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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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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작 성 기 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신지혜 선임전문위원작  성  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215-239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요약 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0dbrZjxR7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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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화금(120240)
Global Standard 시약업체로 성장 중

기업정보(2022/1/12 기준)

대표자 송영준

설립일자 1986년 11월 13일

상장일자 2010년 12월 20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주요제품
일반/분석/진단/특수 
시험용 시약, 전자급 
솔벤트, 원료 의약품 

시세정보(2022/1/17 기준)

현재가(원) 20,15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539

발행주식수(주) 7,190,391

52주 최고가(원) 39,200

52주 최저가(원) 19,850

외국인지분율 0.61%

주요주주

송기섭 26.90%, 송영준 

14.36%, 박영엽 5.86%, 

송영재 4.24% 외
  

■ 국내 1위 시약 전문 기업

대정화금(주)는 1986년 11월 설립된 기업으로, 2010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대정화금(주)는 일반, 분석, 진단, 특수 시험용 시약 및 전자급 

솔벤트, 원료 의약품 등을 생산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 수출하는 화학회사이

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와 충분한 재고 보유량을 기반으로, 최고 품질의 

국산시약 5,000여종, 세계적인 브랜드의 시약 25,000여종을 고객에게 신속

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통한 내부 역량 및 환경 개선

대정화금(주)는 2019년 말 음성 오선산업단지 내에 3만 2천 평이라는 대규

모의 신규 공장을 준공하고, 2020년 10월 말 가동 허가를 취득하였는데, 현

재 가동 중에 있으며 추가로 Pilot 합성설비, 신규 합성설비, 정제설비 등에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HPLC 및 고순도 용매의 경우 당사가 해외에 

수출하는 물량은 Sample order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나, 증류 설비가 준공 

및 정상 가동됨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물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

며, 음성공장의 증류탑 증설로 전자, 반도체, 바이오산업에서 요구되는 특수 

목적용 고순도 약품의 생산 능력 및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 SK케미칼과 합작투자계약을 통한 전략적 제휴 체결

2020년 8월, 대정화금(주)는 SK케미칼과 전략적 제휴를 위해 합작투자 계

약을 체결하여 SK케미칼대정이라는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였다. 대정화

금(주)의 분기보고서(2021년 9월)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사회결의를 통

하여 SK케미칼로부터 SK케미칼대정의 지분 50%(총 발행 주식 1,754,606

주의 877,303주)를 60억 3백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SK케미칼과의 합작회

사 설립으로 SK그룹의 글로벌 브랜드를 활용해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그에 

따른 기업 가치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별도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738 11.03 92 12.52 100 13.59 9.44 8.33 12.38 1,492 16,125 8.61 0.80

2019 796 7.82 104 13.02 61 7.62 5.15 4.33 24.80 855 17,078 17.49 0.88

2020 802 0.73 101 12.63 89 11.12 7.15 5.71 25.81 1,254 17,978 30.22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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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글로벌 유통망 보유 해외수입 의존 시약 국산화

중3 ■ 200개 이상의 세계적 기업들과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

■ 수입품의 경우 주문에서부터 납기까지 2주 소요

■ 약 5,000여 시약 품목 국산화 성공

■ Brand 생산 품목 5,00여 종, 수입품 대체 5,000여 종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분석 시약, 연구용 시약, HPLC 분석용 용매 자체 개발

■ 환경 분석 및 수분측정을 위한 Karl Fischer 개발

■ 고객 맞춤형 특수용도 시약 개발

적용제품

■ 시약 및 원료의약품

  - 각종 Alcohol 류(Methyl alcohol 등), Acetonitrile, 

    Tetrahydrofuran, Ethyl acetate, n-Hexane 등 

매출실적

 

시장현황

주요 고객사

최근 변동사항

시설 투자를 통한 생산 능력 향상

■ 2020년 10월 말, 음성 오선산업단지 내, 3만 2천 평 

규모 공장 가동 시작, 현재 합성설비 투자 진행 중

■ 증류탑 증설 → HPLC 및 고순도 용매 수출 증대

SK케미칼, 전략적 제휴 체결

■ 2020년 8월 SK케미칼과 합작투자 계약 체결

■ 조인트벤처 SK케미칼대정 설립 

■ 기업 인지도 및 가치 향상, 신시장 개발여력 확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SG Issue Action

- 에너지·온실가스 이슈는 많지 않은 편

- 시약 및 원료의약품 제조로 환경이슈(폐수) 

발생 가능성 있음

- ESG 경영 세계적 이슈

- 환경경영(ISO 14001) 기반 에너지 절약 및 모니터링 

강화로 친환경 생산과 소비에 기여

- 일부 원부자재의 안전성, 친환경성 검토

- ESG 동향조사, 도입시기, 조직구성 등 검토 필요

- 제품 특성상 높은 신뢰성과 품질안정성 요구

- 조직문화,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 거래처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

- 기술보호, 유출 및 정보보안

- 품질경영(ISO 9001) 기반 산업 및 품질 안전 시스템 보유

-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직원수 2018년 161명 → 2020년 173명, 지속 고용 창출

- 일과 삶의 균형 도모(경조사, 자녀학자금 등 지원)

- 준법경영, 부패방지 및 내부고발

- 정보관리 및 정보보호

-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채널 다양성 확보

-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투명한 제도

- 소통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지속 업데이트

-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활동 적극적인 공개

- 연구 자율성 보장과 꾸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직체계 

확립으로 산업 성장과 혁신에 기여

한국기업데이터(주)의 ESG 평가항목 기반 자체 데이터, 언론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통해 Issue와 Action을 구성하고 이를 SDGs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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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현황

국내 1위 시약 전문기업, 대정화금

동사는 시약 유통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시약 및 전자급 솔벤트, 원료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와 충분한 재고 보유량을 기반으

로, 최고 품질의 국산시약과 세계적인 브랜드의 시약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 회사 연혁 및 주요 사업 분야

대정화금(주)(이하 ‘동사’)는 1986년 11월 설립된 기업으로, 2010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

장되었다. 동사는 일반, 분석, 진단, 특수 시험용 시약 및 전자급 솔벤트, 원료 의약품 등을 생

산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 수출하는 화학회사이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와 충분한 재고 보유량

을 기반으로, 최고 품질의 국산시약 5,000여종, 세계적인 브랜드의 시약 25,000여종을 고객에

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동물의약품, 전자소재,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과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주요 제품 및 상품은 각

종 Alcohol류 및 Acetonitrile, Tetrahydrofuran, Ethyl acetate 등이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주)LG화학, 한미정밀화학(주), (주)효성 등의 화학회사와 (주)종근당, 보령제약(주), 한국유나

이티드제약(주) 등의 제약사가 있다.

[그림 1] 동사의 주요 사업 분야

*출처 : 동사 회사소개서(2021년 8월)

■ 대표이사 및 주요 주주 현황

대표이사 송영준(1972년생, 남)은 회장 송기섭의 子로, Syracuse University Marketing, 

Finance(MBA)를 졸업하였고, 삼성에스디에스(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3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동사의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동사의 대표이사는 개발기술의 시장 및 

수요분석을 진행하고, 실현가능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분기보

고서(2021년 9월) 기준 14.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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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최대주주는 26.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송기섭 사내이사(회장)로, 한양대학교 화

학공학과를 졸업하였고, 개인기업 대정화학상사를 운영하다 1986년 11월 동사를 설립하여 현

재까지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그 외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면 약 

51.37%에 해당된다.

[표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주요 주주 대표이사와의 관계 주식(주) 지분율(%)

송기섭 부 1,934,281 26.90

송영준 본인 1,032,789 14.36

박영엽 특수관계인 421,661 5.86

송영재 특수관계인 304,997 4.24

계 3,693,728 51.37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주요 고객사 및 매출 현황

[그림 2] 거래처 현황

*출처 : 동사 사업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그림 3] 매출 유형별 비중(좌), 연도별 매출현황(우)

*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대정화금(120240)

5

Ⅱ. 재무분석

안정적인 매출 및 시장점유율 유지 기대

동사는 최근 글로벌 경기 개선과 전방 산업의 성장으로 주력제품인 시험용 약품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음성 오선산업단지 내에 신규 공장 가동 및 증류탑 증설로 특수 목

적용 고순도 약품의 생산능력이 향상되어 향후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수경기 회복세와 전방 산업의 생산 증가로 인한 매출 신장

동사는 최근 음성 오선산업단지 내에 신규 공장 가동 및 증류탑 증설로 전자, 반도체, 바이오  

산업에서 요구되는 특수 목적용 고순도 약품의 생산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화장품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품용 자외선 차단제로 활용되는 산화아연 및 주름 개선제로 사용되는 

PMMA 등 화장품의 기능성 원료 생산을 개시하였다. 

동사는 2018년 매출액 738억 원, 2019년 796억 원을 기록한 이후 내수경기 회복세와 전방 

산업의 생산 증가로 Tetrahydrofuran, Ethyl acetate, Acetonitrile 등 시험용 약품의 수주가 

증가하여 2020년 매출액은 8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3% 증가하였다. 영업이익(순이익)은 

2018년 92억 원(100억 원), 2019년 104억 원(61억 원), 2020년 101억 원(89억 원)이다.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6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5%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순이

익)은 48억 원(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억 원(18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원가율이 

상승한 가운데 판관비 부담의 확대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감소

에도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등 영업외수지도 저하되며 순이익률도 함께 하락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개선과 전방 산업인 바이오 및 환경 산업의 성장으로 주력제품인 시험용 

약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신규 공장 가동 및 증류탑 증설 효과, SK케미칼

과 전략적 제휴 등으로 향후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K-IFRS 별도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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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재무구조 견지 

동사의 총자산은 2019년 말 1,513억 원에서 2020년 말 1,610억 원으로 6.4% 증가하였고 

2021년 3분기 말 1,587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부채비율은 2018년 말 12.38%, 2019년 말 

24.80%, 2020년 말 25.81%이고 유동비율은 2018년 말 565.68%, 2019년 말 409.08%, 

2020년 말 262.21%이다. 2021년 3분기 말 부채비율은 20.57%, 유동비율은 329.04%로 부

채비율, 유동비율이 2020년 말 대비 일부 개선된 점 등을 고려 시 동사의 재무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K-IFRS 별도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동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2019년, 2020년 연속 정(+)의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유동성금융상품의 처분 등으로 2019년 부(-)에서 2020년 정(+)의 흐름을 나타내

었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2019년, 2020년 연속 정(+)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2021년 3분기 누적 현금흐름을 볼 때, 동사는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창출하여 투자와 부채상환 

등에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기초 대비 148억 원 감소한 

18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6] 현금흐름 분석 [K-IFRS 별도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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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시설 확충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내부 역량 개선 

시약산업은 전자, 반도체, 바이오산업, 환경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의 성장세로 인하여 특수목적

용 고순도 특수시약의 공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는 이러한 성장에 발맞추어 

신규 공장 확충, 증류탑 증설,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부 역량을 개선하고 있다.

■ 모든 산업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시약산업

시약(시험용 약품, Reagent)은 화학 분석에서 물질의 검출이나 정량을 위한 반응에 사용하는 

약품으로, 시약은 사용용도에 따라 일반시약, 분석시약, 진단시약 등이 있다.

[표 2] 시약의 용도에 따른 분류                    

분류 내용

일반시약 산, 알칼리, 염 등과 같이 용해, 침전, 산성도의 조절 및 각종 반응 등에 사용

분석시약 특별한 반응에 의해 정성분석·정량분석 등에 사용하며, 네슬러 시약이나 밀론시약 등이 있음

진단시약 분자생물학 기법과 DNA Probe기술 등이 적용된 시약으로 의료용으로 사용

*출처 : 동사 사업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시약의 분류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기화합물인 시약을 무기시약, 유기화합물인 시약을 유기

시약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고체시약·액체시약·기체시약과 같이 시약의 상태에 따라 구별

하는 경우도 있다. 시약에는 각종 사용목적이나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순도가 필요하기 때

문에 많은 시약에 대해서 규격이 정해져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해서 KS시약이 정해져 특급, 1급, 특수시약의 3종이 사용된다. 

이 중에서 일반적인 화학분석이나 정밀실험 등에 사용할 때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순도를 가진 것이 특급시약이며, 따라서 특급시약이라고 해서 그 시약의 순도가 100%인 것은 

아니다. 1급 시약은 보통의 화학실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순도를 가진 것이며, 그 이하

의 것을 공업약품이라고 한다. 이 밖에 분석시약이나 표준시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들은 

목적에 따라 순도가 엄밀히 규격화되어 있다. 특히 표준시약의 경우는 순도가 높아 정량조작의 

기준이 된다. 

시약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수용액 속에서 시료와 반응, 분리, 침전, 여과를 하는 습

식분석법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는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물질적, 화학적 특

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시약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업으로는 연구개

발 분야, 바이오산업 분야, 환경산업 분야 등이며, 각 분야의 전망을 통해 시약산업의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시약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식,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서 중소기업형태로 전문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정밀화학 산업에 속해 있는 산업으로서 거의 모든 산업분야와 연관

되어 있어, 타 산업에 핵심소재 및 부자재 연구개발에 사용되어 연관 산업의 고기능화, 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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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경제적인 위기나 불

경기가 도래했을 때 시약 시장의 성장속도와 시장의 확장이 가속화되는 특성이 있다. 

최근 프로테오믹스 및 게노믹스 연구의 성장, 연구 재현성을 위한 수요 증가, 생명 과학 부문 

R&D 활동 및 지출 증가 등은 연구용 시약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및 연구 

활동 증대 및 산학협력의 증대 등은 연구용 시약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다. 

[표 3] 연구용 시약 시장의 원동력                                

구분 주요 내용

성장 촉진요인
§ 연구개발비 및 연구 활동 증대

§ 산학협력의 증대

성장 억제요인 § 품질 문제 및 재현 가능한 결과의 부족

시장 기회

§ 신흥시장

§ 개인 맞춤형 의약품 및 단백질 치료제

§ 줄기세포 및 신경생물학 연구의 성장

§ 바이오마커(Biomarker) 발견에 대한 관심 증대

§ 아웃소싱(Outsourcing)에 대한 관심 증대

해결해야 할 과제
§ 비용 및 시간 집약적인 개발 프로세스

§ 시장의 중요한 참가자가 직면하게 되는 비용의 압박

*출처 : MarketsandMarkets, Research Antibodies & Reagents Market(2020)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시약산업의 시장 규모

MarketsandMarkets의 「Research Antibodies and Reagents Market, 2020」에 따르면, 세

계 연구용 시약 시장은 2020년 85억 7,98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2%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116억 1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세계 연구용 시약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 MarketsandMarket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전 세계 연구용 시약 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북아메리카 지역이 

37.1%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럽,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 순의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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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세계 연구용 시약 시장의 지역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 MarketsandMarket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동사 분기보고서(2021년 9월)에 따르면, 국내 시약 시장의 경우 동사를 포함하여 삼전순약공

업과 덕산약품공업이 과점적으로 시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각 회사들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4] 시약산업 주요 제조사 매출 현황                                (단위 : 억 원)

기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정화금 609 665 738 796 802

덕산약품공업 475 542 582 622 696

삼전순약공업 568 642 691 726 832

합계 1,652 1,849 2,011 2,144 2,330

*출처 : 각 회사별 연도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시약 산업의 시장여건은 세계 및 국내 시장의 경기 호전으로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일반 표준시약 등의 꾸준한 공급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자, 반도체, 바이오산업, 환경

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의 성장세로 인하여 특수목적용 고순도 특수시약의 공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통한 내부 역량 및 환경 개선

동사는 2019년 말 음성 오선산업단지 내에 3만 2천 평이라는 대규모의 신규 공장을 준공하고, 

2020년 10월 말 가동 허가를 취득하였다. 2021년 2월부터 가동을 개시하였으며, 현재 추가로 

Pilot 합성설비, 신규 합성설비, 정제설비 등에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HPLC 및 고순도 용매의 경우 당사가 해외에 수출하는 물량은 Sample order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나, 2021년 11월 말 증류 설비가 완공되어 2021년 12월부터 정상 가동됨으로써 국

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익산공장의 증류탑 증설로 전자, 반도체, 

바이오산업에서 요구되는 특수 목적용 고순도 약품의 생산 능력 및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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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동사의 음성 공장 전경

*출처 : 대건산업건설 홈페이지

■ SK케미칼과 합작투자계약을 통한 전략적 제휴 체결

2020년 8월, 동사는 SK케미칼과 전략적 제휴를 위해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SK케미칼대정

이라는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였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년 9월)에 따르면 동사는 2021

년 2월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SK케미칼로부터 SK케미칼대정의 지분 50%(총 발행 주식 

1,754,606주의 877,303주)를 60억 3백만 원에 취득하였다.  

동사는 이번 SK케미칼과의 합작회사 설립으로 SK그룹의 글로벌 브랜드를 활용해 기업 인지도

를 높이고, 그에 따른 기업 가치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합작회사를 통해 ▲반

도체·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소재용 고순도 용매의 정제기술력 향상, ▲공급

품목 확대와 매출 다변화로 생산성과 수익성 개선, ▲무수물(Anhydrous) 용매·칼피셔KF용액 

등 신시장 개발여력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최근 주요 연구개발 현황

동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공인된 대정화금(주) 기업부설연구소(최초인정일 : 2002년 

1월)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는 연구소장 산하 기획, 신사업개발 및 신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개발팀과 수입시약 대체품 개발업무 지원 및 품질분석을 담당하는 품질팀

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수입에 의존하던 분석 시약, 연구용 시약, HPLC 분석용 용매 등을 자체 개발하여 공급

함으로써 수입 대체를 통한 원가절감과 국산제품의 기술, 품질 향상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

근 3년간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율은 2.36%로, 주요 핵심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사업 보완적 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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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개발투자비용                                           (단위 : 억 원)

과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분기

연구개발비용 계 20 16 14 12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 ÷ 당기매출액 × 100]
3.39% 1.99% 1.69% 1.94%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6]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권

10-1957460
과산화수소 검출 센서, 이를 포함하는 과산화수소 검출 장치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10-1959008
키토산 유도체로 개질된 금 나노입자를 이용한 금이온 검출용 

비색검출센서 및 비색검출방법

상표권 40-1642325 대정화금(주)

*출처 : 특허청,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7] 최근 연간 수행한 연구개발 실적 (1)

부문 연구과제명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사업화실적

시약

HPLC 용매 개발 Methanol, 증류수 등 다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및 기술 향상
생산 

판매 중
표준용액 개발 Buffer solution 등의 표준품 생산 및 규격 정립을 통해 기술력확보

특수시약 개발 Karl fisher reagent 등 개발 및 개량을 통한 품질향상

분석법 연구
Diaminomaleonitrile 등 분석법 확립 및 품질규격 정립화로 높은 

신뢰도의 품질 유지 관리가 가능

분석 관리 

활용

원료(시약, 의약품 등) 

공정개선 연구
원가 절감 및 고객 신뢰도 확보

일부 시행 

및 진행 중
약품등급 다양화

분석능력 배양과 분석 장비 전문화로 인한 수요자가 요구하는 약

품정보의 다양성 확보

LC-Mass 

용매 개발
CAN-TFA Solution 등 국산화로 수입 대체 가능 및 기술 확보

HEPES Buffer 

용액 개발

분자생물 및 세포배양 실험 등에 사용되는 완충용액 첨가제 개발

에 따른 수입대체 및 기술력 증진 일부 시행 

및 기술 

확보고도화된 정제 설비 

확충 및 기술개발

정제설비 개발과 장치 기술 확보로 생산성 향상과 EL, PRA 등 다

양화된 고순도 등급의 용매개발 및 품목 증대화

기능성 

소재

금속산화물

제조기술
이차전지 등에 사용 가능한 다양한 기능성 소재 합성 기술을 확보

기술 확보

화장품용 PMMA개발
광확산 효율이 뛰어나 피부 주름이나 모공에 대한 커버 효과가 뛰

어난 소재 개발 완료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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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최근 연간 수행한 연구개발 실적 (2)

부문 연구과제명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사업화실적

기능성 

소재

자외선 차단효과를

갖는 나노크기의

산화아연 개발

연구 개발을 통해 BASF 제품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

기술 확보
크로마토그래피용

고순도 구형

실리카 개발

진구형이고 입자 크기 분포가 균일하며, surface area, pore 

volume, pore dia meter 조절이 가능한 실리카 개발 완료

기능성 나노입자

대량 제조 기술 개발

주문형 나노입자 합성 및 기능성 나노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제품군 확보

정밀 

화학

전자 소재 합성

연구 개발

전자 소재 기업 연구소와 연계하여 신소재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신규 소재 개발

공동 개발

진행 중

디스플레이용 

색재 개발

안료 컬러레지스트를 대체할 수 있는 컬러필터용 염료 합성 기술

보유, 디스플레이의 색재현율 향상

반도체 재료 개발

반도체 PR 중 집적도가 높은 ArF PR의 원료는 일본 제조사가 시

장을 독점하고 있고, 당사에서 동등 이상 수준의 재료를 개발 및 

생산함으로 인해 반도체 재료 국산화 비중 향상

주문 합성 연구
제약업체, 바이오업체 및 전자소재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물질

을 주문합성 방식으로 제공, 합성기술 확보 및 향후 매출 향상
주문생산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9] 향후 연구개발 계획

연구과제명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소요자금
(추정)

자금조달방법

초고순도 용매

화학 산업용 및 전자산업용 등에 사용되는 맞춤 용매 개발과 

분석기기에 사용되는 수입 대체 시약 개발을 통해 제품 품질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

500

자체조달

시약 등급 

상향화 연구

분석 기술 확보 및 기기, 설비 증설로 인한 품질 향상으로 신

뢰성 확보 및 분석 기술력 향상 기대
50

각종(기초 시약) S/T 

용액류 개발 및 개량

지속적인 품질개량과 개발을 통해 각종 수입시약 대체효과 

및 기술력 확보
20

용매 정제 기술 개발
저급 공업용 원료를 정제하여 원가절감 및 초고순도 시약 개

발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20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재료 고도화

LCD 및 OLED용 컬러필터용 색재 및 반도체 PR용 소재 합성 

연구 고도화
1,000

주문 합성 연구
최근 첨단 신소재에 대한 주문자 합성 방식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매출 기대
500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환경(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기반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

를 통해 사용이 제한되는 법정 규제물질과 자발적 제한물질을 엄격하게 관리·검사하고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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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측면에서 에너지 사용은 전기가 대부분이며, 동사의 2020년 에너지사용량

은 7,947TJ, 온실가스배출량은 380,326kgCO2-eq이며, 온실가스배출량 원단위가 2018년 

10.1kgCO2-eq/생산량(백만원)에서 2020년 8.7kgCO2-eq/생산량(백만원)로 약 13.86% 가

량 감소하여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0] 연도별 에너지사용량 및 원단위  [그림 11]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 및 원단위

*출처 : 동사,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사회(S) 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기반 산업안전 및 품질안전을 위

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직원 수가 2018년 말 161명에서 2020년 말 173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강소기업으로 등록되는 등 고용성과

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

과지향형 연봉제, 평가제도를 통한 인센티브제, 능력가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안정

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경조사, 자녀학자금, 명절귀향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배구조(G)의 경우, 동사의 이사회는 분기보고서(2021년 9월) 기준 등기 사내이사 3명, 사외

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맡고 있으며,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동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유지하

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객관적으로 업무집행

을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설

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향후 투자계획 및 재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며, 2019년 21.3억 원, 2020년 21.3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주가치 환원 및 사업에 대한 책임경영을 보이고 있다. 정보공개와 주

주 권익 보호 측면에서 ESG 관련 정보공개는 부족한 수준이나, 상장회사로서의 공시 의무를 준

수하며, 소통 채널 다양성 확보, 정보 접근 등의 권한을 준수하기 홈페이지에 최신 소개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최근 1년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