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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is presentation has been prepared by Vatech (hereinafter “the Company), with an aim to promote investors’ understanding 

of the Company. This presentation May not be distributed modified, reproduced in whole or in part.

The accuracy of the ‘forward-looking statements’ included in this presentation has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The forward-looking statements include projections and outlook of the Company concerning its business status and financial 

results, and include but not limited to words, such as ‘expectation’. ‘forecast’, ‘plan’, ‘anticipation’ or ‘(E)’. The forward-looking 

statements are subject to changes in business environment and involve inherent risks and uncertainties.

Future expectations are based on current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Company’s management direction as of the date of 

presentation. Future projections may differ or change due to changes in business environment or due to strategic changes by 

the Company,. The contents in this presentation may change with out any prior notification.

None of the Company nor ant of its respective officers assume legal responsibility for any damages or losses that may have 

occurred from the use of this presentation, including  errors and other mistakes that may be included in this presentation

This presentation may not ne reproduced in whole or in part, nor may any of its contents be divulged to any third 

party, unless prior consent by the Company has been granted.



회사 개요

주요 연혁

주요 제품

시장 현황

차별화된 제품

시장선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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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주요 연혁

주요 제품

시장 현황



회사개요

▶

▶지배 구조 자회사

▶지분 구조

회사명 바텍

대표이사 현정훈

설립일 년 월 일

주요사업

임직원수 명

자본금 백만원

상장일 년 월 일

주 바텍화성본사사옥

년말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개인

외국인투자자

국내기관투자자

바텍네트웍스경영및관리

㈜바텍엠시스

의료기기
국내유통 서비스

㈜레이언스

개발 제조 판매

㈜바텍이우홀딩스

해외현지법인

개발 제조

㈜바텍

개



주요연혁

지속적인기술혁신과창의적마케팅전략으로, 덴탈 이미징시장에신속하게진입,
성장하여사업출범10년여만에Global Key Player로자리매김

소형 메디컬 출시
포터블 출시

장영실상 수상
모드 탑재 출시

공시우수법인 선정
바텍엠시스 자회사 에서 에큐세라 인수

구강스캐너 출시

년간 덴탈 이미징 분야 특허 출원 수 전세계 위
준공

덴탈업계 최초 억불 수출의 탑 수상

바텍네트웍스 신사옥 설립
레이언스 상장
코스닥 경영대상 수상

선정

와 를 한번에 획득하는 출시

저선량 출시
바텍이우중앙연구소 신설

개발

지주회사 체제 구축

세계 일류 상품 및 생산 기업 선정

상장

세계 최초 디지털 개발
국내시장 이상 점유
해외 개국에 법인 설립

국내 최초 디지털 파노라마 출시

㈜바텍으로 사명 변경
▶의료용 엑스레이 기기 제조로 사업 전환

㈜바텍시스템 설립



주요제품

차별화된고객가치를제공하는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및핵심기술보유

구강 외

파노라마 세팔로

•치아전반진단

• 충치발치치료

• 임플란트 교정등

• 성형외과 이비인후과등

세계최초
2D∙3D 동시구현

저선량

기본
최대 최대 최대

Endo 기능구현



주요제품

차별화된고객가치를제공하는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및핵심기술보유

• 장비

•치아 개 진단

• 구강 외장비와함께사용

(구매력낮은개도국, 구강내장비단독사용多)

세계 최초 기반 초경량
원기둥모양의나노구조의탄소동소체

전세계 유일의 제품
환자 구강에 맞춰 휘어짐

구강

••

구강 내

* Launched 5월, 2019

Detail Information 

Page 15



시장현황

치과용이미징산업은연 정도로지속성장하고있으며
당사는최근 년 시장성장률을상회하는약 수준의매출성장중

▶ 시장규모

▶지역별 규모 성장률

기술적 혁신

진단시간 감축 및 비용 절감 →

채용 치과 증가

치과 질환 증가

증가하는 노령 인구

심미적 치료 수요 증가

선진 디지털 장비에 대한 낮은

의료 관광의 증가
인도 싱가폴 태국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터키

이머징 마켓
의 증가

중산층 인구

▶성장 요소

2015 2020

단위



시장현황

▶

국내 대부분 직판 일부 대리점 신흥 영업

해외 약 여개 대리점 영업

개 주요 거점 해외법인 및

년 분기 누적 기준

▪ 세계 유일의 전문 회사

▪ 미국 회사 상장

▪ 에서 부문 분사된 회사

▪ ‘ 년 와 합병 상장

▪ 핀란드 사업 종합 회사

▪ 기존 의료 사업부

▶지역별 매출 비중

North America 
22.8%

Korea 
15.7%

Asia 
28.5%

Europe 
22.4%

Middle East 
4.1%

South America 
5.3%

Oceania 
1.1%



차별화된 제품

시장 선도 기술

중국 시장 성장

①
②



차별화된제품

차별화된고객가치를제공하는제품으로 시장장악력확대및특정 지배

⚫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 중국 미국 유럽 대만 러시아 ⚫ 독점 구축

⚫ 시장 장악 중남미 인도 이란

친환경 저선량 원가 경쟁력 확보한 진단의 혁명

⚫ 환자편의

⚫ 전문영역 맞춤식 가치 제공

⚫ 세계 최초 동시 구현

⚫ 하나의 센서로 및 영상 획득

→ 원가 가격 경쟁력 획기적 개선

⚫

⚫

⚫

⚫ 이미지 활용한

⚫ 를 통한 시장 재편

⚫ 정착 확산

북미에 이어 유럽 대만 등 확산

⚫



시장선도기술

시장을선도하는세계최초 기술들을상용화한Dental 장비의새로운패러다임창출

의 지속투자 결실로 기술 상용화 성공

초경량 브랜드 런칭

세계 최초 의료용 상용화

치간우식증 자동 검출 치아 분리 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치간우식증

자동 검출

기존 영상촬영 장비와 결합한

판매로 수익 증대

교정 발치 임플란트 등 시술 후

변화 예측

진단 예측 시스템 등 신규사업 진출

런칭 국내 년 해외 년

경쟁사 제품 대비 무게 경량화

여성 스텝들의 손목 부담 완화

로 시장장악 목표

소재로 제작

원기둥 모양의 나노구조의 탄소 동소체



중국 시장성장

빠르게 성장 중인 중국 시장의 에서 인증 판매 제조 을 통한

중국의
〮 중국의 은 최근

위주의 빠른 성장세 기록

〮 시장은 정체 및 감소세

시장

〮 중국 시장 M/S 1위

〮 중국상하이에제조시설보유

시장

〮 판매인증 을통한 확대

〮 중국현지제조인증 획득완료

〮프리미엄라인업추가 )
➔중국현지대응력강화로매출확대

위 판매 제조 인증

판매 인증 제조 인증

중국

1,200

900

750
700

△14.2%

2D(ea)

’16   ’17   ’18    ’19    ’20 

(Source : Market Research by Vatech China, September 2018 Den Tech China in Shanghai)

650

3D(ea)

’16   ’17   ’18    ’19    ’20 

1,700

2,600

3,500

4,400

5,500
34.1%



진단분야의 배가넘는 보철시장진입

인상채득 석고모델
제작

치아
조각

매몰 소환 주조
연마

포세린
축성 및

소결

최종
보철물
완성

기존 방식의 제작 공정

제작 공정

스캔 보철물 디자인 완성보철 밀링

제품명

이미지

제조사

../관련%20자료/machine%20of%20dental%20lavoratory/ring%20furace.ppt
../관련%20자료/machine%20of%20dental%20lavoratory/casting%20machine.ppt


시장 요약

시장 성장률

(Source : Secondary Research; Expert Interview; Intraoral Scanners Market by P&S Market Research Analysis)

◆ 노인 인구 증가, 치아 문제 증가

◆ Intra-Oral scanners의 정확도 향상

◆ CT, 임플란트 등과 패키지 판매에 용이함

◆ 전문인력 및 고급 의료 인프라 조직 부족

◆ Intra-Oral scanners의 높은 단가

(Unit : $M) 

RESTRAINTSDRIVERS 지역별 구강스캐너 침투율

시장 점유율

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Europe North America APAC RoW

Align Technology

3Shape

Dentsply Sirona

Medit

etc

출처 산업자료

◆ North America 15%

◆ Europe 10%

◆ Asia 5%



신수종 사업 지르코니아를 통한 지속 성장동력 마련

• 국내 도입 년 국내 시장 도입
• 시장 현황 시장 성장추세

금값 상승
시스템 보급 확대

시장 현황

• 지르코니아 도입 이전

금

장점 생체 적합 강도 우수
단점 높은수가 낮은심미성

지르코니아

• 지르코니아 전체 시장규모 조원
• 지르코니아 덴탈용 시장 규모 약 천억원

국내 억원 년
해외 억원 년 추정

시장 규모

금 지르코니아

두 재료의
장점 결합

출처 : Maximize – Global Zirconia Market (2018-2026)

밀링머신을 이용한 가공
① 우수한강도
② 뛰어난생체적합성
③ 우수한심미성
④ 낮은열전도율
⑤ 인건비절감
⑥ 생산성확대
⑦ 작업공정단순화

시스템과 함께 성장

• 지르코니아 도입 후

장점 저렴
단점 잇몸경계선노출



Dental Digital 보철 Workflow 

인공치아 제작 in 치과 기공소3D 인상채득 in 치과

고성장 중인 보철 시장 진출 기술 공백 분야

Powder 제조 공정 (RY)

[Precursor] [Reaction] Filtration Drying Calcination Milling Spray dry

Zirconia Powder Process (Rayence) : Precursor → 반응 → 여과 → 건조 → 하소 → Spray dry



차별화된고객가치를제공하는의료용방사선촬영장치 및핵심기술보유

소형

• 전신 대비 방사선 피폭량 가격
• 촬영 가능 부위 사지말단 두부 경부 흉부
• 병상 미만 중소 병원 요양 병원 정형외과 등에 설치 가능
• 상용 전원 사용

소형

• 의료용 포터블 엑스레이에서 세계 최초로
• 시중 제품 무게의 절반
• 촬영 가능 부위 사지말단 흉부
• 방문 진료 스포츠 산업 동물병원 등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Q3 ’20 QoQ Q2 ’20 Q3 ’19 YoY

매출액 63,698
16,689

(35.5%)
47,009 64,959

-1,261
(-1.9%)

매출원가 34,017 6,179 27,838 34,300 -284

매출총이익 29,682
10,510

(54.8%)
19,172 30,659

-977
(-3.2%)

판매비와 관리비 20,052 2,861 17,191 20,361 -309

영업이익 9,630
7,649

(386.2%)
1,981 10,297

-668
(-6.5%)

법인세차감전순이익 8,071
6,305

(356.9%)
1,767 13,050

-4,979
(-38.2%)

법인세 1,538 523 1,015 4,123 -2,585

당기순이익 6,533
5,781

(769.1%)
752 8,927

-2,394
(-26.8%)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순이익 5,629
5,281

(1,547.8%)
348 8,349

-2,720
(-32.6%)

비지배지분 순이익 904 500 404 578 326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 379 356 23 562 -183

(Q3 ’20) 매출액63,698백만원 (QoQ35.5% / YoY-1.9%), 영업이익9,630백만원 (QoQ386.2% / YoY -6.5%)

당기순이익6,533백만원 (QoQ769.1% /YoY -26.8%),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5,629백만원 (QoQ 1,547.8% / YoY-32.6%)

매출총이익률 (%) 46.6% 5.8%p 40.8% 47.2% -0.6%p

영업이익률 (%) 15.1% 10.9%p 4.2% 15.9% -0.7%p

당기순이익률 (%) 10.3% 8.7%p 1.6% 13.7% -3.5%p



[Q3 ‘19]  3D 57% / 2D 18% / Etc25%      [Q2 ‘20]  3D 51% / 2D 22% / Etc 27%      [Q3 ‘20]  3D 65% / 2D 13% / Etc 21%

단위 백만원

향후Strategy

신제품출시/신규사업진출등계열회사와연계한성장동력발굴

• 고객서비스 강화를 통해시장선도위치지속화

• 프리미엄 제품출시를통해시장확산 가속화

• IOS / IOX : Emerging Market의판매확대, 유통망확대/보강, Warranty 확대

• Digital Dentistry 확대 / 치과소재사업등관계사와 협업한신사업발굴집중육성

Digital Dentistry 확대 (EzScan/지르코니아등), 신사업집중육성

Q3’20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3D 비중빠르게 65%로회복

• 전년동기 (57%)및전분기 (51%)대비 3D 비중크게증가

• 상반기코로나19 영향을빠르게 회복중

• 주요국가 (미국/중국/유럽일부국가) 등에서 3D 공급량크게증가

근관치료(Endo) 진단기능탑재 Green X, 출시 (‘20.9)및 FDA 인증

• 美 FDA 인증획득 (‘20. 10), Endo 시장공략

• 기존자사장비대비 60% 낮은선량, 가장짧은 CT 촬영시간 2.9초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2018 2019 2020

EOX 2D EOX 3D Etc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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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20] Asia 19,280 (30.3%) / North America15,000(23.5%) / Europe  14,979(23.5%) / Korea  8,697 (13.7%) / South America 2,939(4.6%) / Middle East 2,090 (3.3%) / Africa 42 (0.1%) / Oceania 673 (1.1%)
[Q2 ‘20] Asia 15,263 (32.5%) / North America 8,927(19.0%) / Europe    9,502 (20.2%) / Korea  9,637 (20.5%) / South America 1,260 (2.7%) / Middle East 1,610 (3.4%) / Africa 112 (0.2%) / Oceania 698 (1.5%)
[Q3‘ 19] Asia18,175 (22.3%)/ North America14,456(22.3%)/Europe 16,062 (24.7%)/Korea  8,714 (13.4%) / South America 4,250(6.5%) / Middle East  2,612(4.0%) / Africa 56 (0.1%) / Oceania 634(1.0%)

COVID-19 상황및전통적비수기임에도빠르게매출액회복

• 총매출액 전분기대비 35.5% 확대, 전년동기대비 유사수준
- Q3'19 650억원 / Q2'20 470억원 / Q3'20 637억원 (QoQ +35.5%/YoY -1.9%)

• 전분기 / 전년동기 대비매출확대

북미 : Q3'19 146억원 / Q2'20 89억원 / Q3'20 150억원 (QoQ +68.0% / YoY +3.8%)

아시아 (한국제외) : Q3’19 182억원/Q2’20 153억원/Q3'20 193억원 (QoQ +26.3%/YoY +6.1%)

-중국 : Q3'19 95억원 / Q2'20 97억원 / Q3'20 113억원 (QoQ +16.1% / YoY +18.8%)

유럽 : Q3’19 161억원 / Q2’20 95억원 / Q3’20 150억원 (QoQ +57.6% / YoY -6.7%)

-프랑스 : Q3’19 22억원 / Q2’20 9억원 / Q3’20 32억원 (QoQ +220.8% / YoY +40.7%)

향후 Strategy

선진시장및 Emerging 시장의판매지속적증가로 Global M/S 확대

• 선진시장및신흥시장의 고성장, Global M/S 지속적확대

• 중국 : Green Smart 판매지속, 3D 제조인증 완료, 프리미엄 (Green 16/18) Line-up  

확대로 3D 매출액및 M/S 확대→ M/S No.1 Target

최근 COVID-19 백신개발등으로덴탈업황개선및하반기이연효과기대

• 3분기에이어 COVID-19 관련영향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기대

• 4분기성수기 / 이연효과및 ‘상저하고‘ 매출흐름이어나갈 것으로기대

• 임플란트 시장확대에따른 3D 장비수요확대영향으로매출안정화 기대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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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Q3 ’20 Q2 ’20 Q3 ‘19

자산총계 376,796 368,730 388,249

유동자산 180,667 172,278 187,852

현금및현금성 자산 61,850 46,621 34,762

단기금융상품 13,304 11,285 11,816

매출채권 44,615 49,091 58,574

재고자산 53,538 58,605 75,069

비유동자산 196,129 196,452 200,397

유형자산 66,299 66,960 66,148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97,599 98,302 97,708

부채총계 113,330 111,562 139,264

유동부채 68,183 66,042 89,197

단기매입채무 29,818 26,104 46,489

단기차입금 5,946 5,089 6,442

비유동부채 45,147 45,520 50,066

장기차입금 21,732 22,638 25,190

자본총계 263,466 257,168 248,985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258,263 253,150 244,527

이익잉여금 243,900 238,271 230,871

비지배지분 5,204 4,018 4,458

[Q3 ‘20]                           : 자산376,796백만원, 부채 113,330백만원, 자본263,466백만원
전기 (Q2 ‘20) 대비 : 자산8,066백만원증가, 부채 1,768백만원증가, 자본6,298백만원증가(차입금 : 단기8.6억원증가/장기9억원감소)

전년동기 (Q3 ’19) 대비 : 자산11,453백만원감소, 부채25,934백만원감소, 자본14,481백만원증가 (차입금감소 : 단기5억원/장기35억원)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순차입금
비율

(단위 : 백만원, %) Q3 ’19 Q2 ’20 Q3 ’20

211%

261% 265%

56%

43% 43%

-6%

-12%

-18%





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

cD

https://m.irgo.co.kr/IR-COMP/043150

	[A043150]바텍_20201119.pdf
	IR장표_N_바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