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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view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3,550원 74.3% 

현재주가 19,250원 

시가총액 2,876억원 

발행주식수 

유동비율 

외국인지분율 

14,942,112주  

74.84% 

2.75% 

52주 최저/최고 13,850/26,700 

60일-평균거래대금 41억원 

 
▶ One-year Performance 

 1M 6M 12M 

하이비젼시스템 (%) -8.6 +4.0 +31.4 

vs KOSDAQ (%pts) -24.8 -120.9 -102.7 

 

▶ Stock Price 

 

 

 

하이비젼시스템 (126700.KOSDAQ) 

Higher than ever! Let’s fly, HIGHVision System! 

 

Key takeaways 

2022년 서비스 및 툴킷 매출이라는 확실한 Cash cow! 

애플의 정책변화에 따라 폭스콘 등의 제조업체가 당사의 새로운 고객사로 유

입되면서 21년 Active Alignment(AA) 신규장비 수주가 대거 이루어졌다. 올 하

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의 화소가 12MP에서 48MP로 늘어남에 따라 

Active Alignment 장비 업그레이드로 인한 서비스 및 툴킷 부문의 매출증가와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예상된다. 

2023년 ToF 검사장비와 Active Align 장비라는 쌍두마차! 

애플의 아이폰 15 폴디드 줌 및 쿼드 카메라의 도입은 Active Alignment 신규

장비의 수주로 이어지며, ToF 센서 검사장비의 경우 아이폰 전 기종 ToF 적용 

기대감과 애플 XR기기 출시 예정에 따른 3D센서 모듈의 수요증가로 인한 신

규장비 추가수주가 기대된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와 2차전지 패키징 검사장비라는 슈퍼루키! 

당사가 준비중인 신사업은 시장에서 당사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모멘텀이

다. 2차전지 패키징 검사장비는 자회사 퓨런티어의 2대주주인 세방전지와 협력

해 개발중이며,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는 이르면 2022년 4분기부터 매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21년 흑자전환 이후 높은 매출성장이 기대되는 

퓨런티어의 라이다 신사업 진출과 큐비콘의 두드러지는 성장세 등은 당사의 

사업영역 및 고객사를 새로운 지평으로 넓히고 밸류에이션 Re-rating에 정당성

을 부여한다. 

Company financials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E 2023E 

매출액 

YoY 

134.2 

-26.7% 

183.2 

36.5% 

272.9 

49.0% 

363.1 

33.1% 

476.5 

31.2% 

영업이익 3.6 12.8 43.5 63.2 76.3 

OPM 2.7% 7.0% 15.9% 17.4% 16.0% 

지배주주순이익 8.4 10.5 43.3 42.0 64.2 

EPS(원) 560 701 2,896 3,468 4,109 

YoY -62.6% 25.1% 313.0% 19.7% 18.5% 

PER(배) 22.3 21.1 8.2 5.6 4.7 

자료: KUVIC 리서치 1팀 

참고 : 2021년 이후는 2022년 5월 26일 종가 기준. 

 22F 연결기준 매출액 3,631억원(33.1% YoY), OP 632억원(45.3% YoY) 

 23F 연결기준 매출액 4,765억원 (31.2% YoY), OP 763억원 (20.6% YoY) 

 애플向 자동화 검사장비 매출이 견인하는 이익 레벨업이 기대되는 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3,550원 제시 (SOTP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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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산업분석 

1. 카메라모듈 산업 

카메라모듈이란 CCD(Chared coupled device)와 CMOS(Compli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s)로 대

표되는 이미지센서를 사용하여 렌즈에 들어오는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화면이나 영상으로 전환

해주는 부품으로서 스마트폰∙태블릿 PC∙블랙박스 등 소형 모바일 기기의 핵심 부품이다. 오늘날 카메라모

듈은 고품질 사진 촬영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고사양화되고 있다. 카메

라모듈은 스마트폰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의 일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스마트가전∙IoT 등으로 

사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카메라모듈 산업은 고부가가치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며,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고, 카메라모

듈의 높은 활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산업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는 

듀얼∙트리플∙쿼드카메라 등 카메라 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자료 1] 카메라 모듈 시장 규모 

    
출처: Market&Markets, NICE 디앤비, KUVIC 리서치 1 팀 

(1) 스마트폰 시장 

스마트폰 고화소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듀얼 및 트리플 카메라 채택과 더불어 

OIS, 고화소 광각/홍채 카메라, 3D 센싱 카메라 등이 탑재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가변 조리개, D 램 적층 

이미지 센서 등 신규 부품이 채택되면서 고사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폰 고화소 카메라모듈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카메라 내장 개수의 증가를 야기하며 최근에는 5~6

개의 카메라를 장착한 모델들도 출시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플래그십 모델뿐만 아니라 중저가 모델에서

도 고사양 카메라를 원하는 소비자 욕구에 발맞추어 광학줌, 3D센싱모듈의 채택이 확대됨에 따라 카메라 

사양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다. 

[자료 2] 스마트폰 멀티카메라 출하량, 침투율  [자료 3] 글로벌 ToF 센서 시장 규모 

 

 

 
출처: IDC, 유진투자증권 / Markets&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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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단순히 사진을 촬영하는 수준을 넘어서 AI 기능이 접목되고, 보안을 위해 세

분화된 얼굴 인식이 요구되면서 고도화된 감지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됐다. 이처럼 3D 이미지 센싱을 위한 

기술로 등장한 VCSEL(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수직 공진 표면 발광 레이저)와 ToF(Time-

of-Flight, 비행거리측정) 센서는 최신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탑재율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

사기관 욜디벨롭먼트(Yole Développement)에 따르면 2025년에 ToF센서의 탑재율은 4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메타버스 기기 시장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증강현실의 상위 개념으로서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가상 공간

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성장에 힘입어 XR 헤드셋 시장의 

개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 Meta의 Oculus Quest 시리즈, Sony의 Playstation VR2, 애플의 Glass 등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AR/VR 기능 통합 지원이 가능한 XR 헤드셋이 출시될 예정이다. 

Counterpoin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XR 헤드셋 시장 규모는 2021년 1,100만

대 수준에서 2025년 1억 500만대로 가파른 성장세가 전망된다. 

XR기기를 통해 주변 환경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포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및 3D 센싱 모듈 탑재량 증

가가 필수적이다. 3D 심도 센싱(Depth Sensing)을 위해서는 별도의 센서를 탑재해야 하는데, 

SL(Structured Light)방식과 ToF(Time of Flight)방식이 대표적이다. SL방식은 특정 패턴의 레이저를 촬영 

대상에 방사하고, 대상 표면의 모양에 따라 패턴이 변형된 정도를 분석해 심도를 계산하는 반면, ToF 방

식은 레이저가 촬영 대상에 갔다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심도를 계산한 후 이미지 센서가 

찍은 사진과 합성해 3D 기반의 촬영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자료 4] SL 방식과 ToF 방식 

 
출처: 하이비젼시스템, KUVIC 리서치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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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주행 시장 

카메라모듈 산업은 자율주행 시장으로 응용 및 확대되고 있다.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물

을 감지하는 카메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카메라모듈은 자율주행 시장에서 필수적인 부품이다. 현재 자

동차의 대당 카메라 설치 대수는 5~8대 정도에 불과하지만, 완전자율주행이 실현되려면 최소 15대 이상

의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 즉, 자율주행 시장의 빠른 성장세는 카메라 탑재량의 성장을 야기할 것이

고 이는 카메라모듈 산업의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자료 5] 자율주행 단계에 따른 카메라 탑재량 

 
출처: 엠씨넥스, 삼성전기, 하이투자증권, KUVIC 리서치 1팀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대표적인 센서로는 카메라 외에도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가 있다. 테슬

라는 RADAR, 애플은 LiDAR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기술 모두 ToF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RADAR 기술의 경우 사물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에 레이저를 사용하고, LiDAR의 경우 전파(Microwave)

를 사용한다. 두 기술 모두 ToF의 원리를 적용하나, 발사되는 시그널에서 차이가 발생할 뿐이다. 

[자료 6] 자율주행차 탑재 부품 

 
출처: Hankyung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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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산업 

최근 스마트폰에 적용되고 있는 고화소 카메라모듈은 스마트폰 슬림화 추세에 따라 사이즈가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모듈 사이즈 축소 시, 렌즈의 품질이 축소 전에 비해 떨어지게 되어 해상력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작업을 통한 카메라모듈 검사는 제품의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기 

때문에 자동화 검사장비가 도입되고 있으며 기존 설비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

로 고화소 카메라모듈의 사이즈 축소에 따라 렌즈 품질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방식에 센서와 

렌즈의 Tilt 정도를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해상력을 조절하는 Active Align 방식의 장비가 도입되고 있다. 

즉, 고화소 카메라모듈 생산이 증가하고 Auto Focusing과 같은 기능이 점차 추가됨에 따라 매뉴얼 장비

를 사용한 수작업 검사는 생산성 및 품질의 한계에 다다르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산업이 Semi-Auto 

장비에서 Full-Auto 장비라인으로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카메라모듈 자동화 검사장비

의 지속적인 수요 확대를 통해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3D 프린팅 산업 

3D 프린팅 기술은 단순하고 복잡한 물체를 다양한 크기로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계, 

항공, 건축 및 의료기기에 등에 활용된다. 최근 스마트 제조업이 확산되는 가운데 3D 프린팅이 다품종 

소량생산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적절한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Markets&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3D 프린팅 시장의 규모는 2021년 126억 달러에서 2026년 348억 달

러로 CAGR 22.5%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D프린터는 3D 프린팅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

며, 여기에 산업용 및 데스크탑 프린터가 포함된다. 이 중 산업용 프린터가 주로 시장을 주도했으며 

2021년 전 세계 매출의 70.0% 이상을 차지했다. 데스크탑 프린터도 소규모 기업, 가정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자료 7] 글로벌 3D 프린팅 시장 규모 

 
출처: Markets&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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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기업분석 

1. 기업 개요 

당사는 2002년 5월 14일에 설립되었으며, 2012년 2월 14일에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당사는 영상처리기술, 

신호처리기술, 모션제어기술 등 비전/이미지 분석을 위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

메라 모듈과 스마트 부품에 대한 공정/검사 자동화 장비의 개발 및 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대한민국 내수시장에서는 카메라 모듈 부문의 최대 업체인 LG이노텍,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며, 해외시장

에서는 Sharp, SONY, Foxconn, Cowell 등 세계적인 카메라모듈 생산업체 대부분에 납품하고 있다. 매출

구성은 2021년말 기준 CCM(Copact Camera Modlue) 자동 검사장비 70.7%, 스마트부품 검사 26.3%, 

3D프린터 등 기타 제품 3.0%로 구성되어있다. 주요 연결 종속회사로 퓨런티어, 큐비콘, HYVISION 

TECHNOLOGY, HYVISION VINA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연결 자회사 퓨런티어는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조립 및 검사 장비를 개발, 판매하는 장비 사업과 스마트

폰 용 카메라, 반도체 공정장비 등의 자동화 장비용 핵심 부품을 개발, 판매하는 부품 사업부로 구성되

며, 삼성전기, 세코닉스, 엠씨넥스와 같은 카메라 제조사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공급된 장비로 만들어

진 전장 카메라는 글로벌 전기차 리딩 기업의 자율주행차에 탑재된다. 

연결 자회사 큐비콘은 3D 프린터 제조업체이다. 모션제어 및 신호처리 기술을 갖고 있으며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및 DLP 방식(Digital Light Processing) 의 3D 프린터를 제조하고 있다. 큐비콘의 

3D프린터는 데스크탑용, 치과 전용, 대형 산업용 등으로 사용된다. 

[자료 8] 제품별 매출 비중 및 주요 주주 현황 

 
출처 : 하이비젼시스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KUVIC 리서치 1팀 

[자료 9] 자회사 및 해외법인 현황 

 
출처: 하이비젼시스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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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 모델 

당사의 제품은 고객의 주문 스펙에 맞추어 제조되는 것으로, 당사의 고객사(카메라모듈 제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 과제 발생 (2) 사전 연구를 통해서 약 1 년 전의 시

점에 시검사장비 제공 (3) 고객사의 최종 양산 결정 후 수주 및 납품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때 고객사(LG

이노텍, 샤프, 폭스콘 등)의 경우 최근 트렌드 상 최종 휴대폰 제조업체가 고객사에게 구매를 독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당사는 최종 휴대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도 기술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수주와 납품 사이의 리드타임은 3 개월 정도로 매우 짧다.  

 

[자료 10] 하이비젼시스템 수주 방식 (1) 

 

 

출처: KUVIC 리서치 1팀 

당사의 가장 큰 고객사는 애플이다. 2021 년 이전까지는 LG 이노텍에서 모듈을 생산한 이후 모듈을 결합

한 형태로 휴대폰 완성제조업체에 납품하였다. 따라서 완성 모듈을 검사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CCM 장비

는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인 LG 이노텍이 주요 고객이었다.  

하지만 2021 년부터 애플의 정책이 바뀌어 카메라 모듈의 생산과 조립이 분리되었다. 2021 년 이후 당사

의 애플 향 제품 중 CCM 장비의 대부분(Active Alignment 검사장비)은 폭스콘 등의 휴대폰 조립업체 향

이며, 3D(ToF)센서 모듈 검사장비는 LG 이노텍으로 공급되고 있다. 삼성 향의 제품은 삼성의 협력사(엠씨

넥스 등)를 향하며, CCM 장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LG 이노텍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으로는 3D 센서 모듈 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사장비 역시 당사가 납

품하고 있다. 2017 년 SL 방식의 센서가 도입되었고 2020 년부터 ToF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각 해에 

3D 센서 모듈 검사장비의 신규수주가 이루어지면서 당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판매는 직접 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수출의 경우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지 

대리점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형태는 직접판매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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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1] 하이비젼시스템 수주 방식 (2) 

➢ 2021 년 이전 

➢ 2021 년 이후 

출처: KUVIC 리서치 1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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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의 매출구조가 다소 복잡하다. 하이비젼시스템의 장비매출의 25%를 차지하는 3D센서 모듈 

검사장비는 대부분 LG이노텍 향이다. 나머지 장비매출(CCM,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AA)의 88%는 신규 

고객사인 폭스콘 향 매출이며, 나머지 매출은 엠씨넥스와 같은 삼성 갤럭시 시리즈 카메라모듈 제조 협

력사에서 발생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 11]의 XR기기와 애플카에 대한 직접적인 추정을 하지 않으나, 

애플의 새로운 제품 출시는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3D센서 모듈에 대한 새로운 수요창출로 이어져 당

사의 매출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평가받는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출시될 때 카메라 모듈의 구조나 사양이 많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검사장비를 도입해야 하고,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한 기

능을 추가하여 사용하게 된다. 또한 검사장비의 특성 상 완제품의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당

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당사의 장비 관련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하이비젼시스템 검사장비매출 증가 예상 시나리오 

1. 기존 고객사의 기존 제품 출하량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2. 기존 고객사의 새로운 제품 생산으로 인한 새로운 설비 증설(XR기기, 애플카 등) 

3. 공정방식 변화에 따른 장비교체 수요: 카메라 모듈의 고사양화 or 3D 센싱 기술의 변화 

4. 폭스콘, 럭스셰어 등의 새로운 고객사 확보 
 

 

3. 주요 검사장비 및 기술 

당사는 주로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CM) 및 관련 스마트 부품에 대한 공정 및 검사 자동화장비

의 개발 및 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전체 매출 중에서 70.6%가 자동화장비 Total solution 

제공 및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의 카메라 사양이 고화소화되고 트리플카메라 및 3D카메라 등 

고도화된 처리기능을 가진 신규 카메라모듈이 등장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스마

트부품이 늘어나게 되면서 당사의 자동화검사장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동화 장비라 함은 생산라인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선 조립한 카메라 모듈을 테스팅 하드웨어에서 이동시킬 수 있는 로보틱스/핸들러 기술이 필요하며, 카

메라 모듈의 기능에 따라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가 가능한 하드웨어 부품, 그리고 카메라 모듈의 영상

을 이미지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비젼 및 이미지 검사 소프트웨어가 필

요하다. 

당사는 관련 기술 중에서도 영상처리기술이 가장 발전되어 있으며, 검사장비를 자동화하는데 필요한 모

션제어기술과 신호처리 기술 역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영상처리 분야 주요 제품으로 비전카메라, 영상처

리보드, 머신비전을 가지고 있고, 신호처리에서 SMU(Source Measure Unit), 전기식 냉각제어기(TEC), UV 

경화 시스템 등의 개발이력을 가지고 있다. 모션제어기술의 경우 모터드라이버와 스테이지, 리니어 등 부

품 정렬 및 제어에 필요한 기술까지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의 완전한 자동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전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내부 개발하

고 설계하기 때문에 타 업체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수리나 서비스 등 역시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솔루션의 통합화는 원가절감이나 납기일을 지키는데 유리하여 애플과 같은 고객사를 확보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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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M Tester : Active alignment, Focusing, Calibration, Final Image test 

FOL은 전공정, EOL은 후공정을 의미한다. 이 중 2021년 기준 Active Alignment 장비가 전체 장비 매출

의 75%정도를 차지한다. 카메라 모듈이 점점 소형화되고 고사양화되면서 모듈을 검사하고 다루는데 필

요한 기술의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고성능 카메라 모듈의 센서 및 자체 크기 사이즈의 축

소에 따라 생기는 렌즈 품질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료 12]처럼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

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료 12] CCM Tester 종류 

 
출처: KUVIC 리서치 1팀 

(2) Smart Component Tester 

VCSEL(Vertical-cavity surface-emitting lasers) 검사장비: 적외선으로 물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 레이

저, 하이비젼시스템은 VCSEL 발광부 및 수신부의 특성을 검사하는 설비를 제공한다.   

센서검사장비: 주로 3D 센싱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가 대부분을 이룬다. 2017년에 SL(Structured Light)이라

는 휴대폰 전면부에 탑재되는 모듈을, 2020부터 ToF(Time of Flight)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를 제조하고 판

매하고 있으며, 현재는 ToF 검사장비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3) Vision Inspection Tester 

HVS optical calibration 설비는 Tablet PC의 터치 pixel layer pattern 및 align 검사를 수행하는 장비로 보

다 정확하고 정밀한 터치기능에 기여한다. 

이러한 기술을 가진 당사에 대해 주목할 점은 연구개발을 중점으로 하고 생산은 외주를 맡긴다는 점이다. 

전임직원 중에서 R&D 연구원의 비율이 70%를 상회하며, 연간 매출의 5~10% 정도를 R&D에 투자한다. 

연구개발, 세일즈, 마케팅 등의 인하우스 고부가가치 기술에 집중하여 필요한 사업구조에 집중하고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설계한 장비의 조립 및 제조는 외주를 활용하여 고정비용을 절감하

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제품 설명

이미지 센서와 렌트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가장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렌즈의 초점을 정밀하

게 조정하는 설비. 카메라 모듈의 초점 조정 및 관련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모듈을 UV로 고정.

카메라 영상은 3차원 공간상의 점들을 2차원 이미지 평면에 투사함으로써 얻어지기 때문에, 우리 눈으

로 보는 것과 카메라 촬영의 결과물 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에 타겟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설비. 렌

즈의 왜곡을 조정하는 Lense Calibration과 색온도, 밝기 명암 등을 조절하는 Color Calibration을 포함.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 Lens의 생산/조립 과정에서 생긴 이물 검출 및 해상력 검사를 진행.

Active

Alignment

Focusing

Calibration

Final Image test

이미지 센서와 렌즈 초점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이미지 센서와

광축을 정렬하는 아주 정교한 작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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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사 분석 

해외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의 경쟁사는 Cognex(미국), O-Film Technology(중국) 등이 있으며, 국내 경

쟁사는 이즈미디어, 팸텍, 라온피플 등이 있다. Cognex의 주요 사업은 기존 육안검사에 의존하던 제조업

의 외관검사를 딥러닝(Deep Learning)기술을 적용하는 자동화 검사 사업이며, O-film Technology의 주요 

사업은 카메라 모듈 사업 및 스마트폰 부품 제조 사업이다. 

이즈미디어는 주로 휴대폰에 탑재되는 CCM(Compact Camera Module)에 대한 검사 및 조립 장비의 개

발,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2017년 7월 26일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매출 구성은 2021년 기준 CCM

검사장비 사업부문 93.93%, 유통사업부문 6.07%로 구성되어있다. 당사는 수익성 개선 실패와 무리한 사

업 다각화로 인하여 현재 거래정지 상태이다. 

라온피플은 AI기반의 비전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 AI 머신비전 솔루션, 골프센서, 카메라모듈 검사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2019년 10월 18일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매출 구성은 2021년 기준 

AI 머신비전 솔루션 사업부문 55.78%, 카메라모듈 검사 솔루션 14.12%, 골프센서 30.11%로 구성되어있

다. 당사는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라 최근 2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팸텍은 비상장기업으로, CCM 분야 및 반도체 분야 등의 검사 및 생산 자동화 장비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매출 구성은 2021 년 기준 카메라모듈 장비 80.43%, 반도체 장비 3.52%, 

기타 16.05%로 구성되어있다. 

 

5. 재무 분석 

당사는 2017 년, 2018 년 애플향 검사장비 확대로 견조한 탑라인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2019 년 신규 

고객사 투자 부재 및 애플향 3D ToF 모듈 검사장비 납품 이연 등의 이슈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하지만 이연된 3D ToF 모듈 검사장비가 이듬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됨으로써 수익

성이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었고, 이후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5 개년 동안 안정적인 재무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7 년 이후 부채비율이 

꾸준히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차입금의존도는 2.25%로 당사는 안정적으로 자금조달

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자료 13]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EBIT 마진  [자료 14]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출처: Quanti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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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투자포인트 및 투자고려사항 

1. 투자포인트 

(1) 기존 고객사의 경쟁력 상승 및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한 매출 증가 

(i)  LG 이노텍의 애플 제품 공급 물량이 증가하였다. 2021 년 8 월 이전 애플의 아이폰 카메라 모듈 공급

업체는 LG 이노텍, 일본 샤프, 중국 오필름이었는데 최근 오필름이 애플 공급망에서 탈락하고 해당 물량

을 LG 이노텍이 넘겨받으면서 LG 이노텍의 애플 카메라 모듈 공급 점유율이 기존 50%에서 70% 이상으

로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LG 이노텍이 애플에 폴디드 카메라를 공급할 전망이다. 

(ii)  애플 제품을 최종 조립하는 대만 폭스콘을 새 고객사로 확보했다. 2021 년 8 월부터 애플은 아이폰의 

단가 절감을 위해 LG 이노텍 등에서 카메라 모듈을 단품으로 받고, 모듈 최종 조립은 폭스콘 등 완제품 

제조사에 맡기기 시작했다. 애플이 카메라 모듈 조립방식에 변화를 주면서 하이비젼시스템은 광각 등 일

반 카메라 모듈과 3D ToF 모듈 검사장비는 LG 이노텍 등에 공급하고, 얼라인먼트 검사장비는 카메라 모

듈 업체와 폭스콘 등에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새 고객사인 폭스콘과의 장기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2) 카메라 모듈 시장의 예견된 높은 성장  

고사양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 판매가 확대되고, 자율주행 및 AR/VR 등 신규 수요로 인해 카메라 모

듈의 P 와 Q 동시 증가 및 고성장이 예상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듀얼 카메라부터 쿼드카메라까지 카메라 

수가 증가되는 추세이며 최근 폴디드 줌 카메라 등의 신기술도 등장하고있다. 또한 최근 메타버스 시장

의 성장과 함께 XR 기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보다 생동감 있는 구현을 위해 3D 센싱 모듈의 탑재

량 증가가 필연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속한 카메라 모듈 검사 산업도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

대된다. 카메라모듈 산업은 자율주행 시장으로도 응용 및 확대되고 있다. 자회사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센

싱카메라의 조립과 검사를 위한 장비를 제작하므로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에 따라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3) 신사업 진출을 통한 멀티플 Re-rating 가능성 제고 

(i) 로봇 관련 신사업   

큐비콘은 AI 로보틱스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설계부터 제어, 조립, 생산까지 100% 국내 개발을 

통해 반복정밀도가 높은 산업용 스카라 로봇을 출시했다. 소형 스카라 로봇은 큐비콘의 3D 프린터에 적

용될 예정이며, 중형 스카라 로봇은 이미 생산되어 하이비젼시스템의 검사 설비에 장착돼 출하를 시작했

다. 대형 스카라 로봇은 공장 자동화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하중 운송 로봇으로 생산 준비중이며, 3D 

프린팅 스카라 로봇은 2022 년 4 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ii) 퓨런티어 자율주행 신사업   

퓨런티어가 새로운 사업으로 내건 ‘라이다’는 레이저를 쏘고서 빛이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빛의 강

도를 재서 거리·방향·속도·온도·농도 등을 알아차리는 기술이다. 레이더·카메라와 함께 라이다가 자율주행

차에서 사람의 눈 역할을 한다. 자율주행차 카메라 시장은 센싱카메라와 라이다로 양분되어 있는데 퓨런

티어는 양자의 제조에 필요한 모든 공정장비 라인업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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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 차전지/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관련 신사업 

당사는 안정적인 본업의 성장과 더불어 2 차전지 패키징 검사 및 반도체 웨이퍼 검사로 신규 사업을 확

장해나가고 있다. 2 차전지 패키징 검사 장비는 세방전지와 협력해 개발 중이며,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는 개발 이후 국산화 비중을 단계적으로 상승시킬 계획이다. 기존 2 차전지 및 반도체 웨이퍼 검사를 수

행하는 경쟁사 대비 PER 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신규 사업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성과

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신규 사업에 대한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 전후로 하여 당사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 기대된다.  

 

2. 투자고려사항 

(1) 애플의 고객사 정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애플이 최근 아이폰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까지 폭스콘과 럭스셰어는 애플의 공급 물량 점유율을 두고 계속 경쟁하고 있다. 애플의 고객사 다변화

에 따라 폭스콘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폭스콘이 여태까지 아이폰, 에어팟 등 애플 기

기의 오랜 생산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폭스콘의 누적된 기술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신생 중국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점유율 하락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2025 년 출시 예정인 애플카의 협력사 후보로 폭스콘과 럭스셰어가 거론되며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3-6 개월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플랫폼인 MIH 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텔

란티스, 피스커 등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협력 경험을 가진 폭스콘이 애플카 공급망에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당사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

된다. 

(2) 전방 산업에 의한 매출 사이클  

당사의 과거 분기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1 분기 저점을 찍은 후 3 분기 고점을 찍고 4 분기 다시 감소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당사의 밸류체인 가장 상단에 위치한 애플의 신제품 출시 시점이 당사의 실적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애플의 신제품 출시일이 다가올수록 당사의 장비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여 매출이 증가하고, 신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매출 사이클이 발생

한다. 매분기 외형 성장을 이어나가는 기업과 달리 당사는 매년 들쭉날쭉한 실적 흐름을 반복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애플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

시킨 제품을 출시한다면, 이를 검사하기 위해 기존보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장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애플의 신제품에 접목된 기술에 의해 당사의 장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발생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와 더불어 높은 기술력에 대응하는 장비는 기존 대비 높은 가격에 판매됨으로써 당사의 제품 믹스 개

선 효과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방산업의 기술 발달에 따라 당사의 연간 매출 볼

륨이 상승하는 점을 고려해볼 때, 매출 사이클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기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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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Valuation 

1. 하이비젼시스템(별도) 매출 추정 

하이비젼시스템은 수주잔고가 매출로 직결되는 수주 산업군의 기업이므로 매출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요

인은 1) 전방사의 CapEx 증설 2) 카메라모듈의 새로운 폼팩터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한 추정은 가능한 전방사의 CapEx 데이터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LG 이노텍을 제외한 다른 기업의 

CapEx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다. 이에 차선책으로 하이비젼 자체의 과거 사례를 이용하였다. 미래 예상

될 변화가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사례를 차용하였으며, 차용 방식은 기저효과로 인한 오

류를 제거하기 위해 절대량을 이용하였다. 

(1) 자동화 검사장비 

본 보고서는 자동화 검사장비의 매출구조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제품군을 CCM 검사장비와 3D 센서 검

사장비로 나누었다. 그 중 CCM 검사장비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장비인 Active Alignment 검사장비(이하 

‘AA 검사장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고, 3D 센서 검사장비의 경우 ToF 검사장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고객사 구조가 크게 변환한 2021 년 이후 국내 매출의 대부분은 LG 이노텍, 중국 매출의 대부분은 

폭스콘, 그리고 베트남 매출의 대부분은 엠씨넥스 등으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의 각 국가별 

매출 세분화가 각 고객사별 매출 세분화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2021 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하

는 LG 이노텍의 매출은 3D 센서 검사장비 관련 매출, 폭스콘과 엠씨넥스 등에서 발생하는 중국 및 베트

남 매출은 Active Alignment 검사장비 매출로 생각할 수 있다. 

[자료 15] 하이비젼시스템 별도 매출추정 

 
출처: KUVIC 리서치 1팀 

(i) 3D 센서 검사장비 

수주산업은 전방사의 CapEx 증설이 매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과거 2017

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화 검사장비 매출과 LG 이노텍의 광학솔루션사업부의CapEx 를 비교하였고, 그 결

과 [자료 17]과 같은 형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21 년 대비 2022 년 LG 이노텍의 광학솔루션사업부 CapEx 증가율을 당사의 2021 년 3D 센서 

검사장비 매출에 곱하여 2022 년 3D 센서 검사장비 매출을 추정하였다.  

2022(2023)년도 3D센서 검사장비 매출 

= 2022년도 LG이노텍 광학솔루션사업부 CAPEX YOY * 2021(2022)년도 3D센서 검사장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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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국내 자동화 검사장비 매출의 경우, ToF 모듈 탑재가 예상되는 XR 기기 및 애플카 등의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추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진 않았다. 하지만 공시된 2022 년 LG 이노텍의 

CapEx 에 XR 기기 및 애플카에 대한 투자분이 일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과 과거 CapEx 증가율 대비 충

분히 보수적인 수치임을 고려하여 2023년 국내 자동화 검사장비 매출도 동일한 수치를 통해 추정하였다. 

[자료 16] LG 이노텍 광학솔루션사업부 CapEx 추이 

 
출처: LG이노텍, KUVIC 리서치 1팀 

[자료 17] 자동화검사장비 매출과 LG 이노텍 광학솔루션사업부 CapEx 추이 

 
출처: LG이노텍, KUVIC 리서치 1팀 

(ii) CCM 검사장비 

CCM 검사장비 매출은 1) 업그레이드 or 신규수주 2) 고객사의 구조 두 가지 변수가 일치하는 과거사례

를 기반으로 추정하였다. 업그레이드/신규수주의 판단은 카메라 폼팩터의 변화에 대한 본 팀의 의견과 IR

의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22 년에는 업그레이드가, 2023 년에는 신규장비의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라 추정하였다.  

2022 년에는 아이폰의 카메라 수나 카메라모듈의 구조에 큰 변화가 없으며, 화소 수의 증가로 인한 업그

레이드 매출이 예상된다. 과거 매출추이 중 2022 년에 발생할 변화와 같은 양상을 보였던 해는 2017-

2018 년도이며, 해당 기간에 아이폰 8 및 아이폰 X 에서 모두 동일하게 전면에 싱글, 후면에 더블 카메라

가 탑재되었으며 업그레이드 매출이 발생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매출 증가분을 2022 년 매출 증가분

으로 반영하였다. 

[자료 18] 자동화 검사장비 매출추정 

 
출처: KUVIC 리서치 1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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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의 경우, 1) 신규 아이폰에 쿼드 카메라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으며 2) 2023 년 출시 예정인 아이

폰 15 부터 폴디드 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규 장비의 수주가 유력한 해이다. 위의 두 변화 중 

1)은 라인 증설의 요인이고 2)는 신규장비 수주의 요인이다. 

과거 매출추이 중 2)와 같은 양상을 보였던 해는 2020-2021년도이다. 2021 년의 경우 폭스콘 향 신규 수

주가 대거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AA 장비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는 아이폰 12 

및 아이폰 13 시리즈에서 동일하게 전면 듀얼,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1)과 같은 라인

증설의 요인은 없었다. 위 상황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신규장비는 최소 2021 년도만큼 수주 될 것

으로 기대되므로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해당 기간의 매출 증가분을 2023년 매출 증가분으로 반영하였다. 

[자료 19] 아이폰 출시 현황 

 
출처: IDC, KUVIC 리서치 1팀 

[자료 20] 자동화 검사장비 매출추정 논리구조 

 
출처: KUVIC 리서치 1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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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및 툴킷 

서비스 및 툴킷 매출의 대부분은 장비의 업그레이드 혹은 수리에서 발생하고, 일부 툴킷 부품판매로도 

발생한다. 매년 카메라모듈의 사양과 구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장비를 수주하지 않는 이상 업그

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AA 장비와 3D 센서 검사장비 모두 마찬가지로, n-1 년도에 장비를 수주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장비에 대한 서비스 및 툴킷 매출은 n 년도에 발생한다. 해당 관계를 검증하기 위

해서 연도별 장비 매출액과 다음 연도의 서비스 및 툴킷 매출액 비율을 살펴보았고, 4 개년 평균을 50.1%

로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n 년의 서비스 및 툴킷매출은 n-1 년도 자동화장비매출에 50.1%를 곱하여 

구했다. 서비스 및 툴킷 매출추정에서는 3D 센서 검사장비와 AA 검사장비 각각의 서비스 수요 및 단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분 없이 반영하였다. 

[자료 21] n-1 년도 자동화 검사장비 매출 대비 n 년도 서비스+툴킷 매출 

 

 
출처: KUVIC 리서치 1 팀 

ToF 검사장비가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이후부터 서비스 매출비율이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는 

ToF 관련 서비스 단가가 더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는 보수적 추정을 위

해 2021 년도와 2020 년도 수치가 아닌 4 개년치 평균을 이용하였다. 

[자료 22] 서비스&업그레이드 매출추정 및 3D 프린터 매출추정 논리구조 

 
주: 4 개년 평균비율: n-1 년도 자동화장비매출 대비 n 년의 서비스+툴킷 매출의 4 개년도 평균 비율 

출처: KUVIC 리서치 1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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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비젼시스템(별도) 비용 추정 

당사의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자동화 검사장비에 비해 서비스 및 툴킷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 및 툴킷 매출 비중이 상승할 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커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비용을 성격별로 나눈 뒤에 주요 제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정을 중심으로 

비용을 추정하였다. 주요 비용은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급여, 외주가공비, 그리고 제품의 변동과 원재료의 

사용으로 볼 수 있고, 이 중 외주가공비 및 제품의 변동과 원재료의 사용은 장비 매출과 관련이 깊고 종

업원 급여 및 퇴직급여는 서비스 매출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토대로 해당 제품군의 매출 대비 비중을 통

하여 추정하였다. 이후 최근 5 개년 매출원가가 앞서 언급한 비용들의 합과 유사한 값을 보였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해당 비용들을 합산하여 추정하였다. 그 외 비용은 매출 대비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지 확인

하고 이상치는 제외하되, 상승 추세인 것은 상승을 반영하고 하락 추세인 것은 평균을 차용함으로써 보

수적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자료 26]에 명시되어있고, 실제로 서비스 및 툴킷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할 때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커져 당사의 별도 기준 마진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다. 

[자료 23, 24] 주요 비용의 각 제품별 매출 대비 비중 / 매출원가 추정 논리 

 

 
출처: KUVIC 리서치 1 팀 

[자료 25] 영업레버리지 효과 

    
출처: KUVIC 리서치 1 팀 

3. 자회사 가치 추정 

퓨런티어의 경우 보수적 가정으로 2022 년 현재의 시가총액이 2023 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

다. 이것이 보수적 가정인 이유는 자율주행 시장이 아직 완전히 개화하지 않았으며, 컨센서스 역시 앞으

로 퓨런티어의 외형 성장 속도가 빠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가총액에 상

장 자회사에 대한 할인율을 반영하여 퓨런티어의 적정 기업가치를 산정하였다. 

큐비콘의 경우 2020 년 흑자전환 이후 빠르게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는 큐비콘의 

향후 매출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수치로 3D 프린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차용하였다. 이후 

(단위 : 십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급여 7.9 11.2 11.2 12.1 15.6

서비스 매출 대비 (%) 19.8% 23.8% 22.1% 26.4% 24.1% 23.3%

외주가공비 24.1 27.1 16.3 26.4 80.4

장비 매출 대비 (%) 19.3% 21.1% 22.8% 21.1% 42.3% 21.1%

제품의 변동과 원재료의 사용 77.1 89.0 63.0 90.5 86.3

다음해 장비 매출 대비 (%) 60.1% 124.9% 50.5% 47.6% 39.5% 49.4%

(단위 : 십억원) 2021 2022F 2023F

매출액 254.6 313.7 413.5

YoY 49.3% 23.2% 31.8%

제품별 비중

자동화 검사장비 74.6% 69.6% 73.5%

서비스 + 툴킷 25.4% 30.4% 26.5%

매출총이익

매출원가 181.9 218.3 298.4

매출총이익 72.7 95.4 115.0

매출총이익률 28.5% 30.4% 27.8%

EBIT / EBITDA

EBIT 38.8 55.8 65.6

EBIT % 15.3% 17.8% 15.9%

순이익

당기순이익 38.0 49.2 57.8

당기순이익 % 14.9% 15.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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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예상 매출에 글로벌 3D 프린팅 동종 및 유사업체 2023 년 Forward PSR 과 비상장 자회사에 대

한 멀티플 할인율을 반영하여 큐비콘의 적정 기업가치를 산정하였다. 

[자료 26] 큐비콘 연간 실적 전망 

 
출처: KUVIC 리서치 1 팀 

[자료 27] 글로벌 3D 프린팅 동종 및 유사업체 PSR Table 

 
출처: Finbox, KUVIC 리서치 1 팀 

4. SOTP Valuation 

(1) SOTP Valuation 방식 선정 이유 

밸류에이션 방식은 SOTP(Sum Of The Parts)방식을 채택하였다. SOTP 방식은 기업가치 평가 방법의 하나

로 사업별로 가치를 매겨 이를 합산해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기법이다. 당사의 경우, 주로 휴대폰에 탑재

되는 카메라 모듈 및 스마트 부품에 대한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의 개발 및 제조를 주 업으로 영위하

고있다. 하지만 당사의 핵심 자회사인 퓨런티어와 큐비콘의 경우 각각 전장용 카메라 조립 및 검사장비 

개발 및 판매, 3D 프린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와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퓨런티어

와 큐비콘은 최근 흑자전환을 실현한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퓨런티어와 큐비콘 고유의 성장가치를 당사의 기업가치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SOTP 밸류에이션 방식

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하이비젼시스템의 전체가치는 하이비젼시스템 별도가치와 퓨런티어에 대한 지

분가치, 큐비콘에 대한 지분가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자료 28] 하이비젼시스템 SOTP Valuation 

 
출처: KUVIC 리서치 1 팀 

(단위 :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F 2023F

매출액 5.4 6.2 11.1 13.6 16.7

영업이익 -1.8 0.3 1.3 1.6 2.0

당기순이익 -1.8 0.1 1.3 1.6 2.0

PSR(단위: 배) 2022F 2023F

Proto Labs, Inc. 2.3 2.1

3D Systems Corp. 2.2 2.0

Materialise NV 3.7 3.3

평균 2.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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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하이비젼시스템의 목표주가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퓨런티어와 큐비콘의 

경우 시총이 작아 Case를 나누더라도 연결 목표시총에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여 시나리

오는 하이비젼시스템 별도에만 적용하였다. 

[자료 29] 하이비젼시스템 시나리오별 목표주가 

 
출처: KUVIC 리서치 1 팀   

Base Case 

Base case의 경우 하이비젼시스템이 관련 동종기업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가치를 평가받지만, 신사업이 

멀티플 상승의 추가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다. 2023년 큰 폭의 매출 상승과 더불어 애플

의 XR기기 출시가 모멘텀으로 작용하여 카메라모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평균 PER인 8.0배를 

받는 경우를 가정한다. 

[자료 30] 카메라 모듈 관련 산업 국내 동종 및 유사업체 Valuation Table 

 
출처: Quantiwise, KUVIC 리서치 1 팀  

당사는 장비사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모듈&부품사의 평균 PER 을 목표로 삼은 이유는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당사의 매출 성장률이 크게 뛰는 시기에는 카메라모듈&부품사의 평균 PER 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PER 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자료 31] 하이비젼시스템과 카메라모듈&부품기업 Fwd PER 비교 

 
주: n년도 PER = n년도 시가총액/n+1년 예상 순이익 

출처: Quantiwise, KUVIC 리서치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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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 Case 

Bull Case의 경우 하이비젼시스템이 본업의 가치를 재평가 받을 뿐만 아니라 신사업에 대한 가능성 역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추가적인 멀티플을 부여받는 상황을 가정한다. Base case에서 제시한 

Target PER인 8.0배와 당사의 신사업의 동종업계 평균 PER 12.2배의 8:2 가중평균인 8.8배를 제시한다. 

8:2가중평균을 채택한 이유는 이후에 반영될 동사의 신사업 매출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본 사업의 매출

대비 매우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 32] 하이비젼시스템 신사업 국내 동종 및 유사업체 Valuation Table 

 
출처: Quantiwise, 유진투자증권, KUVIC 리서치 1팀 

Bear Case 

하이비젼시스템의 별도매출 YoY가 2023년의 예상 YoY 31.8%를 넘어섰던 해는 2020년의 39.8%와 2021 

49.3% 두 번이 있었다. 이 중 2021년의 경우 AA장비의 매출견인으로 높은 매출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Forward PER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Bear Case 로 하이비젼시스템이 2023 년에 30% 이상의 매출성장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2021 년처

럼 PER 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제시한다. 해당 경우는 하이비젼시스템의 신사업 진출이 시장

에서 인정받지 못해 멀티플 추가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상황 역시 반영한다. 이에 Target PER 를 현재 

주가 기준 2022 년 Forward PER 인 6.4 배로 제시한다. 

위의 모든 Case 에서 제시한 PER 은 동사의 과거 Fwd PER 을 고려하였을 때 과도한 추정치가 아니라 판

단된다.  

[자료 33] 하이비젼시스템 12M Fwd PER 추이 

 
출처: Quantiwise, 한국 IR 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KUVIC 리서치 1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