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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로서 한국예탁결

제원이 그 기재사항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인정하거나 보증하지 아니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개황

회 사 명 오레스트(주)

회 사 영 문 명 O rest

대 표 자 명 유 기 덕

대 표 자 영 문 명 You Ki-D uck

법인등록번호 131311 -0179254

사업자등록번호 304 -86 - 00814

설 립 일 2017 . 05. 01

결 산 월 2017 . 12

임 직 원 수* 41명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 22번길 125 번지

홈 페 이 지 http://www .orest.co.kr/

대 표 번 호 031 )650 -9770

팩 스 번 호 031 )610 -8458

업 종 제조업

주 요 제 품 안마의자, LED스탠드, 사무용의자

엔젤투자소득공제** 가능

KOT C
등록일/해지일

- -

KSM
등록일/해지일

- -

벤 처 기 업
등록일/해지일

2017 .12 .04 2019 .12 .03

이노비즈기업
등록일/해지일

- -

메인비즈기업
등록일/해지일

- -

녹색인증기업
등록일/해지일

-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퇴거일

(센터명입력)
-

-

창업보육센터
입주/퇴거일

(센터명입력)
-

-

사 업 소 개
오레스트는 안마의자, LED스탠드, 사무용의자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기준

** 벤처/7년 이내 기술성 우수기업



사업연도 2017/12/31

구분 값

[유동자산] 4,268,512,774      

   ·당좌자산 1,445,931,692      

   ·재고자산 2,822,581,082      

[비유동자산] 996,158,558        

   ·투자자산 -                      

   ·유형자산 545,809,969        

   ·무형자산 308,540,720        

   ·기타비유동자산 141,807,869        

         자산총계 5,264,671,332      

[유동부채] 3,549,522,462      

[비유동부채] 1,000,000,000      

         부채총계 4,549,522,462      

[자본금] 500,000,000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215,148,870        

         자본총계 715,148,870        

매출액 2,195,110,285      

영업이익(영업손실) 267,460,588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손실)

[중단사업손익이 없는 경우 기재 생략]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215,148,870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                      



오레스트㈜
투자 제안서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 22번길 125

TEL: 1522 – 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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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주 주 현 황

Part 01. 회사정보

조 직 도



오레스트㈜는 자동차 부품생산 25년 전통에 덕일산업㈜의 자회사로써 중국 완제품 수입에 100% 의존하고

있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에서 자체 기술연구소 및 생산설비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국내생산 안마의자 제조 회사입니
다. 끊임없는 R&D 투자를 통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 사 명 오레스트㈜ (Orest Co., Ltd.)

대 표 자 유 기 덕

설 립 일 2017. 05. 01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 22번길 125

사업자 번호 304-86-00814

생산 품목 안마의자, LED스탠드

업 종 제 조 업

임직원 현황 총 50명 (관리직: 19, 연구직: 7, 생산직: 24)

홈페이지 www.orest.co.kr

◆ 회사개요



직영 대리점
힐링카페 & 전시장 운영
-평택 소사벌점
-용인 성복점
-양주 옥정점
-천안 전시장

유통
상품 유통
-전자랜드 (전국 30개 매장)
-한샘 플래그샵 (전국 10개 매장)
-DBK 듀오백 (전국 20개 매장)
-시디즈 (전국 10개 매장)
-방방 안마의자 (전국 20개 매장)

◆ 회사개요

개발
기술개발
-자체 R&D 센터 보유
-연구소와 디자인팀 보유
-지속적인 R&D 투자

제조
생산 품목
-안마의자 (7개 품목)
-LED 스탠드 (3개 품목)



덕일 그룹

Orest ㈜

회로설계

기술연구소

기구설계 설치/배송

A/S

고객지원부

생산1팀

생산2팀

생산기술팀

생산부

회계/전산

인사/총무

경영지원부

품질관리

외주관리

품질보증부

발주 및 구매

자재 관리

구매부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영업부

가맹사업

마케팅

기획, 홍보

덕일산업㈜ DIKI 법인 디아이오토모티브

◆ 조 직 도



◆ 주주 현황

주주명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덕일산업㈜ 154,000주 \770,000,000 48%

유기용 70,000주 \350,000,000 22%

유기덕 35,000주 \175,000,000 11%

외10명 61,000주 \305,000,000 19%

합 계 320,000주 \1,600,000,000 100%

48%

22%

11%

19%

덕일산업㈜

유기용

유기덕

외10명

(단위 : 원)



대 표 자 연 혁

Part 02. 연 혁

회 사 연 혁



◆ 대표자 연혁

대표이사 유 기 덕

2017 오레스트㈜ 설립

1984~1992

1993~현재

2017~현재

2017

2011

2017 DI 오토모티브 인수(자동차부품)

2007 우수자본재 대통령 표창

1993 덕일산업㈜ 설립 (現 대표이사)

1984 ~ 1992 ㈜우영 근무

2011 필리핀 세부 DIKI 법인 설립

2007

2003

2000
2003 제8회 경기 우수중소기업 대상 수상

2000 우수자본재 개발 산업훈장 수훈



2017.05 오레스트 주식회사 법인 설립

2017.09 오레스트 직영매장 1호점 오픈(서울 선릉점)

2017.10 북미 수출 개시

2017.10 한국 기계전 전시회 참가(KINTEX)

2017.12 오레스트 직영매장 2호점 오픈(평택 소사벌점)

2017.12 하이마트 옴니존(온라인샵) 입점

2018.02 미국 라스베가스 CES 출품 / NAMM 출품(미국 대리점 계약 및 수출 진행)

2018.02 한샘 플래그샵 입점(잠실, 방배, 대구, 부산)

2018.04 전자랜드 입점(용산, 부산, 대전 등 10개점)

2018.05 제 18회 동아 홈&리빙페어 참가(KINTEX)

2018.05 듀오백 리얼컴포트 입점

2018.05 ISO 9001 품질 경영 인증 획득

2018.07 오레스트 직영매장 3호점 오픈(용인 성복점)

2018.08 오레스트 직영매장 4호점 오픈(양주 옥정점)

2018.09 전자랜드 입점(전주, 광주, 목포 등 10개점)

2018.11 오레스트 직영매장 5호점 오픈(천안 대리점)

◆ 회사 연혁

2017s

2018s
~ 현재



매출 성장성

제품 경쟁력

Part 03. 투자 포인트

첨단 기술력

Big Brand 성장 가능성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지난해 6천억원 규모, 10년 새 30배 성장
국내 안마의자 보급률은 7% 가량으로 추후 시장 확대 가능

지속적인 R&D 투자로 음성인식 기능과 같은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경쟁 제품들과의 비교 우위 확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 OEM 제품이 아닌

국내 생산라인에서 직접 생산하여 품질 경쟁력 확보

글로벌 대표 브랜드 지향(해외시장 공략)

다양한 국내 매출처 확보(전자랜드, 한샘, 듀오백코리아, 방방 등)



◆ 매출 성장

년 도 2017년 2018년

금 액 17 30

매출성장률 - 76%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매출 성장  2017년 매출액 17억 (4월 ~ 12월), 2018년 현재 30억 (진행중)

주요고객 <국내>

17

30

0

10

20

30

2017 2018

주요고객 <해외>



◆ 매출 성장성(매출 증가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현재) 매출성장률

국 내 15 25 66%

해 외 2 5 150%

합 계 17 30 76%

(단위 : 억 원)

15

25

0

5

10

15

20

25

30

2017 2018

국 내

(단위 : 억 원)

2

5

0

1

2

3

4

5

6

2017 2018

해 외

(단위 : 억 원)

66% 150%



◆ 매출 성장성

 자체 연구인력 보유, 

지속적인 R&D 투자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고의 품질과 전문성을 갖춤

 자체 생산설비 보유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안마의자 시장 이해를 통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 전개

소비자 수요 중심의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제조업 경력 25년의 탁월한 경영 및 비즈니스

능력

제품원가
경쟁력

R&D 
연구소
보유

탁월한
CEO 

경영능력



◆ 첨단 기술력

자체 성능 검사

자체 환경 시험

첨단 생산 라인



연단기 및 제단기

자체 소음측정실

국내 생산

◆ 첨단 기술력



◆ 제품 경쟁력

우수한 품질 경쟁력

 저가형/보급형 모델부터 고가형/프리미엄 모델까지

다양한 제품군 보유로 광범위한 시장공략 가능

 최첨단 자체 생산라인을 통한 우수한 품질 경쟁력 확보

 자체 검사시설 보유로 A/S 발생률 2% (타사 18~20%)

 KS 인증 및 ISO 인증, 조달청 상품등록을 통한 제품의

우수한 품질 보장

다양한 제품군

품질인증 확보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 및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력을

통한 특허 등록 및 디자인 우수성 입증
우수한 디자인

< 제품 품질인증 3종 > < ISO 품질인증 > < 디자인 특허 >



◆ 성장 가능성

◆ 안마카페 & 전시장 매장 확대

평택, 용인, 양주, 천안 전시장 운영중(10개점 추가오픈 예정)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통한

규모별 지역별 유통대리점 확보

 셀프 빨래방 및 다중이용시설 안마의자 입점 확대

(빨래방 30개 매장 입점 완료(20개점 추가입점 예정)

◆ KTX 및 SRT 주요 노선 고객 체험존 운영

◆ 키즈카페 및 다중체육시설 입점 예정

민 수

전시장

 합리적인 가격의 품질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하여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 유통 채널 확보

 정부조달상품 등록을 통한 영업경쟁력 확보

조달청 벤처나라 상품등록 완료(안마의자 3개 품목)
조 달

◆ 홈쇼핑 판매를 위한 판매 채널 구축

신세계 TV 홈쇼핑 데이터 방송 입점 예정
홈쇼핑

해 외

수 출

국 내

대리점
 미국 NY, NJ, CHI, ATL, LA 20개 지점 대리점 운영

◆ 북미(캐나다), 유럽(벨기에, 독일), 오세아니아(호주) 진출 예정



◆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진행

< 2017. 04 서울 모터쇼 >

< 2017. 10 서울 기계전 >

< 2018. 03 SBS 골프대전 >

< 2018. 03 한국골프종합전시회 >

< 2018. 05 동아 홈&리빙페어 >

< 2018. 05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

국 내 해 외 < 2018. 01 CES 박람회>

< 2018. 02 NAMM 박람회>

< 2018. 02 NAMM 박람회>



수 익 실 현

자사주 매입

Part 04. 투자자 혜택

현 금 배 당

소 득 공 제



PART 4. 투자자 혜택

최고의 수익실현

3년 후 현금배당

3년 후 자사주 매입

당기순이익 중 10% 현금배당 계획 (3년 보장)

잉여금 발생 시 자사주 매입

KONEX 특례상장(2020년 목표)

투자금 소득공제 투자금 3,000만원 이하 100% 소득공제(벤처인증기업)



비 전 제 시

사 업 성

Part 05. 사업 내용

주요 생산품

영업 현황

국내 사업 전략

해외 사업 전략



◆ 비전 제시

VISION

안마의자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업기반 강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및 브랜드 파워 강화

대리점 및 유통망 확보를 통한 시장 인지도 형성

MISSION

미래 기술을 접목한 안마의자 개발(음성인식, 음이온)

지속적인 R&D 개발을 통한 독창적인 제품 개발(디자인 특허)

첨단 생산라인 및 검수 시설을 통한 A/S 발생율 감소(3% 이하)

고객 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 및

최우수 품질의 상품 제공

CORE
VALUE

MADA IN KOREA

국내 안마의자 시장 점유율 50% 확보



◆ 주요 생산품 (안마의자)

모델명 OR-3000 OR-5000 0R-7000 0R-8000

제품

이미지

장 점

스마트 마사지볼

 L 프레임

전신에어안마

발바닥 지압 롤러

슬라이딩 기능

무중력 기능

 9가지 자동모드

자동체형측정 기능

 3D 입체안마

 L 프레임

마사지볼 7cm 전진

전신에어안마

발바닥 지압 롤러

슬라이딩 기능

무중력 기능

 10가지 자동모드

자동체형측정 기능

종아리 스크럽 기능

 4D 안마의자

 L 프레임

마자시볼 8cm 전진

전신에어안마

발바닥 지압 롤러

슬라이딩 기능

무중력 기능

 11가지 자동모드

자동체형측정 기능

자동다리길이 조절

 4D 안마의자

 L 프레임

마자시볼 8cm 전진

음성인식 안마의자

음이온 발생

슬라이딩 기능

무중력 기능

 Bluetooth 기능

자동체형측정 기능

자동다리길이 조절



◆ 주요 생산품 (LED스탠드)

모델명 휴대폰 무선 충전 LED 스탠드 OR-LC100

제품

이미지

장 점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REDDOT AWARD 수상자가 디자인한 제품(디자인 특허 등록)

조명밝기 5단계 1000(lux)

자연광과 가까운 80이상의 연색성

자외선이 없는 환경 친화적인 스탠드

간편한 원터치 작동 방식



◆ 사업성(국내 안마의자 시장)

민 수국내 시장규모
 2017년 기준 국내 안마의자 시장 규모는 6,000억원으로

10년 만에 30배 이상 성장, 2018년 기준 7,000억 전망

200 800
1700

3500

6000
70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07년 11년 13년 15년 17년 18년

국내 안마의자 시장규모

민 수안마의자 보급률
 우리나라의 한 가정당 안마의자 보급률은 7% 

※ 일본(15%), 미국/유럽(5%), 대만(10%), 중국(1%)

 커져가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규모에 비해 보급률은

낮은 수준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무궁 무진함

단위 : 억원



민 수
웰빙, 힐링에 이어 워라밸으로의 사회 분위기 확산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관련 상품에 투자
시장 인식 변화 건강

민 수
개성과 실속을 중시하는 젊은층의 소비 패턴 변화

기존의 필수 혼수 아이템 -> 힐링 아이템으로 전환
소비패턴

안마의자

27%

해외여행

18%건강식품

16%

홈

인테리어

상품

20%

기타

10%

기타

9%

< 명절 선물 트렌드 >

안마의자

21%

라텍스

침대

17%

정수기

12%

리클라이너

10%

공기청정기

18%

건조기

12%

기타

10%

< 혼수품 트렌드 >

2017년 기준 ※필수 혼수품 제외

◆ 사업성(국내 안마의자 시장)



◆ 사업성(글로벌 안마의자 시장)

민 수미국 시장규모
미국내 마사지기기 수요는 6억 6천만달러로 집계되었으며

2021년까지 연평균 5.8% 성장, 약 8억 7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

민 수 미국 소비자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증가

고령화 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수요 증가

미국의 마사지기 수입량은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

2017년 1,783만 달러의 국내 마사지 기기 수입, 전년대비

16.8% 증가

미국 시장현황

2015 2016 2017

최근 3년간 수입규모
단위 : 백만 달러

한국, 미국수입 상위
10개국에 포함

930

1,014
1,197



◆ 사업성(글로벌 안마의자 시장)

 전 세계 전자 안마기 시장에서 고급 안마의자 시장은 2015년 12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92%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15 2020

연평균 성장률

5.92%12억 달러

16억 달러

[그림] 글로벌 고급 안마의자 시장 규모 및 전망

2015 2020

연평균 성장률

6.11%

[그림] 미주 지역 안마의자 시장 규모 및 전망

66억 달러

88억 달러

미주 지역은 2015년 66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11%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88억 7,000만 달러에 이를 전망

유럽 지역은 2015년 5억 1,6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43%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6억 7,220만 달러에 이를 전망



◆ 사업성 (해외진출)

품질 이슈

※ 중국 제품 : 저가 생산으로 제품 수명유지에 한계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산 대비 프리미엄

가격 적용 가능

목표 시장

디자인 및 가격 이슈

※ 일본 제품 : 구형 디자인 및 고가품으로 가격적 부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 부담은 줄이고, 지속적인 R&D 

투자로 인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시장 공략

고객 동향
 품질이 낮은 중국제품에 실망한 고객들이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인 고품질 제품을 요구하는 추세

 중국 저가제품과 일본 고가제품 사이의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찾는 시장 및 고객군



◆ 영업 기반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고급연구인력 보유

최첨단 자체 생산,검수 시설 보유

지속적인 R & D 투자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

매출거래처 다변화

시장 후발진입으로 인한 낮은

브랜드 인지도

기존 안마의자 업체의 유통채널

장악으로 시장진입 난항

Opportunity

전세계적인 안마의자 시장 확대

바쁜 현대인들의 자투리 시간을

공략한 안마의자 수요 증가

Threat

중국산 저가 제품 확산

국내 유통사들의 기술간 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 심화

SO 전략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수요자 요구를 바탕으로한 기술전략

수립과 이에 적합한 제품 개발

WO 전략

TV CF 및 신문 광고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상승

마케팅 홍보 자료 구축

ST 전략

유통망 다변화 및 B2B, B2C 영업

확대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높은 품질 대비 합리적 가격의 수요

시장 및 고객군 Targeting

WT 전략

매출거래처 확보 및 시장진입

외부환경

내부환경



◆ 영업현황

영업 핵심 경쟁력

제품 경쟁력 확보

우수한 품질, 탁월한 디자인,

다양한 제품 구성

가격 경쟁력 유지

업계 1위의 가격 경쟁력

미래 기술 기반 구축

제품 개발 및 지속적인

기술 연구 투자

풍부한 정부 인증 획득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KC, ISO 인증, 조달청상품등록

매출거래처 다변화

조달시장, 민수시장, 미국시장

개척 성공

국내 영업 현황

안마카페 및 전시장 오픈 및 확장

평택점 / 성복점 / 양주점 / 천안점

대형 유통 대리점 입점

한샘플래그샵, 전자랜드, 시디즈

조달 상품등록 완료

관급 조달 시장영업 추진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완료

생산능력 확대, 제품확장 등 관련

생산공장 신설(매출 증대)    

빨래방, 웨딩홀 등 다수사용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안마의자 설치

국내 다수의 전시회 참가를 통한

“오레스트” 브랜드 마케팅 홍보

해외영업 현황

유럽, 중국 등 개도국 시장조사

(벨기에, 독일 등 진입 예정)

뉴욕, 시카고, LA 지점 운영

(애틀랜타, 뉴저지 추가 입점)

미국 수출용 프로그램 개발

(리모컨, 자동 프로그램)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오레스트” 브랜드 런칭

안마의자 OR-1000, OR-5000

미국 수출 진행중

추가 OR-3000 모델 수출 예정



유통 시장 현재 전국 거점 대리점 71개소 -> 매년 확장 추진

전시회 참가 공신력있는 국내 다수의 전시회 참가(2018년 11개 참가)

다중이용 시설 다중이용시설 안마의자 입점 및 유치(빨래방, 경로당 등)

전시장 직영점 안마카페 & 전시장 직영점 현 4개소 -> 매년 확장 추진

조달 시장 조달청 상품등록, 벤처나라 등록 완료, 우수 딜러망 확보

해외 시장
해외 전시회 참가 2회/년 수출 상담회 개최 3회/년

해외 영업조직 운영, 현지 업체 합작을 통한 생산기지 구축

카페, 체육시설 키즈카페 & 다중체육시설 현 3개소 -> 매년 확장 추진

◆ 영업현황



◆ 국내 사업전략

Offering Differentiation

< 사업 전략 >

Selling on Value

Refocusing on Total 
Cost of Ownership

Identifying Specific
Routes to Market

Selling to Developing
Markets

미래 안마의자 기술 선도

유통중심 영업에서 고객
가치 중심 영업으로 전환

고객의 제품에 대한
장기 효용에 초점

목표 시장을 위한 최적의
가용자원 배분

신규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쟁우위 확보

고객의 구매 기준 변환

제품 가치 극대화

제품의 구매가 아닌 보유

시장 지배를 위한 핵심
Trigger

국내기술 안마의자 생산

< 시사점 >



◆ 사업전략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내 15 25 100 250 400

해외 2 5 20 50 100

총 계 17 30 120 300 500

(단위 : 억 원)

영업 3개년 매출 계획(2017년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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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품질 및

유지 관리

안마의자 시장 국내 Top No. 1

목 표

신제품 개발
지속적인

R & D  연구
미래 기술 선도

특화된

전문인역 투입

매출거래처

다양화

제품 경쟁력 확보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

가격 경쟁력 확보

다양한 제품군

고품질 제품

사업분야

유통

민수 시장

매출거래처

조달 관급

년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 액 15 25 100 250 400

성장률 - 66% 300% 150% 60%

(단위 : 억 원)매출성장

5개년 매출계획

◆ 국내 사업전략

15 25 100
25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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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국내 사업전략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형 양판점 4 7 25 60 100

안마의자 전문점 2 4 25 50 70

OEM 납품 2 3 10 30 40

공공기관(조달청) 2 4 15 40 80

특판(홈쇼핑) 2 3 10 30 50

본사(직영점) 3 4 15 40 60

총 계 15 25 100 250 400

(단위 : 억 원)

국내 영업 5개년 매출 계획(2017년 ~ 2021년)

4 2 2 2 2 37 4 3 4 3 425 25 10 15 10 15

60
50

30
4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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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양판점 안마의자 전문점 OEM 납품 공공기관(조달청) 특판(홈쇼핑) 본사(직영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국내 사업전략

단계별 국내사업 전략

자체 생산라인 구축

미래 기술 기반 구축

제품 개발 및 지속적인

기술 연구 투자

전국 안마의자 대리점 개설

및 확장

생산능력확대, 제품확장

단기계획 (2017~2018) 중기계획 (2019~2020)기반조성(~2016)

사업분야별 합리적인 가격의 품질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안마의자 대리점 확장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채널의 확보

조달구매 영업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품 조달 등록

다양한 유통제품 Line Up

(OR-1000, 2800, 2900, 3000

3100,5000,7000)    

조달상품등록으로 관급 조달

시장 영업 추진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완료)    

유통전문점 및 On-Line 등

다양한 유통망 확보

(전국 100개 매장)

 국내 전시회 참가를 통한

“Orest” 브랜드 마케팅 확대

 미래 기술 적용 제품 개발

음성인식 안마의자

미래 기술 적용 제품 양산 및

확산 “음성인식 안마의자”

(OR-8000)

전국 유통대리점, 전문점, 

On-Line 구축 토착화

(고정매출 확보)

브랜드 및 품질 강화를 통한

이익률 제고

전략적 파트너, 지역별 파트너를

통한 매출 확대

차세대 제품, 솔루션 개발

조달구매 영업 확대



사업 전략

전국 안마의자 유통대리점을 통한 안마의자 판매

 유통 채널 추가 확보

 신제품 및 가격 경쟁력 우위 제품 주력

 추가 직영점 및 On-Line등 다양한 유통망 확보

 품질 및 A/S 경쟁력 확보

 “오레스트㈜” 안마의자 브랜드 인지도 강화

주요 거래처

◆ 국내 사업전략
2018년 11월 13일 현재

입점 완료 매장 71개점



◆ 해외 사업전략

미국 내 유통망

확 보

글로벌 안마의자 대표 브랜드 지향

신제품 개발 및

현지화

지속적인

R & D  연구
미래 기술 선도

특화된

전문인력 투입

해외 전시회

참가(CES)

제품 경쟁력 확보

신제품 개발 및 현지화

가격 경쟁력 확보

다양한 제품군

고품질 제품

사업분야

해외 유통시장 개척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

해외 현지 법인 설립

브랜드 인지도 향상

년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 액 2 5 20 50 100

성장률 - 150% 300% 150% 100%

(단위 : 억 원)매출성장

5개년 매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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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업전략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북미시장(미국, 캐나다) 2 3 10 30 60

유럽(벨기에, 독일) - 1 7 12 30

오세아니아(호주) - 1 3 8 10

총 계 2 5 20 50 100

(단위 : 억 원)

해외 영업 5개년 매출 계획(2017년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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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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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시장(미국, 캐나다) 유럽(벨기에, 독일) 오세아니아(호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계별 해외사업 전략

미국 시장 안마의자 시장 조사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Orest 브랜드 해외 마케팅 런칭

◆ 신제품의 현지화 개발

단기계획 (2017~2018) 중기계획 (2019~2020)기반조성(~2016)

합리적인 가격의 품질,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및 제품 현지화

현지 안마의자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 유통채널 확보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생산과 유통의 현지화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

선진화 및 현지화된 안마의자

개발 및 생산

(OR-1000, OR-5000 미국

현지화 개발 및 생산 수출)

OR-3000 추가 수출 예정

미국 시장 안정적인 현지

유통시장 개척

(17개 매장 확보)

다양한 유통망 확보

HEALTH MATE, SOLCO,

CARESYS, HITRONS 

지속적인 R & D 투자로

미래 기술이 접목된 신제품

개발 및 현지화

OR-8000 및 발마사지기

현지 영업 유통채널 수립

(현지 유망 유통사와 합작) 

HEALTH MATE 캐나다 지역

추가 입점 예정

미국 및 유럽시장 진출 활성화

(벨기에, 독일, 호주)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

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입

◆ 해외 사업전략



미래 기술 적용 제품 현지화 전략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채널 확보

 신제품 및 가격 경쟁력 우위 제품 주력

 추가 직영점 및 On-Line등 다양한 유통망 확보

 품질 및 A/S 경쟁력 확보

 “오레스트㈜” 안마의자 브랜드 인지도 강화

◆ 해외 사업전략
2018년 08월 24일 현재

입점 완료 매장 17개점

사업 전략

주요 거래처



◆ 해외 사업전략

LA 

CHI 



기술 인력 현황

Part 06. 기술력

특허 보유 현황



◆ 기술인력 현황

구분 직위 성명 전공 직무

회로 설계 부장 오** 전자 회로 설계

프로그램 설계 차장 김** 전기공학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설계 과장 원** 전파 프로그램 설계

기구 설계 차장 이** 기계설계 기구 설계

기구 설계 사원 주** 정보통신 기구 설계

디자인 과장 박** 산업디자인 디자인 업무 총괄

디자인 사원 이** 시각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자인 사원 이** 산업디자인 제품 디자인

기술인력 현황
■ 연구 인력 : 8명

■ 검교정기, 계측기, 디지털 기압계, 온도 기록계 등 총 40여종 보유



◆ 특허 보유현황

안마의자 특허
 통풍시트가 마련된 안마의자

등록번호 : 10-1886622

 로드셀 방식의 사용자 착좌 감지 및 자동실행 기능이 탑재되는 안마의자

등록번호 : 10-1886637

 공기정화 기능을 갖는 안마의자

등록번호 : 10-1886621

 무선충전패드가 구비된 안마의자

등록번호 : 10-1886623

 핸즈프리 기능이 있는 안마의자

등록번호 : 10-1886626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안마의자

등록번호 : 10-1886627

 터치패널이 마련된 안마의자

등록번호 : 10-1886630

 복합 종아리 안마기구가 마련된 안마의자

등록번호 : 10-1886633

 모바일 기기의 충전이 가능한 리모컨 거치대가 마련되는 안마의자

등록번호 : 10-1886634

 리모컨의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안마의자

등록번호 : 10-1886636



◆ 인증서 보유현황



◆ 특허 보유현황



◆ 기타 보유현황



고급 연구 인력 보유

Part 07. 타사 대비 독창성

미래 지향적 특허 기술 보유

국내 유일 생산설비 보유

본사 직영 배송설치 및 낮은 A/S



PART 7. 타사 대비 독창성

■ 지속적인 R&D 투자와 고급 연구인력을

통한 안마의자 독자 개발로 경쟁력 확보

■ KC 인증 10건 및 디자인 특허증 보유

■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안마의자

■ 복합 종아리 안마기구가 마련된 안마의자

■ 통풍시트가 마련된 안마의자

■ 경기도 평택 부지에 건축 (5층 규모)

■ 최첨단 자동화 라인 설비 구축 완료

■ 위탁 배송시스템이 아닌 본사 직영 배송 설치를

통하여 고객 만족도↑  

■ 2% 이내의 A/S 발생률(타사 18~20%)

고급 연구
인력 보유

미래 지향적
특허 기술 보유

국내유일
안마의자 생산
라인 설비 보유

본사 직영 배송
설치 및 A/S



추정 재무상태

Part 08. 추정 재무상태



PART 8.   추정 재무상태

계정과목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120 300 500

매출원가 54 135 225

매출총이익 66 165 275

판매관리비 55 120 210

영업이익 11 45 65

단위 : 억원



국내 안마의자 업체 동향
(바디프랜드/코지마/휴테크)

Part 09. 동종업계 현황



◆ 국내 안마의자 업체 동향

18년 6월 기준, 단위: 억원

업체명
17년

매출액
월 평균
판매수량

주요 유통채널 중국 제조사 유통 상품군 주요 이슈

바디
프랜드

4,129억
8,000대 –
10,000대

TV 홈쇼핑

직영매장 159개 4,500대

삼성전자 1,000대

하이마트 1,000대

전자랜드 300대

온라인 및 기타 1,000대

롱타이

아이레스트

안마의자

소형 마사지기

정수기

매트리스

전기레인지

배송: 직영체계

(직영, 지입 혼재)

코지마
481억

(소물매출
:30%비중)

2,000대
- 2,200대

삼성전자 287개점 600대

하이마트36개점 300대

이마트 41개점 150대

이마트 OEM(PB) 

케이블 홈쇼핑 800대

전문점 및 온라인 300대

이지팔

아이레스트

컴포트

캉타이

안마케어

안마의자

의자형 마사지기

소형 마사지기류

발마사지기 다수

체지방계 다수

체중계 등 다수

복정(코지마): 481억

건본산업: 129억

2018년 4월 강남

직영매장 오픈

배송:직영체계(지입)

휴테크 421억
1,600대

- 1,800대

홈플러스 8개점 70대

하이마트 14개점 100대

직영매장 28개점 900대

전문점, 온라인등 500대

도테스트

안마의자

의자형 마사지기

발마사지기

소형마사지기류

배송:직영체계(지입)

• 브람스생활건강: 17년 매출170억 / 이마트, 롯데마트 입점, 케이블 홈쇼핑 운영(18년 6월)
• 성우메디텍: 17년 매출 209억 / 코웨이, 쿠쿠, 교원 OEM 납품 / 캉타이사, 닝보컴포트 거래



마케팅 및 홍보자료
(CF 및 TV영상)

Part 10. 홍보자료



PART 10. 마케팅 및 홍보자료(CF 및 영상)

< TV CF > < 홍보 영상 >



PART 10. 마케팅 및 홍보자료(신문)



PART 10. 마케팅 및 홍보자료



PART 10. 마케팅 및 홍보자료



PART 10. 마케팅 및 홍보자료

안마카페 & 전시장 직영점

평택점

양주 옥정점

용인 성복점

천안점



PART 10. 마케팅 및 홍보자료

SRT & KTX 기차역

동탄역

부산역

수서역 지제역

울산역



PART 10. 마케팅 및 홍보자료

한성컨트리 CC플라자 CC

● 국내 유명 골프 클럽

파인크리크 CC

파인밸리 CC



오레스트㈜ 투자 제안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