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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Summary 

성장하는 시장, 전력반도체 

전력반도체는 전자기기 내에서 전력 변환 및 변압, 분배 및 제어를 담당하는 반

도체다. 저전력-고효율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부품이 전력반도체다. 

시장의 개화(開花)와 만개(滿開) 

전력반도체가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 4가지는 ① 전력 효율화에 대한 니즈 

증가, ② 제품 편의기능 확대, ③ 친환경 트렌드, ④ 4차 산업혁명 가속화다. 전

기차, 태양광, 풍력, 서버 등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전력반도체는 필수 부품이다. 

전방산업의 고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SiC & GaN 

Si는 전력반도체 소재로 쓰이기에 고전압, 고주파, 고열에 취약하다. 전력반도체

의 주요 적용처인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서버 등은 구동환경이 거칠다(고전압, 

고열 등)는 공통점이 있다. 고전압 등의 환경에서도 성능 구현이 가능한 대안으

로 SiC와 GaN이 주목되고 있다. 이미 전기차 등에서 적용이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향 차세대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는 21년 2조원 → 25년 17조원으로 연평균 72%의 가파른 성장을 전망한다. 

SK의 의지, 국내 전력반도체 경쟁력 강화 

기존 Si 전력반도체에서와 달리 차세대 전력반도체(SiC&GaN) 시장에서는 국내 

전력반도체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배경은 SK의 전력반도체 사업 

의지다. SK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Value-Chain 전반의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 

글로벌 4대 SiC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을 보유 중이며, 국내의 주요 전력반

도체 완제품 업체와 협력 관계(지분투자&JV)를 맺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SK를 

통해 안정적 웨이퍼 조달이 가능하며, SK 그룹 내 계열사들이 Captive Market이

다.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폭발적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종목 찾기: ① SK Value-chain, ② Si & SiC 

시장 개화가 임박했다. 시장 초기인 만큼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가시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목 선별시 핵심 키워드는 안정성과 성장 가시성이다. 

① SK Value-chain: SK 관련 벤더들은 그룹 내 계열사들이 Captive 매출처로 확

보된다.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돋보인다. 

② Si & SiC: 기존 Si 전력반도체 업체들은 SiC 이전에도 안정적 실적 시현이 가

능하다. SiC에 대한 기술력과 양산 가능성이 검증된 업체는 가시성도 확보된다. 

- 최선호주: 예스티, RFHIC, RF머트리얼즈 

- 관심종목: KEC 

전력반도체 성장 배경: 

① 전력 효율화 니즈↑ 

② 제품 편의기능 확대 

③ 친환경 트렌드 

(전기차, 신재생) 

④ 4차 산업혁명 가속화 

 

 

핵심 성장 동력: 전기차 

(전기차향 시장, 21년 2조

원 → 25년 17조원 전망) 

SK, SK실트론을 기반으

로 차세대 전력반도체

(SiC & GaN) 사업 육성 

의지 

→ 국내 전력반도체 

Value-chain 경쟁력↑ 

 

전력반도체 수혜종목 

① SK Value-chain 

② Si & SiC 

- 최선호주: 예스티, 

RFHIC, RF머트리얼즈 

- 관심종목: KEC 

 

kjhof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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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ey charts 

국내 전력반도체 Value-chain 

국내 차세대 전력반도체 제조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1) SK 그룹 협력 체인: 예스티(SiC), R社 & R社 자회사(GaN) 

- 예스티: SK가 지분투자한 예스파워테크닉스의 모회사다. 현재 SK는 2대 주주

다. 예스파워테크닉스는 SK실트론으로부터 SiC 웨이퍼를 수급받아 SiC 전력반도

체 완제품을 생산한다. 국내외 가전향 공급을 시작으로 22년부터 전기차/전기 오

토바이향 제품까지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R社: SK실트론과 JV를 설립한다. 22년 중 설립이 완료된다. GaN 반도체 설계 

관련 글로벌 Top-tier 업체다. 기존 5G 통신장비 외에 가전용, 전기차용 충전기 

관련 전력반도체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 JV의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연말

까지 구체화 될 전망이다. 

 

2) SiC 자체 공급사: KEC, 파워큐브세미, 아이에이(트리노테크놀로지) 

- KEC: 전력반도체 사업을 50년 동안 영위해 오고 있다.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

오와 검증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Si 제품 매출이 발생 중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인 SiC 시제품은 2019년 개발 완료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부터 SiC MOSFET에 대해 상용화 적합 평가를 받은 국내 2개 업체 중 하나이며, 

현재 양산화를 위한 고객사와의 테스트 중에 있다. 22년부터 SiC 관련 매출이 확

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 파워큐브세미(비상장): KEC와 더불어 최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SiC MOSFET에 대해 상용화 적합 평가를 받은 업체다. 2013년 설립한 업체로, 

여타 전력반도체 업체들 대비 업력은 짧으나 기술력을 빠르게 증명하고 있다. 

SiC GaN

SK 체인

R社

kjhof
강조

kjhof
강조

kjhof
강조

kjhof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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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이(트리노테크놀로지): 조향장치용 Si 전력모듈, 전력제어기 제품을 주

력으로 공급 중인 회사다. 자회사인 트리노테크놀로지가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SiC에 대한 개발은 완료했으며 상용화를 위해 준비 중이다. 주력 

고객사는 현대차와 중국 BYD 등으로 기존 고객사와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SiC 

제품까지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3) GaN 자체 공급사: 에이프로, 아모센스 

- 에이프로: 2차전지 활성화 공정에 쓰이는 충방전기와 테스트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다. 자체 생산한 GaN 전력반도체를 적용해 고온가압 충방전기의 에너지 효

율 높일 예정이다. 이후 여타 전방시장까지 GaN 전력반도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2020년 GaN on Si에 대한 소자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시범 

생산 단계에 있다. 22년 중 자체 제품용 양산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모센스: GaN 반도체 사업을 위해 개발 진행 중이다. 여타 경쟁사들과 패키

징 방식을 차별화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해당 기술이 완벽히 실현될 경우 좀 

더 고출력(High-Power) 구현이 가능하다. 향후 태양광, 전기차 등의 시장 진입

을 계획 중이다. 

 

SK의 큰 그림, 전력반도체 왕국 구축 

SK그룹 내 전력반도체 Value-chain 구축 예상도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EV 충전기 ESS 가전 신재생 에너지

전력반도체

수요처

전력반도체

완제품

제조

SiC 웨이퍼

생산

R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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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 국산화 규모 시나리오 추정 

전기차(현대차 & 기아차) 

국내 현대기아 전기차향 SiC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추정 
 

자료: LMC Auto, Marklines, SNER, SK, 신한금융투자 추정 

 

전기차 충전기 

국내 전기차 충전기향 SiC 시장 규모 시나리오 추정 

 

자료: 언론 종합, 신한금융투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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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향 SiC 전력반도체 시장 전망 

글로벌 전기차향 SiC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시나리오별 추정 
 

자료: LMC Auto, Marklines, SNER, SK, 신한금융투자 추정 

 

 

 

전기차향 SiC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시나리오별 추정 과정 

(백만대, 개, 억개) 20 21F 22F 23F 24F 25F 비고 

글로벌 완성차 출하량 767.8  862.6  897.1  924.0  942.5  961.3   
전기차 대수 20.5  31.8  58.4  86.3  114.7  144.2   

전기차 비중(%) 2.7  3.7  6.5  9.3  12.2  15.0   
SiC 전력반도체 비중(%)  30.0  35.4  41.8  49.3  58.2  시나리오1. SK의 목표 수준 

SiC 전력반도체 탑재 전기차 대수  9.5  20.7  36.1  56.5  83.9   
대당 SiC 평균 탑재량 80.0  80.0  80.0  80.0  80.0  80.0   

전기차향 SiC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0.0  763.0  1,654.9  2,884.8  4,523.3  6,709.5   
YoY(%)   116.9  74.3  56.8  48.3   

 21년 → 25년 CAGR 72%   

SiC 전력반도체 비중(%)  30.0  33.0  36.3  39.9  43.9  시나리오2. 목표 수준 하회 

SiC 전력반도체 탑재 전기차 대수  9.5  19.3  31.3  45.8  63.3   
대당 SiC 평균 탑재량 80.0  80.0  80.0  80.0  80.0  80.0   

전기차향 SiC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0.0  763.0  1,542.7  2,506.9  3,664.3  5,066.8   
YoY(%)   102.2  62.5  46.2  38.3   

 21년 → 25년 CAGR 61%  

SiC 전력반도체 비중(%)  30.0  36.0  43.2  51.8  62.2  시나리오3. 목표 수준 상회 

SiC 전력반도체 탑재 전기차 대수  9.5  21.0  37.3  59.5  89.7   
대당 SiC 평균 탑재량 80.0  80.0  80.0  80.0  80.0  80.0   

전기차향 SiC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0.0  763.0  1,683.0  2,983.4  4,757.2  7,176.1   
YoY(%)   120.6  77.3  59.5  50.8   

 21년 → 25년 CAGR 75%   

자료: LMC Auto, Marklines, SNER, SK, 신한금융투자 추정 

2 

17 

13 

18 

0

5

10

15

20

21F 22F 23F 24F 25F

(조원)
시나리오1(목표 수준)

시나리오2(목표 하회)

시나리오3(목표 상회)

CAGR

+75%

CAGR

+72%

CAGR

+61%



 

 

 8  I  
 

   

 SECTOR REPORT  I  반도체/장비 2021년 10월 5일 

 

Ⅱ. 전력반도체 시장의 개화 

Part Ⅱ. / 전력반도체 시장이 열리고 있다.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신규 전방

산업에서 전력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전력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

망이다. 전력반도체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산업별 적용 동향에 대한 정리를 통해 

향후 시장 성장의 배경을 분석했다. 

전력반도체란 

전력반도체는 전자기기에 들어오는 전력을 다루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다. 역

할은 크게 1) 변환 및 변압, 2) 분배 및 제어로 정리할 수 있다. 전력반도체의 핵

심적인 목표는 전력 효율성 증대다. 최근 저전력으로도 제품들의 사용 시간을 늘

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을 공급하고 배분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전력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류 

전력반도체는 Discrete(스위치 소자)와 IC(집적회로)로 분류된다. 최종 완제품은 

Discrete와 IC 단독 또는 모듈 형태로 탑재된다. 

Discrete는 on-off와 같은 단순 기능을 담당하는 범용적 부품으로,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로 구분된다. 트랜지스터 제품은 MOSFET과 IGBT가 있다. MOSFET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자가 IGBT다. 

MOSFET은 고속 동작(스위칭)에 적합하나, 고전류ㆍ고전압 제품군에는 사용이 

어렵다. 전류 밀도가 높은 IGBT는 고전류와 고전압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IGBT는 MOSFET 대비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 현재 각각의 특성에 

따라 주요 적용처가 나뉘어 채택되고 있다. MOSFET은 저/중전력 가전 고속스

위칭 어플리케이션에, IGBT는 중/대전력 및 고전압 산업용 모터 구동 어플리케

이션에 주로 사용된다.  

IC는 여러 Discrete 소자를 한 개의 칩 속에 집적한 부품이다. Discrete와 달리 특

정 목적(통신, 제어, 신호변환 등)을 위해 쓰이는 비범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력반도체 모듈(Discrete+IC) 내에서는 IC가 Discrete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전력반도체 역할: 

1) 전력 변환/변압 

2) 전력 분배/제어 

 

 

전력반도체 분류: 

- Discrete 

-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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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 분류 
 

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신한금융투자 

 

 

 

 

 

 

 

 

 

전력반도체 소자 기능 및 용도 

구분 기능 용도 

다이오드 정류 기능을 통해 교류를 직류로 전환 자동차, AV기기 

트랜지스터 

Bipolar 
- 온저항이 작지만 스위칭 속도가 높음 
- 고소비전력 
- 미세화 곤란 

MOSFET, IGBT로 대체 

MOSFET 

- 빠른 스위칭 속도 
- 저소비전력 
- 미세화 용이 
- 고주파에 적합하나 온저항 큼 

박형TV, 모터 구동 
(효율화로 용도 확대) 

IGBT 

- 스위칭 속도 빠름 
- 저소비전력 
- 미세화 용이 
- 고주파 적합, 온저항 작음 

백색가전의 인버터, 하이브리드차 

Thyristor 특수 정류 작용 용접기, 직류송전, 가전제품 

자료: 지식산업정보원, 신한금융투자 

전
력
반
도
체

Discrete

(개별 소자)

IC

(집적 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Bipolar, MOSFET, IGBT)

PMIC

Driver/Control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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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 Value-Chain 

전력반도체 Value-Chain은 크게 웨이퍼 공급사와 완제품 제조사로 나눌 수 있

다. 현재 글로벌 전력반도체 시장에서는 웨이퍼 공급사와 완제품 제조사 모두 소

수의 해외 업체들이 선도하고 있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다. 

웨이퍼 공급사: Si(실리콘) 웨이퍼 공급사는 많은 반면 차세대 전력반도체인 SiC 

웨이퍼 공급사는 소수의 업체들이 존재한다. 특히 6인치 이상으로 한정하면, 

Cree, 투식스(Ⅱ-Ⅵ), SiCrystal, SK실트론 등 4개사만이 가능하다. Cree와 투식스 

두 곳이 전체 시장의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완제품 제조사: Infineon, Texas Instrument, On Semi, STMicro, Analog Devices 

등이 대표 업체들이다. 현재 글로벌 상위 5개사가 전체 시장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매출처는 전장용, 산업용 등이다. 향후 전기차향 공급 확대에 따른 전

장부문 매출 비중 증가가 전망된다. 

전력반도체 Value-chain 
 

자료: 신한금융투자 

 

2019년 글로벌 전력반도체 매출 순위  2019년 Power Discrete & Module 매출 순위 
 

 

 

자료: Omdia, Infineon, 신한금융투자  자료: Omdia, Infineon,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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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 Value-Chain: 

- 웨이퍼 공급사 

- 완제품 제조사 

진입장벽↑ → 해외 소수 

업체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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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차량용 전력반도체 매출 순위  Infineon 2020년 매출처별 비중 
 

 

 

자료: SA, 신한금융투자  자료: Infineon, 신한금융투자 

 

Texas Instrument 2020년 매출처별 비중  ON Semi 2020년 매출처별 비중 
 

 

 

자료: Texas Instrument, 신한금융투자  자료: ON Semi, 신한금융투자 

 

STMicro 2020년 매출처별 비중  Analog Devices 2020년 매출처별 비중 
 

 

 

자료: STMicroelectronics, 신한금융투자  자료: Analog Devices,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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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 시장,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 4가지 

광범위한 전방 시장 

전력반도체의 대표적인 적용처는 모터가 탑재되는 제품이다. 모터의 회전 속도를 

컨트롤하기 위해 MCU가 인버터에 명령을 전달하고, 인버터가 모터에 공급되는 

전력을 제어ㆍ변환한다. 이 때 인버터에 필요한 부품이 전력반도체다. 전력반도

체의 성능에 따라 모터의 전력 손실이 줄어들고, 효율적인 동력 전달이 가능하다. 

모터는 전기를 통해 동력을 발생시킨다. 생활/산업용 전기 제품들 대부분에 모터

가 들어간다. 세계 전력의 약 50%가 모터를 돌리기 위해 사용될 정도로 관련 시

장은 광범위하다. 미래의 대표적인 모터 제품은 로봇이 될 예정이다. 로봇청소기, 

산업용 로봇 등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로봇은 세밀하게 움직이기 위해 

모터 필요량이 갈수록 증가한다. 전력반도체도 필요량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전기차 내 <MCU – 인버터 – 모터> 작동 구조 
 

자료: 삼성전기, 신한금융투자 

 

<시장의 개화(開花)> 1. 전력 효율화 니즈↑ & 2. 제품 내 편의기능↑ 

전력반도체 시장 개화를 이끌 성장 배경은 ① 전력 효율성 증대와 ② 제품 편의

기능 확대에 있다.  

- 백색가전: 냉장고, 에어컨, TV,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들은 본연의 기능 외에 

편의 사양이 추가됐다. 냉장고가 냉장/냉동 기능만이 아닌 도어에 디스플레이 탑

재 등 기능이 추가되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력반도체 탑재량이 증가한다. 

- 자동차: 차량 내 전장부품 탑재 비중이 증가했다. 클러스터, 네비게이션, 블랙

박스 등이 늘어나면서 내연기관 차량에서도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중

이 증가했다. 센터페시아의 디지털화 등 차량 내에서 전장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관련 전력반도체는 지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등 새로운 모바일 기기들이 출시되고 있다. 휴

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시간 확대를 위해 전력 효율화가 필수적이

다. 더불어 충전기 보급도 증가했다. 충전기 내에서 이뤄지는 전력 변환에도 전

력반도체가 사용된다. 

모터가 탑재되는 모든  

제품이 전력반도체의  

전방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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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만개(滿開)> 3. 친환경 & 4. 4차 산업혁명 

전력반도체 시장을 만개시킬 핵심 테마는 ① 친환경과 ② 4차 산업혁명이다.  

① 친환경화, 신규 어플리케이션 확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 ESS 

- 전기차: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글로벌 주요 제조사들에게서 보여

지는 트렌드다. 친환경 차량에서 전력반도체의 신규 적용이 가능한 영역은 크게 

총 3가지다. 

1) 차량 내 전력 변환 장치(EPCU): 기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차이는 동력 발

생원이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아 모터를 구동시키고 속도를 

제어한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는 직류(DC)전기, 모터는 교류(AC)전기이므로 변

환 해주는 인버터가 필요하다. 모터 구동 외에, 전장 시스템을 위해서도 전력 변

환이 필요하다. 배터리는 고전압인 반면, 전장 시스템은 저전압(12V)을 사용한다. 

직류-직류간 전압 변환을 해주는 컨버터가 필요하다. 

2) 내ㆍ외부 충전장치: 전기차에는 OBC(On Board Charger)가 탑재돼 있다. 완

속 충전시 외부의 직류 전기가 차량 내에 내장돼 있는 OBC를 통해 교류 전기로 

바뀌어 충전된다. 급속 충전시에는 외부에서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한 후 

자동차 배터리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OBC와 외부 전기차 충전기 모두 전력 변환

을 위한 전력반도체가 탑재된다. 

전기차 동력 구조  전기차 충전 방식 
 

 

 

자료: 현대차, 신한금융투자  자료: 딜로이트, 신한금융투자 

 

 

 

 

 

 

전력반도체 시장 성장을 

이끌 가장 강력한 배경: 

- 전기차 

- 신재생(태양광, 풍력) 

-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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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2G(Vehicle To Grid): 향후에는 전기차가 양방향 충전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

된다. 움직이는 ESS로서, 남아있는 전력으로 다른 대상을 충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류↔직류 양방향의 전력 변환이 필요하다.  

V2G 구조도 
 

자료: KT, 신한금융투자 

 

- 신재생 에너지: 현재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방식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각 국의 정부 주도하에 관련 투자가 진행 중 또는 진행 예정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에서도 인버터가 탑재되고, 이를 위해 전력반도체가 필요하다. 

1)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로 구성된다. 태양전지 어레이에서 출

력되는 전력은 직류다. 이를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불리는 인버터

가 교류 전력으로 변환시킨다. 통상 인버터는 발전설비 하나당 1개로 구성된다. 

2) 풍력 발전설비: 풍력에서 생산되는 전력도 직류다. 인버터를 통해 교류 전력

으로 변환된다.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인버터는 발전설비 하나당 1개로 구성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도  풍력 발전설비 구조도 
 

 

 

자료: 현대솔라에너지, 신한금융투자  자료: NEDO 풍력발전 도입 가이드북,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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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장치): 전력 저장에 대한 필요성이 커

지고 있다. 미래의 주력 에너지원이 될 신재생 에너지는 24시간 에너지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 외에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ESS 내에서 

전력 저장(in)과 공급(out) 모두 이뤄지기 때문에, 전력 변환이 발생된다. ESS에도 

PCS 인버터가 존재한다. 

ESS 구조도 

 

자료: 한국전력 블로그 KEPCO, 신한금융투자 

 

②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서버, 로봇 등 

데이터센터의 서버 전원에 주로 사용된다. 서버 전원은 파워용량이 크고 높은 신

뢰성의 안정적 전원 공급이 요구된다. SiC가 처음 적용되기 시작한 부분이 서버

향이다. 이 외에 미래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로봇이다. 로봇

은 수많은 모터가 필요하다. 로봇의 각 부위 모터별 회전 속도는 상이하고, 이를 

각각 제어하기 위한 전력반도체가 필요하다.  

 

 

 

 

 

 

 

 

 



 

 

 16  I  
 

   

 SECTOR REPORT  I  반도체/장비 2021년 10월 5일 

 

소재의 변화, Si에서 SiC & GaN으로 

기존 전력반도체의 주요 소재는 여타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Si(실리콘)였다. 하지

만 최근 몇 년사이 소재의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향후에는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은 전방시장의 변화다. 전력반도체가 새로 적용

되기 시작한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서버 등의 공통점은 적용 환경이 거칠다는 

점이다. Si는 물리적 특성상 고전압, 고주파, 고열 등의 환경에서 성능을 구현하기

가 힘들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인 SiC와 GaN 반도체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미 10년 이상 국내외에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됐고, 선도 업체를 중

심으로 양산화가 시작됐다. 아직은 전체 전력반도체 시장에서 SiC와 GaN은 낮

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전기차 등 신규 전방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의 

전력반도체 시장은 SiC와 GaN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반도체 주요 적용처의 

공통점: 고전압, 고주파, 

고열 

→ 소재의 변화 발생 

(Si에서 SiC & Ga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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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력반도체의 미래: SiC vs GaN 

Part Ⅲ. / 기존 Si 전력반도체는 한계를 맞이했고,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인 전기

차, 신재생 에너지 등에는 차세대 전력반도체가 채택될 전망이다. 차세대 전력반

도체는 SiC와 GaN이 2가지 축을 이루고 있다. 주요 적용처별 사례분석을 통해 

SiC와 GaN의 미래 시장을 가늠해 보았다. 

Si 전력반도체 한계 봉착, 대안은 SiC와 GaN 

화합물 반도체란 

현재까지의 전력반도체 소재는 Si였다. 기존 제품 환경에서는 충분했다. 그러나 

고전압, 고주파 등 제품 환경이 변화하면서 Si는 완전한 성능을 구현하기에 한계

를 맞이했다.  

Si의 대안으로 화합물 반도체가 부각되고 있다. 화합물 반도체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 화합물로 구성돼 있는 반도체를 말한다. Si는 단원소 반도체라 부른다. SiC, 

GaN과 같은 화합물 반도체는 Si 대비 고전압, 고주파, 고온 등의 환경에서 우위

를 가지고 있다. 

화합물 반도체가 고전압, 고주파, 고온 등의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단

원소 반도체 대비 적합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3가

지의 특성이 있다. 

① 와이드밴드갭(WBG): 밴드갭이란 가전대역과 전도대역의 에너지 준위 차이를 

말한다. 외부 에너지에 의해 가전대역에 있는 전자가 전도대역으로 이동할 때 전

기가 흐르게 된다. 도체일수록 밴드갭이 얇아, 작은 에너지로도 쉽게 전기가 통

하고 부도체일수록 밴드갭이 넓어, 전기가 통하려면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SiC와 

GaN은 Si 대비 밴드갭이 3배 넓어 고온에서도 반도체 성질이 유지될 수 있다. Si

는 최대 사용온도가 175℃인 반면, SiC는 200℃ 이상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Band Gap 그림 
 

자료: 신한금융투자 

 

밴드 갭

(Band Gap)

전도대역

가전자대역

- 전류 = 전자의 이동

(가전자대역 → 전도대역으로 이동)

- 밴드 갭 크기: 부도체 > 반도체 > 도체

- 밴드 갭이 얇으면, 작은 에너지로도 전류 생성

→ 밴드 갭이 넓은 물질은 고온에서도 반도체 성질 유지

고전압, 고주파, 고열 환경

에서 Si 소재는 취약 

→ 대안은 화합물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가 대안인 

이유1. 와이드밴드갭

(W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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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높은 절연파괴전계(항복전계): 절연파괴전계란 반도체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을 말한다. Si 대비 SiC와 GaN은 절연파괴전계가 10배 높다. 높은 전

압에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동일 전압에서 디바이스 크기를 Si 대비 10

배 축소시킬 수 있다. 

③ 높은 열전도도: 고온에서 열이 발생하더라도 열전도도가 높아 적은 에너지로

도 충분히 냉각이 가능하다. 냉각 비용 감소와 더불어 냉각 장치도 줄일 수 있어 

공간 활용도도 개선된다.  

 

전력반도체 소자별 특성 비교 
 

자료: Infineon, 신한금융투자 

 

 

  

반도체 소재별 특성 비교 

 Si(실리콘) SiC GaN Diamond 

밴드갭(Ev) 1.1  3.3  3.4  5.5  
절연파괴전계 0.3  3.0  3.3  10.0  
열전도도(w/Mk) 150  230  230  2,000  
최대 동작온도 150  400  800  1,100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신한금융투자 

화합물 반도체가 대안인 

이유2. 높은 절연파괴전계

(항복전계) 

 

화합물 반도체가 대안인 

이유3. 높은 열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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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의 2가지 축: SiC vs GaN 

Si를 대체하여 전력반도체에 사용될 화합물 반도체는 SiC와 GaN으로 압축되고 

있다. 둘 다 Si 대비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특성과 개발 상황에 

따라 주요 사용처가 나뉘어 적용되고 있다. 

① SiC: 고전압 

Si(실리콘)과 C(카바이드)가 결합된 형태의 화합물 반도체다. Si 대비 밴드갭이 3

배 넓고 절연파괴전계가 10배 높아 고전압용으로 적합하다. 현재 전기차, 철도, 

에어컨, 태양광 인버터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가 핵심 적용처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GaN: 고주파 

Ga(갈륨)과 N(나이트라이드)가 결합된 형태의 화합물 반도체다. GaN 반도체는 

Si 또는 SiC, GaN에 GaN을 성장시켜 제조한다. GaN은 온-저항이 낮고 입/출력 

Capacitance가 낮아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스위칭 속도(동작 속

도)도 빠르기 때문에 고주파 환경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SiC와 마찬가지로 밴드

갭이 3배 넓고 절연파괴전계가 10배 높아 고전압 환경에서도 적합하다. 다만 아

직 고내압 구현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고주파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5G RF, 무선 충전기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라이다 센서, 고속 충전 

등을 중심으로 채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 충전은 모바일 기기 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화합물 반도체 구조 비교 
 

자료: 신한금융투자 

 

 

 

 

Si

SiC

GaN

Si

GaN

GaN

GaN

SiC

SiC: 고전압용으로 주로 

사용(전기차, 철도, 태양광 

등) 

 

 

GaN: 고주파용으로 주로 

사용(5G, 무선/고속 충전

기, 라이다 센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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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테크의 GaN 충전기 
 

자료: 주연테크, 신한금융투자 

 

SiC Power Device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GaN Power Device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TrendForce, 신한금융투자  자료: TrendForce,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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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을 통한 SiC와 GaN의 미래 주요 적용처 전망 

① 친환경차 – 테슬라 전기차의 SiC 채택 

전력반도체 사용처 중 향후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내연기관차들의 미래 방향성은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이다. 최근 현대차가 발표

한 2025년 제네시스 전 차종 전기차/수소차 계획을 통해서도 의지가 확인된다. 

완성차 업체들의 미래형 모델에 대한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다. 

테슬라는 2018년 모델3의 인버터에 STMicroelectronics의 SiC MOSFET 모듈24

개를 처음으로 탑재했다. 기존 Si 대비 SiC를 적용했을 때, 효율은 최대 10배 증

가하고 부피는 43% 감소, 무게는 6kg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모델3 인

버터 무게는 4.8kg으로, 출시 시기가 비슷했던 여타 전기차(닛산 리프 11.15kg / 

재규어 I-Pace 8.23kg) 대비로도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SiC는 고전압에서 견디면

서 열전도율이 높아 Si 대비 냉각 장치를 축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모듈의 소형

화가 가능하다. 

테슬라의 SiC 채택 이후, 현대차, BYD, Toyota, Renault, BMW 등 여타 완성차 

업체들의 SiC 채택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 내에서도 최근 출시한 모델S 

플레이드 등 SiC 적용 모델이 확대되고 있다. 당사는 글로벌 전기차향 SiC 시장

규모를 21년 2조원 → 25년 17조원으로 연평균 +72%의 고성장을 전망한다. 지

속적으로 SiC 채택을 결정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장 성장률은 당사 추정보다 더 가파를 수 있다. 

글로벌 전기차향 SiC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시나리오별 추정 
 

자료: LMC Auto, Marklines, SNER, SK, 신한금융투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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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 전력반도체 적용 구조도 
 

자료: 예스티, 신한금융투자 

 

 

 

 

 

전기차향 SiC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시나리오별 추정 과정 

(백만대, 개, 억개) 20 21F 22F 23F 24F 25F 비고 

글로벌 완성차 출하량 767.8  862.6  897.1  924.0  942.5  961.3   
전기차 대수 20.5  31.8  58.4  86.3  114.7  144.2   

전기차 비중(%) 2.7  3.7  6.5  9.3  12.2  15.0   
SiC 전력반도체 비중(%)  30.0  35.4  41.8  49.3  58.2  시나리오1. SK의 목표 수준 

SiC 전력반도체 탑재 전기차 대수  9.5  20.7  36.1  56.5  83.9   
대당 SiC 평균 탑재량 80.0  80.0  80.0  80.0  80.0  80.0   

전기차향 SiC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0.0  763.0  1,654.9  2,884.8  4,523.3  6,709.5   
YoY(%)   116.9  74.3  56.8  48.3   

 21년 → 25년 CAGR 72%   

SiC 전력반도체 비중(%)  30.0  33.0  36.3  39.9  43.9  시나리오2. 목표 수준 하회 

SiC 전력반도체 탑재 전기차 대수  9.5  19.3  31.3  45.8  63.3   
대당 SiC 평균 탑재량 80.0  80.0  80.0  80.0  80.0  80.0   

전기차향 SiC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0.0  763.0  1,542.7  2,506.9  3,664.3  5,066.8   
YoY(%)   102.2  62.5  46.2  38.3   

 21년 → 25년 CAGR 61%  

SiC 전력반도체 비중(%)  30.0  36.0  43.2  51.8  62.2  시나리오3. 목표 수준 상회 

SiC 전력반도체 탑재 전기차 대수  9.5  21.0  37.3  59.5  89.7   
대당 SiC 평균 탑재량 80.0  80.0  80.0  80.0  80.0  80.0   

전기차향 SiC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0.0  763.0  1,683.0  2,983.4  4,757.2  7,176.1   
YoY(%)   120.6  77.3  59.5  50.8   

 21년 → 25년 CAGR 75%   

자료: LMC Auto, Marklines, SNER, SK, 신한금융투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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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전기차는 기존 차량의 아날로그 장치가 모두 전장화돼 있다는 점에서 

IT 디바이스로 표현되기도 한다. 전장화 확대는 테슬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글로

벌 완성차 전반에서 확인되는 트렌드다. 차량 내 전장화가 진행될수록 전력 변환 

및 배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 향후 고전압 부분은 SiC 위주로, 나머지 부분은 기

존 Si 반도체가 함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용 반도체 BoM cost: 48V / Mild Hybrids  차량용 반도체 BoM cost: Full & Plug-in Hybrid + BEV 
 

 

 

자료: Infineon, 신한금융투자  자료: Infineon,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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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 확대에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다. 충전 방식은 완속과 급

속으로 나뉘는데, 향후 완속 충전 뿐만 아니라 급속 충전도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전기차 구매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점 중 하나는 

긴 충전 소요 시간이다.  

완속 충전은 외부에서 교류(AC) 전력을 공급하고, 차량 내 OBC(온보드차저)가 

직류(DC) 전력으로 변환 후 배터리를 충전하는 형태다. 반면 급속 충전은 바로 

직류(DC) 전력을 공급해 배터리를 충전한다. 급속 충전 용량은 보통 50kW가 

일반적이고, 초급속 충전기는 350kW까지 상용 중이다. W를 높이려면 전압과 전

류를 높여야 하고, 다시 말해 급속 충전은 고전압/고전류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급속 충전소에는 SiC와 GaN과 같은 차세대 전력반도체가 필수적이다. 

전력변환 전문 그룹인 Ingeteam은 Infineon과 함께 이동형 급속 충전소(400kW)

를 설계했다. 기존 Ingeteam의 충전소는 50kW로 6~8시간의 충전 시간이 소요

된 반면, 새로 설계한 400kW 충전소는 10분으로 급단축 시켰다. 해당 충전소의 

DC 컨버터에는 Infineon의 SiC MOSFET 모듈 8개가 탑재됐다. SiC를 통해 전력 

손실을 줄이고 냉각 장치도 줄이면서 충전소 크기도 1/3로 축소시킬 수 있었다. 

현재는 SiC 위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개발 진척에 따라 GaN도 함께 적용

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 방식: 급속 vs 완속 
 

자료: 현대차, 신한금융투자 

 

 

 

전기차 급속 충전기 시장 규모 및 전망 

(십억원, %) 18 19 20 21F 22F 23F 24F 

급속 충전기 시장 13,210  20,950  22,000  24,300  27,000  30,000  32,800  
성장률  59  5  10  11  11  9  

자료: 후지경제, 신한금융투자 

완속 충전: 외부에서 교류 

전력 공급 → 차량 내 

OBC(온보드차저)가 직류

로 변환 → 배터리 충전 

급속 충전: 외부에서 직류 

전력 공급 → 바로 배터리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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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재생 에너지(태양광/풍력) – SMA의 태양광 인버터 SiC 채택 

독일의 SMA Solar Technology는 태양광 인버터에 Infineon의 SiC 모듈을 적용했

다. 총 6개의 모듈이 탑재됐으며 1,200~1,500V까지 전압을 변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인버터는 태양 전지에서 발생한 직류(DC)를 99% 이상 효율로 

교류(AC)로 변환할 수 있었으며, 변압기, 콘덴서, 히트 싱크 및 패키지 등의 크

기를 줄이는 것도 가능해, 시스템 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태양광 발전설비 추이 및 전망 
 

자료: BNEF, 신한금융투자 추정 

 

 

 

 

SiC와 GaN 채택 확대의 제약이 사라진다 

SiC와 GaN을 사용했을 때 전력반도체 효율은 증가한다. 명확한 장점에도 불구

하고 그동안 전환이 더뎠던 이유는 Si 대비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었다. 제품을 

양산하는 고객 입장에서 성능 못지 않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점은 경제성이다. 

현시점에서 SiC, GaN으로의 전환을 더디게 한 장애물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1) SiC 전력반도체의 원재료인 SiC 웨이퍼 가격이 과거 대비 감소했다. 4인치 기

준, 웨이퍼 가격은 과거 시장 초기 1,500만원 수준에서 현재 50만원 수준으로 감

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모듈로 비교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실제 테슬라 모델3 인버터에 적용된 

SiC 모듈을 보면, Si 대비 효율은 최대 10배 증가하고 부피는 43% 감소, 무게는 

6kg 감소한다. SiC가 고열에서도 견딜 수 있어 열 배출을 위한 쿨링 시스템 등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일 칩으로는 Si < SiC 이지만 완제품인 모듈 

가격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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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인버터 크기 비교: Si vs SiC 
 

자료: KERI(한국전기연구원), 신한금융투자 

 

ROHM 인버터 효율 및 부피 비교 

 

자료: ROHM,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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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 동향 

전력반도체 시장은 Infineon, TI, Cree(Wolfspeed), NXP, STMicro 등의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기업들은 Si 뿐만 아니라 

SiC, GaN과 같은 차세대 전력반도체도 개발에 앞장서며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SiC를 중심으로 개발 및 제품 출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GaN은 SiC 대비 상대적

으로 소수의 업체들이 준비 중이다. Infineon, Texas Instrument, STMicro 등이 해

당된다. Si에서 SiC로의 공정 전환이 GaN으로의 전환보다 수월해, 기존 Si 전력

반도체 업체들은 SiC에 먼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SiC와 GaN에서는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Si 전력반도체까지 국내 업체들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국내 시장의 95%를 해외 

전력반도체 제조사들이 공급해왔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에 들어가는 전력반도체 

대부분을 해외 Infineon과 같은 업체들이 공급하고,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은 약 

10% 수준이었다. 그러나 차세대 전력반도체부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가장 큰 배경은 SK의 전력반도체 육성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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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전력반도체 산업 미리보기: SK의 의지 

Part Ⅳ. / 기존 Si 전력반도체까지 국내 시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대부분 해외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분야였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인 SiC와 GaN 반도체 

시장이 개화하면서, 국내 전력반도체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배경은 SK 그룹의 육성의지다. 

SK의 전력반도체 사업 육성의지 

SK그룹의 첨단소재 & 친환경 사업 강화, 가장 중요한 퍼즐은 전력반도체 

SK그룹은 최근 사업 구조 재편을 이어가고 있다. 성숙기에 접어든 반도체, 정유, 

통신 등 기존 주력 사업과 더불어 추가적인 미래 먹거리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 

미래 사업은 첨단소재, 바이오, 친환경, 디지털로 압축된다.  

첨단소재 사업과 친환경 사업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첨단소재 사업은 반도체 

소재/전력반도체/배터리 소재 강화를, 친환경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신재생 에너

지(태양광, 풍력) 강화를 목표한다. 친환경 사업이 첨단소재 사업의 전방 산업이 

되는 구조다. 첨단소재 사업이 중요한 이유다. 

전력반도체가 첨단소재와 친환경 사업 본격화의 한 축을 담당할 전망이다. SK는 

계열사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ESS, 충전소, 태양광/풍력 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차세대 전력반도체인 SiC의 가장 큰 적용처다. 그렇기에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목표하는 SK에게 전력반도체에 대한 육성의지는 강력할 

수 밖에 없다. SK실트론의 미국 Dupont SiC 사업부 인수부터 최근 소재 벤처기

업 테라온에 대한 지분투자까지, SK그룹의 전력반도체 사업 강화 계획은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SK의 SiC 전력반도체 사업 관련 투자 흐름 

투자일시 투자 주체 내용 목적 투자규모 

19.09.10 SK실트론CSS 미국 Dupont SiC 사업부 인수 SiC 웨이퍼 생산 시장 진입 5,492억원 
21.01.28 SK㈜ 전력반도체 생산업체 예스파워테크닉스 지분(33.6%) 인수 SiC Value-Chain 구축 268억원 
21.07.15 SK실트론CSS 미시간주 SiC 제조 공장 증설 및 인력 확충 투자 SiC 웨이퍼 생산 캐파 확대 3,450억원 
21.08.24 SK실트론CSS 소재 전문 벤처 테라온 지분(10.77%) 인수 SiC 고상 접합 기술 14.5억원 

자료: Dart, 언론 종합, 신한금융투자 

SK의 전력/화합물반도체 투자 계획 

구분 투자금액 
(21년~25년) 

생산능력/제품 
(21년 → 25년) 

비고 

SiC 웨이퍼 0.7조원 30K/연 → 600K/연 글로벌 증설(M/S 21년 5% → 25년 26%) 
전력/화합물 반도체 0.3조원 2K/연 → 85K/연 글로벌 OEM 공급, 글로벌 Epi-Chip JV 

자료: SK, 신한금융투자 

SK그룹의 미래 먹거리,  

첨단소재 & 친환경 사업 

→ 전력반도체가 한 축을 

담당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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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사업구조 재편 
 

자료: SK, 신한금융투자 

 

SK의 미래 사업, 첨단소재 & 친환경 
 

자료: SK, 신한금융투자 

 

전력반도체 사업의 시작점, SK실트론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19년 9월, SK실트론은 미국 Dupont사의 SiC 사업부(현 SK실트론 CSS)를 인수

했다. 20년부터 기존 Si 웨이퍼 외에 SiC 웨이퍼까지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됐

다. 현재 150mm(6인치) SiC 웨이퍼 공급이 가능한 업체는 글로벌 4개사에 불과

하다. 실트론은 Cree, Ⅱ-Ⅵ, SiCrystal에 이어 글로벌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

다. 현 5% 수준의 점유율을 25년까지 26%까지 높여, 글로벌 2위 공급사로 도약

하는 것을 목표 중이다. 

주요 고객사는 국내외 메모리/비메모리 제조사와 STMicro, Infineon 등의 해외 

전력반도체 제조사다. 메이저 고객사와의 대형 장기 계약을 추진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선제적 증설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간 캐파는 21년 30K에서 25년 

600K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200mm(8인치) 웨이퍼를 개발 중이며 

23년 글로벌 최초 양산을 목표하고 있다. 계획대로 성공시 기존 Cree 등이 주도

하는 공급 구도가 개편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첨단소재

전력반도체

친환경

SK실트론, 전력반도체 사

업의 시작점 

경쟁력: 글로벌 SiC 웨이

퍼 공급사 4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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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 웨이퍼 시장 점유율 및 SK실트론의 목표 
 

자료: 업계 자료, SK, 신한금융투자 추정 

 

SK가 준비하고 있는 전력/화합물 반도체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료: SK,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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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큰 그림, 전력반도체 왕국 구축 

예스파워테크닉스 지분투자 & 국내 GaN 반도체 서플라이체인 JV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2개 축은 SiC와 GaN이다. SK는 양 사업 모두 협력사와 함

께 사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SK실트론이 SiC 웨이퍼를 공급하고 협력사에서  전

력반도체 완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다. SK실트론은 고정적인 매출처를, 협력사는 

안정적인 조달처를 확보할 수 있다. 

SK실트론과 전력반도체 파트너사 시너지 구조 
 

자료: 신한금융투자 

 

① 예스파워테크닉스(SiC) 지분투자: 2021년 1월, SK그룹은 예스티의 관계사 예

스파워테크닉스 지분 33.6%를 인수했다. 전신인 파워테크닉스는 2018년 한국전

기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SiC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2018년 7월에는 

국내 최초 SiC 전력반도체 양산라인을 갖췄다. 글로벌 기준으로도 3번째로 SiC 

MOSFET 양산화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  

현재 예스파워테크닉스는 국내 대형 가전사의 TV 인버터향으로 SiC 전력반도체

를 공급 중이다. 전기차 및 전기 오토바이향 공급도 준비 중이다. 2021년 전반적

인 제품의 양산화를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시작될 전망이다. 

② R社(GaN) JV: SK실트론은 국내의 글로벌 Top-tier GaN 반도체 서플라이체

인과도 JV 설립을 준비 중이다. 설립 완료 시점은 2022년이다. GaN 반도체는 

진입 장벽이 높아 글로벌 소수 업체만이 공급 중인 시장이다. 관련 서플라이체인

은 RF용 GaN on SiC 트랜지스터 부문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JV를 통해 진입을 목표 중인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되지 

않았으나, GaN 반도체 특성을 감안할 때 5G와 전기차용 충전소 분야가 유력해 

보인다. 이 외에도 GaN on SiC는 방산, 산업용 등 적용처가 늘어나고 있다. 향후 

전방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SK실트론

예스파워테크닉스

R社

& R社 자회사

안정적

웨이퍼 공급처 확보
안정적

웨이퍼 조달처 확보

SiC 웨이퍼 공급

완제품과 함께

웨이퍼 테스트 기회

SK실트론 파트너사 

- SiC: 예스파워테크닉스 

- GaN: R社(국내 글로벌 

Top-tier GaN 반도체 서

플라이체인) 

kjhof
강조

kjhof
강조

kjhof
강조

kjhof
강조

kjhof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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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 GaN 반도체 공급사들의 통신용 GaN 트랜지스터 출시 시기 
 

자료: 언론 종합, 신한금융투자 

 

현재 SiC 웨이퍼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 대비, 공급은 타이트한 상황이다. 높은 

기술 난이도로 인해 수급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협

력사인 예스파워테크닉스 등은 SK실트론을 통해 안정적인 웨이퍼 공급이 가능하

다.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사들의 제품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통신 RF GaN 트랜지스터 주요 공급사별 제품 스펙 비교 

 Sumitomo NXP Infineon Ampleon RFHIC 

소재 GaN LDMOS LDMOS LDMOS GaN 
주파수(GHz) 2.1~2.2 2.4~2.5 2.4~2.5 2.4~2.5 2.4~2.5 
출력(W) 31 300 300 250 300 
효율 65 60.5 58 57 70 

자료: 각 사, 신한금융투자  

RFHIC
GaN 트랜지스터 출시

2006 2010 2021

RFHIC
GaN on Diamond 

방산용 증폭기 양산

2008

Cree

2019

RFHIC
GaN on Diamond 개발 완료

2013

M/A-COM

2007

Sumitomo

NXP

2015

Qorvo

Mitsub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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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예스파워테크닉스와 RFHIC에서 생산된 전력반도체 완제품은 SK그룹 내 사업 

관련성이 높은 계열사로 공급될 수 있다. 협력사들 입장에서는 Captive market이 

확보된다. SK그룹 계열사는 안정적인 이를 통해 그룹 내에서 원재료부터 완제품 

공급ㆍ판매까지 전력반도체 Value-chain이 구축될 수 있다. 

SK그룹 내 전력반도체 Value-chain 구축 예상도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① 시그넷이브이(충전소) 

21년 4월, SK는 초급속 충전기 주력 제조회사인 시그넷이브이 지분 55.5%(2,930

억원)를 인수했다. 시그넷이브이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 사업을 영위 중이며, 미국 

초급속 충전기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최소 50만대의 충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

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그룹 내 주유소, T맵, 

렌터카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국내 전기차 인프라 시장에서도 선점을 목표하

고 있다. 시그넷이브이의 국내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계열 전력반도체 업체들의 

대형 Captive Market이 확보될 수 있다. 

현재 시그넷이브이는 GS칼텍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인 SK

에너지+SK네트웍스와 GS칼텍스의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구축 사업을 동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에너지는 23년까지 190개 주유소에 충전기를 설치하

고, GS칼텍스는 연간 40기 이상의 고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EV 충전기 ESS 가전 신재생 에너지

전력반도체

수요처

전력반도체

완제품

제조

SiC 웨이퍼

생산

R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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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K온(ESS)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부가 SK온으로 분사한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 

생산ㆍ서비스 사업과 ESS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ESS의 PCS 인버터에 전력반

도체가 필요하다.  

③ SK매직(가전) 

SK매직은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오븐, 정수기 등을 생산한다. 가전 제품에도 

모터가 들어간다. 또한 제품별 편의기능 확대에 따른 전력 변환 및 제어를 위한 

인버터가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 인버터에 전력반도체가 탑재된다. 

④ SK에코플랜트(신재생 에너지)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는 플랜트 사업 부문을 분할 후 매각을 추진한다. 친환

경ㆍ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재편하기로 결정했으며, 23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최근 주류로 자리잡는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 사업을 추

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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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 전력반도체 Value-chain 

Part Ⅴ. / 국내 전력반도체 관련 Value-chain을 보면, 웨이퍼 생산보다 전력반도

체 완제품 제조사 위주로 치중돼 있다. 제조사들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시장 진입

을 위해 노력 중이다. 전력반도체 제조사들의 SiC와 GaN 관련 개발 상황 및 가

시성 파악을 통해, 유망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Value-chain 정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력반도체 수요의 95%가 해외 업체들

로부터 공급 받고 있다. 국내의 전력반도체 수요 기업들은 국산화에 대한 의지와 

바람이 분명하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현대모비스 주도로 국내 전력반도체 제조

사들과의 협업, 동반 개발을 진행 중이다. SK와 현대차 등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

춘 대기업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SiC & GaN)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 

국내 차세대 전력반도체 제조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1) SK 그룹 협력 체인: 예스티(SiC), R社 & R社 자회사(GaN) 

- 예스티: SK가 지분투자한 예스파워테크닉스의 모회사다. 현재 SK는 2대 주주

다. 예스파워테크닉스는 SK실트론으로부터 SiC 웨이퍼를 수급받아 SiC 전력반도

체 완제품을 생산한다. 국내외 가전향 공급을 시작으로 22년부터 전기차/전기 오

토바이향 제품까지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R社: SK실트론과 JV를 설립한다. 22년 중 설립이 완료된다. GaN 반도체 설계 

관련 글로벌 Top-tier 업체다. 기존 5G 통신장비 외에 가전용, 전기차용 충전기 

관련 전력반도체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 JV의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연말

까지 구체화 될 전망이다. 

 

SiC GaN

SK 체인

R社

국내 차세대 전력반도체 

제조사 분류: 

- SK Value-chain 

- SiC 자체 공급사 

- GaN 자체 공급사 

kjhof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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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C 자체 공급사: KEC, 파워큐브세미, 아이에이(트리노테크놀로지) 

- KEC: 전력반도체 사업을 50년 동안 영위해 오고 있다.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

오와 검증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Si 제품 매출이 발생 중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인 SiC 시제품은 2019년 개발 완료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부터 SiC MOSFET에 대해 상용화 적합 평가를 받은 국내 2개 업체 중 하나이며, 

현재 양산화를 위한 고객사와의 테스트 중에 있다. 22년부터 SiC 관련 매출이 확

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 파워큐브세미(비상장): KEC와 더불어 최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SiC MOSFET에 대해 상용화 적합 평가를 받은 업체다. 2013년 설립한 업체로, 

여타 전력반도체 업체들 대비 업력은 짧으나 기술력을 빠르게 증명하고 있다. 

- 아이에이(트리노테크놀로지): 조향장치용 Si 전력모듈, 전력제어기 제품을 주

력으로 공급 중인 회사다. 자회사인 트리노테크놀로지가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SiC에 대한 개발은 완료했으며 상용화를 위해 준비 중이다. 주력 

고객사는 현대차와 중국 BYD 등으로 기존 고객사와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SiC 

제품까지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3) GaN 자체 공급사: 에이프로, 아모센스 

- 에이프로: 2차전지 활성화 공정에 쓰이는 충방전기와 테스트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다. 자체 생산한 GaN 전력반도체를 적용해 고온가압 충방전기의 에너지 효

율 높일 예정이다. 이후 여타 전방시장까지 GaN 전력반도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2020년 GaN on Si에 대한 소자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시범 

생산 단계에 있다. 22년 중 자체 제품용 양산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모센스: GaN 반도체 사업을 위해 개발 진행 중이다. 여타 경쟁사들과 패키

징 방식을 차별화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해당 기술이 완벽히 실현될 경우 좀 

더 고출력(High-Power) 구현이 가능하다. 향후 태양광, 전기차 등의 시장 진입

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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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 규모 시나리오 추정 

전기차(현대차 & 기아차) 

현대차와 기아차는 2020년 연간 BEV 출하량 중 약 6.1% 비중을 차지했다. 향

후 2025년까지 글로벌 전체 전기차 출하량 중 현대/기아차의 비중을 2020년과 

동일한 비중으로만 가정해 추정했다. 2025년 전기차 판매량은 88만대, 국내 SiC 

시장 규모는 1조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100만대 판매

를 목표 중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시장 규모는 추정치를 상회할 수 있다. 

국내 현대기아 전기차향 SiC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추정 
 

자료: LMC Auto, Marklines, SNER, SK, 신한금융투자 추정 

 

 

전기차 충전기 

정부는 국내 전기차 충전기를 2025년까지 50만개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시 충전기 개수는 연평균 53% 증가한다. 이를 반영시 21년 국내 

충전기 개수는 9만개인데, 21년 상반기까지 이미 누적개수 7만개를 달성했다. 당

초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25년 누적개수 역시 계획치 50만개 

이상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현대기아 전기차향 SiC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시나리오별 추정 과정 

(백만대, 개, 억개) 20 21F 22F 23F 24F 25F 비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20.5  31.8  58.4  86.3  114.7  144.2   
현대기아차 판매량 1.2  1.9  3.6  5.3  7.0  8.8   

현대기아차 비중(%) 6.1  6.1  6.1  6.1  6.1  6.1  20년과 동일한 비중 가정 
SiC 전력반도체 비중(%)  30.0  35.4  41.8  49.3  58.2  SK의 목표/시장 전망 

SiC 전력반도체 탑재 전기차 대수  0.6  1.3  2.2  3.4  5.1   
대당 SiC 평균 탑재량 80.0  80.0  80.0  80.0  80.0  80.0   

현대기아차향 SiC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0.0  46.5  100.9  176.0  275.9  409.3   
YoY(%)   116.9  74.3  56.8  48.3   

 21년 → 25년 CAGR 72%   

자료: LMC Auto, Marklines, SNER, SK, 신한금융투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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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충전기향 SiC 시장 규모 시나리오 추정 

 

자료: 언론 종합, 신한금융투자 추정 

 

 

 

 

  

국내 전기차 충전기향 SiC 시장 규모 시나리오 추정 과정 

(만개, 만원, 십억원) 20 21F 22F 23F 24F 25F 비고 

국내 전기차 충전기 개수 6  9  14  21  33  50  정부 계획: 25년까지 전국  
전기차 충전기 50만개 설치 계획 

CAGR(%)      52.8%  
급속 충전기 비중(%)  17  20  21  23  25  21년 상반기 기준, 급속 비중 16.7%  

국내 급속 충전기 개수  2  3  4  8  13   

대당 SiC 단가(만원)  20  20  20  20  20  시나리오1: 전기차 대당 단가 수준 
SiC 시장 규모(십억원)  31  56  90  151  254   

대당 SiC 단가(만원)  25  25  25  25  25  시나리오2: 전기차 대당 단가 이상 
SiC 시장 규모(십억원)  38  70  112  189  318   

대당 SiC 단가(만원)  15  15  15  15  15  시나리오3: 전기차 대당 단가 이하 
SiC 시장 규모(십억원)  23  42  67  113  191   

자료: 업계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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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시장초기, SK 체인의 안정성 & 성장성 가시성 부각 

시장의 개화, 22년부터 본격화 

차세대 전력반도체 시장이 개화하고 있다. 국내의 전력반도체 제조사들도 SiC와 

GaN 전력반도체에 대한 개발 및 양산 준비에 힘쓰고 있다. 기존 Si 전력반도체 

사업을 영위하지 않던 국내 여러 업체들도 신규 진입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만

큼, 국내 전력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이 또렷해지고 있다. 

22년부터 국내 업체들의 수주와 매출 모두 의미있는 결과물이 확인될 것으로 예

상된다. SiC와 GaN 반도체 준비에 가장 앞서있는 업체들은 샘플 테스트 및 초기 

매출이 21년 현재 이미 발생 중이다. 국내외 고객사향 공급 계약이 쌓이고 있으

며, 22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목 선별: ① SK Value-Chain, ② Si & SiC 

산업의 초기 시장 형성기에는 구체적 숫자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가시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 

전력반도체 관련 종목 선별시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안정성과 성장 가시성이다.  

① SK Value-Chain: SK 관련 벤더들은 웨이퍼에 대한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다. 

더불어 SK 그룹 내 계열사들이 Captive 매출처로 확보된다. 안정성과 성장성 모

두 돋보인다. 

② Si & SiC: 전력반도체는 Si와 SiC 시장 모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Si 

전력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은 SiC 본격화 이전에도 안정적인 실적 

시현이 가능하다. 더불어 SiC에 대한 기술력 및 양산화 가능성이 검증된 경우, 

미래 사업에 대한 가시성도 확보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전력반도체 관련 최선호주를 제시한다. 

- 최선호주: 예스티, RFHIC, RF머트리얼즈 

- 관심종목: KEC 



 

 

 

예스티  

  
Bloomberg Code (122640 KS)    Reuters Code (122640.KQ) 2021 년 10 월 5 일 

   

[반도체/장비] 
자식 하나 잘 키웠다 

 

 

고영민 연구원 
☎ 02-3772-1595 

 ym.ko@shinhan.com 

 

최도연 부장 연구위원 
☎ 02-3772-1558 

 doyeon@shinhan.com 

 

Not Rated 현재주가  (10월 1일) 목표주가 상승여력 

    - 12,900원 -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사 & 자회사 전력반도체 

 새로움이 가득한 22년: ① 전력반도체 & ② 신규 장비 

 모회사 리스크 반영 완료 & 자회사 전력반도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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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판단 - 

목표주가 - 

상승여력 - 

  

KOSPI  3,019.18p 

KOSDAQ  983.20p 

시가총액  223.1 십억원 

액면가  500 원 

발행주식수  17.6 백만주 

유동주식수  13.3 백만주(75.6%) 

52 주 최고가/최저가  16,650 원/8,170 원 

일평균 거래량 (60 일)  148,182 주 

일평균 거래액 (60 일)  1,846 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0.76% 

주요주주  

장동복 외 4 인 22.62% 

박윤배 외 5 인 6.16% 

절대수익률 

3 개월 4.5% 

6 개월 -9.5% 

12 개월 38.7% 

KOSDAQ 대비 상대수익률 

3 개월 10.0% 

6 개월 -11.1% 

12 개월 19.7% 

 

주가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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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티 주가 (좌축)

KOSDAQ 대비 상대지수 (우축)

(원)

코스닥지수=100

(09/20=100)

12월 결산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EPS 증가율 BPS PER EV/EBITDA PBR ROE 순차입금비율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원) (%) (원) (배) (배) (배) (%) (%) 

2019 53.4 (21.9) (38.0) (30.7) (2,276) 적지 3,924 (6.1) (14.8) 3.5 (54.6) 138.3 
2020 66.1 0.5 2.4 0.3 20 흑전 4,274 453.2 47.0 2.1 0.5 102.6 
2021F 75.2 (1.5) (8.9) (6.5) (372) 적전 5,187 (34.6) (184.3) 2.5 (8.2) 58.8 
2022F 98.6 8.1 7.0 7.2 402 흑전 5,590 32.1 34.4 2.3 7.5 53.3 
2023F 106.4 9.1 8.5 8.4 468 16.2 6,057 27.6 29.8 2.1 8.0 44.8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사 & 자회사 전력반도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열 처리/제어 관련 장비 사업을 영위 중이다. 

주요 장비는 Furnace, 가압Cure, TCU, Autoclave, 라미네이팅 등이다. 

지분법 자회사를 통해 SiC 전력반도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2년부

터 전력반도체 관련 의미있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움이 가득한 22년: ① 전력반도체 & ② 신규 장비 

① 전력반도체 본격화: 자회사인 예스파워테크닉스는 올해 초 SK그룹

이 지분투자를 통해 2대 주주(33.6%)로 등극했다. SK그룹과의 시너지

가 예상된다. 예스파워테크닉스는 안정적인 SiC 웨이퍼 조달처를 확보

한 동시에 SK그룹 내 Captive market이 형성됐다.  

21년 가전향 샘플 매출이 일부 발생하기 시작했다. 22년 양산 돌입과 

더불어 모빌리티향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회사 매출액은 각각 

21년 59억원, 22년 276억원을 예상한다. 

② 신규 장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각각 신규 장비를 준비 중이다. 

1) D2 어닐링 장비 - 대당 30억원의 고가 장비다. SK하이닉스향 퀄 

통과 후 초도양산 중이며 22년 본격 양산 예정이다. 삼성전자향 퀄 진

행 가능성도 존재한다. 

2) UTG 강화로 장비 – 글라스 수율을 높이기 위해 글라스 자체를 

강화시키는 공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디스플레이 고

객사와 작년부터 단독 개발 중이며, 22년부터 양산화가 예상된다. 

모회사 리스크 반영 완료 & 자회사 전력반도체 본격화 

21년 매출액 752억원(14%, 이하 YoY), 영업이익 -15억원(적자전환)

을 전망한다. 고객사의 투자 재개로 매출액은 성장함에도 영업이익은 

적자를 전망하는 배경은 중국 고객사향 악성 계약 재고손실 반영이다. 

2분기를 끝으로 종료됐으며, 더 이상의 반영될 리스크는 없다. 22년부

터는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예스파워테크닉스는 주요 고객사와의 SiC 관련 양산 테스트를 이미 3

년 이상 진행해 마무리한 상황이다. SK 계열사 외에도 여러 고객사향 

공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업체들 중 단계상 SiC 사업

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예스티다. 

kjhof
강조

kjhof
강조

kjhof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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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2000년 3월 영인테크로 설립됐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사업을 영위 

중이다. 열 처리 및 제어 관련 장비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중화권 디스플레이사 등이다. 매출 비중

은 2020년 기준, 반도체 45%, 디스플레이 25%, 기타 30%다. 

6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핵심 자회사는 전력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예스파

워테크닉스와 비구면 글라스 렌즈 회사인 예스옵티컬테크놀로지다. 회사는 핵심 

자회사를 통한 미래 먹거리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 

 

 

예스티 사업부별 주요 장비군 요약 

분류 적용공정 주요 장비 공정 내 역할 

반도체 

EDS Test 
e-Furnace Baking하여 웨이퍼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 Burn-out 및 이온안정화 통해 수율 향상 
EDS 칠러 Probe station Chunk의 온도를 초저온으로 제어하여 웨이퍼 테스트 

Die Attach 가압 Cure Die Attach 완료 PKG 자재를 가압 및 Cure 하여  
Void 제거 및 DAF 경화 수행하는 장치 

최종 검사 Chamber 특정온도, 습도, 설정에 따른 부품의 내후성, 신뢰성 모의 Test 장비 

디스플레이 

LCD/OLED 
모듈, 라미네이션 Autoclave 편광필름이 부착된 패널에 온도와 압력을 가하여 패널상의 기포 제거 

LCD/OLED 포토 TCU 노광 설비 투입 전 불규칙한 기판 온도를 일정하게 제어 

OLED Even VDO 유기막 증착 전 C/F 기판을 일정한 온도와 진공을 가해 수분 및 불순물 제거 

OLED LTPS LTPS Furnace 고온 및 대면적 글래스의 균일한 열처리에 의한 유기막 경화 및 소자특성 개선 
LCD/OLED 모듈, 

Oxide-TFT, CF, CELL 열풍 Oven 글래스 박막의 경화, 수분제거, 세정으로 디바이스의 특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보호막의 열처리 공정(~250도) 

자료: 예스티, 신한금융투자 

예스티 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 1Q20 2Q20 3Q20 4Q20 1Q21 2Q21 3Q21F 4Q21F 2020 2021F 2022F 

매출액 11.0  18.8  16.1  20.3  12.4  20.4  13.6  28.9  66.1  75.2  98.6  
YoY(%) (6.6) 66.8  38.7  7.9  12.8  8.7  (15.6) 42.5  23.8  13.8  31.1  

반도체장비 2.6  10.4  3.6  12.0  3.7  10.3  5.2  8.2  28.7  27.5  37.2  
디스플레이장비 2.7  0.9  6.4  6.0  1.9  1.9  2.5  10.1  16.0  16.3  21.8  
환경안전 2.3  2.9  3.2  4.1  4.1  3.8  2.6  4.3  12.6  14.7  20.0  
부품소재 1.9  1.2  1.1  1.9  1.0  0.9  1.7  3.3  6.1  6.8  10.0  
기타 0.8  2.9  0.8  (4.3) 1.1  3.0  1.0  2.4  0.1  7.5  7.2  
연결조정 0.7  0.4  0.9  0.6  0.6  0.5  0.6  0.7  2.6  2.4  2.4  

영업이익 0.0  1.9  (0.4) (1.1) (0.7) (3.4) (0.3) 2.8  0.5  (1.5) 8.1  
OPM(%) 0.3  10.2  (2.7) (5.2) (5.3) (16.5) (2.3) 9.7  0.7  (2.0) 8.2  
YoY(%) (25.0) 1,636.4  적지 적지 적전 적전 적지 흑전 흑전 적전 흑전 

자료: Dart, 신한금융투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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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예스파워테크닉스 

개요 

전력반도체 완제품 제조 사업을 영위 중이다. 주요 제품군으로는 SiC 다이오드, 

SiC MOSFET, PKG, Module 등이 있다. 총 60종의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가전, 모빌리티 분야가 주요 매출처가 될 전망이며, 현재 국내 대형가전사 및 국

내외 전기차/전기오토바이 고객사향으로 일부 제품 공급이 시작됐다. 

지분구조는 1대주주 예스티(지분율 34.2%), 2대주주 SK(지분율 33.6%), 3대주주 

장동복 회장(예스티 회장, 지분율 31.75%)으로 구성돼 있다.  

예스파워테크닉스 지분구조  연간 캐파 확충 계획 

 

 

 

자료: Dart, 신한금융투자  자료: 예스티, 신한금융투자 

 

SK 그룹과의 전력반도체 시너지 

2021년 1월, SK그룹은 예스티의 관계사 예스파워테크닉스 지분 33.6%를 인수했

다. 양사간 시너지가 예상된다. SK실트론이 SiC 웨이퍼를 공급하고, 예스티가 

SiC 전력반도체 완제품을 생산한다. 더불어 예스파워테크닉스는 SK와의 협력 관

계를 통해 SK 그룹 내 계열사가 Captive Market으로 확보될 수 있다. 

SK실트론과 전력반도체 파트너사 시너지 구조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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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내 전력반도체 Value-chain 구축 예상도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예스파워테크닉스 매출액 전망 
 

자료: 예스티, 신한금융투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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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자산총계 172.0 165.7 201.3 204.4 209.3 
유동자산 49.1 52.2 73.4 71.0 69.0 
현금및현금성자산 6.8 10.5 19.9 19.2 22.2 
매출채권 16.5 6.7 8.7 10.0 8.4 
재고자산 10.2 9.7 9.4 9.1 7.7 
비유동자산 122.9 113.5 127.9 133.4 140.4 
유형자산 50.0 51.0 57.3 64.5 72.9 
무형자산 10.3 9.7 10.4 10.4 10.4 
투자자산 18.6 18.8 27.0 25.3 23.9 
기타금융업자산 0.0 0.0 0.0 0.0 0.0 
부채총계 113.6 100.3 107.4 103.4 100.2 
유동부채 42.5 70.3 68.3 64.5 61.4 
단기차입금 18.2 25.3 19.7 16.7 14.2 
매입채무 5.8 4.0 6.3 6.4 6.6 
유동성장기부채 11.3 10.8 6.6 6.6 6.6 
비유동부채 71.1 30.0 39.1 38.9 38.7 
사채 33.1 0.0 3.9 3.9 3.9 
장기차입금(장기금융부채 포함) 36.7 28.2 32.6 32.6 32.6 
기타금융업부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58.4 65.5 94.0 101.0 109.2 
자본금 7.0 7.5 8.5 8.5 8.5 
자본잉여금 48.7 56.0 86.2 86.2 86.2 
기타자본 (5.8) (7.0) (2.2) (2.2) (2.2)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2 1.2 (1.2) (1.2) (1.2) 
이익잉여금 5.9 6.2 2.0 9.2 17.6 

지배주주지분 56.9 63.9 93.4 100.7 109.1 
비지배주주지분 1.5 1.6 0.6 0.3 0.1 

*총차입금 99.6 86.9 87.5 84.5 82.0 
*순차입금(순현금) 80.8 67.1 55.2 53.8 48.9 

 

 현금흐름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0) 11.5 (17.2) (5.2) (0.3) 
당기순이익 (30.8) 0.4 (6.7) 7.0 8.2 
유형자산상각비 1.9 2.0 0.0 0.0 0.0 
무형자산상각비 1.4 1.8 0.0 0.0 0.0 
외화환산손실(이익) 0.1 0.3 0.0 0.0 0.0 
자산처분손실(이익) 1.9 (0.1) 0.0 0.0 0.0 
지분법, 종속, 관계기업손실(이익) 1.9 1.8 0.0 0.0 0.0 
운전자본변동 (0.7) 10.2 (20.4) (12.2) (8.5) 
(법인세납부) (0.1) (0.3) 0.4 0.0 (0.3) 
기타 19.4 (4.6) 9.5 0.0 0.3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2.5) (4.9) 0.3 (4.6) (6.3) 
유형자산의증가(CAPEX) (26.9) (4.9) (3.8) (7.2) (8.4) 
유형자산의감소 0.0 1.3 0.0 0.0 0.0 
무형자산의감소(증가) (0.5) (1.2) (0.1) 0.0 0.0 
투자자산의감소(증가) (3.4) 5.9 (2.9) 1.7 1.4 
기타 (1.7) (6.0) 7.1 0.9 0.7 

FCF (27.0) (4.3) (7.9) 1.0 4.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2.3 (2.9) 20.2 (3.0) (2.5) 
차입금의 증가(감소) 37.4 1.0 3.0 (3.0) (2.5) 
자기주식의처분(취득) 0.0 4.0 7.3 0.0 0.0 
배당금 0.0 0.0 0.0 0.0 0.0 
기타 4.9 (7.9) 9.9 0.0 0.0 
기타현금흐름 0.0 0.0 6.1 12.1 12.1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현금의증가 0.0 0.0 0.0 0.0 0.0 
환율변동효과 0.0 (0.1) 0.1 0.0 0.0 
현금의증가(감소) 4.9 3.7 9.5 (0.8) 3.0 
기초현금 1.9 6.8 10.5 19.9 19.2 
기말현금 6.8 10.5 19.9 19.2 22.2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포괄손익계산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매출액 53.4 66.1 75.2 98.6 106.4 
증감률 (%) (42.1) 23.8 13.8 31.1 8.0 

매출원가 59.2 54.3 58.6 69.2 77.0 
매출총이익 (5.9) 11.8 16.6 29.4 29.5 
매출총이익률 (%) (11.0) 17.9 22.1 29.8 27.7 

판매관리비 16.0 11.3 18.2 21.3 20.3 
영업이익 (21.9) 0.5 (1.5) 8.1 9.1 
증감률 (%) 적전 흑전 적전 흑전 13.5 
영업이익률 (%) (41.0) 0.7 (2.0) 8.2 8.6 
영업외손익 (16.2) 1.9 (7.4) (1.1) (0.6) 
금융손익 (11.4) 4.6 (11.3) (2.7) (3.1) 
기타영업외손익 (2.8) (0.9) 0.0 1.6 2.0 
종속 및 관계기업관련손익 (1.9) (1.8) 3.9 0.1 0.6 

세전계속사업이익 (38.0) 2.4 (8.9) 7.0 8.5 
법인세비용 (7.3) 2.0 (2.2) (0.0) 0.3 
계속사업이익 (30.8) 0.4 (6.7) 7.0 8.2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30.8) 0.4 (6.7) 7.0 8.2 
증감률 (%) 적지 흑전 적전 흑전 17.3 
순이익률 (%) (57.6) 0.6 (8.9) 7.1 7.7 
(지배주주)당기순이익 (30.7) 0.3 (6.5) 7.2 8.4 
(비지배주주)당기순이익 (0.1) 0.1 (0.3) (0.2) (0.2) 
총포괄이익 (28.6) 0.4 (6.8) 7.0 8.2 

(지배주주)총포괄이익 (28.6) 0.3 (7.5) 4.6 5.4 
(비지배주주)총포괄이익 (0.1) 0.1 0.7 2.4 2.9 

EBITDA (18.6) 4.3 (1.5) 8.1 9.1 
증감률 (%) 적전 흑전 적전 흑전 13.5 
EBITDA 이익률 (%) (34.8) 6.5 (2.0) 8.2 8.6 

 

 

 주요 투자지표 
12월 결산 2019 2020 2021F 2022F 2023F 

EPS (당기순이익, 원) (2,280) 28 (387) 389 456 
EPS (지배순이익, 원) (2,276) 20 (372) 402 468 
BPS (자본총계, 원) 4,025 4,380 5,219 5,608 6,065 
BPS (지배지분, 원) 3,924 4,274 5,187 5,590 6,057 
DPS (원) 0 0 0 0 0 
PER (당기순이익, 배) (6.1) 321.8 (33.3) 33.1 28.3 
PER (지배순이익, 배) (6.1) 453.2 (34.6) 32.1 27.6 
PBR (자본총계, 배) 3.4 2.0 2.5 2.3 2.1 
PBR (지배지분, 배) 3.5 2.1 2.5 2.3 2.1 
EV/EBITDA (배) (14.8) 47.0 (184.3) 34.4 29.8 
배당성향 (%) 0.0 0.0 0.0 0.0 0.0 
배당수익률 (%) 0.0 0.0 0.0 0.0 0.0 

수익성      
EBITTDA 이익률 (%) (34.8) 6.5 (2.0) 8.2 8.6 
영업이익률 (%) (41.0) 0.7 (2.0) 8.2 8.6 
순이익률 (%) (57.6) 0.6 (8.9) 7.1 7.7 
ROA (%) (20.0) 0.2 (3.7) 3.5 4.0 
ROE (지배순이익, %) (54.6) 0.5 (8.2) 7.5 8.0 
ROIC (%) (30.7) 2.4 (2.3) 8.4 8.7 

안정성      
부채비율 (%) 194.6 153.2 114.3 102.4 91.7 
순차입금비율 (%) 138.3 102.6 58.8 53.3 44.8 
현금비율 (%) 15.9 14.9 29.2 29.8 36.2 
이자보상배율 (배) (16.9) 0.2 (0.8) 4.0 4.7 

활동성      
순운전자본회전율 (회) 2.2 3.4 3.4 4.2 4.9 
재고자산회수기간 (일) 120.4 55.1 46.4 34.3 28.9 
매출채권회수기간 (일) 105.2 64.0 37.4 34.6 31.6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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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막힌 혈이 뚫린다 

 

 

고영민 연구원 
☎ 02-3772-1595 

 ym.ko@shinhan.com 

 

 
 

 

 

매수 현재주가  (10월 1일) 목표주가 상승여력 

    (유지) 30,000원 55,000원 (유지) 83.3% 
    

 전력반도체 JV 관련 윤곽 공개 임박 

 3분기 실적 일시적 부진, 4분기 가파른 실적 반등 전망 

 목표주가 55,000원 유지, 주가 상승을 제한하던 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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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판단 매수 (유지) 

목표주가 55,000원 (유지) 

상승여력 83.3% 

  

KOSPI  3,019.18p 

KOSDAQ  983.20p 

시가총액  799.4 십억원 

액면가  500 원 

발행주식수  26.6 백만주 

유동주식수  16.7 백만주(62.5%) 

52 주 최고가/최저가  47,466 원/30,000 원 

일평균 거래량 (60 일)  170,933 주 

일평균 거래액 (60 일)  6,027 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10.93% 

주요주주  

조덕수 외 9 인 36.47% 

  

절대수익률 

3 개월 -25.0% 

6 개월 -18.7% 

12 개월 -25.4% 

KOSDAQ 대비 상대수익률 

3 개월 -21.0% 

6 개월 -20.1% 

12 개월 -35.6% 

 

주가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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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HIC 주가 (좌축)

KOSDAQ 대비 상대지수 (우축)

(원)

코스닥지수=100

(09/20=100)

12월 결산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EPS 증가율 BPS PER EV/EBITDA PBR ROE 순차입금비율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원) (%) (원) (배) (배) (배) (%) (%) 

2019 107.8 17.9 20.3 20.0 835 (20.7) 8,144 43.0 34.2 4.4 11.2 (50.7) 
2020 70.5 (3.0) 0.5 2.0 83 (90.1) 8,057 526.9 407.8 5.4 1.0 (25.9) 
2021F 110.9 6.1 7.9 7.5 294 255.9 7,655 101.9 61.1 3.9 3.7 (28.8) 
2022F 177.0 26.3 31.4 26.6 1,000 239.8 8,506 30.0 21.7 3.5 12.4 (51.1) 
2023F 211.3 33.3 39.5 32.0 1,202 20.3 9,530 24.9 17.0 3.1 13.3 (60.2)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전력반도체 JV 관련 윤곽 공개 임박 

국내의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와의 JV를 준비 중이다. 설립 완

료 시점은 2022년이다. JV를 통해 진행될 세부적인 사업 계획, 규모 

등에 대한 윤곽은 10~11월 사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1) JV 파트너사의 계열사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 2) 

GaN 반도체 특성을 감안시, 향후 JV에서 유력해 보이는 사업 분야는 

전기차 충전기다. 사업 본격화시 25년까지 연간 최대 7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JV를 통한 RFHIC의 기대효과는 총 3가지다. ① 안정적 웨이퍼 조달

처를 확보할 수 있고, ② 전력반도체 Captive market이 확보되며, ③ 

GaN 반도체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3분기 실적 일시적 부진, 4분기 가파른 실적 반등 전망 

3분기 영업이익 2억원(흑자전환, 이하 YoY)을 전망한다. 3분기 부진의 

배경은 삼성전자-버라이즌향 GaN 트랜지스터/증폭기 공급이 3분기

보다 4분기 집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점의 차이일 뿐 방향성은 그

대로다. 4분기와 2022년 영업이익은 각각 30억원(+71%), 263억원

(+332%)으로 전망한다. 일시적 부진보다 본업과 신사업의 방향성을 

주목할 때라고 판단한다. 

목표주가 55,000원 유지, 주가 상승을 제한하던 요인 해소 

4/29 유증 공시 이후 긍정적 실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타 통신장비

사 대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전력반도체 관련 구체적 사업 내

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망을 유도했다

고 판단된다. 10~11월 무렵 전력반도체 사업 관련 윤곽이 드러남과 

함께 주가 흐름은 반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주가는 22F P/E 기준 30배다. 1) 과거 정상적으로 기대감이 반영

될 때의 상단이 60배 이상이었고, 2) 주가 상승을 제한하던 전력반도

체 사업 구체화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현 시점은 매수하기 적기라는 

판단이다. 현 추정치는 전력반도체 관련 실적을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

는 점을 감안시, 향후 밸류에이션 레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kjhof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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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HIC 12MF P/E 추이 
 

자료: QuantiWise, 신한금융투자 

 

전력반도체 사업 발표 유증공시 이후 현재까지 주가 낙폭 비교 
 

자료: QuantiWise, 신한금융투자 

주: 삼성전자-버라이즌체인 중 2Q21 흑자 시현한 회사만 포함(기가레인,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RFHIC 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 1Q20 2Q20 3Q20 4Q20 1Q21 2Q21 3Q21F 4Q21F 2020 2021F 2022F 

매출액 20.6  14.7  9.7  25.4  21.4  29.9  22.7  36.9  70.5  110.9  177.0  
YoY(%) (40.8) (58.5) (34.6) 12.2  4.1  103.6  133.3  45.0  (34.6) 57.5  59.5  

트랜지스터 13.5  7.9  3.6  7.7  9.2  14.5  9.5  19.4  32.7  52.5  112.0  
전력증폭기 6.4  6.2  5.7  17.0  11.2  14.5  12.3  16.1  35.3  54.1  58.1  

레이더 6.4  6.2  5.7  10.0  5.3  6.7  5.6  8.5  28.4  26.1  28.1  
RF시스템즈 - - - 6.9  5.9  7.8  6.7  7.6  6.9  28.0  30.0  

MMIC 0.5  0.6  0.4  0.4  0.5  0.4  0.7  1.0  1.9  2.6  4.7  
기타 0.1  (0.0) 0.0  0.4  0.6  0.5  0.3  0.4  0.5  1.7  2.2  

영업이익 1.8  (2.7) (3.9) 1.8  0.1  2.8  0.2  3.0  (3.0) 6.1  26.3  
OPM(%) 8.5  (18.2) (39.8) 7.0  0.4  9.3  0.8  8.2  (4.3) 5.5  14.9  
YoY(%) (77.2) 적전 적지 78.0  (95.6) 흑전 흑전 70.6  적전 흑전 332.2  

자료: Dart, 신한금융투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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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버라이즌체인

(01/21=100)

전력반도체 사업 발표(4/29) 이후 현재까지

주가 낙폭: RFHIC > 나머지 삼성전자-버라이즌 체인

RFHIC 유증 발표



 

 

 49  I  
 

   

 SECTOR REPORT  I  RFHIC 2021년 10월 5일 

 

전력반도체 기대효과 

① 안정적 웨이퍼 조달처 확보: SiC 웨이퍼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전망

이다. RFHIC는 JV를 통해 안정적 조달이 가능하다. 

② 전력반도체 Captive market 확보: JV 파트너사의 계열사들 중 전력반도체의 

수요처가 많다. 안정적인 판매처가 확보됐다. 

③ 기술경쟁력 강화: JV는 Diamond 기판 관련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소재인 GaN on Diamond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 

JV를 통한 전력반도체 사업 본격화시, 유력 분야는 전기차 충전기다. JV 파트너

사의 계열사향 공급만 감안해도 관련 매출은 22년 56억원 → 25년 686억원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FHIC 전력반도체 매출 전망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RFHIC의 GaN 반도체 기술력 

글로벌 공급사들의 통신용 GaN 트랜지스터 출시 시기 
 

자료: 언론 종합, 신한금융투자 

 

RFHIC
GaN 트랜지스터 출시

2006 2010 2021

RFHIC
GaN on Diamond 

방산용 증폭기 양산

2008

Cree

2019

RFHIC
GaN on Diamond 개발 완료

2013

M/A-COM

2007

Sumitomo

NXP

2015

Qorvo

Mitsubishi

<최초>

6 

69 

0

9

18

27

36

45

0

14

28

42

56

70

21F 22F 23F 24F 25F

(%)(십억원)

매출액(좌축)

매출 비중(22년 예상 매출액 대비, 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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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신 RF GaN 트랜지스터 공급사별 제품 스펙 비교 

 RFHIC Sumitomo NXP Cree(Infineon) Ampleon 

소재 GaN GaN LDMOS LDMOS LDMOS 
주파수(GHz) 2.4~2.5 2.1~2.2 2.4~2.5 2.4~2.5 2.4~2.5 
출력(W) 300 31 300 300 250 
효율 70 65 60.5 58 57 

자료: RFHIC, 신한금융투자  

통신용 GaN 트랜지스터 글로벌 공급사 

 LDMOS GaN 주요 분야 GaN 개발(출시) 시점 

RFHIC - O 통신 2006년 

Sumitomo - O 통신 2007년 
Cree O O 방산 2008년 
Mitsubishi Electric - O  2010년 
M/A-COM O O  2013년 
Qorvo O O 방산/산업 2015년 
NXP Semiconduct O O 방산/산업 2019년 

자료: 각 사,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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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자산총계 260.2 312.3 361.8 390.0 420.7 
유동자산 190.9 213.2 256.6 287.9 320.4 
현금및현금성자산 109.5 27.2 15.8 25.4 35.2 
매출채권 13.3 10.0 8.7 10.4 10.1 
재고자산 52.1 74.8 82.9 53.9 50.5 
비유동자산 69.4 99.1 105.2 102.1 100.3 
유형자산 45.3 75.8 78.4 76.0 74.8 
무형자산 5.4 6.9 5.9 5.0 4.3 
투자자산 15.9 13.7 19.3 19.5 19.7 
기타금융업자산 0.0 0.0 0.0 0.0 0.0 
부채총계 44.7 95.2 132.8 136.4 137.6 
유동부채 42.6 45.0 51.7 59.1 66.1 
단기차입금 12.3 19.7 14.8 12.8 13.3 
매입채무 10.8 6.5 9.9 10.4 12.0 
유동성장기부채 0.0 0.5 0.5 0.5 0.5 
비유동부채 2.1 50.2 81.1 77.3 71.5 
사채 0.7 29.4 59.4 54.9 49.3 
장기차입금(장기금융부채 포함) 0.0 19.4 19.7 19.7 19.2 
기타금융업부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215.6 217.1 229.0 253.6 283.1 
자본금 11.9 11.9 11.9 11.9 11.9 
자본잉여금 86.9 92.9 97.2 97.2 97.2 
기타자본 0.4 (4.5) (4.5) (4.5) (4.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5 0.0 0.2 0.2 0.2 
이익잉여금 99.5 96.7 99.2 121.9 149.2 

지배주주지분 199.1 197.0 203.9 226.7 253.9 
비지배주주지분 16.5 20.1 25.1 26.9 29.2 

*총차입금 13.0 69.1 94.5 88.0 82.5 
*순차입금(순현금) (109.2) (56.2) (66.0) (129.5) (170.4) 

 

 현금흐름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7.1 (24.2) 15.1 68.8 48.5 
당기순이익 20.2 1.6 7.7 28.5 34.3 
유형자산상각비 4.2 4.6 5.3 5.3 5.0 
무형자산상각비 0.7 0.9 0.9 0.6 0.4 
외화환산손실(이익) (0.0) 0.0 (0.0) 0.0 0.0 
자산처분손실(이익) (0.0) (0.0) (0.0) 0.0 0.0 
지분법, 종속, 관계기업손실(이익) 0.0 0.0 0.0 0.0 0.0 
운전자본변동 3.5 (32.9) (0.0) 34.4 8.8 
(법인세납부) (3.8) (0.8) (0.6) (2.9) (5.3) 
기타 2.3 2.4 1.8 2.9 5.3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3) (112.6) (58.0) (50.1) (29.1) 
유형자산의증가(CAPEX) (8.9) (26.4) (6.7) (2.9) (3.8) 
유형자산의감소 0.0 0.1 0.1 0.0 0.0 
무형자산의감소(증가) (0.7) (0.2) 0.1 0.4 0.3 
투자자산의감소(증가) (1.0) 0.0 4.8 (0.2) (0.1) 
기타 2.3 (86.1) (56.3) (47.4) (25.5) 

FCF 16.2 (54.1) 8.9 61.9 39.7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2 54.7 31.6 (9.1) (9.5) 
차입금의 증가(감소) 4.8 64.1 31.1 (6.5) (5.6) 
자기주식의처분(취득) 0.1 5.2 0.0 0.0 0.0 
배당금 (4.5) (4.8) (2.4) (2.6) (4.0) 
기타 9.8 (9.8) 2.9 0.0 0.1 
기타현금흐름 0.0 0.0 (0.3) (0.0) 0.1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현금의증가 0.0 0.0 0.0 0.0 0.0 
환율변동효과 0.1 (0.3) 0.1 0.0 0.0 
현금의증가(감소) 29.0 (82.4) (11.5) 9.6 9.9 
기초현금 80.6 109.6 27.2 15.7 25.3 
기말현금 109.6 27.2 15.7 25.3 35.3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포괄손익계산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매출액 107.8 70.5 110.9 177.0 211.3 
증감률 (%) (0.3) (34.6) 57.5 59.5 19.4 

매출원가 68.2 50.2 69.0 103.6 122.6 
매출총이익 39.5 20.2 42.0 73.5 88.7 
매출총이익률 (%) 36.7 28.7 37.8 41.5 42.0 

판매관리비 21.6 23.2 35.9 47.1 55.5 
영업이익 17.9 (3.0) 6.1 26.3 33.3 
증감률 (%) (32.9) 적전 흑전 329.2 26.5 
영업이익률 (%) 16.6 (4.3) 5.5 14.9 15.7 
영업외손익 2.4 3.5 1.8 5.1 6.3 
금융손익 2.1 3.3 1.5 4.7 5.3 
기타영업외손익 0.3 0.2 0.3 0.4 0.9 
종속 및 관계기업관련손익 0.0 0.0 0.0 0.0 0.0 

세전계속사업이익 20.3 0.5 7.9 31.4 39.5 
법인세비용 0.2 (1.0) 0.2 2.9 5.3 
계속사업이익 20.2 1.6 7.7 28.5 34.3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20.2 1.6 7.7 28.5 34.3 
증감률 (%) (20.6) (92.2) 390.0 270.8 20.0 
순이익률 (%) 18.7 2.2 6.9 16.1 16.2 
(지배주주)당기순이익 20.0 2.0 7.5 26.6 32.0 
(비지배주주)당기순이익 0.2 (0.5) 0.2 1.9 2.2 
총포괄이익 20.5 1.2 7.8 28.5 34.3 

(지배주주)총포괄이익 20.3 1.6 7.5 27.5 33.0 
(비지배주주)총포괄이익 0.2 (0.5) 0.3 1.1 1.3 

EBITDA 22.8 2.5 12.4 32.1 38.7 
증감률 (%) (24.5) (89.0) 391.7 158.9 20.4 
EBITDA 이익률 (%) 21.2 3.6 11.2 18.1 18.3 

 

 

 주요 투자지표 
12월 결산 2019 2020 2021F 2022F 2023F 

EPS (당기순이익, 원) 844 64 302 1,071 1,286 
EPS (지배순이익, 원) 835 83 294 1,000 1,202 
BPS (자본총계, 원) 8,817 8,878 8,595 9,517 10,625 
BPS (지배지분, 원) 8,144 8,057 7,655 8,506 9,530 
DPS (원) 195 98 100 150 180 
PER (당기순이익, 배) 42.6 678.1 99.2 28.0 23.3 
PER (지배순이익, 배) 43.0 526.9 101.9 30.0 24.9 
PBR (자본총계, 배) 4.1 4.9 3.5 3.2 2.8 
PBR (지배지분, 배) 4.4 5.4 3.9 3.5 3.1 
EV/EBITDA (배) 34.2 407.8 61.1 21.7 17.0 
배당성향 (%) 23.9 117.2 35.2 14.9 14.8 
배당수익률 (%) 0.5 0.2 0.3 0.5 0.6 

수익성      
EBITTDA 이익률 (%) 21.2 3.6 11.2 18.1 18.3 
영업이익률 (%) 16.6 (4.3) 5.5 14.9 15.7 
순이익률 (%) 18.7 2.2 6.9 16.1 16.2 
ROA (%) 8.2 0.5 2.3 7.6 8.5 
ROE (지배순이익, %) 11.2 1.0 3.7 12.4 13.3 
ROIC (%) 18.9 (6.4) 5.0 19.6 29.1 

안정성      
부채비율 (%) 20.7 43.8 58.0 53.8 48.6 
순차입금비율 (%) (50.7) (25.9) (28.8) (51.1) (60.2) 
현금비율 (%) 256.9 60.4 30.5 43.0 53.3 
이자보상배율 (배) 16.0 (2.7) 1.5 6.4 8.3 

활동성      
순운전자본회전율 (회) 2.7 1.4 1.8 4.2 10.5 
재고자산회수기간 (일) 168.4 328.8 259.2 141.0 90.2 
매출채권회수기간 (일) 60.6 60.4 30.7 19.6 17.7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RF 머트리얼즈  

  
Bloomberg Code (327260 KS)    Reuters Code (327260.KQ) 2021 년 10 월 5 일 

   

[통신장비] 
금수저 

 

 

고영민 연구원 
☎ 02-3772-1595 

 ym.ko@shinhan.com 

 

 
 

 

 

매수 현재주가  (10월 1일) 목표주가 상승여력 

    (유지) 21,100원 48,000원 (유지) 127.5% 
    

 모회사 RFHIC의 GaN 반도체 패키지 단독 공급사 

 자체 신사업 준비도 차근차근 

 목표주가 48,000원 유지, RFHIC 효과로 주가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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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판단 매수 (유지) 

목표주가 48,000원 (유지) 

상승여력 127.5% 

  

KOSPI  3,019.18p 

KOSDAQ  983.20p 

시가총액  84.4 십억원 

액면가  500 원 

발행주식수  4.0 백만주 

유동주식수  1.9 백만주(47.7%) 

52 주 최고가/최저가  39,550 원/16,800 원 

일평균 거래량 (60 일)  32,034 주 

일평균 거래액 (60 일)  830 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1.12% 

주요주주  

알에프에이치아이씨 외 4 인 52.29% 

  

절대수익률 

3 개월 -29.4% 

6 개월 -22.6% 

12 개월 9.3% 

KOSDAQ 대비 상대수익률 

3 개월 -25.7% 

6 개월 -23.9% 

12 개월 -5.7% 

 

주가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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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머트리얼즈 주가 (좌축)

KOSDAQ 대비 상대지수 (우축)

(원)

코스닥지수=100

(09/20=100)

12월 결산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EPS 증가율 BPS PER EV/EBITDA PBR ROE 순차입금비율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원) (%) (원) (배) (배) (배) (%) (%) 

2019 16.2 1.1 1.1 1.2 453 N/A 7,414 62.0 50.1 3.8 4.7 (48.0) 
2020 18.2 (0.6) (0.9) (0.6) (171) 적전 8,113 (164.7) 327.6 3.5 (2.2) (22.7) 
2021F 43.6 2.1 0.6 0.1 20 흑전 7,604 1,065.1 18.7 2.8 0.3 (34.9) 
2022F 72.6 5.5 5.1 4.1 1,025 5,075.3 8,629 20.6 8.9 2.4 12.6 (54.2) 
2023F 86.5 9.2 9.2 7.7 1,919 87.2 10,548 11.0 5.1 2.0 20.0 (67.4)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모회사 RFHIC의 GaN 반도체 패키지 단독 공급사 

RFHIC의 GaN on SiC 트랜지스터 완제품은 케이스 역할을 하는 패키

지를 사용한다. 화합물 반도체 특성상 방열을 도와주는 패키지는 필수 

부품이다. 일본 Kyocera 등으로부터 공급받던 세라믹 패키지를 RF머

트리얼즈가 국산화에 성공했고, 현재 동사가 모회사 RFHIC의 패키지

를 단독 공급 중이다. RFHIC의 사업이 확대될수록 자회사인 RF머트

리얼즈의 수혜도 커지는 구조다. 

22년부터 RFHIC의 전력반도체 사업이 시작된다. RF머트리얼즈는 25

년까지 연간 최대 270억원 규모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 신사업 준비도 차근차근 

① 광트랜시버용 패키지: 국내 광트랜시버 고객사향 패키지를 공급 중

이다. 4분기에 국내 지역에서 의미있는 수준의 5G 투자가 재개될 가

능성이 높다. 관련 수혜가 기대된다. 

② 의료용 레이저 모듈/패키지: 의료용 레이저 모듈 공급을 집중 중이

다. 이미 소량 공급은 시작됐고, 관련 사업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다. 

향후 회사의 목표는 2023년까지 연매출 100억 규모 달성이다. 

③ 수소차, 전기차 파워모듈용 히트싱크: 히트싱크는 방열 기능이 높

은 소재다.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 계열 부품사와 샘플 테스트 중이

다. 성공적으로 마칠 시 동사가 2차 벤더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표주가 48,000원 유지, RFHIC 효과로 주가 반전 

21년과 22년 매출액을 각각 436억원(+140%, 이하 YoY), 726억원

(+66%)으로 전망한다.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

다. 본업인 통신장비향 매출 회복세에 힘입어 22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 추세가 시작될 전망이다. 

RFHIC의 전력반도체 사업 구체화와 함께 주가 반전이 기대된다. 10

월 이후 전력반도체 관련 구체적 윤곽이 드러남과 함께, 22년과 23년

의 추정치에 전력반도체 사업 매출이 반영될 예정이다.  

본업과 신사업 모두 긍정적이다. 현 주가는 22F P/E 기준 20배로, 종

합 패키지 소재 회사로서 동사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높은 업사이드

를 기대할 수 있는 주가 레벨이라 판단된다. 

 

 

kjhof
강조

kjhof
강조

kjhof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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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머트리얼즈 매출액과 OPM 추이 및 전망 

 

자료: Dart, 신한금융투자 추정 

 

RF머트리얼즈의 RFHIC향 전력반도체 매출 전망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RF머트리얼즈 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 1Q20 2Q20 3Q20 4Q20 1Q21 2Q21 3Q21F 4Q21F 2020 2021F 2022F 

매출액 2.7  3.3  2.3  9.9  7.9  10.6  11.0  14.1  18.2  43.6  72.6  
YoY(%) (42.2) (32.6) (33.2) 296.2  190.4  221.7  375.8  42.9  12.4  139.5  66.4  

통신용 2.2  2.7  1.7  1.6  1.7  2.2  3.7  5.9  8.2  13.5  38.9  
레이저용 0.2  0.3  0.3  0.2  0.1  0.1  0.4  0.3  1.0  0.8  1.3  
군수용 0.3  0.3  0.3  0.1  0.1  0.2  0.3  0.4  0.9  1.0  1.5  
기타 0.0  0.0  0.1  0.1  0.1  0.2  0.1  0.3  1.2  0.7  0.9  
RF시스템즈    7.9  5.9  7.8  6.5  7.3  6.9  27.5  30.0  

영업이익 0.1  (0.3) (0.3) (0.2)  (0.0) 0.5  0.6  1.0  (0.6) 2.1  5.5  
OPM(%)     (0.4) 5.1  5.2  7.0  (3.4) 4.8  7.6  
YoY(%) (92.0) 적전 적전 적지  적전 흑전 흑전 흑전 적전 흑전 166.8  

자료: Dart, 신한금융투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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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HIC와 RF머트리얼즈의 통신용 제품 공급 구조 
 

자료: 신한금융투자 

 

RF 트랜지스터 성능 결정 요인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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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적층 세라믹

패키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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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자산총계 29.8 58.6 72.6 82.4 94.0 
유동자산 22.3 35.1 46.5 56.3 67.4 
현금및현금성자산 15.0 18.3 28.5 37.5 48.1 
매출채권 2.3 5.4 7.8 7.9 8.5 
재고자산 4.6 9.9 8.1 7.9 7.4 
비유동자산 7.4 23.5 26.1 26.1 26.5 
유형자산 7.3 20.1 22.1 22.1 22.6 
무형자산 0.1 2.1 1.8 1.6 1.4 
투자자산 0.0 0.5 0.8 1.0 1.2 
기타금융업자산 0.0 0.0 0.0 0.0 0.0 
부채총계 4.1 26.2 35.1 40.0 43.0 
유동부채 3.3 16.0 19.5 24.1 26.8 
단기차입금 2.0 2.0 1.8 1.5 1.0 
매입채무 0.2 3.8 3.3 3.5 3.6 
유동성장기부채 0.0 0.5 0.5 0.5 0.5 
비유동부채 0.8 10.2 15.6 15.9 16.2 
사채 0.7 8.0 12.8 12.8 12.8 
장기차입금(장기금융부채 포함) 0.0 1.5 1.8 1.8 1.8 
기타금융업부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25.7 32.4 37.6 42.4 51.0 
자본금 1.7 1.8 1.8 1.8 1.8 
자본잉여금 12.2 16.2 17.3 17.3 17.3 
기타자본 0.1 0.2 0.1 0.1 0.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0 (0.0) 0.0 0.0 0.0 
이익잉여금 11.7 11.1 11.1 15.2 22.9 

지배주주지분 25.7 29.2 30.4 34.5 42.2 
비지배주주지분 0.0 3.2 7.2 7.9 8.8 

*총차입금 2.7 12.1 17.0 16.7 16.3 
*순차입금(순현금) (12.3) (7.4) (13.1) (23.0) (34.4) 

 

 현금흐름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0.1 (0.3) 5.6 12.2 14.0 
당기순이익 1.2 (0.2) 0.6 4.8 8.6 
유형자산상각비 0.5 0.8 1.8 2.0 2.0 
무형자산상각비 0.0 0.1 0.3 0.2 0.2 
외화환산손실(이익) 0.0 0.1 (0.0) 0.0 0.0 
자산처분손실(이익) (0.0) (0.0) (0.0) 0.0 0.0 
지분법, 종속, 관계기업손실(이익) 0.0 0.0 0.0 0.0 0.0 
운전자본변동 (0.9) (1.3) 2.3 5.1 3.2 
(법인세납부) (0.9) 0.0 (0.2) (0.3) (0.6) 
기타 0.2 0.2 0.8 0.4 0.6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 (8.4) (4.3) (2.9) (3.0) 
유형자산의증가(CAPEX) (1.0) (5.3) (3.9) (2.1) (2.5) 
유형자산의감소 0.0 0.1 0.1 0.0 0.0 
무형자산의감소(증가) (0.0) (0.2) (0.1) 0.0 0.0 
투자자산의감소(증가) 0.0 0.0 (0.2) (0.2) (0.2) 
기타 0.0 (3.0) (0.2) (0.6) (0.3) 

FCF N/A (0.8) 2.9 10.2 11.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1.4 11.9 8.9 (0.3) (0.4) 
차입금의 증가(감소) 2.0 10.9 5.9 (0.3) (0.4) 
자기주식의처분(취득) 0.0 0.0 0.0 0.0 0.0 
배당금 0.0 0.0 0.0 0.0 0.0 
기타 9.4 1.0 3.0 0.0 0.0 
기타현금흐름 0.0 0.0 0.0 0.0 0.0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현금의증가 0.0 0.0 0.0 0.0 0.0 
환율변동효과 (0.0) (0.0) 0.0 0.0 0.0 
현금의증가(감소) 10.5 3.3 10.2 9.0 10.6 
기초현금 4.6 15.0 18.3 28.5 37.5 
기말현금 15.0 18.3 28.5 37.5 48.1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포괄손익계산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매출액 16.2 18.2 43.6 72.6 86.5 
증감률 (%) N/A 12.4 139.5 66.4 19.1 

매출원가 12.0 15.6 33.3 50.3 55.3 
매출총이익 4.2 2.7 10.3 22.3 31.1 
매출총이익률 (%) 25.9 14.6 23.6 30.7 36.0 

판매관리비 3.1 3.3 8.2 16.7 21.9 
영업이익 1.1 (0.6) 2.1 5.5 9.2 
증감률 (%) N/A 적전 흑전 166.8 66.6 
영업이익률 (%) 7.0 (3.4) 4.8 7.6 10.7 
영업외손익 (0.0) (0.2) (1.4) (0.4) (0.0) 
금융손익 (0.1) (0.3) (1.0) (1.0) (1.0) 
기타영업외손익 0.1 0.0 (0.5) 0.6 0.9 
종속 및 관계기업관련손익 0.0 0.0 0.0 0.0 0.0 

세전계속사업이익 1.1 (0.9) 0.6 5.1 9.2 
법인세비용 (0.1) (0.6) 0.1 0.3 0.6 
계속사업이익 1.2 (0.2) 0.6 4.8 8.6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1.2 (0.2) 0.6 4.8 8.6 
증감률 (%) N/A 적전 흑전 775.4 78.0 
순이익률 (%) 7.4 (1.3) 1.3 6.6 9.9 
(지배주주)당기순이익 1.2 (0.6) 0.1 4.1 7.7 
(비지배주주)당기순이익 0.0 0.4 0.5 0.7 0.9 
총포괄이익 1.2 (0.2) 0.6 4.8 8.6 

(지배주주)총포괄이익 1.2 (0.6) (0.4) (0.4) (0.8) 
(비지배주주)총포괄이익 0.0 0.4 1.0 5.3 9.4 

EBITDA 1.7 0.3 4.2 7.8 11.4 
증감률 (%) N/A (82.5) 1,321.2 85.3 46.7 
EBITDA 이익률 (%) 10.5 1.6 9.6 10.7 13.2 

 

 

 주요 투자지표 
12월 결산 2019 2020 2021F 2022F 2023F 

EPS (당기순이익, 원) 453 (65) 146 1,206 2,147 
EPS (지배순이익, 원) 453 (171) 20 1,025 1,919 
BPS (자본총계, 원) 7,414 9,011 9,397 10,603 12,750 
BPS (지배지분, 원) 7,414 8,113 7,604 8,629 10,548 
DPS (원) 0 0 N/A N/A N/A 
PER (당기순이익, 배) 62.0 (431.2) 144.9 17.5 9.8 
PER (지배순이익, 배) 62.0 (164.7) 1,065.1 20.6 11.0 
PBR (자본총계, 배) 3.8 3.1 2.2 2.0 1.7 
PBR (지배지분, 배) 3.8 3.5 2.8 2.4 2.0 
EV/EBITDA (배) 50.1 327.6 18.7 8.9 5.1 
배당성향 (%) 0.0 0.0 N/A N/A N/A 
배당수익률 (%) 0.0 0.0 N/A N/A N/A 

수익성      
EBITTDA 이익률 (%) 10.5 1.6 9.6 10.7 13.2 
영업이익률 (%) 7.0 (3.4) 4.8 7.6 10.7 
순이익률 (%) 7.4 (1.3) 1.3 6.6 9.9 
ROA (%) 4.0 (0.5) 0.8 6.2 9.7 
ROE (지배순이익, %) 4.7 (2.2) 0.3 12.6 20.0 
ROIC (%) N/A 2.9 8.6 26.6 51.8 

안정성      
부채비율 (%) 15.8 80.9 93.3 94.3 84.3 
순차입금비율 (%) (48.0) (22.7) (34.9) (54.2) (67.4) 
현금비율 (%) 458.8 114.1 146.4 155.8 179.3 
이자보상배율 (배) 6.1 (1.8) 1.7 4.1 6.9 

활동성      
순운전자본회전율 (회) 2.7 4.4 51.3 (24.5) (12.7) 
재고자산회수기간 (일) 103.2 145.1 75.2 40.3 32.4 
매출채권회수기간 (일) 51.4 77.3 55.4 39.5 34.8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KEC  

  
Bloomberg Code (092220 KS)    Reuters Code (092220.KQ) 2021 년 10 월 5 일 

   

[반도체/장비] 
혼자서도 잘해요 

 

 

고영민 연구원 
☎ 02-3772-1595 

 ym.ko@shinhan.com 

 

최도연 부장 연구위원 
☎ 02-3772-1558 

 doyeon@shinhan.com 

 

Not Rated 현재주가  (10월 1일) 목표주가 상승여력 

    - 2,480원 - - 
    

 기존(Si) & 차세대(SiC) 모두 갖춘 전력반도체 전문 기업 

 투자포인트: ① 기술력, ② 제품 라인업, ③ 안정적인 Si 매출 

 스스로 경쟁력을 증명 중, 22년부터 SiC 시작 

 



 

 

 58  I  
 

   

 SECTOR REPORT  I  KEC 2021년 10월 5일 

 

 투자판단 - 

목표주가 - 

상승여력 - 

  

KOSPI  3,019.18p 

KOSDAQ  983.20p 

시가총액  289.4 십억원 

액면가  500 원 

발행주식수  116.7 백만주 

유동주식수  73.7 백만주(63.2%) 

52 주 최고가/최저가  3,360 원/1,280 원 

일평균 거래량 (60 일)  3,298,289 주 

일평균 거래액 (60 일)  7,891 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2.84% 

주요주주  

한국전자홀딩스 외 8 인 36.83% 

  

절대수익률 

3 개월 -7.6% 

6 개월 5.1% 

12 개월 92.2% 

KOSPI 대비 상대수익률 

3 개월 0.4% 

6 개월 7.5% 

12 개월 48.2% 

 

주가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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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EPS 증가율 BPS PER EV/EBITDA PBR ROE 순차입금비율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원) (%) (원) (배) (배) (배) (%) (%) 

2019 201.7 (7.0) (19.7) (19.2) (167) 적전 1,782 (6.2) 70.0 0.6 (9.0) 14.8 
2020 201.0 (2.3) (44.6) (45.3) (388) 적지 1,394 (7.6) 82.5 2.1 (24.4) 38.8 
2021F 251.9 23.2 22.9 22.1 189 흑전 1,585 13.1 11.0 1.6 12.7 24.5 
2022F 274.5 32.6 27.3 25.6 220 16.1 1,805 11.3 7.7 1.4 13.0 6.8 
2023F 294.2 38.6 36.2 29.0 248 13.1 2,053 10.0 5.9 1.2 12.9 (7.4)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기존(Si) & 차세대(SiC) 모두 갖춘 전력반도체 전문 기업 

Si 전력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력 매출 어플리케이션은 가전

과 전장향이다. 차세대 SiC 전력반도체도 개발을 완료했다. 국내외 글

로벌 고객사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SiC 사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투자포인트: ① 기술력, ② 제품 라인업, ③ 안정적인 Si 매출 

2021년 매출액 2,519억원(+25%, 이하 YoY), 영업이익 232억원(흑자

전환)을 전망한다. 기존 Si 전력반도체 매출의 견조한 성장과 함께 차

세대 SiC 제품 양산 준비도 순조롭다. 투자포인트는 다음 3가지다. 

① 검증된 기술력: 글로벌 선도 전력반도체 업체 2개사만이 성공한 

Trench 구조 고전압 SiC MOSFET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동사

를 포함 2개 업체만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으로부터 상용화 

적합평가를 받았다. 향후 국내 완성차 업체 및 주요 전장업체향으로 

제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② 다양한 제품 라인업 보유: Discrete와 IC 제품 모두 보유 중이다. 

Discrete 내에서도 다이오드부터 트랜지스터까지 촘촘한 라인업을 갖

추고 있다. 고객사의 용도에 맞게 다방면의 공급이 가능하다. 

③ 안정적인 Si 매출: 기존 Si 제품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과 자동차 등 주요 어플리케이션에서 편의 기능 확대에 

따른 Si 전력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SiC 본격 양산 이전에도 Si 

매출원이 확보돼 있다는 점이 안정적이다. 향후 SiC의 본격 매출은 

22~23년부터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스로 경쟁력을 증명 중, 22년부터 SiC 시작 

다른 경쟁사 대비 Captive 고객사는 없음에도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

는다. 50년의 업력을 바탕으로 확보한 검증된 기술력과 글로벌 메이저 

고객사 레퍼런스를 통해 자체적인 강점을 강화하고 있다.  

SiC 매출액은 22년 36억원, 24년 356억원을 전망한다. 22년부터 국내 

대형 가전사향 SiC 공급을 시작으로 전기차향 공급까지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된다. SiC 매출은 현 추정치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추후 사업 

본격화와 함께 실적 업사이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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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1969년 TOSHIBA Korea로 설립된 후 전력반도체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전력

반도체의 Discrete와 IC 모두 제품 포트폴리오로 보유 중이다. 주요 매출처는 가

전, 전장, 산업용이다. 고객사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등 국내외 주요 

가전회사, 전장부품 회사 등을 확보하고 있다. 2019년 SiC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

으며, 양산화를 위해 준비 중이다. 

 

 

제품군별 매출 비중(2019년 기준)  어플리케이션별 매출 비중(2019년 기준) 

 

 

 

자료: KEC, 신한금융투자  자료: KEC, 신한금융투자 

 

 

KEC 주요 연혁 

시기 내용 

2010 현대모비스와 하이브리드카용 파워모듈 공동개발 계약 체결 
2013 현대기아차 SQ 인증서 획득 

2017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용 차세대 전력반도체 핵심 소자 개발' 국책과제 선정 
2017 KEC-LG화학, 국내 최초 '전기차용 BMS 다이오드 모듈' 공동개발 
2018 IATF 16949 인증(품질-전장부문), ISO 14001, ISO 45001 인증 

2019 SiC 기반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시제품 출시 
2020 국내 최초 Bootstrap Diode가 내장된 3-Phase 600V Gate Driver IC 솔루션 출시 

자료: KEC,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SSTR(소신호 트랜지스터) 시장 점유율 

회사 순위 점유율 

ROHM 1 23% 
NXP 2 14% 
Infineon 3 14% 
ON Semi 5 12% 
KEC 7 5% 

자료: isuppli,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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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의 SiC 전력반도체 매출 추정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매출액과 OPM 추이 및 전망 

 

자료: Dart, 신한금융투자 추정 

 

KEC 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 1Q20 2Q20 3Q20 4Q20 1Q21 2Q21 3Q21F 4Q21F 2020 2021F 2022F 

매출액 46.1  43.5  54.2  57.3  60.7  64.5  64.8  62.1  201.1  251.9  274.5  
YoY(%) (4.5) (21.0) 4.0  23.7  31.5  48.2  19.6  8.3  (0.3) 25.3  9.0  

TR 23.5  22.3  27.8  29.9  31.0  33.3  34.7  31.4  103.4  130.3  142.0  
IC 13.8  12.8  15.5  16.1  16.8  17.9  19.8  20.6  58.2  75.1  84.1  
기타 8.8  8.4  10.8  11.3  12.8  13.2  10.3  10.1  39.4  46.5  48.4  

매출 비중            
TR 50.9  51.2  51.4  52.2  51.1  51.6  53.6  50.6  51.4  51.7  51.7  
IC 29.9  29.5  28.6  28.1  27.8  27.8  30.5  33.1  29.0  29.8  30.6  
기타 19.2  19.4  20.0  19.8  21.2  20.6  15.9  16.3  19.6  18.5  17.6  

영업이익 0.0  (1.2) 0.2  (1.3) 2.7  7.3  7.5  5.7  (2.3) 23.2  32.6  
OPM(%) 0.0  (2.8) 0.3  (2.3) 4.5  11.3  11.7  9.1  (1.2) 9.2  11.9  
YoY(%) 흑전 적전 흑전 적지 116,809,879  흑전 4,339.7  흑전 (66.2) 흑전 40.1  

자료: Dart, 신한금융투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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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 평가 보도자료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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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자산총계 334.2 368.3 385.2 408.1 428.8 
유동자산 145.5 181.7 196.2 219.7 237.5 
현금및현금성자산 15.6 18.9 24.2 43.8 60.9 
매출채권 58.3 56.4 59.6 57.8 54.2 
재고자산 46.8 40.1 40.8 39.3 38.1 
비유동자산 188.7 186.7 189.1 188.4 191.3 
유형자산 104.3 101.8 104.6 103.8 106.7 
무형자산 0.1 0.1 0.1 0.0 0.0 
투자자산 1.4 2.0 2.0 2.1 2.2 
기타금융업자산 0.0 0.0 0.0 0.0 0.0 
부채총계 120.3 199.6 194.0 190.9 182.2 
유동부채 94.9 86.3 93.0 90.6 89.0 
단기차입금 52.7 54.8 51.4 48.9 47.0 
매입채무 11.7 15.0 14.7 12.9 11.8 
유동성장기부채 14.8 0.0 9.0 9.0 9.0 
비유동부채 25.4 113.2 101.0 100.3 93.2 
사채 0.0 35.2 35.6 32.2 23.1 
장기차입금(장기금융부채 포함) 0.1 54.5 39.8 39.8 39.8 
기타금융업부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214.0 168.8 191.2 217.2 246.5 
자본금 58.4 58.4 58.4 58.4 58.4 
자본잉여금 107.3 107.3 107.5 107.5 107.5 
기타자본 0.0 0.0 0.0 0.0 0.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60.9 59.3 59.5 59.5 59.5 
이익잉여금 (18.6) (62.2) (40.3) (14.7) 14.3 

지배주주지분 208.0 162.7 185.0 210.7 239.6 
비지배주주지분 6.0 6.1 6.2 6.5 6.9 

*총차입금 68.5 145.5 137.0 131.3 120.3 
*순차입금(순현금) 31.6 65.4 46.9 14.7 (18.3) 

 

 현금흐름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7.6 14.2 23.3 39.3 44.1 
당기순이익 (19.7) (44.9) 22.4 25.9 29.4 
유형자산상각비 9.2 7.3 7.9 7.8 8.2 
무형자산상각비 0.0 0.0 0.0 0.0 0.0 
외화환산손실(이익) 0.0 0.2 (0.1) 0.0 0.0 
자산처분손실(이익) 1.1 0.0 0.0 0.0 0.0 
지분법, 종속, 관계기업손실(이익) 0.0 0.0 0.0 0.0 0.0 
운전자본변동 2.9 4.9 (2.9) 5.5 6.6 
(법인세납부) (0.2) (0.2) (0.2) (1.4) (6.8) 
기타 24.3 46.9 (3.8) 1.5 6.7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8.1) (46.3) (14.7) (13.8) (16.1) 
유형자산의증가(CAPEX) (11.3) (6.0) (9.8) (7.0) (11.0) 
유형자산의감소 0.0 0.0 0.2 0.0 0.0 
무형자산의감소(증가) (0.0) (0.0) 0.0 0.0 0.0 
투자자산의감소(증가) 0.0 4.0 0.0 (0.1) (0.1) 
기타 (6.8) (44.3) (5.1) (6.7) (5.0) 

FCF 3.7 10.1 17.4 34.5 33.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1) 35.6 (3.5) (5.8) (10.9) 
차입금의 증가(감소) (0.3) 36.5 (3.0) (5.8) (10.9) 
자기주식의처분(취득) 0.0 0.0 0.0 0.0 0.0 
배당금 0.0 0.0 0.0 0.0 0.0 
기타 (0.8) (0.9) (0.5) 0.0 0.0 
기타현금흐름 0.0 0.0 0.0 0.0 0.0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현금의증가 0.0 0.0 0.0 0.0 0.0 
환율변동효과 (0.0) (0.2) 0.0 0.0 0.0 
현금의증가(감소) (1.7) 3.4 5.2 19.7 17.1 
기초현금 17.2 15.6 18.9 24.2 43.8 
기말현금 15.6 18.9 24.2 43.8 60.9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포괄손익계산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매출액 201.7 201.0 251.9 274.5 294.2 
증감률 (%) (7.2) (0.3) 25.3 9.0 7.2 

매출원가 179.0 175.2 198.6 207.9 217.3 
매출총이익 22.7 25.8 53.3 66.6 76.9 
매출총이익률 (%) 11.3 12.8 21.2 24.3 26.1 

판매관리비 29.7 28.1 30.1 34.0 38.2 
영업이익 (7.0) (2.3) 23.2 32.6 38.6 
증감률 (%) 적전 적지 흑전 40.2 18.7 
영업이익률 (%) (3.4) (1.2) 9.2 11.9 13.1 
영업외손익 (12.8) (42.3) (0.3) (5.3) (2.5) 
금융손익 (2.6) (42.6) 2.9 (0.9) 0.3 
기타영업외손익 (10.2) 0.3 (3.2) (4.3) (2.8) 
종속 및 관계기업관련손익 0.0 0.0 0.0 0.0 0.0 

세전계속사업이익 (19.7) (44.6) 22.9 27.3 36.2 
법인세비용 0.0 0.2 0.5 1.4 6.8 
계속사업이익 (19.7) (44.9) 22.4 25.9 29.4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19.7) (44.9) 22.4 25.9 29.4 
증감률 (%) 적전 적지 흑전 15.5 13.2 
순이익률 (%) (9.8) (22.3) 8.9 9.4 10.0 
(지배주주)당기순이익 (19.2) (45.3) 22.1 25.6 29.0 
(비지배주주)당기순이익 (0.5) 0.4 0.4 0.3 0.4 
총포괄이익 (16.8) (45.2) 22.3 25.9 29.4 

(지배주주)총포괄이익 (17.0) (45.2) 23.1 29.6 33.5 
(비지배주주)총포괄이익 0.2 0.0 (0.8) (3.6) (4.1) 

EBITDA 2.3 5.0 31.2 40.4 46.8 
증감률 (%) (84.9) 121.9 521.0 29.4 16.0 
EBITDA 이익률 (%) 1.1 2.5 12.4 14.7 15.9 

 

 

 주요 투자지표 
12월 결산 2019 2020 2021F 2022F 2023F 

EPS (당기순이익, 원) (172) (384) 192 222 252 
EPS (지배순이익, 원) (167) (388) 189 220 248 
BPS (자본총계, 원) 1,833 1,446 1,638 1,861 2,112 
BPS (지배지분, 원) 1,782 1,394 1,585 1,805 2,053 
DPS (원) 0 0 0 0 0 
PER (당기순이익, 배) (6.0) (7.6) 12.9 11.2 9.9 
PER (지배순이익, 배) (6.2) (7.6) 13.1 11.3 10.0 
PBR (자본총계, 배) 0.6 2.0 1.5 1.3 1.2 
PBR (지배지분, 배) 0.6 2.1 1.6 1.4 1.2 
EV/EBITDA (배) 70.0 82.5 11.0 7.7 5.9 
배당성향 (%) 0.0 0.0 0.0 0.0 0.0 
배당수익률 (%) 0.0 0.0 0.0 0.0 0.0 

수익성      
EBITTDA 이익률 (%) 1.1 2.5 12.4 14.7 15.9 
영업이익률 (%) (3.4) (1.2) 9.2 11.9 13.1 
순이익률 (%) (9.8) (22.3) 8.9 9.4 10.0 
ROA (%) (5.8) (12.8) 6.0 6.5 7.0 
ROE (지배순이익, %) (9.0) (24.4) 12.7 13.0 12.9 
ROIC (%) (3.0) (1.4) 13.7 18.5 18.7 

안정성      
부채비율 (%) 56.2 118.3 101.5 87.9 73.9 
순차입금비율 (%) 14.8 38.8 24.5 6.8 (7.4) 
현금비율 (%) 16.4 22.0 26.0 48.4 68.5 
이자보상배율 (배) (2.8) (1.1) 9.4 13.4 17.1 

활동성      
순운전자본회전율 (회) 2.3 2.6 3.4 3.7 4.2 
재고자산회수기간 (일) 90.7 78.9 58.6 53.2 48.0 
매출채권회수기간 (일) 111.9 104.1 84.0 78.1 69.5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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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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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종목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섹터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신한금융투자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1년 10월 2일 기준) 

매수 (매수) 95.24% Trading BUY (중립) 1.43% 중립 (중립) 3.33% 축소 (매도) 0.00%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고영민, 최도연)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회사 예스티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
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
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