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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해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의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
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
한다.

재제조 부품
폐자동차에서 사용가치가 있는 사용 후 부품을 회수하여 재제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부품

폐압 폐차 과정을 완료한 폐차량을 압축한 철 자재

철 스크랩
철강 가공 생산, 사용 불가능 중 발생한 것들을 수집과정을 통하여 회수 한 후에 철강재
생산에 재 투입 하는 철강의 잔존물 (출처 : 한국철강협회)
기존에 쓰이던 “고철”이라는 명칭은 부정적이고 친환경적 이미지 부여가 어려워 변경됨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국가기술
표준원에서 담당

손해 담보 페이백 특약

자기차량손해 담보 `페이백` 특약 : 순정부품과 대체부품 가격 차액 중
20%를 페이백 해주는 것 Ex) 순정부품 100만원, 대체부품 30만원일때 대체부품을 사용
하려 수리시 차액 70만원의 20%, 14만원을 페이백 해주는 특약

[부록] 전문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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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9,820원, 상승여력 57%제시

고수익 매립지 사업의 재개, 안정적인 매출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의 본격적인 매출 창출을 통하여 동사의 실적은 2017년 매출액

1,355억 원(yoy 42.2%), 영업이익 180억 원(yoy 42.4%)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절대가치평가인 DCF Valuation을 사용하였고, 목표주가

9,820원을 제시한다

고수익 매립지사업의 재개

2009년 제방 붕괴 사고로 영업중지 되었던 광양매립지가 내년 상반기부터 재

개된다. 포스코와의 배상금 관련 소송 관한 리스크는 최근의 2심 판결 결과로

보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동사의 광양 매립지 사업 부문 영업이익

은 중단되기 직전인 2008년을 기준으로 약 101억원(매출액 210억원)이었다.  더

불어 2019년 상반기부터 사천매립지도 시작될 예정이므로 향후 높은 영업이익

이 예상된다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의 본격적인 매출 시작

2014년 9월 완공된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매출의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2016년에 전국에서 발생한 폐압의 45%를 매입하면

서 매출이 전년도 대비 40%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사업이 자리잡으면서 본격적

으로 CAPA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2020년까지 연 14%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탄

탄한 매출을 내는 사업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예상된다. 재제조 부품 부분도

파쇄 재활용에 비하여 작지만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동사의 CAPA 

우위로 시장 성장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주가 : 9,820원

현재주가 :  6,920원

(2017. 11. 03. 기준)

상승여력 :   42%

시가총액 2,476억원

상장주식수 35,779천주

액면가 500원

52주 최고가 8,410원

52주 최저가 5,470원

외국인지분율 3.25%

주요주주

아이에스유한 14,31%

오종택 8,49%

김기자 5,07%

아이에스동서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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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근 3년간 주가 추이

단위 : 원

출처: bigfinance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부문에서의 안정적인 P와 Q

건설 폐기물 처리는 운반비 부담으로 인해 입지 조건이 중요하다. 당사는 건설

폐기물 발생이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안정적인 Q가 예상

된다. 뿐만 아니라 1) 수도권 매립지 수수료 상승 2)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유리

한 산업 구조 때문에 P도 안정일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주가 : 9,820원

현재주가 :  6,920원

(2017. 11. 03. 기준)

상승여력 :   42%

시가총액 2,476억원

상장주식수 35,779천주

액면가 500원

52주 최고가 8,410원

52주 최저가 5,470원

외국인지분율 3.25%

주요주주

아이에스유한 14,31%

오종택 8,49%

김기자 5,07%

아이에스동서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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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위 : 백만원
출처 : 인선이엔티, YIG

Key Financial Factors & Forecast Summary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Sales 135,519 168,781 183,367 200,754 200,487

yoy 42.2% 24.5% 8.6% 9.5% -0.1%

건폐중간처리 79,119 85,206 85,206 85,206 85,206

자동차재활용산업 58,469 84,898 92,159 97,079 100,699

매립 최종처리 12 6,854 19,015 14,930

(매출원가) 101,463 125,359 133,279 141,165 140,915

매출총이익 34,056 43,422 50,088 59,589 59,571

GPM 25.1% 25.7% 27.3% 29.7% 29.7%

(SG&A) 15,992 17,698 18,432 18,963 19,293

Operating Profit 18,064 25,724 31,656 40,626 40,279

Earnings Before Tax 7,483 20,429 27,970 37,567 37,715

(Tax) 6,122 4,494 6,153 8,265 8,297

Effective Tax rate 81.81% 22.00% 22.00% 22.00% 22.00%

당기순이익 (손실) 472 15,935 21,817 29,302 29,418

Diluted EPS 418 565 758 761



14.31%

6.49%

5.07%

4.77%

69.36%

아이에스앰버

제일호유한회

사오종택

김기자

25.39%

5.31%
69.30%

오종택

김기자

기타주주

Ⅰ. 기업분석 1. 기업 개요

동사는 1997년 11월 13일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6월 11일에 코스닥 상장을 하였다.

현재 주요사업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이다. 동사는 6개의 종

속회사를 두고있으며 모두비상장 기업이다..

□ 기업 주요 연혁

동사는 1997년 설립되었으며 2002년 동종업계 최초로 코스닥 상장을 했다. 건설폐

기물 재활용 사업 부분에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량 기준,

중간처리량 기준에서 모두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에는 광양 매립장을 인수하였으며 2011년에는 자동차재활용 사업에 진출했

다. 2014년에는 파쇄재활용 설비를 준공했다. 2015년에 폐차 해체 대수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17년 2월에는 기존 최대주주였던 오종택과 김기자가 중견 건설사인 아이에

스동서가 출자한 아이에스앰버제일호유한회사에 지분을 일부 매각하여 의결권을

30.64% 갖는 최대주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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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대주주인 오종택과 특수 관

계인인 김기자는 30.7%의 의결권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는 유한회사를

지배하는 아이에스동서가 의결권을

갖고,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이

아들인 권민석을 동사 대표이사로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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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동차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

(단위 :백만)

[그림3] 최대주주변경 전 주주 구성 [그림4] 현재 주주 구성

출처 : 인선이엔티, YIG

[그림5] 최근 4년간 사업부별 매출액 비중

출처 : 인선이엔티, YIG

현재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량 기준, 중간처리

량 기준에서 모두 시장

점유율 1위

2015년 폐차재활용 시

장 점유율 1위



2. 사업 부분별 현황

인선이엔티의 주요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건설 폐기물 처리업, 폐자동

차 재활용, 매립지 사업이다. 영업이익은 2009년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지만

2009년 매립지 사업이 태풍 ‘루사’로 인한 붕괴로 영업이 중단되어 영업이익이 급감하

였으나 최근 2014년부터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사업부분별 매출액을 보면 건설폐기물 재활용 사업 부분 매출은 2014년부

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재활용 사업 부분 매출은 최근 경기호전으로 인하

여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건설 폐기물 처리

건설 폐기물은 건축과정, 재건축 과정에서 생겨나는 건축 폐기물을 말한다. 이러한

건설 폐기물은 수집 및 운반, 소각• 재활용의 중간처리, 최종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

한 불연성 폐기물의 매립을 거쳐 처리된다. 건축 폐기물은 발생량 중 약 1%만이 매립

되므로, 건축 폐기물 처리업의 매출은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과정에서 나온다. 동사는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량 기준과 중간 처리량 기준, 두부분 모두에서 2003년부터 현재

까지시장점유율 1위를유지하고 있다.

- -6

[그림6] 영업 이익 및 영업 이익률 추세

출처 : 인선이엔티, Y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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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

출처 : 인선이엔티, YIG

2009년 광양 매립지 중단

2014년 폐차 재활용 사업

시작

현재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량 기준, 중간처리

량 기준에서 모두 시장

점유율 1위



□폐자동차재활용

폐자동차 재활용은 해체 재활용과 파쇄 재활용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자동차

가 폐차수순을 밟게 되면 폐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해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

용가치가 있는 사용 후 부품을 떼어내어 재제조 과정을 거쳐 재제조 부품을 만드는

것이 해체 재활용이다. 재제조 과정은 사용 후 제품 또는 부품을 주원료로 하여 분

해-세척-검사-보수 및 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며 재제조 부품의 가격은 30~60%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해체가 완료된 폐차량을 압축하여 폐압을 만드는데 이 폐압을 파쇄하여 철스크랩을

만드는 것이 파쇄 재활용 부분이다.

동사는 2014년 9월에 관련 설비를 준공하였다. 해체 재활용 부분과 관련하여 폐

차 해체 설비는 연간 약 30,000여대를 해체할 수 있는 CAPA 이다. 2015년에는

28,800대, 2016년에는 26,818대를 해체하였다. 파쇄 재활용 부분과 관련하여 파쇄

설비는 연간 약 288,000톤의 폐압을 파쇄할 수 있는 CAPA이다. 2016년에는 폐압 파

쇄량이 약 14만 톤으로 추정된다.

3) 광양매립지

광양 매립지는 2008년 약 210억의 매출, 101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고수익 사

업이었으나 2009년 10월 태풍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영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소

송 중인 매립지 복구 및 재개 절차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 2018년 상반기에 영업

이 재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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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재제조

(출처 :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폐차

(출처 : 서울뉴스)

압축

(출처 : 이그린뉴스)

파쇄

철스크랩
폐압

[그림8] 폐자동차 재활용 처리 과정

출처 : 인선이엔티, YIG

[그림9] 영업 중단 전 광양 매립지 매출

출처 : 인선이엔티, Y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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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폐기물 매립 산업

□ 사업장 폐기물 산업의 특징

동사가 매립 처리하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처리하는 생활폐기물과 달리, 건

설이나 생산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이다. 그 중에서 동사가 용역 처리하는 폐

기물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과 폐기물 관리법 2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가 가는 “지정폐기물” 이다.

사업장 폐기물은 통상적으로 발생 업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 업체가 운반하

여 처리업체에서 최종과정을 커지는데 이러한 위․수탁처리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으로 하며, 합의하에 연장 할 수 있다. 동사는 수집,운반 섹터와 처리 섹터에 속해 있다

□ 폐기물 매립 산업의 특징

특히, 매립 산업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새로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으며, 기존의 업체도 사업의 규모를 확장

하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은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동사의 경우처럼 착공 허가를 받더라도

소송의 과정이 더 걸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정 폐기물의 경우

지정 폐기물은 폐합성고무, 폐산, 석면, 페유와 같이 주변 환경 오혐 가능성이 있는 폐

기물이다. 특히 폐석면 처리업체는 10개 미만이며 실제로 처분이 가능한 영업을 하는 기

업은 적은 편이다. 지정 폐기물도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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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분석

사업장 폐기물 중에

서 지정폐기물을 운

반하여 처리

엄격한 정부 규제와

지방단체와 주민들

의 반발



2. 건설 폐기물 처리업

□ 건설 폐기물 산업의 특징

건설폐기물은택지개발및재건축현장,기타건설공사등을통해발생한다. 환경부에서폐기

물 발생량을 집계하여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에 따르면 2015 1월, 건설폐기

물 발생량은 198,260톤으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인

천•경기)이전국건설폐기물발생량의 43.2%를차지하여, 수도권의건설폐기물처리수요가상

당히크다는것을알수있다.

.

건설 폐기물 지역별 발생 비중을 보면 서울, 경기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서 43.2%가 발생하고 기타 지역에서 56.8%가 발생한다. 운반비 부담이 큰 사업이

기에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설 폐기물 재활용 상위 5개

업체의 위치를 보면 동사는 경기도 고양, 세종시, 충남 금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

수로직스는 부산, 아이케이, 장형기업, 우광개발은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그림 10] 건설폐기물 일일 발생량(톤/일)

출처 : 인선이엔티, YIG

[그림 11] 건설 폐기물 지역별 발생 비중

단위 : % 출처 : 인선이엔티, Y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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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

□ 폐자동차 해체 재활용 부분

재제조 부품은 폐자동차에서 사용가치가 있는 사용 후 부품을 회수하여 재제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부품이다. 재제조 부품은 신품과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가격은 30~60%

에 불과하다. 하지만 재제조 부품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는 재제조 부품이 중고 부품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퍼져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부정적 인식때문에 재제조 부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

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증제도로 신뢰성을 부여하려는 노

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말에 대체부품 사용 특약이 출

시될 예정으로 재제조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제조 부품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재제조에 필요한 코어 부품 수급 불안정

이다. 폐자동차가 일반적인 폐차장에서 폐차처리 되면 사용 후 부품이 해체된다. 이때

많은 양의 부품이 재제조 업체가 아닌 일반 재활용 업자가 가져가고 또한 폐차장에 상주

하는 수출입업자가 바로 해당 부품을 해외로 반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제조

업체로 사용 후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재제조에 필요한 코어 부

품이 수급이 재제조 부품 사업의 핵심이다.

동사의 폐자동차 해체 CAPA는 일 120대 해체 규모이다. 폐자동차 해체를 영위하는 업체

인 폐차장들은 대부분 영세한 기업으로 일 평균 약 4.2대 해체 규모이다. CAPA에서 동

사는 다른 경쟁 업체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이후 수도권지역 폐차

처리 대수 기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43%로 2위 업체보다 약 2배 정도 높

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폐자동차에서 얻는 사용 후 부품의 수급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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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2016년 폐차처리 점유율 [그림13] 수도권지역 폐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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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동차 파쇄 재활용 부분

[그림 14]의 2020년 예측을 살펴보면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차 대수 또한 같이 꾸준히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발생하는 폐압의 양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동사는 2014년 9월에 폐자동차 파쇄 재활용 설비가 완공되면서 빠르게 폐압 매

입을 늘려오고 있다. 2016년에 전국 발생 폐압 중 45%를 매입하여 파쇄 하였다.

2017년은 IR기준으로 전국 발생 폐압의 60%를 매입할 예정이다.

동사의 파쇄 재활용 부분 특징은 동사의 철스크랩의 품질이 타 경쟁 업체의 철

스크랩보다 우수하다는 점이다. 폐압을 파쇄하고 불순물을 선별하는 설비의 차이

로 인하여 동사의 철스크랩의 불순도 함량이 낮아 품질이 우수하여 타경쟁업체의

철스크랩보다 50~100원 정도 더 비싸고 특수강업체, 주물강 업체에 주로 판매된

다.

[그림 14] 총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총 폐차 대수 동향

출처 : 통계청,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Y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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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전국 발생 폐압 대비 매입 점유율

출처 : 인선이엔티, Y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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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투자포인트
1. 고수익 매립장 사업의 재개

매립장 사업은 1) 높은 진입장벽 2) 고수익성 두 가지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매립지는 주변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강한 반발, 환경훼손 등의 문제로 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때문에 매립장 시설은 전국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

고 있다. 동사의 광양 매립지 같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2009년 19개소에서

2015년 21개소로 변화가 미미했음을 볼 수 있다. 동사의 경우에도 사천 매립지 착

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법원에 가는 8년간의 소송 끝에 착공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공급에 있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급자는 가격 결정 측면에서도 우

위에 있어 마진율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매립지의 높은 진입장벽과 제한적인 공급은 고수익성으로 연결된다. 동

종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약 40%에서 60%로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사고로 인해 중단되었던 광양매립지는 2018년 상반기에 다시 영업을 재개할 예정

이고, 사천 매립지는 모든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어 늦어도 2019년 상반기에는 영

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림 16] 지정폐기물 최종 처리 업체 수

출처 : 인선이엔티, 
YIG

[그림 17] 매립지 사업 업체 영업이익률

출처 : 인선이엔티, Y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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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자동차 재활용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정착으로 인한 매출 증가

□ 폐자동차파쇄재활용부분

동사는 2016년에 전국 발생 폐압 중 45%를 매입하여 파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설비가 완공된 2014년에는 전국 발생 폐압 중 약 2.5%를 매입하여 파쇄 하였고 2016년

에는 약 45%를 매입하여 파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매입하는 폐압의 양이 연간 300%

로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이는폐쇄재활용사업의비즈니스모델이빠르게정착하고있기

때문이라보여진다.

2016년 기준으로 파쇄한 폐압이 약 14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약 14톤의 CAPA 여유가 있으

므로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압 매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은 IR보고서에 따라

2017년까지 전국 발생 폐압의 60% 가량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이후 매입 증가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하였다. 2020년에는 약 21만 톤의 폐압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한

다.이에따라철스크랩생산량증가로매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폐자동차해체재활용부분

2007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자료, 2014년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

내 재제조부품 시장은 2007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4년 자동차부품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에는 2.7조원까지시장이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더불어올해 12월말에출시되는보

험사의 대체부품 사용 특약의 유인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

성장에 따라 대체부품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동사는 재제조 부품에 필요한 사용 후 부품

수급의이점을이용하여수요증가에원활하게대응할수있어시장규모증가에수혜를받을

것으로예상된다

[그림 18] 폐압 매입량 [그림 19] 국내 재제조 부품 시장 규모

출처 : 인선이엔티, Y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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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축 폐기물 처리업의 안정적 매출

□ 하락없는건설폐기물처리단가Price

수집한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나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에 수수

료를 지불하고 매립한다. 폐기물 처리법에 따르면 처리 업체가 아닌 배출 업체가 폐기물 처

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장 구조가 배출, 처리업체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동사와 같이 뛰어

난 처리 능력(수집 및 중간 처리량 1위)을 지닌 업체의 경우, 매립 수수료의 증가분을 배출업

체에 전가(처리단가의 상승)하기 용이하며, 용역 처리 계약에 있어서 처리 기술력이나 규모

부분에서 시장점유율 1위라는 입지는 선점효과 측면에서도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폐기물 처리 계약은 1년이지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의 장점이 장기 계약에도

유리할것으로판단한다.

[그림 20]에서 볼 수 있듯 수도권 매립지 수수료는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데, 이는 1)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만성 적자와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한 2)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 부담금, 그리

고 지역주민의 반발과 지방 자치 단체의 소송으로 인한 비용 상승에 기인한다. 이처럼 수도

권 매립지 수수료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상, 동사의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역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 20] 수도권 매립지 수수료 및 건설 폐기물 처리단가 추세

출처 : 인선이엔티, Y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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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운반량시장점유율1위유지

건설 폐기물 재활용 사업은 운반비 부담이 크다. 따라서 근거리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건축 폐기물이 주로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에 경기 고양, 세종에 지점이 있는

인선이엔티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것이고 기타지역인 충남 금산에

도 지점이 있어 특정지역에만 국한하지 않는 다는 이점이 있다. 이처럼 대규모 조직적으로

건설폐기물사업을하는기업은드물기때문에 배출업체입장에서장기적으로거래하고싶

은유인이발생할것이다.

[그림 21] 건설 폐기물 처리 산업 동사 지점 분포

출처 : 인선이엔티, YIG

기타 지역
56.8%

수도권 지역
43.2%

경기 고양 인선이엔티

세종시 충남 금산

부산 만수로직
스

인천

아이케이
장형기업
우광개발

근거리 위주 건설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서 지점을

통해 지역적 제약을 많이

벗어남



Ⅳ. 리스크 포인트
1. 포스코와의 광양 매립지 중단 관련 보상 소송 이슈

포스코와의 민사소송 여파로 주가 하락 동사 주가는 지난 8월말 포스

코로 부터 총 53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 되면서 큰 폭

으로 하락했다. 이 소송은 2009년 발생한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

사고에 대한 배상문제를 다투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1심은 2014년

에 판결이 났고, 2014 8월 6일에 22,948,067,461원을 포스코가 청구하

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11월 1일에 마무리 되었다.

1심 결과 동사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액은 89억 원인데, 최근 2심은 1

심보다도 감액된 약 86억을 동사 측이 부담할 배상금액으로 판결했다.

동사는 이미 법원에 공탁금 72억 원을 납부해 놓았으며 동사는 재무제

표에 소송충당부채 43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소송

건이 동사의 펀더멘털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포스코의 원고 일부 승

소송충당부채는 이미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음



- -17

[표1] 건설폐기물사업매출추정

출처 :  YIG

Ⅴ. Valuation 1. Top-Line 추정

□ 건축폐기물재활용사업매출추정’

[그림20] 에서수도권매립지수수료의꾸준한상승은갈수록엄격해지고있는환경규제와

지역주민의반대로인한소송과갈등에기초한다. 이를근거로앞으로매립지수수료단가에

서의하락은가능성이낮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운반비가큰건설폐기물산업에서 근접

거리에서사업을영위하는것은폐기물배출기업이처리,  운반기업보다더높은책임을갖

기때문에 경쟁우위를갖고있다.  그래서수도권뿐만아니라지방에서지점을운영하고있

는동사는안정적인 공급망을 갖고지속할수있다고추정하였다

□ 폐자동차재활용사업매출추정

 폐자동차파쇄재활용부분

통계청의2020년자동차등록대수추정치를이용하여꾸준히증가한다고가정하여그에따

른전국폐차대수를추정하였다. 이를바탕으로전국폐압발생량을추정하였다. 동사 IR보고

서에따라2017년에는전국발생페압의60%를매입할계획으로이에맞추어추정하였고이

후폐압매입증가율은점진적으로감소시켰다..결과적으로 철스크랩생산량증가로인한안

정적인매출증가를예상하였다.

2016년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매출액 79,118,603,000 85,206,088,421 86,429,262,027 93,343,602,990 100,811,091,229

건설폐기물 처리(A) 74,786,001,000   80,945,784,000           82,107,798,926         88,676,422,840       95,770,536,667             

괴리율 0.95                  0.95                         0.95                        0.95                      0.95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29,186                29,893                      32,285                    34,868                   37,657                        

CAGR 47.57% 2.42% 8.00% 8.00% 8.00%

수도권매립지 수수료 77,092 77,092 89,427                    103,735                 120,333                       

건폐 처리량(톤) 합계 2,562,354 2,707,826 2,543,239                2,543,239               2,543,239                    

건폐 발생량(톤/일) 198,260 198,260 198,260 198,260 198,260

[표2] 폐자동차파쇄재활용부분매출추정

출처 :  YIG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파쇄 재활용 매출액    (단위 : 백만원) 4,372 19,571 36,019 59,453 64,934 67,949 69,532
ASP                      (단위 : KG 당 원) 354 239 257 309 309 309 309
철스크랩 생산량           (단위 : 만톤) 1.2 8.2 14.0 19.2 21.0 22.0 22.5
폐압 매입량                 (단위 : 만톤) 0.6 6.7 12.7 17.7 19.5 20.5 21.0

전국발생량 대비 매입비율 2.5% 24.5% 45.0% 60.0% 64.4% 65.9% 64.6%
폐압 생산량                 (단위 : 만톤) 0.6 1.4 1.3 1.5 1.5 1.5 1.5

단위 : 원

단위 : 원

매립지 수수료 단가에서의

하락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전국 폐압 발생량을 추정

후 철스크랩 생산량 증가

로 인한 안정적인 매출 증

가를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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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철시세

출처 :  YIG

 철스크랩가격부분

철스크랩의가격은철시세에영향을받는다. 철시세에대해서는2017년상반기철시세가

이어진다고가정하였다. 그이유는중국의기조때문이다. 최근중국의철강수출감소로인하

여세계철시세가오르고있는추세이고이에따라우리나라의철시세또한상승하고있다.  

[그림21]을보면 철시세는 증가추세를보여주고있다.

철강수출감소의주요요인으로는중국내철강수요증가이다. 중국은2016년에13차5개

년규획을발표했다. 이것의주요내용중도시화확대, 물류인프라확충, 환경인프라확충등

인프라투자의내용이있다. 이것의영향으로2016년중국의철강수출이전연도에비해감소

하였고2017년상반기수출은전연도에비해급감했다. 이것과맞물려13차5개년규획발표

이전에이미중국내건설투자를보면2015년까지건설투자액이꾸준히늘고있으며공정률

은오히려하락하고있다. 민간부분에서도건설투자가증가함에따라철강수요가늘고있다

고보여진다. 따라서중국의철강수요는향후몇년간꾸준할것으로예상되며13차5개년

규획이마무리되는2020년까지는꾸준한철수요로철시세는최소한유지될것으로가정했

다.

[그림 22] 중국건설투자액및공정률

출처 :  Y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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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국 조강 생산과 수출

출처 :  Y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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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동차해체재활용부분

동사의 폐차 해체 CAPA는 연간 30,000여대로 최근 2년간 CAPA에 가깝게 폐자동차를 해체

하고 있다. 전국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폐차 처리 대수도 증

가할 것이다. 폐자동차 해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게 운영되어 일 평균 4.2

대 해체규모이다. 동사는 폐자동차 해체에있어서 압도적인CAPA로 해체해야 하는폐자동차

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동사 폐자동차 해체 대수는

CAPA를최대로활용한다고예상했다.

폐자동차 해체 재활용 부분의 경우에는 동사 폐자동차 해체 재활용 부분 매출액과 해당연

도 동사 폐차 해체 대수를 통해서 한대 당 해체 재활용 매출액을 구하였다. 자동차 재사용부

품전문쇼핑몰인지파츠를통해소나타기준으로나오는자동차부품은약 33개부품이발생

하고 부품 등급 2등급 기준으로 소나타 한대에서 약 420만원 가치의 부품을 얻을 수 있다.

50%가량이 재제조를할 수없다고하더라도 이에 비하여 동사의 한대 당 해체 재활용 매출액

은 훨씬낮다. 따라서재제조부품에대한수요 부족으로동사의 재제조부품이 제대로매출이

이루어지지않고일반재활용업자에게판매하거나혹은파쇄재활용에투입된다고예상된다.

재제조 부품시장이성장하면 동사의 폐차 해체 대수의우위를통해재제조 부품 공급에 차

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시장 성장의 수혜를 그대로 받을 것을 예상했다. 성장치는 자동차

부품연구원의 재제조 부품 시장 규모의 성장 예상치를 반영하여 한대당 해체 재활용 매출액

을추정하였다.

[표3] ]폐자동차해체재활용매출추정

출처 :  YIG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해체 재활용 매출액    (단위 : 백만원) 9,447 22,284 22,450 25,445 27,225 29,129 31,167
인선이엔티 매입 대수 11,266 28,800 26,818 30,000 30,000 30,000 30,000
한대당 해체 재활용 매출액(단위 : 원) 838,536 773,733 837,106 848,165 907,495 970,975 1,038,896

동사는 폐자동차 해체에

있어서 타사 비해 압도적

인CAPA

소나타한대당420만원정

도의재제조부품생산

재제조 부품 수요 부족으

로 일반 제활용 업자나 파

쇄재활용에투입됨

재제조 부품 성장시 동사

에미치는영향은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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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

매출원가에서 건축폐기물 재활용 사업 부분 용역매출원가는 일정한 건축폐기물량을 가정

했으므로 용역매출원가도 일정하다고 가정했다. 다만 매립지 신사업으로 인해 매립지 사업

용역매출원가가 추가되는데 이는 동종기업 부산그린파워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로 추

정하였다. 다음으로 매출원가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 부분이다. 폐압

을 매입하여 가공하여 철스크랩을 판매하기에 폐압 매입이 증가하는 만큼 제품매출원가도

증가한다. 2016년 제품매출원가를 바탕으로 폐압원가를 추정하였고 2016년 대비 2017년 철

시세 상승분을 적용하여 이후 폐압원가를 추정하였다. 해체 재활용 부분과 관련하여 상품매

출원가도 발생하는데 이는 폐자동차 매입이 관련된 부분으로 이는 중형 중고승용차 물가상

승률을고려했다.

[표4]폐자동차재활용사업매출추정

출처 :  YIG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폐자동차 재활용 매출액      (단위 : 백만원) 13,819 41,855 58,469 84,898 92,159 97,079 100,699

파쇄 재활용 매출액           (단위 : 백만원) 4,372 19,571 36,019 59,453 64,934 67,949 69,532
철스크랩 단가            (단위 KG 당 원) 354 239 257 309 309 309 309
철스크랩 생산량            (단윈 : 만톤) 1.2 8.2 14.0 19.2 21.0 22.0 22.5
폐압 매입량                       (단위 : 만톤) 0.6 6.7 12.7 17.7 19.5 20.5 21.0
전국발생량 대비 매입비율 2.5% 24.5% 45.0% 60.0% 64.4% 65.9% 64.6%
폐압 생산량                       (단위 : 만톤) 0.6 1.4 1.3 1.5 1.5 1.5 1.5

해체 재활용 매출액         (단위 : 백만원) 9,447 22,284 22,450 25,445 27,225 29,129 31,167
인선이엔티 매입 대수        (단위 : 대) 11,266 28,800 26,818 30,000 30,000 30,000 30,000
한대당 해체 재활용 매출액 (단위 : 원) 838,536 773,733 837,106 848,165 907,495 970,975 1,038,896

매립지 사업 용역매출원가

는 동종기업 부산그린파워

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로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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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전남지역지정폐기물매립량

출처 :  YIG

□ 광양매립지사업매출추정’

매립지 사업 역시 입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폐기물 배출업자로부터 멀수록 운송비 부담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24와 같이 지역적 유사성을 주요 기준으로 매립지 매출

을추정하였다.

2015년 기준 영산강 유역 환경청(광주,전남, 경남 일부)에 보고된 지정폐기물 매립 업체는

한맥테코산업㈜(여수시 소재), ㈜와이엔텍(여수시 소재), 인선이엔티(광양시 소재) 세 개의 업

체이다.

가격의 추정은 ㈜와이엔텍의 2017년 반기 매립단가로 하였다. 매립지 공급이 매우 제한적

이고 폐기물 배출업체보다는 처리업체(매립업체)가 가격협상에 유리하기때문에, 매립단가가

2020년까지하락하지는않을것이라고가정하였다.

매립량의 추정을 위해 우선 2018년 전남 광주지역 지정폐기물 매립 수요량(=2015년 ㈜와

이엔텍과 한맥테코산업㈜의 지정폐기물 매립량의 합 * 7년간 전남 지역 지정폐기물 발생량

CAGR)을구하였다.

이렇게 구한 매립 수요량을 3으로 나누어 인선이엔티, ㈜와이엔텍, 한맥테코산업㈜가 동일

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2015년 기준 전남지역 지정폐기물 매립량 약 10만 톤중에

서 7만여톤이 광양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Q의 추정은 충분히 합리적일

것이다.

[표5] 광양매립지매립량, 매립단가, 매출액추정

출처 :  YIG

광양시 발생

지정폐기물 매립량, 

76,502 

광양시 외 전남지역

지정폐기물 매립량, 

25,492 

출처 :  YIG

[표6] 광양매립지매립가능용량과사용한용량

지역적 유사성을 주요 기

준으로 매립지 매출을 추

정

가격의 추정은 ㈜와이엔텍

의2017년반기매립단가

매립량의 추정을 위해 지

역 경쟁 기업 과 발생량 연

평균성장률사용

구한 매립 수요량을 3으로

나누어 동일하게 1씩 가져

간다고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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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감가상각비및CAPEX 추정

출처 :  YIG

□ 판매관리비 ’

판매관리비에서크게차지하는것은운송비이다.운송비는폐압∙매입이증가함에따라증

가할 것이기에 폐압∙매입 증가율을 연동하여 증가시켰다. 급여와 운반비 제외 판관비의 비중

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일정한 모습을 보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채로 매립지 사업장이 늘어

나는것을고려하여소폭증가시켜추정하였다.

□ 감가상각비및CAPEX

감가상각비추세를보면매출원가의5%선으로유지되고있었다. 따라서기존사업의감가상

각비는매출원가추정액의5%선으로추정하였다. 매립지신사업이시작되면매립지의감가상

각비가생겨나는데광양매립지의감가상각비는과거광양매립지사업을영위하던2005년부

터2008년의매립지감가상각비를토대로추정하였다. 사천매립지의경우같은지역내동종업

종인부산그린파워의매립지감가상각비를토대로추정하였다.

현재까지의 CAPEX추세를파악하기위해서 유형자산의취득원가와처분원가의차이를 구

하였다. 또한, 추정을 하기위해서평균성장률을기준으로 파악하였다. CAPEX가전기대비평

균10%씩상승하는선으로추정하였다.  2020년까지 10%씩성장하되, 2020년이후로는 매출

액의상승이더디어 CAPEX 투자를하지않는다고가정을하였다.

[표8] 전체수익모델추정

출처 :  YIG

Historical Projected
2014 2015 2016 2017(E) 2018(E) 2019(E) 2020(E)

NWC(-) -2,644 14,361 8,087 27,500 6,561 7,209 -1,253
CAPEX(-) 26,998 5,520 5,822 6,426 7,091 7,826 8,637

단위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2019E 2020E

Sales 69 67 95 136 169 183 201 200

YoY -21.0% -2.1% 41.9% 42.2% 24.5% 8.6% 9.5% -0.1%

건폐중간처리 62 49 58 79 85 85 85 85

자동차재활용산업 1 14 42 58 85 92 97 101

매립최종처리 0 7 19 15

광양매립지 7 7 3

사천매립지 12 12

(매출원가) 52 53 73 101 125 133 141 141

매출총이익 17 14 23 34 43 50 60 60

GPM 24.7% 21.3% 23.8% 25.1% 25.7% 27.3% 29.7% 29.7%

(SG&A) 17 15 15 16 18 18 19 19

Operating Profit 0 0 8 18 26 32 41 40

단위 : 십억



2017E 2018E 2019E 2020E

Sales 169 183 201 200

YoY 24.5% 8.6% 9.5% -0.1%

건폐중간처리 85 85 85 85

자동차재활용산업 85 92 97 101

매립 최종처리 0 7 19 15

광양매립지 7 7 3

사천매립지 12 12

(매출원가) 125 133 141 141

매출총이익 43 50 60 60

GPM 25.7% 27.3% 29.7% 29.7%

(SG&A) 18 18 19 19

Operating Profit 26 32 41 40

당기 순이익 16 22 29 29

추정 EPS 452 610 819 823

[표 9] 매출 추정 시트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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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FCFF(Free Cash Flow For The Firm) 추정

출처 : 인선이엔티, YIG

2. DCF 모델을 통한 목표 주가 9,820원 제시

□ PER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절대가치 평가를 사용한 이유?

Peer PER 방식을 활용하여 적정 주가를 산출하기 보다는 DCF

Model(Discounted Cash Flow Model)을 통하여 적정 주가를 구하였다.

동사의 매출이 자동차 폐기물 사업과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에서 비롯되

는데, 동사가 속해 있는 섹터에서 유사한 매출 구조를 가진 Peer 기업이

존재하지 않아 Peer 그룹간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앞서 투자포인트에서 언급한 신사업 부분인 매립지 사업을 반영

하여 PER value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2009년 이후로 영위하지 않은 사업

을 다시 재개하는 것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또한, 동사는

2014년 이후부터 흑자전환을 이룬 턴-어라운드 형태의 영업이익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Trailing PER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 DCF 모델링을 통한 FCFF(Free Cash Flow For The Firm) 추정

동사의 매출을 구성을 살펴보면 업계 1위인 건설폐기물 산업과 자동차

폐기물 산업을 필두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9년

중단된 광양매립지 재개와 사천매립지 신설을 통하여 추가적인 매출 성

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절대가치평가 모델인 DCF 모델링을 통하여 동사의 매출 구

성과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도출한 FCFF로 적정주가를 찾는게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였다. [표1]은 2020년 까지의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 순운

전자본, CAPEX 추정을 통하여 FCFF를 추정한 결과이다.

Historical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perating Profit 3,693 3,349 -4,637 196 -368 7,934
Growth -9% -238% 96% -287% 2059%

Tax Expense(-) 6,260 -304 109 642 3,755 349

NOPLAT -2,567 3,653 -4,747 -446 -4,122 7,584
D&A(+) 5,914 4,891 3,907 2,961 2,346 4,129
NWC(-) 7,854 -11,684 23,526 -2,644 14,361
CAPEX(-) 11,539 9,618 14,115 20,370 26,998 5,520
FCFF -8,191 -8,928 -3,270 -41,381 -26,132 -8,167

Growth 9.00% -63.37% 1165.41% -36.85% -68.75%
Discount Period
Discount Factor

PV of FCFF

Projected
2016 2017(E) 2018(E) 2019(E) 2020(E)

18,064 25,724 31,656 40,626 40,279
128% 42% 23% 28% -1%

4,282 3,837 6,769 9,091 9,127

13,782 21,888 24,887 31,535 31,152
4,969 7,158 8,874 10,263 9,460
8,087 27,500 6,561 7,209 -1,253
5,822 6,426 7,091 7,826 8,637
4,842 -4,880 20,110 26,763 33,227

-159.28% -0.78% -512.13% 33.09% 24.15%
1 2 3 4

94.6% 89.5% 84.7% 80.1%
-4,616 17,998 22,661 26,616

유사한 매출 구조를 가

진 Peer 기업이 존재하

지 않아 Peer 그룹간 비

교가 어려운 상황

매립 사업을 다시 재개

하는 것을 고려해야하

기 때문에 부적절

중단된 광양매립지 재

개와 사천매립지 신설

을 통하여 추가적인 매

출 성장을 가져올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DCF모델링을사용하기위해서추정한지표

WACC은 5.02%로 FCFF value를 산출하였다. 자기 자본 비용(Cost of Equity)는

Prof. Aswath Damodaran가 분석한 대한민국의 시장 위험 프리미엄 추정치(Equity

Risk Premium)을 반영하여 책정하였고, 현재 3년 만기 국고 채 수익률을 사용한 무

위험자산을 사용하였다. 베타는 최근 5년간(60달)간의 동사의 기업 베타 값을 데이

터 가이드와 kisvalue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채의 이자율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인 24.2%와 동사의 장기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을 통하여 설정하였다.

동사의 Terminal Growth를 0%로 한 이유는 2021년 부터 광양 매립지의 매립 용

적량이 최대에 가까워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추정하였고 추가적인 매출이 증가하

기 보다는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동사의 현재 적정 주가를 9,820원으로 현재 주가에 비해 42%의

Upside Potential을 확인하였고 BUY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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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WACC 계산

출처 : 인선이엔티, YIG

CoE 6.8%
ERP 5.73%
Beta 0.8 60M (KisValue, Dataguide) 
RF 2.22% 3년만기국고채

CoD(1-TR) 3.4%
CoD 4.45% 장기차입금
TR 24.20%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We 48%
Wd 52%
WACC 5.02%

[표12] 적정주가 예측

출처 : 인선이엔티, YIG단위:백만

Enterprise Value 462,085
Non Operating V 30,743
Sum of FCFF 87,403
Terminal Growt 0.0%
Continuing Valu 343,939

Non-Controling I 778
Equity Value 462,863
Net debt 116,838
Outstanding share 35,217,864
Target Price 9,825

WACC은 5.02%

영구성장률 0% - 광양

매립지가 매립량 한계

를 2020년부터 보임

T.P = 9,820원

UP = 42%



[부록] 재무상태표 추정

출처 : 사업보고서

단위 : 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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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P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Forecast Forecast Forecast Forecast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2019(E) 2020(E)

TFI 254 257 220 261 282 292 298 562 607 657 656

IC 230 233 194 227 246 262 267 502 543 587 586

NWC 24 29 19 35 32 48 56 83 90 97 96

OA 37 44 36 47 49 59 70 99 107 116 11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9 28 20 21 20 24 28 45 49 54 54

        재고자산 0 2 2 2 7 13 16 20 21 21 21

        기타유동자산 3 2 2 2 2 2 4 2 3 3 3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 12 12 22 20 20 22 32 35 38 38

OL 13 15 17 12 17 11 14 16 18 19 2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6 8 12 8 14 7 9 10 11 13 14

유동충당부채 2 1 1 0 1 1 2 2 2 2 2

기타유동부채 4 5 3 3 1 2 2 2 2 2 2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 1 1 0 1 1 1 2 2 2 2

Fixed assets 206 204 175 193 214 215 212 419 453 490 491

        영업권 7 7 2 4 4 4 2 2 2 2 3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2 3 3 1 1 1 1 1 1 1 1

        유형자산 197 195 170 188 209 210 209 416 450 487 487

NOA 24 24 26 33 36 29 31 60 65 70 70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 4 2 1 0 3 4 53 57 62 6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 2 3 4 4 4 2 3 3 3 3

        기타유동금융자산 4 8 6 13 8 5 4 4 5 5 5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2 2 1 1 1   

Debt 64 69 92 87 107 118 120 160 215 288 386

Non-Controling Interests 2 2 133 149 0 0 1 1 1 1 1



[부록] 손익계산서 추정

출처 : 인선이엔티, YIG

단위 : 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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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2010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Sales 87 95 136 169 183 201 200

yoy 0.419 0.422 0.24545 0.0864 9.5% -0.1%

(내부거래) 7 5 2 1 1 1 0

내부거래 증가율 0 0

조정전매출액 95 100 138 170 184 201 201

건폐중간처리 72 58 79 85 85 85 85

자동차재활용산업 0 42 58 85 92 97 101

매립 최종처리 0 7 19 15

기타 21 0 0 0 0 0

소각중간처리 10

유류도소매 10

(매출원가) 65 73 101 125 133 141 141

매출총이익 22 23 34 43 50 60 60

GPM 0.256 0.238 0.251 0.25727 0.2732 29.7% 29.7%

(SG&A) 19 15 16 18 18 19 19

Operating Profit 4 8 18 26 32 41 40

Earnings Before Tax -2 -3 7 20 28 38 38

(Tax) 0 -1 6 4 6 8 8

Effective Tax rate 0.818 0.22 0.22 22.00% 22.00%

당기순이익 (손실) -2 -2 0 16 22 29 29

NPM -0.03 -0.02 0.003 0.09441 0.119 0.1459617 0.14673298

Outstanding Shares 3E+07 3.5E+07 4E+07 35,779,733 35,779,733

Outstanding shares(diluted) 3.8E+07 4E+07 38,643,371 38,643,371

EPS(원) 13.82 452.464 609.75 818.96504 822.197727

Diluted EPS 418.44 564.57 758.27625 761.269381



[부록] 현금흐름표 추정

단위 : 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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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선이엔티, YIG



YIG Research Team

팀원 : 강재구, 정재훈, 정주안

본 보고서는 Yonsei Investment Group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 동아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될 수 없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신뢰할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나 자료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바탕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거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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