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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097230) 
It’s time to Buy! NOW! 

조선/기계

Analyst 최원경
02) 3787-5036

heavychoi@kiwoom.com

 

 

인천 북항 배후지에 대한 최종안 제출과 수주 재개로 동사 펀더멘탈에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 주가 수준은 동사의 보유 부동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추가적인 하락 Risk는 제한적으로 판단된다. 동사에 대한 목표가격을 기존 47,000원

에서 60,000원으로 상향하며 조선업종 내 Top Pick으로 제시한다.  

BUY (Maintain)
주가(9/24) 36,300원

목표주가 60,000원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가격 기존 47,000원에서 60,000원으로 상향 

환율에 따른 2008년 실적 추정 상향, 전략적 수주에 따른 수혜,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개발 기대감을 반영하여 동사에 대한 목표가격을 기존 47,000원에서 60,000원으로

상향하며 조선업종 내 Top Pick으로 제시한다.  
 

 인천북항 배후지 개발 계획 최종안 제출 

인천북항 배후지에 대한 개발 계획 최종안이 인천시에 제출되었다. 기부체납 및 폐
기물 소각장 이슈에 대해 인천시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산가치가 다시금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용도변경이 확정될 경우 동 부지의 가
치는 최소 2조원,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23%에 이를 전망 

후판 가격 상승으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률 하락이 예상되는 다른 조선

사와는 달리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3분기에도 2분기 대비 2%p 상승한 2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Hedge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파생상품에 의한 Hedge냐, 외화부채에 의한 Hedge냐, 환율 전망을 어떻게 보았느냐

에 따른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동사의 Cash가 실제로 더 증가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Stock Data 

KOSPI (9/24) 1,495.98pt
시가총액 17,183억원

52주 주가동향  최고가 최저가

 103,000원 23,700원
최고/최저가 대비 등락율 -64.8% 53.2%
수익률 절대 상대

1M 13.6% 13.7%
6M -38.6% -32.0%
1Y -56.9% -44.7%

   
Company Data 

발행주식수 47,337천주

일평균 거래량(3M) 649천주

외국인 지분율 10.1%
배당수익률(08.E) 1.2%
BPS(08.E) 25,816원
주요 주주 한진중공업홀딩스 36.5%
 UBS global Asset Mgnt(Singapore) Ltd 1.8% 

 

투자지표 2007 2008E 2009E 2010E  Price Trend 
      

매출액(억원) 14,447 37,930 32,739 34,366
  증감율(%YoY) 162.5 -13.7 5.0
영업이익(억원) 1,158 6,657 3,930 4,713
  증감율(%YoY) 475.0 -41.0 19.9
EBITDA(억원) 1,356 7,091 4,386 5,191
경상이익(억원) 654 4,396 3,174 5,430
순이익(억원) 284 2,698 2,219 3,937
EPS(원) 1,451 5,699 4,688 8,317
 증감율(%YoY) 292.9 -17.7 77.4
PER(배) 56.7 6.4 7.7 4.4
PBR(배) 4.2 1.4 1.2 1.0
EV/EBITDA(배) 36.6 3.9 6.3 5.0
영업이익률(%) 8.0 17.5 12.0 13.7
ROE(%) 28.8 18.2 27.7
순부채비율(%) 114.3 84.4 74.7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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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포인트 및 Valuation 

 
 투자 포인트 

1.자산가치 부각 

2.전략적 수주로 인한 수혜 

3.차별적인 3,4분기 실적 

 

한진중공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3년간 지지부진했던 인천 북항배후지 개발 사업에 대한 동사의 최종안이 인천시

도시계획과에 제출되면서 자산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용도변경이 완료될 경우 동사가

보유한 인천 북항 배후지의 가치는 최소 2조원에서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지난 1년간 동사 주가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던 수주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 잇따른 수주

소식으로 불식되었고, 다른 조선사 대비 1년 정도 늦은 수주 타이밍으로 인해 2010년 이후의 실
적 흐름이 다른 조선사 대비 월등하게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의 “전략적인 수주”의 결과

는 1조원 정도의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당초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환율의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3, 4분기 동사의 실적은 다른 조
선사와는 차별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률 하락이 예
상되는 다른 조선사와는 달리 동사는 최소 올해 4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영종도 매각대금 1,050억원, 신문로 충당금 환입 500억원 등 일회성 이익

들이 올해 4분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Valuation 

목표주가 47,000원에서 

60,000원으로 상향  

환율 상승과 수주 재개에 따라 2008년을 포함한 향후 예상 실적을 상향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목표주가를 기존 47,000원에서 60,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가격 대비 상승 여력이 60.5%
에 이름에 따라 투자의견은 Buy를 유지하며 조선업종내 Top Pick으로 제시한다. 

 

Sum-of-the-parts Valuation (단위: 억원, X, 원, 주, %)
 

   비고 
EBITDA 2008E 7,091  
 2009E 4,386  
 2010E 5,191  
a. 평균 5,556  
b. Multiple 4.9 시장 평균 7.0X에서 30% 할인 
영업가치(A=aXb)  27,224  
비영업가치(B=c+d)  13,185  
20% 할인 투자유가증권(c.) 1,445  
공시지가 비영업용자산(d.) 11,740 2008년 공시지가 적용 
순차입금(C=f-e+g-h)  12,218  
 현금(e.) 7,447  
 차입금(f.) 18,151  
선수금-선급금 Net 선수금/3.5(g.) 1,517 선수금의 중복 계산 방지 
20%할인 자사주(h.) 3  
적정주주가치(D=A+B+C)  28,191  
기말발행주식수(E)  47,337,324  
주당 주주가치(F=D/E)  59,553  
목표주가  60,000  
현재가격  36,300  
괴리율  60.5  
투자의견  Buy  

자료: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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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가치 재부각 

인천북항 배후지의 가치는 

최소 2조원, 최대 3조원 

 

동사의 자산 가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다소 식상한 감이 없지 않다. 인천 북항 배후지나 동서

울터미널만 하더라도 이미 2~3년 이상 이슈가 되어 왔고 개발 계획이 계속 지연되면서 최근에

는 동사 주가에 되려 하락요인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삼 동사의 자산 가치를 언
급하는 것은 인천 북항 배후지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북항 배후지의 개발 계획이 계속 지연되었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기부체납 문제이다. 동사가 보유한 인천 북항 배후지는 모두 88만평으로 개발 계획이 수
립되면서 11만평을 이미 인천시에 기부체납했다. 그러나 청라지구 개발과 더불어 인근 지가가

계속 상승하자 인천시는 추가적인 기부체납을 요구했고 동사와 인천시 간에는 추가적인 기부체

납이 필요하다라는 원칙적인 내용에만 합의했을 뿐 그 규모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벌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폐기물 소각장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부체납 문제는 거의 합의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규모는 9~15만평 정도로 추정되며 이 경우 기부체납 비율

은 22.7%~29.5% 정도이다. 동 부지가 주택부지가 아니고, 소각장 이슈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난하게 합의가 될 전망이다.  
 
둘째,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단지 조성계획에는 안경점 오수, 치과 폐기물 처리장이 포
함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1~4만평 정도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추가적인 기부체납이 있을 예
정이고 인천시도 일방적인 요구를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규모로 소각장이 유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북항은 이미 절반 정도의 선석이 하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마지막 두 선석이

2010년 5월에 개장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배후지 개발은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9월 19일 동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인천시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상태로 인천시에서 전체 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수도권 정비위원회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거
쳐 용도 변경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계획에 대해 인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최종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후 일정은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용도

변경까지 빠르면 내년 초반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동 부지의 개발계획을 정리해 보면, 5.6만평은 상업지역으로 나머지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며 공업지역에 자동차, 유통, 물류 단지 등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지가를 감안할 때 공업지역은 평당 300~500만원, 상업지역은 최소 600~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 15만평을 기부체납한다고 가정해도 동 부지의 시장가치는 최소

2조원에서 3조원에 이르게 된다.  
 

보유 부동산 현황  (단위: m^2, 억원)
 

부지 영도

조선소

울산

조선소

다대포

공장

군장

산업단지

인천 
율도 

동서울 
터미널 

부산

암남동
합계

면적 254,443 249,316 178,074 291,892 2,551,264 40,169 47,782 3,612,940 
장부가 2,550 400 1,120 0 2,320 1,070 320 7,780 
공시지가(2007) 1,940 340 980 290 7,520 1,950 320 13,340 
공시지가(2008) 2,000 380 1,100 300 9,130 1,990 320 15,220 

자료: 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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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에 대해서.... 

 
 동사의 수주에 대한 논란과 그에 대한 의견 

잇따른 수주로  

수주우려 불식 

 

동사는 지난 7월 이후 올해 4월에 Bulker 4척을 수주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1여년간 수주를 하
지 않았다. 이에 관해 시장에서는 업황 하락과 더불어 동사의 수주 능력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첫째, 동사는 조선업종내 2-tier 조선사이기 때문에 업황 하락기에 수주가 힘들다? → 상장 6개
조선사 중에 동사의 순위는 6위 정도로 분명 이들 가운데서는 2-tier가 맞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Commercial Ship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수백개 조선사 가운데서 동사는 세계 10위안에 Rank 되
어 있는 조선사로 사실 전세계 조선사들 가운데서 2-tier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전세계 발주

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동사가 그 때문에 발주를 못 받을 정도의 조선사는 아니라는 말
이다.  
 
둘째, 전략적인 수주는 핑계이다? → 동사에서 지속적으로 “전략적인 수주” 정책을 언급했지만

수주 공백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동사는 전략적 수주 정책을 해 왔고, 일례로 Broker[Brokerage Fee가 수주금액의 평균 1~2%]를
통한 수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또한, 연간 70~100여척의 배를 수주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과는 달리 동사의 연간 수주 규모는 20여척이기 때문

에 물량 확보보다는 수익성에 좀더 치중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띄엄띄엄 수주하는 것처럼 보
이는 면도 있다.  
 
셋째, 동사는 Container선만 만든다? → 작년 연말부터 Container선 업황이 하락기로 들어가면서

동 선종의 발주세 또한 급감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3~4년간 동사는 대부분 Container만 수주

를 해왔기 때문에 동 선종의 발주가 급감하고 동사의 수주가 줄어들자 시장에서는 Container 업
황 하락과 함께 동사의 수주 환경도 악화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동사는

Container만 만들 줄 아는 조선사가 아니다. 동사는 전신인 대한조선공사로부터 시작해 30여년

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LNG선을 건조, 성공적으로 인도한 경험도 가
지고 있다. 다만 영도 조선소의 Dock Size가 작기 때문에 다른 대형조선사들처럼 VLCC, Capesize 
Bulker를 건조하지 못 했을 뿐이다. 수빅조선소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동사도 다른 대형 조선

사들처럼 초대형 Container(12,800Teu), Capesize급 Bulker, VLCC 등을 수주하고 있다. 이들 선박들

은 첫 수주임에도 각각 8척, 19척 연속 수주를 성공해 동사가 단지 Container만 만들 수 있는 조
선사가 아니라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다.  

 

영도 & 수빅 Backlog 
 

08.07말 
2004 2005 2006 2007 

Youngdo  Subic total vessel 
unit bn$ unit bn$ unit bn$ unit bn$ unit bn$ unit bn$ unit bn$  

FC 44.0 2.7 52.0 3.8 59.0 4.4 72.0 6.1 32.0 2.5 27.0 2.5 61 4.97 58%
TK 0 0 0 0 8.0 0.5 10.0 0.7 8.0 0.5 4.0 0.5 12 0.95 11%
BC 0 0 0 0 0.0 0.0 4.0 0.3 7.0 0.7 12.0 1.1 19 1.77 20%
LNG 0 0 0 0 2.0 0.4 2.0 0.4 2.0 0.4 0 0 2 0.4 5%
Others 7.0 0.5 11.0 0.6 14.0 0.7 12.0 0.5 19.0 0.5 0 0 19 0.5 6%
Total 51.0 3.2 63.0 4.4 83.0 6.0 100.0 8.0 68.0 4.6 43.0 4.0 113 8.59 100%

자료: 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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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인 수주의 효과는 1조원에 달해 

전략적 수주로  

후판가격 상승부담 극복 

 

전략적인 수주 정책에 따라 지난 1년간 수주 공백을 거침으로서 동사는 그동안의 후판 가격 상
승분을 모두 선가에 이전하는 성과를 올렸다. 07년 7월에 비해 후판 가격은 POSCO가 52%, 동
국제강이 106%, JFE가 110%가 급등했다.  
즉, 2010~2011년 인도분을 다른 조선사들은 작년에 대부분 수주한데 반해 동사는 올해 7~8월에

집중적으로 수주함으로써 후판 가격 상승 부담을 모두 극복했다는 점이다.  
 

전략적 수주에 따른 강판 인상분 회피 효과 (단위: 천원/톤)
 

 07년 7월 08년 7월 
 후판 가격 견적가 후판 가격 견적가 현재 견적가

POSCO 605 645 920 1,300$ 1,450$
동국제강 685 725 1,260 1,300$ 1,450$
JFE 620$ 690$ 980$ 1,300$ 1,450$
강판평균가 637 687 1,053 1,300$ 1,450$
07년 7월 견적가 대비 53% 인상 90% 인상 111% 인상

자료: 키움증권, 한진중공업 

 

전략적 수주의 효과는  

1조원에 달해 

 

전략적인 수주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첫째, 달러 기준 선가 상승으로 3,075억원의 수익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둘째, 환율의 상승으로 모두 5,667억원의 수익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셋째, 후판 견적가의 상승으로 2,095억원의 수익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효과를 모두 합하면 1조 837억원에 달하는 수주 효과이다. 우연이나 운이라고 하기에는 너
무나 엄청난 효과이다.  

 

전략적 수주에 따른 효과 분석 
 

구분 07.07 선가(a) 
(Mn$) 

08.07 선가(b)
(Mn$) 상승분(c)(b-a) 척수(d) 환율(e) 

(08.09.19) 
수혜금액(A) (c*d*e)

(억원)
A. 달러선가 상승수혜 $80  $98 $18 15 \1,139 \3,075.3

환율 
구분 07년15척 선가(a) 08년 15척 선가(b)

07.07.30(c) 08.09.19(d) 환율차이(e)(d-c) 
환율 수혜금액(B)

(a*e)+(b2*d)

$1,200  $1,200 \923 \1,139 \216 \2,592
선가상승분(15척) $270 \1,139  \3,075B. 환율수혜 

소계  \5,667

구분 07년 수주  
견적 가격(톤)(a) 

08년 수주 
견적 가격(톤)(b)

척당 강판

소요량(c) 척수(d) 환율(e) 강판인상회피 수혜금액(C)
(b-a)*c*d*e

C. 강판인상 회피수혜 $687  $1,300 20,000톤 15척 \1,139 \2,095
총 수혜금액(A+B+C)   \10,837

자료: 키움증권, 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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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전망 

 
 차별화된 3분기 실적 기대 

3분기 영업이익률은  

23%에 이를 전망 

 

선물환 매도를 통한 Hedge 정책을 고수한 다른 조선사와는 달리 동사는 외화부채를 이용한

Hedge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 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분기 달러 매출을 5억$ 정도로 가정하면 환율이 10원 상승할 때 매출은 50억원, 영업이익

은 37억원(달러 비용 비중은 대략 27% 정도로 추정) 증가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동사가 환
Hedge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방법이 틀릴 뿐 분명히 동사는 Hegde
를 하고 있다. 파생상품을 통한 Hedge이냐, 외화부채를 통한 Hedge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동사도 Hedge 목적의 7억$에 달하는 외화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 10원 상승 시 외화환

산손실이 70억원씩 증가한다.] 
 
환율에 따른 효과만을 보면, 1분기말 990원에서 동사의 조선사업부 영업이익률은 16.6%에 달했

고, 2분기말 1,043원에서는 21%가 나왔다. 3분기말 환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분기말보다

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업이익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후판

가격 상승에 따라 2분기 대비 3분기에 증가하는 후판 비용은 대략 14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

되는데 환율이 2분기 말 대비로 40원만 상승하게 되면, 매출 200억원, 영업이익 150억원이 증가

하므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 3분기에는 다른 조선업체와 마찬가지로 상여금이 지급되겠지만

현재 환율을 감안할 경우 23%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2분기

대비 최소 1~3%P까지 영업이익률 하락이 예상되는 다른 조선사와는 차별적인 모습이다.  
 

2008년 분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매출 1Q 2Q 3Q 4Q 2008E
조선 4,407 5,926 5,836  5,711  21,880 
건설 3,314 3,721 3,622  5,394  16,050 
계 7,721 9,647 9,459  11,104  37,930 
영업이익   

조선 758 1,237 1,342  1,356  4,694 
건설 269 172 217  1,304  1,963 
계 1,028 1,409 1,560  2,660  6,657 
영업이익률   

조선 17.2 20.9 23.0  23.7  21.5 
건설 8.1 4.6 6.0  24.2  12.2 

영종도  
매각대금  
반영시 

계 13.3 14.6 16.5  24.0  17.5 
조선 4,407 5,926 5,836  5,711  21,880 
건설 3,314 3,721 3,622  4,344  15,000 
계 7,721 9,647 9,459  10,054  36,880 
영업이익   

조선 758 1,237 1,342  1,356  4,694 
건설 269 172 217  304  963 
계 1,028 1,409 1,560  1,660  5,657 
영업이익률   

조선 17.2 20.9 23.0  23.7  21.5 
건설 8.1 4.6 6.0  7.0  6.4 

영종도  
매각대금  
미반영시 

계 13.3 14.6 16.5  16.5  15.3 

자료: 키움증권, 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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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이후에도 차별화된 실적 흐름 지속 

4분기 일회성 이익 기대 

 

4분기에도 차별적인 실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환율에 따른 수혜는 차지하고서라도 일단 4분기에는 영종도 매각대금 2차분이 유입될 가
능성이 높은데 매출에 1,050억원, 영업이익에 1,000억원 정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신문로 충
당금 환입금액도 10월경 500억원 정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회성 실적 증가 요인이 많다.
  
둘째, 올해까지 건조되는 2005년 물량은 60% 이상이 Heavy Tail 방식이 많았기 때문에 연말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인도대전에 의한 실적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는 3
분기말 및 연말에도 같은 효과를 가져와 동사의 실적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뿐만 아니라 2009~2011년에도 역시 차별적인 흐름이 기대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동 기간에 인도될 물량을 다른 조선사 대비 1년 정도 늦게 수주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3억$ 정도를 1,017원에 선물환 매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환율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이러한

실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분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2005 2006 2007 2008E 2009E 2010E
매출액 22,173 25,958 32,652 37,930 32,739 34,366 

증가율(%) 13.5 17.1 25.8 16.2 -13.7 5.0 
영업이익 425 1,467 3,548 6,657 3,930 4,713 

영업이익률(%) 1.9 5.7 10.9 17.5 12.0 13.7 
영업외수익(비용) -65 -172 -1,362 -2,260 -756 717 

이자수익 360 390 513 498 509 580 
이자비용 479 707 903 912 922 944 
외화관련이익(손실) 68 325 -173 -580 -36 -40 
자산처분이익(손실) 17 117 276 41 16 -12 
지분법이익(손실) 86 -364 -1,248 -1,780 -300 1,150 
기타영업외수익(비용) -104 71 206 454 -33 -32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360 1,295 2,020 4,396 3,174 5,430 
법인세비용 117 317 928 1,698 955 1,493 
실효법인세율 32.6 24.5 45.9 38.6 30.1 27.5 

당기순이익 243 978 1,049 2,698 2,219 3,937 
당기순이익률(%) 1.1 3.8 3.2 7.1 6.8 11.5 

자료: 키움증권, 한진중공업 

 

 

 
 기타 이슈들 

집단에너지 사업진출,  

홀딩스 지분 매입 기대 

 

이외에도 동사 주가에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최근 동사가 시작한 집단에너지 CES 사업은 의정부, 동두천, 포천에 걸쳐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대략 3년 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경 동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매출은 16,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수익율도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

인 관점에서 동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둘째, 현재 한진중공업홀딩스의 동사에 대한 지분율은 36.5%로 지주회사 세제 지원을 위한 요
건인 40%에 미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사에 대한 지분 매수를 할 유인이 충분히 있다. 그
시기는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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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대차대조표  (단위: 억원)

12월 결산 2007 2008E 2009E 2010E 12월 결산 2007 2008E 2009E 2010E
매출액 14,447 37,930 32,739 34,366 유동자산 25,231 31,434 31,216 34,809
매출원가 12,527 29,905 27,471 28,125   현금 및 현금등가물 6,491 6,849 6,539 9,472
매출총이익 1,920 8,026 5,268 6,241   단기투자자산 956 1,183 1,363 1,165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763 1,369 1,337 1,528   매출채권 9,094 11,702 11,737 12,320
  노무비 225 575 614 657   재고자산 3,120 4,762 5,747 6,033
  판매비 57 68 61 67   기타 5,571 6,939 5,829 5,819
  일반관리비 481 726 662 804 비유동자산 16,388 19,425 18,873 20,271
영업이익 1,158 6,657 3,930 4,713   투자자산 2,447 3,935 3,236 4,395
영업외수익 1,042 2,561 1,053 1,833   유형자산 13,009 14,352 14,581 14,836
  이자수익 209 498 509 580   무형자산 0 2 1 0
  외환관련이익 60 1,169 447 10   기타비유동자산 933 1,135 1,055 1,039
  지분법이익 1 0 0 1,150 자산총계 41,620 50,859 50,088 55,080
  자산평가처분이익 421 150 81 72 유동부채 16,370 17,109 15,558 15,695
  기타 351 744 15 20   매입채무 2,137 2,482 1,487 1,561
영업외비용 1,546 4,822 1,809 1,115   단기차입금 2,103 2,103 2,103 2,103
  이자비용 399 912 922 944   유동성장기차입금 3,442 2,689 2,874 2,871
  외환관련비용 213 1,749 483 50   기타 8,688 9,834 9,094 9,160
  지분법손실 670 1,780 300 0 비유동부채 15,886 21,530 20,304 21,435
  자산평가처분손실 126 124 70 91   사채 9,482 10,430 10,430 11,317
  기타 138 257 33 30   장기차입금 3,124 3,124 3,124 2,929
세전계속사업이익 654 4,396 3,174 5,430   기타 3,280 7,976 6,750 7,189
  법인세 370 1,698 955 1,493 부채총계 32,256 38,639 35,862 37,130
  법인세율(%) 56.5% 38.6% 30.1% 27.5%   자본금 2,367 2,367 2,367 2,367
계속사업이익 284 2,698 2,219 3,937   자본잉여금 6,444 6,444 6,444 6,444
  중단사업손익 0 0 0 0   자본조정 -9 -9 -9 -9
당기순이익 284 2,698 2,219 3,93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79 650 650 650
수정순이익 156 2,682 2,212 3,951   이익잉여금 284 2,769 4,775 8,499
EBITDA 1,356 7,091 4,386 5,191 자본총계 9,364 12,221 14,226 17,950
증감율(%YoY)     총차입금 18,151 18,347 18,531 19,219
  매출액  162.5 -13.7 5.0 현금성자산 7,447 8,032 7,903 10,637
  영업이익  475.0 -41.0 19.9 순차입금 10,704 10,315 10,629 8,582
  EBITDA  423.0 -38.1 18.3 운전자본 6,960 11,087 12,732 13,451
  순이익 849.6 -17.7 77.4 순영업비유동자산 13,009 14,354 14,581 14,837
  EPS 292.9 -17.7 77.4 영업활동투하자본(OpIC) 19,969 25,441 27,314 28,288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투자지표  (단위: 원, 배, %)

12월 결산 2007 2008E 2009E 2010E 12월 결산 2007 2008E 2009E 2010E
영업활동현금흐름 -1,255 858 1,232 2,931 주당지표(원)   
  당기순이익 284 2,698 2,219 3,937   EPS 1,451 5,699 4,688 8,317
  감가상각비 198 434 456 478   수정EPS 796 5,665 4,672 8,345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BPS 19,782 25,816 30,053 37,920
  외화환산손실(이익) 91 835 -228 0   EBITDAPS 6,923 14,979 9,266 10,965
  지분법손실(이익) 669 1,780 300 -1,150   DPS 450 450 450 450
  순운전자본 감소  -2,294 -3,996 -1,644 -745 Multiples(X)   
  기타 -203 -399 185 386   PER 56.7 6.4 7.7 4.4
투자활동현금흐름 85 -984 -1,513 -473   수정PER 103.3 6.4 7.8 4.3
  투자자산 순투자 -524 -1 -700 0   PBR 4.2 1.4 1.2 1.0
  유형자산 투자 -453 -770 -647 -679   PCFR 15.5 3.5 6.0 4.7
  유형자산 처분 1,305 16 13 8   EV/EBITDA 36.6 3.9 6.3 5.0
  무형자산 순투자 0 -2 1 0 수익성(%)   
  기타 -242 -227 -181 199   영업이익률 8.0 17.5 12.0 13.7
재무활동현금흐름 1,755 484 -29 475   EBITDA margin 9.4 18.7 13.4 15.1
  단기차입금 증가 1,156 0 0 0   세전이익률 4.5 11.6 9.7 15.8
  유동성장기차입금 상환 -503 -2,938 -2,677 -2,867   순이익률 2.0 7.1 6.8 11.5
  사채 증가 1,000 2,845 2,086 2,973   ROE  28.8 18.2 27.7
  장기차입금 증가 113 781 781 586   ROIC  20.5 10.8 12.5
  자본 증가 0 0 0 0 안정성(%)   
  배당금 지급 0 -213 -213 -213   부채비율 344.5 316.2 252.1 206.8
  기타 -11 10 -5 -3   순차입금비율 114.3 84.4 74.7 47.8
순현금흐름 585 358 -310 2,933   이자보상배율(배) 2.9 7.3 4.3 5.0
  기초현금 5,906 6,491 6,849 6,539 활동성(배)   
  기말현금 6,491 6,849 6,539 9,472   매출채권회전율 1.6 3.2 2.8 2.8
총현금흐름(Gross Cash Flow) 701 4,519 3,203 3,895   재고자산회전율 4.6 8.0 5.7 5.7
주: 과거 Multiples는 평균주가, 평균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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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견 변동내역 (2개년) 및 목표주가 추이 
종목명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한진중공업(097230) 2007/11/01 BUY(Initiate) 162,000원
 2007/11/19 BUY(Maintain) 162,000원
 2007/11/20 BUY(Maintain) 162,000원

담당자 변경 2008/08/26 BUY(Reinitiate) 47,000원
 2008/09/25 BUY(Maintain) 60,000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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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31 '07/10/31 '07/12/31 '08/02/29 '08/04/30 '08/06/30 '08/08/31

목표주가

주가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업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Sell(매도) 

+25% 이상 주가 상승 예상

+10∼+25% 주가 상승 예상

+10~ -10% 주가 변동 예상 
-10~ -25% 주가 하락 예상 
-25% 이하 주가 하락 예상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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