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설명서와 아시아크라우드펀딩 페이지 내에서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투자의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되며, 아시아크라우드펀

딩에서 발행되는 모든 증권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자 위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투자설명서 (주식) 
28th February, 2020 
                                                                                                                                                                                                                                                                                                                                                                                                                                                                                                                                                

 



 

투자설명서와 아시아크라우드펀딩 페이지 내에서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투자의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되며, 아시아크라우드펀

딩에서 발행되는 모든 증권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자 위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투자 위험 고지(청약 시 유의사항) 

본 투자위험고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 117조의 7 제 4항에 의거하여 귀하

가 주식회사 아시아크라우드펀딩(이하 “아시아크라우드”)에 청약 주문을 하기 전,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아시아크라우드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교부 내용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

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부담하는 설명의무(자본시장법 제47조)와 유사한 효력을 지닙니다. 

 

1. 투자자는 본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되므로 원금손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

다. 따라서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발행인이 제시한 예상 수익과, 귀하가 예상

하거나 기대하는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얻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투자자는 아시아크라우드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

과 온라인소액투자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위 발행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청약 거래의 중개 역할만 하므로, 직

접 증권을 발행하거나 주금을 납입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 투자자는 아시아크라우드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

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

료 전에 정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4. 투자자는 아시아크라우드가 온라인소액중개 플랫폼으로써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단순 중개자로

서의 역할만 수행하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을 보전하는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위험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5. 투자자는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

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귀하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6. 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 117 조의 10 제 7 항에 따라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7. 투자자는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모집예정금액의 80% 미달 시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투자자는 기타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아시아크라우드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수수료(아시아크라우드 웹사이트 이

용료 등)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증권금융 등 투자예치금 계좌에 청약증거금 용도의 자금을 이체할 때 

이체 수수료가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2)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하거나, 전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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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아시아크라우드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법적으로 설정 가능한) 청약 시 합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선착순, 금액

순, 전문투자자순 등)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 과 조건에 따라 청약의 우대 및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위 사항들은 청약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과 제도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내용 및 사안 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사항이 전부 기술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내용은 관계법규 및 아시아크라우드의 투자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는 청약 

주문 거래와 관련된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보와 투자설명서에서 작성된 내용에 근거하여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셔야 하며, 아시아크라우드 

에서 발행되는 모든 증권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자 위험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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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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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핵심 정보 

1. 발행기업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피에스택 업종    제조업, 도소매 / 전자제품 외 

대표자 윤 홍 상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20 

설립일 2017 년 02 월 14 일 자본금 1,180,000,000 원(2020. 02. 27. 기준) 

임직원 수 17 명 발행주식수 2,360,000 주 

홈페이지 www.pstag.co.kr  액면가 500 원 

 

2. 투자 핵심 정보 

1) 회사 소개 

▶ ㈜피에스택은 전자부품 및 핸드폰 부품 도금 전문 기업입니다. 

- 플라스틱 소재의 표면처리 1위 기술력 

- 기존 저효율/고비용 리얼 알루미늄 파츠를 PVD Anodizing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대체하여 부가가치 창출 

- 기술개발연구소 운영으로 혁신적인 자체 기술 개발 능력과 소재 독점 공급권 확보 

 

2)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 요약 정보 

기업 가치 6,555,174,324 원(DCF 평가) 

목표 모집 금액 299,880,000 원 증권의 종류 상환전환우선주 

청약 시작일 2020-02-28 현 발행주식수 2,360,000 주 

청약 종료일 2020-05-08 발행예정 주식수 178,500 주 

납입일(+8) 2020-05-20 배정지분율 7.03% 

발행일(+9) 2020-05-21 액면가 500 원 

교부일(+21) 2020-06-08 발행가액 1,680 원 

 

3) 자금사용 목적 

구 분 금액(원) 

신제품 생산설비                                             299,880,000  

합 계                                             299,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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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 요인 

① 사업 위험 

[운영위험] 

피에스택이 영위하는 사업은 휴대폰 등 완제품 생산기업에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형태로 고객사의 품질테스

트 및 양산검증을 완료해야 납품이 이루어지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고객사의 단가인하 요청으

로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당사의 기술을 모방한 국내외 경쟁사의 제품이 출시될 경우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 원금손실위험 

모든 투자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신제품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통해 적정한 운영 자금 확보

까지 사업의 특성 상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며, 초기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원금 손실의 위

험이 클 수 있습니다. 

- 투자회수위험 

비상장주식의 투자는 M&A, KSM 및 KONEX 등록을 통한 전문투자자로의 지분 매각을 제외하고는 투자 회수 방

안이 극히 제한적이며, 배당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위 투자핵심정보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여러 변수로 인해 현재의 예측과 달라질 

수 있는바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여부 판단 시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하여 발생 가능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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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발행 정보 

1. 모집 관련 일반사항 및 모집증권의 내용 

주식회사 피에스택은 2020년 2월 19일 오후 2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전환상환우선주식 178,500주를 온라인소

액투자증권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 증권의 내용 및 일정 

기업 가치 6,555,174,324 원(DCF 평가) 

목표 모집 금액 299,880,000 원 증권의 종류 전환상환우선주식 

현 발행주식수 2,360,000 주 액면가 500 원 

발행예정 주식수 178,500 주 배정 지분율 7.03% 

주당 발행가액 1,680 원 최소 청약단위 600 주 이상(1,008,000 원) 

청약 기간 2020-02-28~05-08. 신주 배당기산일 2020-01-01 

증권 발행일 2020-05-21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증권 교부일 2020-06-08 신주 배정방법 모집총액 내 청약순 배정 

# 아시아크라우드에 등록한 증권 계좌로 배정된 증권이 입고되며,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 모집가격 결정 방법 

① 발행기업의 추정 손익계산서 

구 분(단위: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14,000              28,000              42,000              70,000              126,000            

매출원가 12,440              25,000              37,560              62,560              112,440            

매출 총이익 1,560               3,000               4,440               7,440               13,560              

판매비와 관리비 700                 900                 1,300               1,500               2,000               

영업이익 860                 2,100               3,140               5,940               11,560              

영업외 손익 -300 -300 -300 -300 -300

법인세차감전이익 560                 1,800               2,840               5,640               11,260              

법인세등 92                   340                 548                 1,108               2,232               

당기순이익 468                 1,460               2,292               4,532               9,028               
 

 

[추정근거] 

피에스택은 플라스틱소재의 표면처리방법의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휴대폰, 화장품 케이스 등을 제조하여 완제품 

생산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수요예측 및 향후 관련 시장성장률을 기반으로 향후 5개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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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채널 별 매출 추정 근거 

구 분(단위: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Rear 8,000             16,000            26,000            42,000            72,000            

Deco 3,600             9,300             12,000            22,200            42,000            

기타 2,400             2,700             4,000             5,800             12,000            

합계 14,000            28,000            42,000            70,000            126,000           
 

* 당사가 생산하는 메인 프레임(Rear) 제품과 제품에 사용되는 버튼 및 안테나/카메라 등 서브 프레임(Deco) 제

품으로 매출을 구분하였습니다.  

* 각 제품군의 판매 예측수량에 따라 추가 설비 구축 계획을 기반으로 연도별 판매수량 목표를 평균 납품단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의 산출 근거 

- 매출원가는 원재료비용, 가공비용 등을 과거 원가율을 기반으로 납품가격 대비 88%를 반영하였으며, 5개년 간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투자액 78억원을 60개월 정액법으로 각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판매관리비는 현재 기준의 판매관리비를 기반으로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추가 투입 인건비와 연 평균 5%의 물

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② 기업가치 평가 및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이번 공모에 적용되는 ㈜피에스택의 1주당 발행가격은 발행기업의 자체적인 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 발행기업이 제시한 손익의 5개년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DCF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구 분(단위: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후 당기순이익 468              1,460            2,292            4,532            9,028            

적용할인율(10%) 0.9091          0.8264          0.7513          0.6830          0.6209          

현재가치 425              1,207            1,722            3,095            5,606            

재무부채(2018년 결산) 6,555            5,500                                기업가치
 

* 5개년 사업계획에 따른 현재가치 12,055백만원에서 2018년말 기준 재무부채 5,500백만원을 차감한 6,555 백만

원을 기업가치로 산출한 후 현재 발행주식 수와 발행예정 주식 수의 합계인 2,538,500주로 나눈 주당 기업가치는 

2,582원입니다.  

* 위 주당 기업가치에 사업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 34.9%를 반영하여 결정된 주당 발행가액은 1,6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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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의 사용 목적 

금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 될 자금은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 분 금액(원) 

신제품 생산설비                                             299,800,000  

합 계                                             299,800,000  

아래의 모집 가액이 전부 납입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임으로 모집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청약 방법 

온라인소액공모에 투자를 원하시는 청약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아시아크라우드의 홈페이지

(www.asiacrowd.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실명인증, 주식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투자회원 인증을 받은 후 투

자예치금 계좌(한국증권금융)에 청약증거금을 입금하여 청약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

자는 기업당 500만원, 소득요건구비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크라우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청약 시 유의사항 

① 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함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② 아시아크라우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 발행인과 투자자 간 청약거래의 중개 역할

만 함으로, 직접 증권을 발행하거나 주금을 납입 받지 않습니다. 또한 아시아크라우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플

랫폼으로써 단순 중개자 역할만 수행함으로 투자 손실의 위험을 보전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모든 위험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아시아크라우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증권의 발행조건, 투자위험내용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와 

사업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셔야 하며 게재된 사항은 청약 기간 종료 전에 정정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

시장법 시행령(68조⑤13의4)에 따라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투자자 통지 및 청약의

사 재확인이 되어야 청약이 유지됩니다. 

 

④ 발행되는 증권은 자본시장법 제117조 10 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⑤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청약 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모집 예정 

금액의 80% 미달 시 증권 발행이 취소됩니다. 

⑥ 본 투자설명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여러 변수로 인해 현재의 예측과 달라질 수 

있음으로 기재된 정보에 의존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이고 세밀한 판단에 의

해서 투자 결정을 진행하시고 본 투자 결과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http://www.asiacrow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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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피에스택이 영위하는 사업은 휴대폰 등 완제품 생산기업에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형태로 고객사의 품질테스

트 및 양산검증을 완료해야 납품이 이루어지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고객사의 단가인하 요청으

로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당사의 기술을 모방한 국내외 경쟁사의 제품이 출시될 경우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습니다. 

 

2) 기타위험 

① 원금손실위험 

모든 투자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통해 적정한 운영 자금 확보까지 사업

의 특성 상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며, 초기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② 투자회수위험 

비상장주식의 투자는 M&A, KSM 및 KONEX 등록을 통한 전문투자자로의 지분 매각을 제외하고는 투자 회수 방

안이 극히 제한적이며, 배당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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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업 정보 

기업소개 
 

 

 

핵심포인트 
전통적인 PVD코팅을 넘는 새로운 PVD코팅기술로 기존 PVD에서 할 수 없었던 아노다이징가

공을 가능하게 하여 플라스틱 사출소재및 합금캐스팅, 알루미늄 코팅이 가능한소재에 아노다

이징마감으로 부가가치와 활용처를 확장하여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리얼 알루미늄파츠를 써야했던 부분들과 기타소재의 마감을 새로운 PVD코팅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 할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신기술과 제작장비와 PAEK, PEEK등 소재의 독점적 공급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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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택 스토리 
 

 

 

 

 

2017년 설립된 PS-Tech는 독보적인 PVD Coating System을 가지고있는 표면처리기술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기존대비 높은 두께 구현을 통한 Real Metal 물성 구현한 특허 받은 신기술로 무장한 준비된 

예비 스타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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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 ㈜ PS TECH 법인 설립 

2017.03 PVD 장비 SET-UP 완료 및 가동 개시  

2017.03 Anodizing Line SET-UP 완료 및 가동  

2018.11 ED-COATING SET-UP 완료 및 가동 

 

 

회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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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소개 

 

PVD Coating 

 

PVD는 Physical Vapor Deposition의 약자입니다.  물리적 조건 하에서 코팅  

된 부품에 재료를 증착하기위한 박막 제조 기술을 말합니다. 

PVD 코팅은 전통적인 화학 전기 도금과 동일합니다. 두 가지 모두 표면 처리 

카테고리에 속하며, 모두 특정 방법으로 다른 재료의 표면을 덮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PVD 코팅층과 작업 물 표면 사이의 결합력이 더 크고 코팅 

의 경도가 높으며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필름의 성능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PVD 코팅의 코팅 유형이보다 광범위 할 수 있고, 코팅의 색상이 더 많을 수  

있으며, 안료의 색상이 특히 강하고 매우 아름답우며 또한 PVD 코팅은 독성  

또는 오염 물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PS-TECH만이 보유한 이 새로운 PVD Coating은 일반적인 PVD Coating의 장 

점에 보다 더 강화된 특성을 지닙니다. 

 

 

 

기존 PVD Coating 대비 높은 두께를 구현하여 실제 금속의 질감과 물성을 구현 

하므로 기존의 알루미늄등의 금속 파츠나 케이스등을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의  

결과로 뛰어난 생산성과 비용절감, 무게의 경량화등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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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D Coating 작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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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케스팅(금속) → PVD → Anodizing작업 예 

 

 

 

 

 

 

사출(플라스틱수지) → PVD → Anodizing작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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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VD Coating이 혁신인 이유. 

 

PVD코팅 작업후 아노다이징같은 후작업이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여  

긴 시간과 복잡한 공정으로 금속을 깍아서 만들었던 부속들을 수지 사출로  

대량생산하여 시간과 공정등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1. AI 가공 공정 삭제 

2. 사출의 장점 이용 (복잡한 구조도 이용 가능) 

3. 복잡한 공정 삭제, 제조 공정 단순화 

4. 외관 불량 감소 

5. 제품의 중량 감소 

6. 어떤 부품이나 적용 가능 

7. 폭 넓은 디자인 구현 가능 

8. 특허로 보호받는 신기술로 경쟁자가 없으며 , 기존의 코팅시장이 아닌 

신규 시장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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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특허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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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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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 사업부 

Anodizing :   양극 산화라 하며 금속 표면에 얇은 산화 피막을 만들어 그 금속의  

내부를 보호하는 표면처리 기법으로 금속제품의 표면을 보호하고 다 

양한 컬러를 적용한 제품을 만들수있습니다. 

 

 

 

Anodizing 기술 적용 제품예 

 

 

ED-Coating: Electro deposition coating 이라 하며 도료와 피 도물에 각각 반대되는 

극을 연결하고 전류(직류)를 통하여 전기분해 된 도료 내의 이온성 

고분자 수지가 피 도물에 부착되는 방식의 도장 

 

 

 

ED-Coating 기술 적용 제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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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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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국내 표면처리시장 

국내 표면처리 시장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이후로는  

연간 3%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국내 표면처리 사업체 수는 2012년 기준 14,294개, 종사자 수는 152,443명임 

 

전자 · 디스플레이 · 반도체 산업 등의 수요기업이 있으며 나노 표면처리 기술 및 생 

산설비, 표면 분석 기술 등 다방면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전방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따라 IT기술과 융합된 표면처리, 친환경기술 및 공정기술 

이 필요하고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 필요함.  또한 환경폐기물 억제, 친환경 폐수처리,  

에너지 절약 등의 녹색공정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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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표면처리시장 

 

세계 표면처리 시장은 연간 6.1%의 성장률로 2013년 1,15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모품 및 예비품 시장은 규모는 가장 작으나 연간 7.7%의  

성장률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표면처리시장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생산량의 증가세가 커지고 있으며 아시아의  

경우 표면처리 시장규모가 타 지역 대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세계 표면처리 시장은 2000년대 중반까지 10%이상의 급성장세를 보이다가 세계시장  

침체기 이후 2010년대에는 5 ~ 6%의 성장세로 2018년 3,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적용 분야별로 보면 미래의 기술 집약적인 산업인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휴대폰 · 태 

양전지 등 관련 산업이 증가세를 띠고 있으며 매년 10%의 높은 성장 추세임 

       * 자동차 분야 적용 및 환경 규제 대응의 건식 표면처리 기술의 성장 기대 

       * 현재까지 크게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던 인체·의료 관련 표면처리 시장의 20% 이상 

의 고성장 기대 

         

 표면처리 분야의 가장 유망한 시장은 중국 시장으로 2014년 80조 규모에서 매년 15%  

이상의 높은 성장세와 함께 2018년에는 약 140조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됨 

        * 기계 30%, 경량합금 보호코팅시장 20%, 반도체 20% 자동차·항공 등 기타 30% 

  

참고자료 

 

금속표면 처리제 시장의 규모나 동향으로 표면처리산업의 성장

성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전 세계 금속 표면처리제 시장은 2016년 89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7%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전 세계 금속 표면처리제 시장은 종류에 따라 도금 화학제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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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화학제품, 화성처리 화학제품, 전용 화학제품, 기타 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2015년을 기준

으로 도금 화학제품이 56.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음 

 

 

전 세계 금속 표면처리제 시장은 프로세스에 따라 전기도금 공정, 도금 공정, 양 

극 산화처리 공정, 연마 공정, 열 또는 플라스마 스프레이 코팅 공정, 기타 공정 

으로 분류 되며, 2016년을 기준으로 전기도금 공정이 33.0%로 가장 높은 점유율 

을 나타내었음 

 

전기도금 공정은 2016년 29억 3,68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5%로 증가 하 

여, 2021년에는 38억 3,1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도금 공정은 2016년 20억 3,97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2%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25억 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양극 산화처리 공정은 2016년 13억 6,97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6%로 증 

가하여, 2021년에는 17억 1,5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마 공정은 2016년 11억 6,54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1%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4억 9,2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열 또는 플라스마 스프레이 코팅 공정은 2016년 6억 5,22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9%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7억 8,8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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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정은 2016년 7억 4,79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5%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8억 8,6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리웍시장규모 (Refurbishing) 

미주 시장의 경우 판매되는 제품에서 각 통신사마다 상이하겠지만 Return되는  

비율, 이중 재생을 할 수 있는 제품의 비율등 을 감안 했을때 Minimum으로 매 

년 10%정도의 재생시장이 있다고 볼 경우 연간 수량은 1900만대 정도 이고 이 

중 5%를 차지한다고 할 경우 월 8만대 수준의 제품을 Share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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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및 보유장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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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설비투자 계획 

 

신규설비 투자 계획 

 

 

 

 

신규설비 설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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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터뷰 

 

1.다른 표면처리회사들과 차별화된 강점은 무었인가요? 

 

플라스틱 소재의 표면처리방법 및 이에 의하여 재조된 표면구조를 가지는 플라스틱 소재등에 

사용하는방법으로 PVD 코팅이라 부르고 진공증착,  스퍼터링, 이온도금등의 기술을 쓰고 있습

니다. 

 

전해수나 화학약품등을 사용하지 않고 진공상태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증발원 (Target)표면

에 Arc,  E-beam,Direct heating등을 이용하여 금속물질을 증발시킨 후 Bias전압을 가해 가속시

켜 제품의 표면에 물질을 증착하는 방식입니다.   

 

New PVD코팅의 장점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할수 있는데 첫째, 저마찰계수 무윤활조건에서 

0.4~0.8 정도이고  둘째, 산 및 알칼리에 용해하지 않고  셋째, 비커스 경도가 1500~2500Hv로 

높고 내마찰, 마모에 효과가 커서 여러가지 후가공에 강점이 있습니다. 

 

 

2. 현시장상황과 앞으로 시장전망은? 

 

전 산업분야에 걸쳐 금속대체기술은 경량화,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수십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

으며, 현재에도 가장 활발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분야입니다.  

자동차 산업분야의 경우 비용절감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에는 경

량화 및 특수 목적 소재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많은 메탈 부품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휴대폰 등의 소비재 제품들은 감성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애플사의 아이폰을 필두로 

메탈소재로 회귀하는 트렌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맞추어 대부분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메탈소재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있고, 이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으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다시금 저가 시장을 목표로 플라스틱 소재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소재를 메탈릭한 표면으로 바꾸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메탈과 

유사한 감성을 갖는 제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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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겨냥한 폐사의 특수 PVD 기술은 고내열(PAEK)수지의 표면에 실제 알루미늄층을 독자기

술로 증착시켜 메탈 감성을 유지한채 경량화와 비용절감을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에 관심을 갖는 감성 소비재 제품 제조업체들의 요청을 받고 여러가지 샘플을 제

공하였고 일부 양산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Samsung, LG, Dyson, KT&G, 미용기기 제조업체 

등) 

  

향후 시장전망은 매우 밝으며, 폐사에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글로벌 화학업체인 Solvay 

(www.solvay.com)사에서도 협업을 요청하여 일부 투자 및 향후 추가적인 투자를 위한 협력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시장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157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Solvay사의 global supply chain을 이용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Dyson, 중국의 휴대폰 업체 등의 샘플링도 Solvay 사를 통해 진행 하고 있습니다.  

 

Solvay사는 폐사의 PVD 기술에 적합한 소재를 개발하고 소재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소재 + 

PVD기술" 판매라는 윈윈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현재 1차 타겟은 전자담배, 휴대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산이 안정화 될 경우 자동차 인테

리어 부품 및 전기차 EMI shield 부품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향후 당분간은 Solvay사의 영업망

을 이용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며, 같은 산업 분야 및 고객사를 상대하므로 많은 시너지 효

과가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목표는 독자적으로  PVD 장비 및 기술, 원소재까지 패키지화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EXIT 전략] 

 

피에스택은 금번 진행 중인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에 KSM 등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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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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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현황 

2. 대차대조표(2018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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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익계산서(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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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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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총수 

구분 보통주 우선주 합계㈜ 비고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   10,000,000 정관개정 진행 중  

Ⅱ. 기발행주식수  2,360,000   2,360,000   

Ⅲ. 기간소주식수         

   1. 감자         

   2. 이익의 소각         

   3. 상환주식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 수   2,360,000    2,360,000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  2,360,000    2,360,000   

- 현재 ㈜피에스택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근거 마련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중에 있으며, 청약마감일 이전에 정관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 자본금 및 변동현황 (2020. 2. 27 기준) 

- 자본금 

구분 종류 재무제표 자본금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유통주식의 액면총액 

기명식 보통주 1,180,000,000 원 1,180,000,000 원 1,180,000,000 원 
 

- 자본금 변동 현황 

일자 형태 종류 수량㈜ 액면(원) 발행가(원) 비고 

2017. 02. 설립 보통주    100,000       500        500  설립자본금 

2018. 05. 증자 보통주    1,400,000      500        500   

2018. 07. 증자 보통주    860,000      500        500   

 

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 해당사항 없음 

   - 이익소각 : 해당사항 없음 

   - 자기주식신탁계약 등 체결/해지 : 해당사항 없음 

 

4)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현황 

   - 우리사주조합과의 거래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기준 : 해당사항 없음 

   - 우리사주조합 주식보유 내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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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보통 주식 외 주식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상황주식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전환주식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전환상환우선주식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금번 모집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이며, 모집일 현재까지 보통주를 제외한 종류주식의 발행 내역은 없습니다. 

 

4. 의결권 및 배당에 관한 사항 

1) 의결권 현황 

   - 발행주식총수 : 2,360,000주 

   - 의결권 없는 주식 수 : 0주 

   - 증권거래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 : 0주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 수 : 0주 

   -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식 수 : 2,360,000주 

 

2) 최근 3 사업년도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    

   - 해당사항 없음 

 

6.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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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사의 인적사항 / 주요경력 비고 

 윤홍상 현) 주식회사 피에스택 대표이사 대표이사 

 문의옥 현) 주식회사 피에스택 사내이사 사내이사 

  이동섭 현) 주식회사 피에스택 사내이사/전) 삼성테크원 / 원진산업 사내이사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회를 설치 하지 않음 

3) 감사 

   - 현재 ㈜피에스택은 1인의 감사(박영환)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4)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타사항 

   - 투표제도 :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 채택하고 있지 않음 

   - 소수주주권 : 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가 없음 

   - 경영권전쟁 : 대상기간 중 경영지배권에 대하여 경쟁이 있었던 경우가 없음 

 

7.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주주명 관계 주식종류 주식수㈜ 지분율(%) 비고 

윤홍상 최대주주 보통주 1,449,000 61.4% 대표이사 

합계 1,449,000  61.4%    

*. 주식회사 피에스택은 최대주주법인 및 지배구조 해당사항 없음 

2)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의 분포 

주주명 관계 주식종류 주식수㈜ 지분율(%) 비고 

윤홍상 최대주주 보통주 1,449,000 61.4 대표이사 

문의옥 사내이사 보통주 911,000 38.6 사내이사 

합계 2,36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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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 사무 

결산일 12 월 31 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 월 이내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광고게재신문  일간경기일보  

주주명부 폐쇄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주권의 종류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10,000 주권 

명의개서대리인 
현재 자사가 수행 중이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성공 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 예정 

 

8. 기타 발행 기업에 관한 사항 

1) 경영진의 형사 범죄 경력 

   - 해당사항 없음 

*. 위 항목은 자본시장법 제 24조 제 1항 제 3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한 범죄경력 내역입니다.  

 

2) 소송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그 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청약증거금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 관리] 

본 온라인소액증권 청약에 대한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한국증권금융입니다. 청약증거금은 ㈜아시아크라우

드펀딩을 예금주로 하는 한국증권금융 계좌에 예치됩니다. 이 계좌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제 4-114조에 따라 

한국증권금융과의 약정을 통해 투자자재산으로 부기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4조] 

제4-114조(청약증거금 관리계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야 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치자명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명의로 하되, “투자자재산”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재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증거금을 담보로 제공

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투자설명서와 아시아크라우드펀딩 페이지 내에서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투자의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되며, 아시아크라우드펀

딩에서 발행되는 모든 증권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자 위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4.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청약증거금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 117조의 8 제 5항에 따른 우선지급 사유가 발행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 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2) 주식 배정과 관련된 사항 

[배정 기준 및 방법] 

 

1. 모집금액 299,880,000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투자한 금액과 상관없이 청약과 납입이 완료된 

순서로 배정됩니다. 

 

2. 마지막 순위 배정자는 모집 금액 제한선인 299,880,000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 모집금액이 299,880,000원 일 때 299,040,000원 선착순 배정 후 다음 순번으로 투자한 개인투자자 홍길

동의 투자금액이 2,016,000원인 경우 – 청약한 금액이 모집 금액을 넘어서므로 홍길도 투자자에게는 

840,000원만 배정 처리하며, 나머지 1,176,000원은 환불 처리 합니다. 

 

3. 발행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종 투자자 목록에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하에 투자자의 자격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 환불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투자를 한 이후 청약 증거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 증거금 이체 이후 프로젝트 종료 전까지 “투자 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 청약 증거금은 정해진 절차

에 따라 투자자에게 환불됩니다. 

 

2. 청약 증거금 이체 이후 프로젝트의 종료일 기준 투자된 금액이 모집 금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청약 증

거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환불됩니다. 

 

3. 청약 증거금 이체 이후 프로젝트의 종료일 기준 투자된 금액이 모집 금액의 80%보다 높았으나, 종료 후 

투자자 배정 과정 (증권계좌 및 실명확인증표 확인)에서 최종 배정 결과가 모집 금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예정된 배정일 이후 청약 증거금은 투자자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