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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관측위성 제작 및 위성영상 분석 서비스 1위 기업  

 로켓 발사비용의 감소로 인공위성의 글로벌 수요 증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관측위성들을 통해 얻은 위성영상을 판매하거나, AI 기술을  

영상 분석에 활용해 유의미한 분석 솔루션 제공 가능 

 
현지명 MAXAR TECHNOLOGIES INC 

한글명 맥사 테크놀로지스 

시가총액(조원) 2.5 

설립연도(합병) 2017년 

본사 위치 미국 콜로라도 

현 CEO Daniel L. Jablonsky 

  

  

52주 최고/최저(USD) 58/21 

배당수익률(21F, %) -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8.62 

BLACKROCK 6.89 

SOVIERO ASSET MGMT 4.69 

  
  

 1M 6M YTD 

주가상승률 -6.2% -21.8% -23.7% 
 

결산기(12월) 2020A 2021E 2022E 

매출액 (백만달러) 1,723  1,786.9  1,887.4  

영업이익 (백만달러) 2  150.3  193.1  

당기순이익 (백만달러) 303  (1.1) 77.9  

EPS(달러) 4.99  (0.0) 1.1  

증가율(%) 172.7  적전 흑전 

영업이익률(%) 0.1  8.4  10.2  

순이익률(%) 17.6  (0.1) 4.1  

PER(배) 822.5  - 27.2  

PBR(배) 2.5  1.8  1.8  

 

 

고지사항 

본 자료는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만을 목적

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오차가 발

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판단

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개요 

Maxar Technologies 는 2017년 DigitalGlobe와 MDA Holdings의 합병으로 탄생한 회사로 사업부

문은 크게 인공위성과 그 부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우주 인프라(Space Infrastructure) 부문과 직접 

운용하는 관측위성들을 활용해 고해상도 위성 영상 혹은 위성 영상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리 

정보(Earth Intelligence) 부문 두 가지가 있다. 2020년 기준 매출 비중은 우주 인프라 41.8%, 지리 

정보 62.7%으로 구성된다. 

관측위성시장의 성장 

재사용 로켓의 발전으로 로켓 발사 비용이 빠르게 감소해 전세계적으로 발사되는 위성의 수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인공위성 중 관측위성이 차지

하는 비중은 약 27.3%(2021 년 1 월 기준)로 통신위성(54.3%) 다음으로 많다. 또한 인공위

성 제조 시장에서 관측위성의 제조는 전체의 45%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 때문

에 관측위성 제작 및 활용 기업인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우주 분야 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업체 유로컨설트(Euroconsult)에서 2019년 발표된 자료에 따

르면 전세계적으로 2009 년부터 10 년간 발사된 관측 위성의 수 보다 2019 년 이후 발사될 

관측위성의 수가 약 4.4 배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구관측 위성 제조 시장 매출 

추정치 또한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성도 팔고, 위성영상도 팔고, 위성영상 분석정보도 판다 

Maxar는 현재 지구 저궤도상에 4개의 관측위성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각각 GeoEye-

1, WorldView-1, 2, 3으로 2014년에 발사한 WorldView-3의 경우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좋

은 해상도(31 cm)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관측위성들을 통해 전세계에 특정 지역의 위성영

상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성영상을 제공하거나, 이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위성영상을 통해 얻은 데

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져 관련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분석 솔루션의 핵심은 높은 수준의 

AI 기술력과 함께 AI가 인식이 가능한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이다. 이는 높은 해상도를 가진 여

러 관측위성들을 소유한 Maxar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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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관측위성 시장 

재사용 로켓의 발전으로 로켓 발사 비용 감소로 전세계적으로 발사되는 위성의 수는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인공위성 중 관측위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3%(2021년 1월 기준)로 통신위성(54.3%) 다음으로 많다. 또한 인공위성 제조 시장에서 관측위

성의 제조는 전체의 45%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 때문에 관측위성 제작 및 활용 기

업인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우주 분야 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업체 유로컨설트(Euroconsult)에서 2019 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2009 년부터 10 년간 발사된 관측 위성의 수 보다 2019 년 이후 발사될 관측위성의 

수가 약 4.4 배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구관측 위성 제조 시장 매출 추정치 또한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2019년에 발표된 자료로 재사용 로켓의 발전 속도를 감안한

다면 실제 시장 성장률은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표 1.  인공위성 개수 추이  도표 2.  목적별 인공위성 비중 

 

 

 

자료: Statista, 유진투자증권   자료:  UCS, 유진투자증권 
주: 2021년 1월 31일 기준  
 

 

도표 3.  글로벌 EO(지구관측) 위성 제조 시장 

구분 2009~2018 2019~2028 증감률 

발사 위성 수 190기 830기 +337% 

EO위성 발사국가 수 38개국 50개국 +32% 

평균 발사 무게(kg) 

(R&D선도기관+정밀상용) 

(그 외) 

804 

1,43 

372 

450 

1,500 

230 

-44% 

-3% 

-38% 

추정 제조 매출 $21.5bil $35.0 bil +63% 

평균 위성 비용 

(R&D선도기관+정밀상용) 

(그 외) 

$118mil 

$165 mil 

$42 mil 

$55 mil 

$130 mil 

$20 mil 

-53% 

-21% 

-52% 

자료: Euroconsult, 유진투자증권 
주1: R&D선도기관 - NASA, ESA, 유럽, 캐나다, 중국, 이스라엘, 일본, 러시아, 한국의 국가 기관 등 
주2: 정밀상용 – 국방 집중 및 SAR솔루션, Airbus D&S와 DigitalGlobe의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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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보유한 관측위성을 통해 위성영상 및 분석 솔루션 판매 

Maxar 는 현재 지구 저궤도상에 4 개의 관측위성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각각 GeoEye-1, 

WorldView-1, 2, 3으로 2014년에 발사한 WorldView-3의 경우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해상도(31 

cm)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관측위성들을 통해 전세계에 특정 지역의 위성영상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성영상을 제공하거나, 이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위성영상을 통해 얻은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져 관련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분석 솔루션의 핵심은 높은 수준의 AI 기술력과 함께 AI 가 인식이 가능한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이다. 이는 높은 해상도의 여러 관측위성들을 소유한 Maxar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4 개의 관측위성을 보유 중인 Maxar 는 현재 5 번째 위성군, WorldView Legion 을 개발하고 있다. 

WorldView Legion 은 하나의 위성이 아닌 6 개의 고성능 관측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가장 높은 

해상도인 30 cm 수준으로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고 하루에 같은 장소를 최대 15 번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하루에 수집하는 영역의 넓이만 500만 km²이다. Maxar는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일부 

위성의 부품 공급지연 및 COVID-19 로 인한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으로 인해 WorldView Legion 의 첫 

발사를 올해 연말에서 2022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도표 4.  MAXAR Tech 운용 위성 

인공위성 WorldView-3 WorldVeiw-2 Worldview-1 GeoEye-1 

발사일 2014.08 2009.10 2007.09 2008.09 

상각 기간 2026.1Q 2022.4Q 2022.4Q 2022.Q3 

고도 618 km 770 km 496 km 681 km 

해상도 
31 cm (가시광선) 

1.24 m (다중분광) 

46 cm (가시광선) 

1.84 m (다중분광) 
50 cm (가시광선) 

41 cm (가시광선) 

1.64 m (다중분광) 

사진 

 
  

 
자료: Maxar Tech,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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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  해상도에 따른 AI 인식 차이 

 
자료: Maxar Tech, 유진투자증권 
 

도표 6.  WorldView Legion (상상도) 

 
자료: Maxar Tech,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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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  위성영상 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전망  도표 8.  위성영상 부가가치 서비스 시장(방위) 전망 

 

 

 

 

자료: Euroconsult, 유진투자증권  자료: Euroconsult, 유진투자증권  
 
 

도표 9.  글로벌 위성영상 데이터 시장 규모 (2018년)  도표 10.  글로벌 위성영상 데이터 시장 전망 

 

 

 

 

자료: Euroconsult, 유진투자증권 
 

 자료: Euroconsult,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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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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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4

2018 2028

(단위: 억달러)

CAGR: 5%



Maxar Technologies (MAXR US) 

 

6_ Eugene Research Center 

실적 및 밸류에이션 분석 

도표 11.  MAXAR Tech의 매출액 및 OPM 추이  도표 12.  MAXAR Tech의 EBITDA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3.  밸류에이션 테이블 

구분   막사 테크놀로지 쎄트렉아이 

코드번호  MAXR US 099320 KS 

통화  USD KRW 

현재주가(달러, 원)   29  64,800  

시가총액(백만달러, 십억원)   2,134  589  

매출액 (백만달러, 십억원) 

2020A 1,723  89  

2021E 1,787  94  

2022E 1,887  104  

영업이익 (백만달러, 십억원) 

2020A 2  14  

2021E 150  13  

2022E 193  15  

당기순이익(백만달러,십억원) 

2020A 303  12  

2021E -1  -6  

2022E 78  14  

PER(배) 

2020A 822.5  39.7  

2021E - - 

2022E 27.2  34.2  

OPM(%) 

2020A 0.1% 15.3% 

2021E 8.4% 13.9% 

2022E 10.2% 14.8% 

NPM(%) 

2020A 17.6% 13.3% 

2021E -0.1% -6.0% 

2022E 4.1% 13.0% 

자료:  Bloomberg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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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2%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8%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6.30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