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SCLAIMER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으로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화신테크(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 배포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 presentation에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증권거래 법률에 대한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 성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 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 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 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 실적은 “예측 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각 계열사, 자문역 또는 representative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문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 및 청약을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투자 결정은 오직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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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업계 36년 노하우 

업계 최초 차체 경량화 기술 개발 

현대· 기아차 1차 벤더 

크라이슬러, 재규어, 테슬라 등  

글로벌 고객사 확보 

‘화신테크 + GE’… 친환경 차체 초경량화 소재에서 2차전지까지 신성장 동력 확보  

자동차용 금형 제조 전문 회사 

2011년 창립이래 매년 가파른 성장세 유지 

(200~300%) 

국내 유일 전체 2차전지 물류공정 대응 가능 

LG화학 1차 벤더 

LG화학 폴란드, 중국 법인 등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2차전지 제조 장비 전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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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화신테크 소개 



1-1. 일반개요 

회사개요 

회사명 ㈜화신테크 사업영역 자동차용 프레스 금형 사업 / 2차전지 사업 

대표이사 오  영  훈 , 백  승  덕 임직원수 121명 (2018.12월 기준)  

설립일 1985년 5월 6일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중앙대로1 

상장일  2006년 11월 (KOSDAQ) 홈페이지 www.hstech.co.kr 

지배구조 주주구성 

화신테크 

㈜GE 
 

[2차전지 장비 개발]  

지분 100% 보유 

자동차 금형 사업 leading company … ‘화신테크’ 

일반주주 

67.10% 
㈜한스이엔지 

3.5% 

에이치앤브릿지 

투자조합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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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연혁 

1991~1995 2000~2005 1985 ~ 1990 

• '90.11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1등급 공장획득 

• '89.11  금형가공기술 1등급공장 지정 

• '85.05  회사 설립 

• '95.07 ISO  9001 인증 획득 

• '91.07 상호변경: ㈜화신테크 

• '91.07 연구개발 전담부서 지정 

• '91.01  업계최초 CAD/ CAM /CAE 시스템 도입 

• '05.11 수출 일천만불탑 수상 

• '02.11 대구광역시 선도중소기업 선정 

• '02.07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02.05 산업포장 수상 

• '01.1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상 수상 

2016~2018 2006~2010 2011~2015 

• '10.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 '06.12 현대자동차 BEST 금형업체 지정 

• '06.11 코스닥 상장 

• '15.08 ISO 14001인증 획득 

• '15.07 대구시 월드스타기업 선정 

• '14.07 현풍공장 준공 

• '13.12 수출 이억만불탑 수상 

• '13.03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 '12.09 뿌리기업 명가 선정 – 국무총리 표창 

• '12.06 대구시 스타기업 선정 

• '18.01 ISO 9001 품질인증 획득 

• '17.09  ISO 14001 환경인증 획득 

• '17.07 본사 소재지 변경(성서→현풍) 

• '16.01 인도 영업부 개설 

자동차용 금형 사업 36년 업력 … 원천 기술력 및 노하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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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즈니스 영역 

화신테크, 2019년 ‘GE’ 인수 통한 20조원 2차전지 시장 진출 

8 

 자동차 금형 제작 원천기술 보유 

36년 금형 제작 업력 

2차 전지 물류공정 장비 제작 

기계 가공 부품 제작 및 유통 

친환경 자동차의 필수 기술 및 역량 확보  

차체 경량화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 강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생산 메이커 이미지 강화 

국내외 고객망 확대 

전기 자동차 시장 진출 기회 확대 

SYNERGY 

EFFECT 



1-4. 화신테크 경쟁력 

자체 기술력 기반 차세대 전기차 선도기업으로 노하우 확보 … 향후 경쟁사 대비 우위 선점 기대 

자동차용  

금형 관련 

36년 업력 

금형  

원천 기술력  

 

차체 경량화  

기술 확보 
품질, 예산 등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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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보적 기술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 구축 

 지역 및 산업발전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 경력 화려 

 자동차 프레스 금형 전문 생산
업체로 현대기아차 BEST 금형
업체 선정 

 전문 프레스 금형 업체 중 유일
한 코스닥 상장 업체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강판의 금형 선도기술 보유 

 차량 중량 감소용 고장력 강판 

제작 기술 보유 

 차량 Body, Chassis 전품목 

제작 기술 보유 

 독보적인 기술능력으로 뿌리 

    기술 전문기업 지정 

 금형 기술 특허 인증 

 ISO 9001 품질시스템 

    ISO 14001 환경시스템 인증 
 

 예산(Cost),일정(Time) 

    관리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 
 

 철저한 품질 보증 위한 품질 

     보증시스템 보유 
 

 고객지향 관리체계 구축 
 

 프로젝트 별 전문 인력 PM선정 



1-5. 화신테크 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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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 ‘친환경차’ 경량화 핵심인 차세대 차체 금형 개발 … 국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추진 

YESTERDAY TOMORROW 

강점 자동차용 금형 제작 원천 기술력 보유 
업계 최초  

차체 경량화 관련 특수 금형 기술 개발 

제품 

및 

기술 

 Body Part의 SIDE OTR, FENDER 등 전 

품목 제작 가능 

 Chassis Part의 ENG CRADLE 등 전 품목 

제작 가능 

 High/Strength Steel(초고장력 강판 성형) 

 Aluminum Panel (알루미늄합금 금형) 

 Hot Press Forming/ Hydro Forming 

    (열간프레스 성형 / 액압성형) 

 특수 금형 기술 활용해 Hood OTR, DASH 등 제작 

매출처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라  

차체 경량화  

필수 

한국 

[현기차] 

기타 
[NISSAN 등] 

현기차 

1차벤더 

한국 

[현기차] 

중국 멕시코 

인도 

매출처 

다변화 



#. 친환경차 관련 주요 기술  

이름 사진 특징 

High Strength Steel 

(초고장력 강판 성형) 

• 선진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장력에 대한 기술을 오랜 기간 축적 

 

• 1,180Mpa의 세계수준 기술력 보유 

 

→차량 중량 감소용 고장력 강판의 전문 금형 업체 등극 

Aluminum Panel 

(알루미늄합금 금형) 
• 알루미늄 합금 강판은 기존 철강(Steel)보다 40% 가벼우면서도 충분한 강도를 가지
고 있어 차량 경량화를 위해 소재 사용률이 증가하는 추세 

Hydro Forming 

(액압성형) 

• 하이드로포밍 
− 가공성이 우수한 강관을 프레스 금형에 넣고 고압의 물을 가해 금형의 모양과 같이 

일체성형하는 기술 

− 한 개의 파이프로 요철이 있거나 휘어진 복잡한 형태의 부품을 단 한번에 제작 가능 

− 기존 프레스공법보다 중량을 30%가량 줄여 자동차 경량화 및 원가 절감 가능 

− 용접을 해야 하는 곳이 적어 전체 강도가 세짐 

Hot Press Forming 

(HPF , 열간프레스 성형) 

• 핫프레스포밍 
− 철강재를 930도 이상 가열한 후 프레스에서 성형과 동시에 급속 냉각하는 방식 

− 일반 자동차용 강판 부품보다 강도가 4~5배 높고, 기존 제품보다 최대 40% 무게 감
량이 가능해 연비를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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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GE 인수 통한 시너지 창출 

• IPO 대표 주간사 선정 완료 

• 2020년 하반기 상장 목표 

2019 

2020~ 

2022~ • 공동 R&D추진을 통해 전기차 및 2차전지 

분야 시장 경쟁력 확대 

• GE 공장증축 및 설비투자 등 생산능력 확대 

• 현재 구미에 GE 제 2공장 완공 

• GE 지분 100% 인수 완료 (2월) 

• GE 인수를 통해 전기차 관련 2차전지 사업 추진 

수소∙전기차 분야 차체, 2차전지 사업 본격화 …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확대  

GE 

인수 

투자 

확대 

공동 

R&D 

GE 

IPO 

0

500

1000

1500

2016 2017 2018 2019(E) 2020(E) 2021(E)

화신테크 GE

<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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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2차전지 전문회사 GE 



회사명   ㈜GE 

대표이사   김  용  호 

설립일   2011년 6월 1일 

주요사업 
• 2차전지 제조 물류공정 장비 

• 기계 가공 부품 등 

주주현황   ㈜화신테크 100% 소유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142-12 

회사개요 

주요연혁 

2차전지 제조 자동화 솔루션 전문 leading company … ‘GE’ 

사업구조 

• 2019.02 ㈜화신테크 경영권 인수 (지분 100%) 
 

• 2019.01 ㈜GE로 사명변경 
 

• 2018.02 경상북도 구미시 이달의 기업 
 

• 2017.06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도지사 표창 
 
 

• 2016.12 LG전자 소재/생산 기술원 거래 개시 
 

• 2015.1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15.10 LG화학 전지사업 거래 개시 
 

• 2015.06 장비사업부 신설 
 
 

• 2015.06 사업장 통합이전 (현 사업장) 
 
 

• 2014.08 가공사업부 신설 
 
 

• 2011.06 ㈜GE Solar 설립 (김용호 대표) 

2-1. GE 일반개요 

 2차전지 제조 물류공정 장비 사업 (In-out & Lifting 장비) 

• 장비개발 및 제조 설치 

• LG화학 국내 및 해외(중국, 폴란드) 법인 장비 1차 공급사 

• LG화학 폴란드 생산법인 활성화 공정 물류장비 점유율 100% 

기계 가공부품 사업 

•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용 부품 제조  

     자체장비 및 장비개발사 부품 공급 

• 방산 가공부품 제조  유도무기 부품 개발사 공급 

2차전지 장비사업에 필요한 내재화 시스템 구축 

2차전지  

장비사업 구축 

안정성 + 기술력  

경쟁력 확보 

연구개발 

전문인력 
(85%) 

구매부품 

특가매입 

제조·설치 

전문 협력사 

가공부품 

자체제조 

안정적 

공급처 확보 

PJT관리 

전문인력 

제품개발 

전문성 

원가 

경쟁력 

사업 

확장성 

원가 및 납기 

경쟁력 

Global 

 

사업관리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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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E 경쟁력 

높은 기술력 & 제조원가 및 납기 경쟁력 

-. 레이아웃 기술, 시뮬레이션 기술, 제어 기술 등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 

-. 장비제작에 필요한 가공부품과 구매부품 조달에 필요한  

   자체 내제화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인력 

-. 김용호 GE 대표이사는 삼성SDI 출신으로 2차전지  

   산업의 초기부터 관련 사업을 이끌어온 전문가 

업계 Top tier 매출처 확보 성장성 있는 전방산업 

-.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LG화학 국내 및 해외(중국,폴란드)  

   법인 장비 1차벤더로 선정 

-. LG화학 2차전지 관련 유럽 거점 생산 법인인 LG화학  

   폴란드의 생산라인 100% 점유율 차지 

-. 세계 이차전지 시장 규모 2016년 65.1GWh에서  

   2024년 283.2GWh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 기대 

-. 2020년까지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연평균 27%  

   성장 전망 

성장성 있는 전방산업부터 전문인력, Top tier 매출처, 독보적인 기술까지 … 경쟁우위 선점 

15 



2-3. GE 2차전지 사업 

2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물류기술 솔루션 개발 공급 

원재료 전극공정 조립공정 활성화 공정 PACK 공정 

리튬 음극재, 양극제 

분리막,전해액 
어셈블리 충방전 완성품 

2차전지 제조공정 물류자동화 장비제조사 

“ 전체 공정 대응가능한 국내유일 전문기업 ” 

Lay-Out 

Technology 

Simulation 

Technology 

System Control 

Technology 

Machine Design 

Technology 

16 



2-4. GE 핵심기술 

4대 핵심기술 기반 경쟁우위 장비개발 및 공정개발 대응 가능 … 시장지배력 확대 

Lay-Out 설계 시뮬레이션 기술 

- 동업종 경쟁업체 유일 기술보유 

→ 2차전지 물류설계 핵심기술 

 
 
 
 
 

물류 핵심특수장비 개발 기술 

- Selector, 층간 Lifter 등 

→ 2차전지 전용 특수장비 개발기술 

 
 
 
 
 
 

PLC 제어기술 

- PLC ~ HOST 통신제어 기술 

- BCR 컨트롤 제어기술 

→ 2차전지 물류제어 핵심기술 

 
 
 
 
 

One Way & Multi Way 설계 기술 

- 정상, 비정상 생산운영 대응 시스템 

→ 2차전지 물류설계 핵심기술 

 
 
 
 
 

레
이
아
웃 

설
계
기
술 

제
어
기
술 

핵
심
장
비 

설
계
기
술 

시
뮬
레
이
션 

기
술 

17 



2-5. GE 제품  

2차전지 제조 물류공정 장비 Turn-Key Solution Provider 

국내유일 2차전지 제조 전체공정   

물류공정 장비 Turn-Key Line Up 

조립공정 활성화공정 PACK 공정 전극공정 원재료 

Selector 

PKG 물류 

공 TRAY 물류 

공정 물류 

층간 LIFTER 

자동포장기 LOADING 물류 

18 



#. GE 인증 및 특허 현황 

'15. 11-기업부설연구소 ’17. 07-벤처기업 ’17. 11-경영혁신중소기업 ‘18. 11-ISO 9001/2015 ’18. 08-특 허 

'18 09-특 허 ’18. 10-특 허 ’19. 01-우수그린비즈 ’19. 01-기술역량우수기업 ’19. 01-원산지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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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2차전지 시장과 GE 



3-1. 2차전지 시장 (1) 

 '17  '18  '19(E)  '20(E)  '21(E)  '22(E)  '23(E)  '24(E)  '25(E)  '26(E)  '27(E)

2027(E) 

1,111.6 

694.9 

450.5 

293.3 

194.3 

115.6 

EV 86.9 

ESS 2.1 

IT 3.6 

Non-IT 

7.4 

CAGR 
(2017~2027(E)) 

25.4% 

ESS 17.5% 

EV 32.3% 

Non-IT 

16.7% 

IT 1.4% 

(단위: GWh %) 

출처: B3 18~19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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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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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1,000

1,20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글로벌 자동차판매량 글로벌 전기차판매량 전기차비중 

(십만대) (%) 

출처: EV Sales 

전기차의 시장 견인에 따라 2차전지 시장 확대 추세 … GE 동반 성장 기대 

< 2차전지 시장 추이 > < 전기차(EV) 판매량 추이 > 

 2차 전지는 전기차(EV)와 Power Application(Non-IT)의 시장 견인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25.4% 성장할 전망 

 전기차(EV)는 주행거리 증가, 배터리 가격 하락, 유가 상승에 따른 수요 확대로 2025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0% 차지할 것으로 기대 

     전기차 보조금 축소 이슈는 배터리 가격의 하락으로 상쇄 (완성차 업체들은 현재 kWh당 약 145달러인 배터리 가격을 2021년 내 100달러 이하로 낮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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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차전지 시장 (2) 

성장하는 2차전지 시장의 Top Player인 LG화학에 활성화 공정 핵심 장비 공급 

 2차전지 소형 및 대형 2차전지 분야의 Top Player인 LG화학에 활성화 공정 In-Out& lifting 장비를 공급하고 있음 

 LG화학은 주요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주 물량 확보 및 발주처의 요청에 맞춰 이차전지 CAPEX 확대 중 

      2020년까지 배터리 생산능력을 100GWh를 목표로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증설(6,513억원), 중국 난징 신강 1공장 증설(1조2000억원), 중국 난징 2공장 

        (2조 1000억원) 등의 설비투자 추진 

소형 

응용분야 

대형 

응용분야(EV) 

삼성 SDI 39.3% 

삼성 SDI 8.1% 

파나소닉 51.4% 

기타 15% 

TMM 15% 

LG화학 31.9% 

SKI 2.1% 

PEVE 4.8% 

AESC 8.1% 

기타 3.9% 

LG화학 18.7% 

< 2차전지 업계 동향 > 

출처: Techno Systems Research, SNE Research 

0

1,000

2,000

3,00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F

전지사업부문 CAPEX 

< LG화학 전지사업부문 CAPEX 추이 > 

< 주요 수주처 >  

BMW, GM, 포드, 다임러, 볼보, 폭스바겐, 아우디, 르노-닛산, 현대차, 기아차 
출처: LG화학 

(십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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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장 전략 

23 

기존사업 

시설투자와 

성장 

IPO를 통한 

자본시장  

진입 

신규 사업  

발굴 및 개발 ▶▶▶ ▶▶▶ 

 현재 LG화학과 500억원대 수주계약을 

앞두고 있음 

 2023년까지 2차전지 시장이 호황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 목표 

 2020년 하반기 IPO 목표 

 IPO를 통해 유입된 자금을 바탕으
로 신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투자로 

글로벌 엔지니어링 그룹으로 성장
할 기반 마련 

 전문인력 기반 신규시장 서칭·개발 

 우수기술 신생업체 발굴 및 투자를 

통해 2023년 이후 신규사업이 정
착되도록 추진 목표 

< 20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 > < 글로벌 엔지니어링 그룹으로 성장 기반 마련> < 글로벌 엔지니어링 그룹으로 성장 > 

< 성장 로드맵 > 
2020년 2023년 

기존 사업 지속 성장 및 안정화 

IPO를 통한 자본시장 진입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업체 및 전략화된 인력개발 

신규시장 진출 준비 신규시장 진출 및 안정화 

기존사업 지속 성장 및 안정화 + IPO 통한 자금 확보 … 신성장 동력 발굴 추진 



3-4. VISION 

24 

2차전지 공정장비 turn key 수주 통한 핵심 역량 강화 … 글로벌 엔지니어링 그룹으로 도약 

• 2차전지 장비 및 자동화 장비  

  부품 개발 
 

• 초정밀 부품소재 가공 및 개발 

 

장비사업 

공정개발사업 

• 전기자동차 Battery, OLED  

  공정 장비, FPD 물류 및 공정장비  

  개발 

• Solar Cell 공정장비 개발 

• 기타 자동화 장비 개발 추진 

• 차세대 New Concept 장비  

  개발 
 

• 공정 SKIP 및 단순화  

  (2차전지, FPD, Solar Cell) 

부품사업 

“ 인라인화 2차전지 장비 공급 기업 + 정밀 부품 제조 기업으로 안정적 사업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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