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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플러스글로벌 (140070) 

반도체 중고 장비 업계의 서울옥션 

 

 

 

 

■ 서플러스글로벌은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 중고 장비의 매입, 매각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 전 세계적으로 연간 7~8천대의 반도체 전공

정 중고 장비가 입찰 형식으로 매각 이루어지며 서플러스글로벌은 최종 수요처에 해당하는 반도체 제조사(TSMC, UMC, DB하이텍)에 매각 

■ 반도체 중고 장비를 구입해서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반도체 공장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장비와 수요처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마치 서울옥션의 상품매출(작품 매입 후 판매) 또는 중개매출(특정 작품의 소장자와 수요자 매칭)과 유사한 사업 

■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한 2,500억원, 영업이익은 4.1% 증가한 320억원으로 전망. 무역분쟁과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반

도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기존에 중고 장비 사용을 꺼리던 수요처의 태도 변화가 서플러스글로벌의 매출 성장 견인차로 작용. 다

만, 영업이익 증가율(4.1%)은 매출 증가율(21.0%) 대비 보수적 추정. 2023년 실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중고 장비 재고 확보 비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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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플러스글로벌 (140070) 
Analyst 김경민, CFA clairekmkim@kirs.or.kr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대상 중고 장비 사업 영위. 비메모리 비중 높음 

서플러스글로벌은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 중고 장비의 매입, 매각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 전 

세계적으로 연간 7~8천대의 반도체 전공정 중고 장비가 입찰 형식으로 매각 이루어지며 서플러

스글로벌은 최종 수요처에 해당하는 반도체 제조사(TSMC, UMC, DB하이텍)에 매각. 한국의 반

도체 장비사는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의 매출 비중이 높아 메모리 반도체용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은 반면, 서플러스글로벌은 해외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로 장비를 공급해 전사적

으로 비메모리 장비 매출 비중이 50% 이상 

 

다양한 수요처를 대상으로 반도체 장비 업계의 서울옥션처럼 활약 

반도체 중고 장비를 구입,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반도체 공장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장비와 수요처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마치 서울옥션의 상품매출(작품 

매입 후 판매) 또는 중개매출(특정 작품의 소장자와 수요자 매칭)과 유사한 사업 

 

2022년 실적 전망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한 2,500억원, 영업이익은 4.1% 증가한 320억원으로 전

망. 무역분쟁과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반도체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이어지자 기존에 중고 장비 

사용을 꺼리던 수요처의 태도 변화가 서플러스글로벌의 매출 성장 견인차로 작용. 특히 8인치 웨

이퍼 공정 업종에서는 중고 장비 선호 확대. 다만, 영업이익 증가율(4.1%)은 매출 증가율(21.0%) 

대비 보수적 추정. 2023년 실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중고 장비 재고 확보 비용 고려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18 2019 2020 2021 2022F 

매출액(억원) 1,461 1,103 1,256 2,066 2,500 

YoY(%) 30.7 -24.5 13.8 64.6 21.0 

영업이익(억원) 272 27 154 308 320 

OP 마진(%) 18.6 2.5 12.3 14.9 12.8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02 16 115 277 250 

EPS(원) 546 43 311 749 667 

YoY(%) 0.9 -92.2 628.7 140.6 -11.0 

PER(배) 5.6 55.9 10.1 5.8 5.5 

PSR(배) 0.8 0.8 0.9 0.8 0.5 

EV/EBITDA(배) 4.4 16.1 8.1 6.7 5.8 

PBR(배) 0.9 0.7 0.9 1.0 0.7 

ROE(%) 17.5 1.3 9.0 18.9 14.4 

배당수익률(%) 1.3 0.0 1.0 1.1 1.4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8/3) 3,645원 

52주 최고가 6,180원 

52주 최저가 3,290원 

KOSDAQ (8/3) 815.36p 

자본금 37억원 

시가총액 1,348억원 

액면가 100원 

발행주식수 37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3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5억원 

외국인지분율 1.20% 

주요주주 김정웅 외 9인 56.71% 

 이창호     5.17%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3.7 -15.4 -38.3 

상대주가 -7.2 -7.5 -21.6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

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

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

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

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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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성 측면이나 수율 측면에서 검증된 반도체 공정용 중고 장비 거래 주선 

서플러스글로벌이  

거래를 주선하는  

주요 중고 장비는  

부가가치가 높고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용 전공정  

장비와 검사 장비 

서플러스글로벌은 반도체 중고 장비의 거래를 주선하는 기업으로 무역분쟁과 코로나의 수혜주다. 반도체 장비가 

부족한 가운데 중고 장비의 거래를 통해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톡톡히 담당한다. 

 

서플러스글로벌은 2000년 3월 28일 주식회사 서플러스비앤에스로 설립되었고, 2000년 5월 2일 서플러스글로벌로 

사명을 변경했다. 본사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자리잡고 있다. 서플러스글로벌은 IPO 당시에 오산에 7천

평 수준의 장비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1년에 용인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용인 신사옥은 기존 오산 전시장의 2배 이상 규모이며 반도체 장비의 수선(Repair) 등이 가능한 대규모 클린룸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온/항습 전시장도 갖추고 있다. 신사옥은 반도체 중고 장비 판매뿐 아니라 연구개발 

테스트 베드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 반도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제품 성능 평

가를 위한 분석 서비스 공간 등의 시설도 갖췄다.  

 

서플러스글로벌이 거래를 주선하는 주요 중고 장비는 부가가치가 높고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비메모리 반

도체용 전공정 장비와 검사 장비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반도체 장비사들의 국산화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박막 형성 관련 장비, 노광 공정 관련 장비(Coater, Developer, Stepper, Aligner) 등을 취급한다. 기업 공

개 당시의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반도체 업체에서는 수요 시기별로 전공정 장비와 조립 장비가 설비투자 초기에 

집중적으로 일시 발주되며 검사 장비는 후기에 단계적으로 발주되고 있다.  

 

반도체 장비는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회사(미국의 Applied Materials, 일본의 Tokyo Electron)에서 Top Tier에 해

당하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Micron, Kioxia 등에 판매되어 활용되다가 반도체 회로 설계의 미세화, 고

단화 등으로 기존 반도체 장비의 활용도가 낮아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고 장비는 양산성 측면이나 수율 측면에

서 검증된 장비이기 때문에 중고 장비 거래 시장으로 입찰, 매각이 전개된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약 7,000~8,000

대의 반도체 전공정 중고 장비가 입찰형식으로 매각되고 있으며 서플러스글로벌이 매각 과정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서플러스글로벌은 설립 초기에 반도체 중고 장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을 B2B 거래 형식으로 취급하다가 결국 

수익성이 가장 뛰어난 반도체 중고 장비로 사업을 집중하게 되었다. 용인 신사옥으로의 이전 이후 사업 목적이 다

양화됐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계측 및 검증 지원, 반도체 설계 및 모듈(조립) 사업, 반도체 웨이퍼 제조 및 판

매, 연구 개발 지원 등의 사업이 추가됐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중고 장비 거래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전공정 중고 장비와 후

공정 중고 장비의 매출 기여도는 각각 83.0%, 7.5%이다. 일반 제품 및 기타 사업의 매출 기여도는 각각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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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다. 주요 사업이 반도체 중고 장비 거래이다 보니 원재료 매입도 사실상 중고 장비를 보유하기 위해 매입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재료 중에 전공정 및 후공정 장비의 매입 비중은 각각 84.2%, 15.7%이다. 

 

서플러스글로벌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 수출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다. 2020년과 2021년 매출 중에서 수출 비중은 각각 60.1%, 77.2%를 차지하고 있다. 

 

연혁 

 
자료: 서플러스글로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중고 장비 거래 업체의 특성 

구분 일반적인 반도체 신규 장비 검증된 반도체 중고 장비 

공급사 반도체 장비 제조사 

반도체 장비 제조사 

반도체 소자 제조사 

장비 딜러 

장비 개조사(Refurbisher) 

업종 구분 주문 생산형 제조업 

도매업 

마케팅업 

재고 관리업 

주요 제품의 

양산 공정 

20~90나노미터 

미세 공정 위주 

130나노미터 전후 

성숙 공정 위주 

수요처 범위 반도체 소자 제조사 반도체 소자 제조사 

주요 수요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SMC, DB하이텍, 키파운드리 등 

수요처 특징 
공정별 특화된 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므로 

상대적으로 수요처가 적음 

공정별로 다양한 중고 장비 라인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요처가 많음 

재고 부담 낮음 높음 

핵심 경쟁력 
미세화, 고단화에 맞춰 장비를 개발하는 기술력, 

소재 및 부품 조달 능력 

업계 내의 네트워크 형성 능력 

개별 장비의 가치 평가 능력 

구매 및 재고 관리 능력 

자료: 서플러스글로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00. 03

2000. 05

2005. 08

2006. 10

㈜서플러스비앤에스설립

㈜서플러스글로벌상호변경

본사이전(경기도평택시
진위면가곡리381)

코오롱그룹계열사편입

2010. 10

2011. 05

2011. 06

2011. 11

2012. 03

2013. 09

2014. 11

코오롱그룹계열에서분리

SurplusGLOBALUSA, Inc. 설립

SurplusGLOBALTaiwan, Inc. 설립

SurplusGLOBALChina, Inc. 설립

"제46회납세자의날" 
관세청장표창

본사이전(경기도오산시경기대로78-26)

무역의날산업자원부장관표창

2015. 03

2015. 12

2017. 01

2018. 09

2019. 08

2020. 12

2021. 08

함께웃는재단(구, 서플러스글로벌재단) 인가

무역의날대통령상표창, 3,000만불수출의탑

코스닥상장

Forbes 아시아200대유망기업선정

SurplusGLOBALJapan, Inc. 설립

(주)톡톡이네설립(자회사형장애인표준사업장)

본사이전(경기용인시처인구남사읍서촌로56)

2000
~2006

2010
~2014

20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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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과 코로나 이후 반도체 중고 장비 거래는 더욱 활발히 전개 

2018년 본격화된 무역분쟁이 

반도체 중고 장비 거래  

수요 촉진 

2018년 하반기에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며 반도체 중고 장비 거래가 활발해졌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측에서 중국

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던 당시에 네덜란

드의 반도체용 노광 장비 공급사 ASML은 최신 공정에 적용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

게 되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10나노미터 이하의 회로 선폭으로 반도체를 양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차세대 반도

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라고도 할 수 있다. ASML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기업인데 어떻게 해서 본국의 네덜란드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ASML의 수출을 통제하게 되었을까? 미국 정부가 ASML의 수출을 통제한 것은 바

세나르(Wassenaar) 협약에 기인한다.  

 

바세나르 협약은 과거에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20세기 후반에 미국이 쿠바나 북한 등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했던 

수출 통제 협정이다. 바세나르 협약이 맺어진 초기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의 과잉 축적을 방지한

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며 수출 통제의 대상으로 떠오른 전략 물자는 점점 늘어

났다. 이제는 Electronics, Computer, Security, Sensor, Laser, Aerospace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대중적으

로 잘 알려진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전략 물자는 스텔스 기술(레이더 상에서 적을 속여 생존성을 높일 수 있

도록 하는 기술), 제트 엔진(2차 대전에서 독일 전투기에 처음 적용), 고급 레이더 기술(다수의 적 목표물을 동시

에 탐지·추적) 등이다.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20세기에 만들어진 바세나르 협약과 21세기의 무역분쟁 환경에서 반도체 공정의 필수 장비로 꼽히는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수출 통제의 대상으로 떠오른 이유 중 하나는 노광 장비의 핵심 소재에 해당하는 레이저 광

원이 미국 Cymer라는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ASML은 2012년에 Cymer을 인수하기로 결정했

고, 2013년에 Cymer의 인수를 완료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의 원천 기술로 생산된 전략 물자가 안보 

위협국에 수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수출 통제로 인해 반도체 미세 공정 전환에 타격을 입은 곳은 비메모리 파운드리 서비스 공

급사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이다. SMIC는 동종 업종에서 TSMC(대만) 

또는 GlobalFoundries(미국)보다 미세화 기술력 측면에서 느린 기업이다. 그래도 무역분쟁과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미세 공정 전환에 적극적이었다. 매출 비중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

세화가 많이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28나노미터급 공정의 매출 비중과 14나노미터급 공정의 매출 비중을 각각 

따로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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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무역분쟁이 본격화되고 SMIC가 네덜란드의 ASML로부터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사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SMIC도 14나노미터급 이하의 미세 공정 전환의 진행 상황 업데이트에 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

기 시작했다. 우선 14나노미터급 공정의 매출 비중을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가장 미세화된 공정은 

모두 28나노미터 이하로만 구분해서 발표했다.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당시 매출 중에 28나노미터 이하 공정의 

매출 기여도는 18.6%였다. 

 

이후부터는 아예 공정별 매출 비중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2022년 1분기에 발표된 Investor Relations 자료를 살펴

보면 Wafer Revenue Breakdown by Technology라고 불리던 공정별 매출 비중이 나와 있지 않다. ASML로부터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수입할 수 없게 된 SMIC는 TSMC나 삼성전자와 유사한 방법으로 7나노미터 이하의 선폭 

미세화를 구현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미국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SMIC가 7나노미터 공정으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

했다는 외신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아니라 전통적인 심자외선(深紫外線) 노광 장

비를 사용해서 개발한 것으로 짐작된다. 전통적인 심자외선 노광 장비를 사용했다면, 더블 패터닝, 트리플 패터닝, 

쿼드러플 패터닝 등 정해진 시간에 여러 번의 노광 공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회로의 폭을 좁혔을 것이다. 반도체

의 운명은 정해진 시간에 실수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공정 장비는 1시간

에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정해진 시간에 여러 번의 패터닝을 진행하는 것은 생산성 측면에서 반

도체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급 요리를 차리는 데 며칠이 걸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생각

해보면,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고출력의 광원을 이용해 패터닝하는 시간을 아껴 주는 장비다.  

 

무역분쟁이 아니었다면 반도체 소자(素子, 전자 회로의 기본적 구성 요소로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하는 부위를 

일컬음. 전하를 품고 있거나 전하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등 각각의 주어진 역할을 담당) 제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장비를 구입해서 반도체 미세화 또는 고단화를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즉, SMIC가 

어느 정도의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면 원하는 반도체 장비를 구입해서 미세 공정 전환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공급망에 영향을 끼치고, 설비 투자 예산을 늘려도 반도체 장비를 사올 수 없는 상

황이 되어버리자 반도체 중고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 이에 따라 무역분쟁이 일어났던 2018년에 서

플러스글로벌의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30.7%를 기록했다. 

 

2019년에 무역분쟁이 이어지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신규 설비투자가 지연되자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다. 신규 장비뿐만 아니라 중고 장비에 대한 수요도 감소했다. 수요처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한동안 유지했기 때문

이다. 이러한 환경은 신규 장비를 제조하는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중고 장비의 거래를 주선

하는 서플러스글로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2019년에 반도체 장비 업종의 매출 증가율(YoY%)을 살펴보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의 1위 공급사인 Applied Materials은 7.5%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서플러스글로벌도 

24.5%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같은 해에 성장세를 기록했던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사들(Lam Research, Advantest, 

ASML)의 경우에도 매출 증가율이 10% 미만 수준을 겨우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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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이들 장비사의 매출은 두 자릿수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발발을 계기로 반도체 장비 시장의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객사(반도체 소자 제조사)가 반도체 장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

문이다.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 반도체 장비 시장의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역분쟁으로 국가 간

의 눈치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장비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용 식각 장비 등을 만들 때 필요한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라는 부품이나 후공정 테스트용 

장비를 만들 때 필요한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부품 등이 부족했다. 일부 부품의 Lead Time은 

한때 52주가 넘어가기도 했다. 여기서 언급한 FPGA도 반도체의 일종이다. 미국의 인텔과 AMD가 FPGA를 설계

한다. 그런데 FPGA를 설계도대로 양산하는 제조 라인이 부족하다 보니 특정한 반도체(FPGA)의 부족이 결국 그

러한 반도체를 핵심 부품으로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반도체 장비(후공정 테스트 장비)의 부족을 유발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장비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반도체 소자 제조사)는 일부 핵심 부품이 100% 탑재되지 않은 

장비, 즉, 앙꼬 없는 찐빵 상태의 장비를 주문한 이후 개별 부품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 장비 설치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그 외에 반도체 소자 제조사가 반도체 장비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반도체 장비 설치 

전후에 통상적으로 실행했던 테스트를 생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SML에서 제조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Lead Time이 2년(24개월) 이상으로 늘어나자 ASML에서는 반도체 노광 장비를 출하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진행

하던 테스트를 생략했다. ASML이 테스트를 생략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다.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입

고하기 위해 줄을 선 고객사들이 테스트를 생략하더라도 제품을 먼저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제조, 출하되던 반도체 장비의 납기가 2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자 기존에 중고 장비의 사

용을 생각조차 하지 않던 반도체 소자 제조사들이 중고 장비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웨

이퍼(8인치, 12인치) 중에 8인치 웨이퍼 공정용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 12인치 웨이퍼 공정용 중고 장비를 8인치 

공정용 장비로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고객사가 늘어났다. 주로 노광 장비(Photo, Stepper, Scanner, Track) 분야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고객사가 장비를 개조해서라도 사용하려는 움직임은 서플러스글로벌과 같은 반도체 중고 장비 기업의 매출에 변

화를 일으켰다.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8인치 중고 장비의 매출 비중은 20% 내외이고 12인치 중고 장비의 매출 비

중은 80% 내외라고 볼 수 있는데, 반도체 소자 제조사가 12인치 웨이퍼 공정용 중고 장비를 구매해서 8인치 웨

이퍼 공정용 장비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8인치 웨이퍼 공정 장비에 대한 수요 비중은 장비별 

매출 비중과 거의 동일한 20%가 아니라 40% 내외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즉, 실제 수요 관점에서 8

인치와 12인치의 비중은 각각 20%, 80%이 아니라 40%, 60%인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중고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SEMI(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에서 

수 년 전에 집계하던 시장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중고 장비의 비중은 반도체 신규 장비의 시장 규모 대비 5% 내

외이다. 반도체 중고 장비는 기술의 변화에 덜 민감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중저가 사양의 반도체를 생산

하기 위해 유통 시장 내에서 매입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5%의 비중이 적어 보이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반도체 신

규 장비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도 같이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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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신규 장비 시장의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 SEMI(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 집계 기준으로 2022년에 1,000

억 달러 이상이다. 한편, 가장 최근(7월 27일)에 실적을 발표했던 반도체 장비사 Lam Research Corporation 

(LRCX)은 2022년 반도체 신규 전공정 장비시장의 규모를 950억 달러 내외(mid-$90 billion range)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전망치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2022년 반도체 신규 장비 시장의 규모를 1,000억 달러 내외 수준으로 

전망한다면, 그중에서 5%에 해당하는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의 규모는 50억 달러 내외 수준이며 이는 원화 기준

으로 6.5조원 규모이다. 결코 적은 규모의 시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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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별 장비 비중, 전공정이 후공정보다 커 

 
자료: TechInsigh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서플러스글로벌의 전공정 및 후공정 중고 장비 매출 비중 

 
자료: 서플러스글로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의 기회 - 무역분쟁 초기였던 2018년에 서플러스글로벌은 매출 증가율 30.7% 기록 

 
자료: 서플러스글로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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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 추정 

 
자료: SEMI,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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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장비의 필요성 확대로 경기 순환에 민감했던 실적의 안정화 

반도체 중고 장비를  

사용하지 않던 곳이  

중고 장비를 사용하게 된 것이  

긍정적 

2014년 이후 서플러스글로벌의 매출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매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는 점이다. 2019년에 글로벌 반도체 투자가 보수적인 색채를 띄게 되어 서플러스글로벌뿐만 아니라 Applied 

Materials 등 반도체 신규 장비 시장의 상위 공급사도 일시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경험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정

치/경제적 긴장감이 이어지는 환경이 서플러스글로벌의 실적에 긍정적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가 발발, 확산되며 서플러스글로벌의 매출에 긍정

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가 반도체 밸류 체인의 병목 현상을 초래하면서 반도체 

신규 장비를 주로 선호하던 반도체 소자 제조사들이 중고 장비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점이 긍

정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2020년부터 매출에 반영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13.8%, 64.6%를 기록했다. 2022년에도 전년 대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무역분쟁과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까지 반도체 중고 장비를 선호했던 수요처는 한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글

로벌 공급망의 차질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반도체 소자 제조사들이 반도체 공정용 신규 장비를 선호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정용으로 다양한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다. 실리콘 웨

이퍼를 가공하여 개별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과정, 개별 칩에 연결 단자를 붙여 주고 포장(패키징)하는 후공정, 각 

단계별로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테스트 및 외관 검사 공정에서 단순히 하드웨어적으로 완성된 형태의 물리적 장

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밀한 메커니즘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시스템 통합 기술이 필요하다.  

 

즉, 반도체 장비가 기술 집약적이다 보니 반도체 제조 시 미세 공정 전환이나 고단화를 추진하는 소자 제조사들은 

최신 공정에 적용 가능한 신규 장비를 선호했다. 마치 100m를 달리는 선수가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기능성 운동

화를 신는 것과 비슷하다.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을 운동화 밑창과 깔창 사이에 적용하면 육상 선수가 지면을 밟을 

때 필요한 에너지의 최대치를 반환한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반도체 장비사가 고객사(반도체 소자 제조사)를 위해 반도체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는 CAD(Computer Aided Design and Drafting) Tool을 이용하여 고객사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 적합하게 반도체 

장비를 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설계된 반도체 장비에는 Intelligent Control, Machine Vision(광학 검사) 기술과 함

께 Process(반도체 개별 공정) 관련 노하우가 결집된다. 이처럼 반도체 장비가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기술 집약

적 업종이다 보니 주요 구성품은 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에서 생산하고, 이런 기업에서 생산한 구성품이 

주요 부품으로서 반도체 장비사에 공급되고, 반도체 장비사는 이러한 부품을 모아서 설계도대로 조립하는 한편 하

드웨어/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반영해서 수요처에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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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존 반도체 장비 시장이 신규 장비 시장 위주로 움직이면서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을 100으로 가정하면 

신규 장비와 중고 장비의 비중이 95:5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가 확산되어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종이 호황을 맞이했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종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먼저 발생한 분야는 8인치 웨이퍼 공정이다. 예를 들어 8인치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DB하이텍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비수기에도 가동률이 100%에 육박하기 시작하

다가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는 연초 비수기(1월, 2월, 3월)에도 가동률이 100%에 근접한 상태이다.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분기보고서(2022년 5월 13일 발표 기준)를 참고하면 DB하이텍의 부천 제조 라인과 상우 제

조 라인의 가동률은 각각 97.3%, 98.0%이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종의 가동률이 수 년간 높게 지속되고 최종 고객사의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일이 이어지

자 반도체 중고 장비를 굳이 선호하지 않던 반도체 제조사들도 중고 장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다. 글로

벌 시장에서 반도체 중고 장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던 곳은 미국의 GE Capital이다. 반도체 장비 중에서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기간이 끝난 장비를 시장에 판매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반도체 중

고 장비 사업을 철수했다. 서플러스글로벌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저가의 반도체 중고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해 

이후 경기가 회복된 이후 큰 매각 차익을 시현할 수 있었다. 

 

반도체 중고 장비 거래가 활성화됐던 초기에는 반도체 중고 장비의 수요를 촉진하는 이벤트가 일회성 요인인 경

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반도체 업종의 생산 라인 재배치가 전개될 때 중고 장비의 수요가 단기적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후공정에서 필요한 기술 중에 표면실장기술(表面實裝技術, Surface Mount Technology, SMT)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표면실장기술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자 이러한 흐름이 중고 장비를 주선

하는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던 표면실장기술용 장비가 중

국 쪽으로 헤쳐모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이 수년 만에 어쩌다 1번 정도 발생하다가 무역분쟁을 계

기로 반도체 중고 장비가 옮겨갈 수 있는 동선이 다양해지고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확장됐다. 

 

[2] 반도체 신규 장비 위주의 

설비 투자 부담이 커서  

중고 장비의 활용은 필수적 

무역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을 중심으로 

Chip 4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반도체를 전략 물자로 재인식하고 대규모 세제 혜택을 앞세워 자국내 

반도체 생산 거점을 유치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반도체 투자를 집행하는 곳,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각국 정부가 신규 장비만을 위주로 설비 투자를 전개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설비 투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투자액에 대해 얼마나 이익

이 오를 수 있는지 ROI(Return on Investment)를 따져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8인치 웨이퍼 

공정용 중고 장비를 공급하는 서플러스글로벌이 수혜를 입게 된다. 

 

신규 장비로만 투자했을 때 ROI 측면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8인치 파운드리이다. 1개월에 웨이

퍼 10,000장의 공정을 전개할 정도로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면 수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5천

억원의 설비 투자를 전개하고 5년 동안 매년 1천억원씩 감가상각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감가상각비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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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감당하려면 연간 기준으로 매출이 1천억원 정도는 발생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8인치 파운드리 사업

을 오래 영위했던 기업 기준으로 웨이퍼 10,000장 기준 연간 매출은 880억원이다. 2021년 연간 매출을 근거로 환

산해보면, 10,000장 기준 880억원, 100,000장 기준 8,800억원, 138,000장 기준 1.2조원이다. 결론적으로 8인치 파

운드리 제조사가 10,000장 수준의 증설을 전개하면 매년 1천억원의 감가상각비용이 발생하는데 매출(880억원)으

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이처럼 8인치 파운드리 업종에서 설비 투자 부담이 크다 보니 8인치 시장의 수요 특성과 12인치 수요 특성은 각

각 다르게 나타난다. 8인치이든, 12인치이든,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웨이퍼가 필요하고 웨이퍼의 상, 하부에 다양

한 공정을 전개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12인치 장비 시장에서는 Applied Materials, ASML 등 전통적인 장비 회

사들이 신규 장비의 공급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원래 이런 기업들이 8인치 반도체 장비 사업도 영위하고 있었으

나 장비사간의 인수합병, 8인치 신규 설비투자의 ROI 효율성 저하 때문에 8인치 반도체 장비 수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인치 시장에서는 반도체 중고 장비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메모리 기업 

위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TSMC, UMC, 글로벌파운드리, SMIC, Sony(카메라 이미지 센서 설계 및 자체 제

조), DB하이텍, 키파운드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아날로그 반도체 설계 및 자체 제조), Infineon(차량용 및 산업용 

반도체 설계 및 자체 제조) 등이 8인치 중고 장비의 수요처이다. 

 

서플러스글로벌의 전체 매출 중에 8인치 중고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이다. 매출 비중이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수요처에서 12인치 중고 장비를 가져간 이후 8인치로 개조, 수선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실제 8인치 중고 

장비의 매출 기여도는 40% 내외로 추정된다. 

 

[3] 글로벌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에서  

1위로 자리 잡음 

반도체 중고 장비의 시장 참여자들은 전 세계에 약 1,000개사 내외가 있다. 과거에는 공신력 있는 시장 조사 기관

에서 중고 장비 시장에 관해 Secondary market report가 발간되었으나 지금은 그런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시장 크기나 점유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일부 반도체 장비사가 개조, 수

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개조, 수선 서비스도 활발하나 개별 기업의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의 규모를 6.5조 원으로 추산(신규 장비 시장의 5% 수준으로 추정)하고 시장

의 참여자가 1,000곳이라고 가정하면 개별 기업당 평균 매출은 65억원이다. 이를 감안할 때 서플러스글로벌의 매

출이 2021년 기준으로 2,066억원을 달성했으므로 사실상 점유율 1위라고 결론을 내려도 될 듯하다.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의 구성원은 Dealer(중개상), Refurbisher(개조, 수선),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반도체 신규 장비를 직접 만드는 Applied Materials 또는 ASML), End User(TSMC, UMC, DB하

이텍)로 구분되는데, 서플러스글로벌은 주로 딜러의 역할을 하면서 Refurbisher의 역할을 겸임하는 비즈니스 모델

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의 반도체 장비 리스(lease) 회사는 딜러 사업 위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대만의 중고 장비 기업은 Refurbisher(개조, 수선) 사업을 주로 주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 시장 

내에서 서플러스글로벌을 제외한 비상장 기업은 부분적으로 Refurbisher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에 중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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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시장에서 Refurbisher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다가 크게 성장한 기업은 반도체 증착 및 클리닝 장비 공급사 테

스이다. 테스는 Re-generation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장비 개조 사업을 2010~2011년까지 영위했다. 이후에 2013

년부터는 삼성전자의 NAND 관련 고단화 공정의 장비 국산화 흐름에 힘입어 실적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은 예측의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다. 개별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주요 수요처의 입장, 개

별 장비의 특성이 각각 다르다. 서플러스글로벌이 1억원짜리 중고 장비를 구입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동 

장비를 2억원에 팔 수 있을지 3억원에 팔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처럼 중고 장비 업종의 본질이 유통업에 

가깝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양한 장비를 구비하면서 많은 수요처에 대응해본 경험이 최대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다.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의 플레이어가 1,000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반도체 중고 장비사업을 시작한 기업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플러스글로벌은 중고 장비에 대한 밸류에이션 능력, 영업 담당 직원들의 우

수한 외국어 소통 능력, 전 세계 중고 장비 입찰 정보에 대한 수집 능력, 국내외 네트워킹 능력 등을 바탕으로 1위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글로벌 신규 반도체 투자 위축 영향으로 반도체 신규 장비 및 중고 장비사의 매출 역성장 또는 성장 둔화 

 
자료: Quanti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의 기회 – 2019년 글로벌 투자 위축 영향 이후 2020년 코로나 발발로 매출 턴어라운드 

 
자료: 서플러스글로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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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반도체 신규 장비 시장 전망 

 
자료: SEMI,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장비가 필요한 공정 

공정명(국문) 공정명(영문) 설명 

웨이퍼 제작 Wafer ⚫ 규소(Si)를 녹여 규소봉(Ingot)을 만든 후 얇게 절단하여 웨이퍼(Wafer)를 만드는 과정 

회로 설계 Circuit design ⚫ 주어진 공정조건에 맞추어 제품의 특성을 구체화하여 회로를 설계 

마스크 제작 Mask ⚫ 반도체를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한 일종의 원판 필름을 만드는 과정 

노광 Lithography ⚫ 설계한 회로패턴을 웨이퍼로 옮기는 공정 

식각 Etch ⚫ 웨이퍼에 그려진 회로패턴을 정밀하게 완성하는 공정 

확산 Diffusion ⚫ 웨이퍼에 특정불순물을 주입하여 반도체 소자 형성을 위한 특정 영역을 만드는 공정 

C&C Cleaning&CMP ⚫ 불순물을 가속하여 웨이퍼의 내부에 침투하여 전자 소자의 특성을 만들어 줌 

박막 증착 Thin Film ⚫ 소자들을 상호연결시키고 그 표면을 증착하는 공정 

백그라인드 BackGrind ⚫ Wafer 원판에서 회로가 없는 뒷면을 갈아 얇게 만드는 공정 

개별 칩 분리 Wafer Saw ⚫ 얇게 만든 Wafer를 개별 Chip으로 분리하는 공정 

어태치 Die Attach ⚫ 양품으로 선별된 개별 Chip을 Substrate기판에 붙이는 공정 

본딩 Wire Bond ⚫ Chip과 Substrate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공정 

몰딩 Molding ⚫ MC(Epoxy Mold Compound)로 Chip이 실장된 기판을 감싸주는 공정 

마킹 Marking ⚫ 제품표면에 제품번호를 레이저로 새기는 공정. 새로 만든 제품을 한 개의 개별제품으로 분리하는 공정 

솔더볼 공정 Solder Ball Mount ⚫ 회로기판에 솔더 볼을 붙여 아웃단자를 만들어주는 공정 

패키지 분리 공정 Saw Singulation ⚫ 기판 형태로 만든 제품을 한 개의 개별 제품으로 분리하는 공정 

테스트 Test ⚫ 완성된 반도체는 모듈 또는 단품의 형태로 각종 테스트 

표면실장 SMT ⚫ 완성된 반도체나 모듈을 PCB(인쇄회로기판) Board 등의 위에 실장하는 공정 

자료: 서플러스글로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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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분기 실적 리뷰 

 2022년 1분기 매출은 52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했다. 매출의 증가세가 두 자릿수로 견조하

기도 하지만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인데 500억원대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코로나 변이 확산과 

상하이 셧다운 영향으로 중고 장비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견조했다. 참고로 과거 1분기의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연

간 기준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던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52억원, 405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2

년 1분기에 매출의 앞자리가 바뀌며 521억원을 달성했다는 것은 하반기에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이 갑자기 축소

되지 않는 이상 서플러스글로벌의 연간 매출이 2,000억원을 여유 있게 상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한편,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전공정 중고 장비 432억원, 후공정 중고 장비 39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장비 시

장이 신규 장비이든 중고 장비이든 전공정용 장비 시장의 규모가 항상 80~90% 내외로 높기 때문에 후공정 중고 

장비의 매출이 전공정 중고 장비의 매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2020년 및 2021년 

1분기의 후공정 중고 장비 매출과 비교하면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다. 참고로 2020년 및 2021년 1분기의 후공정 

중고 장비 매출은 각각 13억원, 28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은 8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영업이익의 증가율(6.8%)이 매출의 증가율(28.5%) 대비 낮은 이유는 경상연구개발비, 상품

의 변동비(중고 장비 재고 확보 비용) 등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무역분쟁과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인해 반

도체 공급 병목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많은 중고 장비 재고 축적 등으로 이처럼 비용이 증가했으나 2022

년 하반기 및 2023년에 발생 가능한 매출과 연동된 비용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2022년 연간 실적 전망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한 2,500억원이 전망된다. 무역분쟁과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반도체 공급망

에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기존에 중고 장비 사용을 꺼리던 수요처의 긍정적 태도 변화가 서플러스글로벌의 매출 

성장 견인차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인치 웨이퍼 공정에서 반도체 소자 제조사들이 중고 장비를 선호하

는 것, 그리고 12인치 중고 장비를 구입한 이후에 8인치 중고 장비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흐름이 서플러스글로벌

의 실적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무역분쟁 초기에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대해 수출 통제가 

시작된 것은 주로 10나노미터 이하의 선단 공정 밸류 체인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최근에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뿐

만 아니라 심자외선(深紫外線) 노광 장비에 대해서도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를 추진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

이 중고 장비 시장에 긍정적이다. 신규 노광 장비의 제조, 출하, 셋업이 정상적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고 

노광 장비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무역분쟁과 반도체 

장비의 공급 병목 현상은 서플러스글로벌의 매출 성장에 긍정적이며, 각국이 반도체를 전략 물자로 여기며 정치적

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서플러스글로벌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플러스글로벌에서는 중고 장비 사업에 본업을 한정하지 않고 용인 본사를 반도체 장비 업종을 위한 클러스터 

또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의 교체용 소모품 사업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 2023년 이후



 

  
    

 

 

 
 

 17 

에는 이와 같은 사업(용인 공간 임대 사업, 교체용 소모품 사업)이 실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

이익과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320억원, 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각각 +4.1%, -9.9%이다. 매출 증가

율(+21.0% YoY)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2023년 실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중고 장비 재고 확보 

비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역성장하는 이유는 당

기순이익 산정 시 영향을 끼치는 영업외손익 항목 중에 2021년에 발생했던 유형자산처분이익(51.6억원)을 일회성 

이익이라고 판단해 2022년 영업외손익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F 

매출액 1,103 1,256 2,066 2,500 

 전공정 상품 793 958 1,691 2,046 

 후공정 상품 95 155 131 158 

 제품 204 8 90 109 

 기타 12 135 154 187 

영업이익 27 154 308 320 

지배주주순이익 16 115 277 250 

YoY 증감률     

매출액 -24.5 13.8 64.6 21.0 

영업이익 -90.0 467.1 99.5 4.1 

지배주주순이익 -92.2 628.7 140.6 -9.8 

영업이익률 2.5 12.3 14.9 12.8 

지배주주순이익률 1.4 9.2 13.4 1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서플러스글로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서플러스글로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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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서플러스글로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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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자산의 규모만 가지고  

정교하게 실적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PER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원인 

서플러스글로벌의 추정 실적 기준 2022년 PER 밸류에이션은 5.5배이다. 반도체 장비 업종 내의 상장기업 중에 

서플러스글로벌처럼 반도체 중고 장비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곳이 사실상 전무하다. 반도체 신규 장비를 공

급하는 원익IPS,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와 비교해 보면 서플러스글로벌의 PER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저평

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중고 장비 업종 내에서 비교 기업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2017년에 서플러스

글로벌이 기업 공개(IPO)를 했을 때에도 당시 IPO 주관사에서는 유진테크, 한미반도체, 고영 등의 신규 장비 공

급사를 서플러스글로벌의 비교 기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플러스글로벌의 PER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본업이 중고 장비의 거래 주선이므로 애널리스트나 주식투자자가 서플러스글로벌의 실적을 추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플러스글로벌의 실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서플러스글로벌이 중고 장비를 매

입해서 재고 자산으로 확보한 이후, 반도체 소자 제조사에 재고 자산을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다수의 수요처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재고 부담에 대한 

위험은 큰 편이다. 재고 자산(중고 장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

(중고 장비)을 처음에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재고 자산(중고 장비)을 언제, 어떤 가격에 팔 수 있는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재고 자산의 판매 시기와 실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은 서플러스글로벌이 2017년에 기업 공개(IPO)를 할 당시에도 이슈로 떠올랐다. 당

시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재고 자산 관련 질문이 다수 제기됐고, 재고 충당금이 과다하게 쌓인 것에 대해 안전장

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과잉 재고라고 볼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와 같은 갑론을박이 무색할 만큼, 

기업 공개 이후 다음 해인 2018년에 서플러스글로벌의 매출은 2017년 대비 30.7%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중고 장비 업종 내에서 비교 가능 기업이 없다는 점, 재고 자산의 규모만 가지고 정교하게 실적을 추

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PER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오해는 서플러스글로벌이 앞으

로 꾸준히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한다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플러스글로벌은 용인 

신사옥을 반도체 중고 장비, 서비스, 부품의 허브로서 활용하려고 한다. 20~30개의 중소기업 협력사를 입주시켜 

서플러스글로벌이 직접 제공하기 힘든 부품, 서비스를 글로벌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기능 제고와 협력

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얻고자 하고 있다. 협력사에 클린룸, 사무실, 창고, 컨퍼런스룸 등의 고객 맞춤형 임

대사업을 추진하고, 장비, 소재 개발을 위한 Lab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므로 유형 자산(용인 신사옥)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도 PER 밸류에이션 저평가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단위: 원, 십억원, 배) 

기업명 종가 시가총액 
매출액 PSR PER PBR 

2021년 2022년F 2021년 2022년F 2021년 2022년F 2021년 2022년F 

코스피 2,461  1,874,700  2,924,624  2,728,870  - 0.6 - 9.8 - 0.9 

코스닥 815  368,773  274,227  123,556  - 1.4 - 16.8 - 2.2 

서플러스글로벌 3,645  135  207  250 0.8 0.5 5.8 5.5 1.0 0.7 

원익IPS 30,450  1,495  1,232  1,288  1.7 1.2 14.3 9.8 2.6 1.6 

주성엔지니어링 17,750  856  377  459  2.7 1.9 7.0 8.5 2.7 1.8 

유진테크 30,550  700  325  420  3.7 1.7 19.6 8.4 4.0 1.8 

주: 2022년 8월 3일 종가기준, 자료: Quantiwise, Refinitiv,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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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Forward PSR 밴드 

 
자료: Quantiwise, Refinitiv,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2개월 Forward PER 밴드 

 
자료: Quantiwise, Refinitiv,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2개월 Forward PBR 밴드 

 
자료: Quantiwise, Refinitiv,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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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라인의  

구조 조정이 발생하거나  

반도체 시설 투자 규모의  

축소가 다시 발생하여  

반도체 산업의 침체가  

이어질 경우,  

서플러스글로벌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음 

서플러스글로벌은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반도체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반도체 산업의 신규 설비투자 축소, 가동률 저하가 발생했던 2019년에 서플러스글로벌의 매출은 역성장했

다. 이와 같은 일이 최근 5년 동안 단 1회 발생했지만, 향후에 반도체 업체간 경쟁의 심화로 인해 반도체 제조 라

인의 구조 조정이 발생하거나 반도체 시설 투자 규모의 축소가 다시 발생하여 반도체 산업의 침체가 이어질 경우, 

서플러스글로벌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다. 

 

반도체 업종은 웨이퍼 10,000장을 선단 공정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천억원 또는 수조원의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이다. 무역분쟁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의 본질에 해당하

는 규모의 경제 시현,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이 변함없이 필요한 산업이다. 과거에 효율적인 생산 시

스템 구축이 전개될 때는 개별 반도체 기업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 파운드리(제조 전문 기업)으로 각각 특화된 

사업을 영위하며 비즈니스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분리가 본격적으로 확

대된 것은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에 이동 통신 시장에서 처음으로 3G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던 2009년이다. IC 

Insight 자료에 따르면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전문화 트렌드에 따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전세계적으로 

총 83개의 반도체 생산시설이 중단됐다. 특히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이 반영되어 일본 기업이 보유하던 34개의 

생산시설이 중단되었고, 북미에서는 25개, 유럽에서는 17개의 생산시설이 폐쇄됐다. 이러한 변화는 반도체 중고장

비 시장의 공급처 및 수요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8년의 무역분쟁을 계기로 TSMC, 삼성전

자, 인텔 등 대형 파운드리 업체의 위상이 강화되고 각국에서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전

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반도체 생산 시설의 구조 조정이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은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도체 생산업체의 폐쇄와 M&A 외에 반도체 수요도 반도체 중고 장비시장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최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센터, AI 가속기, 산업용,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다. 이치럼 반도체 수요가 상승세를 보일수록 반도체 업체에서는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반도체 시설 투자 

규모를 늘리게 되고 그로 인해 장비 교체 수요가 확대되어 서플러스글로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단, 전방산업

의 수요 중에서 PC 수요와 스마트폰 수요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2022년 PC 출하 

및 스마트폰 출하가 전년 대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반도체 설계사 AMD는 2022년 

PC 출하가 전년 대비 1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에 이처럼 특정 제품의 수요가 둔화되는 것이 다

른 응용처(데이터센터, AI 가속기, 산업용, 차량용) 수요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이는 반도체 설비 투자의 축

소, 신규 장비뿐만 아니라 중고 장비의 수요 감소를 유발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용,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업 중에서 NXP(네덜란드), On Semiconductor(미국), Texas Instruments(미국), 

Infineon(독일) 등의 반도체 기업이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어 서플러스글로벌의 전방 산업 수요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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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환경적인 리스크 요인 외에 서플러스글로벌이 갖고 있는 개별 기업 측면의 리스크 요인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은 선단 공정 및 성숙 공정 기술의 변화, 수요 변화에 따라 웨이퍼 크기별(8인치, 12인치), 

용도별(차량용, 산업용, 스마트폰용)로 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가격 변동성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중고 장비 유통 업체는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적합한 반도체 중고 장비를 미리 확보하여 시장의 수요에 대

응해야 한다. 따라서 서플러스글로벌이 실적 성장을 이어가려면 반도체 장비 시장 분석 능력과 예측 능력과 함께 

반도체 생산시설의 장비 라인업 정보, 장비별 가격 변화 추이 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업데이트해

야 한다. 만약에 글로벌 트렌드를 잘못 예측하여 과다하게 재고 자산(매각하기 어려운 중고 장비)을 보유하고 있

을 경우에는 기회 비용의 증가 또는 재고 회전율의 감소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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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F 

매출액 1,461 1,103 1,256 2,066 2,500 

증가율(%) 30.7 -24.5 13.8 64.6 21.0 

매출원가 1,034 912 950 1,549 1,875 

매출원가율(%) 70.8 82.7 75.6 75.0 75.0 

매출총이익 427 191 305 517 625 

매출이익률(%) 29.2 17.3 24.3 25.0 25.0 

판매관리비 155 164 151 210 305 

판관비율(%) 10.6 14.9 12.0 10.2 12.2 

EBITDA 289 70 193 354 363 

EBITDA 이익률(%) 19.8 6.3 15.4 17.1 14.5 

증가율(%) 3.6 -75.8 176.6 83.1 2.6 

영업이익 272 27 154 308 320 

영업이익률(%) 18.6 2.5 12.3 14.9 12.8 

증가율(%) 1.6 -90.0 467.1 99.5 4.1 

영업외손익 -9 -5 -5 52 -6 

금융수익 4 16 6 36 20 

금융비용 9 9 8 24 14 

기타영업외손익 -3 -12 -3 40 -12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263 22 149 360 314 

증가율(%) 3.5 -91.5 568.3 140.8 -12.7 

법인세비용 59 7 32 81 66 

계속사업이익 204 15 117 279 248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04 15 117 279 248 

당기순이익률(%) 14.0 1.4 9.3 13.5 9.9 

증가율(%) 2.8 -92.5 661.0 138.5 -11.0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02 16 115 277 250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F 

유동자산 1,413 1,258 1,251 1,433 1,697 

현금성자산 135 186 57 126 133 

단기투자자산 114 46 306 83 84 

매출채권 35 18 16 32 39 

재고자산 1,087 987 816 1,028 1,244 

기타유동자산 40 20 56 163 197 

비유동자산 415 530 989 1,334 1,342 

유형자산 357 469 912 826 835 

무형자산 28 27 29 17 15 

투자자산 20 16 27 73 74 

기타비유동자산 10 18 21 418 418 

자산총계 1,828 1,788 2,240 2,767 3,038 

유동부채 482 311 462 617 654 

단기차입금 242 218 282 237 237 

매입채무 12 15 8 13 16 

기타유동부채 228 78 172 367 401 

비유동부채 92 227 429 529 533 

사채 0 0 20 20 20 

장기차입금 75 204 387 488 488 

기타비유동부채 17 23 22 21 25 

부채총계 574 538 891 1,147 1,188 

지배주주지분 1,232 1,234 1,331 1,603 1,832 

자본금 37 37 37 37 37 

자본잉여금 320 320 320 320 320 

자본조정 등 -38 -37 -55 -53 -53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 0 -0 3 3 

이익잉여금 914 914 1,029 1,296 1,525 

자본총계 1,254 1,250 1,349 1,620 1,851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5 42 320 -36 0 

당기순이익 204 15 117 279 248 

유형자산 상각비 12 37 34 41 41 

무형자산 상각비 5 5 5 5 2 

외환손익 1 2 1 2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11 -8 132 -305 -216 

기타 -6 -9 31 -58 -75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1 -10 -700 -92 -27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53 427 494 935 -0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145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66 -87 -420 -436 -50 

기타 -288 -350 -774 -736 2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5 19 251 194 -17 

차입금의 증가(감소) 83 60 269 219 0 

사채의증가(감소) 0 0 2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14 -14 0 -10 -17 

기타 -34 -27 -38 -15 0 

기타현금흐름 -1 -1 -0 3 51 

현금의증가(감소) 38 51 -129 68 7 

기초현금 97 135 186 57 126 

기말현금 135 186 57 126 133 
 

 

 2018 2019 2020 2021 2022F 

P/E(배) 5.6 55.9 10.1 5.8 5.5 

P/B(배) 0.9 0.7 0.9 1.0 0.7 

P/S(배) 0.8 0.8 0.9 0.8 0.5 

EV/EBITDA(배) 4.4 16.1 8.1 6.7 5.8 

배당수익률(%) 1.3 0.0 1.0 1.1 1.4 

EPS(원) 546 43 311 749 667 

BPS(원) 3,332 3,336 3,598 4,334 4,953 

SPS(원) 3,949 2,983 3,395 5,587 6,759 

DPS(원) 40 0 30 50 50 

수익성(%)      

ROE 17.5 1.3 9.0 18.9 14.4 

ROA 12.1 0.8 5.8 11.1 8.5 

ROIC 16.4 0.8 7.6 14.0 12.6 

안정성(%)      

유동비율 293.1 404.4 270.7 232.0 259.2 

부채비율 45.8 43.0 66.1 70.8 64.2 

순차입금비율 10.3 17.7 27.9 45.9 39.8 

이자보상배율 45.3 5.5 76.3 20.5 18.9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9 0.6 0.6 0.8 0.9 

매출채권회전율 55.3 41.3 73.2 84.6 69.8 

재고자산회전율 1.6 1.1 1.4 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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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

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형 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

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

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정보 등 대외제공에 관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의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