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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247540) 
[Eco-Friendly Day 후기] 탄탄한 기본기 재확인 

전창현  changhyun.jeon@daishin.com 2022.12.05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70,000 현재주가(12.02) 109,900 

 

[에코프로 그룹] 경영성과, 미래전략, 재무목표 

▪ 그룹의 지주사로서 계열사들을 통해 양극재 생태계 활성화 주도. CnG(리사이클) -> 머티리얼즈(전구체)/이노베
이션(수산화리튬)/AP(산소/질소) -> 에코프로비엠(양극재) 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강화 

▪ 주요 계열사 실적 본격 성장 구간 진입. 22년 예상(3Q22 누적실적 연환산) 영업이익은 머티리얼즈 530억원
(YoY+201%), 이노베이션 1,140억원(YoY흑전), CnG 370억원(YoY흑전), AP 50억원(YoY+5,233%) 추정 

▪ 22년 -> 27년 생산능력 확대. 양극재 18만톤 -> 71만톤, 전구체 4.8만톤 -> 20.7만톤, 수산화리튬 1.3만톤 -> 
8.2만톤, 리사이클 1.2만톤 -> 9.0만톤, 산소/질소 112M -> 673M Nm3. 이를 통한 내재화율은 27년 기준 전
구체 33%, 니켈 31%, 리튬 26% 수준으로 확대 목표 

▪ IRA 대응 전략. 27년 기준 북미 내 전구체 2.5만톤, 수산화리튬 4.2만톤, 리사이클 5.0만톤 구축으로 현지 양
극재 캐파와 함께 수직계열화된 밸류체인 구축으로 북미 시장 선점 목표 

▪ ESG 활동 강화. 이사회 독립성 및 활동 강화, 지역사회 공헌, 주주환원정책(자사주 600억원 매입/소각), 환경 
활동(폐 양극재/전구체 리사이클, 헝가리 PPA 체결) 추진 

▪ 중장기 재무적 목표. 27년 목표 매출액은 30조원으로 필요한 CAPEX(23~27년)는 11조원 수준. 이를 위해 
EBITDA(23~27년) 9조원 이상, IPO/JV/FI 등 Equity 조달, 정부정책자금 및 은행 차입 조달 방안 제시 

 

[에코프로비엠] 경영성과, 미래전략, 재무목표 

▪ 22년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EV향 판매량 확대로 매출액은 5.3조원(YoY+250%) 이상으로 성
장 전망. EV향 매출 비중은 60%로 확대(21년 40%) 

▪ 해외 투자 본격화. 유럽은 헝가리 1공장 4Q22 착공 및 1Q25 양산 목표. 북미는 BM-Ford-SKOn 3자간 LOI 
체결(3Q22) 및 현지 공장 2H23 착공 및 2H25 양산 목표 

▪ EV 세그먼트별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프리미엄: NCA/NCM/NCMX(하이니켈, 단결정), 볼륨: NMX(코발트프리, 
24~25년 양산), 엔트리: OLO(리튬&망간리치, 25~26년 양산) + LFP(25년 양산) + 소디움(26년 양산). 특히, 
LFP 양극재 라인업 추가는 IRA/RMA 정책에 따른 중국산 LFP 대체 목적 

▪ 양극재 생산능력 확대. 27년 목표 캐파 71만톤, 판매량 60만톤(유럽 49%, 북미 31%, 아시아 20%) 제시 

▪ 중장기 재무적 목표는 27년 매출액 27조원 이상. 이에 따른 소요 CAPEX(23~27년) 7.1조원 대응 위해 
EBITDA(23~27년) 4.9조원, JV/FI 등 1.8조원, ECA/은행차입 4.5조원 조달 방안 제시 

 

[코멘트] 실망감은 기대감으로 점진적 변화 

▪ 발표 직후 주가(12/2)는 -4.5% 하락. 이는 기대 이상의 캐파 가이던스 상향 부재와 기존 북미 투자계획 유지
에 따른 실망감으로 추정 

▪ 다만, 그룹 계열사를 통한 높은 수준의 양극재 밸류체인 내재화 목표 인상적. 또한, IRA 대응 위한 북미 현지 
전구체/리튬/리사이클 캐파 구축은 동사의 북미 시장 선점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향후 IRA 법안 관련 
세부사항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북미 투자 계획 가속화 기대 및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매력도 부각받으며, 주가 
상승동력으로 작용할 예상 

▪ 23년 견조한 EV 수요와 신규캐파(CAM7) 가동 본격화에 따른 가파른 실적 성장 지속. 23년 영업이익 7,023억
원(YoY+58%, OPM 8.7%) 전망 

▪ 주가는 24년 PER 14.9배 수준으로 경쟁사(32배) 대비 매우 저평가되어 있어 편안한 매수 구간으로 판단. 투
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7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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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그룹 양극재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자료: 에코프로비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에코프로 그룹 양극재 글로벌 생태계 구축(27년) 

 

자료: 에코프로비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에코프로 그룹 IRA 대응 방향 

 

자료: 에코프로비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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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제품 포트폴리오 

 

자료: 에코프로비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에코프로비엠 27년 양극재 판매량 60만톤 목표 

 

자료: 에코프로비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에코프로비엠 중장기 재무적 목표 

 

자료: 에코프로비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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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전창현)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에코프로비엠(247540)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기준일자:20221202) 

 

 

 
 
 
 

 

 

 

 

 

 

 

 

 

 

 

구분 Buy(매수) Marketperform(중립) Underperform(매도) 

비율 92.1% 7.9% 0.0% 

산업 투자의견 

- Overweight(비중확대) 

  :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 Neutral(중립) 

  :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 Underweight(비중축소) 

  :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기업 투자의견 

- Buy(매수)  

  :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주가 상승 예상 

-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10%p 주가 변동 예상 

-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주가 하락 예상 

 

제시일자 22.12.05 22.08.03 22.07.12 22.06.30 22.05.27 22.05.04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목표주가 170,000  170,000 155,000 152,500 152,900 150,700 

괴리율(평균,%)  (36.33) (24.07) (24.87) (16.90) (21.27) 

괴리율(최대/최소,%)  (24.71) (17.61) (21.05) (11.14) (17.43) 

제시일자 22.03.29 (담당자 변경) 21.09.09 21.08.08 21.07.09 21.02.03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목표주가 133,400  123,500 86,500 76,600 61,800 

괴리율(평균,%) (16.74)  (10.61) (9.74) (11.54) (28.02)  

괴리율(최대/최소,%) (5.37)  13.50  (3.80) (5.00) (12.76)  

제시일자 21.01.04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9,400      

괴리율(평균,%) (4.86)       

괴리율(최대/최소,%) (1.25)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평균,%)        

괴리율(최대/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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