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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01



300232 (심천증권거래소)

설립

2004

400,000㎡산업단지 / 생산시설

714,000 + ㎡/년생산능력

1,401 특허보유

5,000+
전세계직원수

Unilumin Group Co., Ltd. (주식코드300232), 세계 최상급 LED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서 고품질

LED 디스플레이 제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LED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수년 연속 글로벌 Top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난 16년 동안 유니루민은 다양한 라

인 업으로 상황전문용, 상업용, 렌탈용, 스포츠 및 LED 경관조명 등 다양한 LED 제품을 공급하여 여

전히 LED 시장의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글로벌서비스네트워크



제품데모

현장 실사 맞

춤형솔루션

글로벌본부공장

해외창고

제품유지보수

판매교육

마케팅교육

연중무휴 24시간온라인지원

RMA수리

현장유지보수

원스톱서비스

생산 & 재고사전판매서비스

교육 A/S



총매출

 2019년 8억1,217만달러, 전년대비 23.87% 성장

순이익

 2019년 7,681만달러, 전년대비 28.54% 성장

순영업현금흐름

 2019년 6,783만달러, 전년대비 46.27% 성장

연평균성장률 (AAGR)

 34.31%

출처: 연간보고서

35.34 46.87
75.06 79.7 91.02

118.16
145.78

262.95

209.63

449.04

683.38

812.17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백만달러

연간매출



2004

옥외전광판으로

사업시작

지난 16년 동안 유니루민은 다양한 라인 업으로 관제전문용,

상업용, 렌탈용, 스포츠 및 LED 경관조명용 등 다양한 LED 제

품을 공급하여 여전히 LED 시장의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

습니다.

2020
BILLBOARD

Unilumin
전문용

BILLBOARD

Unilumin
광고판

Unilumin
렌탈

Unilumin
스포츠

Unilumin
창조성

회사발전



생산능력

400,000㎡

산업단지

전세계최대규모의

LED 전광판생산기지

714,000+㎡/년

생산능력

2018년대비

44.03% 성장

지능형

생산

ZhongShan 지능형생산기지에

3억1,884만달러이상투자

첨단

기술

0.5mm (최소피치),

0.9mm (대량생산)



R&D 우선

충분한투자

2019년 R&D에 3,402만 달러를 투자하여 총 영업 이익의

4.19%를차지하며 2018년같은기간에 비해 13.65% 증가

국가급실험실레벨

유니루민 센터 실험실은 SGS & TUV의 인정을 받았으며 혁신

기술, 제품품질관리및테스트지원

734+R&D 인원

LED 디스플레이업계전문가이자최대규모의연구개발팀



R&D 성과



유니루민을선택하는이유?
최고의제품

• 까다로운적용환경을위한내구성

• 빠른설치및간편한유지보수를위한디자인

• 수상경력에빛나는혁신및업계에서입증된솔루션

• 모듈형식의제품으로프로세싱, 소프트웨어, 설치및유지보수등무제한으로확장

제공가능

최고의파트너

• 연간성장률 27% 이상으로급속도로성장하고있는기업

• 혁신기술을주도하는전문기업

• 중국유명상표로등록된신뢰할수있는상장기업

• 전면적인업계 레이아웃을갖춘업계선두자로서전문용, 상업용, 렌탈용, 스포츠및

경관조명용으로 LED 디스플레이제품제공

최상의서비스

• 연중무휴 24시간온라인기술지원

• 제품유지보수, 최신기술및마케팅에대한전문교육

• 경험많은전문가들의디자인, 데모, 유지보수및교육지원



고객사



02 업계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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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전광판시장규모와예측

연평균성장률 14.2%

글로벌 LED전광판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4.2%로 2019년에는 5조6억2200만 달러의 판

매가치에 도달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여 2021년에는 6조9억4200만 달러 이상에 이

를것으로예상됩니다.

글로벌 LED 전광판시장 (2015-E2021)



스몰피치 LED는빠른속도로성장하여 2019년매출 25억달러달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31억달러

달성할것으로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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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LED 전광판시장 (2015-E2021)



LED 옥외용/실내용전광판

Chip size: 200-400μm

스몰피치 LED 전광판

Chip size: 100-300μm

미니 LED 전광판

Chip size: 30-100μm

마이크로 LED 전광판

Chip size: Less than 30μm

5-10mm 픽셀피치

1-3mm 픽셀피치

0.4- 0.9mm 픽셀피치

0.01- 0.3mm 픽셀피치

 10억 시장 - 텍스트 및이미지의 기본 표출

 100억 시장 - DLP와 LCD를 대체할 멀티상업용 및 상황실용 고품질 제품 런칭

 1000억 시장 - 고급형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유지하고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소비자 가전 시장으로 이동

 1조 시장 - LED 디스플레이 기술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업용에서 소비자

가전으로 모든응용을다방면으로 커버함

LED 전광판기술추세



출처：LEDinside

LEDInside 최신 보도에 따르면 2022년까지의 Micro LED와 Mini LED의

시장가치는 13억8천만달러에이를것입니다.

Mini와 Micro LED의 개발은 LED 디스플레이가 향후 더 많은 새로운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최초로 162인치 Mini LED0.9

양산을 생산 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Micro LED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전념하고있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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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초유니루민은 ZhongShan지능형생산기지에

3억1,884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Mini-LED와 Micro-

LED의연구개발을중점적으로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유니루민은 Mini-LED0.9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최소피치 0.5mm까지생산할수있습니다.

유니루민생산기지

Mini-LED & Micro-LED 유니루민의계획



제품소개03



UpanelS
UpanelII

Application

UMini

UTWII

UHWII

Uslim
Kslim

UHF

상황실 방송 쇼핑회의실 카지노

Unilumin 전문용 & 상업용

기업



UGM ULSULF

Unilumin렌탈형

UpadIV UtileIIIUnano UpadIIIUpadIIIH

Application

생방송행사 전시회 기업 교회예배당 스포츠방송



Application

Grille O Series Plank T Series Plank E Series

UstormUsurfaceIII Uslim-OVideo Tube VT Series

Unilumin DOOH

옥외전광판 운송터미널 주유소쇼핑몰 Digital Signature미디어파사드



유니루민 스포츠 시리즈는 전문적인 LED 디스플레이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여 라이브 방송, 타이밍 및 스코어링, 슬로우 모션 재생 기능을 구현하여

농구, 축구, 크리켓야구, 아이스하키, 경마, 수영, 배구, 테니스, e스포츠등다양한스포츠를위한맞춤형솔루션을제공합니다.

Unilumin스포츠

실내형 옥외형



설치사례04



방송국

Upanel1.9 & Upanel2.5, 170㎡, Sky TV 스포츠스튜디오

방송 셋팅은 시청자의 관심을 사로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Sky TV 스포츠 스튜디오는 최저 밝기에서 최

고의 화질을 구현하는 Upanel 제품 170㎡ 설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감독은“유니루민 Upanel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SKY스튜디오에서 진행 될 쇼프로그램에 창의적인 세계를 열어 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업계

프로듀서, 제작 디자이너는 유니루민 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스토리 품질을 향상 시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풍경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SKY 이탈리아는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뛰어난 선명도 표출로

새로운가상무대장치추세의선두에서게되♘습니다.



UpanelII, ESPN ShowUpanel1.5S & 2.5S, SIC TV 방송국

방송국

Upanel1.2 & 1.9, 1st TV 채널Upanel1.5, Kiro TV 방송국



상황실

Upanel1.2S, 40, 멕시코공항상황실

멕시코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객기와 항공기 이동이 가장 많은

멕시코 국제 공항 상황실에 유니루민의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협력은 다른 많은 주요 교통 요

충지와 전국의 공공 보안 부서의 감시 센터들에서 최적의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선택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

습니다.



상황실

Upanel0.9,무석상황실

Upanel1.5,발전소상황실

Upanel1.2,상하이공안국 2층지휘센터

Upanel1.9, Mabes Polri상황실Upanel0.9,비상지휘센터



회의실

UpadIII2.6, 96.5㎡, 세계유산회담

유니루민 LED 디스플레이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 유산 위원회

회의장에 설치 되♘습니다 . 고품질의 UpadIII은 빠른 설치와 선명한 화질 및 기타 뛰어난 기술로 회의 내용을 완벽

하게구현하여회의참석자들에게효율적인회의효과를제공해주♘습니다.



회의실

103sqm Upanel1.9 in Inditex HQ Conference Room

Spain

UpadIII2.6,카타르불가리아경제포럼

Upanel1.5S, Aviva강당

UpadIII2.6,중국 (심천) IT 정상회담

Upanel1.5S, IVA 대회의장



상업시설

Uslim2.6, 288+㎡, LINQ 호텔 & 카지노

LINQ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 있는 2,640개 객실을 보유한

호텔입니다. 또한 LINQ는 카지노 및 오락시설도 있으며 건물 외벽, 입구

터널, 천장 등에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 하였습니다. 이는 카지노 방

문객들에게 몰입감과 공감을 이끌어 주는 아주 만족스러운 혁신적인 솔

루션입니다.



상업시설

UHW1.8 & UHWII1.8,화장품매장 Uslim3.9,헤우게순공항

UpanelII1.9,
폭스바겐본사

UTWII1.2, 화웨이아부다비체험
센터

Uslim3,한국신세계백화점 Uslim3, 마이크로소프트본사



로비

UHF1.9, 150㎡, 스펙트럼오브더씨즈

로얄 캐리비안 “스펙트럼 오브 더 씨즈＂에 설치된 155㎡ 규모의 유니루민 플렉시블

LED 디스플레이는 메인 다이닝 룸 데크4, 데크5의 입구와 행사장 내부에 다채로운

분위기를 더해 주♘습니다 . 모든 솔루션은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특수 코팅 처

리가 된 1.9mm 피치의 플렉시블 모듈로 요철방식으로 설치 되♘으며 독창적인 디자

인을 구현하였습니다. 열방출이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24시간 정상적으로 작동

할수있는고품질의 LED 디스플레이입니다.



Uslim2.6, The Comcast Experience
컴캐스트 로비에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LED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필라델피아의 주요 관광명소 이기도 합니다.

유니루민 제품으로 교체하면서 새로운 컨텐츠로 많은 관심을

끌♘습니다.

로비

Upanel1.5S, 자유의여신상박물관
자유의 여신상 박물관의 인터랙티브 갤러리에 유니루민 1.5mm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방문자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유합니다. 40-foot 사이즈의 L

ED 디스플레이 높이는 약 11 feet입니다. 아주 역동적인 시각 효과는 이를 본 사

람들에게깊은인상을남겨줍니다.



기업

GslimS3.9, 502.5㎡, 삼성갤럭시A 출시행사

삼성 갤럭시A 출시 행사는 2019년 태국 방콕에서 성공적으로 개최 되♘습니다. 전체 면적 502.5㎡ (67m x 7.5m)의

유니루민 GslimS03 대형디스플레이를설치하여관객들에게출시제품의세부사항에대해보여 주♘습니다.



교회

Utile3.9 & Unano1.8, 117㎡, GT 교회

GT Church는 최고의 예배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비디오월을 LED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Utile3.9 캐

비닛 50x20개, Unano1.8 캐비닛 16x9 두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관람 체험 및 근무

환경을제공해줍니다.



기업

HUAWEI P20 프랑스파리컨퍼런스

国家大剧院

삼성 NOTE8 컨퍼런스 GslimS, Smartisan 제품런칭회

UpadⅢ, Bal du Printemps



UpadIII2.6, Christ Place Church 그리스도광장교회

UpadIII3.9, Liquid Church 리퀴드교회

GslimS04,싱가폴가톨릭청소년의날

교회



엔터테인먼트

UtileIII3.9, 200㎡, X Factor: Celebrity 2019

The X Factor 영국 유명인 스페셜 에 디 션 은 200 ㎡ 규 모 의 UtileⅢ3.9 LED 디스

플레이를 설치하여 관객과 수백만 TV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무대효과를 선사하

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월드미스콘테스트

U2 월드투어

국립극장

UpadIIIH5,포뮬러원 –독일그랑프리 2018

UpadIII6,투모로우랜드페스티벌



DOOH

천안문광장, 중국건국 60주년기념일, 251㎡

유니루민은 중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천안문 광장 센터에 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 하였습니다. 밝고 선명한 화질의

대형 디스플레이는 천안문 광장에 흥미로운 요소를 더해주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기념

촬영을합니다.



DOOH

VT-1531B, 중국미디어그룹 (CMG)라이트쇼T-13, 쉐라톤호텔

Ustorm16,멕시코빌보드Ustorm16,하이브리드타워메스트레 Usurface6,주유소UsurfaceIII, Ripley S. A.,



스포츠

2018 FIFA 월드컵러시아︱ 카잔아레나︱ 3,650㎡

카잔 아레나는 러시아 수도 카잔에 있는 45,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다용도 복합 경기장입니다. 2013년 완공된 이래 아레나는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막식과 폐막식, 2017년 FIFA 2017 컨페더레이션스컵 등 많은 국제 대회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유니

루민의 LED 메쉬 타입 제품은 카잔 유니버시아드의 주 경기장에 설치 되♘으며 고품질 제품으로 모든 대회와 행사가 진행 되는 동

안완벽한실행으로모든종류의메시지를관객들에게성공적으로전달하였습니다.



스포츠

UpadIII2mm & 05mm | 제17회 FINA 월드챔피언전 | 1,860㎡

2018 PUBG 글로벌인비테이셔널베를린︱독일 658㎡

2019 호주개막전



684.4

스포츠

FISHT 경기장 | 소치동계올림픽 | 3000㎡

WTA 연말결승전 | 700㎡

2019 FIBA 농구월드컵



감사합니다
02-425-2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