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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씨앤지하이테크는 2002년 설립된 기업으로, 화학약품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를 2003년 국

내 최초로 개발했다. 31건의 핵심 기술 특허, 반도체 업계 1세대 운영진, 60여 명의 전문 엔

지니어를 보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BOE 등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

계 투자 확대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 

상장 후 약품 탱크 라이닝시트 사업, 현상폐액 재생 플랜트 사업 등 소재 및 플랜트 분야 신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Investment Highlights 

 

1. 독보적 기술력의 화학약품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 전문 기업 

 2003년 국내 최초 화학약품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 개발 

 초정밀 유량 제어 기술, 정밀 농도 관리 기술, 실시간 혼합 기술 등 

핵심 특허 31건 보유 

 반도체 업계 1세대 전문 경영진 및 60명 이상의 전문 엔지니어 보유 

 

 

2.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메이저 업체의 투자 확대로 장치 시장 성장 지속 

 높은 기술력과 고객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BOE 등 글로벌 업체에 최장 15년간 제품 공급 

 빅데이터, IoT, AI, 자율주행자동차 등 전방 시장 개화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확대 

 글로벌 반도체 장치 시장 2017년(E) 559억 달러  2018년(E) 601억 달러 

 공정 미세화 및 생산 CAPA 확대에 따른 화학약품 사용 증가로 대용량 장비 수요 

증가 전망 

 

 

3. 안정적 성장을 위한 소재/플랜트 신사업 추진 

 소재: 일본 D사와 협업해 전량 수입 중인 약품 탱크 라이닝시트 국산화 선도 

 플랜트: 미국 S사, 일본 N사와 JV 설립해 현상폐액 재생 플랜트 사업 추진 

 

 
  

Company Data 

주가(2018.01.25) 

시가총액 

액면가 

상장주식수 

자본금 

18,650원 

784억 원   

500원 

4,202,740주 

14.4억 원 

주요주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기타주주 

우리사주 

 

35.76% 

29.62% 

8.53% 

  

Financial Data  (단위: 억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ROA ROE 

2014 137 71 67 336 29 29 21.4% 44.1% 

2015 164 67 97 473 45 37 22.5% 37.9% 

2016 256 104 152 443 65 55 21.5% 36.2% 

2017.3Q(누적) 327 87 240 612 80 64 19.7% 26.7% 

주: 2014년은 K-GAAP, 2015년~2017년 3분기는 K-IFRS 기준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IRKU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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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ompany Overview 

 

1. 국내 최초 화학약품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 개발 업체 

씨앤지하이테크는 2002년 설립된 화학약품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이하 혼합 공급 장치) 시

장 1위 기업이다. 

 

혼합 공급 장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공정 필수 장비인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Chemical 

Century Supply System, CCSS)의 일부 장치다.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중앙에서 

공급한 단일 화학약품을 각 양산 설비에서 각각 혼합 사용해 장비간 농도 편차가 발생했다. 

반면, 씨앤지하이테크는 2003년 국내 최초로 세 종류의 세정용 화학약품을 중앙에서 일괄 

혼합해 공급하는 장치(SC-1)를 개발했다. 이 장치를 적용해 중앙 혼합 공급 방식을 실행하면 

장비간 농도 및 온도 편차를 없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 또 장비별 혼합 장치를 

달지 않아도 돼 전체 장치 가격도 절감할 수 있다. 씨앤지하이테크의 혼합 공급 장치는 2003

년 반도체 업체에 처음 제안한 이후 지속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씨앤지하이테크는 SC-1 이후 암모니아수 혼합 장치, 불산 혼합 장치 등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도표1.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CCSS) 공정도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IRKUDOS 

 

도표2. 화학약품 혼합방식 비교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IRKUDOS 

국내 최초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약품 혼합 공급 장치를 개발한 

기술 특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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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 산업은 화학약품을 다루는 만큼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관련 규

제가 까다로워 신규 진입이 어렵다. 특히 혼합 공급 장치는 대용량의 화학약품을 아주 미세

한 농도 및 온도로 혼합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개발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한다. 

고객사와의 신뢰관계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혼합 공급 장치는 고객사 양산 설비의 품질 및 

수율과 직결되는 제품으로, 고객사의 니즈에 맞춤 제조돼 수주 시 신뢰관계가 중요하게 작용

한다. 

 

씨앤지하이테크는 초정밀 유량 제어 기술, 정밀 농도 관리 기술, 실시간 혼합 기술 등 화학약

품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 개발 및 생산에 필수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철저한 납기일 준수로 고객만족도를 높인 것은 물론, 장치 설계부터 현장 

설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통상 7개월에서 5개월로 대폭 단축해 신뢰관계를 한층 공고히 했

다. 

 

 

2. 매출의 72%는 반도체, 17%는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발생 

대부분의 매출이 반도체 부문에서 발생한다. 2017년 3분기(누적) 기준 씨앤지하이테크의 

매출액 중 72%는 반도체, 17%는 디스플레이向 제품 판매로 발생했다. 나머지 11%는 불

소수지, 라이닝시트 등 상품 판매를 통해 창출됐다. 

 

도표3. 주요 제품·상품과 매출 비중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IRKUDOS 

 

  

3Q17(누적) 기준 매출의 72%가 

반도체 부문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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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ndustry Analysis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메이저 업체의 투자 확대로 장치 시장 성장 지속 

최근 가파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선도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빅데이터, IoT, AI 등 다양한 

전방 산업 성장 덕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등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3D 낸드플래시 라인 신설 및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 역시 LG디스플레이, BOE, CSOT 등이 LCD 및 OLED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시장이 개화하고 있어 전체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4. 글로벌 반도체 기업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양산 계획 
 

 

자료: 한국투자증권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요 증가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투자 활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 기업 

3D 낸드 투자 계획 잇달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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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5.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 OLED 투자 계획 
 

기업 
지역 

(Fab) 

투자액 

(조 원) 
세대 Application 

Capa 

(월 기준) 
양산 시점 

LGD 

파주(P10) 

파주(E6) 

광저우 

파주, 구미 

2.8 

5.1 

5.0 

5.0 

10.5G 

6G 

8G 

6G 

TV 

스마트폰 

TV 

스마트폰 

30K 

30K 

60K 

2H19 

2H19 

2H19 

- 

BOE 

성도(B7) 

면양(B11) 

중경(B12) 

성도(B15) 

복청(B16) 

7.8 

7.8 

- 

- 

- 

6G 

6G 

6G 

6G 

6G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 

48K 

48K 

48K 

48K 

48K 

1H18 

2H19 

- 

- 

- 

CSOT 무한(T4) 5.8 6G 스마트폰 45K 2H19 

EDO 상해 4.6 6G 스마트폰 30K 1H19 

GVO 구안 5.1 6G 스마트폰 30K 1H19 

Ninbo 

Mange 
영파 6.7 6G 스마트폰 30K 2H19 

Royole 심천 4.6 5.5G 스마트폰 15K 1H18 

Tianma 무한 2.2 6G 스마트폰 30K - 

Truly 미산 4.7 6G 스마트폰 30K 1H2 

Total  49.3   570K  

자료: 하나금융투자 

 

이에 따라 반도체 장치 기업들이 수혜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7년 12월, 국제반도체장

비재료협회(SEMI)는 2017년 글로벌 반도체 장치 시장이 55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 시장이 전년 대비 132.6% 성장해 세계 최대 시장을 이뤘

다고 분석했다. 2018년 글로벌 반도체 장치 시장은 7.5% 증가해 601억 달러를 기록할 전

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공정 핵심 장치인 혼합 공급 장치 시장 1위 씨앤지하이테크의 

수혜가 기대되는 이유다. 특히 공정 미세화, 생산 CAPA 확대에 따라 화학약품 사용이 증가

해 향후 대용량 장치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글로벌 반도체 장치 시장 

601억 달러 전망돼 

혼합 공급 장치 시장 1위 

씨앤지하이테크의 수혜 기대 

LGD, BOE, CSOT 등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 

TV 및 스마트폰용 LCD/OLED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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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nvestment Highlights 
 

 

1. 독보적 기술력의 화학약품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 전문 기업 

새로운 개념의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 개발 및 공급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씨앤

지하이테크는 초정밀 유량 제어 기술, 정밀 농도 관리 기술, 실시간 혼합 기술 등 핵심 기술

력이 응축된 3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3차원 설계, SW기술 등 시스템 요소 부문에

서도 원천 기술을 갖춰 제품 개발 및 제조를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 반도체 업계 1세대로 구성된 전문 경영진을 필두로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네 명의 경영진 모두 각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등 업계 메이저 기업 출신으로 산

업 및 기술 이해도가 높다. 특히 홍사문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를 직접 개발한 장본인이다. 그외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이해도가 높고, 장치의 설계 

및 제작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엔지니어를 60명 이상 보유하고 있다.  

 

도표6. 주요 경영진 이력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IRKUDOS 

 

 

2.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투자 확대 직수혜 

씨앤지하이테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BOE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고

객사로 보유해 최장 15년째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높은 기술력과 강한 신뢰관계가 기반이 됐다. 혼합 공급 장치의 품질은 고객사 양산 설비의 

품질과 수율에 직결되며, 고객사의 니즈에 맞춤 생산되므로 고객사와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

다. 동사는 15년간 축적된 신뢰 관계, 다수의 특허와 신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혼합 공급 장

치 시장에서 소수 경쟁업체와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등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메이저 업체 출신으로 임원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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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7. 주요 고객사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IRKUDOS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점은 매출 규모가 크다는 것 외에도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해당 업체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씨앤지하이테크의 수혜로 이어진다는 점이

다. 특히 동사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수요 대응뿐 아니라 시장 선점 및 

지위 공고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실제로 2018년 삼성전자의 평택 P1 증설/중국 시안 SCS 신설, SK하이닉스의 청주 M15 신

설, 우시 SK하이닉스의 C2F 신설 등이 예정돼 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 CSOT, GVO 신설 

및 증설 계획에 따라 DPF를 중심으로 제품을 납품할 예정이다. 

 

도표8. 향후 계획 
 

 국내 중국 

2018(E) 

 삼성전자: P1증설/18라인 신설  

 SK하이닉스: 청주 M15 

 삼성디스플레이 

 시안 SCS: 2라인 1차 투자 

 우시 SK하이닉스: C2F 라인 

 CSOT T6, GVO 등 

2019(E) 
 삼성전자: 평택 P2라인, 미국 SAS 신규 

 SK하이닉스: 청주 M15 2차 투자 등 

 시안 SCS: 2라인 2차 투자 

 우시 SK하이닉스: 보완 투자 

 CSOT T6 보완투자 등 

자료: 업계 자료, IRKUDOS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해 

해당 업체 CAPA 확대 직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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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적 성장을 위한 소재/플랜트 신사업 추진 

동사는 상장 후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소재 및 플랜트 부문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특히 약품 탱크 라이닝시트 국산화 및 현상폐액 재생 사업에 공모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

자할 계획이다. 

 

3-1. 전량 수입되고 있는 화학약품 저장 탱크 라이닝시트의 국산화 선도 

라이닝시트는 화학약품 저장용기 부식 및 화학약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용기 내면에 

덧칠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화학약품 운반·저장을 위한 필수 소재다. 현재 일본, 유럽, 중

국 등 해외에서의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으나, 수입 제품의 가격, 품질, 납기 등 고객 대응

력 미비로 국내 기업의 불만이 존재한다. 

동사는 원재료 파우더 생산 업체이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D사와 협력해 라이닝

시트를 직접 생산할 계획이다. 라이닝시트를 금속 용기에 접착시키기 위한 ‘글래스 배킹

(Glass Backing)’을 시작으로 생산 공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018년 3분기까지 라인 설

계 및 설비 도입을 마치고 2019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제품 판매 시 D사의 기존 대리점 영업망 및 노하우를 활용하고, 이후 중국 등 신규 영업망

도 개척할 계획이다.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는 안정적, 고수익성 사업 선점을 통해 경영 성과 

확대가 기대된다. 

 

도표9. 라이닝시트 사진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IRKUDOS 

 

도표10. 라이닝시트 제조 공정 및 향후 계획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IRKUDOS 

2019년 고수익성 사업인 

화학약품 저장 탱크 라이닝시트 

생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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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디스플레이 현상폐액 재생 플랜트 사업 전개 

중장기적으로는 플랜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세정 후 발생하는 대량

의 현상폐액을 회수, 정제해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제조 물량 증대에 따라 각종 제조공정 현

상폐액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독성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처리 비용 부담

이 크다. 현상폐액 재생 플랜트를 통해 고객사는 대용량 폐액을 낮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

으며, 고가의 화학약품인 현상액을 재활용해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씨앤지하이테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현상폐액 재생 장비 원천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 일류 화학약품 제조사이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S사, 

일본의 N사와 함께 2018년 1분기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19년부터 현상폐액 재생 플랜트

를 설치, 운용할 예정이다. 현재 파일럿 장치 시운전 단계로, 2018년 2분기까지 플랜트 설계

를 완성해 고객사에 제안하고, 2019년부터 플랜트 설치 및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표11. 현상폐액 재생 플랜트 사진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IRKUDOS 

 

씨앤지하이테크는 1월 10일~11일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16,000원으로 확정했으

며, 이에 따라 총 206억 1,600만 원을 공모로 조달했다. 공모로 조달한 전체 자금의 80%

인 165억 원을 신규 사업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도표12. 공모 자금 사용 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신규사업투자 7,400 6,600 2,500 16,500 

운영자금 1,500 1,500 1,116 4,116 

합계 8,900 8,100 3,616 20,616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투자설명서, IRKUDOS 

 

  

2019년 디스플레이 현상폐액 

재생 플랜트 설치 및 운용 계획 



Company Report / 김물결 선임 컨설턴트, 02.6011.2000(#176), maketh_w@irkudos.co.kr 
 

 

 11 

Ⅳ.  Financial Analysis 
 

 

1.   2017년, 3분기만에 전년 연간 경영 실적 상회 

씨앤지하이테크는 창립 후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으며, 최근 3년간 매년 약 10% 수준의 영

업이익률을 기록했다. 

2017년 3분기(누적)에는 매출액 612억 원, 영업이익 80억 원을 달성했는데, 이는 2016년 

연간 실적인 매출액 443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을 상회하는 기록이다. 영업이익률은 2016

년 14.7%, 2017년 3분기(누적) 13.0%로 모두 10% 이상을 기록했다. 

 

도표13. 경영 실적                                                          (단위: 억 원, %)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IRKU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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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분기(누적) 영업이익률은 13.0%로 2016년 연간 영업이익률(14.7%) 대비 소폭 

하락했다. 이는 2017년 상반기 우리사주조합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보상비

용 26억 원이 비용(인건비)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일회성비용인 주식보상비용을 제외하면 

2017년 3분기(누적) 실질 영업이익은 106억 원, 영업이익률은 17.3%로 양호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다. 

  

336

473
443

612

2014 2015 2016 2017.3Q(누적)

29

45

65

80

29
37

55

64

2014 2015 2016 2017.3Q(누적)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3Q17(누적) 매출액 612억 원, 

영업이익 80억 원 

2016년 연간 매출액 443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 

 3분기만에 전년 연간 실적 상회 

8.6% 9.5%

14.7%
13.0%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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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비율 36%, 순차입금 -120억 원이 드러내는 탁월한 재무 건전성 

2017년 3분기 부채비율 36%, 순차입금은 -120억 원으로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

다. 이는 우수한 영업 실적과 함께 수주 산업 특성상 납품이 안정적으로 이뤄져 재고자산 회

전율이 높고, 글로벌 메이저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해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은 데 기인한다. 

 

도표14.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분석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3Q(누적) 

매출액  336.0  473.5  443.4  612.5  

매출액증가율  26.4% 40.9% -6.3% 105.1% 

영업이익  28.8  45.0  65.0  79.6  

영업이익률 8.6% 9.5% 14.7% 13.0% 

EBITDA  34.1  50.1  69.4  82.9  

EBITDA margin  10.2% 10.6% 15.6% 13.5% 

수정후 영업이익   28.8   45.0   65.0   106.0  

수정후 영업이익률  8.6% 9.5% 14.7% 17.3% 

수정후 EBITDA   34.1   50.1   69.4   109.3  

수정후 EBITDA margin  10.2% 10.6% 15.6% 17.8% 

재고자산 22.2  7.4  19.9  85.1  

매출액/재고자산(회) 15.1  63.7  22.3  7.2  

매출채권 22.1  49.0  43.8  45.9  

매출액/매출채권(회) 15.2  9.7  10.1  13.4  

부채비율  106.0% 68.8% 68.8% 36.0% 

순차입금  -9.7  -43.5  -131.0  -120.0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IRKUDOS 

주: 1) 수정후 영업이익과 수정후 EBITDA는 일시적비용인 우리사주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을 제외한 것임. 

2) 2017년 3Q(누적) 재고자산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을 연환산하지 않은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임. 

  

탁월한 재무구조 형성 요인 

1) 우수한 영업 실적 

2) 높은 재고자산회전율 

3) 높은 매출채권회전율 



Company Report / 김물결 선임 컨설턴트, 02.6011.2000(#176), maketh_w@irkudos.co.kr 
 

 

 13 

Appendix 

 
 

1. 회사 개요 및 연혁 

 

도표15. 씨앤지하이테크 회사 개요  
 

대표이사 홍 사 문  

설립일 2002년 07월 

자본금 14.4억 원 (2017년 9월 기준) 

종업원수 90명 (2017년 9월 기준) 

사업영역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약품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 

본사주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승량길 162 

홈페이지 www.cnghitech.com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IRKUDOS 

 

 

도표16. 주요 연혁   
 

연도 내용 

2002 씨앤지하이테크 설립 

2002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록 

2003 SC-1 장치 개발 및 공급 

2005 일본 나가세산업과 공급 계약 체결 

2006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등록 

2007 나가세산업 지분 참여 

2009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2009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인증 

2013 현상액 재생 장치(DPF) 확대 적용 실시 

2016 DSP+, SC-1 대용량 화학약품 혼합 공급 장치 확대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IRKU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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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제품 및 상품 

도표17. 주요 제품 및 상품   
 

구분 소분류 설명 

반도체 

DSP+ 혼합 과산화수소 + 황산 + 불산 + 초순수 혼합 장치 

SC-1 혼합 암모니아수 + 과산화수소수 + 초순수 혼합 장치 

현상액 혼합 현상액(TMAH) + 초순수 혼합 화학약품 

암모니아수 혼합 암모니아수 + 초순수 혼합 장치 

불산 혼합 불산 + 초순수 혼합 장치 

디스플레이 

(나가세산업 협업) 

현상액 혼합 현상액(TMAH) + 초순수 혼합 장치 

DPF 현상폐액을 회수·정제하는 장치 

DDS-11 
현상액(TMAH) 농도를 분석해 저장용기 내 알칼리농도, 

감광액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 

기타 

불소수지 
내열성, 내화학약품성, 내후성, 전기 특성이 매우 우수해 

반도체 및 화학플랜트에 주로 사용 

APV시트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용기 내면에 

덧칠하는 라이닝시트의 일종. 침투성이 강한 화학약품에 

주로 사용 

 

3.   지분 구조 

씨앤지하이테크의 상장주식수는 4,202,740주로, 그중 45.2%에 해당하는 1,900,140주가 

보호예수 대상이다 유통가능물량은 58.2%다. 

 

도표18. 상장 후 주주구성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보호예수 기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502,910 35.76 상장 후 6개월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38,640 0.92 상장 후 3개월 

우리사주(사전발행) 128,190 3.05 주1 

우리사주(공모주 배정) 230,400 5.48 상장 후 1년 

보호예수 합계 1,900,140 45.21  

유통가능물량 2,302,600  54.79  

총계 4,202,740 100.00  

주: 1) 2017년 3월 20일 우리사주조합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됨 

2)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 인한 희석가능주식 129,425주 미포함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투자설명서 

 

그러나 1% 이상 주주 대부분이 동사의 전략적 파트너인 일본 나가세산업과 거래처, 임직원 

및 대표이사의 지인이므로 우호 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21만 2,940주를 보유

해 상장 후 5.07%의 지분을 차지하는 나가세산업의 경우, 2007년 첫 지분 참여 이후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꾸준히 보유 주식을 늘려왔다. 또 벤처캐피탈 등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

는 기관 물량이 없어 상장 직후 대규모 매도 우려는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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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재무제표 

개별재무상태표                                  (단위: 억 원)  개별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억 원, %) 
 

구 분 2014 2015 2016 3Q17 

유동자산 88.8  119.4  207.3  277.5  

현금성자산 31.6  59.3  139.6  120.48 

매출채권 22.1  49.0  43.8  45.9  

재고자산 22.2  7.4  19.9  85.1  

비유동자산 48.3  44.8  48.9  49.4  

  투자자산 6.3  6.9  8.7     9.63  

유형자산 40.6  37.9  40.2  39.8  

무형자산 0.1  0.0  0.0  0.0  

자산총계 137.1  164.2  256.2  326.9  

유동부채 68.1  62.4  97.4  79.4  

매입채무 23.1  12.7  35.0  12.0  

단기차입금 21.2  15.2  8.3  0.2  

비유동부채 2.4  4.6  7.0  7.1  

  사채및장기차입금 0.7  0.6  0.4  0.3  

  기타 1.7  4.0  6.6  6.9  

부채총계 70.6  66.9  104.4  86.6  

자본금 11.2  11.2  13.7  14.4  

자본잉여금 2.5  2.5  0.0  28.8  

이익잉여금 43.2  73.0  123.5  182.5  

자본총계 66.5  97.3  151.8  240.3  
 

  

구 분 2014 2015 2016 3Q17(누적) 

매출액 336.0  473.5  443.4  612.5  

매출원가 281.3  397.1  355.7  493.0  

매출원가율(%) 83.7 83.9 80.2 80.5 

매출총이익 54.7  76.4  87.7  119.5  

판매비와관리비 25.9  31.4  22.7  40.0  

판관비율(%) 7.7 6.6 5.1 6.5 

영업이익 28.8  45.0  65.0  79.6  

영업이익률 8.6% 9.5% 14.7% 13.0% 

금융손익 -0.5  0.2  0.7  1.2  

기타손익 0.9  -0.4  3.4  0.5  

법인세차감전수익 29.2  44.8  69.1  81.3  

세전이익률 8.7% 9.5% 15.6% 13.3% 

법인세비용 -0.2  7.9  14.2  17.0  

당기순이익 29.4  36.9  55.0  64.3  

순이익률 8.7% 7.8% 12.4% 10.5% 
 

 

개별현금흐름표                                  (단위: 억 원)  주요투자지표                      (단위: 원, 배, %, 천 주) 

 

구 분 2014 2015 2016 3Q17(누적) 

영업활동순현금흐름 14.5  39.4  94.9  -5.5  

당기순이익 29.4  36.9  55.0  64.3  

상각비(유형+무형) 5.3  5.1  4.4  3.3  

영업활동자산및 

부채변동 
-22.2  -8.3  31.1  -109.3  

기타 2.0  5.7  4.5  36.2  

투자활동순현금흐름 0.3  -1.1  -3.0  -3.5  

투자자산순증 1.8  1.1  -1.6  -0.7  

유형자산순증 -1.5  -2.2  -1.4  -2.9  

무형자산순증  - - -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10.0  -10.7  -11.6  -10.2  

차입금의 증가 -8.9  -6.2  -7.1  -8.2  

자본의 증가  - - - 0.7  

배당금의 지급 -1.1  -4.5  -4.5  -2.7  

현금순증가 4.7  27.7  80.4  -19.2  

기초현금 26.9  31.6  59.3  139.6  

환율변동효과 0.0  0.0  0.0  0.1  

기말현금 31.6  59.3  139.6  120.5  
 

  

구 분 2014 2015 2016 3Q17(누적) 

EPS(원) 1,307  1,643  2,113  2,261  

BPS(원) 2,962  4,330  5,542  8,354  

매출액증가율(%) 26.4% 40.9% -6.3% 105.1% 

영업이익증가율(%) 84.2% 56.2% 44.6% 193.6% 

순이익증가율(%) 174.2% 25.7% 48.9% 166.8% 

EPS증가율(%) 118.8% 25.7% 28.6% 157.1% 

부채비율(%) 106.0% 68.8% 68.8% 36.0% 

자기자본비율(%) -14.5% -44.7% -86.3% -50.0% 

유동비율(%) 183.6% 266.3% 424.4% 561.8% 

ROA(%) 21.6% 24.5% 26.2% 22.0% 

ROE(%) 54.3% 45.1% 44.1% 32.8% 

주: 1) 2014년은 K-GAAP, 2015년~2017년 3분기는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2) 2017년 3분기 누적 EPS, ROA, ROE는 연환산하지 않은 3분기 누적 

순이익 기준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투자설명서, IRKUDOS  

주: 2014년은 K-GAAP, 2015년~2017년 3분기는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투자설명서, IRKU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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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컨설턴트는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컨설턴트는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과 IR 컨설팅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작성일 현재는 종료되었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분석대상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닌 만큼 분석

대상 종목에 대해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 컨설턴트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

해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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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