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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 중 일부는 회계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측 정보’는 향후 경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 실적은 ‘예측 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현재의 시장 상황과 회사의 경영 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써 향후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입증자료로써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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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UTECH GROUP 

      HISTORY 

2000~2003 
2000.04  회사창립 

2001.0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3.11  코스닥 시장 등록  

2003.03  대규모 제작사 등록 (국토교통부    

             허가) 국내 7개 

2007~2011 
2007.07  계열회사 추가 (한국터치스크린) 

2008.02  구급차용 자동제어형 에어 현가    

             제어장치 NEP 획득 

2011.01  계열회사 추가 (오텍캐리어㈜) 

2011.09  계열회사 추가  

             (오텍캐리어냉장 유한회사) 

2012~2015 
2012.09  차량용 냉동기 개발 

2013.11  오텍그룹, 통합 기술연구소 개소 

2015.02  강성희 회장 대한 보치아 연맹  

             회장 취임 

2015.06  구급차 수출 및 내수 시장  

             5,000대 판매 돌파 

2015.07  2015 보치아 서울국제오픈 개최  

             (14개국) 

2016~2017 
2016.01  국내 최초 음압앰블런스 개발 

2016.04  계열회사 추가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2016.06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2016.07  오텍캐리어냉장 예산 신축공장 이전 

2017.07  에너지위너상 9년 연속 수상 

2017.11  EY 최우수기업가상 수상 

2018 
2018.03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교통약   

            자 수송 서비스 지원 

2018.05  캐리어에어컨, 필리핀 도시철도 차량  

            에어컨  첫 단독 수주 

2019 
2019.03  여의도IFC 사무실 이전 

Ⅰ. 

2019.05  캐리어에어컨,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 

2020 
2020.04  보건복지부, 음압앰뷸런스 수주(144대) 

2020.03  오텍 그룹, COVID-19 대구/경북 지역  

            캐리어 공기청정기 지원(308대) 

2020.02  강성희 회장, 제18대 한국냉동공조산업   

            협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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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UTECH GROUP 

물류∙의료∙복지∙생활레져 부문  

특성화 차량 전문 선도기업 

80.10% 80.10% 50.10% 

에어컨∙IBS*∙공기청정기∙보일러 전문기업 냉장·냉동설비 전문 선도기업 기계식 주차사업∙종합관리∙조달사업 

Ⅱ. 

최대주주 

23.85% 

특수관계인 

4.42% 

자사주 5.94% 

외국인 

15.05% 

기타주주  

50.74% 

구  분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3,670,957 23.85% 

특수관계인 680,404 4.42% 

자사주 914,893 5.94% 

외국인 2,315,737 15.05% 

기타주주 7,809,614 50.74% 

계 15,391,60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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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UTECH Corporation 구    분 내     용 

설     립 2000년 04월 

상     장 2003년 11월 

자 본 금 77 억원 

매출액 
(2019기준) 

1,007 억원 

업     종 특수목적차량 제조업 

소 재 지 충남 예산 

임직원수 170명 

주요사업 
앰뷸런스, 복지차, 물류차량,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홈페이지 www.autech.co.kr 

Ⅲ.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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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utech 



    기 타  

- 신규사업(신규 아이템/라인업/시장) 개척 

    의료기기 부문 

    기타 특수차량 부문 

① 군/소방 차량 

  - 군용차량(군 지휘차/운영차) 개발, 소방 특수차(소형전술 차량) 

ABOUT  

AUTECH Corporation 
Ⅲ. 

    복지차량 부문 

- 장애인콜택시 증차 예정(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친환경 장애인차 개발 및 확대(전기&수소 차량) 

    음압/특수 구급차 부문 

② 특수구급차 

  - 군용/소방 특수구급차 판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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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roduct 

AMB 

복지차량 

특수차량 



ABOUT  

CLK Corporation 구    분 내    용 

설     립 1985년 12월 

편     입 2011년 01월 

자 본 금 775 억원 

매출액 
(2019기준) 

6,723 억원 

업     종 냉난방기기/공조제품 제조업 

소 재 지 광주 장덕동 

임직원수 500명 

주요사업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 

 인버터보일러, 빌딩솔루션 

홈페이지 www.carrier.co.kr 

Ⅳ.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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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LAN 



    에어컨 부문 

    전문가전 부문 

- 전문점 오프라인 로드샵 판매 확대 

- 품목 다변화(세탁기, 김치냉장고, 의류건조기, 제습기, 진공청소기 등) 

    기타 

- 렌탈 사업을 통한 전략적 매출 확대 

  (공기청정기,에어컨, 와인셀러, 의료건조기) 

    시스템 부문 

- 냉난방 공조 시스템(IBS) 수주 확대(現 여의도 Park One BD 진행中) 

- 트레인쿨러 판매 확대(필리핀-Metro, 말레이시아-Subway) 

- 주택용 태양광 보일러 판매 확대  

ABOUT  

CLK Corporation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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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roduct 

IBS 

에어컨 &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부문 

- 로드샵 전문점 확대(잠실 메가스토어 등) 

    수출 



ABOUT  

CRK Corporation 구     분 내      용 

설     립 1999년 06월 

편     입 2011년 09월 

자 본 금 500 억원 

매출액 
(2019기준) 

1,752 억원 

업     종 냉동냉장설비 제조업 

소 재 지 충남 예산 

임직원수 180명 

주요사업 
쇼케이스, 냉장고, 와인셀러, 
저온시스템, 차량용 냉동기 

홈페이지 www.carrier.co.kr 

Ⅴ.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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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LAN 



ABOUT  

CRK Corporation 
Ⅴ. 

    인버터 쇼케이스 부문 

- 기존 라인업에서 UP-GRADE(품질개선, 디자인, 성능) 

- 중소형 마트 공략(리스연계사업) 

- 인버터 냉동기 대형화 및 품질 안정화 

- B/S, A/S, 품질 보증 등 전담 서비스 강화 

- 주력시장 수주관리&확대(Home Plus, 이마트 등 대형마트) 

- 베트남 중국 등 해외 수주 확대 

    기타 

- 냉장•냉동 시스템의 토탈 솔루션 제공 

  (매장 및 냉동창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 저온 시스템 대형 라인업 강화 

    전문가전 부문 

- 백화점 중심 고급 와인셀러 시장 확대(와인샵, 와인동호회 등) 

   * 압구정 현대 백화점(B1) 팝업스토어, 센텀시티(부산), 광교 

- 차세대 제품 개발(전자레인지, 오븐 등) 

    차량용 냉동기 & 무시동 에어컨 부문 

- 분리형 무시동 에어컨 & 냉동기 시판 

- 차별화 및 유통 확대(간편설치 & 시판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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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roduct 

쇼케이스 

차량용 냉동기 

냉장,냉동 & 와인셀러 



ABOUT  

AUTECH-OTIS  
        Parking System 

구    분 내    용 

설     립 2016년 01월 

편     입 2016년 04월 

자 본 금 20 억원 

매출액 
(2019기준) 

566 억원 

업     종 
승강기 설치/ 

기계식주차장치 건설업 

소 재 지 서울 양평동 

임직원수 180명 

주요사업 
주차설비 판매, 

유지 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www.autech-otis.co.kr 

Ⅵ.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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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LAN 



ABOUT  

AUTECH-OTIS  
        Parking System 

Ⅵ. 

    서비스 증대 

- 유지보수 증대(3회/월, 9개조-90개 현장/월 방문) 

- 주차설비 교체공사 확대 

- 수리공사 제안 및 신기술 적용 견적 증대 

- 주차관리 시스템 증대(Parking Cloud 와 MOU) 

    신규설비  

- 제품 다양화 

  

  

     ※ 2020Y 아난티, IFC P4, 한라비발디(부천) 수주 

  3) 평면 승입면 장치(공간효율 개선모델) 

    신규사업 

 

- 기계식 주차 설비에 대한 관제시스템 

- 전기차/자율차 개발에 대한 인프라 구축 

- 공유차 시스템 관리 

- 무인 로봇 자율주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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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let Type Fork  Type 

Main Product 

대구은행  

본점  

BMW  

Korea  본사 
 을지병원 Starbucks 

(마산)  



ABOUT  
AUTECH GROUP  

     FINANCIAL INFO.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Q 

매출액  564,434 709,691 824,117 918,666 952,257 174,987 

영업이익 11,378 28,007 36,354 29,823 30,540 1,831 

영업이익율 2.0% 3.9% 4.4% 3.2% 3.2% 1.1% 

당기순이익 3,381 14,261 25,500 18,735 14,190 645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산총계 332,914 433,142 469,334 519,440 538,031 

부채총계 227,029 297,712 304,179 336,857 347,866 

자본총계 105,885 135,430 165,154 182,583 190,165 

자본금 5,714 6,902 7,393 7,696 7,696 

구   분 
오텍 오텍캐리어 오텍캐리어냉장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합 계 

2019 20-1Q 2019 20-1Q 2019 20-1Q 2019 20-1Q 2019 20-1Q 

매출액  100,679 16,822 672,317 114,311 175,215 44,573 56,566 13,328 952,257 174,987 

영업이익 1,380 444 27,381 277 1,532 1,080 438 274 30,540 1,831 

당기순이익 11,051 268 16,682 709 173 106 483 212 14,190 645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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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UTECH GROUP  

  SALES GROWTH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오텍 1,038 1,068 1,217 1,202 1,079 1,007 

오텍캐리어 3,261 3,805 4,750 5,630 6,510 6,723 

오텍캐리어냉장 963 1,078 1,255 1,504 1,598 1,752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 - 238 427 432 566 

HTS 433 421 482 835 1,314 - 

합     계 5,695 6,372 7,942 9,598 10,933 10,048 

오텍 

12% 

오텍캐리어 

67% 

오텍캐리어

냉장 

17%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 

4%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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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9 

5,000 

(억원) 

10,000 

5,262 

10,048 





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

https://m.irgo.co.kr/IR-TOPIC/067000/조이시티-IR-ROOM
https://m.irgo.co.kr/IR-ROOM/06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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