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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사 현 황 

회사명 ㈜이엠텍  

대표이사 정 승 규 

설립일 2001년 1월 18일 

상장일 2007년 5월 2일 

자본금 80억원 

주요제품 IT 제품/부품 (음향, 전자담배, 헬스케어 등) 

임직원수 590명 (해외법인 포함 6,000명) 

관계회사 지분율 주요사업 

EM-TECH VIETNAM (베트남 하노이) 100% 
생산 법인 

(전자담배, 스피커) 

 I M S (베트남 빈) 100% 
생산 법인 

(IT제품, 금형/사출) 

 NS-TECH VINA (베트남 하노이) 100% 
생산 법인 

(진동판, 사출) 

 INNO-IT (부산 센텀) 100% 신사업(승부사업) 

 ㈜비에스엘 (강원 춘천) 100% 의료기기, 보청기 

 특립전자유한공사 (중국 푸양)  70% 진동모터 

▶ 일반현황 ▶ 자회사 현황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 창원 본사 ] 

[ 평촌 R&D센터 ] 

[ 센텀 INNO-IT ] 



베트남 
Vietnam 

EMV 사출공장 

IMS 

EM-TL 

EMC 

EMP 

EMK 

2.  Global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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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군별 R&D (한국)     사업군별 제조 (베트남 등) 

[EMV] 
 베트남 Hanoi 

부품/완제품 사업 

[IMS] 
베트남 Vihn 

승부사업 

평촌  
R&D센터  

창원 
본사/R&D 

부품사업 

완제품사업 

R&D(한국) 생산법인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EM-TL] 
중국 Fuyang 

센텀  
INNO-IT 

승부사업 진동모터, 액츄에이터 



부품사업 성공을 기반으로 전자담배사업, 승부사업 등 성공적으로 확장 

1st Stage : 2001~ 

     부 품 사 업 

  2nd Stage : 2015~ 

        완제품사업 

  3rd Stage : 2020~ 

        승 부 사 업  

2001 회사 설립 (부산대 공대 LAB) 

2007 KOSDAQ 상장 

2008 창원본사 R&D/공장 

2020~ 삼성 Flagship 표준 스피커 

          갤럭시S20/21, Watch4 
 

2019~ 부품모듈, Assy, 전장 공급 

2009 삼성전자 휴대폰 스피커 

2002 LG전자 휴대폰 스피커  

2015 제품사업부 신설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2017 평촌R&D센터(IT완제품사업) 

2020 PMI 向 전자담배 수출 (KT&G↔PMI) 

      - 일본 / 러시아 / 우크라이나 

2017 KT&G 向 전자담배 lil시리즈 (6모델) 

2017 자사브랜드 사업 (My Theater)  

2016  LG 向 B/T Audio 시리즈  

2018  ㈜BSL 인수 (보청기 등 의료기기)  

2020  IMS 설립 (승부사업 생산공장) 

2020  INNO-IT 설립 (센텀 R&D센터) 

         승부사업 R&D/사업운영  

 2020  승부사업 Pjt Start 

        - 매년 2개 이상 론칭 
 

     * 승부사업 

      - 4차산업기반 기하급수 성장 가능 신규 사업 

      - 세상에 없는, 획기적 차별화 제품 

      - Global leading 가능 제품  

      - 10년 이상 연매출 1,000억 이상 가능 사업  

3. 성 장 방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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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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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MT 경쟁력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제조경쟁력 

기술경쟁력 

Global Top-tier 기술/제조/품질 경쟁력으로 사업기회 지속창출 

O 자동화라인 설계/제작/운영 내재화 

 

 

 

 
 

O 금형 및 사출 내재화  

 O S20, S21 등 대부분 Flagship제품 표준부품 
 

 O 전자담배기기 ODM global leader, 최초 Hybrid 성공 

    - 전자담배 플랫폼 다수 확보,  특허 200여건 확보 
 

 

   *  매출액 vs 연구개발비 : 8~10% 

품질경쟁력 

O 핵심 품질검사 공정 자동화(자체기술)  

O Top 고객사 품질최고기업 인증 

    - 최우수품질/품질혁신/생산지품질 대상수상 (그랜드슬램)  

* 방수 Receiver(IPx8방수) : 2,500만개 중 불량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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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Line Auto Line* 

* EMT 자체 세팅/운영  
   자동화 시스템 



Ⅱ. 사업내용 및 성장전략 

1. Vision 2024 

2. 주력사업 

  - 전자담배사업 

  - 부품사업 

3. 시드사업 



   Vision 2024 

 승부사업 실적연계로 기하급수성장 기업 조기 구현 

매출 = 부품 + 전자담배 + 승부사업 A + B + C …  
( 매년 2개 이상 론칭 ) 

Q 

T 

←  Singularity 
      Point 

* 승부사업 

 - 4차산업 기반 기하급수 성장 가능한 신규사업 

 - 세상에 없는 제품, 차별화된 제품  

 - 자사핵심역량으로 Global Leading 가능 제품 

 - 10년 이상 연매출 1,000억 이상 가능 사업  

부품 
전자담배 

승부사업 PJT A, B, C, …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1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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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부품 Healthcare제품 

2001 2021 2024 



전 자 담 배 기 기 

lil 1.0 
Plus / Mini 

Hybrid 1.0 
  with Cartridge 

연속 3회 사용 

빠른 가열 

풍부한 연무량 

청소해결 히터 

연속 3회 사용 

균일가열 

Vapor /  SiiD 

폐쇄형(CSV) 액상형 
 

 

     스마트 슬라이드 
 

       퍼프 시그널 

핵심 요소기술 선제개발과 독보적 제품경쟁력으로 지속적 시장 개척 

+ Cartridge 

스마트 온 기능  

전면 OLED Display 

국내판매 (’17년~), 6 model 양산  해외진출 (’20년~) 

Hybrid 2.0 

 ⇒ 수출향(lil Solid) 
    (러시아/우크라이나) 

신사업 기회 창출 

* 국내 HNB기기 m/s (2021 3분기, 편의점) : lil이 70% 

 ⇒ 수출향(lil Hybrid)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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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사업 

Healthy life / Beautiful Sound 

√ Key Platform R&D/확보 

√ 선제적 전자담배설비 투자 

√ 입증된 제조/품질 경쟁력 

    

    차별적 ODM Infra 기확보 
 
 
 

 

   Global No.1  

   HNB기기 제조사 



ㅇ 궐련형전자담배 성장율 전망(‘21~’25,CAGR) : 25~30% 

    - 연 1,000조원 담배시장, HNB시장 25조 

 

ㅇ 연초담배/액상담배(Vapor) 규제 vs HNB는 규제완화 

   - IQOS(HNB)에 위험저감제품 마케팅 허용(‘20.12.7, 美FDA) 

 

      담배에서 전자담배로의 전환은 이미 대세  (PMI회장, 2030이전 英國내           판매중단 선언) 

   (Global 전자담배시장) 

세계 담배시장은 전자담배로 급격히 Paradigm Shift 

7/21 

   HNB                                                         25.0% 

Source: Frost & Sullivan, 2020 

Healthy life / Beautiful Sound 

10년내  
10배+ 성장 

전 자 담 배 기 기 



 (전자담배시장 성장배경) Healthy life / Beautiful Sound 

  Peer그룹 (성장성/수익성 고평가) 
  

  Smoore International (‘20.7 홍콩거래소 상장) 

    ㅇ 사업 : ODM 86% (고객 : BAT/JTI/Raynolds/RELX/NJOY 등),  OECD 向 매출 80% 

    ㅇ 2020 매출 1.8조, 순이익 4,420억  ⇒ 시총 37조원 (PSR : 21배, PER : 84배)  
 

  RELX Technology (‘21.1 NYSE 상장) 

    ㅇ 사업 : 액상형전자담배 (中,美시장 중심), 10조원 

    ㅇ 2020 매출 0.7억, 적자 ⇒  시총 9조원 (PSR : 13배)  * 중국 vapor규제로 시총 급락(51조,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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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은 2020년 기점 종식 

     - 獨 위해평가원 : 직접흡연 위해물질 1~20% 

     - 日 국립암센터 : 간접흡연 발암위해도 0.3% 

     - 英 보건성 : 금연 아니면 전자담배 사용 권고 

    ※ 최근에는 보건당국의 권장(흡연대체) 단계로 진입 

       → (21.10, 영국 보건성) 금연보조제로 전자담배 병원처방 허용 검토중 

  

ㅇ Global 담배회사들 앞다퉈 전자담배 회사로 Transform 선언   

     - 배경 : ESG경영 + 획기적 수익 반전효과 (전자담배 수익성 : PMI 2.4배, BAT 1.42배)  

전 자 담 배 기 기 



부 품 사 업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음향부품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주변기기부품 등 신규사업 확대 

스마트폰 음향부품 표준기술 리딩 

유니크한 부품 표준등록 갤럭시 적용 

   Galaxy S 20/21 등  Flagship  

 국내 및 글로벌 완성차 업체(B사) 적용 

전장사업 부품 등 진출 

주변기기 부품, 모듈 확대 

Watch4 방수SPK 모듈 

Rear A’ssy 

TWS 음향 모듈 

전장사업 

게임기기 

휴대폰 
SPK/RCV Something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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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사업 

휴대폰 
Case A’ssy 

Watch 4 
스피커모듈 

TWS 
음향모듈 



시 드 사 업  (정 밀 의 료 기 기) 

  정밀의료기기 사업 성공적 진입으로 신성장 시드사업 가능성 확인 

뇌파측정 통해 치매/파킨스병 조기진단  

 O 고객사 : 

 O iSyncwave ㅡ 병원용  

      * 11월중 의료기기 인증 및 출시 

    - 국내 병/의원 : 36,000개 
  

•  서울대분당/중대/강원대 병원 임상결과 

    : 정확도 90%이상(민감도 93.2%, 특이도 90.2%) 
•  CES2021 HOT Product 선정 (21.1) 
•  서초구 치매안심센터와 기기공급계약 (21.8) 

 iSyncwave 

 뇌파융복합기(치매진단기) * 승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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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 A 

iSyncwave – Light  컨슈머용 

                  – Pro    고정밀 

                – Care   진단+관리 

뇌파융복합기 (후속 Series)  

* 뇌파기기 시장 : 1.5조원(2020년)  

Healthy life / Beautiful Sound 



시 드 사 업  (Digital Beauty 기기) 

Digital 피부건강 관리 비즈니스 지속수행으로 신사업기회 발굴 

Beauty & Bio Care 1 

    아모레퍼시픽 ODM  

        -  2020.6월 첫 Beauty기기 출시 

+ 

페이셜 부스팅 스파 
 (’21.7 KC인증 취득) 

LED Patch 

Beauty기기 추가 개발 
                   -  2021 10월 출시 

Beauty & Bio Care 3 

+                제품 ODM  

             -  2021 10월 출시 

Beauty & Bio Care 2 

피부건강관리기기 

(피부탄력관리, 주름제거)  

(소비자가격 : 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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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life / Beautiful Sound 



시 드 사 업 (Bluetooth Audio)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Unique한 무선음향제품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 일본VGP`19 웨어러블기기 대상 

• 19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My Theater 

W100 

나에게는 크게, 주위에는 조용하게 

W110 W130 
-Edu- 

SVT(Sound vibration Tech) 특허기술 

자사 특화 ‘Sound Privacy’ 기술  

ODM Audio 

Tone Free 

(HBS-F110) 

Wireless Audio 

(Sound 360˚) 

Tone Plus 

(HBS-510) 

Sound Pack  

(G-Pad Tablet) 

Tone Plus 

(HBS-835S) 

Tone Plus 

(HBS-S80) 

TWS 

* 자사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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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제품 

추진방향 
 

TWS / 보청기 
 → + 헬스케어센싱 
     + Bio & AI 



Ⅲ.  사 업 실 적 



매출 

영업 
이익 

1.  2021년 3Q 실적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억원) 

영업 
이익 

매출 

연도별 실적추이 

2,860  
2,682  

2,829  

212  

(56) 
21  

 18   19   20  

 [ 2021 3분기 실적 요약 ] 

 ㅇ 매   출   액 : 1,071억원           QoQ +303억원(+39%)   YoY  -13억원(-1%) 

 ㅇ 영 업 이 익 :  101억원 (9.4%)   QoQ +62억원(+159%)   YoY +11억원(+12%)  

 ㅇ 당기순이익 :  129억원(12.1%)  QoQ +92억원(+244%)   YoY +69억원(+114%)  

▷ 3개 분기 누적매출(2,870억원)이 최고 연매출액(2,860억원,‘18년) 초과 

▷ 제품사업과 부품사업 공히 최고수준 분기실적 달성  

   - 제품사업 : 국내외 전자담배 매출 정상화, 카트리지 매출 지속증대 → 최대 분기실적 
   - 부품사업 : 최신 스마트폰 / 워치4 등에 적용되며 최근평균* 분기실적 크게 상회 
        * 최근 10개 분기 평균 매출액 396억원 대비 132%   

▷ 승부사업의 본격 매출 연계로 실적개선 가속화 예상 

  기하급수 성장으로 

  1兆 Vision 조기구현 

 (12.4%) 

 (5.1%) 

분기별 실적추이 

(억원) 

영업 
이익 

매출 

 (0.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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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662  

490  448  412  

1,084  

885  

1,032  

768  

1,071  

 '19.2Q   '19.3Q   '19.4Q   20.1Q   20.2Q   20.3Q   20.4Q   21.1Q   21.2Q   21.3Q  

25  
(5) 

(71) (75) 
(105) 

90  
109  102  

39  

101  

 (8.3%)  (9.8%)  (9.4%) 

1,084  

768  

1,071  

90  39  101  

 20.3Q   21.2Q   21.3Q  



339  

245  

134  
183  

207  

519  
478  

539  

405  

549  

 '19.2Q   '19.3Q   '19.4Q   20.1Q   20.2Q   20.3Q   20.4Q   21.1Q   21.2Q   21.3Q  

(10) 

(26) 

(74) 

(48) (43) 

50  
59  

65  

21  

64  

  2. 부문별 실적  

영업 
이익 

매출 

(억원) 

매출 

영업 
이익 

O 제품사업(전자담배) (52%) 

1,305  

1,021  

1,388  

103  (135) 18  

 '18   '19   '20  

O 부품사업 (48%) 

영업 
이익 

매출 

(억원) 
1,555  

1,661  

1,442  

108  79  
3  

 '18   '19   '20  

 (5.1%) 

 (12.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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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9.6%) 
 (11.6%) 

34  
21  

3  

(26) 

(61) 

41  
50  

37  

18  

38  

매출 

영업 
이익 

 (7.5%) 

 (5.0%) 

 (12.4%) 
 (7.2%) 

470  
417  

356  

265  

206  

565  

407  

493  

363  

522  

 '19.2Q   '19.3Q   '19.4Q   20.1Q   20.2Q   20.3Q   20.4Q   21.1Q   21.2Q   21.3Q  

 (7.2%) 



( 유 첨 자 료 ) 



유첨 1.  이엠텍 개발/생산 제품군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70g 

Tone Free 

(HBS-F110) 
Wireless Audio 

(Sound 360˚) 

Tone Plus 

(HBS-510) 
Sound Pack  

(G-Pad 

Tablet) 

Tone Plus 

(HBS-835S) 
Tone Plus 

(HBS-S80) 

Dynamic Receiver Smart phone 표준 Speaker 

lil solid 1.0 lil solid mini lil Hybrid & Cartridge lil Hybrid 2.0 lil Vapor lil Hybrid 2.0 Golf Edgition 

Galaxy S21, S21+, Ultra  Galaxy Note 20, Ultra Galaxy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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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2.  전자담배관련 PMI 자료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2025년까지 RRP에서 순이익의 50%이상 목표 
RRP시장은 아직 성장 초입단계 (장기 고성장) 
  --- RRPs still at a very early stage 

10~15년 내에 다수국가에서 일반담배 판매 중단 될 듯 2020년 기점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종식 

건강 위해성 줄이며 일반담배와 유사한 니코틴 성향 

(기존 끽연가의 전자담배 전환시 상대적 강점) 

- HNB는 일반담배와 니코틴 혈중농도 변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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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3.  전자담배관련 PMI 자료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5년간의 Smoke-Free로의 전환노력 결과 
- 1,760만명의 IQOS사용자 확보  * 2021 ¼분기 1,910만 
- 64개국 진출 (국가별 평균 80% 시장점유율) 

2020년 담배시장규모: 495조, HNB 22조     * 美,中 제외 

향후 5년 성장전망(연평균) 
  - 담배전체 +4%, HnB 25%+,  Vapor 10~15% 

전자담배시장 성장 전망 (전체 끽연가중 비중) 
  - 2020 : RRP  6% (HnB 3%, Vapor 등 3%)   *美中제외 
  - 2023 : RRP 10% (HnB 7%, Vapor 등 3%) 
    * 일반담배의 경우 동기간 -1~-2% 전망 

대륙별 IQOS 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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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4.  전자담배관련 PMI 자료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Lil(Hybrid) 사업의 의미 
-기존 끽연가 흡수 가속화, 카테고리 확대, 목표고객층확대 
- Fiit 담배스틱 이익율은 동일가격대 일반담배의 2배 이상  

Unit당 순이익 : HNB가 일반담배 대비 2.4배 

Smoke-Free Future를 위한…(전체사업 부문 대비 비중) 
  - R&D비용 99%, 마케팅비용 76%, 순이익 23.8%  
=> 우리 PMI는 현재 전자담배에 All-in 中 

2025년 까지 100개국 출시 예정 
(2021.7 현재 67개국, OECD 3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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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의 야망 & ESG 비전 
 - 5,000만 RRP고객 확보 + 탄소중립(친환경 비전까지 포섭) 

신제품군(RRP) 이용자가 더 높은 이익 창출 기여 
기존담배 끽연가 : Only RRP = 100 : 142 

BAT의 비젼 : Reduce Health Impact 
 - 덜 위험한 제품 공급 
 - 끽연가에게 전자담배로 완전 전환토록 독려 

BAT의 ESG경영 

유첨 5.  전자담배관련 BAT 자료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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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하반기에 3개 모든 카테고리 급성장 

BAT의 비연소담배 고객 급증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담배사업 기회 
2020 : 비연소담배 고객 8,000만(BAT M/S 17%) 
2025 전망 : 비연소담배 고객 1억2,300만명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이 되는 제품군 다원화 

- 기존담배 –> RRP -> 非 니코틴 제품군 

유첨 6.  전자담배관련 BAT 자료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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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소담배군을 통해 
건강위협 감소 + 사업이익 + 정부규제와의 조화 

Glo의 총배출물질 : -90~95%, 배출독소군 : -95% 

다향한 비연소제품군을 통해  
건강위협은 줄이고 부가가치는 향상 (Chapter 표지) 

Glo등 비연소담배의 유해물질은 10% 미만 

 -> 대부분 독소물질은 니코틴이 아닌 “연소”에서 발생 

유첨 7.  전자담배관련 BAT 자료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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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8.  전자담배관련 Altria 자료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Globa Top3 Altria의  10년 Vision 

 -  비연초담배의  미래세계로  

    흡연자들을  인도할 책임  

저연령대로 갈수록 비연초 성향 뚜렷 

  * 미래 = 비연초 담배 

 

 비연초 담배 이용자  
  - 20대 33%,  30/40대 : 21%,  50대 이상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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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5 담배회사 Imperial Brands도 Transforming 
 

 ㅇ 2025년경 NGP가 담배시장 20%(200조+)수준으로 성장 전망 

 ㅇ  NGP 추진방향 
    - 유럽 등 : HNB, Oral 중심  
    - 미국 : Vapor 중심  

유첨 9.  전자담배관련 Imperial Brands 자료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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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손익계산서 

2019 2020 2021. 3Q 

 유동자산 916 1,158 1,788 

 비유동자산 1,476 1,674 1,932 

 자산총계 2,393 2,832 3,720 

 유동부채 323 414 771 

 비유동부채 247 531 612 

 부채총계 570 945 1,382 

 자본금 80 80 80 

 이익잉여금 1,188 1,197 1,474 

 기타 555 609 784 

 자본총계 1,823 1,887 2,338 

2019 2020 
2021. 3Q 

누계 
2021. 1Q 2021. 2Q 2021.3Q 

 매출액 2,682 2,829 2,870 1,032 768 1,071 

 매출원가 2,299 2,387 2,274 822 600 852 

 매출총이익 382 443 596 209 168 219 

 판매비와관리비 438 422 354 108 129 118 

 영업이익 (56) 21 242 102 39 101 

 당기순이익 (4) 6 288 122 38 129 

매출총이익률(%) 14.3% 15.7% 20.8% 20.3% 21.9% 20.4% 

영업이익률(%) (2.1)% 0.7% 8.4% 9.8% 5.1% 9.4% 

당기순이익률(%) (0.2)% 0.2% 10.0% 11.8% 4.9% 12.1% 

(별표) 재무정보 요약 (2021년 3Q) Beautiful Sound / Healthy life  

•CAPEX : 223억(2020년 27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