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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movement forward 
합금철 무역에서 세계 최고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을 지향하기까지 

성장을 위해 수많은 도전과 시련에 맞서며 숨차게 달려온 지난 10년.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합니다. 

세계 일류 기업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전진합니다.

From Ferro-alloys trade to specialized raw material production for rechargeable battery,  
it has been 10 years on challenges and trials for growth. 
Based on what we’ve taken so far,  now we’re preparing  new future for better development.  
For a world-class corporation, we explore movement forwar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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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milestone has made us  
what we are today. 

10년 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외적 성장 뿐만 아니라 사업을 더 넓게 확장시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육성시킬 수 있는 눈을 기르게 해 주었습니다. 

One decade has brought us not only outward development but also insight that 
helps us  enable to  make new challenges. 

Group Milestone 

EC Daily N
ews / 2

8th June 2012

리튬 2차
전지 핵심소재 원료 공장 착공

황산니켈, 황
산코발트 연간 1만

3천
톤 생산

28일 경
남 함

안 철
서단지 내

에서 열
린 황

산니켈 및
 홍

산코발트 제
련공장 기

공식에서 참
석자들이 시

삽을 하
고있다.

( 외 쪽  5 번 째 부 터  한 국 광 물 자 원 공 사  김 종 신  사 장 ,  하 성 식  함 안 군 수 ,  에 너 텍  강 호 길  사 장

[전
기차용 시

장만 2000년 200

억 달 러  추 산 ,  1 0 년 간  연 평

균  3 5 % 씩  고 속 성 장  가 도 ]

리튬 2차전지 세계 최대 생

산 국 인  우 리 나 라 에  리 튬  2

차 전 지 의  핵 심  소 재  원

료  공 장 이  처 음  지 어 진 다 .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신종)

는 28일 경
남 함

안군 칠
서 산

업단지내에 양극활물질의 원

료인 황산니켈 및 황산코발

트 제
련공장 기

공식을 가
졌다.

예정대로 내년 준공하면 광

산, 제
련, 생

산의 자
원산업 수

직계열화 국내 첫 사례가 돼 없

계의 관
심이 꼴

리고 있
다. 황

산니켈 국내 수요 충당과 함

께 연간 1억달러의 수입대체 효

과와 500명의 고
용창출로 지

역경제 활
성화까지 기

대된다.

황산니켈은 연간 1만2000톤

이 국
내에서 쓰

이는데, 이
 가

운 데  3 2 0 0 톤 은  국 내  생 산

하고 있다.  나머지 8000톤

은 중국, 러시아에서 수입해

온다. 황산코발트는 국내 생

산량이 5000톤에 불과하다.

이 공
장은 황

산니켈 1만2000

톤, 황
산코발트 1000톤을 생

산하게 되
며 광

물공사를 비
롯

한 민
간기업 에

너택과 산
업은

행이 합
작법인인 에

너켐에 공

동투자하는 형
태로 총

 사
업비 

520억원이 들
어간다. 지

분은 

각각 42.5%, 4
5%, 12.5%다.

광물공사는 생산초기에는 황

산니켈과 황산코발트의 원료

를 호주에서 들여오며 2016

년부터는 해외투자사업인 마

다 가 스 카 르  암 바 토 비  니 켈

광산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생산된 제품은 국내 양극활물질 

제조업체인 에코프로, 엘
앤에프 

등에 공급되며 양극활물질은 다

시 리튬 2차전지 제조업체인 삼

성SDI, L
G화확 등에 납품된다.

김신종 사장은 "가
격변동에 따른 

자원확보 리스크 감소와 원가경

쟁력 도한 갖게 돼 리튬 2차전지 

생산에서 우리나라가 확고한 우

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이번 제

련공장 착공의 의의를 평가했다.

[리
튬  2차전지 세계시장 규

모 2015년 320억 달
러로 ↑

]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전

구체 과
정을 거

쳐 리
튬을 첨

가

하면 리
튬 2차전지의 핵

심소재

인 양
극활물질로 제

조된다. 황

산코발트보다 상
대적으로 저

가

인 황
산니켈의 비

중이 점
차 늘

고 있
다. 지

난해 황
산니켈 세

계 수
요는 약

 2만 6000톤 정

도 이며 이 중 절반인 1만 2000

톤을 우리나라가 소비했다.

한 국 은  리 튬  2 차 전 지  생 산

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

다. 삼
성SDI가

 1위, L
G화학

이 3위를 차지하며, 우리 기

업들이 세계 주요 완성차 업

2012. 06.      ㈜에너켐 함안 공장 착공

2011. 11.      ㈜에너켐 설립 

2011. 04       ㈜메켐코리아 ㈜에너텍으로 흡수

2008. 08       인도 사무소 개설 [뭄바이]

2008. 03.      연구소 설립

2006. 04.      캐나다 사무소 개설 [토론토] 

2005. 06       ㈜에너텍 함안 공장 준공 

2004. 12.      ㈜에너텍 설립 

2003. 03.      홍콩 사무소 개설 

2002. 02.      ㈜메켐코리아 설립

2012. 06.      Commenced Enerchem Plant Construction 

2011. 11.      Established Enerchem Co., Ltd. 

2011. 04       Mechem Korea Co., Ltd. merged into Enertec Co., Ltd.

2008. 08       Opened India Office (Mumbai) 

2008. 03.      Established R&D Center 

2006. 04.      Opened Canada Office (Toronto) 

2005. 06       Completed Enertec Plant  

2004. 12.      Established Enertec Co., Ltd. 

2003. 03.      Opened Hongkong Office 

2002. 02.      Established Mechem Kore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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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Chairman

국내 철강 산업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무역업에서 시작한  

우리 EN그룹은 제강원료 생산 및 2차 전지 원료 사업에 이르기

까지 기간 산업의 초석으로 21C를 선도하는 그룹으로 나아가고

자 합니다.

Flaming by our passion 
저희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생산품 하나 하나에 열정을 깃들

여 제품을 만듭니다. 생산직에서 관리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기의 열정을 쏟아냅니다. 

Challenging against ourselves
가장 큰 도전은 우리 스스로에게의 도전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가능성은 없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극복하여 넘어설 때 

다른 고충과 장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Achieving dreams by perseverance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집념으로서 지금의 우리를 이루어왔고 앞으로의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이러한 열정, 도전 그리고 끈기가 오늘날의 우리 EN 그룹을 

있게 하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우리를 가장 강하게 지탱해 줄 

지지대 이기도 합니다. 

EN group that started the trading business with 

determination to help our national steel industry now 

would like to advance as a 21C leading corp. covering raw 

material industry of steel and rechargeable battery which 

support the national economy. 

 

Flaming by our passion 
Every single staff makes products with our passion, for 

better services and products. 

 

Challenging against ourselves 
The biggest challenge is against us. When we overcome 

ourselves, we can overwhelm other distress and difficulties. 

 

Achieving dreams by perseverance 
Strong perseverance is synonymous with EN group. It 

has made us what we are today and let us dream of new 

opportunities. 

 

Passion, challenge and perseverance have made us of 

today and it will strongly uphold on our position as well. 

We have the energy 
to move the world.
우리에게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소재 전문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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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the energy to move the world. 
'우리에게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철강, 에너지, 친환경을 중심으로 신소재를 개발하여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이 있는, 경쟁력 있는  

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 우리 임직원 모두는 땀 흘리고 노력하겠습

니다.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업체들과 동반 성장하는 기업, 지역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기업, 존경 받는 기업

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소재 전문기업으로 새로운 10년을 열어 갈 에너텍ㆍ에너

켐의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We have the energy to move the world. under this slogan, we 

will be a globally specialized material company focusing on 

steel, energy and environmentally-friendly. 

 

For the corp. that can create changes, with state of the art 

technology, to be competitive, we will all together do our best.  

 

With integrity and trust, we will make an effort to be an 

ethical, faithful company allied with local community for the 

entire whole growth. 

  

As a global leading material corp., we will brightly advance 

the next decade with passion, challenge and perseverance. 

Please encourage us with warm interest and care. 

EN그룹  총괄 대표  강 호 길 Chairman / Kang, Ho-gil 

2002년 2월 ㈜메켐코리아로 시작한 EN 그룹은 여러 제강 원료 

무역 사업에서 한 단계 확장하여 2004년 12월 ㈜에너텍을 설립, 

스테인리스강의 주요 원료인 니켈 및 몰리브덴 생산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국내 안정적인 공급은 수입대체 효과를 일으켰고 

에너텍은 지속적인 품질 개발에 매진하여 국내 철강 기초 소재 산

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신소재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써 2020년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종합 기

초소재 전문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2012년 한국광물자원공사                

와 한국산업은행 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2차 전지 기초

소재 전문업체인 ㈜에너켐을 설립하여 새로운 비젼 및 새로운 분

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Under the name of Mechem Korea Co., Ltd. we started metal 

trading business in 2002. In order to upgrade business, 

we launched metal production business in Enertec Co., 

Ltd. 2 years later. By this establishment, it had the local 

consumption stabilized and could have expected import 

substitute effect, and eventually we have been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steel industry on continuous quality development 

and capacity expansion. 

 

Furthermore, based on this sophisticated experience, we 

are aiming at the world-wide basic material corp. in 2020 

by trying a number of researches for new material and its 

commercializing. 

 

We brought this willingness into a Joint venture- 

Enerchem Co., Ltd., with KORES (Korea Resource Corp.)                  

 and KDB (Korea Development Bank)  - 

the material manufacturing unit for rechargeable battery on 

the new vision.



Where are we,  
and  
where are we headed?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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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ming by our passion 
원료가 투입되는 순간부터 

제품이 출하되어 고객에게 전달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열정과 땀을 투영합니다. 

브리켓 하나 하나에 에너텍이 있습니다. 

From raw material input to product delivery to our customers, 
we penetrate our passion and perspiration into our products. 

Enertec exists in every briquette.

Ferro Molybdenum Production

ENERTEC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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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s along with us. 
History of ENERTEC 

2012. 05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은행과 ㈜에너켐 공동투자 합의 

2011. 12       연 매출 1,880억 달성 

2011. 11.      무역의 날 3천 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1. 04       ㈜메켐코리아 ㈜에너텍으로 인수합병 

2010. 11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인증 

2010. 08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원 가입 

2009. 02       INNOBIZ 인증 기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2008. 08       인도사무소 개설 

2008. 05       몰리브덴 생산설비 구축 

2007. 10       니켈 파우더 생산설비 구축 

2007. 05.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2006. 04.      캐나다 사무소 개설 

2005. 08       제강사 납품 시작 (포스코 특수강) 

2005. 06       ㈜에너텍 함안 니켈 공장 준공 

2004. 12.      ㈜에너텍 설립 

2012. 05       Agreed joint investment in Enerchem Co., Ltd. with KORES and KDB 
2011. 12       Achieved annual sales turn over at KRW 188 bil.  
2011. 11.      Received Tower of 30 Million Dollar Exports 
2011. 04       Mechem Korea Co., Ltd. merged into Enertec Co., Ltd. 
2010. 11       Acquired Clean-workplace Certificate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0. 08       Joined in Korea Non-ferrous Metal Association 
2009. 02       Acquired INNOBIZ Certificate (for Innovative Business) 
2008. 08       Opened India Office in Mumbai 
2008. 05       Set up facilities for Mo production 
2007. 10       Set up facilities for Ni powder production 
2007. 05.      Acquired ISO 9001 
2006. 04.      Opened Canada Office in Toronto 
2005. 08       Started product delivery to customers (Posco SS) 
2005. 06       Completed Enertec Ni Plant Construction 
2004. 12.      Established Enertec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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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Managing Director Our goal is to exceed  
customers’ expectation and  
to be the world-best producer. 
대한민국 제1의 합금철 및 비철금속 회사인 ㈜에너텍은 국내외 경

영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11년 매출 1,880

억원을 달성하며 (니켈 6,000톤, 몰리 4,000톤 생산 포함) 철강 기

초소재의 생산 및 기타 원료 무역을 통해 철강, 전자 및 자동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을 극대화 시키

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철강 원료사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임직원

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생산 및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희 에너텍은 재활용 원료 및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

는 고차원적인 시스템을 도입 가동함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

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음은 물론,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

품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역량과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한 최상의 품질

과 서비스, 최고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여 고객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에 보답하겠습니다. 

 

 

전무  권 태 종 

Korea No.1 Ferro-alloys and metal producer, Enertec Co., 

Ltd., has achieved its sales turnover at KRW 188 bil. (including 

the production of Ni 6,000mt and Mo 4,000mt) in 2011 despite 

the volatile market situation and is attributing to the steel, 

electronics and auto industry producing basic materials. 

  

By supplying best quality products in time, we maximize 

customers’ satisfaction and furthermore, our every 

single staff fulfills the duty at their best in production and 

management in order to grow-up as a world-best raw 

material producer for the related industry. 

 

In addition, we’ve been able to feed a variety of raw material 

including industrial waste into our production so that we 

could become not only environmetally-friendly but also 

stabilized and competitive producer  ourselves. 

 

Out of core-capability and technology development, we will 

pay-back our customers’ support with the best-ever quality 

and service. 

 

Managing Director / Kwon, Tae-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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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Ferro-alloys business, 
pursuing No.1 resources corp. 

Vision 

철강원료 사업으로부터 시작한 꿈,  제 1의 자원 전문 기업을 향해 

나아갑니다.  

 

철강 원료 생산으로부터 시작한 우리는 이제 나아가 해외 광산 인

수ㆍ투자를 통해 자원 개척자로써 한걸음 더 나아가며 또한 폐기물

로부터의 금속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광산 사업을 준비하여 궁극

적으로 제1의 자원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저희 ㈜에너텍은 오늘까지 철강산업에 이바지해 온 노력과 경험

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자원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Started with the dream of stable raw material supplier in the 

steel industry, now we’re moving into the future to be No.1 

resources corp. 

 

The metal and Ferro-alloys producer now is taking step 

forward mining business by investing or acquiring mines. And 

also we prepare urban-mining business by recycling metal-

bearing material so that ultimately dream of No.1 resources 

corp. 

 

With the experience to have overcome in the steel industry so 

far, we will spend our upmost effort to make Korea have great 

power of resources. 

- Landing the industry 

  as a global top resources corp. 

- Investing overseas’ mine and plant 

- Launching recycling business

- Manufacturing metal and Ferro-alloys 

  for the steel industry 

2016 

20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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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we are and what we are doing for  Without Enertec, 
no one can say the steel 
industry. 
포스코에서 현대제철까지, 철강산업을 위해 존재했고,

철강산업을 위해 나아갑니다. 

 

세계 5위 철강 생산국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고자

원자재를 구하기 위해 전 세계를 백방 둘러보았고

수많은 기회에 도전하였습니다. 

 

열정만큼은 쇳물보다 뜨거웠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 제1의 니켈ㆍ몰리 생산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철광석을 녹이는 뜨거운 마음으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내일이 되겠습니다. 

From POSCO to Hyundai Steel, 
here we have been standing for the steel industry
and will be headed tomorrow, too. 
 
To b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No.5th steel producing 
country, we have run on vigorously days and nights. 
To support the national basic industries, 
we came to every nook and corner in the world 
to source raw material and faced a number of challenges. 
 
By our passion that was hotter than iron melting, 
we could have become the national No.1 Ni & Mo producer in Korea. 
 
With the heart melting iron ore,  
we will be the very tomorrow of the industry. 

Main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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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assion, our products 

Ni briquettes in drums

 - Ni 99.4% min. 
 - Briquette (44x33x27) 
 - 10,000mt 
 - In drums or bags on pallet 

  Ni BQ 

 - Mo 60 or 65% min. 
 - Briquette (44x33x27) 
 - 2,500mt 
 - In drums or bags on pallet

  FeMo BQ

-  Mo 55 or 57% min. 
 - Briquette (44x33x27) 
 - 7,000mt 
 - In drums or bags on pallet 

  MoO3 BQ 

 FeMo
- Mo 60 or 65% min. 
- Lump (10x50) 
- 7,000mt 
- In drums or bags on pallet 

 FeV
- V 75 or 78% min. 
- Lump (10x50) 
- 3,000mt 
- In drums or bags on pallet 

 How to read 
- Spec. 
- Type (size in mm) 
- Annual Capacity 
- Packing 

Produc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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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Items

Bulk-alloys 
H/CㆍM/CㆍL/C FeCr, FeMn, SiMn, FeSi 75%ㆍ72%

Noble-alloys 
FeMo 60%ㆍ65%, MoO3 Powder & Briquette,
FeV 50%ㆍ78% ㆍ 80%, V2O5, FeW, FeNb, FeTi

Base Metal 
Ni, Cu, Sn, Al, Zn, Pb

Minor Metal & Minerals 
Mg (AZㆍAMㆍAS Series, Ingot), Mn, Sb, Bi, Cd, Cr, Ar, Co, Se, Si, Ti, 
In, Re, Coal, Cokes, MnㆍCrㆍIron ore, Rutile sand 

Recycling Materials 
Ni/Mo/Co bearing Spent CatalystㆍSlagㆍSludgeㆍResidue, 
SteelㆍSTS Scrap

Others 
Metal Powder for Welding Industry – Ni, FeMo,  Fe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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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Infrastructure 

Thermite Furnace Reacting Facilities Rotary Kiln

Production Infrastructure

LIST Remark

Reduction Furnace A-2

For NiBQ

Reduction Furnace B-3

Reduction Furnace C-4

Rotary Kiln

Briquetting Machine A-1

Briquetting Machine B-2

Drum Mixer

500 CVM Crusher

Thermite Furnace

For FeMo

Mixer for Thermit

Jaw Crusher

250 CVM Crusher

350 CVM Crusher

Mixer for Ther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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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ing Business

양극재
Cathode Materials

Recycling in Enertec

리사이클링사업은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할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우리가 개척해 나아가야 할 숙명 사업입니다. 우리 ㈜에너텍은 이

러한 시대적 사명에 따라 자원재생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본 사업

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폐전지 및 공정스크랩 재활용 사업

폐전지 혹은 전지 공정 중에 발생하는 스크랩을 수거, 해체하고 전

기로를 통해 건식 제련한 후 슬래그로부터 분리된 Ni, Co, Cu, Fe 

등의 유가금속을 자회사인 ㈜에너켐에 공급. 에너켐은 이를 원료

로 습식제련을 통해 황산금속으로 재생하고 이를 리튬이차전지의 

양극재에 필수 원료로 제공함으로서 향후 전기자동차시장의 도래

에 대비하여 유가자원의 순환 구조를 완성코자 함.

- 금속 폐기물 재생사업

슬러지, 폐촉매, 공정 집진분, 스크랩 등의 폐자원을 전기로에서 

제련하여 분말, 그래뉼, 잉곳 등의 합금형태로 재생하여 철강, 자

동차, 화학 등 국내외 기간산업에 공급함.

Recycling business is our destiny that we have to explore and 

the treasury house of future resources that we ought to study 

on. Enertec Co., Ltd. is eagerly driving it in order to lead the 

recycling industry as our 21C mission.

- Used Batteries & Process Scrap Recycling
Collecting used or spec-out batteries and scrap generated 

from the process and dismantling. After refining by 

pyrometallurgy in electric furnace, supplying metals such as 

Ni, Co, Cu, Fe etc., separated from slag to Enerchem. Through 

hydrometallurgy, those to be recycled as metal sulfate and 

provided as a key raw material to cathode material for LiB. By 

this whole process, aiming to accomplish  a cycle structure of 

valued-metals for the advent of EV market.

- Metal Bearing Waste Recycling
Metal bearing wastes such as sludge, spent catalyst, process 

dust collected, scrap etc. to be smelted in the electric furnace 

and produced alloys in the form of powder, granule, ingot etc. 

and supplied to the industries like steel, car, chemical.

* We always buy : Used Batteries & Process Scrap,
  Ni & Mo Bearing Sludge, Spent Catalyst, Residue, Scrap, Slag etc.

자동차용 리튬배터리
LiB for Electric Vehicle

폐ㆍ불량 배터리
Used Batteries & Process Scrap

건식제련
Pyrometallurgy

습식제련  Hydrometallurgy

Cost-effective and Environmentally-friendly Process 
for Recovering the Core Materials of EV Batteries

Battery MakingDismantling 

Battery Collecting

Smelting Ref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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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ummary 

[ mil. in KRW ] 

[ mil. in KRW ] 

 Domestic         Export

㈜에너텍은 공격적인 영업 활동으로 2009년 미국 금융권 신용 경

색으로 발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에 불구 매출액이 991억원

을 기록, 전년대비 약 53%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도 영업 강화

에 힘써 매출액이 1,48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6%에 이르는 눈

부신 성장을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연구ㆍ개발분야의 투자 증

가로 영업이익이 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2012년은 국제 니켈광석 가격 하락 및 환율과 국내외 합금철 수

용변동으로 일시적 둔화가 예상되나 이후 제강사들의 조강생산능

력 확대와 함급철 수요 증가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룰 전망입니다. 

 

 에너텍은 2013년부터 제품 생산고도화를 통한 고부가 제품 생산

으로 시장 대응력 확대 및 고객 만족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By aggressive marketing, Enertec Co., Ltd. hit the sales 

volume as much as KRW 99.1 billion in 2009, 53% increase 

comparing to the previous year, even though the world was 

suffering from the credit crunch originated in US. In 2010, 

the figures improved to KRW 148.9 billion by the continuous 

marketing strategy at the rate of 66% development from 

the former year. However, in 2011 operating profit fell down 

deeply due to the grand investment into R&D. 

 

There would be dull growth of the world-wide in 2012 

because of the decline of Ni price, currency volatility and 

demand fluctuation, but we expect stable development by 

capacity increase from steel makers and demand increase of 

Ferro-alloys.

 

Enertec will expand market share by producing high value 

added products through production developing advanced. 

Sales Performance Analysis 

Sales

2009 2010 2011

Sales 99,147 148,925 188,090

(Export) 16,719 25,148 39,552

(Domestic) 82,428 123,776 148,537

Operating Profit 4,197 4,769 -939

Net Profit 2,039 1,099 299

2009 2010 2011

21% 
17% 17% 

83% 8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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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ing  
against ourselves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상대는 

대기업 거래처도, 프로젝트 파트너도 아닌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The giant counterparts we have to overcome were not 
conglomerate or project partner, but ourselves.  

We challenge against ourselves. 

ENERCHEM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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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ENERCHEM 

2012. 06       기공식 개최 

2012. 06       Outotec 사와 엔지니어링 계약 체결 

2012. 06       SC 엔지니어링 사와 토목ㆍ건축ㆍ부대설비 공사 계약 체결 

2012. 06       한국산업은행과 JV 체결 

2012. 05       한국광물자원공사와 JV 체결 

2011. 12       한국광물자원공사와 HOA 체결 

2011. 11       한국광물자원공사와 MOU 체결 

2011. 10.      ㈜에너켐 설립 

2011. 06.      공장 사무동 건축 준공 

2011. 04       공장 사무동 엔지니어링 계약 

2011. 03       부대 공사 완료 

2010. 10.      부지 공사 착수 

2012. 06       Ground Breaking Ceremony 
2012. 06       Contracted with Outotec for engineering 
2012. 06       Contracted with SC Engineering for civil, building & auxiliaries 
2012. 06       JV with KDB (Korea Development Bank) 
2012. 05       JV with KORES (Korea Resources Corp.) 
2011. 12       HOA with KORES 
2011. 11       MOU with KORES 
2011. 10.      Established Enerchem Co., Ltd. 
2011. 06.      Completed construction of office building 
2011. 04       Contracted engineering for office building 
2011. 03       Completed ground-works 
2010. 10.      Commenced ground-works 

The times along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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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Manager Director Leaving a mark on history 
of the rechargeable battery 
industry of Korea.
㈜에너켐은 개척자 정신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친환경과 미래가

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 및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이 되기 위해 오늘도 힘차

게 달리고 있습니다. 

 

21세기 녹색산업을 주도할 핵심산업 중 하나인 2차 전지 산업으

로의 진출을 위해 자체 기술 개발과 대한민국 최초의 특허출원을 

통해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했던 황산니켈 및 황산코발트 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 7월에 우리 에너켐은 황산니켈 연산 12,000

톤, 황산코발트 연산 1,000톤 생산으로 2차 전지용 양극재 필수

소재를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황산니켈 생산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3위의 규모로써 2차 전지 강국의 위상을 더욱 더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2015년까지 LCO 및 NCM계에서 필요로 하는 탄산리튬 및 황산

망간 생산기술도 자체 개발 완료하여 2차 전지용 종합 소재 메이

커가 되어 에너켐은 이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상무  김 지 옥 

Enerchem Co., Ltd. is evolving day by day. We’ve been running 

forcefully to be a raw material manufacture for rechargeable 

battery to change the world better through changes and 

innovation. 

 

We commenced the business, called as a ‘project impossible’ 

by all the people, through patent application as a first in the 

nation and will provide Ni & Co sulfate which are the core 

of cathode material in rechargeable battery, at capacity of 

12,000mt and 1,000mt respectively per annum. This is the 

third largest capacity in the world and it would make Korea 

even stronger as the No.1 country of the industry. 

 

By 2015, we will end-up Li Carbonate and Mn Sulfate 

development so that will become a total raw material maker 

for rechargeable battery with specialty and competiveness. 

 

 

 

Managing Director / Kim, Ji-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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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Developing the field,
energizing the future.
 
우리 ㈜에너켐은 2차 전지 핵심원료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며 대한

민국 2차 전지 강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겠습니다. 

 

2차 전지 강국의 위치와는 다르게 원료 소재 생산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 현실을 통감하며 산업에 이바지하고자 황산

니켈ㆍ황산코발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너켐은 이 두 가지 양극재 원료 생산을 시작으로 나아가 

탄산리튬 및 황산망간 사업으로 확장, 궁극적으로 2차 전지 종합 

소재 전문 기업이 될 것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기린아, 에너켐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여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Re-born as a specialized core raw material manufacturer for 
the rechargeable battery industry, we are going to raise up 
the position of Korea in the world.
 
Far away from our country's prestige in the center of the 
world, we started the business this barren, deploring that 
there’s no manufacturing here and determined contribute to 
the nation’s industry. 
 
Commencing the production of these core materials, we will 
ultimately be a specialized raw material producer expanding 
the business to Li Carbonate and Mn Sulfate as well. 
 
Korea in the world, Enerchem will lead the rechargeable 
battery industry at our best competencies. 

Growth

2013 2015 2017

Producing
NiSO5 & CoSO4

Producing
Li2CO3 & MnSO4

Total mateiral 
maker for 
rechargeable
battery

core raw material manufacturer for the rechargeable batter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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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we are and what we are doing for The Korea’s power of  
rechargeable battery, 
it originates from Enerchem. 
세계 최고의 2차 전지 강국, 코리아 ! 

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료인 황산니켈, 황산코발트를 비롯한 

많은 소재들이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알고 

더 이상 자랑스러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2차 전지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료부터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명제아래 이 사업을 착수시켰고 

최종 한국광물자원공사  그리고 

한국산업은행 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에너켐은 진정한 세계 최고의 2차 전지 강자,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Outstanding maker of rechargeable battery 
in the world, Korea ! So proud of ourselves. 
 

However, we never can be proud upon realizing 
the fact that most of the raw materials are importing 
from overseas. 
 
We launched the business under the proposition 
that we have to manufacture raw materials by ourselves 
in order to be a genuine powerful state, 
and finally we could make it in alliance with KORES 
(Korea Resources Corp.)   and KDB 
(Korea Development Bank.)
 
We will make the fertile foundation 
for the rechargeable battery industry 
to make the country real po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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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allenge, our products
Product Line      

Annual Capacity

NiSO4 12,000mt

CoSO4 1,000mt

CuSO4 500mt

Na2SO4 10,000mt

Purity Ni Cd Cu Fe Zn Cl Co Pb

≥ 99.0 22.3 ≤ 0.0001 ≤ 0.0001 ≤ 0.0001 ≤ 0.0001 ≤ 0.0002 ≤ 0.0005 ≤ 0.0001

Nickel Sulfate (NiSO4)

Purity Co Cu Zn Ni Fe Ca Al Mn Na Mg Cr Cd

≥ 99.0 ≥ 20.7 ≤ 0.002 ≤ 0.002 ≤ 0.002 ≤ 0.002 ≤ 0.002 ≤ 0.002 ≤ 0.002 ≤ 0.002 ≤ 0.002 ≤ 0.001 ≤ 0.0005

Cobalt Sulfate (CoSO4)

Purity Cu Pb Cd Fe Ni Cl Zn

≥ 99.0 ≥ 25.2 ≤ 0.001 ≤ 0.0005 ≤ 0.001 ≤ 0.001 ≤ 0.001 ≤ 0.001

Copper Sulfate (CuSO4)

Purity
Insoluble

Matter in Water
Mg & Ca Cl Fe Moisture pH -

≥ 99.0 ≤ 0.05 ≤ 0.005 ≤ 0.05 ≤ 0.01 ≤ 0.2 5.5~8.5 -

Sodium Sulfate (Na2SO4)

[ All b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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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Infrastructure

Crystallizer

Production Infrastructure

Solvent Extraction Autoclave

LIST Remark

Matte Grinding Mill -

Atmospheric Leaching Reactor -

Pressure Leaching Autoclave -

Iron Precipitation Autoclave -

Leaching Area Scrubber -

Gas Scrubber Reactor -

Outocompact Settler for Ni SX -

Outocompact Settler for Cu SX -

Outocompact Settler for Co SX -

SX Area Scrubber -

Crystallizer Unit Package for NiSO4 6H2O -

Effluent Treatment Reactor -

Effluent Treament Thicker -

Thickener Feed and Rake Mechanism -

Fil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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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ummary 

Balance Sheet
2차 전지시장은 현재 모바일 및 IT용 소형전지시장에서 전기자동

차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 중대형 전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향후 2014년경 약 3조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21세기 세계

시장의 구도를 판가름할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

차 전지 핵심 기초소재인 황산니켈 및 황산코발트사업의 합작투자

를 완료하였고, 2013년 7월부터 함안 공장에서 제품생산을 착수

할 계획입니다.  

 

초기 안정화 기간인 2014년은 매출액 660억원, 영업이익 1.6억

원 예상되며, 생산안정화에 따라 2015년은 매출액 814억원, 영

업이익 128억원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이룰 전망입니다. 

 

㈜에너켐은 2015년 세계 3위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고, 그 후 3

년 이내 세계 1위의 황산니켈 및 황산코발트 전문기업으로 성장토

록 하겠습니다. 

The rechargeable battery industry is currently moving from 

Mobile, small IT devices to big batteries such as EV or ESS. 

The world market is estimated approximately KRW 3 tril. in 

2014 and will be rising as an industry leading 21C. 

 

Enerchem Co., Ltd. has completed investment with KORES 

and KDB for key raw material production for rechargeable 

battery. 

During the initial settlement period by 2014,  we estimate 

KRW 66 bil. for sales volume and KRW 0.16 bil. for operating 

profit. In the coming year, each number will rapidly grow to 

KRW 81.4 bil. and 12.8 bil. 

 

Our market share will be No.3 world-wide in 2015 and within 

3 years after that we are aiming at No.1 Ni sulfate producer in 

the world. 

Financial Analysis 

CONTENTS 2012
[as of 31st Jul.]

2011
[as of 31st Dec.] 

ASSETS
Current Asset 33,835 1,284

Non-Current Asset 6,432 1

Total Asset 40,267 1,285
LIABILITIES

Current Liability 808 1,404

Non-Current Liability 51 38

Total Liability 859 1,441
EQUITY

Capital Stock 40,000 50

Capital Adjustment -33 0

Deficit 558 206

Total Equity 39,408 -156
Total Equity and Liability 40,267 1,285

Estimated Incom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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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ing dreams  
by perseverance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EN 그룹의 미래를 밝힙니다. 

EN그룹의 미래지기 - EN 종합연구소입니다. 

To make the world better -
this is our destiny and dream.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days and nights, 
we light on EN Group’s future. 

The future companion of EN Group - EN R & D Center. 

R & 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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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s along with us. 

2012. 09       지식경제부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사업 수행

2012. 06       지식경제부 선도사업 과제 수행 

2011. 10       ㈜에너텍ㆍ㈜에너켐 종합연구소로 확대 개편 

2011. 01       니켈정광, 니켈매트로부터 고순도 황산니켈 제조에 관한 원천기술 확보 

2010. 08       21세기 프론티어 나노소재 개발사업 연구개발 과제 수행 

2009. 12       환원공정을 이용한 고순도 니켈 제조기술의 사업화 성공  

2008. 03       ㈜에너텍 부설 연구소 설립 

2012. 09        Performing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on commercialization 
                        with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Korea
2012. 06        Performing local industry development project   
                         with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Korea 
2011. 10        Reorganized as total R&D Center for Enertec & Enerchem 
2011. 01        Technology secured for producing high-purity NiSO4 
                        from Ni concentrate and Ni matte 
2010. 08        Accomplished 21C frontier nano-material business research 
2009. 12        Commercialized Ni production technology by reduction process 
2008. 03        Established Enertec’s R&D center  

History of R&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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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EN그룹 종합연구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에너지 

저장소재 분야, 도시광산 리사이클링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세에 

발맞추어 다양한 금속자원을 정제 회수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의 고기능성 소재로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바일용 리튬이차전지, EV용 리튬이차전지의  필수

원료인 황산금속을 광물, 공정스크랩, 폐전지 등의 다양한 원료를 

이용하여 당사 특화의 건식제련, 습식제련을 혼용한 하이브리드 

공정을 통해 개발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증발 방식과 막 여과 방식

을 조합한 친환경, 저비용 공정을 도입하여 여러 가지 금속화합물

의 고순도 정제는 물론 공정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화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런 노력은 국내외 원료소재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차원의 원천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

니다. 

 

 

 

 

 Our EN R&D center pays utmost attention to refining & 
recovering various metal resources and developing high 
value-added materials by keeping pace with energy storage 
materials and urban mining that are globally growing-up 
conspicuously. 
 
To be specific, we are developing and researching metal 
sulfate, the core materials to LiB for mobile and EV 
application, by the hybrid technology which is combined with 
pyrometallurgy and hydrometallurgy specialized by our own, 
using metallic minerals, process scrap, wasted batteries etc. 
And also we introduced cost-effec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process which are combined with conventional 
evaporation process and membrane distillation and are 
concentrating on not only purifying metal compounds but 
also commercializing by-product generated from the process 
to the high value-added material. 
 
With these struggling efforts, we assure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raw material industry 
enormously. 
 
 

We endeavor to find practical 
value where we’re living in. 

Message from the head of R & D 

종합연구소장 / 공학박사  정 영 수  Head of R & D Center / Dr. Jeong, Yo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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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the world 
through state of the art 
technology. 
EN그룹 종합연구소는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2008

년 3월에 설립되어 ㈜에너텍의 주력 제품인 니켈과 페로몰리브덴

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한 신공정,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

여 왔습니다.  

 

최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의 합작으로 ㈜에너켐

을 설립한 이후 당사 특화의 고도화 건식제련 기술과 고순도 습

식제련 기술을 융합하여 국내 최초로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전

지의 핵심 원료인 금속화합물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외에도 

membrane 공정을 이용한 수처리 분야, 폐자원의 재활용 분야, 

도시광산 리사이클링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향후에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We were set up in March 2008 to create future value and have 

been striving to develop new process and new technology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our products, Ni and FeMo, and to 

decrease production cost.  

 

Recently on establishing Enerchem Co., Ltd. the JV with 

KORES and KDB, we successfully developed in metal 

compounds at first in Korea, the core material for LiB for 

EV, through the combined technology with our specialized 

pyrometallurgy and hydrometallurgy and focus on technology 

development for water treatment by membrane process, 

industrial waste recycling and urban mining. 

 

Our R&D center will more push ourselves onto securing 

core technology that founds development of the key growth 

engines. 

Vision

Ni, Co Metal Compounds for 
Cathode Materials of EV Batteries

Urban Mining Recycling Based on 
High Reliability and Low Cost

Reserch 
Innovatiion

2012 2015 2017

Extension to Other Promising 
Battery Materials 

(ex:Precursors, Next Generation 
Electrode Materials)

Golbal Top R&D Group on Battery 
Materials and Urban Mining

High Valued Ni, Mo Products 
through Cost-effective and 

Environmentally-friendly process

Total Solution Provider 

for Global Supply Chain of Elemental Functional Me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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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to-heart Communication 
가슴으로 소통합니다. 

EN Group에서는 언어도 소통의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내국인 직원 뿐 아니라 캐나다, 인도, 베트남 등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소통은 가슴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We communicate by heart. 
In EN Group, a language cannot barrier off our communication ever. 
The fact that we could be the one with all together not only Korean  
but also Canadian, Indian and Vietnamese is originated  
from our mutual understanding that has started by our heart.

Mentoring Program 

우리 EN 그룹에서는 신입 사원의 조직 

적응, 사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 및 활기

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선ㆍ후배간 멘

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경력의 선배들은 폭넓은 직장관 

및 인생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이끌

며 이끌며 전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거듭

나게 합니다. 

We manage mentoring program for 
new comers’ smooth settlement and 
active working-environment make-up 
in the company, between junior and 
senior employees. 
Based on the wide and deep 
experience of the seniors, they lead 
the juniors and it combines all the 
people into the one.  

Gathering Program

선ㆍ후배간 유대관계, 동료애 및 애사심 

고취를 위해 여러 개의 동아리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산악 마니아들로 구성된 ‘함

안 산악회’, 신입사원들의 소통 모임인 

‘우리는 EN 호프(Hof)’, 독서쟁이들을 위

한 ‘북클럽’ 등은 내부 소통을 더욱 원활

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e have several internal social clubs 

for close-relationships and loyalty 

inspiration. ‘Haman Mt. Club’ for 

mountain manias, ‘We are EN hope/

hof’ for the rookies and ‘Book club’ for 

reading manias. These clubs grease 

our communication smoother and 

ease the relationships.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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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our heart
아무리 높게 쌓아도 마음에까지 다가서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나눕니다. 

It’s never sufficient to console our neighbors even though we put it up to the sky.  
We, however, are sharing our heart with them to get close little by little. 

Sharing Program
저희 EN 그룹은 모태기업인 ㈜메켐코리

아 출범 시절부터 독거어르신, 불우이웃, 

소년소녀 가장 돕기 등의 소외된 이웃들

을 위해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도움뿐만

이 아니라 정기적 방문을 통해 실제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EN그룹의 

Sharing program 입니다. 

We, EN group, have been supporting 
the disabled, the single seniors, the 
poor etc. through charity campaign 
since our initial business, Mechem 
Korea Co., Ltd. started. Not only 
material supporting, but also sharing 
hearts through regular visits and 
events, we are trying to get close by 
heart.

Double 20 - 10 Program
저희 EN 그룹은 2020년까지 불우이웃 

및 장학사업 10억 달성 목표 프로젝트인 

‘Double 20-10 program’을 통해 십시

일반 임직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 나눔 활

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누

적액은 3억 7천 만원으로 이 목표는 무난

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We manage ‘Double 20-10 program’, 

the donation project which we set the 

target to donate KRW 1 bil. by the year 

of 2020. This program binds us into 

one and it’s expected to get the goal 

easily as we have reached KRW 0.37 

bil. already by now.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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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EN Group Headquarters
Enerchem Co., Ltd. 
38, Gongdandong 2-gil,  
Chilseo-myeon 
Haman-gun, Gyeongnam,  
637-941, Korea 
Tel.  +82-55-589-2200 
Fax. +82-55-589-2204 
info@ener-tec.co.kr 
 
Enertec Co., Ltd. 
138, Gongdan buk-gil,  
Chilseo-myeon 
Haman-gun, Gyeongnam,  
637-941, Korea 
Tel.  +82-55-586-5193 
Fax. +82-55-586-5195 
info@ener-tec.co.kr

Seoul Office 
3rd Fl., Iljin Bldg., 45,  
Mapo-daero 
Mapo-gu, Seoul,  
121-712, Korea 
 
Enerchem Co., Ltd. 
Tel.  +82-2-710-3900 
Fax. +82-2-710-3904 
lindsey.jang@ener-tec.co.kr 
 
Enertec Co., Ltd. 
Tel.  +82-2-718-5193 
Fax. +82-2-718-5195 
trade@ener-tec.co.kr

 

Overseas 
India 
Enertec Mumbai Office 

Tel.  +91-22-6721-5193 

Fax. +91-22-6721-5191 

mumbai@ener-tec.co.kr

Canada 
Enertec Toronto Office 

Tel.  +1-416-319-0094 

Fax. +1-416-221-2460 

canada@ener-tec.co.kr

Hong Kong 
Enertec Hong Kong Office 

Tel.  +852-2815-0881 

Fax. +852-8148-3700 

hongkong@ener-tec.co.kr 

 Global Network



Exploring movement forward 

E N E R T E C

E N E R C H E M

R & D C E N T E R

www.ener-tec.co.kr 
www.enerche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