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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비디아이(148140)

자본재

작 성 기 관 NICE평가정보(주) 한수연 선임연구원작  성  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요약 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Xg7C4UC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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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아이(148140)
발전플랜트 친환경 보조설비 전문기업

기업정보(2021/01/01 기준)

대표자 안승만

설립일자 1992년 6월 18일

상장일자 2017년 11월 9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주요제품
탈황설비, 
전기집진기, 회처리

시세정보(2021/04/26 기준)

현재가(원) 6,92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410

발행주식수 20,379,605

52주 최고가(원) 17,300

52주 최저가(원) 3,720

외국인지분율 0.24%

주요주주 안승만
  

■ 친환경 발전플랜드 제조 전문기업

비디아이는 친환경 발전플랜트 제조 전문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통한 자체 기술개발과 국내·외 유망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바탕으로 탈황

설비/전기집진기, 석탄취급설비, 회처리/회정제설비 등 친환경 보조설비 관

련 Full Line-up을 구축하였다.

우수한 설계 능력, 차별화된 기술력, 탄탄한 레퍼런스 등을 바탕으로 국내·

외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국내 친환경 발전플랜트의 선두주자로 입지

를 굳히고 있다.

■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비디아이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및 바이오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

으로 전망된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경우 기존 석탄화력발전 보조설비 사업을 통해 쌓은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공급계

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며 사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바이오 사업의 경우 미국 신약 개발 전문 회사인 엘리슨 파머슈티컬스

(Eleison Pharmaceuticals)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 친환경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

최근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를 비롯하여 정부에서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 교체 및 신재생 에너

지 비중 확대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비디아이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 설비 및 신재생 에

너지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다수 수주하

며 종합 친환경 발전플랜트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857 (9.7) 57 6.7 4 0.4 2.5 0.3 333.7 69 2,848 78.5 1.9

2019 1,286 50.0 30 2.3 (2) (0.2) (0.3) (0.2) 380.4 (8) 2,601 N/A 2.0

2020 1,965 52.8 (693) (35.3) (931) (47.4) (498.5) (57.0) 1,808.6 (6,158) 364 N/A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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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자체개발·기술협력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 기업부설연구소 및 플랜트사업본부 운영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진행

■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제품개발 실적, 연구   

개발과제 실적 다수 보유

■ 국내·외 유망 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한 핵심  

기술 확보

   - 탈황설비 분야 : KHI(일본) 社

   - 전기집진 분야 : MHPS-ES(일본) 社

친환경 보조설비 Full Line-up 구축

■ 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 보조설비 관련 전부문  

포트폴리오 구축

   - 석탄취급설비, 환경설비, 회처리 및 회정제    

설비 등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 기술 

■ 옥내 저탄장 자연발화 방지 시스템

■ 석탄 건조시스템

■ 소화설비 시스템을 구비한 석탄 사일로

■ 분체이송설비용 원형 개폐밸브 및 라인 개폐  

밸브

주요 제품

석탄취급

설비

- 옥내저탄장설비

- 석탄이송설비

환경설비
- 탈황설비

- 전기집진기

회처리 및 

회정제 설비

- 회처리 설비

- 회정제 설비

시장경쟁력

기존 석탄화력발전 설비 교체 시장 확대

■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교체 시장 확대 전망

■ 약 1,600억 원의 삼천포 5,6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공사 수주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 주요 선진국들의 탈(脫)석탄 정책 선언

■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확대

최근 변동사항

신재생 에너지 사업 비중 확대

■ 2020년 9월 기준 수주 잔고액 560,977백만 원

   - 2019년 9월 대비 53.3% 증가

■ 한국남부발전과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관련 

MOU 체결

바이오 사업 진출

■ 미국 신약 개발 전문 회사인 엘리슨 파머슈티컬

스(Eleison Pharmaceuticals) 최대주주 지위 확보

■ 신약개발 연구전문기업인 플랫바이오와 공동개발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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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 현황

친환경 발전플랜트 전문기업, 비디아이

석탄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보조설비 전문 업체로 석탄취급설비, 탈황

설비, 전기집진기, 회처리 및 회정제 설비를 주력 제품으로 한다. 최근 바이오 기업 엘리슨 

파머슈티컬스 인수를 통해 바이오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중에 있다.

■ 개요

비디아이(이하 동사)는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2년 6월 설립되

어 2017년 1월 KONEX 상장 후 같은 해 11월 KOSDAQ 시장에 이전상장 하였다. 석탄화력

발전소의 친환경 설비 등 보조기기(Balance of Plant, BOP) 제조 전문기업이며, 사업 영위를 

위하여 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대기방지시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업 등의 면허를 보

유하고 있다.

본사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155에 위치해 있으며, 총 96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표 1. 기업현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회사명 비디아이 대표이사 안승만

설립일 1992년 6월 18일 자본금 8,536백만 원

발행주식 총수 20,379,605주 임직원 수 96여 명

상장일 2017년 11월 9일 (코스닥) 계열사 에스와이일렉트로닉스

*출처: 사업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최대주주 및 주요 관계회사

동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인 안승만으로 동사의 지분 16.93%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

인을 포함한 주요주주의 소유 지분은 17.10%인 것으로 파악된다[표 2].

표 2. 주요주주 현황

주요주주 지분율 주요주주 지분율 주요주주 지분율

안승만 16.93% 이경미 0.11% 이경남 0.06%

계 17.10%

*출처: 3분기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전기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와이일렉트로닉스를 계열회사로 두고 있으며, 동사가 41%의 지분을 

갖고 있어 지분율은 50% 미만이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 동사가 출자한 

회사로 뉴엔, 해도리태양광발전이 있으나, 두 기업 모두 지분율은 50% 이상이나 의결권이 과

반수 미만으로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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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정보

동사의 대표이사는 안승만으로 울산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전공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최고경영

자과정(AMP)을 수료하였다. 삼흥전자 및 경수전자를 거쳐 1992년 동사의 전신인 백두산업을 

설립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관계사인 에스와이일렉트로닉스의 대표이사

를 겸임하고 있다.

■ 주요 제품

여러 사업 부문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화력발전과 관련된 발전소 보조기기

(BOP) 설비 제조 사업으로, 발전 보조설비 분야 전 영역을 아우르는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를 구축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① 석탄취급설비(Coal Handling System, CHS), ② 탈황설비(Flue 

Gas Desulfurization, FGD) 및 전기집진기(Electric Precipitation, EP) 등 환경설비, ③ 회

처리 및 회정제 설비(Ash Handling System, AHS)가 있다.

■ 신규 사업

▶▶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동사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발전 자회사 및 민간 EPC(Engineering(설계), 

Procurement(조달), Construction(시공) 업체들에게 납품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육

상 태양광, 수상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여러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공급 계약을 지속

적으로 체결해나가고 있다.

현재 해상 풍력발전단지 단일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인 92MW(1단계 60MW, 2단계 32MW) 

감포 풍력발전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 한국전력 자회사가 강원도 정선군 일원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단지와 관련된 예비 사업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올해 상반기 내로 한전

의 발전자회사와 풍력사업 공동개발협약(Joint Development Agreement, JDA)을 체결할 예

정으로 파악된다. 

▶▶ 바이오 사업

2020년 6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목적사업에 바이오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2020년 11

월 미국 항암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엘리슨 파머슈티컬스의 지분  37.5%를 1,200만 달러에 

인수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였다. 

엘리슨 파머슈티컬스는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임

상 3상 진행 중이며, 신약 시판허가(New Drug Application, NDA)를 앞두고 있는‘췌장암 

단일 2차 치료제(제품명 : 글루포스파미드(Glufosfamide))’, 임상 2상 이상을 진행 중인 

‘폐암·소아골육종 치료제(제품명 : ILC)’및‘뇌암 치료제(제품명 : DBD)’등 4종의 파이

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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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비중

동사의 주요 매출은 플랜트 설비 부문에 있으며,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2017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풍력발전사업 진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매출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3].

동사의 주요 공정은 내수 시장의 경우‘발전 자회사 및 민간 EPC사의 설비 발주에 대한 경쟁 

입찰 낙찰 → 수주 확보 후 하도급을 통한 기자재 및 설치시공 발주 → 하도급사가 납품하는 

기자재 및 설치/시공에 대한 검수 → 원 발주사에 최종 납품’순으로 이루어지며, 수출의 경우 

‘민간 EPC사의 설비 발주에 대한 수의 입찰 낙찰 → 수주 확보 후 하도급을 통한 기자재 발

주 → 하도급사가 납품하는 기자재에 대한 검수 → 원 발주사에 최종 납품’ 순으로 이루어진

다.

표 3. 동사 사업별 매출 비중(단위: 백만 원, %)

매출 유형 설비 부문 비중

플랜트 매출

(진행률 적용)

- 석탄취급설비

- 환경설비

- 회처리 및 회정제 설비

- 화력발전 기타 설비 및 신재생 에너지 등

내수 97.90

수출 0.63

소계 98.54

기타 매출

(진행률 미적용)
- 화력발전 기타 설비 및 신재생 에너지 등

내수 1.29

수출 0.17

소계 1.46

합계

내수 99.20

수출 0.80

합계 100

*출처: 3분기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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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장 동향

신재생 에너지 비중 증가 및 노후 화력발전소 성능개선/교체 시장 확대 전망

화력발전 중심의 발전설비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화력발전플랜트 개량 및 청정에너지 자

원개발 플랜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플랜트 산업의 개요 및 특징

플랜트란 발전, 담수, 정유, 석유화학, 해양설비, 환경설비 시설 등과 같은 산업기반시설 및 산

업기계, 공작기계 등의 종합체로서의 생산시설이나 공장을 말하며, 플랜트 산업이란 이러한 플

랜트에 사용되는 설비를 설계, 자재/설비 구매, 시공/조립 단계를 거쳐 최종 완공시키는 산업

으로 EPC(Engineering(설계), Procurement(조달), Construction(시공) 산업이라고도 불린

다. 플랜트 산업은 플랜트의 건설목적에 따라 발전 플랜트, 자원개발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플

랜트, 담수처리 및 환경 플랜트 등으로 구분된다[표 4].

표 4. 플랜트 산업의 목적에 따른 분류

매출 유형 설비 부문 비중

발전플랜트

화력발전플랜트

석탄, 석유, 가스 등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가스나 열에 의한 

증기를 이용한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 또는 이를 조합한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설비에 관한 기술

원자력발전플랜트
핵분열에 의해 발생한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과 발전기를 회전시킴으

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에 관한 기술

핵융합발전플랜트
핵융합 시 생긴 질량결손에 의해 발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

산하는 설비에 관한 기술

수력발전플랜트
물의 낙차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터빈 및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

로 변환시키는 설비에 관한 기술

자원개발 

플랜트

석탄가스화플랜트
석탄을 불완전 연소시켜 발생한 합성가스를 탄화수소 개질을 통한 메탄 

등으로 전환하는 설비에 관한 기술

오일샌드/셰일가스 

추출플랜트
지하에 매장된 오일샌드와 셰일가스를 추출하기 위한 설비에 관한 기술

심해저자원개발 

플랜트

심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고체상태의 메탄하이드레이트 및 천연가스를 채

취, 생산·변환하여 이송하기 위한 설비에 관한 기술

자원이송/스테이션 

플랜트

원격지의 가스, 오일 등을 수요처로 이송하는 기술로서 주로 장거리 배관

계통이나 중계스테이션 및 핵심설비에 관한 기술

가스플랜트
가스전에서 채굴한 원료의 전처리, 초저온 액화, 액체연료나 원료로 전환, 

이송 및 운송, 저장 등에 관한 설비에 관한 기술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풍력발전플랜트
공기의 유동이 가진 운동 에너지를 활용하여 발전기를 구동하여 전력을 

얻는 설비에 관한 기술

해양에너지플랜트

조석이 발생하는 하구, 만을 방조제로 막아 해수를 가두고 수차발전기를 

설치하여 외해와 조지 내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발전시키는 설비에 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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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화 

플랜트

유기성 원료 분해 시 발생하는 가스를 정제하여 메탄 등으로 전환하는 설

비에 관한 기술

태양광/태양열 

발전플랜트

태양 복사 에너지 및 복사열을 활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에 

관한 기술

지열발전플랜트
지표면으로부터 수십미터 깊이의 흙 또는 지하수, 호수나 강물 등을 에너

지원으로 하여 전력 또는 냉난방 열원으로 변환시키는 설비에 관한 기술

수소생산/인프라 

플랜트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소제조, 저장, 수송과 관련된 설비기

술

담수처리 

및 

환경 

플랜트

해수담수화플랜트
해수 중에 용해되어 있는 염분을 제거하여 담수를 얻을 수 있는 제반 프

로세스 및 설비에 관한 기술

폐기물처리플랜트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무해하게 안정화 처리하면서 자원화를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기술과 설비에 대한 기술

수처리플랜트

기존의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산업 용도에 따

른 초순수 제조기술, 생활 및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폐수처리 

및 재활용 기술

대기오염방지 및 

CO2플랜트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설비 및 

CO2 회수 설비에 관한 기술

*출처: 국토교통 R&D 동향조사,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플랜트는 제품 제조를 위한 하드웨어, 하드웨어 설치에 필요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의 소프

트웨어, 건설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가 포함된 종합산업으로 산업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

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발전플랜트의 

개량 및 청정에너지 자원개발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화석에너지 고갈,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라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전통적인 방식

의 자원개발 및 에너지 발전플랜트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플랜트 시장 규모 및 전망

2020년 플랜트 시장은 전년 대비 15.5% 감소한 1조 9,927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

망된다. 중국을 시발점으로 COVID-19(코로나 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2020년 세계 경

제 성장률은 당초 3.4%에서 마이너스 6.0%로 수정 전망되었으며 이러한 여파가 세계 플랜트 

시장에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 경기 부진과 이에 따른 아시아 권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시장 축소로 2020년 아시아 권

역의 플랜트 시장 또한 2019년 대비 20.4%가 감소한 9,576억 달러로 예상된다[표 5]. 

2021년 세계 플랜트 시장의 성장률은 코로나 19에 대한 재확산 여부와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에 따른 경제활동 회복이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 플랜트 시장의 발전 부문별 추이의 경우, 발전·담수 분야의 비중 확대에 따라 오일&가

스 또는 석유화학 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가지며, 석유화학의 경우 주요 선진국의 

탈(脫)석탄 정책 대비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로 일정 수준의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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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세계 플랜트 시장의 권역별 추이(단위: 억 달러)

전 세계 2016 2017 2018 2019 2020(E) 2021(E) 2022(E) 2023(E)

아시아 10,239 12,227 12,241 12,034 9,576 10,026 10,550 11,069

북  미 3,404 3,397 3,517 3,514 3,008 3,150 3,314 3,477

중남미 1,859 1,869 1,890 1,912 1,567 1,641 1,726 1,811

유  럽 2,064 2,172 2,231 2,210 2,309 2,417 2,544 2,669

중  동 1,867 1,995 2,009 2,024 1,922 2,013 2,118 2,222

아프리카 1,178 1,40 1,379 1,328 1,110 1,146 1,223 1,283

오세아니아 784 771 809 557 434 454 478 502

총합 21,394 23,832 24,075 23,579 19,927 20,863 21,953 23,033

*출처: Industrial Info Resources 2020 및 산업연구원 추정,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아시아 권역의 경우, 발전·담수 분야는 점차 비중이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 오일&가스 또는 

석유화학 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가지며, 석유화학의 경우 2019년 2,191억 달러로 

2018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상당 폭 감소한 1,75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6]. 

표 6. 아시아 권역의 플랜트 시장 추이(단위: 십억 달러)

전 세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E)

발전·담수 404.8 425.1 336.8 339.4 358.0 390.0 369.01 314.9

오일&가스 137.4 148.6 160.7 158.7 264.7 264.7 262.53 177.3

석유화학 185.7 180.2 193.2 201.9 213.0 213.0 219.06 175.2

산업설비 423.6 459.2 336.2 323.8 386.4 386.4 352.84 290.2

총합 1,151.5 1,213.1 1,026.8 1,023.9 1,224.1 1,224.1 1,203.4 957.6

*출처: Industrial Info Resources 2020 및 산업연구원 추정,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세계 석탄화력 발전플랜트 현황 및 전망

석탄화력 발전플랜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온실효과, 산성비, 스모그 등 지구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탈(脫)석탄 정책을 선언하고 있으나 아

시아 개발도상국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

고 있다. 2030년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량은 2018년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미국·유럽의 석탄화력 발전량이 30~50% 감소할 예정임에 비해 아시아의 수요 증가로 

미국·유럽의 감소량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 2060년 탄소 중립

을 선언하면서 2023년 이후 신증설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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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국가별 석탄 수요 추이(단위: Mtce)

*출처: IEA(2019),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세계 발전설비 용량 및 전망

지속가능발전 및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저탄소 에너지 시대의 도래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가 지속되고,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LNG 발전의 확대가 기대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석탄·원전 비중의 감소와 천연가스·재

생에너지 증가 추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9)에 따르면, 2030년 전 세계 발전설비 설치용량은 

10,194GW이고 2040년에는 12,658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대비 2.6%의 증가

율을 보이며 설치용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

생 에너지와 천연가스발전 등의 설치용량이 가파르게 확대되는 반면 석유발전의 설치용량은 

현재보다 줄어들고, 원자력발전의 설치 확대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7].

표 7. 세계 발전설비용량 전망(단위: GW)

발전

부문
석탄 석유

천연

가스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수력 바이오 풍력 지열 태양광 태양열 해양

2018 7.218 2,079 450 1,745 419 2,517 1,290 146 566 14 495 6 1

2030 10.194 2,316 312 2,387 436 4,618 1,555 211 1,162 24 1,646 16 3

2040 12,658 312 268 436 489 6,087 1,758 247 1,537 38 2,465 32 11

2018-30

연평균증가율
2.9% 0.9% -3.0% 2.6% 0.3% 5.2% 1.6% 3.1% 6.2% 4.6% 10.5% 8.5% 9.6%

2018-40

연평균증가율
2.6% 1.1% -2.3% 2.3% 0.7% 4.1% 1.4% 2.4% 4.6% 4.6% 7.6% 7.9% 11.5%

*출처: IEA(2019) 및 World Energy Outlook 2019,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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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에너지 소비 동향 및 전망

2020년 총 에너지 수요는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 및 서비스업 생산 활동 둔화 등으로 감소

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 수요의 경우 최근 노후 발전소 퇴출 및 정부의 미세먼지 대

책에 따라 석탄발전 제한 정책이 계속되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신재

생·기타 에너지 수요의 경우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2019년 17.9백

만 toe에서 연 평균 5.8% 증가하여 2023년 22.0백만 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총 에너지 소비 동향 및 전망

에너지원 2016 2017 2018 2019 2020e 2021e 2022e 2023e

석탄(백만 톤) 133.3 129.3 141.0 133.0 122.8 123.4 125.1 127.1

석유(백만 bbl) 818.3 921.1 931.8 929.0 920.2 957.3 969.4 981.4

가스(백만 톤) 36.6 34.9 42.3 40.9 41.3 42.2 42.3 42.1

수력(TWh) 7.8 6.6 7.3 6.2 6.6 7.5 7.5 7.5

원자력(TWh) 156.4 162.0 135.5 145.9 163.7 179.5 187.7 194.9

신재생∙기타 

(백만 toe)
11.0 13.6 17.1 17.9 17.8 19.0 20.4 22.0

합계(백만 toe) 282.4 293.8 307.5 303.5 299.2 309.7 315.4 320.7

*출처: Industrial Info Resources 2020 및 산업연구원 추정,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61만기의 석탄

화력발전기가 운전 중이며, 총발전량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51.0%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를 감소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

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의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상향하고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 수준을 높였다. 화력발전

소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노후화된 환경설비를 교체 및 보완하는 등 오염물질 저감에 힘

쓰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 및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

생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발전 전략 ‘한국판 뉴

딜’을 발표하였다. 2019년 기준 12.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22년 26.3GW, 

2025년에는 42.7GW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선언하였으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

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과 설비 보급에 2025년까지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점차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

갈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비디아이(148140)

11

 Ⅲ. 기술분석

친환경 보조설비 Full Line-up 구축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 보조설비에 대한 Full Line-up 구축 및 국내/외 선진 기술사와 기술

협력을 통한 핵심 기술 확보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를 기반으로 종합 친환경 

발전플랜트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석탄화력발전소의 구동 원리 및 계통도

화력발전은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방법을 일컫는 것으로, 석탄, 증유, 

LNG 가스 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원료비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비용이 저렴한 석탄이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보일러에서 석탄을 연소

시켜 얻은 열 에너지로 물을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과열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증기 터빈

을 회전시켜 회전력을 얻은 후 터빈 축에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주요 설비로는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 주설비와 석탄 취급 설

비 계통, 복급수 계통, 냉각수 계통, 환경설비 계통, 회처리 계통 등으로 구성된 보조설비

(BOP)로 구분된다. 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 문제가 대두되

면서 보조설비의 효율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2.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통도

*출처: 한국전력거래소,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자체개발 및 기술제휴 통한 핵심 기술 확보

동사는 연구개발 조직으로 기술부설연구소 및 플랜트사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옥내 저탄장 

자연발화 방지시스템, 석탄건조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옥내 저탄장 자연발화 방지시스템은 한국남부발전과 공동 개발한 기술로, 옥내저탄장과 옥내저

탄장의 바닥에 적재된 석탄더미의 공극으로 비활성가스를 분사하여 저탄의 수분 및 오일 성분과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하는 것을 차단하고, 산화 반응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억제하여 자연 발

화를 방지하는 시스템 관한 것이다.



비디아이(148140)

12

석탄 건조 시스템은 석탄의 이송 과정에서 건조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한 건조가 

가능하고, 석탄의 교반 건조를 통해 균일한 건조가 가능하게 하여 우수한 건조 효율을 갖는 

이송 설비에 관한 기술이며, 소화설비 시스템을 구비한 석탄 사일로는 사일로 내부에서 온도 

변화와 산소, 탄소, 메탄가스 등의 휘발요인을 감지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

히 대응하여 휘발요인 제거 및 화재 진압이 가능한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분체이송설비용 라인/원형 개폐밸브는 분체이송설비에 있어 분체가 혼합된 기체를 공급하거나 

운반하기 위한 유로를 제어하는 개폐밸브로, 엑츄에이터에 의해 밸브몸체 내부에 돔형 개폐구

가 회전되는 구성을 가지며, 이에 더하여 라인 개폐밸브는 밸브몸체 내부에서 분체와 접촉하

는 부분에 보호피막부를 포함하여 분체누설을 방지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원형 개폐밸브

는 개폐구가 밀착되는 상부 결합체에 별도의 압축링을 추가로 포함하여 밀폐력이 우수하고 내

마모성이 향상된 특징을 가진다.

표 9. 동사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연구기간

옥내 저탄장 자연발화 

방지시스템

- 옥내저탄장에 질소가스(N2)를 공급하여 저탄 내부 및 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저탄의 수분 및 오일 성분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면서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자연 발
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옥내 저탄장 자연발화 방지 
시스템

- 기대효과 : 옥내저탄장의 자연발화 예방
- 특허 : 등록번호 10-2000172(옥내 저탄장 자연발화 방지 

시스템)

2017~2019

석탄 건조시스템

- 석탄의 이송과정에서 이송과 함께 건조를 수행하여 신속하
고 간편한 건조 및 건조 효율을 향상시키며 이송과정에서 
건조를 수행하는 건조 시스템

- 기대효과 : 연소효율 및 에너지효율 향상, 연료소비의 절감
- 특허 : 등록번호 10-1599678(석탄 건조시스템)

2014~2015

소화설비 시스템을 구비한 

석탄 사일로

- 사일로 내부에서 산소/탄소/메탄가스 등의 휘발요인 감지 
시 휘발요인을 제거하며, 화재발생 시 신속한 소화가 가능
한 소화설비 시스템을 구비한 석탄 사일로

- 기대효과 : 안정적인 석탄 보관 및 사고 예방
- 특허 : 등록번호 10-1611795(소화설비 시스템을 구비한 석

탄 사일로)

2014~2015

분체이송설비용 원형 

개폐밸브 및 라인 개폐밸브

- 분체가 혼합된 기체를 공급하거나 운반하기 위한 유로를 
제어하는 원형 또는 라인 개폐 밸브

- 기대효과 : 우수한 밀폐작용 및 내마모성 향상을 통한 밸
브 수명 연장 및 설비 운영의 안정화 제공

- 특허1 : 등록번호 10-0915877(분체이송설비용 라인 개폐밸브)
- 특허2 : 등록번호 10-0900905(분체이송설비용 원형 개폐밸브)

2008~2009

*출처: 3분기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한편, 동사는 국내·외 유망 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탈황설

비 분야에서는 일본의 KHI(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社, 전기집진기 분야에서는 

MHPS-ES(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 社와 기술협약을 체결하며 국내·외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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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사의 기술 경쟁력

*출처: 비디아이

■ 발전 보조설비 전 부문 포트폴리오 구축

국내 화력발전은 주로 유연탄(다량의 휘발분을 함유하여 화염을 내며 타는 발전용 석탄)을 사

용하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연탄을 보일러까지 이송 및 저장하기 위한 석탄취급설

비가 필요하며, 유연탄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를 저감하기 위한 장치로 환경

설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동사는 위와 같이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필수로 요구되는 발전 보조설비를 제조 및 시공하는 

업체로, 탈황설비부터 석탄취급설비까지 Full Line-up을 구축하고 있어 친환경 보조설비 전 

부문에 대한 건축 및 시공이 가능하다. 

동사의 주력 제품군은 석탄취급설비, 환경설비, 회처리 및 정제 설비로, 석탄을 이송하는 석탄

이송설비, 운반 과정에서 석탄의 분진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탄장설비, 화력발전 과

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을 제거하기 위한 탈황설비,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 전기집

진기 등이 있다[표 10].

특히, 동사는 탈황 원료로 사용되는 석회석 이송 관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존 

탈황설비 대비 크기가 작고 황산화율 제거 효율이 높아 보다 효율적인 탈황설비 설계 기술력

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석탄재(회, Ash)의 특성에 따라 비회(Fly Ash)와 저회(Bottom 

Ash)를 구분하여 처리방식에 적합한 회처리 및 정제 설비를 제작하고 있으며, 회처리 핵심 부

품인 돔 밸브 특허를 기반으로 밀폐력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향상된 분체이송설비의 제공이 가

능하여 회처리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석탄저장설비의 경우 내부 

온도감지 및 휘발요인 제거 기능을 보유한 사일로 설비를 개발하여 설치 및 운영비용의 효율

화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비디아이(148140)

14

표 10. 동사 주요 제품

제품명 설명

석탄취급설비

옥내저탄장설비
석탄저장 쉐드(Coal Storage Shed), 석탄 사일로(Coal Silo)가 있으

며, 석탄저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분진의 비산을 억제하는 설비

석탄이송설비
항구나 기차역 부근에 배나 기차로 운반되는 일반적인 화석연료를 

화력발전의 주요설비인 보일러까지 이송하는 설비

환경설비

탈황설비 화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

전기집진기
화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먼지를 제거하는 

설비

회처리 및

회정제 설비

화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재(회, Ash)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정제하는 설비

로 비회이송설비, 저회이송설비, 회정제설비로 구성됨

*출처: 3분기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그림 4. 동사 주요 제품

석탄취급설비

Ship Unloader Conveyor/Coal storage Coal Silo & Shed Conveyor/Boiler

환경설비 회처리 및 회정제 설비

탈황설비 전기집진기 회처리설비 회정제설비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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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 레퍼런스 및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입찰 경쟁력 확보

동사는 발전 자회사 및 메이저 EPC 업체와 우호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일러와 터

빈을 제외한 모든 설비 수주가 가능하여, 국내·외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우수한 입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화력발전설비 관련 프로젝트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정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바, 화

력발전설비 납품 실적이 없는 경우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동사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기술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화력발전 및 민간 EPC 업체의 해외 화력발전에 대한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그 결과 회처리 및 회정제 설비의 경우 30여기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2009

년 두산중공업의 HSINTA(대만)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Retrofit) 사업을 수주하며 설립 이

래 첫 해외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이후 포스코건설의 칠레 및 필리핀 석탄화력발전소, 한화건설

의 사우디 석탄화력발전소 등 아시아, 중남미, 중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

적으로 이끌었다.

최근 미래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태양광발전 사업과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에 대한 사업역

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2017년 태양광발전 사업에 최초로 진출한 이래 2018~2020년에 걸

쳐 태양광 발전설비 및 풍력 발전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공급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며 신재생 에너지 설비 부문에 대한 입찰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

다. 

동사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종합 친환경 발전플랜트 리더로 지속

성장해 나갈 방침이다.

표 11. 주요 수주 성과

연도 수주 내용

2020 임계솔라파크 태양광 발전설비 수주

2018 전남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경주 풍력 발전설비 수주

2017 태양광발전사업 최초 진출

2013 동해바이오화력 바이오매스 설비 최초 수주

2012 태안화력 등 국내 및 해외 발전 지속 수주로 ‘15년 매출 1,000억 달성

2009 대만 HSITA 석탄화력발전 Retrofit 최초 해외 수주

2009 여수화력 1,2호기 / EURO Type Silo 공급

2005 보령화력 7,8호기 회처리설비 500MW 최초 수주

2001~2004 영동화력 1,2호기 / 호남화력 1,2호기 회처리설비 수주

1996 동해화력 1,2호기(200MW) 석회석 취급 설비 최초 수주

*출처: 비디아이,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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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 분석

그림 5.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Strong Point & Opportunity Point) 핵심 기술 확보 및 신규 사업영역 확장

발전플랜트는 설계방식에 따라 설치원가, 운영비용, 효율이 크게 변하는 사업으로, 동사는 다

수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축적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최적화된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석탄 건조시스템, 소화설비 시스템을 구비한 석탄 사일로, 옥내저탄장 자연발화 방지시

스템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 유망 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내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설비 전면교체 및 

성능개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 설비 시장은 순항할 것으로 전망

되며, 동사는 이를 기회 삼아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진의 연구를 토대로 환경영향 평가, 폐기물처리시설 

설계 등의 환경 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친환경 설비 강화정책에 힘입어 태양광 발

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항암 신약개발 전문기

업인 엘리슨 파머슈티컬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며 바이오 사업까지 사업 영역 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 (Weakness & Threat Point)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 감소 예상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등 각종 환경오염을 동반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석탄화

력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지원이 미

비한 실정으로, 내수 시장 의존도가 큰 동사의 경우 시장점유율 확대에 한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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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재무분석

발전소 친환경 보조설비 전문 제조업체

 동사는 발전소 친환경 보조설비 전문 제조업체로 석탄화력발전소 부문 보조설비에 대한 Full 

Line-up 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017년 육상태양광 사업을 시작으로 수상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존 발전소의 환경설비 교체 및 성능개선 수주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세

 발전플랜트는 대형 설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며, 일

반적으로 발전플랜트 시공 후 수십년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고 내구 연한 및 교체 수요에 따

라 2~5년 주기로 교체하게 된다. 또한 플랜트 보조기기 설비 부문은 과거 수주 실적 및 원가

경쟁력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환경설비를 공급하여 정상운전 실적을 

보유한 회사로 입찰자격이 제한되면서 국내에서는 몇몇 소수 업체들이 경쟁하는 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림 6.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

그림 7.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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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는 플랜트 보조기기 설비부문 우수한 설계능력과 각종 특허권 보유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

고 있고, 환경오염 문제로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의 환경설비 개선 사업에 따른 교체 수요가 확

대됨에 따라 최근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2020년 매출 급증하였으나 대규모 손실 발생     

 동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8년 857억원(-9.7% YoY), 2019년 1,286억원(+50.0% 

YoY), 2020년 1,965억원(-52.8% YoY)으로 최근 2개년 50% 대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사가 확보한 기술력과 발전 자회사 및 주요 EPC 업체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한 

수주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적인 경기 불황과 경쟁 

심화 상황에서도 52.8%의 매출 성장을 보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2020년 매출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수수료, 외주가공비 증가 

등으로 매출원가율이 122.6%로 급등하였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및 전환사채의 파생상

품손실 증가, 이연법인세자산 실현 가능성 검토에 따른 관련 비용 상승 등으로 영업손실 693

억원, 당기순손실 931억원을 시현하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2020년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1,8078.6%, 자기자본비율 5.2%, 유

동비율 79.0%, 차입금의존도 31.0%를 기록하며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결손금 확대로 자

기자본 규모가 크게 축소된데다 사채 발행을 통한 운전자금 확보로 부채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단기 유동성 부담이 높아졌다.

■ 2020년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으로 전반적인 자금흐름 미흡 

 동사는 2020년 연결기준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부(-)의 상태로 전환된 

가운데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등으로 투자활동 자금 유출이 확대됨에 따라 전환사채의 발

행, 금융권 차입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기말 현금성자산이 축소되며 전반적인 자금흐름

이 저하되어 미흡한 수준이다.  

그림 8.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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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친환경 설비 수혜 및 신규 사업 확장으로 지속적인 성장 전망

동사는 석탄발전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설비 부문에 수혜가 전망되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바이

오 사업 등 미래 유망사업 분야 진출에 따른 성장 동력이 존재하는 바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설비 수혜 전망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EU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상향 및 친환경 설비설치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20)에 따르면 R&D 추진전략으로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kW당 미세

먼지 90%, 이산화탄소 배출 25% 감축을 내세웠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2025년까지 석탄화력 

대기오염물질을 2015년 대비 83% 감축할 계획으로 총 2조 300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의 환경설비를 모두 교체할 예정이며, 한국남동발전은 오는 2025년까지 환경설비 교

체에 1조 3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한국남부발전은 하동본부 1~8호기의 환경설비 개선 사

업을 진행하고 노후화된 환경설비 전면교체에 2조 5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탈황·탈질·전기집진기 교체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며, 동사의 매출액을 견인할 중요 요

소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9. 초미세먼지 배출원 통계

*출처: 국가기후환경회의,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그림 10.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위치 및 숫자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주요쟁점(2019)

■ 사업 다각화에 따른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

▶▶ 신재생 에너지 사업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6%로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의 33.6%, 

프랑스의 16.5%와 큰 격차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0%로 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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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사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빠르게 대응하여 2017년부터 육상 태양

광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오랜 화력 발전 설비 EPC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상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여러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공급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동사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문 수주 잔고액은 2020년 9월 기준 560,977백만 원으로 2019

년 9월 365,951백만 원 대비 53.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 사업의 안정적 성장 속에 

신규 사업 확장을 통해 종합 친환경 발전플랜트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이 전망된다.

▶▶ 바이오 사업

동사는 미래 유망사업인 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미국 신약 개발 전문회사인 엘리슨 파

머슈티컬스에 대한 지분 투자를 완료하며 바이오 사업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알렸다. 

엘리슨 파머슈티컬스는 4가지 적응증(췌장암, 폐암, 소아 골육종, 뇌암)을 대상으로 한 임상 

파이프라인 4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췌장암 치료제인 ‘글루포스파미드’의 임상 3상 완료 및 

신약 시판허가(NDA) 신청을 앞두고 있다.

동사는 지난 2월 플랫바이오와 공동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바이오 사업 분야 활성

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가

운데 바이오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Ÿ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