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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제안된 IPO공모와 관련하여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서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디티앤씨 (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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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성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
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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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실적은 “예측정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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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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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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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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Group 사업 포트폴리오
Bio
원스탑 토탈 솔루션

• 신약 임상 및 신약 개발

전기/전자 기술서비스

금융

원스탑 토탈 솔루션

•
•
•
•
•
•

 업종 : 벤처 캐피탈

ICT
자동차
의료기기
방위산업
원자력
IoT

 창업, 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
해외투자 및 컨설팅 사업

Total 1060억원 자산 운용

• Software검증
평가, 개발
• AI / IoT
• 건기식, 화장품, 의료기기 임상
• Generic, Biosimiliar
생동시험 및 분석

• ICT
• 철도산업
(SE)
• FA

해외법인
 소프트웨어 평가

 위치: 일본 도쿄, 요네자와

• 비임상 & 화평법 연구센터

 LED, Battery, 가전기기 시험인증 및 검사
 위치: 베트남

Dt&C 업무 현황 및 매출 전망
(단위 : 억원, %)

Dt&C 업무 현황

영업이익률

≈650 ~ 700억
20

80

≈490억
20

≈385억
-

75

35

75

55
90

≈480억

110

-

110
40

65

• IoT (OCF 시험인증)를 통한 가전기기 등 IoT 인증과
RF 시험인증 증가 기대
• 자동차 분야 GM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EMC, 분석,
환경 등의 물량 확보
• 2017년 의료기기분야 치과용 X-ray, 고주파 수술기
등 8 품목 Scope 확대로 안정적 성장 견인
• 의료기기 비임상, 임상 기술력 확보로 매출확대

100

• 방위산업 분야 DO-160G 독점으로 민간
소형무장헬기, 공격헬기 수요 확보

100

• 방위산업 KFX 사업의 시작으로 간접적 항공기 물량

90

증대예상
310
250

185

• SafeSoft 의 Software 개발 기술과 평가 기술
접목으로 기존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

230

• 탈원전 정책으로 17년 하반기 매출 부진
 18년 안정적 수주 및 영국, 사우디 원전 수출로

개별

연결

2017(E)

개별

연결

발전 가능성 존재

201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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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분야 업무 현황 및 매출 전망
전기/전자 분야 업무 현황
• 철도 SE 김포, 광주 등
• 국내 유일 철도 EMI/EMC 참여
• 2017년 50억, 2018년 65억(예상)
•
•
•
•

일본진동기기 전문기업과 협력으로 나고야 전장 EMC 진출계획
Software 평가업무 범위 의료기기 등의 분야로 확대
SafeSoft Sale Agent로 일본 시장 수출
2018년 45억(예상)

•
•
•
•
•

R&D 센터 설립 허가 취득
17’ 12월 착공
18’ 7~8월 사업 착수
LED Lighting, Battery, 가전기기
베트남 최초 LED, Battery 분야 시험인증기관

금융분야 업무 현황
• 2018 VINA capital 500 억 Fund 조성
• 2017년 펀드 운용 현황 (약1060억원)
조합명
출자약정액
DTNI-AGRITECH 투자조합
120억
DTNI-KVIC 판교 창조경제밸리 투자조합
227.8억
DTNI-전남 창조경제혁신펀드
115억
DTNI-스타트업 창조성장 투자조합
115억
성장기업 Venture 투자조합 1호
113.15억
NHC-DTNI 농식품 ABC 투자조합 1호
220억
DTNI-소프트산업육성 투자조합
150억
총계
10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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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분야 시장 현황 및 전망
Market Analysis

Market Size
CRO 시장
 연평균 성장률(CAGR) 12% 성장, 동기간 아시아 태평양 시
장 20.3 % 성장전망
 2020년 전세계 약 68조원(570억 달러) 전망, 아시아는

바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9월 27조(글로벌 1.7 %)에서
2025년 까지 152조(글로벌 5%) 목표 달성 로드맵 발표
(국산 신약 후보물질 85개  100개 목표)

18%로 약 12.2조원(103억 달러)
 임상시험, 연구자임상시험, 효능군으로 항암제 승인 증가로
한국시장 성장 견인
 다국적 제약사와 바이오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 비용절감 차
원에서 일원화 했던 생산, 개발, 임상, 마케팅, 유통 등을 분
리해 아웃소싱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시장

비임상(동물시험)
 2014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으
로 7000여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2030년 까지 단계적 등
록(약 2조시장 전망)
 국내 전문기관 및 인프라 부족으로 미국, 유럽 등의 해외 수탁기
관으로 50% 유출

 2016년 전세계 시장규모 79억달러(8.7조)로 연평균
47.9% 로 높은 성장률로 2019년 239억 달러(27조) 수준
으로 성장 전망
 2015년 이후 블록버스터 바이오의 약품의 대거 특허만료
(2020년까지 800억달러(90조원) 규모) 가 예정
(Source : Frost & Sullivan 전세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임상시험 시장
보고서, 2015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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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분야 기술서비스(ONESTOP Total Solution)
임상, 비임상, 화학 독성, 생동성 등 의약품관련 모든 기술서비스가 가능한 국내 유일 조직
구성으로 Upgrade된 서비스와 종합 DB 구축
Bio
• 바이오 신약 임상 및 신약 개발
(17년 10월 설립)

• 업계 최고의 임상팀 구성(17년 10~12월)
• 국내 최고 임상수탁기관지향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임상
(17년 4월 설립)

• Generic 생동성 시험 분석 4기 Setup 완료
(18년 1월 식약처 지정 신청)
• 바이오시밀러 생동성 시험 분석 Setup(17년 12월)
• 비임상 및 화평 전용 독성시험 분석센터(17년 12월~18년 6월 중
완공)
• 임상(신약, 화장품, 건기식,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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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매출 전망
전기/전자기술서비스

금융

Bio

30 억
3%

200 억

매출액(단위 : 억)

20%

3%

20 억
80 억

12%

770 억
77%

550 억

85%

매출 650-700억, OP 15% 목표

2018(F)

매출 1000억, OP 20% 목표

201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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