당 20억(1250억*1.6%)의 매출이 발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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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의 측면

추산한 원가율을 기반으로, CAPA 증설에 바탕으로 한 매출추정을 진행하였다.

1.2.1 CAPA

2020년 기준 LG화학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 CAPA는 20GWH로 중국 난징

15GWH, 한국 오창 5GWH다. 2023년까지 60GWH로 CAPA를 확장할 계

획이므로 총 40GWH의 CAPA가 증가되고, 매년 평균적으로 13.3GWH가 증

가한다고 가정했다. 추가 될 CAPA 중에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 납품을 위한

공장이 약 10GWH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컨퍼런스 콜

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 등과 협력해, 4680 배터리의 공급량을 현

재 계획보다 2배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일 베를린, 미국 오스틴에서

연 10GWH생산 가능한 공장을 구축 중인데, 20GWH만큼의 CAPA가 더 늘어

날 것이고 그 중 10GWH만큼이 LG화학의 CAPA로 충당할 것이라 가정했다.

4680배터리 관련 CAPA는 원래 예상했던 2021년보다 6개월 지연될 되었다

는 점을 감안하여, 2022년에 5GWH, 2023년에 5GWH가 추가될 것이라 가

정했다.

한편 증설되는 CAPA 중 10GWH는 테슬라의 21*70 46*80 정책과 관련

이 있다. 테슬라 측에서는 배터리 셀 크기를 기존의 21*70에서 46*80으로 대

폭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이

용하여 테이팩스 측에 안정적인 매출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원기

둥이 직경이 21, 높이가 70에서 각각 46, 80으로 증가했을 때 이를 둘러싸는

직사각형 부분의 면적은 약 2.503(직경*3.14*높이)배 증가하므로 이는 테이

팩스의 매출 증가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셀에서 양극재 등의 크기는 변하지 않

고 셀권치용 테이프의 Q만 늘어나므로, 2.503배에서 보수적으로 Discount하

여 2배로 계산하였다.

1.2.2 가동률

2020년 LG화학 EV 배터리 공장 평균 가동률은 58.9%이다. 테이팩스의

1Q2021매출이 비수기임에도 4Q2020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고객사인 LG

화학의 공장가동률도 소폭 상승했을 것으로 가정해 2021년 LG화학의 공장 평

균 가동률을 60%라 가정했다. 매년 CAPA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만큼 테슬라, 

루시드모터스 등 원통형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업체들의 수요를 감안할 때

평균 가동률을 동일하게 60%라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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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형 및 파우치형

각형, 파우치형 배터리향 매출추정 논리는 동일하게, (2020 각형 배터리 매출)

* (예상 CAPA증가율)로 추정했다. 각형 배터리의 주요 고객은 삼성 SDI로,

2020년 말 기준으로 삼성 SDI의 CAPA는 39 GWh다. 2023년까지

56.2GWh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평균 18.7GWH씩 증가한다고 가

정했다. 파우치형 배터리의 주요 고객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으로 둘의

CAPA를 합치고 증가율을 구했다. 2020년 기준 LG화학의 파우치형 배터리

CAPA는 100GWh, SK이노베이션은 20GWh이다. LG화학은 2023년까지

200 GWh, SK이노베이션은 85GWh까지 CAPA를 확충할 계획으로, 각각 연

평균 33GWH가 증가할 것이라 가정했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수요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자동

차 OEM 업체들이 내연기관보다 전기차 생산에 대한 의지가 더 확고하므로 전

기차 배터리 납품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다만, 각형 및 파우

치형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폭스바겐,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지연

을 고려해 2021년 각 매출액에 5%할인율을 적용했다.

전자재료 기타 매출추정

기타부분에 포함된 것은 무라타의 전동공구 배터리에 납품되는 테이프, 반도체

공장 관련 테이프 매출이다. 2018, 2019년도 매출을 비교해봤을 때 기타 매출

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장의 업황에 영향을 받으므로, 2020년 매출에 ICT

인사이츠의 시장 성장률 19%를 곱해주었다. 2022년 2023년 시장의 성장률

은 2021년의 성장률 19%를 적용하는 것보다 2020년 2021년 매출의 평균을

적용했다.

OCA 매출추정

OCA 매출추정을 위해 2019, 2020년 매출을 먼저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에는 삼성에 갤럭시A 시리즈에 oca 납품을 진행했었다. 갤럭시A향 매

출은 60억 정도로 잡힌다. 나머지 30억은 삼성 SDI에 팔아서, 삼성이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에 판 제품들이다. 따라서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기에 중국향 매

출이라고도 인식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삼성 대표 모델에 oca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80억이 찍힌 이유는 oled 시장 자체의 성장

률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중국과 삼성 저가형 모델에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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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의 매출은 bull/bear 케이스로 나눠서 추정할 것이다. 기본적으

로 OLED 시장성장률은 따라간다고 가정한다. BULL케이스는 OLED 시장성

장률의 영향도 받으면서 동시에 삼성 대표 시리즈 중 하나인 갤럭시 시리즈

oca 승인을 받는 시나리오로, 2020년 매출 * (1+시장성장률)에 + 60억 원을

합쳤다. 한편 BEAR 케이스는 삼성 메인 시리즈 OCA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즉 시장성장률만 따라간 시나리오다. 이는 2020년 매출 * (1+시장성장률)이

다.

유니랩 및 소비재 매출추정

1. 유니랩

유니랩 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CAPA의 (8.8 백만 제곱미터) 

변화, 공장증설의 가능성이 없다. 매년 공장 가동률이 90~100%로 연매출

300억원대를 유지하며 공헌이익율은 50%(IR)이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로 인해 가정에서 유니랩 제품의 소비가 증가했고, 나아가 배달음식의 수요가

증가하며 매출액이 YoY 3.5% 증가했다. 또한, 유니랩의 1분기 매출은 전년동

기대비 7%증가했다. 2021년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수급속도가 더디고 국

내 거리두기 정책이 유지됨에 또한 유지됨에 따라 2021년 매출은 작년과 동일

하다고 가정했다. 2022년부터는 코로나 이전 상황과 유사하지만, 배달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하여 2019년 매출보다는 높을 것이라 판단해, 코로나 이전

2019년과 이후 2020년의 매출의 평균으로 가정했다.    

2. 소비재

소비재는 2019년 부평공장 매각 후 100% OEM으로 전환하며 매출액이

YoY 21.6% 감소했다. 기존 공장에서만 생산 가능한 몇몇 제품을 생산하지 못

한다는 점이 매출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1년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 예년

과 같은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지만, 유니랩과 마찬가지로 2020년의 코로

나로 인한 매출증대분을 3.5% 할인해주었다. 2022년은 6월부터 전국 프랜차

이즈 종이 빨대 의무사용정책에 시행되는데, 스타벅스에 종이 빨대를 코스코페

이퍼와 협력하여 납품하는 동사도 수혜를 입는다. IR 통화 결과 약 10억원의 고

정 수익을 얻어, 2022년에는 5억을, 2023년에는 10억을 더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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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정

고정비와 변동비 대부분의 계정들은 역사적 데이터를 따르거나(고정비) 매출

의 증가에 비례하여(변동비) 비용 처리했으며, CAPA의 증설과 유의미하게 관

련이 있는 감가상각비와 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비용 처리하였다. 우선

2022~2023년 추가 생산라인 증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분을 처리하기 위

해, 기업 자율공시를 참조하여 현재 증설은 모두 원통형 배터리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는 감가상각비를 최대화하는 보수적 추정이다. 매년 원통형

배터리 관련 CAPA를 85억 원씩 증설하는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

이 정액법으로 산출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잔존가치는 토지를 제외한 기초

장부가액의 15%로 이를 제외했으며, 내용연수는 건물과 기계장치의 가중평균

인 15년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는 매년 4.816억 원씩 추가된다. 생산라인 투

입 및 신입사원 채용에 따라 인건비 또한 증가분을 비용 처리했는데, 2021년

중의 매출증가분에 비례하여 산출시켰다.

소재 관련 비용의 경우 원재료 원가 상승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테이프의 원

재료인 PP나 PI소재의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산업특성상 가격에 이를 전가해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마진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3년간의 평균법인세율 중 가장 높은 연 22%를 부여했다. 참고

로 2020년 중 영업이익보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높고, 다른 해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부평공장 매각으로 인한 평가이익과 법인세

공제와 보조금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정주가산출

동사의 PEER로 율촌화학을 제시한다.

율촌화학은 본래 라면 포장 봉지를 제조하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2차전지

파우치형 필름까지 제조하고 있다.

사업 부문이 2차전지향과 소비재 둘로 나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율촌화학은 국내 유일한 2차전지 필름 생산 기업으로, 테이팩스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테이프 시장과 상황이 비슷하며, 2차전지 필름도

파우치형 공정 과정 중 원가 비중이 단 1%에 불과하다.

소비재 쪽인 포장지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포장＇수요가 증가하며

든든한 캐쉬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다.

KUVIC 1조
TAPEX & EV Battery Industry 



고려대학교 가치투자동아리

최근 삼성SDI의 하이테크 파우치 배터리 필름퀄을 통과했는데, 이는 추후에 새

로 양산하는 배터리에 율촌화학의 필름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을 의미

한다. 마치 테이팩스 OCA가 삼성디스플레이에 남품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까지 유사하다.

이러한 이유로 율촌화학의 PER 25.26 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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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 case Bull case

발행주식수 4,717,650 발행주식수 4,717,650

현재주가 55200 현재주가 55200

EPS 4451 EPS 5023

PER 25.26 PER 25.26

Target Price 112432.3 Target Price 126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