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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P(12M): 59,000원 I CP(1월25일): 40,950원 

   

Key Data  Consensus Data 

KOSDAQ 지수 (pt) 889.44   2021 2022 

52주 최고/최저(원) 
48,170/28,

997 
 매출액(십억원) 91.6 106.0 

시가총액(십억원) 412.8  영업이익(십억원) 34.8 41.4 

시가총액비중(%) 0.11  순이익(십억원) 34.1 39.6 

발행주식수(천주) 10,575.8  EPS(원) 3,718 3,74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28.0  BPS(원) 11,854 15,42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2     

21년 배당금(예상,원) 143  Stock Price 

21년 배당수익률(예상,%) 0.34  

 

외국인지분율(%) 0.68  

주요주주 지분율(%)   

오춘택 외 14 인 56.80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7.9 11.2 19.1  

상대 22.2 32.0 33.8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19 2020 2021F 2022F 2023F 

매출액 십억원 26.1 67.9 90.8 108.6 120.5 

영업이익 십억원 5.5 29.3 33.1 40.3 43.0 

세전이익 십억원 6.3 31.3 34.7 39.1 43.6 

순이익 십억원 4.9 22.0 37.1 33.8 37.1 

EPS 원 488 2,087 3,514 3,192 3,508 

증감율 % (41.35) 327.66 68.38 (9.16) 9.90 

PER 배 18.91 19.29 12.01 12.97 11.80 

PBR 배 2.33 5.75 4.08 3.09 2.47 

EV/EBITDA 배 13.13 5.01 9.62 7.10 5.96 

ROE % 16.42 44.10 41.75 27.45 23.64 

BPS 원 3,961 7,005 10,348 13,406 16,774 

DPS 원 115 143 143 14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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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텍(좌)

상대지수(우)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9,000원 제시  

노바텍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9,000원을 제시하

며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2022F 예상 EPS 

3,348원에 Target PER 17.7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노바텍

은 ① Historical P/E 평균 17.7배(2018~2020년 FY End), 

② 고객사 내 독점적 지위, ③ 폴더블폰 향 매출 확대, ④ 

전기차 전장 및 2차전지 시장 진출 가능성 등 동사의 과거 

P/E 이상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태블릿 → 폴더블폰 → 전장 and more  

동사는 ① 고객사 태블릿PC 자석 공급의 독보적 지위를 확

보했으며, 올해에도 고객사 출하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전망

한다. 폴더블폰 향 공급도 확대하며 폰더블폰 관련주로 편입

될 가능성이 높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기대된다. ② 애플

의 MagSafe 탑재 이후 안드로이드 폰 메이커의 움직임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유사한 자석 시

스템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채택 시 노바텍은 하나금융투

자 추정치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시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③ M사, L사 향 MPS 자석 공급을 통해 전장사업에도 진출

했다. 각 고객사는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의 주요 밴더로, 향

후 노바텍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될 것

으로 예상된다. ④ 2차전지 탈철기 사업에 진출하려고 준비 

중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노 

2022년 매출액 1,086억원, 영업이익 403억원 전망  

노바텍의 2022년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86억

원(YoY, +19.6%), 403억원 YoY, +21.8%)으로 전망한다. 실

적 추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고객사의 

2022년 예상 태블릿 출하량 3,400만대 중 노바텍이 차폐 자

석을 공급하는 모델의 출하량은 35%인 1,190만대로 가정했

다. ② 고객사의 2022년 예상 폴더블폰 출하량 1,300만대

(폴드 390만대, 플립 910만대), 고객사 내 노바텍의 점유율

을 50%로 가정했다. 갤럭시탭 S8은 2월 초, 갤럭시폴드와 

플립은 3분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연말까지 고른 매출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1분기 매출이 가장 높을 것으

로 예상된다. 

 

 

mailto:aaaaa@hana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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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실적 추정 및 밸류에이션 

 1. 2022년 매출액 1,086억원, 영업이익 403억원 전망 

21F 매출액 908억원(YoY 33.9%), 

영업이익 331억원(YoY 12.7%) 

 

22F 매출액 1,086억원(YoY 19.6%), 

영업이익 403억원(YoY 21.8%) 

노바텍의 2022년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86억원(YoY, +19.6%), 403억원 

YoY, +21.8%)으로 전망한다. Magnet 부문 매출이 올해에도 24.0% 증가하며 전사 실

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추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고객사

의 2022년 예상 태블릿 출하량 3,400만대 중 노바텍이 차폐 자석을 공급하는 모델의 

출하량은 35%인 1,190만대로 가정했다. ② 고객사의 2022년 예상 폴더블폰 출하량 

1,300만대(폴드 390만대, 플립 910만대), 고객사 내 노바텍의 점유율을 50%로 가정했

다. 이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추정한 2022년 사업부별 매출액은 Magnet 851억원, 심재 

226억원, 기타 10억원이다. 갤럭시탭 S8은 2월 초, 갤럭시폴드와 플립은 3분기에 출시

가 예정되어 있어 연말까지 고른 매출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1분기 매출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9,000원 제시 

22F EPS 3,348원 x Target PER 17.7 

목표주가 59,000원 

노바텍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9,000원을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2022F 예상 EPS 3,348원에 Target PER 17.7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노바

텍은 ① Historical P/E 평균 17.7배(2018~2020년 FY End), ② 고객사 내 독점적 지

위, ③ 폴더블폰 향 매출 확대, ④ 전기차 전장 및 2차전지 시장 진출 가능성 등 동사의 

과거 P/E 이상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표 1. 실적 추정 (단위: 십억원) 

 1Q21 2Q21 3Q21 4Q21F 1Q22F 2Q22F 3Q22F 4Q22F 2020 2021F 2022F 2023F 

매출액 20.5  20.0  25.7  24.7  28.1  27.2  25.3  28.0  67.9  90.8  108.6  120.5  

  YoY(%) 262.3  7.1  -10.7  67.4  37.5  36.4  -1.8  13.5  159.7  33.9  19.6  11.0  

Magnet 15.8  13.3  20.2  19.3  21.3  20.6  20.5  22.6  46.3  68.6  85.1  98.1  

심재 4.5  6.3  5.4  5.0  6.5  6.3  4.5  5.2  20.6  21.2  22.6  21.5  

기타 0.2  0.4  0.1  0.3  0.3  0.3  0.3  0.3  1.0  1.0  1.0  1.0  

영업이익 8.5  4.2  10.9  9.4  10.7  9.9  10.8  8.8  29.3  33.1  40.3  43.0  

YoY(%) 903.5  -37.3  -13.1  2.4  25.1  134.5  -0.8  -6.0  431.5  12.7  21.8  6.8  

OPM(%) 41.7  21.3  42.4  38.0  37.9  36.5  42.8  31.5  43.2  36.4  37.1  35.7  

(지배)순이익 10.2  10.8  9.6  6.5  10.0  9.1  9.5  5.2  22.0  37.1  33.8  37.1  

NPM(%) 49.9  54.1  37.5  26.2  35.6  33.4  37.6  18.5  32.4  40.9  31.1  30.8  
자료: 하나금융투자 

 

표 2. 목표주가 산출  

항목 금액 비고 

현재주가(원) 40,950 2022.01.25 기준 

EPS(원) 3,348  2022년 하나금융투자 추정 

Historical PER(배) 17.7  노바텍 18~20년 FY End 기준 P/E 평균 

Target PER(배) 17.7   

목표주가(원) 59,000  상승여력 44.1% 

자료: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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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기업개요 

 국내 No. 1 차폐 자석 기업 

태블릿용 차폐 자석 독점 공급을 통

한 가파른 성장, 최근 제품 포트폴리

오 다각화 진행 중 

노바텍은 영구자석 응용제품 전문개발업체로 차폐 자석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자제품(스마트폰, 태블릿PC, 무선충전패드 등) 내 자석 부품을 개발·생산한다. 현재 

동사의 매출은 대부분 태블릿과 폴더블폰 등 전자기기 향으로 공급 중인 Magnet, 

Shield magnet(차폐 자석), Magnet plate(심재)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사의 핵심 

제품인 차폐 자석은 특정 방향의 자력을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원하는 방향으로 증폭시

킬 수 있어 자력의 영향으로 오작동 및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기에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고객사 S사의 고급형 태블릿PC 라인업에 독점 공급하

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함께 구매하는 자석 커버에도 심재를 공급 중이다. 

2021년부터는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폴더블폰에도 일부 공급을 시작

했다. 동사는 영구자석 관련하여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2020년 전장사업에 진출하였

으며, 이외에도 무선충전, 2차전지 탈철기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사업을 확

장 중이다.  

 

 
 그림 1. 노바텍 Shield Magnet의 작동 방식 

Shield Plate 적용을 통해 자석의 

자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증폭하고, 

자력에 민감한 센서 등 전자기기 

부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자력이 발생되는 것을 

차단 

 

 자료: 노바텍, 하나금융투자 

 

표 3. 노바텍 보유 특허현황  

번호 발명의 명칭 국가 특허/실용신안 번호 비고 

1 홀 아이씨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 한국 20-0470862호 등록 

2 휴대단말 케이스 한국 20-0477848호 등록 

3 차폐자석모듈에 의한 본체와 커버가 결합하는 휴대단말기 한국 10-1794445호 등록 

4 자석 부착 모듈 및 이의 제조방법과 상기 자석 부착 모듈을 포함하는 휴대 기기 보호 케이스 한국 10-1966204호 등록 

5 차폐 자석 모듈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차폐 자석 모듈 한국 10-2171072호 등록 

6 차폐 자석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차폐 자석 한국 10-2234093호 등록 

7 차폐 자석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차폐 자석 한국 10-2234094호 등록 

8 차폐 자석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차폐 자석 한국 10-2234140호 등록 

9 차폐 자석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차폐 자석 한국 10-2232301호 등록 

10 보호 케이스용 커버 부재 및 이의 제조방법 한국 10-2240173호 등록 

11 자석 어셈블리 및 이의 제조방법 한국 10-2292970호 등록 

12 자석 어셈블리 및 이의 제조방법 한국 10-2292967호 등록 

13 보호 케이스용 커버 부재 및 이를 포함하는 보호 케이스 한국 10-2292964호 등록 
자료: 노바텍,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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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투자포인트 

 1. 태블릿과 폴더블폰 등 전자기기의 자석 채택 확대 

영구자석 글로벌 시장 규모: 

2026년 약 541억 달러 

 

 

 

 

 

 

 

S사 태블릿에 차폐 자석 독점 공급 

 

 

 

 

 

 

 

 

 

닝보 합작투자로 안정적인 원소재 

공급처 확보 

영구자석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54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구

자석은 주로 페라이트(Ferrite), 네오디뮴-철-붕소(NdFeB), 사마륨-코발트(SmCo), 알

니코(Alnico) 등 4개 소재로 구분된다. 페라이트 자석은 저렴한 가격과 높은 안정성 때

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80%)을 차지하지만,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소재

는 네오디뮴 자석이다. 네오디뮴 자석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영구자석으로, 대부분 

전자기기 및 자동차 전기장치에서 사용된다.  

 

노바텍은 2019년 S사의 태블릿PC에 차폐 자석을 독점 공급하며 2020년 매출액 679억

원(YoY, +159.7%), 영업이익 293억원(YoY, +431.0% / OPM43.2%)이라는 경이로운 실

적을 달성했다. 현재 동사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S사의 태블릿, 태블릿 커버, 

폴더블폰 등에 공급 중이다. S사의 태블릿 출하량은 21년 3,200만대 → 22년 3,400만

대 → 23년 3,600만대, 폴더블폰 출하량은 21년 700만대 → 22년 1,300만대 → 3,000

만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자기기에서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자석을 채택하는 

제품의 종류와 개별 제품에 들어가는 자석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동사의 

자석 부문 매출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오디뮴 자석 원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희토류와 원소재 소결(燒結, 

Sintering)이다. 중국은 희토류 매장량 4,400만 톤으로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최근 전력난과 미얀마 쿠데타 등으로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급등 중이다. 노바텍은 일

찌감치 2011년 중국 닝보에 네오디뮴 소결 전문 공장에 합작투자하여 안정적인 원소재 

공급처를 확보했으며, 안정적인 원소재 수급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그림 2. 글로벌 영구자석 시장 규모  그림 3. 영구자석의 소재별 시장 점유율(2019년) 

 

 

 

자료: Markets and Markets, 하나금융투자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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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테크 유튜버 MKBHD 갤럭시폴드 언방싱 

폴더블폰의 귀환으로 핸드폰에 

자석이 다시 돌아왔다 

 

 자료: Youtube, 하나금융투자 

 

 

그림 5. 갤럭시탭 S7+ 내부  그림 6. 갤럭시탭 키보드 북커버(자석 탈부착) 

 

 

 

자료: 노바텍, 하나금융투자  자료: 삼성전자, 하나금융투자 

 

 

그림 7. 최근 3개년 희토류(산화네오디뮴) 가격 추이  그림 8. 생산 공정별 시장 규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하나금융투자  자료: BCC Research,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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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agSafe가 일으킨 자석 바람 

그동안 스마트폰 메이커들의 행보를 

본다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MagSafe와 같은 자석 탈부착 시스

템이 탑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향후 전자기기에서 차폐 자석이 확대될 만한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는 모바일 

전자기기의 리더인 애플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이전부터 자사 제품에 자석을 애용

해온 애플은 2020년 출시한 아이폰12 시리즈부터 MagSafe를 탑재하며 또 한번 차폐 

자석의 변화를 예고했다. MagSafe는 자석을 사용해 정확한 무선충전과 액세서리 탈부

착이 용이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런 변화는 향후 애플이 아이폰에서 모든 포트를 제

거할 것이라는 예측과도 부합한다. Realme는 이와 유사한 MagDart를 출시하며 재빨리 

트렌드를 쫓아갔다. 나머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MagSafe와 같은 시스템을 

탑재 할지는 미지수이나, 3.5mm 이어폰잭, 번들이어폰, 충전기가 차례대로 사라졌으

며, 이제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런 자석 탈부착 시스템은 기기

와 충전기의 위치에 따라 충전 효율 저하가 발생하는 기존 무선충전의 문제를 해결했다

는 점만으로도 타 스마트폰 메이커에서도 탑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아이

폰의 MagSafe는 18개의 자석이 사용된다. 현재 폴더블폰에는 자석이 4~6개 밖에 사용

되지 않는다. 우리의 상상이 현실화 된다면 노바텍과 같은 자석 공급업체에게 상당한 

매출 증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애플 iPhone 12 분해도 

18개의 작은 자석들로 이루어진 

애플의 MagSafe 

 

 자료: Apple, 하나금융투자 

 
 그림 10. Realme MagDart 

 

 

 자료: Realme,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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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장사업 진출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2020년부터 전장용 MPS 자석 M사 

향 공급 

 

 

 

 

 

 

 

 

 

ECU는 각종 센서를 통해 휠의 회전

각과 회전력 감지, MPS를 통해 조향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조향을 담당하

는 MPS의 중요도 부각될 것 

 

노바텍은 전장사업에 진입하며 미래 먹거리를 준비 중이다. 2025년 전 세계 영구자석 

시장에서 전장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각종 환

경 규제로 인해 친환경 자동차가 급부상하며 자동차의 전자화와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영구자석은 자동차의 전자화와 전동화의 핵심 소재로 자기식 센서와 전동기 

등 완성차의 곳곳에 사용되고 있으며,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그림 15). 노바텍은 

2020년부터 MPS(Motor Position Sensor)를 자동차 부품업체 M사와 공동개발하여 납

품 중이다. 올해는 애플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L사를 고객사로 확보하여 중장기적 모

멘텀도 확보했다는 판단이다.  

 

MPS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조향장치와 EPS(Electric Power Steering)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향장치는 운전자의 휠 조작에 따른 자동차 제어를 도와 주는 장치이다. 기

존 조향장치는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었으나 ‘EPS(전자제어식 파워 스티어링)’의 등

장으로 현재는 대부분 EP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PS의 핵심인 ECU(엔진제어유닛)은 

회전각과 회전력, 그리고 MPS에서 감지한 현재 모터의 회전 데이터를 결합하여 운전자

의 조향을 지원하게 된다. EPS는 전기 모터를 활용해 바퀴를 조작하기 때문에 연비 개

선, 부드러운 조향감, 경량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미 전자화가 되어 있는 

만큼 자율주행 시스템과의 결합이 용이하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운전자의 휠 조작(회전각과 회전력)을 감지하는 센서보다 조향을 담

당하는 MPS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MPS의 정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차폐 자석(Shield Magnet)이다. 차폐 자석은 다양한 전자부품이 내

는 외부 자기장을 막아주며, 감지가 필요한 방향으로만 자기장을 증폭시키 때문에 정밀

도를 대폭 상향시킬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첫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예고하며 메이커들은 전기차 출시 및 

자율주행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6년 전기차 판매 목표를 기존 100만

대에서 170만대로 상향했다. 레벨3 자율주행부터는 극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만큼, 올

해 완성차의 MPS에 차폐 자석 탑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개발을 완료하

여 주요 완성차 메이커에게 공급 중인 노바텍의 또 다른 매출 증가 요소로 판단된다. 

 

그림 11. 글로벌 영구자석의 산업별 점유율(2025년 전망)  그림 12. EPS와 MPS 

 

 

 

자료: Adroit Market Research, 하나금융투자  자료: Analog Dialoge,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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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노바텍의 MPS용 차폐 자석  그림 14. 메르세데스-벤츠 레벨3 자율주행 테스트 

 

 

 

자료: 노바텍, 하나금융투자  자료: 메르세데스-벤츠, 하나금융투자 

 

 

그림 15. 완성차 자석 적용 분야 

 
자료: Newland Magnetics,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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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차전지용 탈철기 제품으로 2차전지 사업 진출 기대 

국내 2차전지 셀 메이커 향으로 공

급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 중 

탈철기는 2차전지 원료, 식품, 플라스틱 및 폴리머 원료 등의 생산공정에서 자력을 이

용하여 미세 철분을 제거하는 장비이다. 탈철기는 분체 소재를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원통 안의 격자형 스크린을 통과시키는데, 이때 소재에 함유된 미세 철분은 스크린에 

달라 붙고, 소재만 남게 되는 원리로 작동한다. 여기서 스크린이 자석이며,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  

 

2차전지용 탈철기는 일본 기업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대보마네틱과 같은 국내 기업도 점

차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바텍도 현재 국내 2차전지 셀 메이커 향으로 

공급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차전지 제조공정

에서 미세 철분 필터링 단계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추세와도 부합하여 동사의 중장기적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 노바텍 2차전지용 탈철기 

 

 

 자료: 노바텍, 하나금융투자 

 

 

그림 17. 탈철기 작동 원리  그림 18. 노바텍 탈철용 Magnet 

 

 

 

자료: 대보마그네틱, 하나금융투자  자료: 노바텍,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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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대차대조표 (단위: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2019 2020 2021F 2022F 2023F 

매출액 26.1 67.9 90.8 108.6 120.5  유동자산 24.2 86.6 110.0 138.0 169.2 

매출원가 15.1 27.0 39.6 54.8 62.6     금융자산 16.7 74.0 93.2 117.9 146.9 

매출총이익 11.0 40.9 51.2 53.8 57.9       현금성자산 6.3 41.8 53.2 77.0 105.4 

판관비 5.5 11.5 18.2 13.6 15.0     매출채권 3.9 3.1 4.2 5.0 5.5 

영업이익 5.5 29.3 33.1 40.3 43.0     재고자산 2.8 7.4 9.9 11.8 13.1 

금융손익 0.1 (3.1) (1.0) (2.7) 0.7     기타유동자산 0.8 2.1 2.7 3.3 3.7 

종속/관계기업손익 0.0 0.5 0.0 0.0 0.0  비유동자산 15.7 16.7 24.8 31.9 38.1 

기타영업외손익 0.7 4.6 2.7 1.6 0.0     투자자산 6.0 6.2 6.7 7.1 7.4 

세전이익 6.3 31.3 34.7 39.1 43.6       금융자산 5.0 4.6 4.7 4.7 4.7 

법인세 0.8 4.2 5.3 5.3 6.5     유형자산 6.8 7.8 15.7 22.7 28.8 

계속사업이익 5.5 27.1 29.4 33.8 37.1     무형자산 1.7 1.6 1.2 0.9 0.7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기타비유동자산 1.2 1.1 1.2 1.2 1.2 

당기순이익 5.5 27.1 29.4 33.8 37.1  자산총계 40.0 103.3 134.8 169.9 207.4 

비지배주주지분 순이익 0.6 5.2 (7.7) 0.0 0.0  유동부채 3.0 14.0 15.9 17.4 18.4 

지배주주순이익 4.9 22.0 37.1 33.8 37.1     금융부채 0.1 3.5 3.9 4.3 4.5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5.0 19.7 23.3 26.8 29.4     매입채무 2.0 2.5 3.4 4.1 4.5 

NOPAT 4.8 25.4 28.0 34.8 36.5     기타유동부채 0.9 8.0 8.6 9.0 9.4 

EBITDA 6.5 30.8 35.5 43.6 47.0  비유동부채 3.6 4.9 6.6 7.9 8.7 

성장성(%)          금융부채 0.1 0.1 0.1 0.1 0.1 

매출액증가율 0.77 160.15 33.73 19.60 10.96     기타비유동부채 3.5 4.8 6.5 7.8 8.6 

NOPAT증가율 (23.81) 429.17 10.24 24.29 4.89  부채총계 6.6 18.9 22.5 25.3 27.1 

EBITDA증가율 (10.96) 373.85 15.26 22.82 7.80    지배주주지분 28.5 71.2 106.8 139.1 174.8 

영업이익증가율 (17.91) 432.73 12.97 21.75 6.70       자본금 2.5 2.5 2.5 2.5 2.5 

(지배주주)순익증가율 (28.99) 348.98 68.64 (8.89) 9.76       자본잉여금 15.1 28.6 28.6 28.6 28.6 

EPS증가율 (41.35) 327.66 68.38 (9.16) 9.90       자본조정 (13.0) (2.4) (2.4) (2.4) (2.4) 

수익성(%)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1 (2.1) (2.1) (2.1) (2.1) 

매출총이익률 42.15 60.24 56.39 49.54 48.05       이익잉여금 23.8 44.5 80.2 112.5 148.1 

EBITDA이익률 24.90 45.36 39.10 40.15 39.00    비지배주주지분 4.9 13.2 5.5 5.5 5.5 

영업이익률 21.07 43.15 36.45 37.11 35.68  자본총계 33.4 84.4 112.3 144.6 180.3 

계속사업이익률 21.07 39.91 32.38 31.12 30.79  순금융부채 (16.5) (70.5) (89.2) (113.6) (142.4) 

 

투자지표   현금흐름표 (단위: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주당지표(원)       영업활동 현금흐름 5.2 28.9 28.3 34.8 40.7 

EPS 488 2,087 3,514 3,192 3,508     당기순이익 5.5 27.1 29.4 33.8 37.1 

BPS 3,961 7,005 10,348 13,406 16,774     조정 0 1 (0) 0 0 

CFPS 642 2,738 3,358 4,116 4,445        감가상각비 1.0 1.5 2.5 3.3 4.1 

EBITDAPS 649 2,931 3,361 4,119 4,448        외환거래손익 0.0 0.1 (2.7) (1.6) 0.0 

SPS 2,605 6,447 8,595 10,272 11,399        지분법손익 (0.0) (0.5) 0.0 0.0 0.0 

DPS 115 143 143 143 143        기타 (1.0) (0.1) 0.2 (1.7) (4.1) 

주가지표(배)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1.8) (3.7) (0.9) (0.7) (0.5) 

PER 18.91 19.29 12.01 12.97 11.80  투자활동 현금흐름 (14.2) (19.3) (9.1) (9.8) (10.9) 

PBR 2.33 5.75 4.08 3.09 2.47     투자자산감소(증가) (3.3) 0.3 (0.5) (0.4) (0.3) 

PCFR 14.38 14.70 12.57 10.06 9.31     자본증가(감소) (6.4) (2.2) (10.0) (10.0) (10.0) 

EV/EBITDA 13.13 5.01 9.62 7.10 5.96     기타 (4.5) (17.4) 1.4 0.6 (0.6) 

PSR 3.54 6.24 4.91 4.03 3.63  재무활동 현금흐름 (1.1) 27.0 (1.1) (1.1) (1.3) 

재무비율(%)          금융부채증가(감소) 0.2 3.4 0.4 0.3 0.2 

ROE 16.42 44.10 41.75 27.45 23.64     자본증가(감소) 5.6 13.5 0.0 0.0 0.0 

ROA 13.37 30.67 31.21 22.16 19.67     기타재무활동 (6.9) 11.1 0.0 (0.0) 0.0 

ROIC 52.40 164.91 121.29 106.95 90.21     배당지급 0.0 (1.0) (1.5) (1.4) (1.5) 

부채비율 19.77 22.43 20.03 17.47 15.04  현금의 증감 (9.9) 35.4 11.5 23.6 28.5 

순부채비율 (49.39) (83.54) (79.43) (78.51) (78.98)  Unlevered CFO 6.4 28.8 35.5 43.5 47.0 

이자보상배율(배) 665.98 31.13 29.14 52.86 0.00  Free Cash Flow (1.2) 26.7 18.3 24.8 30.7 

자료: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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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노바텍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2.1.26 BUY 59,000   

19.12.23 Not Rated - - -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04% 4.96% 0.00% 100% 

* 기준일: 2022년 01월 23일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규상)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2022년 1월 2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규상)는 2022년 1월 2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
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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