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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 부품과 전자담배 제품 사업 영위
21년도 매출액 3,892억원(37.5% YoY) 영업이익 299억원(1,323.8%
YoY) 전망. 매출 비중 21년 전반기 기준 부품 사업 46.8%, 제품 사업
50.7%, 기타 2.5%

KUVIC 리서치 1팀
강희원 강희찬 곽민섭

담배산업, HNB 중심 체제로 급속전환 중

김진아 김병관 이유진

글로벌 주요 담배 기업, HNB 생산 중심 장기 계획 수립. 필립모리스,
“10년 내 말보로 등 일반 담배 영국 내 판매 중단, 전자담배 R&D 비중
99% 차지” 기존 담배 대비 HNB 수익성 1.4~2.4배 높아 산업체제 변
화 불가피. 美 ·英 ·獨 , 일반 담배 대비 HNB의 낮은 유해성 발표하며
HNB로 전환 뒷받침. HNB 시장 규모 2014년 180억원 -> 2021년 약
30조원 수준으로 7년 만에 1,666배 급성장. 침투율은 여전히 2.5%에
불과하며 2025년에는 14% 넘을 것.

Buy
목표주가

41,600원

현재주가 ( 2 1 . 1 1 . 1 5 )

25,050원

Stock Data
자본금
발행주식수
시가총액
외 국 인 지 분율
주당배당금

8,030백만
15,887,936
3,980억원
2.80%
75원

EPS

1 ,7 2 6 원

B PS

1 4 ,6 1 5 원

RO E

14.88%

52주 주가

11,250~30,40원

글로벌 신규 고객사 BAT 확보로 매출의 폭발적 매출 상승 전망
2021년 7월 경 9월 일본 및 한국에 출시한 BAT의 HNB 브랜드 글로
프로 슬림 모델 생산 시작, 2022년부터 일본 전국으로 판매 확대 예정
됨에 따라 기기 매출 본격 반영, 매출 770억 추가 전망. 프로 슬림 이후
BAT의 점유율 확대 위한 HNB 라인업 강화 과정에서 ODM 공급사로서
지속 참여함으로써 매출 점프업 기대.

안정적 캐시카우 부품사업부, 갤럭시 워치로 매출 레벨 업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Z플립3과 갤럭시 워치4의 부품 공급 3분기
본격화되며 올해 호실적 예상. 21년 3분기부터 부품 공급 시작된 갤럭시
워치4 역대 가장 많은 판매량 기록중. 갤럭시 워치향 부품 공급은 기존
부품 사업부 매출액에 연간 300~400억원 추가 매출 예상, 2021년 부
품 사업부 매출액 1,893억원(31.3% YoY)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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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 KUVIC 리 서 치 1조
주 1) 21년 이 후 PER은 11.15일 종 가 기 준 으 로 계 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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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산업 분석
1. 궐련형 전자담배 산업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연초

글로벌 담배 산업은 약 1000 조원을 상회하는 거대 규모의 산업임에도 불구

담배의 대안으로 부각

각종 규제와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약 10~15 년 내에
다수 국가에서 일반 담배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각종 담배
업체들은 여러 대안책을 찾아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궐련형 전자담배(HeatNot-Burn tobacco, 이하 HNB)’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HNB 란 담뱃잎을 담은 궐련형 전용 스틱을 가열하여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이다. 1) 담뱃재가 나오지 않고 2) 일반 연초보다 냄새가 적으며 3)
액상형 전자담배보다 니코틴 함량이 70% 이상 적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미 및 혈중 니코틴 흐름이 일반 연초와 비슷해 기존의
액상형 전자담배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세계 HNB 시장은 2024년 50

이와 같은 장점에 힘입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HNB 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조원 돌파 전망

있으며, 시장 규모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HNB 시장 규모는 2014 년
180 억원에 불과했지만 2021 년 약 30 조원 수준으로 7 년 만에 1,666 배 이상
확대됐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세계 HNB 시장은 2022 년
37 조원, 2023 년 44 조원에 이어 2024 년에는 50 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또한 연초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역시
HNB 의 시장 규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토록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담배 시장 내 침투율은
글로벌 기준 2.5%, 국내 기준 12.5%에 불과하다. 이제 성장 초입 구간에
해당하여 앞으로 충분한 성장이 기대된다.
HNB 시장은 2021 년 기준 일본 시장이 약 101 억 달러로 시장 규모가 가장
크며, 러시아 시장 30 억 달러, 이탈리아 시장 22 억 달러, 한국 시장 17 억
달러 순으로 시장규모가 형성되어있다.

그림 1. 글로벌 궐련형 전자담배 침투율 전망

그림 2.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침투율 전망

출처: 유로모니터, KUVIC 리서치 1팀

출처: 유로모니터, KUVIC 리서치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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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한국의 HNB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국
내 HNB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약 17억 달러로 2018년(4억 달러) 대비
4배 성장하였다. 2024년에는 CAGR 21%로 약 50억 달러의 규모를 달성할
전망이다. 한국 전체 담배 시장 규모가 184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가파른 성장세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
일본의 HNB 시장 규모는 전세계 1위이다. 이는 사회적 배려를 중시하는 흡
연자들의 성향 및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1
년 기준 일본 HNB 시장은 101억 달러로, 2020년 대비 6% 성장했으며 2위
인 러시아 시장(약 30억 달러)의 3배 이상 규모이다.

2.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부품 산업
(1) 스마트폰스마트워치 산업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2년 만

2019 년 2020 년 하락세를 보이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코로나 완화로

에 반등, 고객사 삼성전자 실

2 년 만에 반등할 예정이다. IDC 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13 억 8000 만 대로 전년 대비 7.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 년에는

적 회복 예상

14 억 3000 만 대, 2025 년에는 15 억 대를 넘어설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그림 4.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폴더블 신제품의 성공과 수요의 정상화 과정으로 실적 회복이 예상되며
올해 2 억 7000 만 대 출하량을 기록한 데 이어 내년 출하량 목표치를 3 억
3400 만 대로 잡았다. 2020 년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
19.7%, 삼성 19.6%, 애플 13%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스마트워치(Smart
Watch)는 피트니스 및 헬스케어, 패션 산업, 의료기기 등의 산업 분야에
이용된다.

출처: Counterpoint, KUVIC 리서치 1팀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는 약 5 조 4000 억원으로 매년

18.3%씩 성장하며, 시장 점유율은 애플 28%, 화웨이 9.3%, 삼성전자
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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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글로벌 스마트워치 제조사 점유율

(2)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부품 산업
부품산업은 전방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스마트 기기 기술 및
시장트렌드의

변화,

수요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다.

스마트

기기의

고사양화로 다기능화된 부품의 수요 증가, 고부가가치 부품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부품 모듈화 및 통합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스마트폰 부품산업은 고객 맞춤형 산업으로 특정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객 다변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출처: Counterpoint, KUVIC 리서치 1팀

그림 6.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출처: IDC, KUVIC 리서치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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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기업 분석
1. 기업 개요
전자담배 기기 중심 제품 사업,
스마트폰 부품 중심 부품사업
영위

당사는 전기 전자기기 및 이에 해당하는 부품 개발,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
으로 2001년 1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5월 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
되었다. 당사는 전기 전자기기 및 이에 해당하는 부품사업과 제품사업으로
구분된다.

그림 7. 이엠텍 제품별 매출 비중

당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이동통신단말기용

Micro

Speaker,

Dynamic Receiver, Module Ass'y, Vibration Motor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부
품사업부와 Wireless 스피커, Wireless 이어셋, Smart 보청기, 전자담배
Device 등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사업부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구개발 및 마케팅 업무는 국내, 제조는 해외사업장(베트남 4개, 중국 2개)에
서 진행하고 있다. 매출 비중은 2021년 전반기 기준 부품사업 부문이 46.8%
제품 사업이 50.7%, 각 사업 개발용역 부문이 0.82% 와 1.7%를 각각 차지
한다. 이 중 부품 사업부 매출의 90%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스마트폰/워치
음향 부품 매출이다. 제품 사업부 매출의 90%는 HNB 기기 사업에서 발생
한다.

출처: Counterpoint, KUVIC 리서치 1팀

2. 제품 사업부
(1) BM
당사는 고객사의 HNB 기기 및 소모품(카트리지)의 ODM 생산을 맡아 제
품 설계, 디자인 및 위탁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소모품(카트리지)의 경우,
릴 하이브리드 모델에 한정하여 생산한다. 다른 궐련형 담배는 전용스틱만
사용하는 반면, 릴 하이브리드는 액상 카트리지도 사용한다. 따라서 카트리
지 생산량은 릴 하이브리드 기기 생산량에 따른다. 기기 1개 당 1년에 평균
225개 카트리지가 판매된다.
OEM

대비

부가가치

높은

ODM은

제조업자

개발생산

또는

제조업자

설계생산(Original Design

ODM 생산 형식 채택, 향후

Manufacturing)이다.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

이익률 판단에 고려해야

발해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고객사(유통사)는 자사에 맞는 제품을 선택함으
로써 유통에 기업의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기존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인 OEM과 구별된다. 주문 고객사가 건네준 설계도에 따
라 단순히 생산만 하는 OEM 방식과는 달리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술을 제
조사가 자체 개발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더 높다. 이엠텍에 따르
면 ODM 형식 제품 납품 부문 매출의 이익률은 최소 12%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엠텍이 최근 R&D, 생산 증설 투자 대규모 진행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엠텍과 유사하게 ODM 방식으로 전자담배 기기를 생산하는 홍콩의
Smoore International의 이익률이 약 30-40%인 것은 이엠텍의 향후 이익률
판단 부문에 있어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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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OEM/ODM 생산 방식 비교

출처: KUVIC 리서치 1팀

(2) 제품 분석
A. 제품 소개
현재 동사의 기존 전자담배 고객사인 KT&G의 공식 릴 스토어에서 판매 중
인 디바이스는 릴 하이브리드 2.0과 릴 솔리드 2.0 두 종류이다. 릴 하이브
리드 2.0은 동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릴 솔리드 2.0은 경쟁사인 이랜텍
이 공급을 전담해왔으나 지난 9월 동사가 릴 솔리드 2.0의 전파 인증을 획
득하며 양사가 함께 생산하는 체제로 변화한 것이 확인되었다. 동사는 최근
BAT를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글로 브랜드의 신제품 글로 프로 슬림 또
한 생산하게 되었다.
i. 릴 하이브리드 2.0
전작의 장점을 유지하며 편의
성을 개선한 하이브리드 2.0
그림 9. 릴 하이브리드2.0 제품 사진

릴 하이브리드 2.0은 2018년 11월 출시된 릴 하이브리드 1.0의 후속 제품으
로, 소비자가는 110,000원이다. 릴 하이브리드는 디바이스에 액상 카트리지
를 결합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타 HNB와 차이를 보인다. 카트리지를 결합해
서 사용하는 방식은 1) 기존 HNB보다 연무량이 풍부해지는 장점이 있다. 기
존 HNB는 평균 315도로 담배 필터를 쪄서 가열해 찐 맛이 강하다는 단점
이 있는데, 릴 하이브리드는 평균 150~160도의 낮은 온도로 액상을 가열해
2) HNB 특유의 찐 맛을 크게 감소시켰다. 허나 낮은 온도로 인해 상대적으
로 목에 느껴지는 타격감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소 호불호가 갈린다. 릴 하이
브리드 2.0은 전작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편의성을 주로 개선한 제품이다. 또

(출처: KT&G, KUVIC 리서치 1팀)

한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배터리와 카트리지 잔량, 스틱의 잔여 모금
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고속 충전 기술을 적용해 충전 소
요 시간을 25%가량 단축시켰다. 릴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디바이스 매출 뿐

그림 10. 릴 솔리드2.0 제품 사진

만 아니라 소모품인 카트리지 매출이 발생하므로 안정적인 추가 매출이 보
장된다.
ii. 릴 솔리드 2.0
릴 솔리드 2.0은 2017년 첫 출시된 일반 HNB 릴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릴
플러스에 이어 2년 3개월만에 출시된 후속 제품이다. 기존의 듀얼 히팅 방
식에서 인덕션 히팅 기술을 활용한 서라운드 히팅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되어
1) 일정한 가열로 끝까지 균일한 맛을 제공한다. 이전 제품의 경우 끝으로

(출처: KT&G, KUVIC 리서치 1팀)

갈수록 맛이 연해진다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릴 솔리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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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개피를 다 피울 때까지 일정한 맛을 보여준다. 업그레이드된 배터리 효
율로 2) 한 번 완충 시 최대 30개비 사용이 가능해져 충전의 번거로움을 개
기존 모델 사양은 유지하며 휴
대성과 청소 편의성을 높인 프
로슬림
그림 11. 글로 프로 슬림 제품 사진

선하였다. 허나 가열 방식 상 고온이 끝까지 유지되어 담뱃재가 많이 끼므로
잦은 청소가 필요한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타격감과 연속 흡연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는 릴 솔리드 2.0을 선호하며, 찐내
와 강한 맛을 선호하지 않고 사용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는 릴 하이브리
드 2.0을 선호한다.
iii. BAT 글로 프로 슬림
글로 프로 슬림은 2021년 9월 27일 한국과 일본에 동시 출시한 글로 프로
의 후속 모델이다. 프로 슬림은 프로와 같은 시리즈인 만큼 흡입과 관련한
사양은 거의 그대로 유지한 대신 휴대성을 크게 향상시킨 제품이다. 글로 프
로 슬림은 무게 74g, 두께 1.55cm로 전작의 98g, 2.1cm에 비해 큰 개선을
보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후기를 통해 스틱 삽입구의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출처: BAT, KUVIC 리서치 1팀)

청소 편의성 역시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다.

B. 경쟁 제품 분석
i. PMI 아이코스
2018년 11월 출시한 아이코스3는 약 50g으로 가볍고, 멀티의 경우 한 번
그림 12. IQOS 제품 사진

충전시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수요가 높다. 국내에서 아
이코스3 듀오의 가격은 130.000원, 아이코스3 멀티의 가격은 110.000원이
다. 가장 최근(2020년 8월)에 일본에서 출시한 아이코스 일루마는 가열 대기
시간을 단축시킨 제품인데, 1~2초 정도밖에 단축되지 않아 소비자가 추가적
으로 구매할 의사를 전 제품에 비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 있다. 아이
코스의 경우, 타격감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연
초에 비해 타격감이나 자극이 낮은 편인데, 이를 가장 잘 보완했다. 다만 해
당 타격감이 특유의 강한 찐맛을 형성하며 독특한 냄새가 나기에 호불호가
갈린다.

(출처: PMI, KUVIC 리서치 1팀)

릴과 글로는 아이코스 대비 타격감은 낮지만 냄새에 대한 불쾌감이 특유의
찐맛이 적고 더 가벼운 과일향의 맛을 준다. 릴 하이브리드의 경우, 액상 카
트리지를 더해 연무량이 풍부하고, OLED창을 통해 가열 시간 및 흡입 가능
횟수가 표시되어 편리하다. 글로 프로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높고 휴대성
및 청소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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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생산 경쟁력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생산 능

동사는 2017년 11월 KT&G 릴(lil) 첫 출시부터 ODM 생산을 도맡아 온

력, 적극적인 R&D 투자

기업이다. 2021년 솔리드 2.0(경쟁사 이랜텍 생산) 개발 이전까지 동사는
KT&G 릴의 6개 모델들을 전부 생산하였다. 또한 국내 유일 전자담배 제조
관련 특허 100여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평촌 전자담배 R&D 센터, 그리
고 작년 해운대 센텀 R&D 센터인 이노아이티를 자회사로 추가 설립함으로
써 기술 경쟁력을 더욱 확보하고 있다. R&D 인력 비중이 58%, 매출액 대비
R&D 예산이 8~10%인 것을 감안할 때 R&D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안정적인 양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베트남 대규모 양산체계가
그 예이다. 2019년 베트남 빈에 4공장 증설 이후 작년 신규 건물 B동을 증
설하였고, 신규부지를 확보하며 추가적인 증설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4) 경쟁사 분석
Smoore International은 2020년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 전자담배
ODM/OEM 전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가총액 48조 원 규모의 기업이
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ODM 비중 86% 중 56%가
Vapor(액상형)이다. 2021년부터 HNB 사업을 시작하였고, HNB 디바이스 기
기 생산은 아직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기기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랜텍, 파트론, 아이티엠반도체는 KT&G의 새로운 공급사로 계약을 하며
전자담배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이다. 이랜텍과 파트론은 휴대폰 부품 업체이
다. 아이티엠 반도체는 2차전지 보호회로 사업을 영위한다.
이랜텍은 시가총액 2,759억 원 규모이며, 세 개 기업 중 유일하게 실제로
전자담배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2020년 말 솔리드 2.0 생산을 시작하
여 21년 반기 기준 전자담배 사업이 매출의 8.6%를 차지하였다. 솔리드 2.0
개발 후 21년 3분기 동안 전량 공급을 맡았으나, 말레이시아 공장에 생산
차질이 생겨 이엠텍이 4분기부터 솔리드 2.0의 국내 물량을 일부 생산한다.
아이티엠반도체는 시가총액 1조 325억 원 규모이며, 내년 릴의 신제품 공
급을 일부 맡을 예정이다. 현재 전자담배 디바이스 기술 연구 및 개발이 완
료된 상태로 22년 1-2분기에 생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트론은 시가총액 5,470억 원의 규모이며, 다른 경쟁사 대비 전자담배 디
바이스 연구개발 현황이나 구체적인 생산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다.

3. 부품 사업부
(1) 제품 소개
A. 스마트폰 음향 부품
플래그십 모델 표준 음향부품

동사는 스마트폰 스피커 분야에 기술 경쟁력이 있다. 주요 제품은 스마트폰

으로 자리매김한 스피커 부품

상단에 들어가는 Dynamic Receiver, 하단에 들어가는 Micro Speaker, 그리

과 스마트 워치 모듈 독점 공

고 스피커, 안테나, 모터, FPCB 등이 결합된 Module이다. 더불어 스마트 워

급

9

이엠텍(091120)
치 Module 또한 생산한다. 품질에 있어서 고객사 삼성전자와 LG전자로부터
매년 최고등급(98-99점, A)을 받고 있으며 품질혁신 우수상을 5회 수상한
적 있다. 또한 0.1%의 현저하게 낮은 불량률을 기록 중이다. 당사는 IPx8
방수 등급을 인정받은 리시버와 스피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 있다. 그
결과 3Q20부터 당사 생산부품은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표준 음향
부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림 13. 이엠텍 부품 사진

(출처: 이엠텍, KUVIC 리서치 1팀)

B. 헬스케어 기기
아이메디신과 함께 뇌파 측정을 통해 치매와 파킨스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
는 뇌파융복합기 iSyncwave의 측정기기를 개발했다. 기존의 뇌파 측정 시간
을 1/4로 줄여 경쟁력을 갖췄으며, 뇌파 기술 정확도는 90%(민감도 81%,
특이도 93%)에 이른다.

(2) 고객사
A. 삼성전자
2020년 이엠텍 스피커 표준 채택 이전, 삼성전자는 고어(Goretek)과 AAC
등 중국업체에서 스피커 부품을 조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의
비중을 크게 줄이면서, 이엠텍이 주 공급사로 채택되었다. 현재 삼성전자 음
향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사 5개 중 가장 큰 매출액 규모를 가지고 있다. 당사
의 제품은 20년부터 S20/21, 플립/폴드3 등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의 표준
스피커로 채택되었다. 더불어 최근 워치4에도 공급을 시작하였는데, 워치의
경우 방수 사운드 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그림 14. 삼성전자향 방수모듈 관련 사진

(출처: 삼성전자, KUVIC 리서치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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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 분석

동사는 2017년 말 동사가 생산을 전담한 KT&G의 전자담배 릴의 첫 출시와
함께 전자담배 제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으며, 그 효과로 2018년 제
품 부문 매출이 164억원에서 114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2019년
HNB에 액상을 결합한 신제품 릴 하이브리드를 출시하였으나 출시 초기 수
율 문제와 생산 불량 이슈가 발생해 매출과 수익성이 훼손되었고, 이로 인한
영향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영업적자가 유지되었다.
허나 2020년 3분기에 베트남 생산 공장 투자와 설비 자동화를 마무리해 수
율 문제를 개선하고 액상 카트리지 수익성을 높이는데 성공, 영업이익의 흑
자전환과 함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진입하였다. 2021년 2분기에는 MCU
반도체 수급난과 베트남 지역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매출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물량이 부족해 품절 사태가 발생했을
정도로 견조한 수요는 유지되었다. 이후 설비 이원화를 통해 생산 관련 문제
를 해결하면서 3분기에는 1분기와 유사한 매출 수준을 회복하였다. 2021년
2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49%로 지난 3년간 30%~5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순부채비율 또한 10%이하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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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투자 포인트
1. 담배계의 전기차, HNB
글로벌 HNB 시장의 가파른

담배 시장의 대표 기업은 PMI와 BAT로, 각각 전세계 담배 시장 점유율 1위

성장세와 이를 뒷받침하는 보

(26.0%)와 2위(21.8%)를 차지하는 대형 담배 기업이다. 2014년 PMI는 HNB

건선진국들의 우호적 발표

브랜드 아이코스(IQOS)를, 2016년 BAT는 글로(Glo)를 출시했다. 국내 HNB
산업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KT&G도 2017년 릴(lil)을 출시하였으며, 2020
년부터 PMI와의 협력으로 수출을 시작하였다. 올해 10개국 진출에 성공하였
으며, 2023년에는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설 것을 예상하는 만큼 글로
벌 HNB 시장의 성장세가 강하다.
주요 담배업체들의 HNB 전환은 전기차 산업과 같다. 벤츠, 폭스바겐 등 글
로벌 대형 자동차 기업들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전기차로 전환
하는 계획을 발표했듯, PMI와 BAT 역시 일반 담배 판매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PMI는 향후 10년 내 말보로를 포함한 일반
담배의 영국 내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한 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각 기업들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PMI
는 전체 R&D 비용에서 전자담배 비중을 2020년 99%로 상향시켰으며, 마
케팅 비중은 76%로 상향시켰다. BAT도 마케팅 비용의 75%를 차세대 담배
제품에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담배 업체들이 HNB로 전환하는 것은 궐련형 제품의 높은 수익
성 때문이다. 궐련형 제품에는 실제 담뱃잎이 들어간 궐련형 스틱이 소모품
으로 사용되므로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PMI에 따르면 아이코스용
스틱 100억 개비의 이익 창출 규모는 일반 담배 240억 개비에 맞먹는다.
BAT에서도 비연소 제품의 수익성이 일반 제품 대비 40% 이상 높다고 발표
했다.

그림 15. BAT 글로의 위해저감 연구 결과

HNB가 주목받는 원인에는 비교적 낮은 유해성도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은 종식되었다. HNB는 기존의 연초형 일반담배에 비
해 유해물질이 1~20% 수준으로 적게 배출된다. 대표적인 HNB 브랜드인
PMI의 아이코스는 2020년 FDA에 위해저감 담배제품(MRTP)으로 인증 받
은 바 있으며, 영국 공중보건국(PHE)에서도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금연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담배의 사용을 권고했다. HNB 브랜드 ‘글로’를 출시
한 BAT 연구팀 역시 HNB의 연기에서 독성물질이 연초 담배보다 95% 이상
낮게 측정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외에 일본 국립암센터 역시 간접흡연 발
암위해도가 0.3%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처: BAT, KUVIC 리서치 1팀)

이러한 흐름에 따라 HNB 시장 규모는 2014년 18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 약 30조원 수준으로 7년 만에 1,666배 이상 확대됐다. 시장조사업
체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세계 HNB 시장은 2022년 37조원, 2023년 44조원
에 이어 2024년에는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또한 연초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역시 HNB의 시장 규모 확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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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글로벌 담배 시장 기업별 점유율

그림 17. PMI의 아이코스 스틱 높은 이익률

(출처: PMI, KUVIC 리서치 1팀)

(출처: PMI, KUVIC 리서치 1팀)

그림 18. PMI의 Smoke-Free 제품 이익 기여도

그림 19. PMI의 Smoke-Free 제품 연구 개발 비중

(출처: PMI, KUVIC 리서치 1팀)

(출처: PMI, KUVIC 리서치 1팀)

그림 20. BAT 신규 카테고리 제품의 높은 이익률

(출처: BAT, KUVIC 리서치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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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대형 고객사 확보 – 이제는 ‘월클’ 전자담배 ODM
BAT 글로 프로 슬림 공급 일

이엠텍은

본 전국 확대에 따라 폭발적

BAT(British American Tobacco)의 HNB 브랜드 ‘glo(글로)’의 프로 슬림 모델

매출 성장 기대

생산을 시작하였다. 현재 글로 프로 슬림은 한국 및 일본 일부 유통망을 통

2021년

7월

경부터

2021년

9월

일본

및

한국에

출시한

해 판매 중인 상태이며 2022년부터는 판매가 일본 전국 편의점으로 확대가
예정됨에 따라 이엠텍의 BAT 향 기기 공급 매출 또한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이다. 일본이 글로벌 HNB 시장의 약 46%를 차지하는 만큼 BAT 글로 프로
슬림의 첫 일본 진출에 해당하는 물량을 이엠텍이 맡았다는 것이 주목할 만
하다. BAT의 HNB 시장 점유율은 2018년 5%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최근 약
24%로 추정되며, KT&G의 글로벌 점유율이 약 10% 이하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글로 프로 슬림 모델로 시작하는 BAT향으로의 공급 확대는
2022년 매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매출추정 기준 동사는 BAT향 제품 매
출로 2022년 약 770억원의 매출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작의 상위 호환 제품인 글로

글로 제품은 낮은 가격 및 편의성에 강점을 갖고 있다. 타 제품 대비 3-40%

프로 슬림, 충성도 높은 이용

가격이 낮고, 간편한 휴대 및 청소가 가능하다. 글로 프로 제품의 경우, 타격

자 수요 흡수하여 높은 매출

감이 낮은 단점을 부스트 모드를 통해 보완하였다. 부스트 모드 시 아이코스

확보 가능

보다도 타격감이 강하는 평이 있다.
글로 브랜드의 라인업은 현재 글로 프로 시리즈와 글로 하이퍼 시리즈로
구분된다. BAT 는 최근 출시된 글로 하이퍼 시리즈의 판매를 위해 파격적인
가격 할인과 한정 모델 발매 등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허나
신제품 출시 효과와 프로모션에도 불구하고 출시 2 년이 지난 글로 프로에서
하이퍼로의 전환율은 약 50%를 기록, 글로 고객은 프로 제품의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 프로 슬림은 흡입과 관련한 사양은 그대로
유지한 대신 휴대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슬림은 청소 편의성을 개선하여,
기존 글로 고객은 제품 교체 시기에 맞춰 상위 호환 격의 업그레이드
제품인 글로 프로 슬림으로 전환할 유인이 상당히 높다. 2 년만의 업그레이드
신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매출추정은 BAT 의 시장 점유율을 통한 글로 프로의 추정 매출을 바탕으로
프로 슬림으로의 전환과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한 비중 확대를 고려하여
기존 50%에서 70%로 상승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동사는 BAT 의 글로 프로 슬림 뿐만 아니라 후속 모델 또한 지속적으로
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자담배 제조
업체는 10 개 수준으로 그중 설계와 개발부터 생산까지 ODM 형식으로
생산이 가능한 회사는 Smoore 와 이엠텍 정도이며, KT&G 공급 경험으로
인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BAT 향 제품을 담당하는
이노아이티는 최근 신제품 개발을 위해 R&D 연구소를 기존 대비 3 배
가까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 이전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인력을 확충
중이다. BAT 는 현재 1,610 만명인 비연소 제품 고객을 2030 년까지
5,000 만명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높은 가격 경쟁력을
지닌 기기의 출시와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점유율 확대에 힘쓰고 있다.
BAT 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HNB 라인업 강화 과정에서 이엠텍이 ODM
공급사로서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매출 수준이 한 차원 점프업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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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BAT 비연소 제품 고객 수 확대 계획

(출처: BAT, KUVIC 리서치 1팀)

그림 22. BAT 전자담배 라인업의 고성장세(2021년)

(출처: BAT, KUVIC 리서치 1팀)

그림 23. GLO 이용자의 GLO 제품 지속적인 사용 이유

(출처: BAT, KUVIC 리서치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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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적 캐시카우, 부품 사업부
스마트폰향 부품 사업 호실적

부품 사업부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Z플립3과 갤럭시 워치4의 부품

예상과 갤럭시 워치향 부품 공

공급이 3분기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올해 호실적이 예상된다. 이

급 시작에 따른 매출

엠텍의 스피커와 모듈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휴대폰의 표준 부품으로 적용

대

+α 기

되고 있으며, 스피커 및 모듈의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플래그십 모델부터
중저가 모델까지 부품 채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1년 3분기부터 부품
공급이 시작된 갤럭시 워치4의 경우 역대 워치 시리즈 중 가장 많은 판매량
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엠텍은 단순 부품이 아닌 모듈형 부품
으로 공급하는 만큼 높은 이익률이 기대된다.
갤럭시 워치향 부품 공급은 이엠텍의 기존 부품 사업부 매출액에 연간
300~400억 원의 추가 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21년
부품 사업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3% 증가한 1,893억 원, 22년은 2,149억
원이 예상된다. 더불어,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3와 Z 플립의 성공으로 폴
더블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혔고 향후 폴더블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가 예상
되므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증대에 따른 당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스마트워치 시장 또한 전년 대비 올해 27.3% 증가하며 앞으로도 높은 성장
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가 현재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점
유율 3위인 만큼, IPx8 방수 사운드 모듈을 최초로 개발한 당사의 부품이 갤
럭시 워치에 독점 공급되는 것에 따른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부품 사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전장부품, 게임기기 등으로 적
용 분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뇌파 분석 솔루션 업체 아
이메디신과의 협업으로 정밀의료기기 신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렇듯 부
품 사업부 내에서 매출처를 다변화하여 IT 부품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
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전 세계 Smartwatch 시장 점유율(2분기)

(출처: 카운터포인트, KUVIC 리서치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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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Ⅳ 리스크
1. 고객사 KT&G의 공급사 다변화
이엠텍은 2020년까지 KT&G 릴의 모든 제품 디바이스를 독점 공급하였으나,
KT&G에서 이랜텍, 아이티엠반도체, 파트론과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
엠텍의 KT&G 내 점유율이 하락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다만 2017년부터
4년 간 안정적인 연구개발 및 생산체계를 갖춰나간 이엠텍과 달리 세 경쟁
사 모두 본래 전자담배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을 뿐더러 전자담배 관련
연구를 시작한지 채 1 년도 되지 않아 기술 격차가 크다. 세 기업 중 유일하
게 실제 생산을 시작한 이랜텍의 경우 본래 솔리드 2.0 제품의 전량 공급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생산 차질 문제로 4분기부터 이엠텍이 국내 물량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랜텍의 예시를 미루어보아 세 기업 모두 진입 이후 바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뿐만 아니라,
이랜텍의 경우 솔리드 2.0 을 개발했으나 솔리드 1.0 모델을 기반으로 몇가
지 사항을 업그레이드 한 모델에 불과하며 아직 완전한 신제품을 개발한 경
험은 없다.

이랜텍이 이후 솔리드 제품의 해외물량을 모두 담당하고, 아이티엠 반도체가
내년에 최대 15%의 점유율로 진입(ITM 내부 목표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엠텍의 내년 KT&G 내부 점유율은 65% 이상이다. 나아가, 2023년에 파트
론 신규 진입을 가정하더라도 이엠텍의 KT&G 내부 점유율이 50%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KT&G는 PMI와의 계약을 통해 올해 해외 10개국 진
출에 성공하였으며, 이후로도 꾸준히 수출 국가를 늘려갈 계획이다. KT&G의
전자담배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급사 다변화는 불가피하며, KT&G 내
파이가 줄어들더라도 KT&G를 통한 매출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른 경쟁사로 인해 KT&G 내부 점유율이 줄어 생기는 타격보다 세
계적 기업 BAT와의 새로운 공급 계약 성사의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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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Ⅴ Valuation
1. 매출 추정
이엠텍의 매출액은 2021년 3,893억원(+37.6%), 2022년 4,640억원(19.2%),
2023년 4,864억원(4.84%)으로 전망된다. 글로 프로슬림 디바이스 생산이 추
가되면서 2022년 큰 실적 성장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엠텍의 매출은 [제품매출 + 부품매출]로 구성된다. 제품매출에서 90% 이
상을 차지하는 전자담배(국내+해외) 매출액은 2021년 1,834억원(+44.1%),
2022년 2,291억원(+24.53%), 2023년 2,640억원(+6.03%)으로 전망된다.
2021년 4분기부터 글로 프로슬림 디바이스 생산에 이엠텍이 참여하면서
2022년 770억원, 2023년 800억원의 추가적인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된다.
부품매출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부품 매출액은
2021년 1,735억원(+33.7%), 2022년 2,008억원(13.6%), 2023년 2,079억원
(3.71%)으로 전망된다. 2021년 3분기부터 갤럭시워치4 모듈 생산을 이엠텍
이 맡게 되면서 2021년(3Q,4Q) 194억원, 2022년 362억원, 2023년 380억원
의 추가적인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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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사업부 매출
제품 사업부 매출은 전자담배 매출과 기타로 나누어서 추정하였다. 전자담배
매출은 고객사에 따라 KT&G와 BAT 매출로 구분하였으며, 공급사별 제품
내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기타 매출은 그 비중이 매우 작으므로
2021년 기준으로 이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제품 사업부 매출
은 2022년 2490억 원(YoY 24.53%), 2023년 4864억 원(YoY 4.84%)으로 추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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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T&G 매출
현재 동사의 기존 전자담배 고객사인 KT&G의 공식 릴 스토어에서 판매 중
인 디바이스는 릴 하이브리드 2.0과 릴 솔리드 2.0 두 종류이다. 릴 하이브
리드 2.0은 동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릴 솔리드 2.0은 경쟁사인 이랜텍
이 공급을 전담해왔으나 지난 9월 동사가 릴 솔리드 2.0의 전파 인증을 획
득하며 양사가 함께 생산하는 체제로 변화한 것이 확인되었다. 동사는 최근
BAT를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글로 브랜드의 신제품 글로 프로 슬림 또
한 생산하게 되었다.
i. 국내
국내 릴 전체 판매량 = [국내

국내 릴 전체 판매량 중 릴 하이브리드:솔리드의 판매량은 2020년 9:1, 2021

HNB 디바이스 판매량 x HNB

년 7:3 이었다. 2020년은 하이브리드 2.0 신제품 출시로 하이브리드의 판매

시장 내 KT&G 점유율]

량이 90%에 달했고, 2021년은 솔리드 2.0 출시로 솔리드 판매량이 30%로
비중이 증가했다. KT&G 역대 신제품 타임라인을 보면, 하이브리드 라인과
솔리드 라인이 매년 번갈아가며 신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2022년 하이브리
드 3.0(가명) 출시, 2023년 솔리드 3.0(가명) 출시를 가정하였다. 아이티엠반
도체의 KT&G 하이브리드 신제품 생산이 22년 1분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
로 보아, 하이브리드 3.0의 출시는 잠정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제품
출시를 고려하여 2022년 하이브리드:솔리드의 판매량은 22년 8:2, 23년 7:3
으로 가정하였다.
기기 ASP의 경우, 2020년 이엠텍의 생산량(Q)을 바탕으로 전자담배 기기
매출에서 Q를 나누어 ASP를 도출했다. 릴 하이브리드와 솔리드의 판매가는
거의 유사하므로 사실상 각 모델의 P 또한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이엠텍의 생산량은 2020년 KT&G 릴 판매량 수치를 활용하였다(2020년은
이엠텍 독점 공급).
a. 릴 하이브리드 & 솔리드 기기 매출
Q = [ (국내 릴 전체 판매량 x {(하이브리드 비중 x 하이브리드 내 이엠텍 점
유율) + (솔리드 점유율 x 솔리드 내 이엠텍 점유율)}]의 공식으로 기기 매출
을 추정하였다.

2021-23 국내 HNB 디바이스

국내 릴 전체 판매량은 [국내 HNB 디바이스 판매량 x HNB 시장 내 KT&G

판매량 = [2020년 KT&G 디바

점유율] 공식을 사용하였다. 국내 HNB 디바이스 판매량 성장세는 국내 HNB

이스 판매량 / HNB 시장 내

시장 규모 성장세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였다. [2020년 KT&G 디바이스 판매

KT&G 점유율 * 각 년도 HNB

량 / HNB 시장 내 KT&G 점유율]로 2020년 국내 HNB 디바이스 판매량을

시장 성장률]

구한 후 21, 22, 23년의 HNB 시장 성장률을 곱하여 21, 22, 23년의 국내
HNB 디바이스 판매량을 계산하였다. KT&G 점유율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점유율의 증가율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에 2021년의 점유율이 전년대비 10%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2022년과 2023년 점유율의 증가세는 그의 절반인 5%라고 가정하였다.

하이브리드: 이엠텍vsITM

경쟁사 진입에 따른 이엠텍의 KT&G 내부 점유율 감소는 다음과 같이 추정

솔리드: 이랜텍vs파트론

하였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아이티엠반도체가 2022년 1분기부터 하이브리

이원화 구도 전망

드 생산 목표이므로 2022년 하이브리드 생산량의 18.75%를 맡는다고 가정
(ITM IR 기반 2022년 전체 매출의 15% 목표)하였고, 2023년은 25%를 가정
하였다. 솔리드의 경우, 이엠텍이 21년 4분기부터 국내 물량을 맡으므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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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했다. 파트론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
온 바 없어 2023년에 진입한다고 가정하였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엠텍
/ITM 두 개 공급사로 이원화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파트론 진입 시 솔리드
모델이 이랜텍/파트론으로 이원화될 것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이엠텍이 2023
년에는 솔리드를 아예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
*21년 4분기 매출: 3분기 기준 릴 하이브리드:솔리드 비중이 7:3이다. 1, 2, 3
분기 솔리드 판매량은 이랜텍의 내수 매출(전체 매출의 90%)을 P로 나누어
구하였다. 1분기 릴 전체 판매량 수치를 활용하여 1분기 솔리드 비중이 18%
임을 확인했고, 3분기 30%로 증가함을 고려하여 2분기는 비중이 24%인 것
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1,2,3 분기 릴 전체 판매량을 구했고, 위에서 구
한 2021년 릴 전체 판매량에서 3분기까지 누적 판매량을 차감하여 4분기
판매량을 도출했다.
b. 릴 하이브리드 카트리지 매출
이엠텍 카트리지 매출 = [릴 하

전체 릴 하이브리드 카트리지 수익에서 이엠텍이 가져가는 수익은 2/3다. 따

이브리드 디바이스 판매량 x

라서, 이엠텍의 카트리지 매출은 [릴 하이브리드 카트리지 판매량 x 카트리

기기 당 카트리지 판매 개수x

지 가격(500원) x (⅔)]이다. 카트리지 판매량은 [릴 하이브리드 디바이스 판매

카트리지 가격(500원) x (⅔)]

량 x 기기 당 카트리지 판매 개수]이다. 릴 하이브리드 카트리지 1개가 일반
담배 1갑보다 조금 많은 분량에 해당하기에 [흡연자 하루 평균 담배 사용량
(13.3개비) x 365 / 일반 담배 1갑(20개비)]을 통해 나온 결과값 243을 보수
적으로 적용하여 디바이스당 카트리지 1년 판매 개수는 225개로 가정했다.
하이브리드 기기 1개의 권장 교체주기는 1년이므로, 카트리지의 1년 판매량
은 [(이전년도 하이브리드 판매량*225*50%)+(해당연도 하이브리드 판매량
*225*50%)]이다. 그러나 이는 하이브리드 기기 구매자가 1년 동안 꾸준히
해당 제품을 사용한다는 가정이므로, 1년 내 기기 재구매 및 연초/타 제품으
로의 이탈율을 20%로 가정하여 적용해주었다.
ii. 해외
a. 러시아/우크라이나 (릴 솔리드 1.0)
2021년 3분기부터 경쟁사인 이랜텍이 릴 솔리드 2.0의 해외 매출분을 생산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동사의 릴 솔리드 1.0(러시아/우크라이나)
2021년 4분기 매출은 3분기 매출의 30% 수준으로 감소한 12억원으로 추정
하여 21년도 러시아/우크라이나향 총 매출액은 359억원으로 계산하였고, 22
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했다.
b. 일본 (릴 하이브리드)
릴 하이브리드의 일본 매출은 2021년 매출을 기반으로 일본의 HNB 시장
성장률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22년도에는 하이브리드 3.0의 신제품 출시를
고려하여 14.3%*의 출시 효과를 적용했으며, 경쟁사인 이티엠반도체와 함께
생산할 예정이므로 18.75%의 담당 물량 감소효과를 적용했다. 23년도에는
기존 시장성장률에 아이티엠반도체의 하이브리드 생산량 점유율이 25%로
확대로 인한 이엠텍의 물량 감소효과를 더하여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21년
도 일본 릴 하이브리드 매출은 750억원, 22년 754억, 23년 605억으로 추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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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하이브리드 3.0출시 후 KT&G 내 하이브리드와 솔리드 매출 비중이 7:3
에서 8:2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신제품 출시 효과를 8/7로 계산함하였다.
2021년 4분기의 경우, 2021년 3분기 일본 매출에 시장 성장률 QoQ를 곱해
서 추정하였다. 릴 하이브리드는 20년도 4분기에 2개 현(후쿠오카, 미야기)
에서만 출시되었고, 21년 1분기부터 일본 전국에 출시되었다. 이 점을 반영
하여 21년 1분기 일본 릴 하이브리드 매출은 출시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함
을 가정, 102억원이 계산되었다. 21년 2분기와 3분기 일본 릴 하이브리드 매
출은 분기별 전자담배 총 매출에서 국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매출을 차감하
여, 각각 110억원, 267억원으로 계산되었다.
c. 4개국 추가 진출 (릴 하이브리드)
릴 하이브리드 신제품의 해외

KT&G는 PMI와 해외수출 계약 이후 23년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설

4개국 추가 진출에 따른 해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년 10개국 진출 목표롤 달성했는데, 하이브리드는

매출 급등

현재 1개국 진출, 솔리드는 8개국에 진출한 상황이다. 솔리드가 신제품인 것
을 고려하여, 하이브리드 마찬가지로 신제품 출시 이후 최소 8개국 이상 국
가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은
만큼, 보수적으로 23년까지 하이브리드 신제품 3.0이 해외 4개국에 수출된
다고 가정하고 올해 솔리드 2.0 해외 매출(8개국 진출) 수치를 활용하여 23
년 4개국 수출 시 매출을 추정하였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국내에서는 솔리
드보다 릴 내 점유율이 높으나 해외는 알 수 없으므로 보수적으로 솔리드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B. BAT향 글로 프로 슬림 매출

글로 프로 슬림 매출 = [(글로
벌 HNB 디바이스 시장 규모)
x (BAT 점유율) x (글로 프로
디바이스 비중) x (1-이탈율)]

[(글로벌 HNB 디바이스 시장 규모) x (BAT 점유율) x (글로 프로 디바이스
비중) x (1-이탈율)]의 식을 활용하여 글로벌 BAT 글로 프로슬림 디바이스
매출을 계산하였다. 글로벌 HNB 시장 내 BAT 점유율의 경우, 2017년부터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의 감소추세를 고려하여 2022년, 23년
예상 점유율 27.67%, 29.74%를 추정하였다. 글로 프로 디바이스 비중(하이
퍼 대비)의 경우, BAT 글로 프로 고객의 충성도가 높다는 점과 신제품 출시
효과를 고려하여 22년과 23년 BAT 내 글로 프로 슬림의 매출 비중을 각각
70%, 50%로 가정하였다. 보수적인 매출 추정을 위해 기존 고객의 이탈율 7%
또한 반영하였다.
2022년에는 이를 현재 출시 확정 국가인 일본과 한국의 글로벌 HNB 시장
내 점유율을 곱해 각 국가의 매출을 계산하였다. 일본 내 BAT 점유율은 글
로벌 BAT 점유율과 거의 유사하였으나, 한국 내 BAT의 점유율은 10%대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38% 할인해주었다. 2023년에는 글로벌향 제품임을 고려
하여 수출 국가 확대를 가정, 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인 러시아향 매출을 더
해주었다. 이를 통해 계산된 BAT의 글로 프로 슬림 매출액에 이엠텍의 납품
가율 46%(이엠텍 ASP/제품 판매가)를 곱하여 이엠텍의 BAT향 매출을 구하
였으며 2022년 771억원, 2023년 80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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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품 사업부 매출
부품 사업부 매출은 삼성전자 스마트폰향 부품 매출,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향 부품 매출, 기타 매출로 구성되며, 매출 추정은 각 부문별로
나누어 진행한 뒤 합산하였다. 2021년 부품사업부 매출은 1892억원(31.3%
YoY), 2022년은 2149억원(13.6% YoY), 2023년은 2224억 원(3.5% YoY)이다.
A. 삼성전자 스마트폰향 부품 매출
당분기 이전 3개 분기 부품 사

매출 추정 과정에서 스마트 워치 공급 이전 최근 부품사업의 매출의 90%가

업부 매출의 증감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스마트폰향 부품 공급 사업에서 발생함을 확인했다. 2020년 4분기

스마트폰

부터 2021년 2분기(워치 매출이 더해지기 전)까지 3기간의 삼성전자의 스마

출하량을

따라가는

경향성 확인

트폰 출하량과 당사의 부품사업부 매출을 비교한 결과 당사 부품사업부 매
출의 증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따라가는 경향성을 확인했다. 이
를 추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당사 부품사업 매출을 스마트폰향 부품/ 갤럭
시 워치향 부품/ 기타 매출로 나눈 후 스마트폰향 부품 매출은 삼성전자 스
마트폰 출하량 증감에 비례한다고 가정했다. 삼성전자의 미래 스마트폰 출하
량은 국내 주요 증권사 예측치의 평균으로 계산했다.
B. 기타 매출
2021년 2분기 이전 기타 매출은 전체 부품 사업 매출의 10%이다. 갤럭시
워치향 매출이 추가되는 21년 3분기 이후 분기 매출 내 기타 매출은 21년 2
분기 매출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C. 갤럭시 워치(스마트 워치)향 매출

워치 시리즈가 1년 주기로 신

기타 매출을 제외한 21년 3분기 부품사업부 매출은 스마트폰향 매출과 갤럭

제품 출시하는 패턴과 출시 후

시 워치향 매출로 구성된다. 2021년 3분기 스마트폰향 부품 매출은 2분기 스

최소 4개 분기 간 출하량 감소

마트폰향 부품 매출에 출하량 컨센서스 증가율 18.76%가 곱해진 약 388억

하지 않음을 확인

원이다. 따라서 3분기 갤럭시워치4향 부품 매출은 전체 부품 사업부 매출액
에서 스마트폰향 부품매출과 기타매출 값을 차감한 97억원이다.
향후 매출추정에 있어 갤럭시 워치 시리즈는 1년 주기로 신제품이 출시하는
패턴과 신제품 출시 후 최소 4개 분기 간 출하량이 감소하지 않음을 확인하
고 이를 매출 추정에 적용했다. 신제품 출시 시 스마트 워치의 방수 성능이
감소하지 않는 점과 현재 공급하는 부품이 독점 공급함을 감안하여, 향후 갤
럭시 워치 신제품에 이엠텍의 방수 사운드 모듈이 채택되는 것으로 가정했
다. 앞선 출하량 경향성 확인에도 불구 보수적 추정을 위해 갤럭시 워치향

출시 분기 포함 2개 분기는
첫 분기 매출이 유지되고 이
후 2개 분기 전분기 대비 20%
할인율 적용

부품 공급량은 출시 후 2분기간은 첫 분기의 매출이 유지되며 이후 3, 4분기
는 전분기 대비 20%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따라서 2021년 4분기 매출
은 전분기 매출 97억원이 유지되고 2022년 1분기와 2분기는 전분기 대비
20% 감소한 77억원과 62억원으로 추정했다. 2022년 3분기는 신제품 출시
가정 주기인 1년에 따라 신제품 출시를 가정하고. 매출은 이전 신제품 출시
분기 매출에 현재 공개된 글로벌 스마트 워치 시장 성장률 컨센서스 중 가
장 보수적인 14%를 적용하여 곱했다. 이후 매출 추정(22년 4분기 이후 추정)
은 갤럭시 워치 4향 부품 매출을 추정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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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추정
매출원가의 경우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는 수율 및 카트리지
생산 관련 이슈로 매출원가가 90%를 초과하여 추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생산
과 비용이 안정화된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최근 5개분기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부품부문은 제품부문에 비해 더 높은 원가율을 보유하
고 있으므로 전체 매출원가율은 부품부문의 매출비중에 비례할 것이라고 판
단하였다. 이것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품 매출 비중
을 전체 매출원가율로 나눈 결과값이 평균 61.3%에서 3%내의 오차를 보임
을 확인, 매출원가율을 부품부문매출비중/61.3%로 계산하였다. 판관비의 고
정비는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상승 추세인 것은 상승을 반영
하였고 하락 추세인 것은 평균으로 보수적으로 반영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연구개발비는 매출 상승에 따른 R&D 투자 확대를 감안하여
매출 비례 상승을 가정하였다. 또한 스톡그랜트 발행으로 인한 회계적 비용
인 주식보상비용을 판관비에 반영하였다.

3. 목표주가 제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1,600원 산정
이엠텍에 대해 목표주가 41,600원, 투자의견 Buy를 제시한다. 목표주가는
2022F PER 14.2배에 해당하며, 현재 주가(11/15, 25,050원)기준 상승여력은
66.07%이다.
목표주가는 SOTP(Sum of the Parts) 밸류에이션으로 산정했다.

제품 사업

부 영업가치는 4,535억원, 부품 사업부 영업가치는 1,655억원으로 추정한다.
영업가치 6,190억원에 비영업가치 259억원을 가산하고 순차입금 127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동사의 적정 기업가치는 6,324억원(주당 가치 41,600원)이
다.
비영업가치는 동사가 소유한 ㈜안트로젠의 지분가치 518억원에 50% 할인율
을 적용한 259억원과, 동사의 종속기업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순자산 장
부가치에 지분율을 곱한 3,588만원을 더하여 약 259억원으로 산정했다.
동사 제품 사업부 2022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287억원으로 추정하고, 피어그
룹(Smoore international, RELX, FLEX, VENTURE)의 평균 PER 15.8배를 적
용해 동 영업 가치는 4,535억원으로 산정했다.
동사 부품 사업부 2022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156억원으로 추정하고, 피어그
룹(세경하이테크, 파트론, 와이솔, 엠씨넥스)의 평균 PER 10.6배를 적용해
동 영업 가치는 1,655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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