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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표지

제목: [뼛속시리즈] 

부제: I. EV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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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 이안이안이안이안나나나나입니다.

뼛속시리즈뼛속시리즈뼛속시리즈뼛속시리즈의 기본적인 취지는 자세한 기술적 분석 및 이해를 통해 성장산업 속 중요한 소재 및 제품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한 일종의 ''''기술서기술서기술서기술서''''입니다.

저의 모든 Report에서 강조 드렸듯이 이제 석유화학산업의 Spread Play 시대는 끝났습니다. 점점 원유 베이스 화학 소재에 대한 가동률은 감소할 것이

며 성장 산업에 대한 소재 개발 및 M&A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미 석유화학산업의 프리미엄 요인으로 ‘EV 배터리’, ‘수소경제 관련 소재’, ‘태양광 관련

소재’, ‘친환경 바이오 소재’ 등이 시장에 등장하였습니다. 저는 그 동안 수소경제에서 ‘탄소섬유’를, 그린뉴딜에서 간과했던 ‘바이오 플라스틱’을 시장에

화두로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항상 기술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기술력 좋은 소재라고 다 성장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10년이라는

매니저 생활 동안 적어도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는 기술적인 정확한 이해 없이는 Risk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리서치 반영을

목표로 애널리스트 세계에 들어온 만큼 앞으로도 ‘뼛속시리즈’를 통해 의미 있는 성장산업, 그리고 소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첫 등장한 [[[[뼛속시리즈뼛속시리즈뼛속시리즈뼛속시리즈 IIII.... EVEVEV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의의의의 2022202220222022년년년년 개정판을개정판을개정판을개정판을 통해통해통해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배터리 기술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 현재 제품

별 기술 방향성을 체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LFPLFPLFPLFP 양극재양극재양극재양극재 확대확대확대확대 및및및및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화재화재화재화재에 대한 의견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배터리 셀 기업들은 물적 분할, IPO, 화재 등으로 센티가 꺾인 상황입니다. 다만, 실적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성장산업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EV 배터리 편에서의 추천 종목은 셀과 소재의 투자 포인트를 다르게 가져갑니다. 셀은 IPO, 다만, LG화학의 경우, 배터리 소재 및 친환경 소재

중심 의미있는 포트폴리오 마련 기업이라는 판단입니다. 배터리 소재는 2022년에도 주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op Pick은 ‘에코프로비엠(247540)’, ‘SKC(011790)’, ‘LG화학(051910)’ , ‘천보(27828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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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본 원리 및 기술 방향
Part I

■ 배터리 안 모든 부품에 대한 기본원리 설명

■ 각 부품 별 기술 방향

■ [첨부] LFP 및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의견

Key-point



5

EV 배터리 기본 원리

자료: Googl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리튬이온 배터리 구조

●●●● 리튬이온배터리리튬이온배터리리튬이온배터리리튬이온배터리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 배터리의 양극은 Li의 산화환원 전위(전압)대비 3~5V사이에 위치하고 음극은 0~2V에 위치

- 따라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최대 이론 전압은 5V. 상용화 전압은 4V

- 즉,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의 전압차인 ‘전위(전기에너지 위치)’가 곧 배터리의 ‘전압’이 되는 것

- 전압의 크기는 에너지 밀도의 크기와 비례

- Wh(에너지) = V(전압)xI(전류)xT(시간), Ah(용량) = I(전류)x T(시간), Wh/Ah(에너지밀도) ≒ V(전압)

- 에너지 밀도는 결국 자동차의 동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EV 배터리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

- 에너지 밀도 높이기  전압 높이기  전위차 확대하기  음극재 전위 낮게 하거나, 양극재 전위 높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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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본 원리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 양극양극양극양극: : : : 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

- 양극 = 양극기재(Al)+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 +도전재 +바인더

- 리튬이온배터리는 리튬, 전이금속, 산소가 큰 3개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

- 리튬: 양-음극을 오가며 전하 용량을 결정하는 역할

- 전이금속: 산화환원반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

- 산소: 결정구조를 유지해 줄 프레임 역할

-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리튬과 산소는 고정. 따라서 양극재 연구는 전이금속 구성에 대한 연구

LLLLiCCCCoOOOO2

Shuttle

 current

 capacity(mAh)

Buffer

 voltage(V)

(Frame)

Frame

 durability/safety

 side reaction

 power

T=400°C에서 spinel 구조 형성, 
T≥600°C에서 layered 구조로 상전이

고온에서 불안정, 산소이온 이탈하여
전해질과 반응하면서 폭발 위험 생김

안전성 및 Li 확산속도 좋으나 이론용량 낮음
Mn 사용으로 비용 면에서 우수

다만, 고온에서 전이금속인 Mn이 전해질로 용출되어
급격한 용량 감소로 이어짐

Fe을 사용하여 안전성이 높으며, 비용도 저렴
온도특성도 좋아 자체 발열이 거의 없으며 주위
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

다만, 무게가 무겁고, 전기전도도와 확산속도가 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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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본 원리

주: 암모니아 분자의 질소들이 가진 전자쌍을 구리이온에 주며 만들어진 결합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 양극양극양극양극: : : : 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

- 양극활물질 제조방법(삼원계 기준): 전구체 제조  고온 반응 통해 복합금속산화물 제조  복합금속산화물+리튬계물질 고온산화분위기 소성

- 전구체: 양극활물질에서는 금속산화물 또는 금속수산화물 의미

- NCM 기준 제조방법(공침법 기준)은 1) Ni, Co, Mn을 황산 등 강산 용액에 용해시켜 금속금속금속금속 용액용액용액용액 제조제조제조제조. 2) 금속 용액 혼합하여 혼합혼합혼합혼합 금속금속금속금속 용액용액용액용액 제조제조제조제조. 

3) 혼합 금속 용액은 물분자 전자와의 결합력이 약해 침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착화제착화제착화제착화제 첨가첨가첨가첨가. 착화제로 암모니아 사용. 암모니아 착화제는 물분자

보다 금속이온과의 결합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금속이온- 암모니아 배위 결합주) 덩어리가 곧 착물이 됨. 이 착물은 산화수가 유지되므로 착이온

이되고 이는 안정적으로 다른 음이온과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됨. 4) 여기에 NaOH 등 pH pH pH pH 조절제조절제조절제조절제 첨가첨가첨가첨가하여 수산화물 형성 후 응집되면 침전.

5) 침전된 복합수산화물복합수산화물복합수산화물복합수산화물((((NiCoMnNiCoMnNiCoMnNiCoMn))))을을을을 세척세척세척세척, , , , 건조건조건조건조하면 전구체 제조 완료. 6) 전구체를 고온 반응으로 금속산화물금속산화물금속산화물금속산화물로 제조. 7) LiOH 등 리튬계리튬계리튬계리튬계 물질과물질과물질과물질과

혼합한혼합한혼합한혼합한 후후후후 산화분위기 하에 소성소성소성소성하여 양극활물질 분말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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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본 원리

자료: LG화학 기술연구원 배터리 연구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 양극양극양극양극: : : : 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

- LCO(LiCoO2)가 이론용량이 높고 결정구조가 안정적

- 다만, 리튬 이온의 약 50%만이 삽입, 탈리되어 이론용량이 274mAh/g이지만, 실제용량은 약 150mAh/g 정도

- 실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Li을 증가시켜 전하량을 늘려야 함

- 이 때, Co만 전이금속 역할을 하다 보니 원재료 부담 커짐. 이에 Co를 도와줄 다른 원소들의 결합 필요성 커짐

- 이에 실제 용량부터 가격 부담까지 낮출 수 있는 결합으로 삼원계(NCM, NCA)가 주류가 된 것

양극 및 음극활물질의 전극전위와 용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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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본 원리

주1: LG화학, CATL NCM811기준
주2: 파나소닉 기준 테슬라에 들어가는 NCA 용량. 규산 음극 사용으로 실제 용량 증가
자료: Journal of the Korean Electrochemical Society, KAIST General Chemistry2,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 양극양극양극양극: : : : 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

-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LCO를 기본 베이스로 Co의 역할을 도와줄 금속들을 넣는 방향으로 삼원계 양극재 등장

- 그리고 이를 대체할 금속들로 가격, 용량,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NCM(LiNixCoyMnzO2), NCA(LiNixCoyAlzO2) 이외에

다른 양극재가 나오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미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양극재는 이론적 한계에 도달. 이에 최근 음극 소재를 통한 에너지 밀도 높이기가 시작된 것

양극재 종류에 따른 이론 및 실제 용량 비교

구분구분구분구분 이론이론이론이론 용량용량용량용량 실제실제실제실제 용량용량용량용량

LCO (LiCoO2)LCO (LiCoO2)LCO (LiCoO2)LCO (LiCoO2) 274mAh/g 150mAh/g

LFP (LiFePO4)LFP (LiFePO4)LFP (LiFePO4)LFP (LiFePO4) 170mAh/g 160mAh/g

NCM (LiNixCoyMnzO2)NCM (LiNixCoyMnzO2)NCM (LiNixCoyMnzO2)NCM (LiNixCoyMnzO2) 285mAh/g 280mAh/g주1)

NCA (LiNixCoyAlzO2)NCA (LiNixCoyAlzO2)NCA (LiNixCoyAlzO2)NCA (LiNixCoyAlzO2) 275mAh/g 300mAh/g주2)

1.2

1.4

1.6

1.8

2.0

2.2

Ca Sc Ti V Cr Mn Fe CO Ni Cu Zn

4th Period 5th Period 6th Period

전이금속(4주기) 원자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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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본 원리

자료: 삼성SDI, 나노전자원연구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 양극양극양극양극: : : : 도전재도전재도전재도전재, , , , 바인더바인더바인더바인더

- 양극 = 양극기재(Al)+양극활물질 +도전재 +바인더(질량 기준 90:5:5 비율)

- 양극은 양극의 틀을 잡아주는 얇은 알루미늄 기재에 활물질과 도전재, 바인더가 섞인 합제

- 활물질은 앞서 설명된 리튬이온 포함 물질이고, 도전재는 리튬산화물 전도성을 높이는 것, 바인더는 알루미늄 기재에 활물질과 도전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접착 역할

- 현재, 양극 도전재는 CNT 도전재를 사용하고 있음. 기존 Super-P 대비 약10% 이상 높은 전도도 구현으로 도전재 사용량 약 30% 감소 가능. 

양극 도전재에는 MW(Multi-Wall) CNT가 사용되고, 음극 도전재에는 SW(Single-Wall) CNT가 사용.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이 증설한다는

CNT는 양극 도전재용 MWCNT

양극 구조

Al 기재

합제 (양극활물질+도전재+바인더)

CNT 구조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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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본 원리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 양극양극양극양극: : : : 양극기재양극기재양극기재양극기재(Al)(Al)(Al)(Al)

- 전체 배터리 원가의 1% 정도 비중. 양극재 지지체로 전자의 이동 통로 역할

- 모든 박(Foil) 제조 공정은 크게 2가지: 압연 방식과 전해(전기분해)를 이용한 도금 방식

- 구리 박의 경우, 전기분해와 도금이 수월하여 전해동박 방식이 가능

- 다만, 알루미늄은 반응성이 높아 도금이 어렵기 때문에 압연방식만 사용

- 따라서 알루미늄박의 경우, 기술 차이가 미미하고 시장 파이 작음  주로 중소기업이 진입

- 기술방향은 이미 ‘가격’ 효율화가 마무리된 상태. 더 이상의 기술향상은 의미 없음

자료: Google, 롯데알미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압연기 중합기 압연기

소둔로 분리단재기

압연기 분리단재기 소둔로

양극 집전체 알루미늄박 2차전지 양극박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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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방향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술방향기술방향기술방향기술방향 ---- 양극재양극재양극재양극재

-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현재 양극재 기술 방향은 ‘ 안전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것

- 양극재로 에너지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려움. 높이려면 차세대 배터리를 통해 리튬이온이 아닌 완전 다른 소재로 접근해야 함

- 따라서 High Ni NCM(> Ni 80%)의 단점 즉, 1) 1) 1) 1) 안정성안정성안정성안정성 하락하락하락하락, 2) , 2) , 2) , 2) 빠른빠른빠른빠른 성능성능성능성능 저감저감저감저감 해결해결해결해결이 기술적 방향

- 1111) ) ) ) 안정성안정성안정성안정성 하락하락하락하락: 잔류 리튬으로 인한 것

- 잔류리튬이란: Ni 이온반지름은 Li과 비슷. 이에 Ni이 Li층에 위치하는 양이온 혼합이 빈번하게 발생. 이때, Li층에 위치하지 못한 Li이 열처리

과정 중 CO2나 물과 반응하는 경우가 생김. CO2와 반응한 Li2CO3, 물과 반응한 LiOH가 양극 표면에 존재하면 잔류 리튬이 됨

- [잔류리튬 문제점 1. 배터리 폭발] 잔류리튬의 카보네이트 물질은 HF(불화수소: 전해질 내 극소량의 물분자에 의해 생성)에 의해 분해되어 가스

를 발생, 배터리 폭발로 이어지게 됨

- [잔류리튬 문제점 2. 전극 제조 불가능] 잔류리튬이 용매에 녹으면 염기성화되고 다시 바인더와 섞이면서 슬러리가 ‘겔’화됨

- [잔류리튬 문제점 3. 가스 발생 가속화 및 활물질 전기화학 특징 급감] 

: 리튬이 CO2와 반응하여 Li2CO3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물 분자 생성

물분자는 전해질에 쉽게 반응하여 불화수소 등 가스 발생 가속화

이로 인한 활물질 전기 화학 특징 급감 초래

- 2222) ) ) ) 빠른빠른빠른빠른 성능성능성능성능 저감저감저감저감: 4가 전이 이온과 전해질 사이의 반응으로 인한 층상구조 변이가 원인

Ni, Co, Mn 중 Ni 만 2+에서 4+까지 가수 변경 가능

즉, Ni의 4+ 변이 전해질 분해 가속화 전해질 고갈 및 층상구조 변이  열적 안정성 낮아짐

  열적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리튬이 빠져나가면 산소 방출 유발  산소가 전해질 산화 시킴

  다량 가스 발생  전기화학 급감으로 용량 감소

High Ni NCM Cycle 특성

자료: Energy Technol,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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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방향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술방향기술방향기술방향기술방향 ---- 양극재양극재양극재양극재

- High Ni NCM(> Ni 80%)의 단점 즉, 1) 1) 1) 1) 안정성안정성안정성안정성 하락하락하락하락, 2) , 2) , 2) , 2) 빠른빠른빠른빠른 성능성능성능성능 저감저감저감저감 해결해결해결해결이 기술적 방향

- [[[[기술기술기술기술1] 1] 1] 1] 도핑도핑도핑도핑(Doping) (Doping) (Doping) (Doping) : Ni의 2+~4+까지의 변이, 양이온 혼합 방지를 위한 Ni 이동 제한 방법

도핑물질은 Al, Zr, Mg, Ti, B, F, W, Mo, Ga, Vb, Ca, 등

- 도핑물질 특징: 전기화학적 비활성 원소, 높은 극성, 넓은 이온반경, 산소와의 강한 결합력

- NCM(< Ni 80%)에서 안정성을 높일 때에는 Al Doping을 사용하기도 함

- Al Al Al Al DopingDopingDopingDoping: Al은 이온 반지름이 작아 고전압 전해질에서 산화되지 않음. 또한 일차 입자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하여 작은 비중의 Doping 으로도

용량 증가 및 Ni의 Li 자리 이동을 막아줌. 다만, Li이온의 확산을 방해하여 용량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이 방식은 국내에서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가 양산 중이며, 포스코케미칼 역시 개발 중

- NCM(> Ni 80%)에서의 다양한 도핑(Zr, Ti, B 등)기술이 시도되고 있음

High Ni NCM의 용량 유지율 변화

자료: ACS Energy Lett,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NCM과 NCA를 개선한 NCMA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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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방향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술방향기술방향기술방향기술방향 ---- 양극재양극재양극재양극재

- High Ni NCM(> Ni 80%)의 단점 즉, 1) 1) 1) 1) 안정성안정성안정성안정성 하락하락하락하락, 2) , 2) , 2) , 2) 빠른빠른빠른빠른 성능성능성능성능 저감저감저감저감 해결이 기술적 방향

- [[[[기술기술기술기술2222] ] ] ] 코팅코팅코팅코팅(coating)(coating)(coating)(coating): 내부구조 안정화가 도핑이었다면 성능 유지와 관련 있는 기술

- 코팅을 통해 양극 활물질이 전해액과 직접 접촉 방지하고 전해액 분해나 산화를 방지할 수 있음

- 코팅 재료는 LiAlO2, Li3ZrO2, Li2O-2B2O3, Li3PO4, Li2WO4와 같은 일부 전도성 소재와 고속 이온 도체

- 흔히 적용하는 재료는 Al, Zr임

- 특히, 도핑과 코팅은 함께 조합할 경우, 안정성, 성능 유지가 동시에 해결

자료: ACS Energy Lett,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코팅 재료별 용량 유지율 코팅 재료별 내부저항

A: bare NCM811
B: Al2O3
C: ZrO2
D: LBO

A: bare NCM811
B: Al2O3
C: ZrO2
D: 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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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방향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술방향기술방향기술방향기술방향 ---- 양극재양극재양극재양극재

- High Ni NCM(> Ni 80%)의 단점 즉, 1) 1) 1) 1) 안정성안정성안정성안정성 하락하락하락하락, 2) , 2) , 2) , 2) 빠른빠른빠른빠른 성능성능성능성능 저감저감저감저감 해결이 기술적 방향

- [[[[기술기술기술기술3333] ] ] ] 단결정단결정단결정단결정: NCM, NCA 등 현재, 다결정 구조 양극활물질 사용. 이는 압연공정 시, 결정이 부서지면서 배터리 성능 저감을 초래. 또한 다결

정은 충방전이 계속될 수록 부서져 불순물이 생겨 배터리 효율 감소

- 다결정의 경우, 충방전 시, 내부 미세 균열 형성이 가장 큰 문제점. 이는 활물질에서 리튬이 75% 이상 추출되면 단위 셀 부피가 단계적으로 감

소하는데, 다결정은 배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활물질끼리 내부 응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

- 열처리를 통해 다결정을 단결정으로 제조하면, 이러한 문제들 해결. 다만, 공정 비용 등 증가를 고려하여, 적정 단결정 수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

자료:Science Direct,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고전압에서의 균열 비교 (PC VS SC) 사이클 진행 시, 용량 및 에너지밀도 변화 비교 (PC VS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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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원리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 음극재음극재음극재음극재

- 음극재: 충전할 때 양극에서 나오는 리튬이온을 받아들이는 소재

- 리튬이온배터리에서는 낮은 전자 화학 반응성, 구조적 안정성 및 낮은 가격을 고려하여 ‘흑연＇을 사용(인조흑연:천연흑연=7:3)

- 흑연은 탄소가 결합한 층이 여러 겹 쌓인 규칙적인 구조. 충전 과정을 통해 음극에 도달한 리튬 이온은 탄소층 사이에 저장

- 반복적인 충전으로 흑연 부피 변화는 구조 변형을 가져옴. 이는 수명 감소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배터리 내부 분자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 필수

- 특히, 양극소재 개발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음극 소재 변경이 가장 큰 기술 방향성으로 급부상

자료: 신재생에너지백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음극 소재의 특성

분류분류분류분류 특성특성특성특성 용량용량용량용량 구조구조구조구조

흑연계흑연계흑연계흑연계
- 높은 안전성
- 높은 수명
- 가격 문제로 천연 및 인조흑연 혼합 사용 추세

인조흑연: 320~360mAh/g
천연흑연: 350~370mAh/g

비경질비경질비경질비경질 탄소계탄소계탄소계탄소계
- 높은 출력
- 짧은 수명
- 고속 방전에 유리한 특성

235~350mAh/g

금속금속금속금속((((실리콘실리콘실리콘실리콘, , , , 주석주석주석주석 등등등등))))
- 낮은 안정성
- 짧은 수명
- 고용량 배터리에 적합

700~1,000mA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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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방향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술기술기술기술 방향방향방향방향 ---- 음극재음극재음극재음극재

- 음극재 기술방향: 에너지 밀도 높일 수 있는 소재 개발. 음극소재 중, 고용량을 위해 실리콘 소재에 대한 관심 집중

- 실리콘 소재는 이론용량 3,590mAh/g으로 흑연(이론용량 372mAh/g)보다 10배 이상의 용량을 가짐

- 다만, 고용량에도 불구, 충방전 반복하면서 실리콘 물리적 구조 붕괴로 용량 안정성 낮음

- 물리적 구조 붕괴란 충방전 시, 부피 팽창에 의한 것. 이는 흑연은 탄소 6개와 리튬이온 하나의 결합이나, 실리콘은 원자 하나당 4.4개의 리튬

이온을 받아들여 과도한 부피 팽창 시, 균열에 이어 분쇄까지 가능.  결국 배터리 용량 감소

- 고용량 Si 계 음극소재는 크게, 1) SiOx, 2) Si-C 복합체, 3), Si-M 합금, 4) 기타(Si nano, Porous Si, Nano-Si/metal or polymer 등)으로 구분

- 이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SiOx는 약1,500mAh/g의 이론용량을 가지면서 순수 실리콘보다 용량 안정성이 월등하게 높음

- 이는 SiOx에 존재하는 산소가 리튬과 반응하여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산화물(Li2O 등)을 형성, 충방전 시 구조적 붕괴 방지하는 역할

- 다만, SiO의 낮은 초기 효율 및 전기전도도로 실제 배터리 적용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소재 나노화 및 코팅, 도핑, 도전재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

자료:한국생산기술연구원, SNE Research,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음극 소재 별 구조 및 용량 비교

Graphite SiOx (Nano Si) Si/C (Nano Si) Pure Si (Micron) Si Alloy

Structure

Capacity(mAh/g) 350~370 ~1500 ~1300 ~3600 ~1100

Long Cycle O O X X

Nano Si
Alloy me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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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방향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술기술기술기술 방향방향방향방향 ---- 음극재음극재음극재음극재

- SiOx 단점 보안 기술 방향: 소재 나노화

- 장점장점장점장점

1) 마이크로 이상의 크기에서는 불가능한 반응을 나노를 통해 상온 구현 가능

2) 리튬 확산 거리 줄여 최대 용량 구현 및 반응 속도 향상

3) 리튬 합금화로 인한 상 변화 시 발생하는 변이 완화

- 단점단점단점단점

1) 전극 밀도 감소로 전지 부피당 에너지 밀도 낮아질 수 있음

2) 나노크기 입자는 표면적을 넓게 하여 전해액 부반응 및 열적 반응 증가로 가역효율 및 안정성 문제 발생

3) 입자가 작아 전지 제조 공정 상 슬러리 및 전극제조 단계에서 균일하고 일정한 전극 형태 구현 어려움

4) 나노기술을 적용한 활물질 생산 제조 비용 상승

자료: KETI,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대표적 실리콘 나노구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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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방향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술기술기술기술 방향방향방향방향 ---- 음극재음극재음극재음극재

- SiOx 단점 보안 기술 방향: 소재 나노화

- 실리콘실리콘실리콘실리콘 채용을채용을채용을채용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기술기술기술기술1. 1. 1. 1. 활물질활물질활물질활물질 개발개발개발개발

: : : : SiOSiOSiOSiO – 나노결정립의 Si, 비정질 SiOx 매트릭스 내에 섬 형태의 미세구조 (탄소코팅)

- 리튬과 반응하여 SiO-C 물질의 초기 효율 낮춤. 결정적으로 용량 및 밀도 향상 크지 않음

- 실리콘실리콘실리콘실리콘 채용을채용을채용을채용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기술기술기술기술2. 2. 2. 2. 바인더바인더바인더바인더 소재소재소재소재 개발개발개발개발

: : : : poly(acrylic acid)(PAA)계, carboxy methyl cellulose(CMC)계, polyimide계 바인더 각광

- 기존 PVDF 또는 SBR계 바인더는 부피변화가 흑연보다 상대적으로 심한 실리콘에 부적합

- 신규 바인더 소재는 공통적으로 기존 바인더에 비해 높은 강성(인장강도) 및 높은 접착력을 보여줌

- 실리콘 활물질 부피변화에서 오는 전극구조 변화를 최소화시켜 전극 충방전 특성 유지

자료: KETI,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PAA 바인더 적용 시, 형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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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방향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술기술기술기술 방향방향방향방향 ---- 음극재음극재음극재음극재

- 실리콘실리콘실리콘실리콘 채용을채용을채용을채용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기술기술기술기술3. 3. 3. 3. 도전재도전재도전재도전재 개발개발개발개발

- 도전재란 전극에서 활물질 입자 간 또는 금속 집전체와의 전도도 향상 및 바인더가 부도체로 작용하는 것 방지

즉, 배터리 내 전하의 이동통로 역할

- 도전재 종류: 덴카블랙, CNT

- CNT가 기계적 특성 가장 우수. 섬유 형태를 띄고 있어 활물질 입자 사이에서 탄력있는 전도성 다리 역할

- 여러 사이클 동안 일어나는 부피 팽창에도 입자 사이의 접촉을 긴밀하게 유지

- 다만, 현재 가능한 CNT 길이는 나노 수준. 길게 만든 경우가 있긴 하지만, 상업적인 것은 짧게 생산됨

- 짧은 길이는 이동거리를 길게 하여, 실제 전기전도도 향상에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음

- 따라서 SW(single-wall)CNT + Long length도 같이 고려해야 함

자료: J. Korean Electre.Electron.Mater,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도전재 종류별 저항차 비교

ResistivityResistivityResistivityResistivity

DB/DB/DB/DB/SiOxSiOxSiOxSiOx 201.2

CNT/CNT/CNT/CNT/SiOxSiOxSiOxSiOx 12.4

도전재 종류별 방전용량(좌), 출력 비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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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원리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 분리막분리막분리막분리막

- 분리막: 양극, 음극의 접촉을 막고 미세 기공을 통해 리튬 이온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전류를 차단하는 일종의 필터

- 제조공정에 따른 분리막 종류: 습식막, 건식막

- 분리막은 1) 1) 1) 1) 기본적인기본적인기본적인기본적인 물성물성물성물성 기준치기준치기준치기준치는 넘기면 더 이상의 고물성 필요하지는 않음

- 습식분리막: 기본 필름에 첨가제를 추가해 화학적으로 기공을 만드는 방법. 균일성 높고 강도도 셈. 주로 고용량, 고출력 등 고사양 요구 셀에

많이 사용됨

- 습식분리막은 PE를 일반적으로 사용. 다른 첨가제와 균일하게 혼합하여 용액으로 제조. 그 후, 얇은 겔형 시트로 압출하여 느리게 냉각 시키면

서 상분리 유도. 기소제를 제거하여 다공막 생산

- 건식분리막: 기계적인 힘으로 필름을 당겨 기공을 만드는 방식. 장점은 쉬운 제조방식, 저렴한 비용, 단점은 균일하지 못한 기공, 약한 기계적

강도

- 건식분리막은 PP 또는 PE 중합체를 얇은 시트로 압출. 균일하지 못한 결정구조 개선을 위해서 느리게 냉각. 콜드 스트레치는 기공 구조 생성, 

핫 스트레치는 기공 크기 증가. 이를 통해 35~45%의 다공성 달성 가능. PP/PE/PP 3층 분리막 생성도 가능

자료: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분리막의 특성: 주요 물성 기준치 습식막(a), 건식막(b) 기공 비교

단위 내용

두께 μm 10 ~ 25 

기공크기 nm 10 ~ 500 

기공도 % 30 ~ 60 

통기도 sec/100mL < 650 

뚫림강도 gf > 350 

인장강도(Machine Direction) MPa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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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원리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 분리막분리막분리막분리막

- 물성 기준치만 만족하면 될까? 아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2) 2) 2) 2) 충분한충분한충분한충분한 젖음성젖음성젖음성젖음성(wettability)(wettability)(wettability)(wettability)

- 기본 소재로 사용되는 PE는 소수성(hydrophobic: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성질), 카보네이트 계열 유기용매 사용하는 전해액은 친수성

(hydrophilic: 물분자와 쉽게 결합하는 성질)임

- 이에 분리막 이온전도도 수준이 액체전해질 약10% 정도. 전해액이 충분히 분리막 표면에 젖어야 이온전도도 향상

- 따라서 분리막 제조 후, 저온 플라즈마 처리나 코팅 등의 추가적인 공정 필요

- 3333) ) ) ) 내열성내열성내열성내열성 향상향상향상향상: PE 소재 특성 상 약 130℃ 근처에서 용융 시작  150℃ 근처에서는 기공 완전 폐쇄

- 내열성은 소형기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EV 용으로 사용되면서 150℃ 열환경에 종종 노출 SRS, CCS 등 코팅 분리막 등장

자료: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분리막의 물리적 인자 및 전기화학적 특성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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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방향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술기술기술기술 방향방향방향방향 ---- 분리막분리막분리막분리막

- 현재 가장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 세라믹 코팅 분리막

- 고분자 분리막의 내열성 향상을 위해 등장한 분리막

- 보편적 구조: 분리막 표면에 세라믹 입자와 고분자 바인더 코팅한 제품

- 세라믹 코팅 공정 도입으로 두께 박막화에 유리한 습식분리막이 시장 선도하게 된 것

- LG화학: Dip 코팅 방식 세라믹 층 도입한 SRS(safety reinforced separator) 분리막 사용 (알루미나 사용)

- SKIET: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세라믹 코팅 분리막 사용 (CCS)

- 과거 단면 코팅이었으나 현재는 양면 코팅이 추세

- 단점: 추가 코팅 공정에 따른 단가 상승과 코팅으로 인한 기공 차단으로 통기성 저하

- 전고체 배터리 등장하면, 분리막 불필요

자료: Googl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세라믹 코팅 분리막의 표면

세라믹 입자 분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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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방향

자료: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술기술기술기술 방향방향방향방향 ---- 분리막분리막분리막분리막

- 결국, 코팅에 기술 노하우가 있음. 기업마다 코팅은 차이가 있음. 보통 세라믹 코팅이라고 하는데 이는, 세라믹 성분인 알루미나, 보헤마이트에

바인더+첨가제 등을 넣어 슬러리로 만들어 코팅하는 것

- 가장 많이 쓰는 코팅 방식은 롤베이스로, 코팅액이 롤을 돌면서 분리막 표면에 붙는 기술. 코팅 기술에서 분리막에 요구하는 통기성, 적정 연신

율 등이 결정됨

분리막 기술 개발 로드맵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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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원리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 전해액전해액전해액전해액

- 전해액: 리튬이온 양극과 음극 사이를 잘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물질

- 구성: 리튬염, 용매, 첨가제

- 리튬염: 리튬이온이 지나갈 수 있는 이동통로, 용매: 염을 용해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유기액체, 첨가제: 용매와 반응해 보호막을 만들어 불순물

생성 억제, 양극재 표면 보호하는 역할

- 전통적 리튬염: LiPF6 – 음이온 크기가 크고 이온전도도 우수  현재는 고출력을 위해 LiFSI, LiPO2F2, LiDFOP 등을 첨가해서 사용

- 최근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리튬염은 LiBF4, LiFSi임

- 용매: 고리형 카보네이트(EC, PC 등)를 기본용매로 하고 사슬형 카보네이트(DMC, DEC, EMC 등)를 보조용매로 함

- 두 가지 용매 사용하는 이유: 기본용매는 유전율 높아(즉, 전기장 세기가 작아짐) 리튬염을 녹여 양/음이온이 쉽게 분리, 다만, 점도가 높아 전

해액 내 리튬 양이온의 빠른 이동 방해. 이에 점도 낮은 보조 용매 첨가하는 것

자료: 산업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해액 구성

- Traditional: LiPF6
- NEW: LiFSI, LiPO2F2, LiDFOP, LiBOB 등

전해액(Electrolyte)

리튬염(Lithium Salts) 유기용매(Solvent) 첨가제(Additives)

- Traditional : EC, PC, DMC, DEC
- NEW: EA, MP, EP, PP 등

+ +
- Traditional : VC, FEC, VEC, PS
- NEW: SN, ADN, RPS, DT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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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원리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 전해액전해액전해액전해액

- 첨가제: Sn(Succinonitrile), An(Adiponitrile), VC(Vinylidene Carbonate), Phosphazene 화합물(ex.히시콜린 난연제)

- 모든 첨가제의 공통적인 성질은 리튬염과의 공융 혼합임. 그렇지 않으면 리튬염 자체가 불순물이 되기 때문

- Sn(Succinonitrile): Cu 용출 방지, 저휘발성, 열적 안정성, 리튬염과의 공융 혼합 우수

- An(Adiponitrile): 고에너지밀도, 낮은 가연성 및 인화성, 리튬염과의 공융 혼합 우수

- VC(Vinylidene Carbonate): 음극표면+SEI(Solid Electrolyte Interphase) - 리튬 이온은 통과, 전자는 통과시키지 않음

- Phosphazene 화합물(ex.히시콜린 난연제): 기본골격은 인과 질소, 전지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난연 (연소 시 연기 내지 않는 성질) 및

불연(화염에도 타지 않는 성질) 효과

- Sn과 An이 VC 등에 비해 에너지 밀도와 장수명, 저휘발성, 안전성 우수, 용량 증대 용이하게 대응

자료: TSK,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해액 제조공정

각 개별 액체들 보관

레시피 대로 무게 잼

블렌딩 작업

미세입자
필터링

무게 잰 후 패킹 작업

용기에 담은 후
수분 유입 등 용기 관리 중요



27

EV 배터리 기술 방향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술기술기술기술 방향방향방향방향 –––– 전고체전고체전고체전고체 전해질전해질전해질전해질

- 차세대 전해질은 1) 반고체 전해질, 2) 전고체 전해질이 있음

- 반고체 전해질은 기존 전해질 구성에 고분자 첨가제를 추가하여 겔 형태로 제조한 것

- 이 때는 첨가제가 중요. 고분자 첨가제는 성형성, 안정성이 우수한 고분자 물질 사용. 다만, 이온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가소제가 추가로 필요

- 반고체 전해질 사용 시, 분리막, 바인더, 용매 등의 사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활물질 양 증가가 가능. 이에 에너지밀도 높일 수 있는 장점 보유

- 전고체전해질은 고체 형태 전해질로, 유기계(건식 고분자), 무기계(황화물계, 산화물계, 인산계), 유무기복합계로 구분

- 고체 전해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온전도도, 기계적 강도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무기계 중, 황화물계 전해질이 우위에 있음

-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은 높은 상온 이온전도도와 연질의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전극의 접촉성이 우수. LGPS, LPS, LPSCI 계는 리튬이온전지

용 전해액 수준의 이온전도도를 기록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높임. 다만, 습도에 민감하여 H2S 등 발생 가능성 존재

- 산화물계는 LLZO(Li7La3Zr2O12)가 이온전도도, 열적, 화학적 안정성을 보임. LLZO에 Ta, Al, Ge 등을 도핑하여 이온전도도 향상 시도.

다만, 깨지기 쉬운 물성 및 표면 거칠기로 전극과의 접촉성이 열악

자료:Sustainable Energy Fuels, 2019,3,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고체전해질 소재 별 물성 비교

R.T. ionic 
conductivity

Processability Thermal stability Stability vs. Li
Moisture 
stability

4V stability 
Li transference 
number

Shear modulus

Polymers Low Excellent Moderate Moderate Moderate Poor Poor Poor

Sulfides
(LGPS, glasses)

V. High Moderate Excellent Moderate Poor Poor to  Moderate Excellent Moderate

LLZO Moderate Poor Excellent Good Moderate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LATP High Poor Excellent Poor Moderate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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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원리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 음음음음극극극극 집전체인집전체인집전체인집전체인 구리박구리박구리박구리박((((동박동박동박동박))))

- 전체 배터리 원가의 7~8% 정도 비중. 음극을 형성하는 집전체 역할

- 구리박은 반응성이 낮아 전기분해와 도금이 수월

- 따라서 전해공정을 통하여 박막화가 가능하며 현재 기술력 차이는 두께

- 압연동박이 전해동박에 비해 급격히 비싸지는 두께의 한계는 35μm

- 2차전지 음극 집전체로 사용이 될 때에는 두께 6μm 이하

- 전해동박 제조공정: 회전하는 원통의 안팎에 +,- 전류를 흘려 구리 도금액의 산화, 환원 반응 유도  연속 화학반응에 의해 원통에 Cu˚ 석출

 Cu foil을 두께 별로 생산

- 현재 두께는 만족, 다만, 넓은 폭에 대한 니즈가 높아짐. 전해동박 폭 75cm  전지회사 요구 폭 1.5m

- 다만,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동박 또한 비용 효율화가 끝남  이제 중요한 건, ‘‘‘‘규규규규모의모의모의모의 경제경제경제경제’’’’

자료: Google, KCFT,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압연동박 제조과정 전해동박 제조공정

Copper Foil

Coppe
r Bi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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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기술 원리

●●●● EV EV EV EV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 Cell Cell Cell Cell 형태형태형태형태

- 배터리 Cell: 형태에 따라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으로 구분

- 배터리 규격화에 적합한 형태는 각형과 원통형. 각형은 단단한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며, 배터리 소재를 접어 만든 젤리롤을 사용. 이에 충격에

강하고 대량 생산에 용이. 다만, 공간 효율이 낮아 에너지밀도 저하 우려가 있음

- 원통형은 배터리 소재를 감아 만든 젤리롤 1개 사용.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생산에 용이하며, 부피 당 에너지밀도도 높음. 다만, 배터리 시스템 구

축 비용이 높음

- 파우치형은 쌓아 올린 배터리 소재를 부드러운 필름으로 포장한 형태. 꽉찬 내부 공간으로 공간 효율이 좋아 에너지밀도 높음. 또한 다양한 배터

리 디자인이 가능. 다만, 공정이 복잡하여 대량 생산에 불리

- 조립 공정은 제조된 양극판과 음극판을 분리막과 같이 조립하여 셀을 만드는 공정. 여기에서 기업마다 적층 방식이 다름. 

- 가장 보편적인 와인딩 방식은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분리막을 넣고 돌돌 마는 젤리롤 방식인데 이는 원형과 각형에 많이 사용

- 스태킹 방식은 코팅이 끝난 여러 개의 단일 극판을 분리막을 사이에 두고 번갈아 가면서 쌓아올리는 방식

---- 삼성SDI는 와인딩 방식  현재 와인딩과 스태킹 방식(Z-스태킹) 병행. LG화학은 라미네이션 & 스태킹 방식, SK이노베이션은 Z- 스태킹 방식

- LG에너지솔루션은 GM 화재 후 Z-스태킹 방식으로 바꾸려 함

자료: Googl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배터리 형태 적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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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1.] 완성차 기업들의 LFP 양극재 채택 증가에 대해

자료: EE Time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LFP LFP LFP LFP 양극재양극재양극재양극재 추가추가추가추가 확대확대확대확대 가능성은가능성은가능성은가능성은 열어놓자열어놓자열어놓자열어놓자

- [[[[화재로화재로화재로화재로 인해인해인해인해 안정성안정성안정성안정성 문제문제문제문제 대두대두대두대두] ] ] ] LFP 배터리는 Fe라는 가장 안정적인 원소를 사용하여 만든 만큼 상대적 안정성 높음. 이에 삼원계 배터리 화

재로 인해 안정성 문제가 지속되면서 LFP를 통한 성능 개선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음. 또한 전기차 기술 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모

든 차종의 기본형에 LFP 배터리 사용을 언급. 이에 글로벌 EV 기업들의 LFP 적용 가능성에 영향 줄 것

- [[[[저렴한저렴한저렴한저렴한 가격가격가격가격] ] ] ] Fe와 P의 풍부한 매장량 만큼 가격도 저렴한 점이 LFP의 큰 장점. 이에 양극재 단가를 비교해보면, LFP는 $9.4/kg 수준이며, 

NCM(Ni 60%~90% 평균)는 $31.3~34.2/kg로 3배 이상 비쌈. 특히, 삼원계 양극재의 경우, 최근 광물 가격 변동성이 커, 리사이클링, 광물 확보

등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력 지속

- [[[[에너지밀도에너지밀도에너지밀도에너지밀도 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 수준수준수준수준 상승상승상승상승] LFP 양극재의 최대 단점은 낮은 에너지밀도. 다만, 최근 CTP(Cell to Pack), CTB(Cell to Body) 등의 기술

적용으로 에너지밀도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실리콘음극재 기술, LFMP, LFSP 등 활물질 추가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주행거리 600km 이하 시

장 장악은 가능하다는 판단. 다만, 삼원계 양극재 기업들도 LFP 양극재와 경쟁할 수 있는, Co-free NMx, 고 Mn 등 다양한 기술 개발 중

양극활물질 별 에너지밀도 비교

BYD
38%

CATL
29%

Great Power
19%

SVOLT
3%

Hefei 
Guoxuan

3%

CALB
1%

Others
7%

글로벌 LFP 배터리 기업 시장 점유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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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약약약2,000Wh/L2,000Wh/L2,000Wh/L2,000Wh/L



31

[이슈 체크 2.]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화재에 대해

자료: 국토부, LG화학 기술연구원 배터리 연구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NCMA NCMA NCMA NCMA 양극재와양극재와양극재와양극재와 ZZZZ----스태킹스태킹스태킹스태킹 방식으로의방식으로의방식으로의방식으로의 변경변경변경변경

-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원인은 여러가지. 확실한 원인 규명은 아직 없는 상황. 다만, 이번 엘앤에프로부터의 NCMA 양극재 적용, Z-스태킹 방식

으로의 변경을 통해 향후 화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판단

- HighHighHighHigh----NiNiNiNi로로로로 인한인한인한인한 화재화재화재화재 가능성가능성가능성가능성을 놓고 볼 때, Ni 함량 증가로 인해 가역 용량은 증가하지만, 높은 반응성으로 인해 다량의 가스 발생. 그로 인해

Ni 이온이 전해액 내로 용출 되고 용출된 금속이온이 음극 표면상에 환원되어 분리막을 뚫게 됨. 이에 내부 쇼트 발생으로 전압 불량 문제 발생

- 이를 해결하기 위해, NCM에 Al 도핑 기술을 적용한 NCMA 가 각광. 이를 엘앤에프로부터 공급 시작

- 음극탭음극탭음극탭음극탭 접합으로접합으로접합으로접합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화재화재화재화재 가능성가능성가능성가능성은 결국 스태킹 방식에 있음. LG에너지솔루션은 그 동안 라미네이션 & 스태킹 방식 고수. 이는 낱장으로 적

층하기 때문에 소재 밀림현상, 탭 접힘 등의 문제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Z-스태킹 방식으로 변경. Z-스태킹 방식은 전극 간 접촉 가능성이

줄어들고, 분리막을 접어 전극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밀림 등의 현상 감소

니켈 함량 증가로 인한 가역용량과 열 안정성과의 관계음극탭 접힘 및 리튬 부산물 석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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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Supply Chain 
Part II

■ 원자재 부족이 눈에 띄는 국내

■ 기업별 Supply Chain 한눈에 보기

Key-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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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Supply Chain 

자료: 화학경제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황산니켈 Supply Chain 

●●●● 소재소재소재소재 Supply Supply Supply Supply Chain  Chain  Chain  Chain  –––– 양극활양극활양극활양극활 물질물질물질물질 관련관련관련관련 소재소재소재소재

- 황산니켈: 고순도 니켈의 안정적인 생산이 어려움. LG화학이 Umicore 양극재에 의존하는 이유 – 경제성

- 황화광 광산 개발 위축뿐 아니라 개발 승인이 떨어져도 6~7년 정도

- 황화광 개발 프로젝트는 프리미엄을 많이 붙여야 승인

*대부분 수출 판매중

켐코
KG에너켐 Panasonic

황산니켈 생산 수요
최종재

Application

완제품 2차 수요1차 수요

양극재 2차전지

Norisk
Sumitomo Metal 
Umicore
Coremax
Zenith
Mechma

LG화학
삼성SDI
엘앤에프
에코프로BM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신소재
한국Umicore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2차전지용

(신규시장)

우전
인천화학

도금 및 메탈용
(기존시장)

*일부 기업은
전구체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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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Supply Chain 

자료: 화학경제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산화리튬 Supply Chain 

●●●● 소재소재소재소재 Supply Supply Supply Supply Chain Chain Chain Chain –––– 양극활양극활양극활양극활 물질물질물질물질 관련관련관련관련 소재소재소재소재

- 수산화리튬: 리튬은 상위 3개 생산국이 전세계 생산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 심함

- 특히, 중국의 TianqiTianqiTianqiTianqi LithiumLithiumLithiumLithium이 글로벌 리튬 생산기업들(SQM, Talison 등)의 지분 활발하게 확보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S-Oil

SK

GS

현대오일

...

윤활유윤활유윤활유윤활유

...

중국

FMC

포스코케미칼

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BM

엘앤에프

코스모신소재

LG화학

삼성SDI

생산 가공 1차 수요 2차 수요

한국

POSCO

Tianqi

SQM

Albermale

칠레

미국

윤활유윤활유윤활유윤활유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

한국하우톤

유니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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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Supply Chain 

자료: 화학경제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코발트 Supply Chain 

●●●● 소재소재소재소재 Supply Supply Supply Supply Chain  Chain  Chain  Chain  –––– 양극활양극활양극활양극활 물질물질물질물질 관련관련관련관련 소재소재소재소재

- 코발트: 생산량의 60% 이상이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의 층상 동-코발트 광산에서 생산. 나머지는 산화니켈 광산에서 생산

-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변동성도 큰 편

와인엔케미칼

영남상사

시티켐

이영쎄라켐

HKK 솔루션

내외상사

클린케미칼

한국 Umicore 상사

미성통상

대명케미칼

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양극활물질

포스코케미칼

한국 Umicore

엘앤에프

코스모신소재

LG화학

삼성SDI

에코프로비엠

생산 공급(유통기업) 1차 수요 2차 수요

TMC

중국

HUAYOU

Jinchuan Group

GEM

China Molybdenum

Umicore

Freeport Cobalt

Umicore

Glencore

핀란드

벨기에

스위스

페라이트페라이트페라이트페라이트

유니온머티리얼

태평양금속

우지막코리아

...

세라믹세라믹세라믹세라믹

이수세라믹

...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 전장업체전장업체전장업체전장업체

Bosch

Brose

Valeo

...

가전업체가전업체가전업체가전업체

삼성전자

LG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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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Supply Chain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리튬염 및 첨가제 동박

LG에너지솔루션

Umicore 포스코케미칼 Toray Enchem 후성 일진머티리얼즈

Nichia 미쓰비시 화학 Senior Guotai Huarong 천보 SK넥실리스

엘앤에프 BTR 창신신소재 Ube 미쓰비시 화학 솔루스첨단소재

포스코케미칼 SKIET Central glass Watson

LG화학 CCP

삼성SDI

Umicore Mitsubish WCP 동화일렉 천보 일진머티리얼즈

엘앤에프 BTR Asahi Kasei 솔브레인 후성 SK넥실리스

에코프로BM NOVONIX Toray Central Glass 미쓰비시 화학 솔루스첨단소재

미쓰비시 화학 Central glass Watson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BM 포스코케미칼 SKIET Enchem 천보 일진머티리얼즈

엘앤에프 BTR 솔브레인 미쓰비시 화학 SK넥실리스

중국/일본 업체 등 Central glass 솔루스첨단소재

Watson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동박

Panasonic

Sumitomo Hitachi Sumitomo Mitsubishi Nippon Denkai

Nichia JFE Ube Ube Furukawa

Mitsubishi SK넥실리스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동박

CATL

Pulead ShanShan SEMcorp Guotai-Huarong Wason

ShanShan BTR Cangzhou Mingzhu Tinci-Kaixin Nuode

XTC Putailai Jieli Capchem CCP

Se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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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글로벌 현황 및 투자전략
Part III

■ 숫자로 보는 EV 배터리 (기본 숫자 개념 잡고 가기)

■ 2022년에도 배터리 주도주는 ‘소재기업’

Key-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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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EV 배터리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기억해두면기억해두면기억해두면기억해두면 좋은좋은좋은좋은 숫자들숫자들숫자들숫자들

- 감 잡기 편하고자 만든 Data로 차종 별, 배터리 모델 별 비용 차이 큼을 감안해야 함. 또한 배터리 사양의 변화, 후에 차세대 배터리로 가면

숫자는 계속 변함. 다만, 기업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을 잡기 위한 정리라고 보면 됨

* EV 한대 당 배터리 Capacity

해외 기준 국내 기준

평균 95kwh 평균 68kwh

* EV 한대 당 원재료 함량

원재료 NCA 기준 NCM622 기준 NCM811 기준

Ni 53kg 이상 36kg 이상 52kg 이상

Li 7.7kg 이상 7.4kg 이상 8.4kg 이상

Co 9.9kg 이상 12kg 이상 6.6kg 이상

Al 12kg 이상 x x

* EV 한대 당 들어가는 cell 수 (NCM622 기준)

해외 기준 국내 기준

약400cell 약300cell

1 cell 당 무게는 약1.5kg

* 1GWh 당

EV 생산가능 대수 Capex 비용

약 만대 (해외EV 기준) 약800~1,000억원 (토지+건물+장비)

* 배터리 가격

1KWh 당 EV 대당

약$135
약 $10,000 

(해외: 약$12,800, 국내: 약$9,000)

* 가격으로 보면 변동성 너무 큼

* EV 한대 당 원재료 가격

($) Low level High level 

Ni 576 720 

Li 104 148 

Co 480 720 

Total 1,160 1,588 

* 음극재 만톤 당 EV 생산 가능 대수

해외 기준 국내 기준

약 17만대 약 23만대

1KWh 당 음극재 양 약0.6kg(천연+인조)

* 동박 관련

EV 한대 당 함량 만톤 당 EV 생산대수

약40kg 약 25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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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글로벌 현황

글로벌 양극재 MS 현황 글로벌 양극재 수요 추이 및 전망

글로벌 음극재 MS 현황 글로벌 음극재 수요 추이 및 전망

자료: SNE Research,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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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27%

730730730730

2,8502,8502,8502,85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18 2019 2020 2021E 2022E 2023E 2024E 2025E

(천톤)

359 359 359 359 

1,380 1,380 1,380 1,38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2018 2019 2020 2021E 2022E 2023E 2024E 2025E

(천톤)



40

EV 배터리 글로벌 현황

글로벌 전해액 MS 현황 글로벌 전해액 수요 추이 및 전망

글로벌 분리막 MS 현황 글로벌 분리막 수요 추이 및 전망

자료: SNE Research,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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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글로벌 현황

국내 동박 업체 Capacity 비교 국내 양극재 업체 Capacity 비교

글로벌 동박 수급 추이 및 전망 글로벌 분리막 수급 추이 및 전망

자료: 각 사,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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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글로벌 현황

LME Li 가격 추이 (3M) LME Ni 가격 추이 (3M)

LME Co 가격 추이 (3M) LME Al 가격 추이 (3M)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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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투자전략

자료: BNEF, 각 사,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2022202220222022년에도년에도년에도년에도 소재가소재가소재가소재가 주도주도주도주도, , , , 셀은셀은셀은셀은 IPOIPOIPOIPO

- 2022년 상반기(1월 말 예정) LGES IPO 진행. 불확실성 확대로 2021년 말 대비 낮은 밸류로 진행. 다만, 고객사 이탈 없으며, 여전히 지역별

수주 확대 중으로 100조 밸류 충분히 가능할 것

- SK온 역시, 빠른 지역별 증설로 인해, 자금 확보 필요. 본업 매각 등으로 인한 자금 조달 애매해짐. 이에 2022년 IPO 진행 가능성 높음

- 배터리 소재 기업 증설 모멘텀 2022년에는 약할 것. 다만, 이미 LFP 확대 등 소재 별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하면서 밸류 양극화

현상 지속될 것

- 배터리 소재: 1) 1) 1) 1) 기술력기술력기술력기술력++++실적실적실적실적 – High-Ni 양극재 + 원가 경쟁력 확보 기업 중심 밸류 확대, 2) LFP 2) LFP 2) LFP 2) LFP 확대에도확대에도확대에도확대에도 긍정적인긍정적인긍정적인긍정적인 소재소재소재소재: 리튬염+첨가제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가격 추이 글로벌 EV 배터리 업체 Capacity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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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관련주 뽑아내기
Part IV

■ Top Pick: 에코프로비엠, SKC, 천보(NR), LG화학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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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DataDataDataData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2023E2023E2023E2023E

매출액매출액매출액매출액((((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27,353 30,077 42,496 48,210 57,852 

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825 1,798 5,472 3,345 4,917 

세전계속사업손익(십억원) 574 944 5,056 2,854 4,251 

순이익(십억원) 376 682 4,045 2,211 3,379 

EPS(원) 4,317 6,210 42,218 22,575 35,090 

증감률(%) -79.1 43.9 579.8 -46.5 55.4 

PER(x) 73.5 132.7 16.9 31.5 20.3 

PBR(x) 1.5 3.6 2.7 2.5 2.4 

EV/EBITDA(x) 11.3 16.4 7.8 11.3 8.7 

영업이익률(%) 3.0 6.0 12.9 6.9 8.5 

EBITDA 마진(%) 9.8 13.7 18.2 11.8 13.1 

ROE(%) 1.8 2.9 15.8 7.8 11.1 

부채비율(%) 95.7 120.3 110.0 120.0 127.9 

LG화학 (051910) : 배터리 제외해도 매력적이다

자료:LG화학,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화재화재화재화재 등등등등 불확실성불확실성불확실성불확실성 감안해도감안해도감안해도감안해도 저평가저평가저평가저평가

- 현재 주가 수준은 화학과 생명과학 가치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고 소재, 전지 가치에 지주사 할인까지 받은

수준으로 거래 중

- 계속되는 배터리 화재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주가 하락. 다만, 이로 인한 고객사 이탈 없었으며, NCMA 양극

재 및 스태킹 방식 변경 등을 통해 향후 화재 위험성 낮춤

 친환경친환경친환경친환경, , , ,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 소재소재소재소재 중심중심중심중심 의미있는의미있는의미있는의미있는 성장성장성장성장 포트폴리오포트폴리오포트폴리오포트폴리오 마련마련마련마련

- 동사는 2022년 LG에너지솔루션 IPO가 진행되더라도 동사 비즈니스 구조 자체로 의미 있음

- 친환경 소재의 경우, 동사는 LA부터 PLA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연평균 26%의 성장을 보이는 PLA 시장에서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

- 배터리 소재는 기존 양극재의 경우, 2020년 4만톤에서 2026년 26만톤으로 확대할 계획. 양극재 재료가 되는

메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광산업체와의 JV도 진행 중. 또한 분리막, CNT 도전재 등 소재 중심 성장 동력

확보 위한 투자 지속

Buy(maintain)
목표주가 939,000원

현재주가 712,000원

KOSPI(11/29) 2,909.32 pt

시가총액 502,617 억원

발행주식수 70,592 천주

52주 최고가 / 최저가 701,000/1,028,000 

90일 일평균거래대금 2,328 억원

외국인 지분율 47.2%

배당수익률(21.12E) 1.4%

BPS(21.12E) 261,412원

KOSPI 대비 상대수익률 1개월 -12.8%

6개월 -5.7%

12개월 -22.6%

주주구성 LG (외 4인) 33.4%

국민연금공단 (외 1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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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LG화학 (051910)

((((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 %), %), %) 1Q201Q201Q201Q20 2Q202Q202Q202Q20 3Q203Q203Q203Q20 4Q204Q204Q204Q20 1Q211Q211Q211Q21 2Q212Q212Q212Q21 3Q213Q213Q213Q21 4Q21E4Q21E4Q21E4Q21E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매출액 6,729 6,935 7,507 8,905 9,650 11,456 10,610 10,779 30,077 42,496 48,210 

석유화학 3,718 3,339 3,610 3,698 4,435 5,267 5,630 5,591 14,365 20,923 20,295 

첨단소재 827 793 963 1,029 1,172 1,297 1,158 1,170 3,612 4,797 5,180 

생명과학 159 160 172 170 162 203 177 182 661 724 738 

팜한농 221 178 102 100 211 210 123 109 601 653 664 

에너지솔루션 2,261 2,823 3,144 4,144 4,254 5,131 4,027 4,228 12,372 17,640 22,932 

영업이익 206 572 902 119 1,408 2,231 727 1,106 1,799 5,472 3,345 

석유화학 243 435 722 569 984 1,325 1,087 922 1,968 4,318 2,029 

첨단소재 39 40 64 43 88 95 49 70 186 302 414 

생명과학 24 14 9 8 23 29 9 9 54 70 55 

팜한농 35 12 -10 -12 30 17 -10 -14 25 23 15 

에너지솔루션 -52 156 169 -439 341 815 -373 169 -167 952 1,032 

매출액증가율 (% YoY) 7 2 9 27 43 65 41 21 12 41 13 

석유화학 -1 -15 -9 -5 19 58 56 51 -8 46 -3

첨단소재 -7 -11 12 20 42 64 20 14 3 33 8 

생명과학 11 4 4 3 2 27 3 7 5 9 2 

팜한농 -3 5 9 1 -5 18 20 9 2 9 2 

에너지솔루션 37 40 42 67 88 82 28 2 48 43 30 

OPM 3 8 12 1 15 19 7 10 6 13 7 

석유화학 7 13 20 15 22 25 19 17 14 21 10 

첨단소재 5 5 7 4 8 7 4 6 5 6 8 

생명과학 15 9 5 5 14 14 5 5 8 10 7 

팜한농 16 7 -9 -12 14 8 -8 -13 4 3 2 

에너지솔루션 -2 6 5 -11 8 16 -9 4 -1 5 5 

실적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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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LG화학,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LG화학 (051910) : 재무제표 및 투자지표

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
((((단위단위단위단위: : : : 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2023E2023E2023E2023E

유동자산 11,870 16,320 16,926 18,644 21,18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889 3,274 4,574 2,415 3,29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933 5,570 5,378 7,925 8,717 

비유동자산 22,155 25,069 27,615 31,224 34,479 

관계기업투자등 432 362 511 580 695 

유형자산 18,594 20,567 23,594 26,990 29,887 

자산총계 34,024 41,389 44,541 49,868 55,659 

유동부채 8,942 12,624 11,737 13,691 15,799 

비유동부채 7,699 9,974 11,589 13,511 15,436 

부채총계 16,641 22,598 23,326 27,203 31,235 

자본금 391 391 391 391 391 

자본잉여금 2,275 2,692 2,692 2,692 2,692 

이익잉여금 14,799 15,175 17,435 18,885 20,644 

자본총계 17,384 18,790 21,215 22,665 24,425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단위단위단위단위: : : : 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2023E2023E2023E2023E

매출액 27,353 30,077 42,496 48,210 57,852 

매출총이익 4,686 6,312 10,114 10,124 12,438 

영업이익 825 1,798 5,472 3,345 4,917 

EBITDA 2,682 4,109 7,745 5,693 7,572 

금융손익 -151 -533 -473 -531 -585 

이자비용 203 199 314 402 438 

세전계속사업손익 574 944 5,056 2,854 4,251 

법인세비용 169 368 1,011 643 871 

당기순이익 3.0 6.0 12.9 6.9 8.5 

영업이익률 (%) 9.8 13.7 18.2 11.8 13.1 

EBITDA마진률 (%) 1.4 2.3 9.5 4.6 5.8 

당기순이익률 (%) 1.0 1.4 7.1 3.5 4.8 

ROA (%) 1.8 2.9 15.8 7.8 11.1 

ROE (%) 3.0 6.0 12.9 6.9 8.5 

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
((((단위단위단위단위: : : : 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2023E2023E2023E2023E

영업활동 현금흐름 3,121 5,841 6,970 3,195 6,598 

당기순이익(손실) 574 944 4,045 2,211 3,379 

비현금수익비용가감 3,147 4,317 3,333 3,104 2,981 

영업활동 자산부채변동 115 1,266 -408 -2,119 237 

매출채권의감소(증가) 595 -3,182 192 -2,547 -792 

매입채무의증가(감소) 217 3,652 -774 1,698 1,850 

투자활동 현금 -6,111 -5,296 -5,212 -5,486 -5,314 

유형자산처분(취득) -6,159 -5,498 -5,145 -5,601 -5,415 

무형자산 감소(증가) -232 -106 -149 -162 -139 

기타투자활동 279 308 59 216 194 

재무활동 현금 2,301 938 -459 131 -400 

차입금의 증가(감소) 2,686 879 219 196 218 

배당금의 지급 484 178 778 210 778 

기타재무활동 99 237 100 145 161 

현금의 증가 -625 1,386 1,300 -2,159 884 

기초현금 2,514 1,889 3,274 4,574 2,415 

기말현금 484 178 778 210 778 

주요투자지표주요투자지표주요투자지표주요투자지표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2023E2023E2023E2023E

투자지표 (x)

P/E 73.5 132.7 16.9 31.5 20.3 

P/B 1.5 3.6 2.7 2.5 2.4 

EV/EBITDA 11.3 16.4 7.8 11.3 8.7 

P/CF 6.7 12.3 7.6 10.5 8.8 

배당수익률 (%) 0.6 1.2 1.4 1.4 1.4 

성장성 (%)

매출액 -2.9 10.0 41.3 13.4 20.0 

영업이익 -63.3 117.8 204.3 -38.9 47.0 

EPS -79.1 43.9 579.8 -46.5 55.4 

안정성 (%)

부채비율 95.7 120.3 110.0 120.0 127.9 

주당지표(원)

EPS 4,317 6,210 42,218 22,575 35,090 

BPS 217,230 230,440 261,412 279,936 302,413 

CFPS 47,545 67,197 94,256 67,891 81,251 

DPS 2,000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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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DataDataDataData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2023E2023E2023E2023E

매출액매출액매출액매출액((((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616 855 1,419 2,412 3,980 

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37 55 128 226 390 

세전계속사업손익(십억원) 28 48 115 215 379 

순이익(십억원) 34 47 104 194 341 

EPS(원) 1,700 2,258 4,969 9,286 16,358 

증감률(%) n/a 32.8 120.0 86.9 76.1 

PER(x) 31.2 75.3 105.4 56.4 32.0 

PBR(x) 2.9 8.1 20.5 15.2 10.4 

EV/EBITDA(x) 19.3 40.5 65.3 41.0 25.4 

영업이익률(%) 6.0 6.4 9.0 9.4 9.8 

EBITDA 마진(%) 10.8 10.7 12.6 12.0 11.9 

ROE(%) 13.0 11.5 21.2 30.8 38.5 

부채비율(%) 75.7 71.0 69.9 74.2 72.1 

에코프로비엠 (247540) : 2022년에도 배터리 Top Pick

자료: 에코프로비엠,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기술력과기술력과기술력과기술력과 생태계생태계생태계생태계 구축을구축을구축을구축을 통한통한통한통한 원가경쟁력까지원가경쟁력까지원가경쟁력까지원가경쟁력까지 다다다다 갖춘갖춘갖춘갖춘 기업기업기업기업

- 최근 LFP 양극재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High-Ni 양극재 시장 파이는 커질 것으로 예상

- 동사는 단기적으로 코발트 프리+니켈 함량 감소+망간 함량 높여 가격경쟁력 강화 시킨 NMX Co-Free 양극재

개발을 통해 기술을 선도할 것

- 장기적으로는 안정성과 낮은 가격에 있어 LFP 대비 경쟁력이 있으면서, 성능 역시, NCM 811과 유사한 고망간

OLO 양극재 개발 진행 중

- 또한 2022년부터 단결정 NCMX 양산을 통해 수명/가스/열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

 2022202220222022년에는년에는년에는년에는 모멘텀모멘텀모멘텀모멘텀 없다고없다고없다고없다고?  ?  ?  ?  실적실적실적실적 모멘텀이모멘텀이모멘텀이모멘텀이 있다있다있다있다

- 2021년에는 증설 모멘텀이 강했다면, 2022년부터는 에코프로 (CNG, 이노베이션)에서 진행하는 리사이클링과

가공에 대한 성과 반영(원가경쟁력 확보)이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

- 에코프로CNG는 건식 및 습식 리사이클링이 2021년 내 시작됨. 또한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2022년 초부터

수산화리튬 가공 시작할 것. 이에 대한 공급이 시작되면, 동사는 2022년 9% 중반 이상의 영업이익률 달성 가능

Buy(maintain)
목표주가 654,300원

현재주가 523,900원

KOSDAQ(11/29) 992.34 pt

시가총액 114,836 억원

발행주식수 21,919 천주

52주 최고가 / 최저가 567,500/148,000 

90일 일평균거래대금 2,021.62 억원

외국인 지분율 18.2%

배당수익률(21.12E) 0.1%

BPS(21.12E) 25,589원

KOSDAQ 대비 상대수익률 1개월 27.8%

6개월 190.2%

12개월 205.5%

주주구성 에코프로 (외 12인) 50.6%

에코프로비엠우리사주 (외 1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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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에코프로비엠 (247540) 

((((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1Q201Q201Q201Q20 2Q202Q202Q202Q20 3Q203Q203Q203Q20 4Q204Q204Q204Q20 1Q211Q211Q211Q21 2Q212Q212Q212Q21 3Q213Q213Q213Q21 4Q21E4Q21E4Q21E4Q21E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매출액 168 190 250 247 263 310 408 437 855 1,419 2,412 

Non-IT 111 100 142 157 143 170 217 216 509 746 1,007 

EV 47 78 98 86 104 121 173 202 309 600 1,308 

ESS 7 12 10 2 15 18 16 17 30 66 89 

Others 3 1 1 2 1 1 2 2 7 7 8 

매출액 증가율(YoY) -7% 40% 64% 68% 57% 63% 63% 77% 39% 66% 70%

Non-IT -6% -1% 26% 58% 29% 71% 53% 37% 18% 46% 35%

EV 12% 65% 27% -12% 21% 56% 76% 135% 113% 94% 118%

ESS 56% 358% 24% 0% 744% 51% 65% 844% 82% 118% 35%

Others -78% -85% 14% -43% -39% 33% 187% -13% -71% 0% 13%

영업이익 9 14 18 15 19 29 41 39 56 128 226 

% qoq 338% 59% 29% -14% 23% 53% 40% -4%

% yoy -42% 26% 88% 670% 116% 109% 127% 153% 49% 128% 77%

OPM 5% 7% 7% 6% 7% 9% 10% 9% 7% 9% 9%

매출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on-IT 66% 52% 57% 64% 54% 55% 53% 49% 60% 53% 42%

EV 28% 41% 39% 35% 40% 39% 42% 46% 36% 42% 54%

ESS 4% 6% 4% 1% 6% 6% 4% 4% 4% 5% 4%

Others 2% 0% 0% 1% 1% 0% 1% 0% 1% 0% 0%

실적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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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에코프로비엠,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에코프로비엠 (247540) : 재무제표 및 투자지표

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
((((단위단위단위단위: : : : 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2023E2023E2023E2023E

유동자산 246 305 337 442 626 

현금 및 현금성자산 20 59 52 36 5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5 81 89 124 168 

비유동자산 405 494 618 860 1,234 

관계기업투자등 0 0 0 0 0 

유형자산 377 436 536 718 986 

자산총계 650 799 955 1,301 1,860 

유동부채 138 189 215 299 433 

비유동부채 142 143 178 256 346 

부채총계 280 332 393 554 779 

자본금 10 11 11 11 11 

자본잉여금 269 275 275 275 275 

이익잉여금 93 136 230 416 749 

자본총계 370 467 562 747 1,080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단위단위단위단위: : : : 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2023E2023E2023E2023E

매출액 616 855 1,419 2,412 3,980 

매출총이익 73 106 213 369 609 

영업이익 37 55 128 226 390 

EBITDA 66 92 179 288 473 

금융손익 -5 -8 -12 -10 -10 

이자비용 4 4 8 8 10 

세전계속사업손익 28 48 115 215 379 

법인세비용 -6 1 12 22 38 

당기순이익 34 47 104 194 341 

영업이익률 (%) n/a 6.4 9.0 9.4 9.8 

EBITDA마진률 (%) n/a 10.7 12.6 12.0 11.9 

당기순이익률 (%) n/a 5.5 7.3 8.0 8.6 

ROA (%) 6.2 6.5 11.9 17.2 21.7 

ROE (%) 13.0 11.5 21.2 30.8 38.5 

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
((((단위단위단위단위: : : : 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2023E2023E2023E2023E

영업활동 현금흐름 13 125 133 179 297 

당기순이익(손실) 28 48 104 194 341 

비현금수익비용가감 44 48 58 83 70 

영업활동 자산부채변동 -55 30 -28 -98 -114 

매출채권의감소(증가) -8 -23 -8 -35 -43 

매입채무의증가(감소) -33 44 9 21 49 

투자활동 현금 -182 -94 -149 -242 -351 

유형자산처분(취득) -182 -98 -149 -241 -350 

무형자산 감소(증가) -1 0 0 -1 -1 

기타투자활동 1 5 0 0 0 

재무활동 현금 180 9 8 48 72 

차입금의 증가(감소) 15 -12 23 61 82 

배당금의 지급 176 2 -9 -9 -9 

기타재무활동 0 3 9 9 9 

현금의 증가 -10 20 -5 -4 -1 

기초현금 11 39 -7 -15 18 

기말현금 10 20 59 52 36 

주요투자지표주요투자지표주요투자지표주요투자지표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2023E2023E2023E2023E

투자지표 (x)

P/E 31.2 75.3 105.4 56.4 32.0 

P/B 2.9 8.1 20.5 15.2 10.4 

EV/EBITDA 19.3 40.5 65.3 41.0 25.4 

P/CF 14.9 37.1 68.4 39.9 26.8 

배당수익률 (%) 0.3 0.3 0.1 0.1 0.1 

성장성 (%)

매출액 4.6 38.7 66.0 70.0 65.0 

영업이익 -26.3 47.7 133.1 77.3 72.3 

EPS n/a 32.8 120.0 86.9 76.1 

안정성 (%)

부채비율 75.7 71.0 69.9 74.2 72.1 

주당지표(원)

EPS 1,700 2,258 4,969 9,286 16,358 

BPS 18,010 21,088 25,589 34,391 50,237 

CFPS 3,564 4,588 7,658 13,143 19,545 

DPS 150 450 450 45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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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DataDataDataData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2023E2023E2023E2023E

매출액매출액매출액매출액((((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2,361 2,702 3,369 3,880 4,656 

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140 191 490 392 489 

세전계속사업손익(십억원) 60 207 409 292 397 

순이익(십억원) 67 74 319 228 309 

EPS(원) 1,686 1,048 6,695 5,104 6,917 

증감률(%) -50.5 -37.8 538.7 -23.8 35.5 

PER(x) 30.3 89.7 29.7 39.0 28.8 

PBR(x) 1.2 2.0 3.7 3.5 3.2 

EV/EBITDA(x) 12.4 14.8 13.6 15.8 13.6 

영업이익률(%) 5.9 7.1 14.5 10.1 10.5 

EBITDA 마진(%) 12.0 14.3 21.1 15.8 15.4 

ROE(%) 3.9 2.2 12.5 8.7 10.9 

부채비율(%) 130.1 182.3 169.8 163.8 153.6 

SKC (011790) : 훌륭한 Deep Change를 보여준 기업

자료: SK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훌륭하게훌륭하게훌륭하게훌륭하게 해낸해낸해낸해낸 脫井脫井脫井脫井!!!!

- 석유화학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로의 혁신을 이루어낸 국내 몇 안되는 화학 기업

- [[[[동박동박동박동박]]]] 2025년 기준 25만톤 증설(미국 5만톤, 유럽 10만톤 등)로 2020년 기준 MS 16%에서 2025년 MS 35%까지

확대할 계획. 또한 실리콘 음극재 기업 Nexeon에 대한 약 387억원의 투자가 확정되면서 동박에 이어 또 하나

의 배터리 소재 성장 포트폴리오를 마련

- [[[[친환경친환경친환경친환경 소재소재소재소재]]]] 연평균 26% 이상 성장하는 PLA 등 친환경 소재 산업에서 가공 중심 시장 선점 중. 또한 동사의

고강도 PBAT 양산기술(화학연 기술이전)과 대상의 발효 역량 등을 통해 다양한 합작사를 통한 투자 확대 시도

- [[[[반도체반도체반도체반도체 소재소재소재소재]]]] 기존 세라믹/CMP-Pad뿐 아니라 2022년 상업화 목표로 블랭크마스크, 세계 최초 high-

Performance 컴퓨팅용 Glass 기판 사업화까지 계획 중

 동사에동사에동사에동사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 249,000249,000249,000249,000원으로원으로원으로원으로 상향상향상향상향

- 동사에 대한 목표주가 249,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Buy 유지. 이는 2022년 이익 및 SK넥실리스 Target

Multiple 상향 조정으로 인한 것

Buy(maintain)
목표주가 249,000원

현재주가 199,000원

KOSPI(11/29) 2,909.32 pt

시가총액 75,358 억원

발행주식수 37,868 천주

52주 최고가 / 최저가 199,500 / 82,400 원

90일 일평균거래대금 1,000.13 억원

외국인 지분율 16.3%

배당수익률(21.12E) 0.5%

BPS(21.12E) 53,396 원

KOSPI대비 상대수익률 1개월 13.9%

6개월 61.8%

12개월 114.1%

주주구성 SK (외 7인) 41.0%

국민연금공단 (외 1인)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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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SK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SKC (011790) 

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1Q201Q201Q201Q20 2Q202Q202Q202Q20 3Q203Q203Q203Q20 4Q204Q204Q204Q20 1Q211Q211Q211Q21 2Q212Q212Q212Q21 3Q21E3Q21E3Q21E3Q21E 4Q21E4Q21E4Q21E4Q21E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매출액 635 631 723 714 745 827 887 911 2,702 3,369 3,880 

화학 188 163 185 163 234 280 286 292 699 1,091 1,168 

Industry 251 230 273 240 260 274 303 306 994 1,143 1,200 

반도체 소재 84 101 104 107 106 113 120 122 395 461 540 

SK넥실리스 71 76 103 120 142 158 175 191 371 665 965 

기타 41 61 57 84 2 3 2 0 243 8 8 

영업이익 30 49 58 55 84 135 146 124 191 490 392 

화학 18 23 25 23 56 93 94 73 88 316 166 

Industry 12 14 17 17 15 26 31 25 60 97 74 

반도체 소재 -3 4 6 6 4 8 8 6 13 26 31 

SK넥실리스 7 13 15 18 17 19 24 28 53 87 142 

기타 -3 -5 -6 -9 -7 -11 -10 -8 -23 -36 -21 

OPM 4.7% 7.7% 8.0% 7.7% 11.3% 16.3% 16.5% 13.6% 7.1% 14.6% 10.1%

화학 9.3% 13.8% 13.7% 14.1% 23.9% 33.3% 32.9% 25.0% 12.6% 29.0% 14.2%

Industry 4.7% 6.2% 6.2% 7.0% 5.7% 9.5% 10.2% 8.3% 6.0% 8.5% 7.7%

반도체 소재 -3.9% 3.9% 6.0% 5.7% 3.7% 6.9% 6.7% 5.0% 3.3% 5.6% 5.7%

SK넥실리스 9.4% 17.2% 14.7% 14.9% 11.8% 11.9% 13.7% 14.5% 14.3% 13.1% 14.7%

기타 적전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전 적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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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SK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SKC (011790) 

목표주가 249,000원으로 상향

사업부문사업부문사업부문사업부문 단위단위단위단위 2022E2022E2022E2022E

화학 EV/EBITDA of 4x 십억원 783 

Industry EV/EBITDA of 11x 십억원 1,303 

성장산업 EV/EBITDA of 20x 십억원 616 

SK넥실리스 EV/EBITDA of 35x 십억원 8,814 

Total EV 십억원 11,515 

순차입금 십억원 2,173 

순 기업가치 십억원 9,342 

보통주 발행 주식수 주 37,534,555 

주당 기업가치 원 248,895 

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 원원원원 249,000 249,000 249,000 249,000 

현재주가 (11/29) 원 199,000 

Upside % 25.1%

글로벌 동박 기업 Capacity plan

폐플라스틱폐플라스틱폐플라스틱폐플라스틱 열분해유열분해유열분해유열분해유 상업화상업화상업화상업화 기술기술기술기술 MOU MOU MOU MOU 체결체결체결체결

- 일본 칸쿄에네르기社 (2021.06)

SKC SKC SKC SKC 에코라벨에코라벨에코라벨에코라벨 기술기술기술기술 특허특허특허특허 라이센싱라이센싱라이센싱라이센싱 MOU MOU MOU MOU 체결체결체결체결

-미국 이스트만社 (2021.07)

일본일본일본일본 친환경친환경친환경친환경 기업기업기업기업 TBMTBMTBMTBM社社社社 그룹그룹그룹그룹 공동투자공동투자공동투자공동투자 참여참여참여참여 (2021.07)(2021.07)(2021.07)(2021.07)

-SKC-TBM 친환경소재 JV 설립 추진 중

SKCSKCSKCSKC----대상대상대상대상----LXLXLXLX인터내셔널인터내셔널인터내셔널인터내셔널, PBAT JV , PBAT JV , PBAT JV , PBAT JV 

- 2023년 상업화 목표로 국내 연 7만톤 생산시설 계획 (2021.11)

친환경 소재 관련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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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011790) : 재무제표 및 투자지표

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
((((단위단위단위단위: : : : 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2023E2023E2023E2023E

유동자산 993 1,247 1,440 1,507 1,544 

현금 및 현금성자산 80 429 510 530 49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79 402 413 425 446 

비유동자산 2,980 4,159 4,304 4,499 4,770 

관계기업투자등 498 459 446 432 419 

유형자산 2,116 2,298 2,468 2,692 2,993 

자산총계 3,973 5,406 5,743 6,006 6,314 

유동부채 1,043 1,734 1,815 1,884 1,927 

비유동부채 1,203 1,757 1,799 1,845 1,898 

부채총계 2,247 3,491 3,614 3,730 3,825 

자본금 188 189 189 189 189 

자본잉여금 141 337 337 337 337 

이익잉여금 1,350 1,364 1,568 1,714 1,926 

자본총계 1,726 1,915 2,129 2,277 2,489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단위단위단위단위: : : : 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2023E2023E2023E2023E

매출액 2,361 2,702 3,369 3,880 4,656 

매출총이익 399 509 829 855 1,024 

영업이익 140 191 490 392 489 

EBITDA 283 387 711 614 718 

금융손익 -51 -101 -68 -81 -78 

이자비용 55 87 82 98 97 

세전계속사업손익 60 207 409 292 397 

법인세비용 4 87 90 64 88 

당기순이익 67 74 319 228 309 

영업이익률 (%) 5.9 7.1 14.5 10.1 10.5 

EBITDA마진률 (%) 12.0 14.3 21.1 15.8 15.4 

당기순이익률 (%) 2.9 2.7 9.5 5.9 6.6 

ROA (%) 1.5 0.8 4.3 3.1 4.0 

ROE (%) 3.9 2.2 12.5 8.7 10.9 

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
((((단위단위단위단위: : : : 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2023E2023E2023E2023E
영업활동 현금흐름 41 337 415 434 477 

당기순이익(손실) 67 74 319 228 309 

비현금수익비용가감 252 258 190 228 221 

영업활동 자산부채변동 -212 112 -95 -21 -54 

매출채권의감소(증가) -25 10 -11 -13 -21 

매입채무의증가(감소) -46 6 11 21 11 

투자활동 현금 -273 -1,055 -366 -422 -503 

유형자산처분(취득) -254 -287 -360 -416 -501 

무형자산 감소(증가) -26 -19 -18 -15 -12 

기타투자활동 14 -754 0 0 0 

재무활동 현금 150 1,074 33 9 -7 

차입금의 증가(감소) 190 753 68 44 29 

배당금의 지급 39 39 36 36 36 

기타재무활동 -1 360 0 0 0 

현금의 증가 -80 349 81 21 -33 

기초현금 160 80 429 510 530 

기말현금 80 429 510 530 497 

주요투자지표주요투자지표주요투자지표주요투자지표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2021E2021E2021E2021E 2022E2022E2022E2022E 2023E2023E2023E2023E

투자지표 (x)

P/E 30.3 89.7 29.7 39.0 28.8 

P/B 1.2 2.0 3.7 3.5 3.2 

EV/EBITDA 12.4 14.8 13.6 15.8 13.6 

P/CF 6.0 10.6 14.8 16.5 14.2 

배당수익률 (%) 2.0 1.1 0.5 0.5 0.5 

성장성 (%)

매출액 -14.7 14.4 24.7 15.2 20.0 

영업이익 -30.5 36.5 156.8 -20.0 24.8 

EPS -50.5 -37.8 538.7 -23.8 35.5 

안정성 (%)

부채비율 130.1 182.3 169.8 163.8 153.6 

주당지표(원)

EPS 1,686 1,048 6,695 5,104 6,917 

BPS 41,542 47,746 53,396 57,297 62,910 

CFPS 8,503 8,844 13,456 12,035 14,005 

DPS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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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DataDataDataData 2016201620162016 2017201720172017 2018201820182018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매출액매출액매출액매출액((((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72 87 120 135 155 

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15 18 27 27 30 

세전계속사업손익(십억원) 15 17 27 28 30 

순이익(십억원) 13 15 23 23 27 

EPS(원) n/a n/a n/a 2,306 2,781 

증감률(%) n/a n/a n/a n/a 20.6 

PER(x) n/a n/a n/a 149.3 123.8 

PBR(x) n/a n/a n/a 16.4 15.4 

EV/EBITDA(x) 0.5 0.5 98.0 93.6 82.4 

영업이익률(%) 20.7 20.6 22.5 20.1 19.4 

EBITDA 마진(%) 27.5 28.2 29.2 26.5 26.6 

ROE(%) 22.2 21.3 24.5 14.5 12.6 

부채비율(%) 33.2 32.2 25.2 11.7 16.1 

천보 (278280) : 2022년에도 고밸류는 계속된다

자료: 천보,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해질전해질전해질전해질((((리튬염리튬염리튬염리튬염)+)+)+)+첨가제첨가제첨가제첨가제 중심중심중심중심 높은높은높은높은 기술기술기술기술 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 보유보유보유보유

- 최근 전해질 수요는 전통적 리튬염인 LiPF6에서 고출력을 위해 차세대 전해질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 동사는 LiFSI, LiPO2F2, LiDFOP 차세대 전해질 상용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인 첨가제

최다 품목을 보유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

- 특히, 소량 판매하던 첨가제 VC, FEC의 증설 확대 발표(1차: 2023년 완공 VC 연 1,500톤, FEC 연 2,500톤, 2차:

2025년 완공 VC 연 2,500톤, FEC 연 3,500톤)로 향후 이익률 상승 폭 확대가 기대

- 차세대 전해질, 첨가제는 글로벌 Player가 한정되어 있는 기술 장벽 높은 시장이며, 고출력을 요하는 고객사

니즈에 따라 함량이 증가,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LFPLFPLFPLFP 확대는확대는확대는확대는 곧곧곧곧 차세대차세대차세대차세대 전해질전해질전해질전해질 수요수요수요수요 확대확대확대확대

- 동사는 High-Ni 양극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고밸류를 받고 있음. 그럼에도 2022년에도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높은 기술력뿐 아니라 LFP 양극재 확대에 따라 특수 전해질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Not Rated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344,300원

KOSDAQ(11/29) 992.34 pt
시가총액 34,430 억원
발행주식수 10,000 천주
52주 최고가 / 최저가 356,200 / 155,000 원
90일 일평균거래대금 546.72 억원
외국인 지분율 10.2%
배당수익률(21.12E) 0.1%
BPS(21.12E) 24,948 원
KOSDAQ대비 상대수익률 1개월 21.6%

6개월 101.2%

12개월 86.3%

주주구성 이상율 (외 15인) 55.7%

자사주 (외 1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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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천보,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천보 (278280)

천보 특수 전해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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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천보,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천보 (278280) : 재무제표 및 투자지표

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
((((단위단위단위단위: : : : 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2016201620162016 2017201720172017 2018201820182018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유동자산 31 42 72 153 140 

현금 및 현금성자산 2 1 8 7 1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4 17 24 24 33 

비유동자산 52 60 63 82 121 

관계기업투자등 0 0 0 3 2 

유형자산 49 57 60 77 116 

자산총계 83 102 135 235 261 

유동부채 15 23 26 23 20 

비유동부채 6 2 1 1 16 

부채총계 21 25 27 25 36 

자본금 1 1 4 5 5 

자본잉여금 4 4 9 87 87 

이익잉여금 57 72 95 118 142 

자본총계 62 77 108 211 225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단위단위단위단위: : : : 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2016201620162016 2017201720172017 2018201820182018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매출액 72 87 120 135 155 

매출총이익 16 20 29 29 32 

영업이익 15 18 27 27 30 

EBITDA 20 25 35 36 41 

금융손익 0 -1 0 1 0 

이자비용 0 1 1 0 0 

세전계속사업손익 15 17 27 28 30 

법인세비용 2 2 4 5 3 

당기순이익 13 15 23 23 27 

영업이익률 (%) 20.7 20.6 22.5 20.1 19.4 

EBITDA마진률 (%) 27.5 28.2 29.2 26.5 26.6 

당기순이익률 (%) 17.5 16.9 18.9 17.0 17.6 

ROA (%) 17.6 16.1 19.1 12.5 11.0 

ROE (%) 22.2 21.3 24.5 14.5 12.6 

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
((((단위단위단위단위: : : : 십억원십억원십억원십억원)))) 2016201620162016 2017201720172017 2018201820182018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영업활동 현금흐름 8 14 22 23 19 

당기순이익(손실) 13 15 23 23 27 

비현금수익비용가감 8 10 14 14 15 

영업활동 자산부채변동 -10 -9 -12 -10 -20 

매출채권의감소(증가) -4 -3 -7 1 -17 

매입채무의증가(감소) -1 0 3 -2 7 

투자활동 현금 -19 -14 -22 -102 -13 

유형자산처분(취득) -19 -14 -12 -25 -51 

무형자산 감소(증가) 0 0 -1 0 0 

기타투자활동 0 1 -9 -77 37 

재무활동 현금 10 -1 7 78 1 

차입금의 증가(감소) 10 -1 7 -1 13 

배당금의 지급 0 0 0 0 3 

기타재무활동 0 0 0 0 -10 

현금의 증가 -1 -1 7 -1 7 

기초현금 3 2 1 8 7 

기말현금 2 1 8 7 13 

주요투자지표주요투자지표주요투자지표주요투자지표
2016201620162016 2017201720172017 2018201820182018 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

투자지표 (x)

P/E n/a n/a n/a 149.3 123.8 

P/B n/a n/a n/a 16.4 15.4 

EV/EBITDA 0.5 0.5 98.0 93.6 82.4 

P/CF n/a n/a n/a 91.9 80.5 

배당수익률 (%) n/a n/a n/a 0.1 0.1 

성장성 (%)

매출액 -40.1 21.6 37.3 12.7 14.9 

영업이익 -44.9 21.0 49.9 0.6 10.8 

EPS n/a n/a n/a n/a 20.6 

안정성 (%)

부채비율 33.2 32.2 25.2 11.7 16.1 

주당지표(원)

EPS n/a n/a n/a 2,306 2,781 

BPS 282,691 35,123 13,675 21,034 22,425 

CFPS n/a n/a n/a 3,745 4,275 

DPS n/a n/a n/a 3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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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LGLGLG화학화학화학화학 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 추이추이추이추이 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

일시일시일시일시 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
괴리율괴리율괴리율괴리율(%)(%)(%)(%)

일시일시일시일시 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
괴리율괴리율괴리율괴리율(%)(%)(%)(%)

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 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 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 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 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 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
2020.03.30 변경 이안나
2020.03.30 Buy 390,000 -7.1 -19.5

2020.04.20 Buy 450,000 -19.4 -20.9
2020.04.29 Buy 495,000 -12.3 -24.2
2020.06.08 Buy 525,000 -1.7 -7.6

2020.07.07 Buy 600,000 -5.3 -11.7
2020.08.02 Buy 843,000 -9.6 -16.3

2020.08.28 Buy 975,000 2.5 -25.0
2021.01.11 Buy 1,310,000 -21.5 -33.1

2021.07.30 Hold 939,000 -4.4 -15.0
2021.09.27 Buy 939,000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비엠 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 추이추이추이추이 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

일시일시일시일시 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
괴리율괴리율괴리율괴리율(%)(%)(%)(%)

일시일시일시일시 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
괴리율괴리율괴리율괴리율(%)(%)(%)(%)

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 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 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 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 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 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
2020.04.20 신규 이안나
2020.04.20 Buy 99,200 -13.7 -24.2
2020.05.17 Buy 110,300 24.5 7.9

2020.07.07 Buy 165,000 -7.3 -15.8
2020.08.07 Buy 181,400 6.9 -18.0

2021.01.11 Buy 171,000 9.6 11.4
2021.01.13 Buy 271,000 -15.7 -32.9

2021.07.12 Buy 289,000 1.9 -5.1
2021.08.09 Buy 362,000 10.6 -11.3

2021.09.13 Buy 528,000 -5.5 -17.3
2021.11.08 Buy 654,300

SKCSKCSKCSKC 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 추이추이추이추이 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

일시일시일시일시 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
괴리율괴리율괴리율괴리율(%)(%)(%)(%)

일시일시일시일시 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
괴리율괴리율괴리율괴리율(%)(%)(%)(%)

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 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 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 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 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 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
2020.12.21 신규 이안나
2020.12.21 Buy 113,000 -5.8 -14.5

2021.01.11 Buy 132,000 -1.5 -16.0
2021.01.27 Buy 189,000 -11.1 -27.2

2021.08.04 Buy 212,000 -5.9 -20.3

2021.11.30 Buy 2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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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보천보천보천보 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 추이추이추이추이 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

일시일시일시일시 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
괴리율괴리율괴리율괴리율(%)(%)(%)(%)

일시일시일시일시 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목표가격
괴리율괴리율괴리율괴리율(%)(%)(%)(%)

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 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 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 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최고대비 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최저대비 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평균대비
2021.11.30 이안나
2021.11.30 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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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본자료에기재된내용들은작성자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안나)

본 자료는고객의증권투자를돕기위한정보제공을목적으로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리서치본부가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를바탕으로작성한것이나, 당사가그정확성이나완전성

을보장할수없으므로참고자료로만활용하시기바라며유가증권투자시투자자자신의판단과책임하에최종결정을하시기바랍니다. 따라서본 자료는어떠한경우에도고객의증권투자결과에대한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수없습니다.

본자료는당사의저작물로서 모든저작권은당사에게있으며어떠한경우에도당사의동의없이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없습니다.

_ 동자료는 제공시점현재기관투자가 또는제3자에게 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_ 동자료의 추천종목은전일기준현재당사에서 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_ 동자료의 추천종목은전일기준현재당사의조사분석담당자및그배우자등관련자가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_ 동자료의 추천종목에해당하는회사는당사와계열회사관계에있지않습니다.

투자등급투자등급투자등급투자등급및및및및적용적용적용적용기준기준기준기준

구분구분구분구분
투자등급투자등급투자등급투자등급 guide guide guide guide linelineline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투자등급투자등급투자등급
적용기준적용기준적용기준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비율비율비율비율
비고비고비고비고

SectorSectorSector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Overweight (비중확대)

업종 비중 기준 Neutral (중립)

투자등급 3단계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CompanyCompany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3.6%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투자등급 3단계 Hold (보유) -15% ~ +15% 기대 6.4%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합계합계합계 100.0%100.0%100.0%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0. 10. 1 ~ 2021. 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