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상장기업 : 씨앤지하이테크 (264660.KQ)

공모개요

공모정보 공모주요일정 및 경쟁률 기타

구분 공모희망가 밴드 확정 공모가 구분 일정 경쟁률

공모가(원) 16,000 ~ 20,000 16,000 수요예측 18.01.10 ~ 18.01.11 214.0:1 업종분류

공모액(억 원) 206 ~ 258 206 청약일 18.01.16 ~ 18.01.17 625.6:1 주요제품

예상시가총액(억 원) 672 ~ 841 672 납입일 18.01.19 소속시장

공모주식수(주) 상장일 18.01.25 대표주관사

상장주식수(주)

주주 구성(공모 후) 보호예수 관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보호예수기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502,910 35.8% 1,502,910 35.8%

기타주주 1,245,000 29.6% 230,400 5.5%

공모주 1,057,600 25.2% 128,190 3.1%

우리사주조합 358,590 8.5% 38,640 0.9%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38,640 0.9% 0.0%

합계(상장주식수) 4,202,740 100.0% 1,900,140 45.2%

비고(희석가능주식수) 129,425                  유통가능물량 54.8%

Key Analysis Comment

사업내용

투자포인트

리스크 요인

수급

실적 추이 및 전망

밸류에이션

주 : 희석가능주식수는 동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며,

     상장주식수는 희석가능주식수를 포함하지 않은 주식수

주 : 우리사주 사전발행일은 2017년 3월 20일

ㅇ 2016년 실적치 기준 PER : 씨앤지하이테크는 12.6(확정공모가 기준), Peer 기업 평균은 14.0

ㅇ 씨앤지하이테크의 PER 산정을 위한 시가총액은 상장주식수 4,202,740주에 희석가능주식수 129,425주를 포함한 4,332,165주 기준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약품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 1등 기업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공정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 개발 및 제조

  - 2003년 국내 최초로 화학약품 초정밀 혼합 중앙 공급 장치 개발

  -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 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0년 이상 직접 공급 중

    (2002년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록 후 15년째, 2006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등록 후 11년째 공급 지속)

  - 매출 비중은 반도체 72%, 디스플레이 17%, 무역 11% (2017년 3분기(누적) 기준)

씨앤지하이테크 (264660.KQ)

2,302,600

1,288,000

4,202,740

주식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화학약품 혼합 공급 장치 등

KOSDAQ

신한금융투자

보호예수 합계

발행 후 1년

상장 후 3개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우리사주(사전발행)

우리사주(공모주 배정)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상장 후 6개월

상장 후 1년

ㅇ 2016년 매출액은 443억 원(YoY -6.3%), 영업이익 65억 원(YoY +44.8%), 당기순이익 55억 원(YoY +48.8%)

ㅇ 2017년 3분기(누적) 매출액은 612억 원, 영업이익 80억 원, 당기순이익 64억 원

  - 2017년 3분기(누적) 영업이익률은 13.0%로 2016년 연간 이익률(14.7%) 대비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2017년 상반기 우리사주조합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보상비용 26억 원이 비용으로 인식됐기 때문으로, 일회성비용인 주식보상비용을 제외하면 2017년 3분기(누적) 실질 영업이익 106억 원, 영업이익률 17.3%로 견조한 수익성 지속.

ㅇ 통상 연초 수주잔고는 100억 원 내외이나, 2018년 초 수주잔고는 320억 원 이상 기록.

1)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메이저 기업에 장기 공급 지속

ㅇ 초정밀 혼합 중앙 공급 장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과 전문 인력 보유

  - 동사가 개발한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는 중앙에서 공급된 화학약품 원액을 개별 장치에서 간이 혼합하는 기존 장치(개별 혼합 방식)와 달리,

    중앙에서 화학약품을 대용량으로 혼합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

  - 초정밀 유량 제어 기술, 정밀 농도 관리 기술, 실시간 혼합 기술 등 핵심 부문에 걸친 31건의 관련 특허 보유.

  - 4명의 주요 경영진은 각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출신으로 산업 및 기술 이해도가 높은 반도체 업계 1세대. 현재 전문 엔지니어 60명 이상 보유.

ㅇ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

  - 반도체 부문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삼성전자 내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는 대부분 동사에서 납품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내 점유율은 50% 수준.

  - 디스플레이 부문은 일본 나가세산업과 협업해 고객사 확대 중. 주요 고객사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BOE, 트룰리(TRULY), CSOT, GVO 등.

2)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성장에 따른 화학약품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 사업 성장

ㅇ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의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자 확대 수혜

  -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2018년 53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SEMI 추정). 특히 공정 미세화, 생산 CAPA 확대에 따른 화학약품 사용 증가로

    향후 대용량 장치 수요 확대 전망.

  - 2018년 삼성전자의 평택 P1 증설/중국 시안 SCS 신설, SK하이닉스의 청주 M15 신설, 우시 SK하이닉스의 C2F 신설 등이 예정.

ㅇ 한국, 중국을 위시한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 투자 확대 수혜

  - LG디스플레이, BOE, CSOT, GVO 등 국내외 메이저 기업들이 LCD 및 OLED 투자 계획 잇따라 발표중.

  - 2018년 삼성디스플레이, CSOT, GVO 신설 및 증설 계획.

3) 소재 및 플랜트 분야 신사업 추진

ㅇ 약품 탱크 라이닝시트 국산화 선도

  - 라이닝시트는 화학약품 저장용기 부식 및 화학약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제품으로, 현재 전량 수입되고 있으나 수입 제품에 대한 주요 고객사의 불만이 많은 상황.

  - 동사는 원재료 파우더 생산 업체이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D사와 협력해 라이닝시트를 직접 생산할 방침. 국산화 시 가격, 납기, 품질 대응력 향상 및 시장 확대가 기대됨.

  - 국내 라이닝시트 시장은 연간 200억 원 규모. 큰 시장은 아니나 필요 투자 금액이 적고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

  - 라이닝시트를 금속 용기에 접착시키기 위한 '글래스 배킹(Glass Backing)' 공정을 시작으로 생산 공정을 전 단계로 확대할 계획.

    2018년 3분기까지 라인 설계 및 설비 도입을 마치고 2019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방침.

ㅇ 화학약품 재생 플랜트 사업 추진

  - 디스플레이 세정 후 발생하는 대량의 현상폐액을 회수, 정제해 재활용하는 사업. 제조 물량 증대에 따라 각종 제조공정 현상폐액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독성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처리 비용 부담이 큼.

  - 현상폐액 재생 플랜트를 통해 고객사는 대용량 폐액을 낮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가의 화학약품인 현상액을 재활용해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음.

  - 세계 일류 화학약품 제조사이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S사, 일본의 N사와 함께 2018년 1분기 합작법인을 설립 예정.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경기에 민감한 사업이므로 슈퍼사이클 및 고객사 투자 종료 시 동사의 매출 감소로 직결될 우려

    → 삼성전자의 CAPA 확대, 중국의 공격적 투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료 전망이 제기되나, 양국 간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 IDM 기업의 미세 공정 집중 및 공급 조절을 통해

       업황 호조는 2~3년간 지속될 전망. 또 상장 후 소재 및 플랜트 분야 신사업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ㅇ 기존 Peer의 사업 확대, 혹은 신규 경쟁업체의 출현으로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 사업의 매출과 이익률이 감소할 우려

    → 기존 Peer와 주력 분야 상이. 먼저 에스티아이는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 전반을 다루나, 동사는 그 중에서도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에 특화.

        또 DMS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공정장비에, 오션브릿지는 반도체 원자재 제품군인 HCDS에 집중하는 기업.

        특히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는 관련 장치 시장에서도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고, 고객사 신뢰 및 협업 관계 없이는 시장 진입이 어려우므로 신규 경쟁업체의 출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ㅇ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5.8%이며, 6개월의 보호예수 설정

ㅇ 유통가능 물량은 54.8%이나,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대부분이 동사의 전략적 파트너인 일본 나가세산업과 거래처, 임직원 및 대표이사의 지인이므로 우호 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특히 21만 2,940주를 보유한 나가세산업(5.1% 보유)의 경우 2007년 첫 지분 참여 이후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꾸준히 보유 주식을 늘려왔음.

    또 벤처캐피탈 등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물량이 없어 상장 직후 대규모 매도 우려는 낮은 편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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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손익계산서 2014 2015 2016 2017.3Q(누적)

매출액 336                        473                        443                        612                        

yoy 40.9% -6.3%

영업이익 29                         45                         65                         80                         

yoy 56.4% 44.8%

당기순이익 29                         37                         55                         64                         

yoy 25.9% 48.8%

재무상태표 2014 2015 2016 2017.3Q

유동자산 89                         119                        207                        277                        

비유동자산 48                         45                         49                         49                         

자산총계 137                        164                        256                        327                        

유동부채 68                         62                         97                         79                         

비유동부채 2                           5                           7                           7                           

부채총계 71                         67                         104                        87                         

자본금 11                         11                         14                         14                         

자본총계 67                         97                         152                        240                        

재무비율 2014 2015 2016 2017.3Q(누적)

영업이익률 8.5% 9.5% 14.7% 13.0%

순이익률 8.7% 7.8% 12.4% 10.5%

부채비율 106.0% 68.7% 68.8% 36.0%

유동비율 130.2% 191.5% 213.1% 349.4%

ROA 24.5% 26.1%

ROE 45.1% 44.1%

Peer 실적 및 밸류에이션

2016 2017(F) 2016 2017(F) 2016 2017(F)

씨앤지하이테크 443 816 65 107 55 85

에스티아이 1,804                     2,911                     221                        399                        166                        305                        

DMS 2,488                     2,437                     334                        162                        361                        82                         

오션브릿지 350                        500                        69                         115                        64                         87                         

구분

씨앤지하이테크

에스티아이

DMS

오션브릿지

주1 : Peer는 증권신고서 상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Peer 기준

주4 :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당기 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순이익 기준

주3 : Peer 시가총액은 2018년 1월 24일 종가 기준

3,480

2016 PER

1,562

1,031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주1 : 2014년은 K-GAAP, 2015년~2017년 3분기(누적)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2 : 2017년 실적 전망치는 IR큐더스 전망치 기준

구분
매출액

2017(F) PER시가총액

주5 : 2016년 PER은 현재주가(확정공모가)

주6 : 2017년 PER은 현재주가(확정공모가) / 씨앤지하이테크와 Peer의 2017년(F) 순이익은 2017년 3분기(누적) 실적 연환산

주2 :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11.4

19.0

11.9

21.0

4.3

16.0

693 12.6 8.1

(단위 : 억 원, 배)

주3 : 씨앤지하이테크의 PER 산정을 위한 시가총액은 상장주식수 4,202,740주에 희석가능주식수 129,425주를 포함한 4,332,165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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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 설명

2. 주요 제품 및 상품

3.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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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분석대상 기업에 대해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 컨설턴트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얻어진 것이나 그 정

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최종 투자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화학약품 혼합 장치 DPF

라이닝시트 화학약품 재생 플랜트 시스템

DDS-11

불소수지

화학약품에 의한 저장용기 부식 및 화학약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 내면에 덧칠하는 제품. 침투성 강한 화학약품에는 APV시트가 주로 사용됨라이닝시트

부록

화학약품 혼합 장치

DPF

DDS-11

각각 공급 받은 화학약품을 양산 설비에서 요청하는 정밀 농도로 희석과 혼합 공정을 진행 후 공급하는 장비. 혼합 약품에 따라 DSP+, SC-1 등으로 나뉨

현상폐액을 회수·정제하는 장치

현상액(TMAH) 농도를 분석해 저장용기 내 알칼리농도, 감광액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공정에 필요한 화학약품을 배관을 통해 생산 장치로 원격 공급하는 자동화 장치.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응용 가능

Ex) ACQC 장치, 화학약품 저장 및 전송 장치, 화학약품 혼합 장치, 화학약품 공급 장치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CCSS)

불소수지 내열성, 내화학약품성, 내후성, 전기 특성이 매우 우수해 반도체 및 화학플랜트에 주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