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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이하 “한화시스템”)이 발행한 증권의 매출과 관련하여 개최될 장래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회에서 오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화시스
템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서 별도의 독립적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나 의견의 공정성, 정확성 또는 완결
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술 및/또는 보장도 제공되지 아니하며,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나 의견의 공정성, 정확성 또는 완결성에 관하여 신뢰를 하여서도 아니됩니다. 모집절차
에서 증권의 매수 또는 청약은 오직 한화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국문 및 영문 투자설명서 (이하 “투자설명서”)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2019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본 자료 제공 당시의 상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본 자료에 제시 또는 포함된 정보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러한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자료 제공 이후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도록 수정 또는 보완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화시스템 및 계열회사, 그 임직원 및 자문사 등 한화시스템과 관련된 어떠한 자도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본 자료 및/또는 그 기재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
거나 기타 본 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민 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본 자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매수 또는 인수에 대한 청약 또는 청약의 권유를 구성하지도 아니하며, 본 자료의 어떠한 부분도 본 자료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 약정 또는 투자결정의 근거가 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신뢰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는 장래에 관한 한화시스템의 예측을 반영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바, 이러한 예측정보는 한화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관한 가정들에 근거한 것으로서 관련 
예측정보에 의하여 예정된 바와 중대하게 다른 결과가 초래될 위험 및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본 자료 제공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 및 새로운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수정 또는 보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본 자료의 정보 중 일부는 외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한화시스템은 외부 자료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한화시스템은 외부자료의 
정확성 또는 완결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 및/또는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외부 자료는 위험 및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
다.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분리되거나, 재생산되거나, 재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공지의 사실이 되기 전에는 기밀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본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귀사는 전술한 제한사항에 구속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술한 제한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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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개요

회사명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공모가 밴드
(상장 후 시가총액(1))

 12,250원 ~ 14,000원 (1.35조원 ~1.54조원)

공모주식수 (%(1))
 �총 32,861,424주 (29.8%) (4,030억 원~4,600억 원) 
- 신주발행: 8,163,265주 (7.4%)�
- 구주매출: 24,698,159주 (22.4%)

보호예수
 헬리오스에스앤씨(유): 구주 매출 후 잔여물량 전량에 대하여 신규상장일로부터 3개월 자발적 계속 보유 확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이치솔루션㈜: 18개월

상장시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KOSPI)

주요일정
 수요예측: 2019년 10월 21일 ~ 10월 30일
 공모가 확정: 2019년 10월 31일
 납입 예정일: 2019년 11월 7일

공모자금 사용목적
 시설자금: 제2데이터 센터 건립�
 �운영자금: 신규 사업 PAV(개인형항공기, Personal Air Vehicle)추진을 위한 지분 확보

공동주관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출처: 투자설명서.
비고: (1) IPO 완료 후 총 발행 주식수 기준 (110,230,38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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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At a Glance01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투자설명서, 회사 자료.
비고: �(1) 2019년 7월 기준, 한화시스템이 직접 입찰 참여한 프로젝트만 해당. (2) 2018년 말 자산 총액 기준. (3) 2018년 말 총 자산 규모 기준. 2019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국내 15개 재계 그룹의 Captive IT 

서비스 업체 (존재 시)와 비교 기준 (ICT 부문만). (4) 합병 후 기타부문 매출액 및 연결조정 포함 (2018년 시스템 부문 및 ICT 부문 연간 매출액 단순 합산 기준).

독보적인 시장 지위
2018년 매출액 기준

국내 1위 방산전자 업체

안정적이고 성장성 있는
Captive 수요
국내 7위 재계 그룹인
한화 그룹(2)

우수한 실적 달성
83% 의 압도적인 방산전자

프로젝트 경쟁부문 수주 확보(1)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
’18년 기준 업계(3) 내 최고
EBITDA 마진율 달성

안정적인 현금흐름
경기방어적 특성 및

정부 방산 정책에 따라
보장되는 이익 마진율

축적된 20+ 년 노하우
최고 품질의 IT 서비스
Track Record 보유

방산 ICT-

2018 연간 매출액 비중

방산
71%

총계:
1조336억 원(4)

ICT
29%

국내 유일 방산 및 IT 서비스
융합 기업

1조3,360억 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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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02 

출처: 투자설명서, 회사 홈페이지.
비고: �(1) MIMS는 Milita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약어; C4I는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의 약어; ISR은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의 약어;�

IFF는 Identification Friend or Foe의 약어; KTMO는 Korea Theater Missile Operation의 약어.

2018.8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스엔씨 합병
2018.12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MIMS) PIP
사업수주(1)

2019.8
IFF(1) Mode 5

(함정용과 항공기용)와
KTMO Cell(1)의 성능개량
포함한 다양한 C4ISR(1)

사업 수주

2001
삼성과

탈레스(Thales)의
JV로 삼성탈레스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1977
삼성정밀

설립 

1992
(주)한화 정보팀

발족

1991
삼성전자로

방산사업 이관

2001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로 분사

2011
한화그룹

통합데이터센터
개소

2015.6 / 2016.10
한화그룹 편입 및

한화탈레스로 사명 변경 후
탈레스 퇴출

2017. 10
에이치솔루션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후 물적분할 및
신설법인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 출범

한화시스템/방산

한화시스템/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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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분야_방산 부문03 

출처: 투자설명서, 회사 자료.
비고: ISR은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의 약어; C4I는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의 약어.

약
 41

%
약 39%

약
 17%

약 3
%

방산 부문 사업개요

방산부문 매출액 추이

주요 사업 분야

2016A 2017A 2018A 1H19

861 859
947

440

[단위: 십억 원]

1위 100% 핵심 부품
국내 시장 방산전자 모든 무기체계

방산 부문
2018년 매출액
9,474억 원

• �레이다 분야�
다기능레이다, 영상레이다, 특수레이다, 탐색/추적 레이다

• �전자광학 분야�
열상감시장비, 다기능관측경 등

• ��지휘, 통제 및 통신 통합 솔루션�
지휘통제, 사격통제, 위성통신체계, 전술통신체계, 
무전기, 사이버전, 전자전

• ���한국형전투기(KFX)�
적외선추적장비, 전자광학표적추적장비 등

• �군 정찰위성사업(425)�
고해상도 영상레이더(SAR),�
전자광학적외선센서(EO/IR) 등

감시정찰(ISR)시스템

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지휘통제통신(C4I)시스템

• �해양 전투체계 및 수상˙수중 무인체계와 함정센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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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분야_ICT 부문03 

출처: 투자설명서, 회사 자료.
비고: �(1) 분할 전 에이치솔루션 ICT 부문(1~9월) 및 분할 후 한화 S&C(10~12월) 기간의 매출을 합산한 연간 기준 금액 .�

(2) 합병 전 한화S&C(1~7월) 및 합병 후 한화시스템 ICT 부문(8~12월) 기간의 매출을 합산한 연간 기준 금액.�
(3) 기타부문 미포함.

ICT 부문 사업개요

ICT부문 매출액 추이(3)

IT 서비스 산업 Value Chain 내 한화시스템 ICT 부문 사업 영역

 �시스템통합(SI) / 컨버전스:�
고객에 최적화된 IT 인프라 설계 및 구현 

 �IT 아웃소싱:�
응용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 및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고객의 IT시스템 운영

2016A 2017A(1) 2018A(2) 1H19

372 374 381

202

[단위: 십억 원]

Production Strategy Development (SI) Operations (ITO)

비즈니스 -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비즈니스 업무
개선 공동 수행

비즈니스 업무
아웃소싱 클라우드

응용시스템 S/W 제조 패키지 기반 /
자체개발 SI

응용시스템 블록체인
플랫폼

아웃소싱 빅데이터
플랫폼

IT 인프라 H/W 제조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구현 및 IT
교육 지원

IT 인프라
아웃소싱

AI 플랫폼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IT
 컨

설
팅

네
트

워
크

 컨
설

팅

운영단계 
(ITO)

구현단계
(SI)전략단계

ICT 부문 사업 영역 (현재) 미래 사업 영역

생산단계 추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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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실적04 

출처: 투자설명서 및 첨부서류.
비고: �(1) 2016년, 2017년 및 1H18은 합병 전 한화시스템의 매출액, 2018년 및 1H19는 합병법인의 방산부문 매출액 기준. (2) 2016년은 ICT부문의 연결기준 carve-out 매출액, 2017년은 ICT부문의 연결기준 carve-out매출액(2017년 

1월-9월)및 한화S&C의 (2017년10월-12월) 연결기준 매출액 합산금액, 2018년 및 1H18은 한화S&C의 연결기준 매출액 (2018년 1월-7월) 합병법인의 ICT부문 매출액 (2018년 8월-12월) 합산금액, 1H19은 합병법인의 ICT부문 
매출액 기준. (3) 기타부문 매출액 및 연결조정 각각 75억 원 (2018년) 및 121억 원 (1H19) 포함. (4) 기타부문 미포함 기준. (5) 기타부문 EBITDA 각각 -12백만원(2018년) 및 23백만원 (1H19) 포함. 1H19 EBITDA는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59억 원 포함.

부문별 매출액 추이 부문별 EBITDA 및 이익률

2016A 2016A2017A 2017A2018A 2018A1H18 1H181H19 1H19

1,233
108

1,233 116
1,336(3) 133(5)

536 46
655(3)

76(5)

[단위: 십억 원, %] [단위: 십억 원, %]

[이익률 (%)]

방산 방산ICT ICT

861
58

859
60

372

50

374

56

381(4)

60

947
73

360
14

176
32

202(4) 46

440
29

+65.1%

방산 +4.9%

ICT +1.2%

방산 +22.3%

6.8% 3.8%7.0% 6.7%

13.4% 18.3%15.0% 22.9%15.8%

7.7%ICT +15.2
%

CAGR
+4.1%

(’16~’18A)
CAGR

+10.9%
(’16~’18A)

+22.2%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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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및 전략05 

출처: 투자설명서, 회사 자료.
비고: (1) 방산 부문 R&D 및 R&D (제품기술) 인력. (2) ICT 부문 IT 및 R&D.

글로벌 방산 & ICT 일류회사

방산 부문

방산 역량

ICT 부문

ICT 역량

• 지상
• 감시 / 정찰
• 해양
• 항공 방산전자 솔루션

• 시스템 통합 (SI)
• ITO / IDC
• 스마트 물류
• 스마트 팩토리

• 차세대 무기체계 지능화
• 통합지휘통제체제
• 디지털 보안
• 국경 감시

• 스마트 인프라
• 스마트 시티
• 해양 안전 체계
• 드론 관제 / 공항 관제 체계

B2B 솔루션

국방 SI 솔루션 인프라 솔루션

항공전자 국방 보안 및 안전 IT 시스템

 �선도적인 방산기술 및 광범위한 IT 서비스를 제공

 �국방과 민간을 아우르는 영역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수준의 솔루션 사업자로 도약�
예정

 �시너지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소프트웨어 / 시스템 엔지니어 다수 영입

합병 전/후 엔지니어 수 비교

합병 전(1) 합병 후

약 1,400명

약 2,600명

+약 1,200명(2)



회사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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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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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이라이트 요약

1. 방산 부문 2. ICT 부문 3. 시너지 및 성장분야

우호적 산업 내 독보적 시장 지위 강력한 고객 기반과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 시스템-IT 융합을 통한 이상적인 포지셔닝

한화시스템/방산 한화시스템/ICT

1-1 대한민국 국방비의 견고하고 탄력적인 성장 2-1 3-1강력한 고객 기반의 안정적인 수요 증가 독보적인 방산 IT 서비스 업체로 포지셔닝 

1-2 차세대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2-2 3-2차세대 IT 서비스 수요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성장 기회 #1: Smart Surveillance

1-3 독보적인 시장 지위 및 R&D 역량 2-3 3-3업계 내 최고 수준의 수익성 및 생산성 성장 기회 #2: Cyber Security

1-4 해외진출과 전력운영분야 진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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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국방부, 투자설명서.

[단위: 조원]

[연간 성장률 (%)]

방위력개선비 전력운영비

2016A

38.8

11.6

27.2

2017A

40.3

12.2

28.1

2018A

43.2

13.5

29.6

2019B

46.7

15.4

31.3

2020B

50.3

17.0

33.3

2021B

54.1

18.7

35.4

2022B

57.8

20.5

37.3

0%

5%

15%

10%

'00-5% '02 '04 '06 '08 '10 '12 '14 '16 '182023B

61.8

22.5

39.3

+10.9%

+6.2%

국방예산 증가 추이 및 전망

CAGR
+7.7%

(18A~23E)

대한민국 국방비 지출 특성

국방비 지출의 경기방어적 특성

GDP 대비 높은 국방비 지출 비중

한반도의 지정학정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국방비 지출 불가피

글로벌
Top10 중 4위

2.6%
2018 GDP 대비
국방예산 규모

글로벌
Top10 중 3위

8.1%
2016-2018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 

국방비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대한민국 국방비의 견고하고 탄력적인 성장1-1

국방중기계획 (’19-’23)
약 271조원

국방중기계획 (’20-’24)
약 291조원

* ’19-’23 대비 +2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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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방부, 투자설명서.
비고: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무기);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 (감시정찰능력);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

(지휘통제통신체계); PGM: Precision Guided Munition (정밀타격능력).

국방 개혁 2.0 핵-WMD 대응체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추진

지능화, 무인화, 초연결 및
사이버시스템에 대한 수요

광역화 무기체계, 장거리 감시체계에
대한 수요

지휘통제통신(C4I) 및 정보 기능에
전략적 자산 사용 증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 조기
확보로 우리 군 주도 지휘구조로 개편

대북 위협을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대응 필요성 대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작전수행체제로 발전계획

감시 & 정찰 전력 최우선 확보 테러, 사이버 보안, 환경 등의 형태로 
비전통적 위협의 증대

한국군의 감시정찰능력(ISR), 지휘통제통신(C4I) 
및 장거리 정밀타격능력(PGM) 등 독자적 대북
억제력 확보가 가장 중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구현

한반도 주변의 네트워크 중심 전쟁으로 대응 
체계 확대

장비 및 무기 현대화로 예비전력 정예화 
지속 추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모든 주요 트렌드가 방산전자의
수요증가로 이어질 전망

방산전자 수요 증가를 이끄는 주요 트렌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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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한반도 안보위협의 변화 전망

무기체계

플랫폼

C4ISR + PGM

네트워크 중심전쟁
(NCW)

위성 + 사이버보안

Beyond NCW

지상

해상 우주

항공 사이버

발생가능성

위
협 핵 WMD 위협

전면전

국지도발

해상 교통로 분쟁

자원/환경/영유권 분쟁

초국가적 위협
(사이버, 비군사적 도발 포함)

비전통적 위협
(사이버 테러 등)

❶ � ①

❸ � ③
❹

④⑥

⑤ ❺

❻
⑦

❼

❷ � ②

현재 미래
북 위협
주변국 위협

출처: 국방부, 투자설명서.
비고: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 (지휘통제통신체계);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 (감시정찰능력); PGM: Precision Guided Munition�

(정밀타격능력);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무기), NCW: Network-Centric Warfare(네트워크 중심전).

네트워크 중심전(NCW)을 넘어서는 전장환경의 미래1-1

장거리˙광역 감시/경계 및
정보수집분석 역량의

선제적 확보

네트워크중심전(NCW)에서
우주 및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

주변 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 등 초국가적

위협

감시정찰 (ISR)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한화시스템에는
새로운 기회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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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자설명서, 회사 홈페이지.

Beyond 네트워크중심전(NCW)은 방산 부문이 모든 경계 방위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

차세대 안보 수요에 대응 가능한 최적의 제품 포트폴리오

해상

지상

전자광학 통신체계 레이다 전장체계 미래
전투체계

전투체계 전자광학 레이다

음향센서
침입추론/분석 상황인식 보안 RTOS

전자광학 영상레이다

항공

우주

사이버

전자광학 레이다 항공전자 레이저 무기

항공지상

우주해상

사이버

Beyond
네트워크 중심전

(NCW)

미래 방위산업을 위한 최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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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사 자료.

국내 방위산업 독과점적 특성

주요 방산업체 분야별 경쟁구도 개황

방산전자 관련 제품 역량 및 시장 지위

 자본 / 기술 집약적인 산업
 대규모 설비투자 & 장기간 R&D, 고도의 기술 및 정밀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또는 경쟁업체의 시장진출 어려움

방산전자 ㅗ

기동‧화력

유도
(PGM)

함정

항공

사업부문 한화시스템 시장지위

무기체계 소분류 독보적 우위 경쟁

지휘통제
˙

통신및 감시
˙
정찰

(C4ISR)

전술통신체계

지휘통제체계

위성통신체계

감시장치

전자전

지상

사격통제장비

방공통제장비

지상용레이다

지상용전자광학

개인전투체계

항공전자

항공전자용레이다 

항공전자용전자광학

항공전자시스템

초소형 위성

해양

함정전투체계

함정용전자광학

함정용레이다

대부분의 기존 공급 업체들과 주요 공급 업체들은
주요 제품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림

방산전자 내 전 영역에 걸친 독과점적 시장지위1-3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주)한화/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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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자설명서, 각사 공시자료, 회사 자료.
비고: (1) 한화시스템이 직접 입찰 참여한 프로젝트 기준. (2) 2019년 7월 기준. (3) 2018년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납품기준 매출 수주잔고 포함.

국내 방산전자 부문 상위 3개사 매출 규모

947

A사

502

B사

261

[단위: 2018년 기준, 십억 원]

최근 수주잔고 증가추이

[단위: 조원]

~2X
국내 방산전자 부문 1위

한화시스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수주실적(1)

[방산전자 부문 경쟁수주 확보 비중, %]

16–18 평균 2016 1H19(3)

35%

65%

2019 YTD(2)

17%

83%

한화시스템
경쟁사

1.63

2017

1.81

2.60

2018(3)

2.69

선도적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방산전자 관련 주요 개발과제 참여 ( 2016-2019YTD, 연도별 수주 확보 주요 프로젝트)

2016

• 총 사업 규모: 1조384억 원
- R&D사업: 1,884억 원
- 양산사업: 8,500억 원

한국형 전투기 능동위상배열 레이다 
(KFX AESA)

2017

• �국산 함정 전투체계 최초 수출 Systems
- 사업규모: 240억 원
- 후속사업(2019): 300억 원

필리핀 호위함 전투체계 수출
(Philippine Frigate CMS)

2018

• 총 사업 규모: 5,996억 원
- R&D사업: 2,796억 원
-  양산사업: 3,200억 원 
(2023년 이후 매년 양산 예정)

군사용 정찰위성 영상레이다
(425 SAR)

2019

• 총 사업 규모: 6,730억 원
- 함정용, 항공용
- 개발 및 양산 포함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IFF Mode 5)

국내 방산전자 업계 내 독보적인 실적 달성1-3

1.38 1.39

1.201.31

201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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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자설명서, 회사 자료.
비고: (1) 시스템 부문 임직원 수 기준. (2) 방산 부문 R&D 및 R&D (제품기술) 인력. (3) ICT 부문 IT 및 R&D 인력.

업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 및 기술력1-3

국내 최고 수준의 R&D 인력 기반(1)

첨단기술 개발역량

합병 전/후 엔지니어 수 비교

대형˙복합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

합병 전(2) 합병 후

석·박사급

34%
R&D/기술

66%

지원

영업/PM
기타

학사

제조

기술

R&D15%

9%
20%

46%

10%

28%

38%

박사
5%

석사
29%

• �국내 개발 모든 대공방어�
레이다 담당

레이다 통신/전자전전자광학 함정전투체계

• �군 이동통신기술 최초 개발
• ��세계최고 방향탐지�
정확도의 RWR�
(레이다 경보장치)

• ��국내 모든 함정에�
전투체계 공급

Level 5
최고 능력성숙도
(프로세스 성숙도 및 R&D
수행능력) 모델 획득

Level 3
업계 최고 소프트웨어 테스트 
조직성숙도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수출

• �경량 고에너지 레이저 
기반

Level 7+ 
국내 최고수준의 생산성

• �일부 선진국만이 보유한�
AESA레이다 기술

약 1,400명

약 2,600명

+약 1,200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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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자설명서, 회사 자료.

한화그룹 방산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1-4

한화그룹 방산 플랫폼 및 방산사업 전담조직-HDI 주요 사업 /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 현황

한화 디펜스 인터내셔널 (HDI) 북미

중동

유럽

아시아

• �항공전자 공급망미국 이탈리아

독일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아라비아

• AESA 레이다 기술협력

• �전자전 사업 협력

• ��항공전자 생존장비

• �전자광학˙전투체계�
공급협력

방산제조 지상 군사장비 항공엔진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북미 유럽

호주

방산 통합 솔루션

한화 그룹의 HDI를 통해 그룹 내 역량을
집결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계획

HDI

• ��보안용 레이다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주)한화/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유도무기체계�
(천무 등)

• �탄약체계�
(포병·로켓 탄약 등)

• 항법장치

• �화력체계�
(K9 자주포 등)

• �기동체계�
(K21 장갑차 등)

• �대공체계�
(천마 대공포 등)

• �항공엔진�
(부품, 정비 / 조립)

• �항공기계�
(항공기 구성품 등)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 ��해안감시체계 및�
함정전투체계

• ��항공전자 솔루션 및�
함정전투체계

• �항공전자 /�
전자전 솔루션

• ��LAND 400�
전투장갑차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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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방부, 투자설명서, 회사 자료.
비고: (1) 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성과기반 군수지원); LTS: Life Time Support (수명주기지원).

전력운영 개선 사업 진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1-4

ICT 융합분야 확대무기체계 중심 
전력운영분야 참여

방산+ICT
시너지

전력운영 분야 진출 중요성

한화시스템 주요 사업 참여 현황

전력운영 분야 시장 변화

전력운영 분야 진출 확대: 무기체계 중심 → ICT 융합분야 확대

국방비 내 전력운영비의 제일 높은 비중 국방개혁 2.0에 따른 스마트 국방 추진

 ���개발 후 전력화한 무기체계 중심으로 전력운영 분야 참여 중이며, 전략화 장비�
증가로 전력운영 분야 사업 확대 중

 �한화시스템의 방산 부문 센서 N/W기술은 스마트사업 필수 요소
 �ICT 부문과의 시너지로 새로이 부각하는 스마트 국방분야 시장 선도

분류 플랫폼 전력운영 개선 사업명(1) 기간 규모(십억 원)

후속
군수
지원

지상 단거리대공방어체계 PBL 2차 ’19~’23 ~120
지상 단거리대공방어체계 PBL 3차 ’23~’27 ~50
지상 K계열 주력전차 PBL 1차 ’18~’23 ~86
지상 K계열 주력전차 PBL 2차 ’23~’27 ~100
해양 함정 전투체계 LTS 1차 ’18~’19 ~9
해양 함정 전투체계 LTS 2차 ’19~’22 ~83
해양 함정 전투체계 LTS 3차 ’20~’25 ~74

교육
훈련

지상 과학화 예비군 훈련관리 시스템 ’20~’23 ~76
해양 장보고-III 전술훈련장비 체계개발 ’18~’22 ~32

“국방운영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국방 추진

•  ��IoT 기술 기반�
스마트 병영 관리

•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 도입

• ��전력운영비 분야 진출 확대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의미

~70%
2019–2023년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 평균 비중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병력자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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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투자설명서, 회사 자료.
비고: (1) 금융계열사 제외. (2) 2018년 태양광 총 생산량 기준. (3) 2018년 8월 12일 한화그룹이 발표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투자 및 고용 계획.

한화그룹의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수요2-1

한화그룹 총 매출액 추이(1) 그룹의 외형 확장을 통한 Revenue Pool 확대

한화그룹의 향후 5년 (’19-23) 투자계획(3)

[단위: 조원]

2014

16.2

2015

28.8

2016

31.9

2017

33.6

2018
태양광 / 에너지

9조원
항공 / 방산

4조원
석유화학

4조원
리조트 / 쇼핑몰

4조원

35.4

4년 평균 성장율: 21.6%

비유기적 성장 유기적 성장

그룹 전략 Vertical 기반에 걸친
전략적 인수

신규 편입 계열사 IT 서비스
전반에 대한 영업 양수

글로벌 사업장 전반을
아우르는 IT서비스 제공

2011년 태양광 사업부문
분할설립 후 세계 1위의 태양광 업체로 성장(2)

Hanwha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케미칼

DST

한화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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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DART, 투자설명서, 각사 공시자료, 언론보도(Defense News, C&EN 등).
비고: �(1) Defense News 자체 발표기준. (2) 2018년 기준 태양광 셀 최대 생산역량 보유. (3) 공시된 별도 제무제표 기준. (4) C&EN 자체 발표 기준.

그룹 전략 Vertical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한 Non-Captive 확장2-1

한화시스템의 주요 산업군 별 Captive 고객군 예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 시장 지위

제조업/방산업 금융업

레저/

서비스업

소매유통업

그룹의 선도 계열사 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여러
모범사례를 축적, Non-Captive 확장을 위한 토대 마련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호텔&리조트

(주)한화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건설

한화첨단소재

Hanwha

한화케미칼

한화종합화학

한화에너지

한화갤러리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한화큐셀
태양광 셀 생산량 기준(2)

태양광/
에너지

글로벌 1 위 태양광업체

한화생명
2018년 매출 기준(3)금융
국내 2 위 생명보험사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18년 매출 기준(1)
방산

국내 1 위 방산업체

한화첨단소재

Hanwha
2018년 매출 기준(4)화학
국내 1 위 화학기업군

한화케미칼 한화종합화학



ㅣ 25 ㅣInvestor Relations 2019

출처: 회사 자료.

Non-Captive 확장 사례: 보험2-1

성공적인 Non-Captive 사업 확장경험 및 전문적 역량 축적잠재적 Captive 수요

차세대 보험코어시스템 구축 수요

IFRS17의 도입으로 인한 규정 대응
시스템 구축 수요

한화 그룹 내 계열 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한 
역량 구축

Non-Captive 고객들의
수주 물량 확보

• 보험사 차세대 코어시스템 구축 트렌드

•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2022년 시행
• �IFRS17 도입 시 보험사 IT 시스템 전반의 변화�
필요성 대두

• ��중소형 보험사들은 선도업체의 Package를 따라�
벤치마킹 중

• �방카슈랑스 전용 솔루션, IFRS17 시스템 등 구축
• ��한화그룹 계열사의 성공적 실적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주

• �업계 최고의 보험사들과 차세대 핵심 시스템 구축�
기회 확대

• 차세대 보험코어시스템 구축 중

In-house
개발

아웃소싱
개발

2019 - 2022
한화생명

2018. 7 – 2020. 2

한화손해보험
2018. 5 – 2019. 10

Life Insurance

2018.12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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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회사 자료.
비고: (1) 회사 내부 분석 기준.

역량 강화를 통한 매출 성장2-2

제조 / 서비스 영역: 차세대 ERP 금융 영역: 보험 코어 솔루션

ERP 시스템 교체 수요 증가

차세대 ERP 구축

신규 코어 솔루션 수요 증가

핵심영역 솔루션 확보 및 Non-Captive 확장

2019 2019년 말 2022

주요 한화그룹
계열사를 위한

ERP 시스템 구축

핵심 솔루션 확보 및
유화 계열사 확대

산업별 특화모듈개발
및 대외시장

(Non-Captive) 확대

2019 2022 2025

국내 최초 자체
보험코어 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중소형 생보사
대상으로

대외시장 진출

폐쇄형 아키텍처 &
높은 유지보수비용

현재 시스템의 노령화된 
프로파일 (10년 경과) 향후 5년간 수요

~ 2,000억(1)

폐쇄적이고 
비호환적인 시스템

개방적이고 호환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 제공 가능

폐쇄형 시스템 개방형 코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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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회사 자료.
비고: (1) ABT: Asset-Backed Tokens. (2) M2M: Machine to Machine.

주요 고객들의 Digital Transformation 수요에 대한 대비2-2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기술 개발 프레임워크 한화 그룹 계열사로부터의 즉각적인 수요

진행
단계

4단계
대외시장 진출

3단계
계열사 확산

2단계
시범 적용(Pilot)

1단계
개념검증(PoC)

• 대화 플랫폼
• 빅 데이터 분석
• AI 툴킷
• ABT(1) 플랫폼

플랫폼

• 언어
• 머신 비전
• 머신 러닝

코어 기술

• 컴퓨팅 파워
• IoT 네트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 센서 / M2M(2)

• 보안

IoT 네트워크
• 제2 데이터센터
• GPU 서버

클라우드 컴퓨팅

• 보험 밸류체인 전반의 AI 솔루션
• 고급 디지털 마케팅 & 상품 개발

금융 영역

• 생산 공정 최적화
• 제품에 “스마트” 기능 구현

제조 영역

• 예측가능한 유지보수
• 설비 운전 최적화

유화 영역

핵심
기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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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자설명서, 각사 공시자료.
비고: �(1) ICT 부문 매출액 기준 (기타부문 매출 미포함). (2) 별도 재무제표 수치 기준 (직원수는 해외법인 및 계열사 소속 직원 제외).�

(3) 2018년 말 총 자산 규모 기준, 2019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국내 15개 재계 그룹의 Captive IT 서비스 제공자 (존재 시)와 비교 기준 (ICT부문만).

업계 내 최고 수준의 수익성 및 생산성2-3

EBITDA 마진율 비교

직원 당 EBITDA 비교(2)

[2018년 기준, 단위: 백만원]

[2018년 기준, 단위: %]

15.8%

93.5

11.8%

50.4

8.8%

45.2

8.4%

44.7

7.6%

37.5

7.3%

34.1 27.6

4.2% 3.0%

8.0

2.5%

2.2

중간값: 7.4%

중간값: 35.8

2

~55%
41.6%

24.6% 21.9%

ICT 부문 EBITDA 마진율(1) 추이

2018년 ITO사업 매출 기여도

13.4%

2016

15.0%

2017

15.8%

2018

• ��수익성에 중점을 두어 2018년 업계내 최고의 수익율(3)�
달성

• �수익성이 높은 ITO 사업 부문의 매출 기여도 증대, ITO�
제품 및 서비스 제품의 지속적인 확장

• 대외 ITO 사업의 확대 추진

전략적으로 수익성에 주력

Hanwha Systems/ICT

Hanwha Systems/ICT

Hanwha Systems/ICT

6.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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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자설명서.

방산-IT 컨버전스 주요 트렌드 “Mili-Tech 4.0”3-1

한화시스템

• �한국군의 수요 변화 예상
• 전략적 초점을 맞추기 위해 특정 기술 분야 주력

미래 수요 대비

• �우수한 IT 전문가 확보
• 미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핵심 기술 확보
• 스마트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 준비

핵심 역량 확보

Mili-Tech 4.0

방산 + ICT간 컨버전스

군사기술 ICT

혁신적인 방산 기술

군수 – 민수간 기술 융합

ICT 기술이 적용된 신 사업 기회

디지털 역량 확보가 성공의 핵심

무인화, 지능화된 첨단
무기체계

스마트 경계감시 /
사이버 보안 스마트 국방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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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자설명서.

독보적인 방산 IT 특화 서비스 업체로의 포지셔닝3-1

강점의 독특한 조합 대규모 국방 SI 사업 수주 Mili-Tech의 리더로 포지셔닝

방산

ICT

Pure-Play IT 서비스

다양한 업종 및 솔루션 간 전문성

대한민국 국군의 특징과 니즈에
대한 이해

국방 산업에 대한 깊은 지식과
노하우

• �주요 시설 방호
• 국경 감시
• 지능형 사이버 보안

보안사업

• 첨단 교육 시스템
• AI 의사결정지원
• 공공 / 금융 IT 솔루션

군수-민수 IT 솔루션

• �무기체계 지능화 / 무인화
• 첨단 항공전자
• 전사 플랫폼

첨단 무기체계

수주금액: 약 700억원
국방정보통합처리체계
(MIMS)

중앙방공통제소(MCRC) 및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JFOS-K) 등 대형 체계사업

수주금액: 약 580억원
�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수주금액: 약 490억원
�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KTMO-Cell)

방산 & ICT 간의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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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회사 자료.

성장 기회 #1: 스마트 감시 (Smart Surveillance)3-2

DT (Digital Transformation)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통합보안 플랫폼 기반 Smart Surveillance 사업 전개

Smart Surveillance 사업 확장 방향

물리보안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 ��물리보안 시장의 지속적 성장�
(’17년 $183십억 ➡ ’22년 $261십억, 연 7.4% 성장)

• �패러다임 변화 ➡ AI/빅데이터/클라우드/IoT를 접목한�
DT 기반 시장변화

시장 기회

• �글로벌 통합보안 플랫폼 플레이어 투자 및 역량확보
• 기술확보 및 판매망 확대를 위한 에코시스템 구축
• 선진시장(북미 등) 진입 및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성장 전략

• �지속성장하는 시큐리티 분야 신성장 동력 확보
• 스마트 국방을 위한 경쟁력 강화
• �중장기적으로 Business Intelligence등 연관사업으로�
확장

기대 효과

하드웨어/장비

기존 핵심 사업

소프트웨어/플랫폼

새로운 통합보안 플랫폼 사업

감시정찰 장비 시스템 통합 & 
유지보수

통합보안 솔루션

통합보안 솔루션 사업

통합 보안 플랫폼 
SW 판매

하드웨어/장비
中心

DT 기술

AI / 빅데이터 / 클라우드 / IoT 소프트웨어/플랫폼
中心

보안 
솔루션

특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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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회사 자료.

성장 기회 #2: 사이버 보안 (Cyber Security)3-3

• 사이버 보안 시장의 큰 성장 잠재력
• 현존하는 미래 사이버 보안 시장 절대적 강자 부재

시장 기회

• �지능형 위협탐지 솔루션 확보를 통한 위협탐지 시장 
우선 진입

• �Gartner 선정 Cybersecurity Leader 회사 확보를 통한 
한/미 공동 R&D

• �IoT/데이터/암호 무력화 대응 보안 솔루션 사업 확대�
군수-민수 사이버 보안 시장 선도

성장 전략

풍부한 보안관제 솔루션 / 서비스 경험 기반의 Cyber Security

Cyber Security 사업 확장 방향

지능형 위협 탐지 시장 진입 IoT – 데이터 – 암호 무력화 대응 보안 
시장 진입

AI,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혁신 기술에
의해 시장 가속화

IoT, 클라우드, 양자컴퓨팅의 확대 후 
시장의 급성장 예상

미래지향적 Cyber Security 사업 집중

현 재: 물리적 자산의 보안 미 래: 데이터 자산의 보안

네트워크보안 End Point
보안

지능형 
위협 탐지

IoT 
보안

데이터 보안 암호 무력화
대응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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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자설명서 및 첨부서류.
비고:� (1) 2016년, 2017년은 합병 전 한화시스템 손익계산서 기준. (2) ICT 부문 연결기준 carve-out 손익계산서 기준. (3) ICT 부문 연결기준 carve-out 손익계산서 (2017년 1월-9월) 및 한화S&C의 연결기준 손익계산서�

(2017년 10월-12월) 합산금액. (4) 물류 서비스 등 기타부문 손익 및 연결조정 포함.

요약 재무제표-손익계산서

2016 2017 2018(4) 1H19(4)

구  분 방산(1) ICT(2) 전체 방산(1) ICT(3) 전체 방산 ICT 전체 방산 ICT 통합
법인

매출액 861 372 1,233 859 374 1,233 947 388 1,336 440 214 655

매출원가 783 291 1,075 768 288 1,056 843 285 1,135 398 141 551

매출총이익 77 81 158 90 87 177 105 96 201 42 61 103

영업이익 25 39 64 31 43 74 37 38 74 8 27 35

EBITDA 58 50 108 60 56 117 73 60 133 29 46 76

순이익 24 32 56 14 32 46 36 29 65 17 19 36

[단위: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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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자설명서 및 첨부서류.
비고: (1) 2016년, 2017년은 합병 전 한화시스템의 재무상태표 기준.

요약 재무제표-재무상태표

2016 2017 2018 1H19

구  분 방산(1) 방산(1) 통합법인 통합법인

현금및현금성자산 109 125 204 382

기타유동자산 433 486 866 843

유동자산 542 610 1,070 1,224

유형자산 131 146 219 220

기타비유동자산 124 145 612 641

비유동자산 254 291 831 861

자산총계 797 901 1,901 2,085

단기차입금 및 사채 30 80 72 102

기타유동부채 297 397 800 942

유동부채 327 477 873 1,044

장기차입금 및 사채 - 30 49 18

기타비유동부채 67 77 159 181

비유동부채 67 107 208 199

부채총계 394 584 1,081 1,224

자본총계 402 317 821 842

[단위: 십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