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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드디 (101360) 

환경 촉매에서 2차전지 전구체로 성장성 부각 

 

 

 

 

■ 동사는 2004년 ㈜이엔디솔루션으로 설립, 2007년 ㈜이엔드디로 상호 변경. 사업영역은 환경촉매(촉매시스템 및 촉매소재)와 2차전지 전구

체로 구분. 동사는 독보적인 촉매 기술 기반과 유사성이 높은 2차전지 전구체로 사업영역을 확장, 2022년 상반기 연산 5천톤 증설 완료 

■ 정부의 사업지원 및 환경 규제 강화로 촉매부문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부터 신성장사업으로 전구체 매출이 연

간 1,000억원 내외 외형 증가를 견인하며 본격적인 성장궤도 진입 전망  

■ 글로벌 양극재 1위업체인 벨기에 Umicore社와 전구체 독점공급계약 체결, 담보된 성장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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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S 분류 상 소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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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촉매에서 2차전지용 전구체까지 사업영역 확대  

동사는 2004년 ㈜이엔디솔루션으로 설립되었으며 2007년 ㈜이엔드디로 상호를 변경, 

동사의 사업영역은 환경소재분야 촉매소재 및 촉매시스템(매연저감장치), 2차전지 소재

(전구체) 사업을 영위, 동사는 2021년 10월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엔지니어링업체인 

㈜기련이엔씨를 인수(지분율 80%)하여, SCR엔지니어링 솔루션시장 진출  

 

2차전지 전구체공장 증설로 본격적인 성장 국면 진입  

동사는 고객 맞춤형(Tailor-made) 전구체 제조가 가능한 유일한 전구체 전문기업으로 

소입경에 특화, 소입경 대량생산 가능. 2022년 상반기 연산 5천톤 증설 완료 및 글로벌 

1위 양극재업체인 Umicore社의 독점 공급계약으로 담보된 성장성에 주목 

 

촉매소재는 캐시카우이자 고성장 중인 사업군 

촉매소재는 캐시카우이자 최근 4개년 CAGR이 47.3%인 고성장 사업군임. 촉매소재는 

On-Road 자동차용 촉매 수요 뿐만 아니라 Off-Road 농기계 및 건설기계용 디젤 촉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냉난방용, 발전용, 가전제품용(공기청정기), LNG선박용 엔진 

등 산업용 촉매 수요도 증가 추세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19 2020 2021 2022F 2023F 

매출액(억원) 583 923 774 833 1,615 

YoY(%) 107.5 58.3 -16.1 7.6 93.8 

영업이익(억원) 98 164 79 70 215 

OP 마진(%) 16.8 17.7 10.2 8.4 13.3 

지배주주순이익(억원) 62 36 99 65 174 

EPS(원) 929 431 964 629 1,683 

YoY(%) 흑전 -53.6 123.9 -34.8 167.6 

PER(배) 4.5 81.7 31.7 44.8 16.7 

PSR(배) 0.5 3.2 4.1 3.5 1.8 

EV/EBIDA(배) 3.5 18.0 33.4 25.5 12.3 

PBR(배) 2.7 5.9 4.4 3.7 3.1 

ROE(%) 83.8 9.9 15.0 8.7 20.1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8/2) 28,150원 

52주 최고가 40,750원 

52주 최저가 20,600원 

KOSDAQ (8/2) 804.34p 

자본금 52억원 

시가총액 2,905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0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2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34억원 

외국인지분율 1.30% 

주요주주 김민용 외 6인 20.38%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0.0 16.8 -13.0 

상대주가 8.9 26.8 12.3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

율’,  성장성 지표는 ‘EPS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

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

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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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촉매 사업 및  

2차전지 전구체 사업 영위   

동사는 2004년 ㈜이엔디솔루션으로 설립되었으며 2007년 ㈜이엔드디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13년 7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이래 2020년 7월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되었다. 동사의 사업영역으로는 환경소재분

야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촉매소재 및 촉매시스템(매연저감장치), 2차전지 소재(전구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

다. 2021년 매출구성은 촉매시스템 43%, 촉매소재 39%, 2차전지를 포함한 기타사업 18%이다. 신사업으로

는 SCR엔지니어링솔루션(발전용/플랜트), After-Market(교체용 시장), 선박용 촉매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OEM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촉매시스템은 최대 매출처이자 

캐시카우, 동사 포함 8개사가  

정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수행  

촉매시스템 사업부문은 동사의 최대 매출비중을 차지하는 안정적인 캐시카우이다. 촉매시스템은 B2G 사업

으로 정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국의 5등급 경유 노후차량이 대상

이다. 고객사는 5등급 차주로서 지자체가 저공해조치 부착 차량으로 의무화 명령을 내리면 차주가 DPF 등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운행차 배기가스 저감사업의 주 수요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자체이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가 시행되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단계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국의 2,300만대 차량에 대해 1~5등급으로 분류하고, 

환경부는 2024년까지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 247만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동사는 환경부가 요구 인증 9개 전체를 획득한 유일한 업체이며, 현재 8개社가 환경부의 인증 하에 촉매시

스템 사업을 분점하고 있다. 업체수는 8개사이나 동사의 인증이 가장 많아 시장 MS는 1/6 수준이다.  

 

촉매소재는 캐시카우이자  

최근 4개년 CAGR 47.3%인 

고성장 사업군 

촉매소재 부문은 촉매시스템 부문과 더불어 동사의 캐시카우로서 안정적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글

로벌 환경규제로 인해 높은 수요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고성장 부문이다. 2021년 동사의 촉매소

재 매출액은 304억원으로 2017년 65억원에서 4개년 연평균 CAGR 47.3%로 고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촉매소재는 On-Road용 자동차용 촉매 수요 뿐만 아니라 Off-Road 농기계 및 건설기계용 디젤 촉매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냉난방용, 발전용, 가전제품용(공기청정기), LNG선박용 엔진 등 산업용 촉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내연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산업의 엔진장치는 대부분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촉매수요는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동사는 After-Market(교체용 촉매)에서도 국내 유일의 환경

부 인증을 획득하고 제품판매 대리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사는 촉매소재 부문 OEM 확대에 19

개사 30여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최근 동사의 최대 매출처이자 캐시카우인 촉매시스템 부문에서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촉매

소재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촉매시스템 부문의 매출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촉매소

재 매출액이 촉매시스템 매출액을 추세적으로 상회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기련이엔씨 인수로  

SCR 엔지니어링  

솔루션시장 진출 

동사는 2021년 10월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엔지니어링업체인 ㈜기련이엔씨를 인수(지분율 80%)하고, 종

속기업으로 편입하였다. 기련이엔씨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턴키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며, SCR 

촉매기술과 엔지니어링 기술 경쟁력으로 이익률을 개선하고, 발전소, 플랜트 등에서 사업 레퍼런스를 활용

하여 OEM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기련이엔씨의 매출액은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매출이 인식되는 

IFRS 적용에 따라 거의 인식되지 않았으나, 올해 3분기에는 연결실적으로 유의미한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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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차전지 전구체사업 

R&D 착수 

동사는 2008년부터 2차전지 소재 R&D를 시작한 이래 2012년 2차전지 전구체 양산공장을 준공(연산 1천

톤)하였으며, 2014년에는 LG화학에 NCM 전구체가 승인되었으며, 전구체 생산량은 2015년 403톤, 2016

년 576톤으로 증가하며 기대감이 컸으나, 2016년부터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를 계기로 한국산 배터리 3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중국내 배터리 인증 이슈가 장기화하자, 동사

의 2차전지 매출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여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나 다름없었다. 2021년 2차

전지 매출액은 14억원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사실상 전구체 1천톤 Capa로는 1개 라인도 

커버하지 못할 수준의 물량으로 양극재업체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이다.  

 

동사는  

고객 맞춤형(Tailor-made) 

전구체 제조가 가능한  

유일한 전구체 전문기업으로  

소입경에 특화 기술 보유  

동사는 국내 전구체시장에서 고객사 맞춤형(Tailor Made) 전구체 제조가 가능한 유일한 전구체 전문기업이

다. 동사는 Batch System에 특화된 기술로 균일한 크기의 입도 분포를 제어할 수 있는 전구체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10㎛ 이상의 대입경 뿐만 아니라 5㎛ 미만의 소입경 전구체 입도를 제어할 수 있다.  

 

동사가 환경촉매업체로서 2차전지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독보적인 촉매 기술 기반과 2차

전지가 첨단소재 합성기술 기반으로 유사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촉매소재는 로듐, 팔라

듐, 백금 등 이종 귀금속 소재를 합성하여 얇게 코팅하는 기술이며, 2차전지 전구체의 경우에는 니켈-코발

트-망간 등을 하나의 첨단소재로 합성하는 기술로 촉매부문과 기술 기반 유사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업의 유사성과 접근성으로 인해 촉매분야 글로벌 BIG3 기업인 Umicore, JM(Johnson Matthey), 

BASF 등은 모두 2차전지 양극재, 전구체 등 소재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  

 

22년 6월말 전구체 생산능력 

5천톤으로 5배 성장, 

23년부터 매출액 1천억원 증가 

하며 본격 성장국면 진입 

동사는 전구체 생산능력을 기존 1천톤에서 총 215억원을 투자하여 올해 6월까지 5천톤으로 5배 증설을 완

료하였다. 하반기에 시험가동을 거쳐 빠르면 4분기에는 매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증설물량 

5천톤이 매출에 전량 반영되면 전구체 매출액은 1천억원(톤당 2천만톤*5천톤)이 증가하여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향후 전구체는 글로벌 1위 양극재업체인 Umicore社에 전량 공급될 전망이다.  

 

향후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2만톤 이상으로 증설 계획 

동사의 5천톤 전구체 물량은 시장 규모에 비하면 크지는 않지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동사가 Batch System

및 소입경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필요한 입도의 전구체만을 골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구경 전구체의 

대량생산이 가능해 대입경과 소입경을 7:3 비율로 섞어 양산하면 5천톤만으로도 대입경까지 합쳐 약 2만

톤 물량에 섞어 쓸 수 있다. 동사는 고객사 요구로 단계적으로 2만톤 이상 추가 증설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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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자료: 이엔드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촉매제품 소개 

 
자료: 이엔드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전구체 제품 소개 

 
자료: 이엔드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00~2003디젤매연저감장치(DOC/DPF) 개발

2004. 09 (주)이엔디솔루션창립

2007. 10 북경지사설립, 이노비즈인증획득

2008. 07 부설연구소확장(가산디지털단지)
2차전지소재연구개발개시

2010. 06 생산공장확장이전(충북청주시)

2012. 10 중국합자회사설립(허페이)

2012. 12 제2기업부설연구소설립인가
(이차전지소재연구)

2013. 05 중국합자회사차량용촉매
양산개시

2013. 07 한국거래소코넥스시장상장

2014. 01 니켈-코발트-망간복합전구체
제조방법특허출원

2014. 04 NCM 3성분계Precursor 승인

설립기 (창립~ 2011)
성장기(2012 ~ 2017)

도약기 (2018 ~ 현재)

2019. 05 소재부품전문기업인증(산업통상자원부)
2020. 01 재활용시드를사용한니켈-코발트-망간

복합전구체의제조방법특허취득
2020. 03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금천구청)
2020. 07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상장
2020. 11 고밀도니켈-코발트-망간복합전구체의

제조방법특허취득
2021.02 오창공장신규취득
2021.08 선택적환원촉매및이를포함하는디젤

엔진후처리시스템특허취득
2021.10 기련이엔씨인수-SCR대형설비분야로

사업영역확장
2022.01 유미코아공동개발계약체결
2022.07 청주2차전지소재공장준공(연산5천톤

생산체제구축)

Urea(NH3)를환원제로사용

하여대기오염물질인질소산화물을

제거하고고온및저온에서높은신뢰

성을보유

가솔린엔진에서주로배출되

는탄화수소(HC),일산화탄소(CO),질소

산화물(NOx)등을동시에제거하는촉

매

SCR TWC

디젤엔진에서주로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탄화수소(HC),입자상물

질(PM)을제거하고이산화탄소와물로

정화

DOC 디젤엔진에서주로배출되는

입자상물질(PM)을포집하고이산화질

소(NO2)와산화반응으로PM을제거하

는기술

DPF

제품소개

독자적으로개발한

일산화탄소(CO)를제거하는촉매로산

업현장및일상생활에서사용

생산공정에서발생하
는휘발성유기화합물(VOCs)를산화시
켜이산화탄소(Co2)와물(H2O)로정화

CO산화촉매 VOC촉매

NCM 계열의전구체로4.0㎛급입도및

Tap Density 1.7g/cm3 이상의고밀도특성

보유
Ni 함량90% 이상의NCM 계열의전구

체로고용량이차전지용양극소재적용

기존NCM 계열전구체대비저렴하고

친환경적인제품으로고용량특성보유

고가의코발트를포함하지않는NM 계

열의전구체로중저가보급형Co-free 양

극소재적용

고밀도 NCM 전구체

Ni 초고함량 NCM 전구체

고용량/친환경전구체
Co-free NM 전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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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구성(2021년)  지분 구조  

 

 

 
자료: 이엔드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이엔드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촉매시스템

43%

촉매소재

39%

2차전지

18%
20.40%

2.20%

77.40%

김민용 및 특수관계인

자사주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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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촉매시스템 사업(매연저감장치) 

촉매(Catalyst)는 배기가스 중  

유해물질을 이산화탄소, 질소, 

물 등 무해물질로  

변환시켜주는 친환경 소재  

차량의 배기가스에는 연료가 불완전 연소함에 따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미세먼

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차량용 촉매(Catalyst)의 원리는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

면서 주변에 화학반응을 촉진시켜주는 물질로, 유해물질을 무해물질로 전환시켜준다. 자동차 촉매시스템은 

귀금속인 로듐, 팔라듐, 백금 등을 포함한 물질을 촉매로 사용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가 촉매

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질소, 물로 변환되어 환경에 무해물질로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촉매시스템 원리 

 
자료: 이엔드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24년까지 계획,  

5등급 차량 완전퇴출 목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4년까

지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8년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국의 2,300만대 차량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해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단계가 마무리되는 2024년까지 5등급에 해당하는 

247만대에 대해 低공해조치(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완료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대수는  

2018년 247만대에서  

22년 3월말 91만대로 

축소, 최근 1년간 30% 감소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1년 12월부터 22년 3월말까지 1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 제한과 저공

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상승효과로 低공해 미조치 5등급차량이 최근 1년간 37.3만대 감소했다고 발표했

다. 21년 3월말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대였던 低공해 미조치 5등급차는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올해 3월말에는 91만대로 30% 감소하였다.  

 

2022년 저공해조치(DPF 부착)  

예산은 전년 9만대에서  

3.5만대로 축소,  

집행예산은 1,710억원에서 

578억원으로 1/3 수준 축소 

환경부는 2024년 5등급차량 완전퇴출을 목표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2년 환경부 예산에 조기폐차

지원은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은 축소 편성하였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예산으로는 

2021년 대상 34만대에 3,264억원에서 2022년 36만대로 확대하고 예산도 3,456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

다. 다만 低공해조치, 즉 DPF 부착지원은 2021년 9만대에 대해 1,7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2

년에는 3.5만대에 578억원으로 1/3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

량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低공해조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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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 경유차 등록대수 

 
자료: 환경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촉매시스템 종류 

 
자료: 환경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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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복합
재생

동시
저감

삼원
촉매

DOC + 
DPF / POC

DOC + DPF +

Disel Burner

DPF + SCR

교체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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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a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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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aust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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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촉매소재(Catalyst) 

국내는 2015년부터  

모든 신차에 대해  

Euro-6 기준 적용,  

DPF, SCR, DOC 등 기술 이용  

촉매소재시장은 크게 자동차용 촉매(On-Road)와 농기계용(Off-Road) 촉매, 선박, 플랜트 등 산업용 촉매 

및 가스오븐, 공기청정기 등 가전용 촉매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는 유럽,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유차에 대해 Euro-6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모든 신차에 

대해 Euro-6 기준을 적용하여 신규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위해 다양한 후처리 촉매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Euro-6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거의 모든 기술을 적용해야 해서 DPF, SCR, DOC 등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요 수요자로는 자동차 및 엔진 생산업체로 전처리단계인 엔진단계에

서의 기술로는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촉매 등을 이용한 후처리 장치의 기술개발이 촉

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로용 차량에 대해서는 Euro-6의 강화된 PM(미세먼지 입자) 및 NOx(질소산

화물)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차종에서 DPF와 SCR 기술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 농기계(Off-Road)에 대해 

2015년부터 Tier 4 Final 기준  

적용되며 촉매시장 개화  

자동차 뿐만 아니라 농기계(Off-Road)에도 배기가스 규제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Off-Road에 대해 각각 Tier 4 Final 기준과 Euro 4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미국이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Tier 4 Final 기준이 농기계에도 적용되

어 촉매시장이 개화되었다. 국내에서는 2015년 1월부터 56kw(75마력) 미만과 130kw(174마력) 이상 기

종에만 새로운 기준이 우선 적용되었고 2016년 1월부터는 56~130kw 사이의 기종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

나 국내시장이 더욱 확장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Tier-III 

규제 강화로 선박시장에서도  

촉매시장 개화  

글로벌 선박시장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종전보다 강화된 환경규제인 유해물질 배출규제인 Tier-III 

규정을 2016년부터 적용하면서 향후에는 선박에도 촉매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Tier III 기준에서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Tier I(17.0g/kwh)보다 질소화합물이 80% 감소한 3.4g/kwh

로 저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박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선택적 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이 필요하다.  

 

STX-SCR 적용 사례 

 
자료: STX엔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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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차전지 전구체 시장 

전구체는 양극재의 핵심소재로 

양극재 원가의 70% 차지 

전구체(Precursor, 前驅體)는 2차전지를 구성하는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중에서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로 어떤 물질대사나 화학반응 등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물

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로 양극재의 주요 원재료이다.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새로운 화학조성

으로 합성한 기초물질로서 리튬과 결합되면 양극재를 얻는다. 전구체는 2차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의 주원료로서 2차전지의 뼈대 역할을 수행한다. 전구체의 품질은 2차전지의 특성을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고용량, 고출력 배터리를 위해서는 소입경(5㎛ 이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배터리 4대 

핵심소재는 내재화하고 있지만 

전구체 내재화율은 낮은 상황  

국내 배터리업계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대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내재화되고 있지만, 전

구체에 대해서는 내재화에 관심이 크지 않았다. 전구체의 생산기술을 확보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인건비,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큰 사업은 아니기도 하고, 해외광산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금속

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화율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일본 수출규제를 겪으면서 국내 업체들이 내재화 필요성을 인식한데다 국내 수입산의 

90% 이상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시장이 전구체를 흡수하거나 수출 규제를 가할 경우 수급에 문

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업체들이 최근에는 전구체 설비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국내 전구체 수입량은  

18.3만톤으로  

최근 6개년 연평균 73.8%씩  

폭발적인 증가세 기록, 

수입산 92%는 중국산이 차지  

2021년 기준 국내 전구체 생산량은 약 4만톤(에코프로GEM 2.4만톤, 포스코케미칼 0.5만톤, JH케미칼(엘엔

에프 자회사) 1.0만톤, 이엔드디 1천톤 등)으로 추정되어 전체 수요량 22.3만톤대비 자급률은 17.9%에 불

과하며, 연간 수입량은 18.3만톤을 기록하였다. 이중 중국산은 16.9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92%를 차지하

였다. 국내 전구체 수입량은 국내 배터리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양극재 수요 증가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2015년 6.6천톤에서 2021년 18.3만톤으로 6개년 평균 CAGR 73.8%를 기록하였다.  

 

국내 전구체 수입량  국내 양극재 수출량  

 

 

 
자료: 관세청 수출입통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관세청 수출입통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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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차전지 전구체 사업 확장으로 성장 본격화  

전구체 공장 증설투자로  

본격적 성장 국면 진입  

동사는 7월 21일 충북 청주 전구체 생산공장에서 5천톤 증설 이후 준공식을 실시했다.  

동사는 회분반응식(Batch System) 제조공법 기반으로 독자적 설비를 통해 균일한 입도 분포를 가진 전구

체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성과 형상이 제어된 5㎛ 이하 소입경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국내에서 동사와 같이 소입경 전구체 생산에 특화되어 있고, 생산 수율이 높은데다 고객 맞춤형(Tailor-

Made) 고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전구체업체는 동사가 유일하다. 동사는 5천톤 증설에 그치지 않고 고객

사(Umicore)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추가 증설투자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증설투자는 최

근 양극재 설비투자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 2만톤 단위(2만톤, 4만톤 등)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차 5천톤 증설로 2023년 동사의 매출액은 1,600억원대로 성장하여 전년대비 외형

이 두배 수준 성장할 전망이고, 향후 1~2년내 2만톤으로 추가 증설이 이뤄지면 외형이 3천억원 추가로 증

가해 동사의 매출액은 4~5천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매출비중(2021년)  매출비중(2023년) 

 

 

 
자료: 이엔드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이엔드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Umicore와 전구체 공동개발 및 전량 공급 합의  

Umicore의  

독점적 공급계약으로 

담보된 성장 스토리  

동사는 글로벌 2차전지 양극재 1위업체인 Umicore와 2021년 8월 ‘2차전지 소재 개발을 위한 Umicore & 

이엔드디 MOU 체결식’을 가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Umicore는 2차전지 양극재 시장에서 세계 1위

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Top Tier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개발한 전구체가 Umicore의 규정 품질과 

성능을 만족하게 되면 Umicore가 독점적으로 동사의 전구체 생산물량을 전량 공급받게 된다.  

Umicore가 국내 전구체 시장에서 이엔드디에 주목한 배경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의 전구체 

국산화율은 18%에 불과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산이 75% 이상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국내 수입량의 

92%가 중국산이므로 향후 전구체가 국산화되지 못하면 중국산 수입의존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다. 현재 국내에 전구체 생산업체는 에코프로GEM, JH케미칼(엘엔에프 자회사), 포스코케미칼 등 대부분

이 2차전지 양극재업체로서 연간 생산량이 4만톤 남짓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엔드디가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20여년간 환경촉매기술 기반으로 2차전지 분야에서도 異種간 금속의 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5㎛ 이하 소입경에 특화되어 소입경 대량생산이 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중국산은 10㎛ 이상의 대입경이기 때문에 고밀도 및 고효율 배터리 성능을 위해서는 동

사의 소입경 전구체와 배합하여 사용하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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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매출액은 7.6% 증가,  

영업이익은 70억원으로 

11.0% 감소 전망, 정부의 매연

저감장치 예산 축소로 촉매시스

템 부문 실적 감소 영향  

 

2022년 매출액은 833억원으로 7.6% 증가하나, 영업이익은 70억원으로 YoY 11.0% 감소할 전망이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캐시카우인 촉매시스템 매출액은 288억원으로 YoY 14.3% 감소해 전년에 이어 감소세

가 지속될 전망이다. 촉매시스템 매출감소 원인은 정부의 예산삭감 영향이 크다. 환경부는 2024년 5등급차

량 완전퇴출을 목표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2년 환경부 예산에 조기폐차지원은 확대하고, 매연저감

장치(DPF) 부착지원은 축소 편성하였다. 예를 들면 저공해조치, 즉 DPF 부착지원은 2021년 9만대에 대해 

1,7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에는 3.5만대에 578억원으로 1/3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촉매소재부문 매출액은 339억원으로 11.5% 증가하여 촉매시스템 부문 매출감소를 상쇄할 전망이다.  

 

2차전지 전구체 증설분 매출은 

2023년부터 본격 반영될 전망,  

추가 2만톤 증설 가능성도 상존 

2차전지 전구체공장은 6월말 완공되어 하반기 중에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할 전망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본격적인 매출이 반영될지는 아직 불확실해 2022년 실적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2023년에는 2차전지 전구체공장 본격 가동 및 Umicore社와의 독점 공급계약으로 2차전지 부문에서

는 1,000억원에 달하는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1년 이내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연산 2만톤까지 추가 

증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구체공장이 연산 2만톤까지 증설되면 연간 매출액은 4천억원 수준이 증

가하여 기존 촉매사업 부문 매출액을 합산하면 약 4~5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실적 요약 

 2019 2020 2021 2022F 2023F 

매출액(억원) 583 923 774 833 1,615 

 촉매시스템 373 536 336 288 350 

 촉매소재 198 260 304 339 365 

 2 차전지 및 기타  12 127 135 207 900 

매출비중(%)      

 촉매시스템 64.0 58.0 43.4 34.5 21.7 

 촉매소재 33.9 28.2 39.2 40.7 22.6 

 2 차전지 및 기타  2.1 13.8 17.4 24.8 55.7 

영업이익(억원) 98 164 79 70 215 

영업이익률(%) 16.8 17.7 10.2 8.4 13.3 

자료: 이엔드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부문별 매출 전망 

 
자료: 이엔드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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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차전지 전구체  

매출 본격 반영,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은 2차전지  

소재업종으로 리레이팅 예상  

 

현주가는 2022년 추정실적대비 PER 43.8배, PBR 3.7배 수준이다. 2차전지 전구체 증설분이 100% 실적에 

반영되는 2023년 기준으로는 PER 16.4배, PBR 3.0배로 낮아져 2차전지 업종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

일 전망이다. 동사는 2008년 2차전지 R&D에 착수한 이래 2012년 2차전지 전구체 양산공장을 준공하였으

나 2016년 중국의 한국산 배터리 인증지연 이후 사실상 2차전지 매출액은 2021년 기준 14억원으로 감소

할만큼 유명무실해졌다. 동사는 2022년 6월말 2차전지 전구체 5천톤 CAPA 증설을 끝내고 하반기 중 시

운전을 거쳐 2023년에는 100% 풀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2021년까지는 2차전지 매출액

이 15억원 미만으로 2% 이내로 2차전지 관련주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2차전지 부

문이 최대 매출처로 부상하고 전체 매출비중의 56%로 확대되기 때문에 동사의 Multiple도 2차전지 소재업

종으로 Re-Rating이 기대된다. 

 

2023년 추정 실적대비  

PER은 16.4배로 2차전지  

양극재 4개사 평균 PER 

37배대비 저평가 

2022년 추정실적 기준 2차전지 소재관련 8개사의 평균 PER은 46배, 양극재 4개사의 평균 PER은 53배이

다. 전구체 증설분이 매출에 반영되는 2023년 동사의 추정 PER은 16.4배로 낮아져 2차전지 소재업종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eer Valuation (단위: 억원, 배, %) 

기업명 시총 
매출액 영업이익 P/E P/B ROE 

22F 23F 22F 23F 22F 23F 22F 23F 22F  23F 

LG 에너지솔루션         975,780     219,872    302,386      12,469       20,887        107.9          65.5           5.4           5.0            7.0            8.2  

LG 화학         430,613  510,529  589,793  37,164  45,502  19.0   15.4        1.6           1.4            9.6            9.4  

삼성 SDI         393,333  195,980    239,311       17,227       21,801        24.3  20.4         2.4    2.1    10.9       11.4  

SK 이노베이션         166,438   762,769   754,357       57,738    40,748      5.8        7.7   0.8         0.7  16.6  10.7  

에코프로비엠         122,741       37,406  53,286  2,762  4,209    59.5     39.8  13.3         9.7  26.5    27.2  

포스코케미칼         103,413   30,943    43,816  1,772  2,786    61.9        42.7         4.0      3.6       6.8        8.9  

엘앤에프         85,548   35,717   51,158    2,883     4,062          36.8     29.5      8.6         6.5       29.9          26.9  

코스모신소재       16,889     4,622   6,801         411      612       52.6         35.9       12.4       9.2        18.8      29.3  

이엔드디   2,905    833  1,615  70 215   41.0  16.7   3.7   3.1  8.7 20.1  

자료: Quanti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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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매시스템 정부사업 2024년 종료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  

촉매시스템  

2024년 2차사업 종료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   

환경부 주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5년부

터 2024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5등급 차량대수는 2018년 247만대에서 매년 조기폐차와 매

연저감장치 장착으로 감소해 20년 3월말 160만대, 21년 3월말 128만대, 22년 3월말 91만대를 기록하였

다. 배기가스저감장치 사업은 환경부 주관사업으로 동사에는 매출 1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캐시

카우였으나,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그 이후 사업이 연장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조기폐차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촉매시스템 평균 판매단가는 2019~2020년에는 340만원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부터 259만원으로 

23.8% 하락하여 2022년 1분기에도 전년대비 同價 수준에 가격 약세를 기록하여 사업 물량의 감소 뿐만 

아니라 제품가격도 약세를 보여 촉매시스템 부문 매출 감소폭을 확대했다.  

 

촉매시스템 매출액 및 제품평균판가 

 
자료: 이엔드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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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억원) 2019 2020 2021 2022F 2023F 

매출액 583 923 774 833 1,615 

증가율(%) 107.5 58.3 -16.1 7.6 93.8 

매출원가 392 605 605 675 1,260 

매출원가율(%) 67.2 65.5 78.2 81.0 78.0 

매출총이익 191 318 169 158 355 

매출이익률(%) 32.8 34.4 21.9 19.0 22.0 

판매관리비 93 154 90 88 140 

판관비율(%) 16.0 16.7 11.6 10.6 8.7 

EBITDA 120 181 93 129 272 

EBITDA 이익률(%) 20.6 19.6 12.0 15.5 16.8 

증가율(%) 313.8 50.9 -48.6 38.9 110.6 

영업이익 98 164 79 70 215 

영업이익률(%) 16.8 17.7 10.2 8.4 13.3 

증가율(%) 1,204.7 67.4 -51.8 -11.0 206.1 

영업외손익 -55 -91 36 16 8 

금융수익 0 1 60 29 23 

금융비용 14 92 21 10 11 

기타영업외손익 -42 1 -3 -4 -4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2 -3 -4 -4 -4 

세전계속사업이익 44 70 111 82 220 

증가율(%) 흑전 59.1 57.1 -26.0 168.2 

법인세비용 -18 35 11 17 46 

계속사업이익 62 36 99 65 174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62 36 99 65 174 

당기순이익률(%) 10.6 3.9 12.8 7.8 10.8 

증가율(%) 흑전 -42.5 179.3 -34.8 167.6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62 36 99 65 174 
 

 

(억원) 2019 2020 2021 2022F 2023F 

유동자산 223 575 729 700 988 

현금성자산 57 218 207 139 243 

단기투자자산 4 163 226 243 268 

매출채권 51 40 43 47 90 

재고자산 103 150 238 256 359 

기타유동자산 9 3 14 15 29 

비유동자산 159 160 441 544 563 

유형자산 90 106 369 473 463 

무형자산 10 12 11 10 8 

투자자산 19 15 38 41 71 

기타비유동자산 40 27 23 20 21 

자산총계 381 735 1,169 1,244 1,552 

유동부채 255 96 118 127 244 

단기차입금 159 0 0 0 0 

매입채무 22 23 12 13 26 

기타유동부채 74 73 106 114 218 

비유동부채 21 27 339 340 357 

사채 0 0 153 153 153 

장기차입금 15 7 106 106 106 

기타비유동부채 6 20 80 81 98 

부채총계 277 123 457 467 600 

지배주주지분 105 612 713 778 951 

자본금 33 52 52 52 52 

자본잉여금 31 486 486 486 486 

자본조정 등 -4 -4 -3 -3 -3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1 1 1 

이익잉여금 45 78 177 242 416 

자본총계 105 612 713 778 951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억원) 2019 2020 2021 2022F 2023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6 174 -44 107 151 

당기순이익 62 36 99 65 174 

유형자산 상각비 14 11 12 57 55 

무형자산 상각비 8 6 2 2 2 

외환손익 0 0 1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61 -3 -118 -16 -79 

기타 33 124 -40 -1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 -188 -365 -176 -96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22 2 -26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5 -28 -272 -160 -45 

기타 -5 -160 -71 -18 -25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2 176 398 4 52 

차입금의 증가(감소) -23 -168 99 4 52 

사채의증가(감소) 3 0 300 0 0 

자본의 증가 0 345 0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2 -1 -1 0 0 

기타현금흐름 0 -0 0 -4 -4 

현금의증가(감소) 25 162 -11 -68 104 

기초현금 31 57 218 207 139 

기말현금 57 218 207 139 243 
 

 

 2019 2020 2021 2022F 2023F 

P/E(배) 4.5 81.7 31.7 44.8 16.7 

P/B(배) 2.7 5.9 4.4 3.7 3.1 

P/S(배) 0.5 3.2 4.1 3.5 1.8 

EV/EBITDA(배) 3.5 18.0 33.4 25.5 12.3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929 431 964 629 1,683 

BPS(원) 1,572 5,926 6,907 7,535 9,218 

SPS(원) 8,743 11,159 7,503 8,075 15,649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83.8 9.9 15.0 8.7 20.1 

ROA 18.3 6.4 10.5 5.4 12.4 

ROIC 56.2 43.6 18.0 8.1 21.2 

안정성(%)      

유동비율 87.3 597.0 618.5 552.8 405.6 

부채비율 263.8 20.2 64.1 60.0 63.1 

순차입금비율 152.2 -60.7 -8.0 48.9 45.4 

이자보상배율 9.1 17.5 3.8 2.8 20.1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7 1.7 0.8 0.7 1.2 

매출채권회전율 17.6 20.3 18.5 18.5 23.6 

재고자산회전율 7.5 7.3 4.0 3.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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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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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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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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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