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에프에이 및 SFA반도체

2020년 상반기 실적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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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Y1H 19Y1H 19Y2H 전년동기대비 직전반기대비

매 출 액 7,864 6,681 9,097 +18% -14%

SFA 4,290 3,421 5,188 +25% -17%

SFA반도체 2,974 2,649 3,240 +12% -8%

SNU 346 301 342 +15% +1%

매 출 이 익
1,475 1,332 1,841 +11% -20%

18.8% 19.9% 20.2%

영 업 이 익
919 893 1,249 +3% -26%

11.7% 13.4% 13.7%

세 전 이 익
772 878 1,091 -12% -29%

9.8% 13.1% 12.0%

순 이 익
584 645 825 -9% -29%

7.4% 9.7% 9.1%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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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Y1H 19Y1H 19Y2H 전년동기대비 직전반기대비

매 출 액 4,290 3,421 5,188 +25% -17%

매 출 이 익
1,033 946 1,390 +9% -26%

24.1% 27.7% 26.8%

영 업 이 익
625 644 916 -3% -32%

14.6% 18.8% 17.7%

세 전 이 익
696 1,022 1,111 -32% -37%

16.2% 29.9% 21.4%

순 이 익
630 817 807 -23% -22%

14.7% 23.9% 15.6%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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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pandemic 상황에도 상반기 원만한 수주 확보

- 1Q 중국의 봉쇄 상황으로 인해 Display 고객사 발주 지연

- 2Q 중국 고객사 투자 재개로 Display 대규모 turnkey 수주

- 이차전지 / High Performance 물류자동화시스템 수주 확대를 통해 상반기 수주 안정적 확보

국내 수주분 수행 확대, 1Q 해외매출 수행 지연분 2Q 정상 수행으로 매출 확보

(단위:억원)

※ 심천법인 분할 수주액 포함 기준

구 분 수 주(1H) 매 출(1H) 수주잔고(2Q말) 비 고

합 계 4,382 4,290 6,853 

※ 수주(1H) 4,382억원

- 1Q  1,261억원

- 2Q  3,121억원(QoQ 148% 상승) 

※ 매출(1H) 4,290억원

- 1Q  2,025억원

- 2Q  2,265억원(QoQ 12% 상승)

내 수 770 1,257 1,496 

수 출 3,612 3,033 5,357 

디스플레이 3,202 2,559 4,018 

2차전지 640 697 1,427 

반도체 140 134 238 

유통∙기타제조 313 600 806 

Glass 87 300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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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스마트 Solution 및 System을 통한 초효율 장비 & 팩토리 구현

⇒ 초일류 스마트팩토리 Provider

장비자동화 역량 Turnkey 솔루션
검증된물동및

장비해석능력

장비 Domain 

Knowledge
통합 제어 기술

세계 최고 자동화 역량(기보유)

無중단 시스템 AI 기반 고지능화 시스템 無인화 라인

지능화 솔루션 Data 최적화 솔루션

AI
Big Data 
Analysis

Simulation
Edge 

computing
PdM PC-PLC IOT 센서

: 내재화 진행 중

: 사업화 가능한 수준으로 내재화 완료, 심화 개발 중

SFA 스마트팩토리

기보유 역량

지능형 통합
관리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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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산업의 독보적 Domain Knowledge를 기반으로 “Global Top Player in Smart Factory Industry” 위상

공고화 목표로 추진 중

스마트팩토리 분야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장비 개발 및 스마트팩토리 사업화가 계획대로 성과 도출 중

초일류 스마트팩토리
Provider

•스마트요소기술 개발

 스마트 요소기술 개발담당조직

구성

 AI 기술 개발

 예지정비 (PdM) 기술 내재화

 Edge Computing 역량확보

•NEO-Solution 성능 고도화

 예지정비 (PdM) 기능 고도화

 AI기반 AOI 검사기, 비파괴검사기

상용화

 자율주행 AGV 기술내재화

•지능화 장비 통합 제공

 예지정비 (PdM) 사업화

 AI기반 검사기, 비파괴검사기 적용

사업 확대

 AI 적재 지능화 솔루션 개발

 장비 지능화 및운영고도화를

위한 Platform 구현

• 미래지향 융복합

스마트팩토리 사업 확대

 PdM솔루션의 사업화 확대

 NEO Platform 기반

전장비 사업화

 자율 지능형 제조장비 사업화

 스마트솔루션 접목가능 미래지향

융합 기술개발 및사업화

2018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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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 도메인 지식/역량과 과감한 선제적 R&D 투자로 사업 확대 가속화

독창적 신개념 스마트 기술과 SFA 장비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신규 스마트 사업의 창출 및 기술 격차 확대

주요
성과

스마트팩토리 고도화/지능화 개발 완료 및 사업

화 실적 확대

• AI 기반 Vision 검사기, 3D CT 비파괴 검사기 상용화

및 사업 확대

• AI Platform 기술 개발

• PdM (예지정비) Solution 사업화 (Wafer 제조 라인

OHT PdM 적용 등)

• Big Data 분석 솔루션 내재화 (OHT PdM 등)

스마트팩토리 신개념 장비 기술 확보

• AI 기반 무인화 / 지능화 기술 개발 및 사업화 (Robot 

Picking System, Mixed Robot Palletizer 등)

• AI 알고리즘 적용 고성능 측정 시스템 개발

향후
계획

스마트기술 기반 Application 확대
(검사, 이송, 측정, 배치, 피킹, 품질)

Application들의 산업 Coverage 확대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MH 제조 장비 등)

SFA 전장비 스마트 기술 접목 가속화
(물류, 공정/특수 장비 분야의 스마트 Application 등)

경쟁사들과의 기술 초격차 확보
(핵심 스마트팩토리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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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체별 차세대 TV 기술 개발 전망』

(출처 : KTB증권, 2020)

OLED 수요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대비 2025년 출하량 약 60% 증가

Flexible/Foldable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신규투자 및 Rigid라인의 전환투자 지속 예상

Display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차세대디스플레이 제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됨

『Global Mobile OLED 타입별 출하량 전망』

(출처 : UBI Rese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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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술차별성 유지, 해외에서 대형 turnkey pjt 수주 지속 중

고부가 패널 수요 증가에 따른 핵심 공정 장비 및 시스템 수주 확대

차세대 Display의 핵심 공정 기술/장비에 대한 공격적 개발로 중장기 사업 기반 확보

스마트 기술 등을 통한 경쟁사들과의

경쟁력 격차 심화

(신개념 컨셉, 스마트 기술, AI 기술 등의 적용)

6G OLED 물류/모듈 장비 수주 확대

(대형 turnkey 실적 및 Flexible 제조 기술 기반)

차세대 Display 제조 장비의 turnkey 시장

선점을 위한 활발한 개발 활동 전개

(QD, Mini LED, Micro LED 대응 장비 등)

주요
성과

향후
계획

중국 대형 클린물류 turnkey 프로젝트 수주

중국 OLED/LCD 패널 업체向 대형 PJT의

성공적 수행, 고객 신뢰 확보

• Visionox/M4, BOE/B12 HKC H4/H5, GVO V3 등

Flexible 등 고부가 패널 수요 확대에 따른

장비 수주

• 모듈 장비(Lami), Laser ablation 및 클린물류 시스

템(OHT, OHS, Stocker 등)

중장기 사업 확보를 위한 차세대 Display 제조

장비 Line-up 확대

• 고해상도 TV화질 개선용 진공 Laser 장비, Micro 

LED Laser 전사 장비 및 고효율 정밀 제조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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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사 및 글로벌 2차전지 제조사의 대규모 Capa. 확충 전망

- 글로벌 2차전지 수요 ’30년까지 17배 성장 전망(’19년 대비)

- 국내 3사 ’19년부터 ’25년까지 생산 Capa. 약 4배 이상 확대 계획

- 완성차/소재 업체의 설비 투자 동반 증가

주요 배터리 제조 업체 증설 계획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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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고기술집약적 핵심 장비 개발 및 사업화 확대

해외 및 대형 turnkey pjt 수행을 통한 차별화된 사업 확대 추진

SFA의 핵심 사업 분야로 성장 중 (18Y : 672억원 → 19Y : 1,560억원 → 20Y1H : 640억원(수주 기준))

주요
성과

향후
계획

2차전지 고부가 제조 장비/물류 시스템 사업 가

속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

• 3D CT 비파괴 검사기, AI외관 검사기 등 스마트장

비 개발 및 수주 확보

• Degassing 장비, 분리막 제조 장비, Stack 측정기

등 핵심장비 수주 및 글로벌 사업화 진행 중

• 국내외 화성공정 및 분리막공정 자동화시스템

(High Performance Stacker Crane, RTV 등) 수주

• 전극 및 조립 공정 turnkey 시스템, 모듈 생산 라인

설비/시스템 사업화 추진 중 대규모 turnkey 수행 역량 확보

(전략적 장비 협력사 Line Up을 통한

국내외 turnkey 수주 기회 발굴)

국내외 거래선 및 고객 다변화 가속

(해외 이차전지사 및 완성차, 소재 업체 등)

장비 포트폴리오 확충

(전극, 조립, 화성 공정의 성능 차별화,

고부가 장비 발굴 및 전극 재료 장비 개발,

Fuel Cell 주요 제조 시스템 본격 사업화)

AI기술 접목 챔피언 장비 공고화

(AI 외관 검사기, 3D CT 비파괴 검사기, 고장예지(PdM)기술

접목 물류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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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환경

반도체 장비 시장의 지속 성장 예상

• 2019년 : 59.6$bn → 2020년 : 63.2$bn → 2021년 : 70.0$bn (SEMI, 2020)

• 2019년을 저점으로 투자 규모 확대 전망 (한국/대만의 capa. 증대, 중국의 반도체 굴기 본격화)

주요
성과

향후
계획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장비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주요 고객사 사업 확대

OHT시스템의 Main Fab 연계라인 사업화 확대, Main Fab 진출 기반 구축 중

AI, PdM 적용 반도체 스마트장비 시장 개척 및 선점

국내외 주요 고객사향 신규 수주 및 사업 확대 가

속화

• OHT, Lifter, Stocker, Application Test 등 자동화

설비의 신규 수주 및 사업 확대

AI, PdM 등 스마트기술 적용으로 차별화된 경쟁

력 확보

• PdM, AI 세계 최초 현장 적용

• 자동화 설비 8대 성능 지표 세계 최고 달성

후공정 및 Main Fab 연계라인의 OHT 시스템 사

업화 기반 확보

• Package & Test 라인 및 Main Fab 연계 라인 사업

화 지속

글로벌 고객기반 확충을 통한 사업화 가속

스마트기술 (OCS, PdM, Edge Computing 등)

적용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

Main Fab의 OHT시스템 사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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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환경

운영 효율 극대화, 생산성 향상, 가격 경쟁력을 위한 지능형 무인화/자동화 설비 수요 증가

B2C 온라인 물류용 Fulfillment 센터 도입 본격화 및 스마트화

HMR을 포함한 식음료 산업 시장 고성장에 따른 설비 투자 활성화

주요
성과

향후
계획

해외 major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는 핵심 장비의 내재화 및 사업화

신개념 스마트 자동화, 무인화 설비와 운영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진행

핵심 장비/시스템의 내재화 및 사업화

• Cross Belt Sorter, 고속 Sorter

• High Performance Stacker Crane

• Pocket Sorter 등

해외 사업 확대

핵심 장비/시스템 추가 내재화 및 사업화 가속

스마트 설비/시스템 사업화 가속 및

포트폴리오 확대

유통 / 제조라인 전영역 스마트화 추진

(스마트 요소기술, 융합기술, turnkey시스템)

고기술집약사업 portfolio의 공격적 확대

• High Performance Stacker Crane 등의 스마트 물

류설비

• 스마트 물류 Fulfillment 센터 사업화

신개념 스마트 자동화/무인화 설비와

운영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 AI기반 무인 RPS (Robot Picking System)

• Mixed Robot Palletizer

• 자율주행 AGV 등의 신개념 반송 설비

• WMS 등의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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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 추진으로 해외 실적 증가

- 2018년 이후 해외수주 비중이 75% 이상으로 확대

고객 다변화로 단일 고객사 집중도 완화, 국내 투자수요 변동성으로 인한 사업리스크 완화

사업의 Global 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

35.3%
51.4%

71.3% 70.7%

0%

20%

40%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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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75.0% 76.9% 78.8%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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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

매출 비중수주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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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들의 Global화, 해외직집투자 급격한 증가 추세 지속

국내기업들의 해외 투자 시 국내장비사 동반 진출 기회 확대

SFA의 대형 pjt 수행 역량, Global pjt 수행 역량, 해외 협력사 pool 확보의 차별성 확보로 해외 pjt 수주 확대

국내기업 해외투자 수주로 해외사업기반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해외고객사 수주 확대 추진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추이

(출처 : 서울경제, 2020.3.20)

(단위 :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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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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SFA 기업 가치

시가총액 12,371억

Minus 상장 종속회사 지분가치

-5,587억
SFA반도체

(9,456억 × 54% = 5,106억)

SNU프리시젼

(1,299억 × 37% =   481억)

Plus Net Debt (금융부채-현금보유) -3,062억

별도기준 SFA 사업 가치 3,7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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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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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000

8,000

12,000

16,000

20,000

시가총액 주가(월말 종가)

주가 : (원) 시가총액 : (억
원)

SFA 주가/시가총액

(2020년 8월 1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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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명 한국산업대전2020(TheTechnology Fair 2020)

전시기간 2020. 09. 15(화) ~ 09. 18(금)

전시장소 일산KINTEX 1전시장

New SFA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스마트팩토리 전문 기업으로서 시장/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교감을 위해

“한국산업대전(The Tech)” 참가

참가목적및내용

참가목적
• 세계최고수준의스마트팩토리기업으로의이미지제고

• SFA의Smart Factory Biz. 및기술을의미하는 브랜드의Launching 

참가내용

• 장비출품 : 스마트기술이적용된4종의장비출품

• 컨퍼런스 : SFA의스마트기술수준및지향점소개

• AI 체험존 : SFA AI S/W를직접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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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기술/장비

AI 외관검사기
(2차전지)

• Rule based 알고리즘+DeepLearning AI 적용으로획기적인검출력및판별력을

향상시킨신개념검사기

RobotPicking System
(MH)

• 고속/고효율PickingSystem으로Picking대상체의인식및Picking point 선정등의AI 

기술이적용된신개념시스템

DualHoist OHT
(반도체, Display)

• AI 기반의OCS(OHTControl System)가적용되어Vehicle 운용효율화, 최적경로, 비용

절감의효과를극대화한Dual Hoist 운영OHT

자율주행AGV
(2차전지, 반도체, Display)

• In-house환경에특화된AI기반의자율주행기능이적용된AGV

SFA만의 독창적인 AI 및 스마트팩토리 장비들의 출품 및 컨퍼런스 발표

과거 전시회 대비 차별화된 기술력, 차세대 개발장비 출품,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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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주요 경영 상황

∙ ’20년 9월 예정된 차입금 refinancing 원만하게 진행 예상

- Work Out 당시 유예 받은 금융채권의 만기 도래

- Refinancing 시 현금 유보액을 이용하여 약 1천억원 상환 예정 (금융채무 2,344억 → 1,300억)

- 획기적으로 개선된 부채비율,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과 최근 기준금리 하락으로 연 2.5% 수준으로 차입 진행 중

∙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수요 지속 예상으로 서버향 반도체 시황은 긍정적으로 전망

∙ 모바일 시황 개선 기대

▣ 상반기 주요 경영 상황

∙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수요 증대로 서버향 반도체 시황 긍정적

- 상반기 서버향 매출 증대에 따른 YoY 기준 매출 12%, 영업이익 16% 증가

∙ 재무 안정성 지속적 강화

- CB,BW 전환, 안정적인 수익창출로 부채비율 109.4% 에서 89.5%로 하락

- 신용등급 BBB-에서 BBB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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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Y1H

구 분 20Y 1H 19Y 1H 19Y 2H 전년 동기대비 직전 반기대비

매 출 액 2,974 2,649 3,240 12% -8%

매 출 이 익
257 201 330 28% -22%

8.6% 7.6% 10.2%

영 업 이 익
157 135 256 16% -39%

5.3% 5.1% 7.9%

세 전 이 익
137 118 146 16% -6%

4.6% 4.5% 4.5%

순 이 익
115 94 115 22% 0%

3.9% 3.5% 3.5%

(단위:억원)

모바일폰 향 수요 감소를 초과하는 서버향 제품 매출 증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수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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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ch 12 inch

●

‘15년 양산 이후 지속적인 CAPA 증설 진행 중

향후 비메모리 시장 확대로 Bumping 사업의 중장기 성장 예상

구분
생산 Capa
(Wfrs/mo)

전년대비 Capa

증가율

14Y 7,000 -

15Y 7,000 -

16Y 9,000 29%

17Y 11,000 22%

18Y 15,000 36%

19Y 18,000 20%

20Y (E) 22,000 22%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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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유일의 단일 층 일괄 생산라인 구축 (Assy → Test → 모듈)

 공정간 연속 물류 흐름과 AGV(*)운영을 통한 제품 자동 이동 물류

시스템 구축으로 최고 수준의 공정 효율 확보

 생산, 설비, Tool 제어 시스템 등 온라인 자동 시스템 구축

높은 생산성 보유

※ AGV : Automatic Guided Vehicle 

 고객사의 후공정 외주사 품질 평가에서 지속적인 최상위권 유지

- 평가 항목 중 하나인 Cost 경쟁력 지속적인 1위권 유지 중

 안정적인 양산 체제를 보유

-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

- COVID-19 상황에도 full capa 생산 지속

높은 품질 경쟁력

반도체후공정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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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9
9.4

54.2

1.5
1.9 2.0

2.7

필리핀의 인건비 경쟁력과 안정적인 임금인상율

반도체후공정 업계 최고수준의 인당생산성

(기준 : 19Y 최저 일급 (USD))

 한국 대비 14 %, 중국 대비 82 %

 베트남보다 높은 인건비이지만, 임금 상승율

고려 시 향후 인건비 경쟁력에서 우위 예상

(단위 :억원/인)

∙ 인력의 약 65% 대졸 출신으로 영어 소통 능력 우수

∙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인증체계 구축

∙ 조업 숙련도 향상에 따른 인당 생산성 지속 개선

 15Y ~ 19Y까지 5년 동안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인상율을 보유

 필리핀의 임금 인상 내역 (19년 정부공시/ USD기준)

9.2%

7.3 7.7 7.7

(기준 : 5년 평균 인상율)

※ 출처 : KOTRA 최저 일급 (19년/$기준)

2.8%
3.8%

9.9%

인건비 비교 임금 상승율 인당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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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거점 』

□ 투자 규모

□ 운영 현황 및 계획

 SSP 1공장은 서버용 D램 생산 전용 공장

 SSP 2공장은 반도체 시황의 변동성이 매우 낮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운영전략을 수립

 국내외 다양한 고객사들 확보 중

 미∙중 무역분쟁, COVID-19로 인한 공급체인 다변화 필요성으로 시장

관심도 증가

중장기 성장기반인 2공장 완공

고객다변화, 비메모리반도체 생산을 통한 사업 안정성 강화 및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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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차입금 만기가 ‘20년 9월 도래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금융권 신뢰 확보로 원만하게 Refinancing 완료 예정

(별도 재무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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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Y1H 기준으로 Refinancing 효과만 반영

※ 한도성여신 200억 확보 완료, 복수의 금융기관과

200억원 ~ 300억원 추가 확보 협의 중

구분 (단위 : 억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H

기초현금 (A) 848 686 749 758 1,008

영업이익 (B) 5 195 260 257 56

감가상각비 (C) 312 316 304 328 162

영업현금흐룸 (D= B + C) 317 511 564 585 218

투자 (E) -146 -154 -249 -310 -194

가용 현금 (F = D+E) 171 357 316 275 24

차입금 상환 등 -334 -294 -307 -24 100

기말 현금 (H = A + F+ G) 686 749 758 1,008 1,132

구분 (단위 : 억원) 20년 1H Refinancing 후
※ 현금성 자산
(비유동 포함)

1,132 216

유동자산 2,027 1,111

유동부채 3,067 764

- 차입금
(지급보증부채포함)

(2,310) -

비유동 부채 170 1,437

- 차입금
(지급보증부채포함)

(34) (1,300)

자본 총액 2,603 2,603

유동비율 66.1% 145.4%

부채비율 124.4% 84.6%

SFA의 경영권 인수 이후 안정적인 수익성과 현금흐름 유지

Refinancing 완료 이후 재무구조 큰 폭으로 개선 예상

(별도 재무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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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원) 시가총액(백만원)

투자자 신뢰 회복과 회사의 fundamental 강화로 회사가치 상승

- Workout 이후 주식시장에서의 신뢰성 회복

- 안정적인 수익성,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 필리핀 2공장 및 범핑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 반영

※ 월말 종가 기준

주가 : (원) 시가총액 : (백만원)

144% 

상승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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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FA 재무제표(연결)

2. SFA 재무제표(별도)

3. SFA 반도체 재무제표(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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