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 공정 중 CVD 공정에서 쓰이는 세정가스 NF3(삼불화질소)는

전방산업의 업황, 매출액, 완제품의 가격에 상관없이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최근에는 전방산업인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적층화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OLED 전환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NF3의 수요 증가는 동사에게 큰 호재로 다가오고 있다. 동사는 NF3

시장에서 17년 현재 CAPA 기준 43%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쟁사의 증설도

계획되어 있지만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고도의 기술 노하우, 수요처로부터의 신뢰 등

진입장벽에 의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NF3는 17년 일시적인

공급과잉 이후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 기술력, 자회사 통한 원재료 일부 수급 가능성, SK하이닉스 등 그룹 내 캡티브

마켓의 존재 등의 요인으로 NF3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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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산업 성장과 시장 점유율 우위, 식각가스와 전구체 등 매출 다각화로 2018년 동사의

실적은 매출액 5,971억 원(yoy 23%), 영업이익 1,966억 원(yoy 30%)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YIG는 PER Valuation과 RIM Valuation을 이용하여 동사의 목표 주가를

246,800원으로 제시한다.

수요 트렌드에 맞춘 매출 다각화로 추가 성장 동력 확보

SK그룹에 인수된 후 동사는 그룹의 반도체 수직계열화 전략에 따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향 특수가스 제품을 다각화하고 있다. 또한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기업 인수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NAND 공정 고도화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WF6의 경우 동사는

600톤 규모의 증설로 세계 최대 규모를 확보하였다. 또한 동사는 산업가스를 생산하는

SKC에어가스를 인수하였고, 쇼와덴코와 트리케미컬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식각가스와

전구체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산업가스와 특수가스 모두 계열 내 캡티브 마켓이라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였으며, 고부가 가치 산업인 식각가스와 전구체 분야로 제품

Mix를 확장해 앞으로 높은 마진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동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특수가스의 Total Solution Provider로 부상하고 있다.

(단위:십억)

2015 2016 2017E 2018F 2019F 2020F

매출액 338 461 485 597 715 765 

매출원가 199 269 300 359 410 448 

매출총이익 139 193 186 238 304 317 

GPM(%) 41% 42% 38% 40% 43% 41%

판관비 26 39 35 41 47 50 

영업이익 113 154 150 196 257 266 

OPM(%) 33% 33% 31% 33% 36% 35%

세전이익 88 140 141.2 183.3 245 256 

당기순이익 66 110 113 147 191 199 

EPS 6,270 10,299 10,799 13,778 17,832 1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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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연혁및개요

동사는전자산업소재의국산화를목표로1982년11월대백물산주식회사로설립되었으며, 1999년12월코스닥에상장되었다.

동사는 소디프신소재, OCI 머티리얼즈로 사명이 변경되었다가 2016년 2월 SK그룹이 OCI 보유 지분 전량을 인수하면서 SK

계열사로편입,SK머티리얼즈로개명하였다.

동사는 반도체, LCD, OLED 및 태양광 패널 제조 공정 등에 사용되는 특수가스인 NF3, WF6, SiH4와 기타 Si계 특수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SK에어가스를 통해 질소, 산소, 아르곤 등의 산업가스를 생산한다. 최근에는 일본 기업과 SK트리켐,

SK쇼와덴코 등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전구체와 식각가스의 생산을 시작하였다. 동사는 국내 최초로 NF3 생산에 성공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생산설비를 증설하여 현재 글로벌 대기업이 주도하던 특수가스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주 수요처로

특수가스에는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TSMC등이있으며,산업가스에는SK에너지,롯데케미컬등이있다.

2016년기준 동사의매출비중은특수가스가 87%를차지하고있으며,나머지 13%는 산업가스에서발생하였다.또한전체 매출

중65%가반도체및디스플레이공정의세정가스인NF3에의존하는점으로보아,동사의주력제품은특수가스중에서도NF3라고

할수있다.또한금년부터신규진출한사업분야인식각가스와전구체부문에서도매출이발생할것으로예정되어있다.

2.사업부문현황과전망 :특수가스

동사의판매 제품은크게특수가스와산업가스로 구분할수있다.특수가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공정에사용되며,산업가스

는그외정유,화학,철강,에너지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수요하고있다. 동사가주로생산하는특수가스상품군의수요는반도체

제조공정중박막증착공정의종류인CVD공정에서발생한다.

당사의 반도체 특수가스의 수요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중에서 CVD(화학적기상증착) 공정에서 발생한다. 반도체 공정은

크게보면실리콘기판위에여러겹의박막을입히고,설계한집적회로(IC)의모양에따라박막을깎아낸다음,전기적특성을입히

는과정으로볼수있다.이때박막을입히는과정을증착공정이라고한다. LCD,OLED등의디스플레이패널과태양광패널도기술

적으로반도체의일종인만큼유사한공정을거친다.

CVD(화학기상증착)는기판위에형성하고자 하는 박막의 소재를기체화합물의형태로 주입해,기판표면에서의화학적 반응으

로 박막을입히는 증착 공정이다. 이때 박막의소재가 되는 원료 가스를플라즈마상태로 분해하는 PECVD는 저온형성이 가능한

점,두께의균일도를조절할수있는점,대량처리가가능하다는점등의이유로최근가장많이사용되고있다. 반도체미세공정이

발전함에따라더얇고균일한박막을형성할수있는CVD공정이주류로자리잡았고,그에따라CVD공정에필요한특수가스의수

요도증가해왔다.

1. 기업분석

(출처:동사 사업보고서)

Fig 1-2. 2016년 매출구성

(단위: %)

(출처: Dataguide)

Fig 1-3. 5개년 매출실적 추이

(단위: 억)

0

10

20

30

40

0

1,000

2,000

3,000

4,000

5,000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 OPM

(출처:동사 IR)

Fig 1-1. 동사 주요 매출처(특수가스) 

(이미지 출처: Google)

Fig 1-4. CVD 체임버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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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VD 공정과 특수가스

1. 기업분석

(출처: YIG)

Fig 1-4. 화학적기상증착 공정 개념도

① 증착가스

CVD 공정에서 사용되는 특수가스는 크게 증착가스와 세정가스가 있다. 증착가스는 박막의 소재가 되는 물질을

기체 상태로 분해한 가스로, 화학반응 이전 상태에 있는 물질이라는 의미인 전구체(Precursor)의 일종이다. 전구체가

되는 증착가스를 진공 상태의 CVD 체임버 내에 주입하여 화학 반응을 이용해 기판위에 도포하는 것이 CVD 공정의

메커니즘이다. 반도체 공정용 전구체는 박막의 특성에 따라 화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하며, 공정 수율, 낮은

기화 온도에서의 높은 증기압, 열적 안정성과 반응성, 고순도 등 공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조건을 맞춰야 한다. 이에

필요한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진입장벽 또한 높은 편이다.

전구체는 박막의 소재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개별 전구체에 대하여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전구체 시장은

크게 보면 주로 미국의 버슘머티리얼즈, 일본의 트리케미칼, 쇼와덴코 등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반도체 소재 국산화 흐름에 따라 전구체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전구체 생산업체로는 당사

를 비롯하여 원익머트리얼즈,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등이 있다. 당사가 생산하는 전구체로는 WF6를 비롯해 SIH4 등

의 Si 계열 특수가스가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트리케미칼과 합작법인 SK트리켐을 설립, Zr 계열과 BDEAS 등의 고

부가가치 전구체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WF6은 반도체의 금속배선공정에서 텅스텐 박막을 도포하는 증착가스이다. 주로 Metal CVD 공정에서 NAND의

Control Gate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데, NAND 공정의 미세화와 고단화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SiH4

와 부산물로 생산되는 SiH2CI2, SiH6 등은 Si 계열 증착가스로, 반도체와 LCD, OLED, 태양광전지 공정에서 기판 위

에 실리콘을 증착하는데 사용된다. 과거 SiH4의 수요는 태양전지 사업이 견인하였으나, 최근 관련 산업의 성장 둔화

로 수요가 정체되어 있다. 그러나 LCD 패널이 대형화되고 OLED 증설이 진행되면서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SiH4의 부산물인 기타 Si 계열 증착가스에 대한 수요와 마진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판 위에 소재를 입히는 과정을
증착한다고 표현한다. 알루미늄 호일
과 원리가 동일하다. 
증착가스에는 소재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론적으로 반응 이
전 상태라는 의미인 전구체라고 불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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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정가스

증착 공정 후 CVD 체임버 내벽 등에 불순물이 남게 된다. 이를 가스로 세정하는 과정을 건식 세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NF3(삼불화질소)가 있다. 반도체 생산에서는 극한의 청정성이 중요한 만큼 NF3는 반도체 미세공정, 적

층 기술에 필수적이다. NF3는 질소(N) 1개에 불소(F)가 3개 결합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원재료가

폭발성이 높은 불산(HF)으로 생산에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해 상당기간 수입에 의존하였다. 그러던 중 2001년 당사

에서 최초로 NF3의 자체 생산에 성공하였으며, 지속적인 증설을 거쳐 2010년부터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구비하

였다. 현재 삼불화질소는 2016년 기준 당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65%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다.

③ 식각가스

증착 후 박막을 깎을 때 사용되는 가스를 식각가스라고 한다(건식 식각). 식각가스의 종류로는 크게 CH3F과 C4F6

등 CF 계열의 식각가스가 있으며, WF6, NF3와 마찬가지로 불산을 원료로 한다. 생산업체로는 일본의 쇼와덴코가

최대 규모의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뒤를 이어 미국의 버슘 머티리얼즈, 한국의 후성과 원익머트리얼즈 등이 있

다. 당사는 최근 쇼와덴코와 합작법인 SK쇼와덴코를 설립하여 CH3F, C4F6 등의 생산 설비를 신설하였다.

2-2. 특수가스 산업 전망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의 트렌드는 미세화와 고단화로 요약할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 공정 고도화로 비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적층,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의 경우 패널의 고해상도화와 대형화가 진

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CVD 공정 횟수와 난이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증착, 세정, 식

각에 소요되는 특수가스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3.사업부문현황과전망 :산업가스

동사는 자회사 SK에어가스를 통해 N2, O2, Ar 등 산업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산업가스의 전방산업은 에너지, 정

유, 화학, 철강, 의료, 등 산업 전반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10년 단위의 장기공급계약으로 거래된다. 동사는 계열사

인 SK에너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하여 롯데 BP 등 국내 대기업과 장기간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수요처에 설비

를 짓는 On-site 방식 혹은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2017년 4월 에어프로덕츠코리아의 질소 생

산설비를 인수하였고, 수요처인 반도체 A사에 On-site 설비가 12월 내 완공되며, 16년 말에는 반도체 향 수요를 겨

냥하여 N2 생산 능력을 64,00Nm3/h에서 134,000Nm3/h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향후 동사의 산업가스 매출액에

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향 매출의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1. 기업분석

(이미지 출처: 동사 홈페이지)

Fig 1-5. 동사 생산 특수가스 제품

NF3 (삼불화질소) WF6 (육불화텅스텐) SiH4(모노실란)

전방산업의 공정 기술 전환 트렌
드가 구조적인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전방산업

특수가스의 전방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이다. 전방기업의 증설에는 소재나 장비에 대한 계약이

선행한다. 따라서 전방 산업 전망과 CAPA 증설 추이로 특수가스 수요를 가늠할 수 있다.

1-1. 디스플레이 : OLED

OLED 패널은 LCD와 달리 백라이트와 액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형의 색에 가까운 색깔을 낼 수 있으며,

Flexible이나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어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다. 중소형 OLED 패널은 삼성 디스플

레이, 대형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을 선두하고 있으며, 중국의 Visionox 등 여러 기업이 OLED 설

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중소형 OLED는 삼성디스플레이가 97.7%의 점유율을 보이며 주도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OLED의 경우,

Flexible 기술을 통한 제품 혁신으로 17년 이후 아이폰, 중국 스마트폰, 삼성전자 내 중저가 모델 채용 확대로 인

한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애플은 아이폰에 Flexible OLED를 채용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이미 OLED패널을

탑재한 아이폰X를 포함해 19년 이후로 아이폰 전체 모델에 Flexible OLED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PPO, VIVO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또한 20여종의 OLED 스마트폰을 출시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

이는 OLED 역량 집중을 위해 국내 LCD 공장 5곳을 폐쇄하였으며, 대형 LCD 생산 7공장을 OLED로 전환할 계

획이다. LG디스플레이도 아이폰의 공급사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OLED 패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 OLED는 LG디스플레이가 선도하고 있으며, OLED TV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G디스플레이

OLED TV 의 패널 출하량은 260만대로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다. 대형 OLED의 수요처는 LG전자와 일본의

기업들로, 현재 일본에서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가 OLED TV를 출시하였다. LG 전자는 OLED TV 매출 확대

로 2,000달러 이상 고가 TV 시장에서 47.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한 산업통산자원부 소위원회에서 LG디스

플레이의 OLED 공장 건설 승인이 이루어져, 신규 CAPA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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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IHS)

Fig 2-1. 중소형 OLED 패널 시장 점유율

(단위: %)

(출처:SA)

Fig 2-3. 삼성전자의OLED 탑재스마트폰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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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글로벌스마트폰출하량및OLED 탑재비중

(단위: 백만 대)

(출처:IHS)

Fig 2-5. LG디스플레이OLED TV패널출하량추이

(단위: 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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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LG전자 프리미엄TV 점유율 추이

(단위: 천대, %)

2. 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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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OLED는 삼성이 주도하고
있으며, 아이폰이 OLED 채택, 중국
스마트폰, 삼성 중저가 스마트폰도
OLED 탑재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대형 OLED는 LG디스플레이가
주도하고 있다. 프리미엄 TV 중
OLED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
으며, 일본 기업도 OLED 제품을 출
시하였다.



.

1-2. 디스플레이 : LCD

LCD 산업은 성장 동력이 제한된 상태이다. 중소형 LCD 패널은 OLED 패널로 전환되고 있으며, 대형 패널의

가격은 대만의 Sharp 인수와 중국 정부의 지원 속에서 가격 경쟁 심화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는 기존 LCD 설비를 OLED로 전환하고 있으며, LCD 라인 신규 증설보다 중국 업체에 투자하고 있

다. LG디스플레이는 LCD 공장 철수 없이 대형 OLED 증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대형 디스플레이의 수요처인 LCD TV의 판매량은 월드컵과 올림픽 행사가 있는 짝수 해에 증가하고 홀수 해

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2018년 LCD TV의 판매량은 동계 올림픽과 월드컵으로 인하여 증가할 전망

이나, 앞서 언급한 경쟁 업체의 공급 과잉으로 LCD 패널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중소형 디스플레이

의 수요처인 스마트폰의 경우, 아이폰이 2019년 이후로 전 기종의 패널을 OLED 패널로 채택할 것으로 발표하

였으며, 중국 스마트폰 기업 또한 OLED 패널의 사용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패널에서 LCD의 비중

은 줄어들 전망이다.

LCD의 지역별 연간 생산 CAPA는 2016년 인도 약 3백만 장, 중국 천 7백만 장, 대만에서 2천 2백 4십만 장,

한국에서 2천 55만장이다. 중국 업체는 2018년까지 CAPA를 38% 증설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LG디스

플레이는 LCD 산업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의 L7-1 공장 등 구세대 LCD

설비를 정리하고 OLED 산업에 집중 투자함에 따라 18년에 CAPA가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반도체 : DRAM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에 의한 슈퍼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 가속화되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분야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형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서의 DRAM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컨슈머 IT 제품(데스크탑, 랩탑, 모바일폰) 수요 증가가 IT 수요의

메인 드라이버였다면 이젠 IT 인프라 투자가 수요를 견인하는 것이다. 17년 DRAM 시장 규모는 전년비 무려

75% 증가한 722억 달러에 이른다. 18년 DRAM 시장규모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공급 확대 예상으

로 시장 거래량이 21% 정도 늘어남에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은 약 4% 정도 인상에 그쳐, 26% 성장한 909억 달

러에 달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각각 월 웨이퍼 투입 기준 37만장, 31만장, 33만장의 DRAM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년도 DRAM생산 계획을 밝힌 곳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다. 삼성전자는 내년 평

택 공장 2층에서 3만 장, 화성 공장에서 3만 장, 총 6만 장을 추가로 생산하며,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월 12

만장 규모의 DRAM 공장을 증설한다. 마이크론은 7월 대만 공장 가스 누출 사고로 2주간 가동을 중단하였지만

7월 중순 생산을 재개하였다. 11월 현재 마이크론의 DRAM 추가 생산 계획은 없으나, 시장 점유율 24% 방어를

위해 생산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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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IHS)

Fig 2-8. 중대형 LCD면적 CAPA 추이 및 전망

(단위: 천m2/월, %)

(출처:IHS)

Fig 2-7. 국가별 중대형 LCD 면적 CAPA 비중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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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BOE 10.5 세대 지원 사례

2. 산업분석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로 DRAM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물량 증가
효과로 특수가스 수요 증가할 전망
이다.



.

또한 DRAM의 웨이퍼당 평균 비트량의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기술적인 한계로 하나의 웨이퍼에 만들

어낼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회로 선폭이 더 이상 줄어들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늘어나는 DRAM 수요를 맞

추기 위해 공급사는 웨이퍼 출하량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특수가스 등 소재의

사용량도 증가한다.

1-4. 반도체 : NAND FLASH

급변하는 산업의 환경에 발맞추어 NAND 시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머신러닝과 VR, AR 등의 발전으로 인

해 반도체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HDD에서 NAND 기

반의 SSD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수요의 메인 드라이버도 과거 PC, 디지털 카메라 및 스마트폰과 같은

CONSUMER 시장에서 엔터프라이즈 서버 데이터센터와 같은 NON-CONSUMER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HDD는 SSD 대비 5~14배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 데이터 센터와 같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HDD 또는 SSD가 필요한데, 기존 HDD를 SSD로 전환함에 따라 14배이상의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얻

을 뿐만 아니라, 대략 1/10 수준으로 전기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데이터 센터에서 SSD 활용이 증

가하고 있다. 현재 서버 내 SSD 탑재율은 8% 정도로, 성장 여력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가세는 가속될 것

으로 기대된다. 향후 SSD가 HDD를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경우, NAND시장과 HDD시장이 합쳐져 720억 달러 규

모의 거대 시장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평면 NAND의 미세화가 기술적 한계에 이름에 따라 위로 층을 쌓아 올리는 3D 적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3D NAND가 2D를 대체하여, 올해 상반기 전체 NAND 생산량 중 3D NAND의 비중이 과반을 돌파하

였다. NAND 단수는 기존 64단에서 올해 70~90단으로 확대되었으며, 18년 이후 100단에서 최대 200단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3D NAND의 고단화로 계단공정이 추가되어, 배선 형성을 위한 텅스텐 CVD 및 CMP

공정, 패턴 형성을 위한 KrF PR공정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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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평균 비트 생산량(ABPW) 전망

(단위: %)

(출처:Gartner)

Fig 2-10. 클라우드 사용자 지출 전망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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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대당 SSD 탑재량 추이

(단위: GB)

(출처:IHSI)

Fig 2-14. NAND 시장규모 성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출처:IHS)

Fig 2-13. SSD 시장규모 성장 전망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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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메가 데이터 센터 증설 추이

(단위: 백 만 제곱미터)

0

10

20

30

40

50

60

70

80

2016 2017 2018E 2019E 2020E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Entry-Level
PC

Mainstream
PC

Enterprise
Server

Enterprise
Storage

2016 2017F 2018F



.

1-5. 반도체 :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의 Value Chain은 제조 공정을 기준으로 설계, 제조, 조립, 검사의 단계로 구성된다. 전 공정을 모두 수

행하는 기업을 종합반도체기업(IDM이라 하며, 팹리스(Fabless)는 설계, 파운드리(Foundry)는 생산만 전담하는 기업이

다. 더욱 미세하고 정교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공정이 발전할수록 하나

의 기업의 수요만으로는 그 비용을 회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범용 양산 체제인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팹리스-파운드리 분업이 활발

히 이뤄지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팹리스에서 설계하여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주문 제작의 형태로 생산되는데, 파운드리

산업은 대만이 주도하고 있다. 대만의 주요 파운드리 기업으로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상위 1위인 TSMC와 3위

UMC, 5위인 SMIC가 있으며, 전체 파운드리 CAPA 중 47%가 대만에 있다. 이 중 TSMC는 전체 시장점유율 54.5%를

차지해 2위인 미국의 Global Foundries와 6배 이상 격차를 벌리고 있으며, 애플, 퀄컴, 화웨이, 엔비디아 등 팹리스의

제품을 생산한다. 국내 업체로는 삼성전자가 시장점유율 6.9%, 동부하이텍 1.2%, SK하이닉스가 0.3%를 차지하고 있

으며, 전체 파운드리 CAPA의 7%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제 공정의 기술적 난이도가 증가하고 설비 투자 금액에 대한 부담이 늘면서 팹리스-파운드리 모델은 앞으로도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사업부의 독립성을 위해 17년 5월 시스템LSI사업부를 팹리스와 파

운드리 사업부로 분리하였고,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자회사 SK하이닉스 시스템 IC로 출범시켜 설비 투자

를 확장하고 있다. Gartner에 따르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16년 약 490억 달러에서 연평균 6%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된다. 또한 팹리스의 요구로 파운드리가 반도체에 여러 번 패턴을 입히는 멀티패터닝 공정을 도입함에 따라 특

수가스 등 관련 소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6. 전방산업 사이클과 특수가스 수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해, 가격 하락으로 전방 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사이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특수가스와 같은 소재산업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전방 제품의 가격이나 전방

기업의 매출이 아닌 제품의 생산량이다. 출하량으로 측정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산량은 00년부터 08년 금

융위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대표적인 특수가스인 NF3의 수요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이로 미

루어 볼 때, 특수가스 산업은 전방 산업의 업황이나 가격이 아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의 생산량과 연간생산능력

에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

앞서 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은 모두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CAPA를 증설하는 외형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에 따라 특수가스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증가세는 전방산업의 CAPA 증설 규모에 따라 달

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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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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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파운드리 시장점유율(2016년) 

(단위: %)

(출처: IHS)

Fig 2-17. 파운드리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이미지 출처: Google)

Fig 2-15. 메모리 및 비메모리 대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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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특징

2-1. 특수가스 산업특징 : 변동성 낮은 후방 소재산업

특수가스 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후방 소재산업이다. 소재산업은 장비산업에 비해 외형성장이 안

정적이다. 또 다른 후방산업인 장비산업에 비해 소재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외형성장률은 낮으나, 실적의 변

동성도 낮은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특수가스 산업은 신규 기업의 진입이 불리하다. 초기 진입 시 공장 건설을 위

한 부지 매입과 설비 투자 등 초기에 대규모의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착 후에는 생산

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제품 생산에서의 기술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들 수 있다. NF3,

SiH4, BDEAS 전구체 등은 인화성이 높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생산과 관리에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 또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안정적으로 특수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수요처의 신뢰가 필요한 점도 경험이 없는 신규 기업에게 불리한 요인

이다.

.

2-2. 특수가스 시장구조 : 동사 NF3, WF6 CAPA기준 시장점유율 1위

NF3 시장에서 동사의 주요 경쟁업체로는 미국과 일본의 버슘 머트리얼즈, 칸토 덴카, 미쓰이화학 등이 있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효성이 있다. 동사는 2001년 NF3의 수입 대체에 성공한 이후 줄곧 CAPA를 증설하였으며,

2010년 4,500톤으로 CAPA기준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다. 2017년 말 동사의 NF3 CAPA는 10,600톤에

달하며, 업계 2위인 효성의 CAPA 4,500톤으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WF6의 경우 동사 외에 생산하는 기업은

칸토덴카, 버슘머트리얼즈, 후성 등이 있다. 동사는 생산 능력을 올해 전년도 대비 2배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1200톤의 WF6 CAPA로 칸토덴카를 제치고 업계 1위로 자리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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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분석

(출처: IHS)

Fig 2-19. LCD 패널 출하 면적

(단위:‘000m2)

(출처: 동사 IR)

Fig 2-20. NF3 시장 수요량

(단위: t)

(출처: SEMI)

Fig 2-18. 반도체 向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단위: m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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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반도체 후방산업 매출성장추이

해당 기간에 재무제표를 공시한
반도체 소재와 장비산업 각 37개
와 62개 기업을 대상, 2012년 1
분기의 매출을 100으로 한 지수
를 계산. 

반도체매출액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액을 지수화한
지표



2-3. 산업가스 산업특징 : 매출성장이 안정적인 장치산업

. 산업가스의 수요는 철강, 화학, 정유, 디스플레이, 반도체, 의료산업 등 사실상 산업 전반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동 업종은 특정 산업의 사이클 변동에 따른 위험보다 국내 전 산업의 위험을 공유한다. 산업가스의 공급은 탱크

로리를 이용한 육상 운송보다는 주로 파이프라인을 통하거나 고객사에 설비를 건설하는 방식(=On-site 방식)으

로 이루어지며 공급 계약 기간 대체로 장기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산업가스 설비 확대에는 선행하는 수

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4. 산업가스 시장구조 : 다국적 기업 위주의 독과점 시장

글로벌 산업가스 시장은 프랑스의 에어리퀴드, 독일 린데와 미국의 프렉스에어, 에어프러덕트를 중심으로 4개

의 다국적 기업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중 린데와 프렉스에어가 합병을 발표하면서 독과점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중 동사가 2017년에 기존의 CAPA 대비 60% 증가하는 대규모 증설을 진행하면서 시장 점유

율에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투자포인트 1. 주력 제품 NF3의 수급 개선

1. NF3 수급 추정 : 17년 공급과잉에서 18년 수요 증가로 수급 개선

NF3의 수요량은 전방 산업의 CAPA 증설계획을, NF3의 공급량은 동사를 비롯한 NF3 공급업체의 CAPA 증

설계획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16년과 17년 NF3의 공급량은 동사와 효성의 대규모 증설로 전년도 대비 18%

증가한 반면 수요량은 DRAM 증설의 지연과 LCD 생산설비의 감소로 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

과공급률은 24%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NF3 가격도 16년 34달러에서 17년 9월 기준 kg당 29달러로 15%

하락하였으며, 가격 하락과 수요 정체의 여파로 동사의 NF3 매출액은 16년도 대비 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8년부터 한국과 중국에서의 OLED 대규모 증설이 본격화되고 Foundry, NAND 등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적인 증설 기조가 지속되면서 18년 초과공급률은 15%로 개선될 것이며, 동사의 매출액도 17년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년부터의 수급 상황은 NF3 공급업체의 추가 증설 계획 발표 여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19년도 수요성장률이 21%임을 감안하면 공급과잉의 경우의 수는 희박하다.

(출처:각 사, YIG)

Fig 2-23. 2017년 NF3 CAPA기준 MS

(단위: %)

(출처:각 사, YIG)

Fig 2-24. 2017년 WF6 CAPA기준 MS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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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동사 NF3 CAPA기준 MS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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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분석

(단위: t)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F

수요량 11,808 12,277 14,193 16,005 17,495 19,046 21,429

CAPA 17,475 17,550 16,225 18,225 21,525 25,975 26,975

가동률 88.5% 91.6% 99.7% 90.0% 90.3% 91.0% 91.0%

공급량 15,468 16,083 16,180 16,407 19,440 23,637 24,547

초과공급률 31% 31% 14% 3% 11% 25% 15%

◀NF3 시장 공급량과 수요량

초과공급률은 공급량에서
수요량을 나눈 %로, 재고판
매 형태인 점을 감안해 10%
가 수급균형선으로 간주된다.

(출처: 동사 IR, YIG)

* 매출 추정 시 전체 NF3 수요량 증가분에 대해 동사가 CAPA 기준 시장점유율만큼의 물량을 소화한다고 보았다. 
그 근거는 NF3 제품이 비교적 균질적이고, 전체 공장가동율이 13년부터 90%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7년 동사와 효성의 대규모 증설
로 일시적인 공급과잉,
18년 전방산업 증설물량이 반영
되면서 수급 개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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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포인트

2. NF3 수요 추정 : 전방산업 제품별 CAPA

전방산업 수요처가 연간 생산능력을 확장하면 NF3의 수요량도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동사의 사

업보고서와 전방산업의 각 제품별 시장 전망, IR 문의 등을 통해 1) 2016년 전체 NF3 수요량 중 전방산업의 각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고, 2) 2016년 각 전방산업의 CAPA를 통해 제품별 단위 CAPA당 NF3 수요량을

구한 후, 3) 17년부터 각 제품별 CAPA 증설 추이를 바탕으로 NF3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동사의 매출구조는 글로벌 NF3 수요량의 전방산업의 비중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동사가 전체

NF3 생산설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공급업체인 점과,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설비가 밀집한 지역에 생산과 판매법인을 운영,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한 점을 들 수 있다. NF3는 산업

가스와 달리 주로 탱크로리로 공급되며, 국가 간 수출입에 제한이 없다. NF3 생산라인이 수요처 인근에 위치한

경우 물류상 가격 이점을 가질 수 있으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원가 구조에서 하나의 특수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보다 전방 공정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결정적인 소재 공급업자 선정 기준이라는 점

을 고려할 때, 시장 신뢰도와 기술 경험을 갖춘 동사의 제품은 타사의 현지 생산분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동사의 NF3 제품은 생산법인이 있는 한국과 중국 외에도 일본, 대만 등 각지의 NF3 수요처

에 고르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사의 NF3 매출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각각 49%, 실리콘 태양전지에서 2% 발생한다. 실리콘 태양전지

는 성장 둔화로 수요 증가가 어려운 점을 들어 논외로 하여, 전체 수요 중 절반은 디스플레이, 나머지 절반은 반

도체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 디스플레이 향은 OLED와 LCD로, 반도체 향은 NAND,

DRAM, 파운드리향으로 구분한다. NAND CAPA는 3D 전환과 증설을 감안해 3D NAND로 가정한다. 단위면적당

NF3 사용량의 경우, DRAM과 3D NAND는 동일한 입체 적층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 단위면적당 사용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OLED의 경우 사용량은 동사 IR에 의하면 LCD에 비해 5배 증가하나, 보수적 추정을 위

해 4배로 추정하였다. 사용량 비율을 감안해, 각 제품의 전체 CAPA 비율로 전체 수요량 중 LCD, OLED, NAND,

DRAM향의 비중을 추정하였다.

파운드리에서는 주로 AP, GPU 등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응용 분야별로 종류와 공

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NF3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CAPA로 NF3 수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

하기 힘들다. 때문에 동사의 매출구조가 전체 NF3 수요 구조를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동사의 반도체향 NF3 매

출액 중 추정 파운드리향 NF3 매출액의 비중을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동사는 TSMC 등 대만 파운드리에 NF3를

공급하고 있으며, 대만은 전체 파운드리 CAPA의 47%, LCD CAPA의 40%, DRAM CAPA의 26%를 차지한다.

동사의 16년 NF3 매출액에서 대만 판매분은 650억원으로, 이중 LCD향 매출은 137억원, DRAM향 313억원, 파

운드리향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16년 전체 NF3 수요량 중에서 파운드리향의 비중이 약 15%임을 추

정할 수 있었다. 추정의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디스플레이 반도체

합계
LCD OLED DRAM NAND Foundry

수요량 비중 39% 11% 15% 20% 15% 100%

NF3 수요량(톤) 6,737 2,010 2,660 3,424 2,664 17,495

CAPA(천장/년) 65,793 4,908 12,912 16,620 51,600

단위수요량(kg) 102 410 206 206 52

37%

27%

19%

10%

7%
한국

대만

중국

일본

기타

(출처: 동사 IR, YIG)

Fig 3-1. 2016년 지역별 NF3 수요 비중

(단위: %)

▲ 2016년 제품별 NF3 추정 수요량

동사 IR 자료와 16년 LCD, OLED, DRAM, NAND, Foundery CAPA를 통해 CAPA 단위별
NF3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출처: 동사 IR, IHS, Dramexchange, Gartner, YIG)

전방제품 수요 증가를 감안했을 때
NF3 수요량의 결정변수는 전방산업
의 CAPA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
방산업 CAPA 증설은 NF3 수요량의
증가로 추정할 수 있다.



16년부터 각 제품별 CAPA 증설 추이는 표3과 같다. CAPA 단위당 추정 NF3 사용량과 CAPA 증설 추이를

종합한 결과 산출된 NF3 사용량은 17년 전년대비 8% 상승해 18년에는 13%, 19년과 20년에는 각각 21%와

1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결과 NF3 수요량은 LCD 향 수요가 정체하는 가운데 반도체와 OLED가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흐름이 LCD에서 OLED로 변화함에 따라 16년부터 중국과 한국에서 OLED CAPA가 3년간

CAGR 50%로 증설되기 때문이다. 또한 19년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DRAM CAPA가 30% 증가하는 점, 파운

드리와 NAND의 CAPA도 꾸준히 증가하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3. NF3 공급 추정 : 수요에 선행한 증설로 일시적 공급과잉

올해는 시장 1위인 동사와 2위인 효성의 대규모 NF3 증설이 두드러진 해였다. 동사는 경북 영주와 중국 진강

에 각각 2,500톤과 500톤씩을 증설해 2017년 말 NF3 CAPA 10,600톤으로 전년도 대비 2,000톤을 확보하였다.

효성은 올 1분기 중국 취저우에 1,200톤 공장을 신설하였고 4분기 울산에 1,250톤 규모의 증설을 완료해, 17년

말 CAPA 5,750톤으로 전년도 대비 2,450톤을 증설하였다. 동사와 효성 이외에 현재까지 증설을 진행 중이거나

투자계획을 밝힌 공급업체는 없다.

올해 NF3 전체 CAPA는 작년대비 효성 2,450톤과 동사 2,000톤으로 총 4,450톤 증가해, 16년도 11%였던

수급 균형이 25%로 공급 과잉이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과거 12년과 13년의 공급과잉 상황

과 성격이 다르다. 당시 NF3 수요량은 11년부터 13년까지 3년 연속 전년도 대비 4~5%로 정체되어 있었던 데

비해 공급은 10년부터 12년까지 전년도 대비 21%, 18%, 1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10년도 수요

량이 전년도에 비해 50% 가량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NF3 공급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증설을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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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년)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디스
플레이

LCD 65,793 63,936 67,086 67,757 67,757

yoy(%) -3% 5% 1% 0%

OLED 4,908 6,648 10,632 16,632 20,790

yoy(%) 35% 60% 56% 25%

반도체

NAND 16,620 18,300 18,960 21,510 22,586

yoy(%) 10% 4% 13% 10%

DRAM 12,912 13,140 13,512 17,772 20,438

yoy(%) 2% 3% 32% 15%

Foundry 51,600 61,200 68,100 80,000 86,000

yoy(%) 19% 11% 17% 8%

SUM
Global D 17,495 18,906 21,429 25,973 28,978

yoy(%) 8% 13% 21% 12%

3

6

9

12

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LCD OLED 반도체

(출처: YIG)

Fig 3-2. 제품별 NF3 수요량 전망

(단위: 천톤)

◀ 제품별 CAPA 증설 전망과 NF3 추정 수요량

LCD : 18년까지 IHS 자료, 19년 이후 1%, 0% 가정
OLED : 19년까지 IHS 자료, 20년 25% 가정.
NAND : 19년까지 Dramexchange 자료, 20년 10% 가정
DRAM : 19년까지 Dramexchange 자료, 20년 15% 가정
Foundry : 20년까지 Gartner 자료
(출처: 동사 IR, IHS, Dramexchange, Gartner, Y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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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15 2016 2017E 2018F

SK MT 효성 칸토덴카 PERIC 기타

(출처: 동사 IR, YIG)

Fig 3-4. NF3 수급 추이 및 전망

(단위: 톤, %)

(출처:각 사, YIG)

Fig 3-3. NF3 CAPA 증설 추이

(단위: 톤)

16년부터 진행된 동사와 효성의
NF3 증설분이 17년에 대부분 반영
됨에 따라, 18년 공급량 증가는 제한
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근 3년간 NF3 수요량이 정체되어있
었던 12~13년의 구조적인 공급과
잉과 달리 17년의 공급과잉은 수요
에 선행한 공급의 일시적 mismatch
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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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이미 발표된 전방산업의 CAPA 추이에 따르면 18년도 NF3수요량은 올해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18년도 CAPA 증설분은 동사의 1,000톤을 제외하면 없어 공급량 증가는 4%에

그치게 된다. 그 결과 18년도 NF3 초과공급률은 12%로 예년의 수급안정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17년

11월 현재, 동사로서는 공급과잉의 악재가 대부분 지나갔다고 봐야한다. NF3의 가격도 전년도 kg당 34달러에

서 29달러로 이미 하락했기에 가격 하락의 악재도 기반영되었으며, 18년 수급 안정이 예상되는 만큼 가격의 추

가 하락 요인이 없다. 따라서 18년부터 NAND, 파운드리 등 반도체의 증설과 한국과 중국에서의 OLED 증설로

NF3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량 증가 효과로 동사의 내년 NF3 매출은 17년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포인트 2. 수요에 발맞춘 매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동사는 SK그룹에 인수된 후 SKC 에어가스를 인수하고 해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반도체 소재 제

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1) 그룹 차원에서는 SK하이닉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염두에 둔 반도체 수직계열화

전략의 일환이며, 2) 기업 차원에서는 초기 진입과 기술개발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나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한

번 진입한 후에는 추가적인 매출 발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SK하이닉스 등 계열 내 캡티브 마켓이

있어 제품 개발이 매출로 순조롭게 연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사는 주력 제품인 NF3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줄이고, 수요 성장이 예상되는 제품에 투자하여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동사의 매출액에서 주력 제품인 NF3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기준 65%이다. 그러나 1) WF6 생산설비의 대

규모 증설, 2) 자회사 SK트리켐 및 SK쇼와덴코의 전구체와 식각가스 생산설비 신설, 3) 자회사 SK에어가스의 경

쟁사 설비 인수와 질소 생산설비 증설로 등의 요인으로 매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으며, 추정에 의하면

NF3의 매출 비중은 20년 55%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1. 3D NAND 성장에 따른 WF6 증설

WF6는 반도체 금속배선공정에서 NAND의 Control Gate 형성에 사용된다. CVD 체임버의 세정가스인 NF3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범용성을 가진 소재라면, WF6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 NAND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로 볼 수 있다. WF6의 전방산업인 NAND 산업의 추세는 반도체 구조의 입체화와 적층화이다. 평면 구

조인 2D NAND의 집적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그 대안으로 평면 위에 겹겹이 층을 쌓아 올린 입체 구조인 3D

NAND가 부상한 것이다. 반도체의 층이 많아질수록 필요한 금속배선공정의 횟수도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2D

대비 3D NAND에서 WF6의 사용량은 단위 면적당 5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동사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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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ITA, YIG)

Fig 3-5. NF3 초과공급률과 수급

(단위: $/kg, %)

(출처: 매일경제)

Fig 3-6. SK그룹 반도체 수직계열화

(출처: ExtremeTech)

Fig 3-7. 3D NAND 개념도

단수 증가 → CVD 공정 증가 →
단위 면적 당 WF6 사용량 증가 (5배*)

NAND 
고단화

NF3 가격은 과거 공급과잉(초과공
급률이 20%이상)에 하락했으며, 14
년 이후 수급 개선에 따라 34달러까
지 상승하였다.
올해 가격은 초과공급률 25%로

29달러까지 하락하였다. 18년 수급
개선 전망에 따라 추가 하락 요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군 확대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
을 확보하는 한편 주력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세계 비트 기준 NAND생산량에서 3D NAND의 비중은 15년 1분기 10% 미만에서 가파르게 상승해 금년도 상

반기에 50%를 돌파하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시바를 비롯한 주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NAND 고단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3D NAND로의 전환 추세는 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 CAPA도 연평균 12%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당사는 WF6 생산설비 증설을 결정하였다. 기존의 연간 300톤에서 16

년 300톤을 증설하였고, 금년 말에는 추가 증설분인 600톤이 반영되어 1,200톤으로 최대 생산설비를 확보하게 된

다. CAPA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41%를 차지해 NF3에 이어 WF6에서도 시장 선두 주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로써

당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국내 NAND Fab를 비롯한 국내외 수요처에 납품하여 CAPA 증설분이 WF6 매

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전구체, 식각가스 등 고부가가치 사업 진출

당사는 일본의 특수가스 업체인 TCLC, 쇼와덴코와 합작법인 SK트리켐, SK쇼와덴코를 설립하였으며, 각 자회사

에서 연내에 전구체와 식각가스의 생산설비를 완공해, 제품매출과 상품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다. 전구체와 식각가스

는 당사의 다른 제품인 NF3와 WF6에 비교하여 판매단가가 월등히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Kg당 판매가가 NF3

가 30달러 수준인 데에 비해 CH3F 식각가스는 3,180달러, BDEAS 전구체는 16,800달러에 달해 마진폭이 크다.

전구체의 경우 SK트리켐이 계열사인 SK하이닉스의 DRAM High-K 전구체 공급업체로 선정되면서 연내에 확정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수율을 개선하고 가동률을 향상함으로써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모두 소화할 것으로 기

대된다. 식각가스의 경우 18년부터 고객사를 상대로 테스트를 걸쳐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구체와 식각가

스는 반도체 공정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소재인 점, SK하이닉스의 SK트리켐 공급업체 선정에서 볼 수 있듯

캡티브 마켓이 있다는 점에서 당사의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산업가스 매출 확대와 원가 절감

동사는 16년 SKC에어가스를 인수하여 질소(N2), 산소(O2), 아르곤(Ar)을 생산하고 있으며, 정유, 철강, 화학, 반

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공급하고 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와 달리 산업가스는 전

방산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업황보다 경기 전반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탱크로리보다는 주로

파이프라인이나 수요처에 On-site 설비를 짓는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매출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산업가스의 주요 전방산업인 정유, 철강, 화학 산업에서의 수요는 정체에 있으나, 액체질소 N2 등 반도

체 및 디스플레이 부문에서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당사는 경쟁사 에어프로덕츠코리아의 N2생산 설비를 인

수하고 고객사 On-site를 신설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향 매출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에 더불어 당사는 SK에어가스로부터 NF3 등 제품의 원재료인 N2를 조달하여 원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16년 기준 당사는 에어프로덕츠코리아에 액체질소 매입액으로 48억원을 지불하였는데, 이는 당해 당사의 매출원가

중 직접재료비 대비 11%에 달하는 금액이다. 당사는 향후 에어프로덕츠코리아와의 공급계약이 만료되고 자회사로

부터 원재료인 액체질소를 공급받는다면 매출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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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글로벌 WF6 C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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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TCLC, 쇼와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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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포인트 1. 19년 이후 수급 악화로 가격 하락?

전방산업의 NF3 수요량이 증가해도 경쟁사의 CAPA 증설 정도에 따라 수급이 개선 혹은 악화될 수 있다. 현재

공개된 투자계획으로 추정한 글로벌 NF3 CAPA는 18년도까지이며, 이에 따르면 18년도 동사의 NF3 매출액은 올

해 대비 19%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19년도 이후 NF3 공급량이 증가하면 수급이 악화되어 가격이 하락

해 동사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 2019년에 증설분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18에는 투자 결정을 내려야한

다. 현재 NF3 시장에서의 주요 공급자는 크게 동사, 효성, 미국과 일본의 종합 특수가스 생산 업체(버슘머트리얼즈,

칸토덴카, 미쓰이, Central Glass, Linde 등), 그리고 PERIC, 리밍 등의 중국 업체로 볼 수 있다. 각 기업의 입장에서

2018년 CAPA 증설 결정에 대해 추론해볼 수 있다.

버슘머트리얼즈, 칸토덴카 등 미, 일 특수가스 생산업체의 경우, 마지막 증설 결정 시점은 NF3 가스의 단가가 kg

당 $38이었을 때였다(VSM, KDK 12년 증설, 11년 ASP $38). 미쓰이화학은 2009년 NF3 수급 악화(초과공급률

30%)로 CAPA를 1500톤에서 2010년 1000톤으로 축소하였으며, Central Glass와 Linde 각각 2004년과 2000년

이후 증설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NF3의 단가는 kg 당 $29이며, 이는 2018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

에 현재의 가격수준에서 이들 기업이 NF3 증설을 결정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다.

PERIC과 리밍 등의 중국 기업은 15년과 16년에 NF3 CAPA 1,000톤을 신설하면서 시장에 신규 진입하였다. 이

들은 각각 중국 선박공업총공사와 중국화학공사의 자회사로, 중국 국영기업에 종속되어 경제적 이해보다 정책 방향

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4년 반도체 산업 발전을 국가 과제로 내세워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반도체 발전 정책의 우선순위는 생산과 설계이며, 소재는 후순위에 있다. 2015년 중국 반도체 펀

드의 투자비중에서 제조와 설계는 83%인데 비해 소재는 3%로, 이마저도 특수가스보다는 12인치 웨이퍼 생산에 집

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기업이 NF3 대규모 증설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효성은 16년 1월 중국 취저우 시 NF3 CAPA 1,200톤 신설, 울산 1,250톤 증설을 결정하였다. 이는 전년도 15년

NF3 초과수요(초과공급률 3%)가 발생해, 가격이 14년도 kg당 $27에서 15년도 $33으로 상승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효성은 시가총액 4조 8천억원의 기업집단으로, NF3 등 화학 사업의 매출액은 16년 기준 전체의 10%이다.

효성은 16년 1월 투자 의결 시점부터 울산 증설이 완료된 17년 4분기까지 2년 만에 CAPA 2,450톤을 증설 및 신

설하였다. 때문에 향후 NF3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효성은 추가적인 증설을 할 자금력과 기술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동사는 16년 12월 중국 진강에 NF3 CAPA 500톤 증설, 경북 영주에 2,500톤으로 총 3,000톤을 증설하였

다. 이는 SK 인수 후 그룹 차원의 소재업 육성을 위한 전략의 성격도 있다. 때문에 계열사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

방산업의 NF3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동사는 18년 이후에도 CAPA 증설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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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크포인트

.

리스크포인트 2. 동사의 제품이 대체될 수 있을까?

희박하다. 일정 순도 이상이면 제품은 동질하다. 공급업자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안정적

인 공급능력이고, 부차적으로 가격경쟁력이다. 이점에서 동사는 경쟁사 효성에서 16년 NF3 공장 가스 폭발사고가

있었던 점, 국내 최초로 NF3를 자체 생산해 최대 특허를 보유하는 등의 기술력으로 원가구조를 개선한 점, 최대 생

산 설비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한 점을 들어 공급안정성과 가격경쟁력에서 경쟁우위를 가진다.

리스크포인트 3. NF3가 대체될 수 있을까?

현재 차세대 세정가스로 각광받는 가스로 F2가 있다. NF3는 세정력이 뛰어나지만 불안정한 불소에 질소를 결합

해 안정성을 높인 제품이나, F2는 순수 불소 가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불소의 극도로 민감한 반응성을 해결하

는 선결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공정 내 소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공정 장비를 모두 대체해야 하며, 그 안정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그에 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원가에서 세정 공정과 세정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때문에

NF3가 다른 가스로 대체되는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요원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도 없다.

(출처: 중국 공산부, 2015)

Fig 4-1. 중국 반도체 펀드 투자 비중

* 중국공산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강요 로드맵

전방산업 수요 증가가 가시화되면
18년 NF3 공급업체들이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
시장 상황과 과거 추이 등 제반 사

항을 고려하였을 때 증설에 나설 기
업은 동사와 효성이 유력하다.

반도체 원가는 변동비보다 설비투
자로 인한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의
비중이 더 크다.

세정가스 대체로 인한 효익은 비용
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다.



.

목표주가 246,800원으로 매수의견 제시

Why RIM? 동사의 적정 주가를 산출함에 있어 절대 가치 평가인 RIM을 이용하였다. 동사의 경우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기업 인수를 진행하여 현금 흐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가치 평가인 DCF Model를 통한 가치평가가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이 일정하지 않아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비용을 토대로 추정할 수 있는 잔여

이익모델을 채택하였다. 또한 Peer Group의 PER를 이용하여 동사의 18년 EPS로 추산한 PER와 비교하였다.

RIM: 동사의 베타는 5개년 월별 베타를 평균한 1.101을 사용하였다. ERP는 Damodaran의 국가별 ERP를 활용

하여 한국의 ERP인 5.73%를 사용하였으며 Risk-free rate은 5년 국채 평균을 사용하여 2013년부터 2017년 10월

까지의 평균 금리인 1.99%를 사용하였다. 8.3%의 Cost of Equity를 추정하였다. 배당 성향의 경우 역사적 평균인

30%를 사용하였다. 반도체 소재 산업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전방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제품을 공급하여 지

속적인 매출을 통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Terminal Growth Rate 1%를 사용하였다. RIM을 추정하

기 위해 2026년까지의 10개년의 매출을 추정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현재 자기자본의 가치는

2,602,606,774,514원으로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Target Price인 259,802원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RIM을 통한

자기자본 가치평가는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 할인한 246,800원을 적정 주가로 제시한다.

PER: 동사와 동일하게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는 VSM, Air Liquide, Linde 등이 있다. Peer Group은 동사와

동일하게 반도체 소재로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반도체 소재 산업의 경우 전방 산업인 반도체 산

업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소수의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 상 Global Peer가 같은 영업 리스크를 가진

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특수가스 기업 중 시가총액의 차이가 큰 Air Liquide와 Linde는 Peer에서 제외한다. 이때 두

기업을 제외한 Peer 기업의 PER의 평균은 16.0이다. 개별 기업의 재무 리스크와 각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의 리스

크는 헤지되었다고 판단하여 가중평균을 하지 않은 단순평균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동사는 NF3가스와 WF6 가스에

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선두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등

을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10%의 프리미엄을 부여하여 17.6의 Target PER를 계산하였으며,

이는 RIM을 통해 추정한 Target Price를 18년의 EPS로 나눈 Fw PER 17.8과 유사했기에 동사의 Fw PER로 사용

하는 데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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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omson Reuters, YIG)

(출처: Dataguide, YIG)

Cost of Equity 8.30%

Beta 1.101

ERP 5.73%

Risk-free rate 1.99%

Payout ratio 30%

Terminal Growth rate 1%

2017E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NI 108.2 138.0 178.6 184.4 206.5 229.3 254.5 279.9 307.9 338.7 

ROE 25.68% 27.77% 30.09% 25.66% 24.36% 23.10% 22.07% 21.03% 20.17% 19.44%

COE 43.06% 47.24% 51.89% 43.02% 40.43% 37.91% 35.85% 33.77% 32.04% 30.58%

잔여 이익의 현재 가치 73.2 89.4 110.3 98.3 99.1 98.7 98.5 97.1 95.8 94.8 
(출처: YIG)

(단위:백만원)

Fw PER ROE 시가총액(십억)

VSM 19.9 55.90% 4,950 

Air liquide 20.3 14.30% 58,520 

Linde 22.3 7.77% 44,660 

Mitsui Chem 9.8 17.30% 7,093 

Kanto Denka 11.9 23.60% 667 

원익머트리얼즈 13.9 8.10% 463 

Hitachi Chem 15.5 10.80% 6,606 

Show Denko 22.5 6.50% 7,074 

후성 18.4 48.80%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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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Line 추정

NF3: 19년도 NF3 수요량은 전년도 대비 21%, 20년도는 12% 가량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19년도로 예정된

DRAM과 OLED의 CAPA 증설의 NF3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DRAM 중국 72%, 한국 43% 증설, OLED 중

국 167%, 한국 11%, 일본 259% 증설). 이에 가장 유력한 증설 업체는 동사와 효성이다. 2년의 기간 동안 신설 및

증설 가능한 규모에는 기술과 자금 면에서 제한이 있는데, 이는 각 사의 과거 증설 규모와 기간으로 추론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동사의 NF3 CAPA를 18년도서 5,000톤 증가한 16,600톤으로, 효성은 4,000톤 증가한 9,250

톤, PERIC과 리밍은 각각 1,000톤씩 증가한 2,000톤으로 추정한다. 타 회사 설비를 인수한 경우는 전체 공급량에 변

화가 없기 때문에 감안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량은 19년과 20년 전년대비 20%와 17%로, 수요량과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19년과 20년의 NF3 초과공급률은 18년도부터 20년까지 14%, 13%, 19%로 계산된다. 19년도부터 시작

된 CAPA 증설을 통한 공급량 증가의 기조가 20년까지 계속되면서 20년 초과공급율을 1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NF3 가격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데, 17년 초과공급율이 25%였을 때 가격이 15%감소하였으므로

20년에는 전년대비 10%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 결과 동사의 NF3 매출은 17년 수급 악화와 가격 하락으로 5%

감소한 후 18년에는 물량 증가의 효과로 19%, 19년 출하량 증가로 전년대비 22% 증가하고, 20년에는 다시 공급과

잉세에 접어듦에 따라 가격하락의 여파로 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WF6: 동사는 2017년 WF6 증설을 마치며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등극하였다. 경쟁사인 후성의 WF6 시설

이 9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동사의 WF6 매출액을 한국 무역협회에서 나온 WF6 수출가격 통계로 나온 값을

활용하여 90%를 상회하는 가동률을 도출했다. 3D NAND 고도화와 반도체 기업 호황으로 인하여 잠재적인 수요가

크다. NAND CAPA는 12%로 성장하고 있으며 3D NAND 공정이 2D NAND 공정에 비해 5배 많은 WF6를 요구한다

는 점에 가중치를 두어 NAND CAPA의 3D NAND 비중을 계산하여 22%의 CAGR로 추정하였다.

산업가스: 동사의 2016년 매출의 경우 SK에어가스가 인수되기 전인 1분기의 매출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

려하였다. 산업가스는 공급 업체에 On-site되어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다.

또한 산업가스가 역사적으로 97%의 가동률을 꾸준히 달성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동사가 증설한 CAPA 또한 동일

한 가동률을 달성한다고 가정하였다. 더불어 GDP 성장률 또한 곱하여 추정하였다. 제품의 공급처가 특정 분야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닌 철강, 에너지, 정유, 의료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성장률인 GDP 성장률

또한 곱하여 추정하였다.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매출액 338,019 461,443 533,797 622,349 711,626 810,401 

특수가스 338,019 516,029 398,838 488,187 602,751 650,306 

NF3 270,415 299,938 283,183 338,235 413,907 419,443 

JV - - 8,000 34,000 62,000 90,000 

SiH4 38,631 56,988 54,139 51,432 48,860 56,988 

WF6 28,973 41,530 50,666 61,813 75,412 92,003 

산업가스 - 60,811 87,097 108,867 111,937 115,094 

연결 (115,397)

(자료: 당사, YIG)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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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

매출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력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동비다. 전력비의 경우 동사의 매

출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수가스를 제조하는데 일정 온도를 높이는 등 전력비 꾸준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력비의 경우에 설비에 연동되는 고정비적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CAPA에 연동하여 추정하였다.

한국 전력에 공시된 산업용 전기료(KW당/원)을 사용하여 특수가스 부문과 산업가스 부문에서 사용되는 전력비를 전

기료로 나누어 계산하고, 각 부문별 CAPA 1톤 당 사용되는 전력량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CAPA의 추정 증설량과

CAPA 1톤 당 사용되는 전력량과 전기료의 역사적 가격을 곱하여 전력비를 추정하였다.

직접 재료비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되는 무수불산과 텅스텐의 경우,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한 중국의 수급 조절로

인하여 단기적인 가격의 급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공정을 공유하는 동사의 특성 상 매출액 대비 원재료의 비중을

일정한 수준으로 방어하였다. 또한 자회사인 SK에어가스의 경우 직접재료비가 들지 않으며, 향후 SK에어가스로부

터 원재료인 액체질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원가구조가 개선된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직접 재료비는 특수가스

매출액 대비 직접 재료비의 역사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추정하였다. 직접 노동비의 경우 특수가스와 사업가스 부문별

매출액 상승률과 통상 임금 상승률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그 외의 매출원가의 경우 매출에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매출액 상승률에 연동하여 추정하였다.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매출원가 198,970 268,716 325,436 382,824 430,060 479,861 

재고자산의변동 (7,810) 5,543 6,413 7,476 8,549 9,735 

원재료비 39,640 43,056 69,239 74,455 86,955 100,820 

급여 21,242 28,311 34,003 41,092 48,706 57,496 

감가상각비 53,615 65,044 77,697 88,832 100,489 112,146 

전기료 및 가스료 53,397 83,428 87,955 112,523 118,531 123,558 

기타 38,885 43,335 50,130 58,446 66,830 76,106 

(자료: 당사, YIG)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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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산업용전기료(KW당/원) 107.41 107.11 107.26 107.26 107.26 107.26

특수가스(톤) 9,900 11,150 13,834 14,834 16,334 17,834

1톤당 KW 34,274 31,486 32,880 32,880 32,880 32,880 

특수가스 (단위:십억) 36,445 37,603 46,840 51,215 56,857 61,965

산업가스(NM2) 110,780 113,780 113,780 183,780 183,780 183,780

1NM2당 KW 2,678 2,684 2,681 2,681 2,681 2,681 

산업가스 (단위:십억) 31,870 32,714 31,416 51,744 52,169 52,074

전력비(단위:십억) 68,315 70,317 78,256 102,960 109,026 114,039

(자료: 당사, 한국전력, SKC, YIG)



.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의 경우 고정비의 성격을 보이는 비용보다 매출 성장에 연동되는 비용이 많아 급여, 운반비 등은 매출

성장에 연동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제외한 비용들의 경우 매출액과 무관한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한다고 가정하였다.

감가상각비 및 CAPEX

공시된 ‘신규시설투자 등’ 자료를 통해 CAPEX 투자를 예측하였다. WF6 시설을 600톤 가량 증설하는 투자는

455억이 투자하였고, NF3 시설 2500톤 증설의 경우 1200억 가량을 투자하였다. 이를 통해 연간 CAPA 증설 대비

투자금액을 계산하였다. 2017년의 경우 WF6시설이 완공되고, NF3 시설 확충 또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850억 가량을 CAPEX로 반영하였다. 또한 CAPA 증설 이외 대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CAPEX 또한 추정하여 반영

하였다. 감가상각의 경우 CAPEX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기반으로 추정하였다.

각 사업부분의 내용연수의 가중평균 값을 각각 건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에 분리하여 계산하였다.

2015 2016 2017 2018F 2019F 2020F

감가상각비 55,060 66,709 76,773 85,673 95,610 105,547 
CAPEX 87,177 125,395 185,340 121,920 147,880 147,880 

(자료: 당사, YIG)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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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추정재무제표

YIG |   PAGE 20

(단위 : 십억) 2016 2017E 2018F 2019F 2020F

자산 903.1 1,028.7 1,164.6 1,309.1 1,365.1 

유동자산 217.3 193.8 280.1 366.1 363.2 

현금및현금성자산 60.3 21.7 53.0 85.2 52.8 

단기금융자산 1.1 1.1 17.0 29.4 41.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9.0 87.7 107.8 129.1 138.2 

재고자산 74.3 81.0 99.6 119.2 127.6 

기타유동자산 2.6 2.2 2.7 3.2 3.4 

비유동자산 685.8 834.9 884.5 943.0 1,001.9 

장기금융자산 0.1 0.1 9.2 10.8 25.6 

공동기업투자주식 0.0 10.7 10.7 10.7 10.7 

유,무형자산 668.4 814.0 849.8 901.7 943.6 

기타비유동자산 17.3 10.1 14.8 19.8 22.0 

부채 466.0 605.8 636.5 643.4 555.0 

유동부채 283.6 297.4 332.4 369.5 391.4 

단기금융부채 167.7 184.5 193.7 203.4 213.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95.6 87.1 107.1 128.1 137.2 

기타유동부채 20.3 25.8 31.7 38.0 40.6 

비유동부채 182.4 308.4 304.1 274.0 163.6 

장기금융부채 150.1 279.7 268.9 231.8 118.4 

장기매입채무 28.1 23.3 28.6 34.3 36.7 

기타비유동부채 4.2 5.4 6.6 7.9 8.5 

자본 437.1 422.9 528.1 665.7 810.1 

지배주주지분 421.3 402.3 498.9 624.0 753.0 

자본금 5.3 5.3 5.3 5.3 5.3 

자본잉여금 33.5 33.5 33.5 33.5 33.5 

이익잉여금 382.6 458.3 554.9 679.9 809.0 

자기주식 0.0 (94.8) (94.8) (94.8) (94.8)

자본과부채총계 903.1 1,028.7 1,164.6 1,309.1 1,365.1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 2016 2017E 2018F 2019F 2020F

매출액 461.4 485.9 597.1 714.7 765.4 

매출원가 268.7 300.4 359.1 410.0 448.2 

매출총이익 192.7 185.6 237.9 304.7 317.2 

GPM(%) 41.8% 38.2% 39.9% 42.6% 41.4%

판관비 38.7 35.4 41.3 47.3 50.4 

영업이익 154.1 150.1 196.6 257.4 266.8 

OPM(%) 33.4% 30.9% 32.9% 36.0% 34.9%

영업외손익 (13.7) (8.9) (13.3) (12.3) (10.8)

이자손익 (8.2) (7.4) (12.0) (10.9) (9.4)

금융손익 4.5 (1.2) (0.9) (1.0) (1.1)

기타영업외손익 (10.0) (0.4) (0.4) (0.4) (0.3)

세전이익 140.3 141.2 183.3 245.1 256.1 

법인세비용 29.9 28.2 36.7 53.9 56.3 

당기순이익 110.5 112.9 146.6 191.2 199.7 

지배주주지분 108.6 108.2 138.0 178.6 184.4 

비지배주주지분 1.8 4.8 8.6 12.5 15.3 

NPM(%) 23.9% 23.2% 24.6% 26.7% 26.1%

(단위 : 십억) 2016 2017E 2018F 2019F 2020F

영업활동 현금흐름 208 166 222 275 301

당기순이익(손실) 110 113 147 191 200

유·무형 감가상각비 115 78 87 96 106

운전자본변동(-) 17 -25 -11 -12 -5

기타현금흐름 -35 0 0 0 0

투자활동 현금흐름 -209 -195 -146 -161 -174

장단기금융자산증가(감소) 0 -11 -25 -14 -27

공동기업투자주식증가(감소) -80 0 0 0 0

종속기업투자주식증가(감소) 1 0 0 0 0

유·무형자산취득(감소) -129 -185 -121 -147 -147

재무활동 현금흐름 19 -9 -44 -82 -160

단기차입금의 증가(감소) -5 120 -103 62 -18

장기차입금의 증가(감소) 42 0 103 -61 19

사채의 증가(감소) 10 0 0 -25 -100

자본의 증가(감소) 2 -95 0 0 0

배당금의 지급 -30 -34 -44 -57 -60

현금의증감 18 -39 31 32 -32

기초현금 41 60 22 53 85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
의 환율변동효과

1 0 0 0 0

기말현금 60 22 53 85 53

2015 2016 2017E 2018F 2019F 2020F

벨류에이션(배)

PER 18.6 17.4 19.3 15.1 11.7 11.3 

PBR 3.3 4.5 5.2 4.2 3.4 2.8 

수익성(%)

ROE 19% 27% 26% 28% 30% 26%

ROIC 16% 20% 13% 16% 20% 20%

안정성(%)

부채비율 76.70% 111% 151% 128% 103% 74%

유동비율
113.80

%
77% 65% 84% 99% 93%

주당지표(원)

EPS 6,270 10,299 10,799 13,778 17,832 18,408 

BPS 36,670 39,945 40,158 49,803 62,285 75,171 

포괄손익계산서

투자지표 현금흐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