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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첨단신소재(심천, 002709)
(코로나 소독제 화학 및 2 차전지 전해질 관련 기업)
기업개요
광저우에 위치한 천사첨단신소재(하늘이 준 첨단재료라는 이름의 기업)는 2000 년에
설립하여 2014 년 상장하였다. 퍼스널 케어 제품용 기능성 소재, 리튬 이온 배터리 소재,
실리콘 고무 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하이테크 민간 기업이다. 주요 사업은 정밀 화학
신소재의 연구 개발, 생산, 판매다. 50 명 이상의 과학 연구 전문가 및 12 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기술 서비스팀이 있다. 회사의 주요 제품은 일일 화학제품과
전문화학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재료, 유기 규소 고무물질로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양이온
컨디셔너 시리즈, 실리콘유, 표면활성제 시리즈, 수용성 고분자, 전해액, 리튬, 액화 등이
포함된다. 회사는 자사 제품을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유통한다. 2020 년 9 월 20 일
기준 5% 이상 주주에는 법인대표 수진 푸가 39.73%, HuaAn fund 7.8%, Wanxiang 123
회사 5.8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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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류

화학, 2 차전지

시가총액(위안)

272.08 억 위안

시가총액(원)
매출액
Per

4.66 조원
27.55 억 위안
1674.06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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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 년 전년 대비 30.8% 증가한 15 억 9300 만위안 매출을
달성하였다. 반기 15.93 억 위안 매출(+30.8% YoY) 증가하였다. 2 분기 10.68 억
위안의 매출(+58.47% YoY) 증가하였다. 회사는 연간 2 만톤의 전해질 기반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15 만톤의 리튬전지 재료, 5 만톤의 불화 수소 2.5 톤의 전자 급 불화
수소산을 생산하고 있다. 코로나 19 로인해 Carbomer(손 소독제에 필요되는 화학)
수요가 증가하였다. 코로나 발생전 판매 가격이 톤당 40,000 위안에서 130,000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유기실리콘, 하이테크 재료, 배터리, 화학, 전해질 등 담당하는 수 많은 자회사들을 보유하고있다.

일상 화학 사업

전력 및 에너지 저장 배터리 전해질

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리튬 염 및 첨가제

음극재료

실리콘 고무

2020 년 상반기 매출액
구분

매출액(USD mn)

매출액 증가율

비고

리튬 전지 소재 사업

8 억 1900 만 위안

+10.31%

전해액 매출 증가

화학 재료 매출액

6 억 9000 만 위안

+67%

코로나 소독제 증가

8400 만 위안

-

-

15 억 9300 만 위안

+30.8%

-

기타
상반기 매출액

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약 일년치 250 일봉 차트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회사의 전해액 매출 이익률은 32%이며 상반기 전해액 출하량은 22,600 톤(+12%)으로 시장점유율 23->27%로 증가하였다. 테슬라
모델 3 의 대량 생산에 힘 입어 LG 난징 공장의 설치 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해액의 핵심 공급업체로서 큰 수혜를 받고 있다.
중장기 발전의 관점에서 회사는 국내 전해액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체코에 10 만톤 전해액 생산 능력을 구축하여 해외로
뻗어 나갈 계획이다.
전망
신 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감소로 중국내 신 에너지 자동차 산업 가속화가 느려 졌지만 코로나 19 가 끝나지 않는 화학산업(소독제)은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으로 중국과 유럽의 신 에너지 차 판매 증가와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하반기 전해액 수요
호황이 예상되어 회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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