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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디스플레이용 접착제 시장현황

-. CMRI 점•접착제 시장분석 및 전망(2015) 보고서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LED, 반도체,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접착제를 

   고기능, 고부가가치인 스페셜티 접착제로 선정하여 시장현황을 분석하였음.

-. 2014년 기준 디스플레이용이 57.5%로 수량 측면에서 가장 높고 기술개발과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시장임.

-. 또한 OCA와 OCR은 수요와 공급측에서 기술적합도 및 가격면에서 관심이 높은 시장이며 디스플레이용 접착제 시장에서 채용율이 높아지는 제품이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 및 공급사와 수요기업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시장임.

-. 시장 조사 및 기업분석을 진행하면서 OCR 시장이 OCA보다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급기업분석을 통해 해당 시장의 발전방향을 파악하려고 함.

-. OCA의 가격경쟁력과 플렉서블디스플레이의 상용화 속도가 더딘점을 비롯하여 향후 2019년까지는 OCR의 채용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시장 선점 기간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가능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면 OCR이 OCA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OCR 공급기업 분석을 통해 해당시장의 경영전략 및 시장진입전략에 대해 분석해보려고 함. 국내 스페셜티 접착제 시장(2014)

(M/T, %) OLED봉지재 2             
CAGR CAGR OCA 321       

2010 2014 2019(E) 14/19 2010 2014 2019(E) 14/19 OCR 1,330     

*OLED LED봉지재 105       

봉지재 DAF 252       

자동차 구조 990       

Overview

2.2          6.2          23.0% 0.4%

스페셜티 접착제 종류
국내 시장규모 구성 비율

디스플레이용

1.4          0.1% 0.1% 5.2%

**OCA 66           321         355         2.0% 19.7% 10.7% 5.4% -12.7%

시장현황

CMR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ifferent Solutions 12

국내 스페셜티 접착제 시장(2019(E))

OLED봉지재 6             
OCA 355       

OCR 3,260     

335         3,000      6,548      16.9% 100.0% 100.0% 100.0% LED봉지재 122       

Source) CMRI DAF 435       

*OLED 봉지재: 1000㎡당 약 770g의 OLED 봉지재가 사용되는 스마트폰용을 기준으로 환산했음. 자동차 구조 2,370     

**OCA: PSA 두께를 75㎛로 가정해 ㎡당 75g 채용을 기준으로 환산했으며 국내 생산량이 아닌 국내 수요량 기준임.

***DAF: DAF 1장은 12인치, 장당 28g 채용을 기준으로 환산했음.

Source) CMRI

OCR 40           1,330      3,260      19.6% 11.9% 44.3% 49.8% 2.3%

36.2%

LED용 LED 봉지재 37           105         122         

6.6%

3.0% 11.0% 3.5% 1.9%

252         435         11.5% 47.4% 8.4%

1.9%

총 합계

-4.6%

자동차용
구조용
접착제

32           990         2,370      19.1% 9.5% 33.0%

-11.8%

반도체용 ***DAF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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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스플레이용 접착제 주요기업 분석

3-1. Dexerials

3-1-1. Dexerials (본사) (100만¥,%)

Performance

2013 2014 CAGR 2013 2014 CAGR 2013 2014 CAGR 2013 2014 2013 2014 CAGR

1) 부문별 실적 광학재료부품 28,613   29,048   1.5% 2,366     3,695     56.2% 5.1% 6.7% 29.8% 2,142     1,326     759       1,283     69.0%

전자재료부품 34,693   36,459   5.1% 7,193     7,715     7.3% 6.2% 8.4% 34.4% 2,046     1,892     1,242     1,201     -3.3%

합계 63,306  65,507  3.5% 9,559    11,410  19.4% 11.4% 15.1% 32.3% 4,188    3,218    2,001    2,484    24.1%

2) 지역별 실적

2013 2014 CAGR 2013 2014 CAGR

일본 20,252   17,203   -15.1% #VALUE! #DIV/0! #DIV/0!

중국 20,915   21,725   3.9% #VALUE! #DIV/0! #DIV/0!

한국 - 9,953     - - #DIV/0! -

타이완 10,706   10,445   -2.4% #VALUE! #DIV/0! #DIV/0!

기타 11,432   6,179     -45.9% #VALUE! #DIV/0! #DIV/0!

합계 63,305  65,505  3.5% #VALUE! #DIV/0! -

매출 경상이익 영업이익률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매출 매출비중

중국

타이완

일본

한국

지역별 매출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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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조정 및 생존 전략

13/14 ①사업 포트폴리오 ②지역별 집중 ③기술 개발 방향

(100만¥)

자산 매출 일본 중국 한국 타이완 (100만¥)

2013 15,330   47.0% 17,290   53.0% 2013 #VALUE! #VALUE! - #VALUE! R&D 투자 R&D 투자비율

2014 15,996   48.5% 16,966   51.5% 2014 #DIV/0! #DIV/0! #DIV/0! #DIV/0! 2014 4,505     6.9%

내용

(광학재료부품사업) -.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음 -.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투자 전개

(전자 재료 부품 사업) -. 산학협력 기술개발

-. 생산거점을 2013년 중국으로 이전

(전사적 자산) -. 2014년 주요 R&D 성과

Source) CMRI

광학재료부품 전자재료부품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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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E

①전략 -. 가치 극대화 전략을 바탕으로 강점과 노하우 강화 -. 글로벌 체계확립을 위한 전사적 경영체제 강화 -. 자동차, 환경, 생명과학, 통신, 반도체 분야 등으로 사업영역 확대

-. 성장전략:

-. 개선전략: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경영 상장진행

②전술 -. 원재료 안정된 공급원 확보 -. 전문성이 높은 글로벌 인재의 육성과 확보 -. 자동차 분야:

-. 환경/생명 과학 분야

-. 성장전략 : -. 정보시스템 투자 실시

-. 통신반도체 분야

-. 개선전략 : 일

-. 개선전략

Source) C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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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별 영업이익률 비교 연구개발 생산체제

-. 단계별로 각 사업부의 설비 공정을 개발하고 각 사업부로 이관 후

광학재료부품 사업부 전자재료부품 사업부    각 사업영역에서의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음 

-. 솔루션 거점을 카누마(일본), 소주(중국), 한국(서울)에 설치하고 

   고객의 생산 공정에 맞는 대응을 가능하게 함.

   또한 제품의 개선과 개발에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조율함.

판매체제

-. 판매는 두 사업이 공동으로 진행함. 

-. 최종제조업체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뿐만 아니라 장비제조업체와

   EMS와도 연계하여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신제품 투입시에는 외부에서의 분석과 모방이 매우 어려운

   고기능 재료와 그 성능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결합한 솔루션 개발

-. 고객에게 특허를 무상 제공하고 고객의 생산설비 도입을 지원하여

   제조 공정의 표준화를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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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스플레이용 접착제 주요기업 경쟁력 분석

4-1. 경쟁사 시장경쟁력 분석
Star 0 개 Cash cow 1 개 ? 1 개 Dog 3 개

韓 시장 '13-'14 영업 Stage 1 R&D

글로벌 한국 단위 점유율 성장률 이익률 ∙ 시장선도기업
Dexerials 달러

Kyoritsu 달러

Hitachi 달러

3M 달러 ∙ 후발기업
DuPont 달러

한솔케미칼 달러

기타(DELO 포함) 달러

Stage 2 Sales

∙ 시장선도기업

OCR
OCR evaluation Growth Strategy

아이템명
시장규모(2014 수요 기준)

Median

StarCash 
Cow

∙ 후발기업

Stage 3 M&A

∙ 시장선도기업

∙ 후발기업

?Dog

수

익

성

성 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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