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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ICT의 RPA사업이 주목받는 이유
세계 선두권 RPA 기업 “블루 프리즘” 2015 이후 대폭 성장

Update

영국의 Blue Prism은 2001년 설립된 RPA 기업으로 미국의

Overweight

UiPath와 글로벌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산업
의 선두를 다투고 있다. Blue Prism은 현재 46,000여 고객
을 확보하고 있는데 상당수 고객은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전자상거래 기
업들을 주된 고객으로 삼고 있으며 제조업 전반으로 고객층
이 확대되고 있다. RPA는 사무직원들의 업무를 자동화로 대
체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이며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의
RPA도입이 일반화될 정도로 커다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社에서도 Automation Anywhere 인
수를 통해 RPA 시장에 진입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포스코 ICT의 RPA 소프트웨어, 아마존에서 판매 시작
국내 SI 기업들이 RPA 독자 개발을 추진하거나 개발을 완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 포스코ICT가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독자적인 RPA 개발을 완료했으며, 다른 그룹사들
에 비해 계열회사가 적은 관계로 곧바로 외부 매출을 위한
영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ICT의 RPA는
지난해 가을부터 아미존닷컴에서 판매가 시작되어 올해는
이에 따른 영업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 ICT의
RPA 소프트웨어는 우선적으로 경영관리업무분야에서 적극
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으며 시스템 하나당 가격은 500만원
~2,000만원 수준, 그리고 업무에 여러 시스템을 도입할 경
우 적용하는 가격은 더욱 올라간다. 사무직원의 인건비와 업
무 효율을 비교하면 RPA 도입을 늘리는 기업들일수록 경영
효율화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
다.
코로나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RPA, 스마트 팩토리 사업
코로나 대유행은 자동화와 로봇 그리고 RPA같은 소프트웨
어가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공장자
동화의 확산도 기대가 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제조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사 스마트팩토리 솔
루션을 경량화 하고,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
리를 확산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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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해외 RPA 기업들의 성장세 대폭 향상
블루 프리즘의 RPA소프트웨어

최근 4~5년간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무작업을 자동화하는 RPA 도입이 폭발적으로 증

고객수는 46,000으로

가했고, 지난해부터는 국내에서도 공공기관 및 금융기업들을 중심으로 RPA 도입이

2015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고려하면 포스코 ICT가 지난해 가을 아마존 닷컴에서
판매를 개시한 RPA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 기대된다. 이와 더불
어 포스코 ICT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서 영업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림 1. 세계 선두권 RPA 소프트웨어 기업 “블루 프리즘” 고객은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

자료: 기업 정보, 하나금융투자

그림 2. 미국 아마존 닷컴에 포스코 ICT가 자체 개발한 RPA 판매 시작

자료: aws.amazon.com,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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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91.79%

8.21%

0.00%

100%

* 기준일: 2021년 01월 20일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박무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2021년 01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박무현)는 2021년 01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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