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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금속

작 성 기 관 NICE평가정보(주) 안종하 전문연구원작  성  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

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

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

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요 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요약 영상 보러가기

 포인트엔지니어링(256630) 

https://youtu.be/_IibGMn4_kw


포인트엔지니어링(256630)

포인트엔지니어링(256630)
초정밀가공 및 표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영역 확대 

기업정보(2021/01/01 기준)

대표자 안범모

설립일자 2016년 10월 13일

상장일자 2017년 05월 02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주요제품 금속 가공제품

시세정보(2021/09/06 기준)

현재가(원) 3,805

액면가(원) 100

시가총액(억 원) 2,187

발행주식수 57,481,947 

52주 최고가(원) 4,375 

52주 최저가(원) 2,580

외국인지분율 3.11%

주요주주 안범모
  

■ 표면처리 전문기술 업체

포인트엔지니어링(이하 동사)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제조 부품을 생산하

는 업체로, 알루미늄 가공, 표면처리를 통해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증착)와 식각장비의 핵심 부품인 Susceptor, Diffuser, 

Shadow Frame 등을 제조하고 있다. 동사는 특수코팅기술을 통해 부품에 

가해지는 손상을 감소시켜 부품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파티클 발생

을 억제하여 장비의 손상 방지, 제품 불량 감소, 가동률 및 생산량을 증가시

키고 있다. 동사는 아노다이징 코팅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수 아노다이징 기술을 활용한 AAO(Anodic Aluminum Oxide) 

소재 개발, 가스증착 방식의 Zabara 코팅기술 등의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 지속적인 투자 및 사업 분야 확대 

동사는 대형 크기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제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수행하고 있어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크기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아노다이징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부품의 방열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LED 금속기판, AAO 소재 기술을 활용한 맴브레인 및 가스센서,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핵심기술을 통한 유연한 시장 대응 전망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 규모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며 확대

되고 있다. 해당 산업은 기계 및 제어 기술이 접목된 산업이며 신규 기업의 

진출이 어렵고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동사는 구축된 

기술 인프라를 발전시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초정밀 가공 및 

표면처리 기술, 소재 개발 등 내재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목표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609 23.1 138 22.6 109 17.9 25.0 15.5 52.8 204 919 11.2 2.5 

2019 467 (23.4) 47 10.0 11 2.4 2.0 1.4 35.3 21 1,222 96.9 1.7 

2020 562 20.4 111 19.8 87 15.6 12.2 8.9 36.4 155 1,362 1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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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디스플레이 제조 부품 전문업체

■ 증착 및 식각 공정 내 핵심부품 제조

Ÿ 특수표면처리를 통한 내열성, 내식성 높은 제품

Ÿ 파티클 및 정전기 방지 제품

■ 디스플레이 및 제조장비 시장 성장

Ÿ 2025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202억 달러 규모

Ÿ 2023년,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시장 10조 5,987억 

원 규모

기술개발 역량

■ 우수한 수준의 기술인력

Ÿ 신소재, 금속, 화학공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를 

포함한 18명의 전문인력

Ÿ 2014년 우수기술연구센터 선정

■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기술장벽 구축

Ÿ 국내 등록특허 79건, 해외 등록특허 80건

핵심기술 및 취급 품목

핵심기술 

■ 초정밀가공 및 특수표면처리

Ÿ 높은 내구도 및 품질 안정성 기반으로 공정 중 불량률 

감소

■ AAO 소재 개발기술

Ÿ 표면에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기공이 일정 간격으로 

균일하게 내부까지 형성

주요 제품

■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부품

Susceptor Diffuser

ESG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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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현황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제조 핵심부품 제조업체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부품을 초정밀가공 및 특수표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부품 제조 외 수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 개요

포인트엔지니어링은 1998년 05월 설립되어 2019년 0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디스플레이 증착 및 식각 공정 내 핵심 소모성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동사는 표면 

처리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반도체 사업, LED 사업, AAO 소재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이다. 2021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본사는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89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22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표 1. 기업 현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회사명 포인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안범모

설립일 1998년 05월 상장일 2019년 07월 (코스닥)

주요 제품
Diffuser, Susceptor, Shadow 
Frame, Metal Frame

임직원 수 직원 218명, 임원 9명

지식재산권

국내 등록특허 79건,

해외 등록특허 80건,

국내 상표권 18건,

국내 디자인권 18건 등

계열사
에이비엠, 에이디엘코리아, 

HKABM LIMITED

*출처: 반기보고서 및 특허정보검색서비스(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요 주주 및 계열회사 현황

최대주주는 28.35%의 지분을 보유한 안범모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인인 김명숙, 안성은, 안

희근이 각각 11.68%, 3.61%, 3.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계열회사 에이비엠, 에

이디엘코리아 등에 대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표 2. 주요 주주 및 계열회사 현황

주요 주주 지분율(%) 계열회사 지분율(%)

안범모 28.35 에이비엠 100

김명숙 11.68
에이디엘코리아 100

안성은 3.61

HKABM　LIMITED 100안희근 3.61

*출처: 반기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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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정보

안범모 대표이사는 광운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94년부터 어플라이드코리아, 

STEAG, ASML-USA 등에서 영업 및 마케팅 관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3년 동사의 대표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 중이다. 주요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 전략 수립, 사업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 조직 구성 및 사업 영역

등기임원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을 포함하여 총 23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직 구성은 대표이사의 경영총괄 아래 경영지원, 영업본부, 생산본

부, 기술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개발의 핵심조직인 기술연구소는 IP팀, SP팀, 

SM팀, Fab 운용팀 등으로 운영하고, 신소재, 금속, 화학공학 등 관련 산업분야 석·박사를 포

함하여 총 18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사업 영역

*출처: 회사소개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의 사업은 디스플레이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LED 사업부, AAO 소재사업부로 구분되며, 

주요제품은 Diffuser, Susceptor, Shadow Frame 등의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제조 부품으로, 

총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사는 AAO 소재기술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핀, 마이

크로 소켓, 가이드 플레이트, 프로브 카드 등 제품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제품화를 위한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등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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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제품

CVD 모식도 제품 역할

 CVD 공정에서 기판 전면부

에 성막 가스의 분사 역할을 

수행

 CVD 공정에서 기판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

 기판을 고정해주고 성막 가

스의 기류가 챔버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출처: 회사소개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연구개발 활동

동사는 2003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를 통해 차별화된 표면

처리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차적인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보유기술을 응용한 

신규 사업군 및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2차적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여 제품 영역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사의 기술연구소는 2014년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선정되는 등 기술역량

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2018년 이후로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포함

하여 13건 이상의 수행이력을 보유하는 등 기술(제품)개발 시스템강화 및 개발품 신뢰성 향

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3.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 과제 및 사업 실적 

사업기간 과제명 기대효과

2020.04 ~ 

2024.12

AAO를 이용한 DRAM 프로브카드용 

MLA 기판 및 AP 프로브카드용 가

이드플레이트 개발

l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용 프로브카드의 

AP용 가이드 플레이트 세라믹 재료의 신규 세라믹 

소재인 AAO로 대체 가능 

l 개발된 MLA의 기술적 우위 확보

2020.04 ~ 

2024.12

고집적 반도체 증착식각공정 장비용 

고내식성 세라믹 ALD 전구체 및 핵

심 부품 개발

l CVD 핵심부품의 내식성 약 20% 향상

l 세라믹ALD 전구체 1종의 안정적 코팅 조건 확보

2018.07~

2021.12

광에너지 활성 세라믹 소재 기반 상

온구동 다종 가스센서 기술 개발

l 가스센서 성능 극대화

l 가스센서 소자의 패키지 및 모듈을 제작하여 특성 

평가 가능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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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동사는 1998년 05월 설립되어 특수코팅 아노다이징, 초정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디스플레

이 증착 및 식각 관련 소모성 부품의 국내 선도기업으로서 입지를 확보했다. 이후 다양한 분

야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ISO,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의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 환경경영체제를 인정

받고 있으며, 특허경영대상, 코넥스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2019년에는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

10호(주)와의 스팩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표 4. 주요 연혁

일자 내용

2019.07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10호(주)와 스팩합병 

코스닥 상장

2018.12 산업기술상 수상

2018.12 3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8.05 코넥스 대상 수상

2017.11 IP-R&D 우수기관 및 특허분석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7.08 코넥스시장 신규 상장

2016.12
2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특허경영대상 수상

2015.12 1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8.06 메인비즈 인증

2006.03 이노비즈 인증

2005.07 ISO 9001 인증

2004.11 대표이사 안범모 취임

2003.0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998.05 (주)포인트엔지니어링 설립

*출처: 반기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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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장 동향

OLED 중심의 디스플레이 및 제조장비, 부품산업 성장 전망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및 부품 산업은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 경기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종속성이 높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디스플레이 및 제조장비, 부품산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및 부품의 전방시장인 디스플레이 시장은 주요 수요처인 TV,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신규 수요 창출이 부진하여 정체된 성장률을 보이는 중이다. LCD

는 중국의 투자 확대로 치킨게임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엘지

디스플레이 및 삼성디스플레이는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대형 OLED 같은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OMDIA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에 따르면 2021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8% 성장한 1,205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에는 

1,3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기간 전체 디스플레이 중 LCD의 비중은 

70%에서 5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OLED 비중은 29%에서 34% 수준으

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출처: OMDIA 및 KDIA(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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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은 한국이 2004년 이후 2019년까지 줄곧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2019년 한국 41.1%, 중국 30.2%). 

LCD 분야는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점유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8년에

는 한국을 추월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중국은 최대 LCD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COVID-19의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로 근로자 복귀 지연, 부품·소재 수급이슈 등으로 

생산 가동률이 하락하여 LCD 수주는 다소 부진이 예상된다. 

표 5. 국적별 LCD 시장 점유율(금액 기준)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국 13.5 15.8 20.5 25.2 30.6 37.3

한국 38.0 38.9 36.9 32.9 29.0 25.6

대만 31.4 27.5 24.9 23.6 24.0 21.8

일본 16.1 17.1 16.7 17.1 14.9 14.0

기타 1.0 0.7 1.0 1.1 1.5 1.2

*출처: OMDIA, KDIA(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OLED는 국내 기업이 선도하며 안정적으로 생산 설비를 가동 중이나 COVID-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OLED 제조 기업의 해외투자가 영향을 받고 있다. OLED 시장은 한국이 압도

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중국이 투자 확대, 자국 기업과 협력 등을 통해 

한국을 추격 중이다. 

중소형 OLED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쟁우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OLED는 엘지디

스플레이가 글로벌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대형 OLED의 경우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OE가 엘지디스플레이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어 이후에는 고객 확보 등에 따라 선두

기업 지위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이 LCD에 이어 OLED 투자를 

확대하며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여 국내기업의 기술력 제고, 수요처 다변화, 원가관리 강

화 등이 필요하다.

표 6. 국적별 OLED 시장  점유율(금액 기준)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 98.7 98.5 97.1 97.9 95.9 89.4

중국 0.0 0.5 1.1 1.4 3.2 9.8

대만 0.0 0.2 0.2 0.2 0.4 0.4

일본 1.0 0.6 0.5 0.4 0.4 0.3

기타 0.2 0.2 0.1 0.1 0.1 0.1

*출처: OMDIA, KDIA(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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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및 부품 산업 현황

동사의 제품이 포함되는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및 부품 산업은 장비 공급업체가 패널 제조업체

에서 생산장비를 개발, 생산하여 판매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라 

전방산업에 선행하여 반응하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 패널 제작업체의 

신규투자 시기에 수주와 매출이 집중되고, 다음 투자까지는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등 경기 변동의 폭이 큰 특성을 가진다.

디스플레이 중심축이 LCD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로 넘어가면서 해당 패널을 제조하

는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이 기회를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업체들이 효과적으

로 이용하고 있다. OLED 제품의 수명과 연관된 새로운 공정 방식이 등장하고, 관련 기술을 

접목한 기술혁신 제품을 개발하여 OLED 관련 제조장비 경쟁구도에서 국내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청(2020)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출하 금액은 2016년 5

조 2,095억 원에서 2019년 7조 8,663억 원으로 연평균 14.73% 증가하였으며, 시장 환경, 

업황 등을 고려할 시 이후 연평균 7.91% 증가하여, 2023년에는 10조 5,987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출하금액 (단위: 억 원)

*출처: 통계청(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한편, 동일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부품 출하금액은 2016년 5,169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15.47% 성장하여 2019년 7,959억 원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업황 및 시

장 환경 등을 고려할 시 향후 연평균 5.06% 성장하여 2023년에는 9,631억 원의 시장을 형

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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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부품 출하금액 (단위 : 억 원)

*출처: 통계청(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국내기업들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장비 시장도 안정

적으로 성장해왔으나 핵심 발광 소재의 국산화율은 30% 수준에 그친다. 아직 국산화율이 미

흡한 OLED 핵심공정의 부품·소재에 대하여 장기적인 시야에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

책적 지원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비 및 부품·소재 업체들의 R&D 역량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패널생산 대기업의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장비 및 부품·소재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 공유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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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분석

표면처리 및 정밀가공 기술 기반으로 증착, 식각 등 핵심공정 부품 제조

표면처리 및 정밀가공 기술을 보유하여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핵심공정용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해당 부품들은 공정 특성상 높은 내열성, 내화학성이 필요한 동시에, 파

티클 및 정전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표면처리가 요구된다.

■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부품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부품은 LCD, OLED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전·후 공정용 장비에 

적용되는 부품 전반을 뜻한다. 디스플레이 패널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공정 구성은 차이가 있

으나, 증착, 세정, 노광, 식각 및 검사 등의 핵심공정은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동사는 디스플레

이 제조공정 중 증착 및 식각 공정에 활용되는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그림 6.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도

출처: 엘지디스플레이 공식 블로그(2021)

▶▶ 증착 공정

증착은 진공상태에서 금속이나 화합물 따위를 가열·증발시켜 그 증기를 물체 표면에 얇은 막

으로 입히는 공정을 뜻한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실리콘/유리 등 기판에 붕소, 인과 같은 불순

물을 투입하여 전기적인 특성을 갖도록 하거나, 색상을 나타내는 유기물을 투입하는데 증착 

공정이 활용된다. 다양한 증착 공정 중 플라즈마 에너지 기반의 화학적 증착공정(PE CVD)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동사는 증착공정 장비 부품인 Diffuser, Susceptor, Shadow Frame, Metal Frame 등의 부

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각 제품은 역할에 따라 특수표면처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Diffuser는 

증착에 사용되는 가스를 균일하게 분사하고 플라즈마 상태를 제공하기 위한 전극 역할을 수행

하며, 기판 중앙부 및 엣지 부분의 균일한 가스 분포를 위한 홀 분포 및 미세 홀 형성 기술, 

알루미늄 바디를 반응 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노다이징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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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CVD 공정에서는 파티클을 제어할 수 있는 특수 피막 기술이 필요하며, 디스플레이 

CVD 공정에서는 대형 세대에 사용되는 제품일수록 고도의 홀 제작 가공기술이 필요한데, 동

사는 자체 개발한 표면처리 기술을 통해 우수한 물성의 제품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Susceptor는 공정 진행 시 기판을 지지해주며 공정 온도를 350~450℃까지 높여주는 히터 

역할을 하고, CVD 챔버의 하부전극 역할을 수행한다. 균일한 기판 온도분포를 위한 히터 라인 

배열 및 제조기술과 내열, 내플라즈마성의 아노다이징 피막 기술을 필요로 한다. Shadow 

Frame은 CVD 챔버 내 기판 엣지 부분에 금속산화물의 증착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

품으로, Susceptor와 마찬가지로 내열, 내플라즈마성의 아노다이징 피막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7.  동사 제품 –Diffuser, Susceptor

*출처: 동사 홈페이지(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반도체 제조 부품

동사는 반도체 제조와 관련하여 웨이퍼 적용 사이즈에 따른 Diffuser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

으며, 사양에 따라 홀의 크기와 균일도 등에 차이가 존재하고, 알루미늄 금속부품의 반응 가스

에 대한 부식률을 낮추고 플라즈마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

품을 제조하고 있다. 동사는 해당 제품을 반도체 제조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Applied Materials DSM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고 있다.

그림 8. 동사 개발 피막이 적용된 Diffuser

*출처: 반기보고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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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처리 및 AAO(Anodic Aluminum Oxide) 소재기술

앞서 기술한 Diffuser, Susceptor 등의 공통점은 정밀한 표면처리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디스

플레이 및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제품의 품질 안정성 유지 및 수율 상승을 위하여 파티클 및 

정전기 억제가 필수적이다. 이에, 동사는 아노다이징(Anodizing) 표면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아노다이징이란 Anode와 Oxidation의 합성어로, 양극에서 산화 반응

이 일어나는 공정을 뜻한다. 금속을 양극에 걸고 희석-산성 용액에서 전해하면 양극에서 발생

하는 산소에 의해서 소지금속과 강한 밀착력을 갖는 산화피막이 형성되는데, 이 피막은 치밀

한 산화물로서 소재의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AAO(Anodic Aluminum Oxide)는 알루미늄 금속으로부터 전해질 속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얻어지는 Alumina(Al2O3) 성분의 치밀한 세라믹재료를 칭하며, 표면에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기공(pore)이 일정 간격으로 균일하게 표면부터 내부까지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동사는 지속

적으로 다양한 제품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아노다이징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균일하게 얻어지는 피막을 충분한 두께로 성장시킨 것이 AAO 소재이다. 

동사는 최대 12인치, 두께 100㎛ 수준으로 AAO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현

재 8인치 크기로 월간 1,000장 이상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동사는 AAO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후공정의 검사공정에 사용되는 프로브카드의 마이크로 핀과 마이크로 

소켓에 적용, 개발하였다. 

그림 9. AAO의 제조 및 구성

*출처: 회사소개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마이크로 핀

마이크로 핀은 반도체 IC의 검사를 위해 각 IC의 입출력 단자에 직접 접촉하여 전기 신호를 

인가하는 프로브 핀을 말하며, 입출력 단자와의 수천~수백만 번의 반복적인 접촉과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텅스텐과 같이 전도성이 높고 내구성 강한 재료들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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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는 마이크로 핀 제작을 위해 기존의 감광성 폴리머 재료인 PR(Photoresist)을 이용하지 

않고 보유기술인 세라믹 성분의 AAO를 도금용 몰드로 이용하여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특성

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의 PR을 이용한 마이크로 핀은 재료의 감광반응 특성상 몰드의 단면이 

굴곡지게 형성되어 종횡비가 약 1:5 이하 수준으로, 정밀한 패터닝이 어렵고, AAO 몰드에 비

해 30~40% 정도의 낮은 두께 제한 때문에 특성이 우수한 핀 제작에 한계가 있다. 

반면, AAO를 이용한 마이크로 핀은 한번에 100㎛ 이상의 두께로 제작할 수 있어 최대 1:60

의 종횡비 특성을 나타내고 화학적 에칭만으로 매우 정밀한 패턴 제작이 가능하여 우수한 성

질을 보여준다. 또한, 정밀 웨이퍼 다층도금 기술과 재료의 디자인 기술을 통해 높은 

CCC(Current Carrying Capacity) 및 안정적인 수명 등 전기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넓은 스

팩트럼을 제공하므로 다양한 특성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그림 10. AAO 몰드와 기존 PR 몰드의 차이

*출처: 회사소개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마이크로 소켓

마이크로 소켓은 패키지 검사에 활용되는 제품으로, 마이크로 핀 제조기술을 응용하여 기존 

테스트 소켓보다 작고 정밀하게 개발된 제품이다. 기존 테스트 소켓은 핀과 스프링, 배럴로 구

성된 포고 타입과 실리콘에 전도성 필러가 포함된 러버 타입으로 사용되며 보통 0.3mm 피치 

이상의 조건에 사용되고 있으나, 제품의 구조, 재료 등의 한계로 이보다 좁은 협피치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마이크로 소켓은 AAO 몰드를 이용하여 최적의 종횡비 디자인이 가능하여 기존의 

0.3mm 피치보다 좁은 협피치에 대응이 가능하고, 핀의 폭과 길이를 최소화하여 기존 대비 

75% 이상 짧게 제작할 수 있어 높은 고주파(100GHz) 환경에 우수한 특성을 제공한다. 또한, 

패키지 테스트 검사에 필요한 패키지 단자와 소켓의 구동 압력을 기존대비 35%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어 소켓과 시스템의 부하를 낮추고 단자의 불량 감소와 소켓의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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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 분석

그림 11.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주)

▶▶ (Strength Point) 축적된 기술력 및 기술개발 역량

동사는 디스플레이 제조 부품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인 표면처리기술에 대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제품, 신소재 등장에 따라 다양한 공정용 부품을 개발하여 상용화했다. 또한, 최적화

된 표면처리기술을 보유 중이며, 2014년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수준의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 (Weakness Point) 높은 발주처 의존도 해소를 위한 매출처 다각화

동사의 주요 매출은 디스플레이 제조 부품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1분기 공시 자

료에 따르면 주요 매출처의 매출비중이 약 70%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매출처 다각

화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동사는 현재 AAO 소재 등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제

품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매출처의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Opportunity Point) 신규 소재사업의 성장 가능성 및 신규 장비 수요 발생

반도체 소자의 회로선폭 미세화 및 고집적화로 반도체 후공정에서 사용하게 될 핀 또한 기존 핀 

대비 소형화 되고 협피치가 가능한 핀을 필요로 하고 있어 동사에서 연구, 개발 및 상용화를 추

진 중인 프로브 핀 및 마이크로 소켓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AO 소재의 특

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소재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 (Threat Point)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전방산업의 부정적 영향

최근 COVID-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국내 주요 제조업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으나 점차 수요가 위축되면서 유동성 위기와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경기 침체가 예상되며, 동사가 속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제조 부품 산

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AAO 소재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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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무분석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한 가운데, 매출 및 수익성 일부 회복 

동사는 2019년 7월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10호(주)와 합병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반도체용 

전공정 장비 부품 및 LED 제조업체로, 2020년 주요 제품의 수주 증가로 매출 일부를 회복하

였고 외형 확대에 따른 비용부담 축소로 수익성 또한 상승해 우수한 수준을 나타냈다. 2019년 

코스닥 상장을 통한 자금 유입으로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보유 중이며, 재무구조는 양호한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 주력 반도체 표면처리 부문의 수주 증가로 매출 회복

동사는 2019년 역합병 이후 이전의 (주)포인트엔지니어링을 실질적인 존속법인으로 하여 사

업의 연속성을 유지한 가운데, 반도체 업황 회복 및 표면처리 부문의 주요 품목 수주 확대로 

2020년 연결기준 전년대비 20.4% 증가한 562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동사의 매출유형

은 표면처리와 관련하여 제품 매출(62.4%), 용역 매출(37.2%), 상품 매출(1.1%)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품 매출군 중 DIFFUSER 품목이 전체 제품 매출의 30.5%를 기록하여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12.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반기보고서(2021)

그림 13.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반기보고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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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 크게 개선되어 우수한 수준

2020년은 주력 반도체 표면처리 부문의 수주 증가로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최근 3개

년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609억 원, 2019년 467억 원(-23.4% YoY), 2020년 562

억 원(+20.4% YoY)을 기록하면서 매출 일부를 회복한 가운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 신장

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 및 원가 부담의 축소로 영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어 매출액영업이

익률 19.8%를 기록하였고, 재해손실에 따른 보험수익 가산 및 합병비용 제거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순이익률 또한 크게 개선된 15.6%를 기록하여 8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하였다.

■ 2021년 상반기 매출 일부 감소 및 수익성 저하되나 여전히 양호  

2021년 상반기에는 표면처리 전 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전년 동기대비 13.0% 감소한 242억 

원의 매출을 시현한 가운데, 외형 축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의 확대 및 원가 부담의 확대로 수

익성이 전년 동기 대비 저하된 매출액영업이익률 11.6%, 매출액순이익률 12.5%를 기록하였

으나, 여전히 업계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법인세부채 등의 감소로 인한 부채 규모 축소로 2021년 1분기 

말 자기자본비율 75.1%, 부채비율 33.1%를 기록하여 2020년 결산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며, 

차입 비중 또한 높지 않은 수준(차입금의존도 20.2%)을 기록하여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하

였다. 또한, 유동자산의 절반 이상이 현금성 자산 및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재무안정성 및 대응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자금흐름 및 현금유동성 양호 

2020년 연결기준 순이익 규모 확대 및 감가상각비 등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등의 영

향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전년대비 개선되어 178억 원의 규모를 기록하였다. 유형자산 및 

단기금융자산 취득 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286억 원으로 영업창출현금 외 기보유 

현금 및 일부 차입을 통한 재무활동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였다. 양호한 이익창출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말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자산이 전

체 자산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바, 풍부한 현금유동성을 보유하였다.

그림 14.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반기보고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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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OLED로 전환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산업 내 OLED 비중 증가 및 전방산업 참여 업체들의 설비투자 동향에 따라 기존의 LCD 중심에서 

OLED 중심으로 사업 체제를 전환해 왔으며, AAO 소재 등 신규사업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LCD 중심에서 OLED 중심으로 체제 전환

LCD의 공급과잉, 대형/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품 출시에 따라 OLED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

며,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은 OLED 관련 기술력 및 생산설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시장 선도

기업인 엘지디스플레이의 경우 2017년 OLED 중심으로의 체제 전환을 위한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대형 TV, 모바일 기기용 OLED 분야 내 점유율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이에, 동사 

역시 2017년 3월 LED 및 반도체 부품 전용 공장을 완공하였고, 보다 다양한 표면 처리와 

클린룸 시설이 포함된 MEMS 공정 시설을 확충하여 신규 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 AAO 소재기술을 통한 다양한 신규 사업 진출

양극산화기술을 기반으로 진보된 형태의 소재인 AAO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브 카드, 마

이크로 LED, 지문인식센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이 중 프로브 카드의 마이크로 핀, 마이크로 소켓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였

으며,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및 여러 특성의 선택적 구현이 가능한 점 등 기술적 우수성을 바

탕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15. AAO 몰드로 제작된 마이크로핀

*출처: 홈페이지(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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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Ÿ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