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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실적 ; 연결 손익

2. 경영실적 ; 별도 손익

3. 수주/매출/수주잔고 ; 별도

I. ‘20년 경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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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Y 19Y

매 출 액 15,512 15,777 

SFA 8,354 8,608 

SFA반도체 5,731 5,889 

SNU 1,019 643 

영 업 이 익
1,673 2,142 

10.8% 13.6%

순 이 익
1,186 1,470 

7.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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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구 분 20Y 19Y

매 출 액 8,354 8,608 

국 내 2,345 2,472

해 외 6,009 6,136

영 업 이 익
1,057 1,559 

12.7% 18.1%

순 이 익
1,135 1,624 

13.6%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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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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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구 분 수 주 매 출 수주잔고

합 계 9,095 8,354 7,606 

내 수 1,828 2,345 1,464 

수 출 7,267 6,009 6,142

※ 수주 및 수주잔고 : 중국자회사 분할 수주분 포함 기준



Global 
Smart Factory 
Solution Leader 

II. 사업군별

실적 및 계획

1. 디스플레이

2. 2차전지

3. 반도체

4. 유통∙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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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Y 실적

- COVID19 확산에 따른 전방산업 설비투자 위축/지연 상황 속에서도 총 6,228억원에 달하는

건실한 수주실적 달성

- Display 클린물류설비 ; 해외 대형 Turn-key 수주하며 클린물류설비에 대한 독보적인 시장지배력 재확인

• T社(약 2,000억원), H社(약 1,500억원), B社(약 800억원) 등

- Display 공정장비 ; T社, B社, V社 라미네이터 등 핵심공정장비 수주 지속

- 국내 기존 라인 개조/개선/이설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공정장비 개발 적극 대응

8

COVID19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에도 해외 대형 클린물류 Turn-key PJT 수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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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Y 계획

- 모바일라인 신규/증설/개조 및 TV라인 R&D 투자에 적극 대응

• 해외/국내 클린물류 대형 Turn-key 수주 지속 확대

• 해외/국내 Flexible 기술 기반 핵심 공정장비 수주 지속 확대

- Mini LED, Micro 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공정기술/공정장비에 대한 공격적 개발로

중장기 사업기반 확보

- 스마트팩토리 기술 접목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기술 차별성 유지를 통해 클린물류 대형 Turn-key PJT 및 Flexible 기술 기반 핵심 공정장비 수주 확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기술/공정장비에 대한 공격적인 개발로 중장기 사업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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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Y 실적

- 사업품목 확충 및 고객선 다변화로 수주 확대 지속

• 수주액 : (18Y) 758억 → (19Y) 1,560억 → (20Y) 1,664억

- 고객 다변화로 안정적 사업 확대 기반 확보

- 설비/장비 고도화로 기술 격차 확보

• AI 외관검사기 검출 정확도 글로벌 최고 수준 달성, 세계 최초 In-line 3D CT 검사기 납품, 

물류설비 스마트화 등

수주 확대 지속, 공정장비 및 고객선 확대

스마트팩토리 기술 적용 신규장비 사업화 본격 궤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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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Y 계획

- 사업품목 확충, 고객선 확대 지속 추진

• 공정별/배터리Type별, 연료전지/수소전지 포트폴리오 확대

• 국내 3사 수주 확대, 소재/완성차 고객선 지속 확장

- 스마트장비 사업 확대 및 스마트 기술 적용 확대

• 비파괴검사기, 외관검사기, 스마트 물류설비 등

• 예지보전(PdM)기술 적용 확대

- 대형 Turn-key PJT 수주 기반 확보

• 품목 확충, 전략적 장비 협력사 Line-up 구축

고부가가치/고기술집약 핵심 장비 개발 및 사업화 확대를 통한 품목 포트폴리오 확충

국내 2차전지 3사 대상 사업 확대, 소재업체/완성차업체 및 해외 배터리업체 투자수요에 적극 대응

스마트장비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스마트장비 기반 중장기 성장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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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Y 실적

- 국내외 생산라인 자율주행 이송시스템 (OHT 시스템)의 pilot line 및 기타 자동화설비 납품

- 품목 확충으로 사업 확대 가속화

• Application Tester 최초 개발/적용, Main Fab Lifter 최초 수주

- Main Fab 수주 기반 구축

• Package & Test 라인 및 Main Fab 연계라인 진출

- 스마트 기술 적용으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PdM, AI 세계 최초 현장 적용

• 자동화 설비 8대 성능 지표 세계 최고 달성

국내외 고객사 라인자동화설비 공동개발 및 수주 확보

Main Fab 사업 확보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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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ab 사업화 성과 도출/확대로 중장기 사업 확대 기반 구축

스마트기술 적용으로 중장기 사업 확대 기반 구축

2021Y 계획

- 생산라인 자율주행 이송시스템 (OHT 시스템) PJT 성공적 수행으로 Main Fab 수주 기반 공고화

- 스마트기술(OCS, PdM, Edge Computing 등) 적용으로 제품경쟁력 강화

- 고객선 확대 : 국내외 Foundry, Wafer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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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Y 실적

- 신규 개발 설비 사업화 확대
• Cross Belt Sorter, High Performance Stacker Crane, Pocket Sorter, 자율주행 AGV 등

핵심설비 개발 및 수주 확보

- 유통산업 물류 PJT 적용 및 신뢰성 확보
• 유통산업 Fulfillment 구축 PJT 수주 확대

- 신개념 스마트 자동화/무인화 설비 사업화 기반 확보
• Mixed Palletizer System 본격 사업화
• Robot Picking System 핵심 요소기술 Upgrade

- 산업 커버리지 확대

신개념 스마트 자동화/무인화 설비와 운영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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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Y 계획

- 핵심 장비/시스템 추가 내재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차별화 및 사업화 추진

- 스마트 설비/시스템 적용 확대 및 품목 커버리지 확충을 통한 사업화 가속

- 전 산업 영역의 스마트화 투자수요에 적극 대응

• 스마트 요소기술, 융합기술, Turn-key 시스템 설계/구축 역량 확보

- HMR분야 식품 제조장비 본격 사업화

- 해외 사업 확대

스마트 설비/시스템 사업화 가속 및 품목 포트폴리오 확충



Global 
Smart Factory 
Solution Leader 

III. 산업전망 및

주요 Keyword 

1. 차세대 디스플레이

2. 2차전지

3. 반도체

4. 유통∙제조

5. 산업별 Trend

6. SFA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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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중대형 Display 시장에서는 다양한 공법 기술들이 개발 중이며, 시장 선점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임

양산 핵심공정 기술인 전사 기술, Bonding 기술, 대면적 기판 Inspection, Repair 기술 등에 대한 활발한 개발 진행 중

전사 기술

Bonding 기술

Inspection

Repair

차세대
Display

(Source : 하나금융투자, ‘20월 11월 & UBI리서치, ‘20년 12월)

Mini-LED 
BLU

• SEC, ‘21년 약 200~300만대 준비 추정

• 애플, ‘21년 출시 아이패드/맥북 탑재 예정

• SEC, ’21년 판매 예상

• 중국, ’23년 출시 목표

QNED QD-OLED

• SDC, 21년 하반기 양산 예정

• SEC 관련 기술 개발 중

micro-LED

차세대 중대형 Display 기술 개발 방향 핵심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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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까지 연간 24.2% 이상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됨

- 전방산업인 EV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 정부 주도의 유럽시장 투자 확대, 완성차 업체의 자체 배터리 제조공장 설립 등

- 검사/측정 장비 및 장비 턴키 수요도 확대될 전망

유럽 시장 확대

완성차 업체 2차
전지 공장 투자

Turn-key Line
수요 확대

검사/측정 장비
수요 증가

(Source : 유안타증권, ’20년 11월)

194

292

429

525

672

778

938

1,073

0

300

600

900

1,200

18 19 20E 21E 22E 23E 24E 25E

기타

BYD

CATL

SKI

삼성SDI

LG화학

(단위 : GWh) ’25년 글로벌 CAPA 
약 1,100GWh 전망

산업전망 핵심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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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요 증가와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공격적 생산 라인 확충으로 반도체 설비투자 증기 예상

일본 수출 규제 대응, Supply Chain 이원화 등에 따른 국산화 추진 확대 예상

스마트 장비 양산 라인 적용 확대 예상

Super Cycle

공격적 생산
라인 확충

반도체 설비
공급업체 이원화

스마트 장비
양산 라인 적용

확대
(Source : SEMI, ‘20년 12월)

(23%)

(26%)

(24%)

12.2
11.5

10.2 17.1 16.8 15.6
17.26.5

8.2

13.1
13.4 18.1 16.8

15.6

7.7

17.9

17.7 9.9

15.7 18.9
19.7

41.3

56.6

64.4 
59.5 

69.0 
71.8 

76.2 

0

20

40

60

80

100

16 17 18 19 20E 21E 22E

Korea

China

Taiwan

(단위 : 십억달러)

(26%)

(23%)

(22%)

(26%)

(20%)

(23%)

※ 유진투자증권, 20년 11월

산업전망(글로벌 반도체장비시장) 핵심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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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진된 언택트 트렌드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이커머스 수요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

유통〮제조 산업의 자동화/무인화 기술 수요 확대 예상

언택트

이커머스
수요 확대

자동화/무인화

고부가 산업

(단위 : 억달러)

(Source : 삼성증권, ’20년 6월)

2,382 

2,982 

3,535 

4,206 

4,927 

5,695 

6,542 

10%

12%

14%

16%

18%

20%

22%

5%

10%

15%

20%

25%

3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 전체 리테일 시장 대비 비중)

산업전망(글로벌 이커머스 시장규모) 핵심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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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Keyword

스마트팩토리

차세대 Display

2차전지

반도체

유통〮제조

Intelligence
Autonomous

Manufacturing
AI 기반

Inspection
Data

Analytics

전사 기술 Bonding 기술 Inspection Repair 

유럽 시장 확대
완성차 업체

2차 전지 투자
Turn-key Line 

수요 확대
검사/측정 장비

수요 증가

Super Cycle
공격적

생산 라인
확충

반도체 설비
국산화

스마트 장비
양산 라인
적용 확대

언택트
이커머스
수요 확대

자동화/무인화 고부가 산업

21

각 산업별 고유의 트렌드는 존재하나, 대체로 핵심 생산 공정기술 및 장비기술의 스마트화로 귀결됨

스마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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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솔루션 탑재 장비 개발

미래 산업 발전 트렌드 선제 대응을 통한 지속 성장 기반 확보

사업 확대 중장기 성장동력

2차 전지 유통〮제조반도체Display
차세대
Display

핵심 기술 및 장비 개발 확대, 스마트 기술 접목을 통한 장비스마트화 추진하여 성장기반 확보

스마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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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스마트팩토리

1. SFA 스마트 장비 소개

2. 스마트팩토리 사업 추진 경과

3. 스마트 장비 수주실적

4. 스마트 장비의 차별성

5. 스마트팩토리 사업화 Roadmap

6. NEO Website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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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faneo.com/introduce_movie/neo-teaser-movie/


선제적으로 ’17년부터 SFA 고유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집중 개발하여 각 사업군 조기 적용 및 사업화 진행 중

사업화 성과
Highlight

개발 성과
Highlight

스마트팩토리
사업 기반 마련

• AI기반 예지보전 솔루션 탑재 반도체 이송체 장비(OHT, STK 등) 수주 및 양산화 달성

• 2차전지 AI 외관 검사기 수주 및 양산화 달성

• 세계 최초 3D CT 비파괴 In-line 검사기 수주 및 양산화 달성

• Data 실시간 수집 솔루션(스마트 센서, 엣지 컴퓨터) 개발 완료

• AI 지능화 솔루션 내재화 완료(영상/이미지, Super Resolution, Robot Picking S/W 등)

• Data 분석 솔루션 내재화 완료 (이송체 PdM, 공정장비 품질관리 S/W 등)

• 조직 : 조기 역량 내재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개발 및 융합 전문 조직 구성

• 사전 검증 인프라 : 스마트팩토리 실시간 양산화 검증이 가능한 사업군별 데모라인 구축

• 협업 :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쟁력 있는 협력사와 全 방위적 협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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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8Y 19Y 20Y 스마트 기술 내역

2차전지 31 240

외관검사기 30 77 AI

비파괴검사기 16 AI

스마트물류시스템 147 AI RCP

스마트팩토리컨설팅 1 스마트 자동화 컨설팅

반도체 69 93

OHT 69 9 PdM, AI RCP, Big Data분석(System Integration)

HPSC 72 PdM, Big Data분석(System Integration)

Wafer 검사기 1 AI

AGV 10 자율주행 AGV

유통∙제조(스마트물류시스템) 98 12 자율주행 AGV, 유통물류 비전인식 시스템 등

합 계 69 129 345

26

(단위:억원)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장비 사업화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현재 계약체결이 되지 않아 ’20년 수주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주 확정된 다수의 PJT들이 있음

- 향후 1~2년내 수주 장비 대부분에 스마트기술 적용 기대되어 경쟁사 대비 확실한 차별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함



SFA 스마트팩토리 보유 역량

제반 솔루션을 통합한 최적의 스마트 장비 및 시스템 제공 가능, 타사 대비 폭 넓은 스마트 솔루션 스펙트럼 보유

장비 제조/운영 Domain knowledge를 적극 활용하여 이송체 대응 실시간 Data 수집, AI 지능화 솔루션, Big data 처리 및 분석, 

자동화/무인화 설비, 예지보전/품질관리 솔루션 등 스마트팩토리 전 영역의 제반 솔루션 통합 제공 가능

SFA 스마트팩토리 스펙트럼

Advanced
분석

생산 및 창고
운영

설비 제어

Data 수집

자동화/무인화

공장 운영 관제
및 최적화

AI, Big data, 예지 보전,
공정 품질, 운영 최적화,
통계 분석 솔루션 등

MES(협력사), WMS

Factory Management 
System(ECS, MCS, WCS 등)

IoT 센서, Edge
Device, Data
통신 S/W 등

공정 설비, 로봇 응용 설비, 
물류 설비, 검사 설비 등

관제 S/W,  
Visualization등

솔루션(S/W )전문업체
서비스 제공 영역

IoT 센서 전문업체
서비스 제공 영역

제조설비 전문업체
서비스 제공 영역

SFA 
스펙트럼

타사
스펙트럼

실시간 Data
수집

Factory
Management

System

통계 분석
솔루션

AI 지능화
솔루션

자동화/무인화
설비

예지보전/
품질관리
솔루션

Visualization
실시간 통제

시스템

Big data
처리 및 연산

System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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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I Cube

Image Processing

Advanced OCR

AI Route

AI Picking

Cube Simulator

영상〮이미지 분석
솔루션 개발 완료

2차 전지
외관 검사기 적용

OHT/OHS 적용 및 최적화

Simulator 개발 완료

유통/물류 비젼
인식 시스템 적용

2차 전지
3D CT 검사기 적용

OCR 개발 완료

최적화 운영 솔루션
개발 완료

Robot Picking 시스템 적용
Robot Picking S/W

개발 완료

Super Resolution
솔루션 개발 완료

화질 개선 S/W
측정기 적용

자율주행 AGV 적용

외관 검사기 사업화
성공

OHT 사업화 성공

유통/물류 비전 인식 시스템
사업화

3D CT 검사기 사업화 성공

Mixed Palletizer
Simulator 적용/사업화

RPS 사업화 추진

차세대 측정기 사업화 추진

자율주행 AGV
사업화 성공

사업화성공 사업화추진中 개발 中

스마트팩토리 사업화 관련 질적/양적 성장 추진

질적 성장 : 스마트 솔루션 내재화 및 양산화 성공, 솔루션 고도화로 기술경쟁력 배가 및 신개념 스마트 장비 확보 추진

양적 성장 : 스마트 솔루션 리더 위상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공격적인 영업망 확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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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성공 사업화추진中 개발 中

스마트팩토리 사업화 관련 질적/양적 성장 추진

질적 성장 : 스마트 솔루션 내재화 및 양산화 성공, 솔루션 고도화로 기술경쟁력 배가 및 신개념 스마트 장비 확보 추진

양적 성장 : 스마트 솔루션 리더 위상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공격적인 영업망 확장 추진

PdM

Big Data/고등 통계

PdM Solution

Big Data Analysis

Smart IoT Sensor

Edge Computing

Quality Control

장비별 관리선 설정고등 통계 처리

Smart Sensor 개발 및
장비 적용

이송체 PdM S/W 개발

System Integration

DSP 공정 장비 확대 적용 및
사업화 추진

이송체 PdM 적용 장비 확대

Vibration Compensator NEO Sense SW
고정밀 측정기 적용

고정밀 측정기 사업화 진행

초고속 실시간 Edge 
컴퓨터 자체 개발 성공

이송체용 Edge 컴퓨터
개발 성공

On Device AI 개발 진행

이송체 장비 적용 및
사업화 성공

Quality Control S/W 
장비 적용

Data 
gathering/Processing



’21년 주요 장비/시스템 사업화 계획

스마트 솔루션이 탑재된 신개념 장비 지속 개발을 통한, 성장 가속화 및 차별화 전략 동시 추진

구분 검사/측정/공정 장비 구분 물류 장비/시스템

AI 검사 장비
 신규 AI 기반 Image Processing Item 추가 확보
 글로벌 사업 본격 추진

RPS
 유통 물류 사업 분야 비전 인식 시스템 사업 확대
 지능형 무인화 시스템 포트폴리오 강화

고정밀 측정기
 NEO Sense 고정밀 측정기 사업화 추진
 추가 적용 Application 확보

자율주행 AGV
 자율주행 AGV 적용 산업 범위 확대
 RPS + 자율주행 AGV 유통 제조 분야 사업 추진

공정 장비
 Display/반도체 공정 장비 사업화 추진
 Quality Control S/W 적용 장비 확대

Mixed Palletizer
 적용 산업 분야 확대
 유통 제조 분야 신규 Item 추가 확보

AI OCR SW
기반 검사기

 유통 물류 사업 분야 비전 인식 시스템 사업 확대
 지능형 무인화 시스템 포트폴리오 강화

PdM(예지보전)
솔루션

 전 이송체 장비 PdM Solution 적용
 글로벌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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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주친화정책

1. 주주친화정책 강화

2. SFA 사업 가치 평가 수준

32



2020Y 현금배당(안) ; 적극적 배당정책 기타 주주친화정책

- 2020Y 배당성향 30.1%로 상향

-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성향 지속 유지로 주주요구 대응

- IR활동 적극 전개

• 스마트팩토리, 2차전지, 반도체 관련 회사의 기술력/성장잠재력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표출

• Tech 세미나 개최

• 각종 전시회 참여

• 국내/국외 기관투자자에 대한 IR활동 강화

- 자사주신탁계약을 활용하여 주가 안정화 도모

• 신탁계약 운용가능잔액 : 현 478억원 (필요시 증액 가능)

→ 비대면 On-line IR활동을 통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리뉴얼된 SFA 홈페이지 3월 1일 오픈 예정

과거보다 적극적인 배당정책 추진

주가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 추진 예정

• 회사의 본질가치(내재가치)를 시장에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IR활동 전개, 자사주신탁계약 활용, 적극적인 배당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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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A 별도 사업 가치에 대한 시장과의 Communication 미흡으로 시장에서의 저평가가 지속되는 상황

향후 SFA의 경쟁력, 기술력 및 중장기 사업 전망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지속 추진

0

5,000

10,000

15,000

20,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SFA 기업 가치

시가총액 14,687억

Minus 상장 종속회사 지분가치

-6,872억
SFA반도체

(1조1,567억 × 55% = 6,356억)

SNU프리시젼

(1,387억 × 37% =   516억)

Plus Net Debt (금융부채-현금보유) -4,924억

별도기준 SFA 사업 가치 2,891억

매월 평균 (억원)

SFA 시가총액

(2021년 2월 9일 기준)

2020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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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주요 연결종속
상장회사

1. SNU프리시젼

1) SNU프리시젼 경영실적 ; 연결 손익

2) 성장전략

2.  SFA반도체

1) SFA반도체 경영실적 ; 연결 손익

2) Refinancing

3) 재무구조

4) 시장전망

5) 신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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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U프리시젼

36

1) SNU프리시젼 경영실적 ; 연결 손익

2) 성장전략



구 분 20Y 19Y

매 출 액 1,019 643 

Display검사 측정기 사업 363 410

Display증착기 사업 113 95

신사업 543 138

영 업 이 익
87 89 

8.5% 13.9%

순 이 익
50 77 

4.9% 12.0%

37

(단위:억원)

※ 신사업 : 2차전지, 반도체/LED, SFA협력PJT 등



SFA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SNU 사업 확대 추진

• 자체 핵심 역량 보유 부분 지속 사업 확대, 특정 부분에 대한 SFA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사업 확대 추진

※ SFA : 핵심 기술 개발 및 핵심 기술 차별성 강화에 집중, 2차전지/반도체 등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집중

SNU 성장 전략

- 자체 핵심 역량 보유 부분 지속 사업 확대

• 검사/측정장비 부분 : Display, 2차전지, 연료전지/수소전지, 반도체, PCB, LED로 사업 확대

• Laser : 반도체, PCB, LED로 사업 확대

• 2차전지 : Module/Pack 라인 턴키시장 진입 확대

• 증착장비 : 소형 연구용증착기 수주 및 micro-Display 증착기 선행 개발

- SFA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양사간 시너지 확보, 종합 경쟁력 강화

• SFA 수주 PJT 중 대외 기술 보안 필요한 고부가 부분, 기존 협력사 대비 SNU의 PJT 수행 역량 비교우위 부분 (예) 시스템 엔지니어링

• 신규 장비 개발~양산 과정의 협력 및 기술 보안 필요한 부분 (예) 2차전지 검사기 개발 및 사업화

• SFA 영업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 수주

• SFA 사업품목 중 중소/해외 경쟁사 진입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필요한 품목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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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FA반도체

39

1) SFA반도체 경영실적 ; 연결 손익

2) Refinancing

3) 재무구조

4) 부채비율 및 투자실적

5) 수요산업 전망

6) 성장전략



구 분 20Y 19Y

매 출 액 5,731 5,889 

영 업 이 익
343 391

6.0% 6.6%

순 이 익
176 208 

3.1% 3.5%

COVID 19 영향에 따른 시황 부진에도 안정적인 실적 유지

- 모바일 제품 부진을 D램 제품 실적으로 만회하여 실적 감소 완화

- 모바일 제품 시황 4분기부터 회복

사업효율화를 통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 확보 중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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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 (19Y) 변경 (20Y)

금융 차입금 2,241 1,300

지급보증채무 359 -

총 차입금액 2,600 1,300

기말 현금성자산 1,008 473

금리 2.50% 2.53%

만기일 20.09.09 5년 만기

기존 차입금의 성공적인 Refinancing 완료

- 회사 보유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여 차입금 상환

Credit Line 340억원 포함 충분한 운영자금 유지 중 (총 813억원)

※ 별도 재무제표 기준

Refinancing 결과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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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Refinancing 추진 등으로 재무구조 대폭 개선

- 연결기준 : 유동비율 70.8% → 267.9%, 부채비율 109.4% → 65.3%

구분
연결 별도

19년 20년 19년 20년

자 산 총 액 6,612 5,865 5,644 4,748

부 채 총 액 3,454 2,317 3,367 2,104

- 차 입 금 (2,679) (1,379) (2,600) (1,300)

자 본 총 액 3,158 3,548 2,277 2,644

유 동 비 율 70.8% 267.9% 57.4% 186.6%

부 채 비 율 109.4% 65.3% 147.9% 79.6%

재무제표

※ 차입금 : 지급보증부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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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629%

184%
149% 135%

118% 109%

65%

15Y 1H 15Y 16Y 17Y 18Y 19Y 20Y

(단위:억원) 15Y 16Y 17Y 18Y 19Y 20Y

투자규모(연결) 488 201 798 385 346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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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Out 이후 재무구조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고,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중

- 범핑사업, 필리핀법인 증설 투자 등 진행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 시 적극적인 투자 가능

※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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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장 확대, 비대면 경제 확산 지속 등으로 반도체 수요 지속 증가 예상됨

(단위:억원)

(Source : WSTS, IC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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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요 ‘20년 대비 8.4% 성장 예상

- 전 지역의 고른 성장과 Memory (13.3%) & Opto (10.2%) 두자리수 성장 전망

전반적인 반도체산업 호황으로 회사의 실적 호전 기대

(Source : WSTS)



구분
투자금액

(단위 : 억원)
생산 Capa
(Wfrs/mo)

전년대비
Capa 증가율

15Y 204 7,000 -

16Y 125 9,000 29%

17Y 122 11,000 22%

18Y 240 15,000 36%

19Y 165 18,000 20%

20Y 278 22,000 22%

4,000 
6,000 7,000 

10,000 
13,000 

15,000 

3,000 

3,000 
4,000 

5,000 

5,000 

7,000 

15Y 16Y 17Y 18Y 19Y 20Y

8 inch 12 inch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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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양산 이후 지속적인 CAPA 증설 진행 중

비메모리 시장 확대로 Bumping 사업의 중장기 성장 예상

연도별 CAPA 증설 현황



구분

범핑 SSK SSP

Bump DPS EDS Assembly Test Assembly Test Module

기존 제품

최근 추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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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 범핑 등 단위 공정별 생산 형태에서 Turn Key 생산 형태로 확대 추진

기존 모바일, 서버향 제품구조에서 다양한 디바이스향 시스템 반도체로의 제품 영역 확대

- 고객 및 제품의 다각화를 통해 시장 변동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매출 성장 확보 노력



’19년 ’20년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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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영향으로 ‘20년 계획되었던 양산 지연

‘21년 양산 계획 실행과 신규 고객사 수주를 통해 성장기반 구축



음소거 기능 해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SFA 재무제표(연결)

2. SFA 재무제표(별도)

3. SFA 반도체 재무제표(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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