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IDEA : 전기차 / 환경규제 / 수소인프라 시대 개막 수혜 및 실적 본격 턴어라운드!

현 주가 : 12,650원 (역대 고점 : 87,900원 - 이명박이랑 박근혜랑 경선다툼 시기)

특이한점 : 박지만(박근혜 동생)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임 (정권 RISK)

이 회사에 대한 리포트나 기사가 거의 없다. (기자들이 쫄았는가??)

EG 관련 찾아보면 박근혜 동생이란 타이틀 때문인지 항상 정치랑 엮여있다.

올해는 심지어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 관련 기사도 없음..

평가 : 잘 성장해 나가다가 박근혜 정권부터 꼬구라진 회사. (작년 매출액 450억 근방)

앞으로 다시 비상할수 있을지 지켜봐야할듯 함

주요 사업 내용

산화철 제품, 상품 사업 : Ferrite 자성재료 즉, 자석 제품 사업임.1.

자동차 모터, 스피커, 모니터 등에 들어감

전세계 점유율 약 12~15% 수준 (상당히 높은듯?)

★ 고순도 산화철 제품은 시장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음, 안정적인 사업영역 유지

★ 무선충전기에 산화철 들어가서 지속 성장중

★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컨버터에 페라이트코어를 사용해서 신규시장 급성장중

이외에 전기차에 중소형모터 50~100개 이상 들어가는데 거기에

페라이트 마그네트가 사용됨 (윈도우리프터, abs, ESV, 시트조정모터 등)

★ 페라이트코어를 사용한 전기차 무선충전 제품이 상용화 테스트 진행중이며

가까운 시일내 새로운 시장이 열릴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되면 대박일듯)

에너지환경사업 부문 : 에너지 발전, 소각, 환경플랜트 관련2.

★ 울산에 소각, 발전, 건조, 폐수처리 가능한 종합 자원 순환시설 건설중

★ 향후 매립장 관련 신규사업분야 진출 예정

원료 사업 : 중탄산나트륨, Al 탈산제 -> 현대제철과의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3.

향후 매출 증가 기대.

중탄산나트륨은 제철·발전·환경 플랜트 시장에서 배연가스의 황산화물 

제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중탄산나트륨 시장은 연간 70만톤

(2,100억 원) 규모로 예상

선철을 강철로 바꾸는 제강 과정에서 용강 중의 과잉 산소를 없애고 

결정을 미세화시켜 가공성이 우수하고 질긴 강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첨가물인 Al 탈산제의 국내시장은 연간 20만 톤(4,600억 원)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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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이차전지사업 및 수소저장소 사업 (미래의 주가상승 모멘텀)4.

2014년 6월부터 국책과제 ‘비탄소계리튬이온전지 음극소재개발’의 과제 사업자로 선

정되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관련 연구성과로 실리콘 입도제어를 

통한 음극재 방전용량 3,250 mAh/g 달성 및 실리콘·흑연 복합화를 통한 음극재 

방전용량 564 mAh/g 달성 및 관련 특허 출원 실적이 있음.

* 동수 : 실리콘 음극재는 차세대 음극재로, 대기업이 앞다퉈 개발/투자중인 분야임

아직 상용화 되지 않은 분야임

2015년 6월 고체수소저장소재개발 관련 국책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초 KIST(한

국과학기술연구원), KIER(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차량용 고체저장소재(소듐

알라네이트 및 마그네슘 아마이드) 합성 및 대량생산에 성공하는 등 기술적 성과를 얻

고 있으며, 현재 고체저장소재대량생산 위해 제조 및 평가장비를구축하여 장기 성능평

가 및 양산화 최적조건 실험 등을 통하여 사업화 속도를 높이고 있음.

수소 인프라(충전도 등) 구축을 위한 대량 수소 이송수단으로써 고용량 고체수소저장

소재(마그네슘 하이드라이드)의 합성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현재 20Kg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장기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성능평가 통과시 시제품 양산 가능

★ 음극재의 경우 실리콘 음극재의 방전용량과 거의 동일한 수준

★ 지금 당장 매출은 없지만 향후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 반기보고서 내용 중 발췌----------------------------



실적 분석 (부제 : 본격 턴어라운드의 해가 될것인가)•

최근 2개년과 비교해봤을때 올해 반기까지의 매출액은 상당히 고무적임 (떡상)

* 2012 ~ 2017년까지 연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였으나 정권 교체이후 내리막길! 



RISK : 영익률이 상당히 들쑥날쑥하는 모습을 보임.. 

(안정적인 사업구조가 아니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음)

CHANCE : 박근혜 특사로 출소시 주가 떡상할듯

아래는 반기 연결재무제표임

반기('21.01~06)       작년 한해 제작년 한해

2021년 1분기는 영업이익 흑자 턴어라운드 했으나 당기순익은 적자 지속-

2021년 2분기(반기)에 영업이익, 당기순익 모두 흑자 턴어라운드(드디어)-

- 현재 남은 수주잔고를 보았을때 최소 264억원의 매출이 더해질 예정이므로

올해 매출은 최소 725억이 될 예정 (51.6% YoY)



연결 종속회사 영업실적•

EG테크 : 광영제철소 산회수 설비와 관리, 관련 폐산회수 EPC 등1)

EG메탈 : 다영한 금속 중계 무역 진행2)

결론 : 현 주가는 그리 싸지도, 그리 비싸지도 않은 적정 주가 수준으로 보임

(최근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이슈로 수급을 크게 받았다가 주춤한 상태)

YoY 기준 급격한 매출 상승과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것 같음.

또한 연구개발중인 2차전지 및 수소관련 시제품 양산시 주가가 크게 상승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회사임. 

(그러나 공장/설비 증설이 먼저이므로 가까운 시기에 될 것 같진 않음.. 최소 3년..)

지금 당장 양극/음극재 및 수소관련 제품을 양산하고 있는 회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편이 나을것 같다.ㅜ_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