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진하이솔루스 (271940/KS｜신규상장 예정) 

역할 중요해지는 수소저장용기 No.1 기업 

- 수소 사업(수소저장용기) 및 환경 사업(미세먼지 저감장치) 영위 

- 환경 사업부문은 정책적/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안정적인 Cash Cow 

- 타입4 수소연료탱크, 글로벌 FCEV 점유율 1 위 기업 납품, 꾸준한 성장 기대 

- 선박/트램/지게차/드론 등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모빌리티 증가 

- 각종 모빌리티 + 수소 운송 등에 필요한 튜브트레일러 적용 제품 실증 진행 중 
 

미래 지향적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보유 기업 

일진하이솔루스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으로 대표되는 환경 사업과 수소/CNG 탱크 및 

모듈로 대표되는 수소 사업을 영위 중인 미래 지향적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환경 사업부문과 수소 사업부문의 매출 비중은 각각 50.6%, 

49.4%를 기록 중이다. 우선 환경 사업부문에서는 중대형 경유 차량의 미세먼지 발생량

을 줄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생산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장은 차종별, 제품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동사는 중대형 차량 및 동시저감장치 부문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 

중이다. 노후 경유차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이 체

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환경 사업부문은 안정적인 Cash Cow 역할을 수행 중이

다. 더불어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저감장치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수소 사업부문은 동사의 Type 4 수소연료탱크가 수소연료전지차(FCEV) 글로

벌 점유율 1 위 기업에 채택/적용됨으로써 기술력을 이미 인정 받았다. 고객사의 수소연

료전지차 생산 확대 계획에 발맞춰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 
 

글로벌 No.1 수소저장용기 전문 기업 

수소라는 에너지원이 적용되는 분야가 확대되면서 수소의 운송/보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동사의 수소저장용기(Storage)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현재는 수소연료전지 승용/상용차량의 비중이 높지만, 선박/트램/지게차/드론 등 수소연

료전지를 채택하는 모빌리티들이 증가하면서 각 분야별 수소저장용기에 대한 수요도 증

가할 전망이다. 수소의 수요처가 늘어나면서 수소 운송 등에 필요한 튜브트레일러 시장 

확대도 고무적이다. 현재 여러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수소저장용기는 물론 수소 운송에 

활용되는 튜브트레일러 제품에 대한 실증이 진행 중인만큼 구체적인 양산 및 사업화 계

획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 하다. 
 

공모개요 

8 월 19 일부터 20 일까지 양일간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일진하이솔루스의 공모 희망가액

은 25,700 원~34,300 원이다. 예상 시가총액은 9,333 억원~1 조 2,455 억원이며, 공모 

예정금액은 2,800 억원~3,737 억원이다. 수소 승용차 시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 

분야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수소의 사용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수소의 운송/보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상 EPS 기

준 P/E 는 25X~33X 수준으로,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기업임을 감안하면 Valuation 

매력도 높다는 판단이다. 상장 이후 유통가능 물량도 24%에 불과해 수급 부담도 적다. 

Peer Group 조정을 통해 공모 희망가액을 보수적으로 재산정 한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공모개요 
자본금 145 억원 
공모주식 수 10,893,990 주 
공모희망가 25,700 ~ 34,300 원 
공모금액 2,800 ~ 3,737 억원 
상장예정 주식수 36,313,190 주 
예상 시가총액 9,333 ~ 12,455 억원 
수요예측일 2021년 08월 19일~20일 
상장예정일 2021년 09월 03일 
  
주요주주(보호예수 기간) 
최대주주(1Y) 59.6 % 
도레이첨단소재(1Y) 10.4 % 
우리사주조합(1Y) 6.0 %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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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73-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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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하이솔루스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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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진하이솔루스, SK증권  /  주: 일진하이솔루스 자체 추정치  자료: 일진하이솔루스, SK증권 

 

지역별 매출 비중   글로벌 수소용기 시장 전망 (단위: 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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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사 수소전기차 생산 및 투자 계획 (단위: 만대, 십억달러)  주요 Application 별 시장 전망 및 사업화 추진 현황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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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2025년 2030년 추진 현황 

튜브 

트레일러 
1.0 Bn 2.4 Bn 

 - 지자체/수소유통사 실증 및 

 사업화 협력 추진 중 

선박 10 Bn 18.7 Bn 
 - 국내 대표 조선사 대형 수소 선박용 

   탱크 개발 및 공급 MOU 체결 

지게차 0.03 Bn 0.1 Bn 
 - 시범 사업용 제품 납품 및 

   공동 개발, 국책과제 등 

트램/철도 68 -  - 실증용 제품 공동 개발 중 

드론/PAV 3.8 만대 196 만대  - 드론용 용기 물량 공급 중 

자료: 현대차,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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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개요  

구분 내용 

액면가 500 원 

수요 예측일 2021년 08월 19일(목) ~ 20일(금) 

청약 예정일 2021년 08월 24일(화) ~ 25일(수) 

납입 예정일 2021년 08월 27일(금) 

매매 개시일 2021년 09월 03일(금) 

공모 주식 수 10,893,990 주 

공모 후 주식 수 36,313,190 주 

공모 희망가액 25,700 원 ~ 34,300 원 

공모 예정금액 2,800 억원 ~ 3,737 억원 

자료: 일진하이솔루스, SK증권 

 

 

공모 후 주주구성  

주주명 주식수 비중 

최대주주(일진다이아몬드) 21,627,500 주 59.6 % 

기존 주주(도레이첨단소재) 3,791,700 주 10.4 % 

우리사주조합 2,178,798 주 6.0 % 

공모주주 8,715,192 주 24.0 % 

자료: 일진하이솔루스, SK증권 

 

 

보호예수 현황  

구분 주식수 지분율 보호예수 기간 

최대주주(일진다이아몬드) 21,627,500 주 59.6 % 

1년 기존 주주(도레이첨단소재) 3,791,700 주 10.4 % 

우리사주조합 2,178,798 주 6.0 % 

유통제한물량 소계 27,597,998 주 76.0 % - 

공모주 8,715,192 주 24.0 % - 

유통가능물량 소계 8,715,192 주 24.0 % - 

합계 36,313,190 주 100.0 % - 

자료: 일진하이솔루스,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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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그룹 EV/EBITDA 산정내역 (단위: 억원,) 

구분 상아프론테크 한온시스템 Hexagon 

기준 시가총액 7,866 85,461 67 

이자지급성부채 993 33,209 - 

현금및현금성자산 185 11,269 13 

순차입금 807 21,940 -13 

기업가치(EV) 8,674 107,401 54 

영업이익 24 940 0 

유무형자산상각비 24 1,144 1 

EBITDA 48 2,084 0 

EBITDA 1분기 연환산 191 8,337 1 

EV/EBITDA (배) 45.4 12.9 53 

적용 EV/EBITDA (배) 37.2 

자료: 일진하이솔루스, SK증권 

 

 

희망 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 내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42,845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20.0 % ~ 40.0 % 

공모 희망가액 밴드 25,700 원 ~ 34,300 원 

예상 시가총액 9,333 억원 ~ 12,455 억원 

자료: 일진하이솔루스, SK증권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나승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1년 8월 5일 기준) 

매수 90.48% 중립 9.52% 매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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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월 결산(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월 결산(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유동자산 98 122 126 558 502  매출액 187 203 286 919 1,135 

현금및현금성자산 0 3 34 186 147  매출원가 115 143 193 588 72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 57 43 136 51  매출총이익 73 60 93 331 413 
재고자산 50 61 47 77 184  매출총이익률 (%) 38.8 29.5 32.4 36.1 36.4 

비유동자산 129 167 156 221 311  판매비와관리비 69 69 87 205 262 
장기금융자산       영업이익 4 -9 6 126 151 
유형자산 95 124 116 177 238  영업이익률 (%) 2.0 -4.5 2.1 13.7 13.3 
무형자산 34 42 39 39 45  비영업손익 -3 -6 -4 -13 3 

자산총계 227 289 282 779 813  순금융비용 4 4 5 4 -1 
유동부채 165 190 178 366 244  외환관련손익 0 -1 1 0 -1 

단기금융부채 129 115 106 41 1  관계기업투자등 관련손익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4 73 70 275 178  세전계속사업이익 1 -15 2 113 154 
단기충당부채    5 6  세전계속사업이익률 (%) 0.6 -7.3 0.7 12.3 13.5 

비유동부채 14 15 18 36 37  계속사업법인세  0 0 20 -2 
장기금융부채    2 2  계속사업이익 1 -15 2 94 156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 3 5 7 2  중단사업이익      
장기충당부채    8 11  *법인세효과      

부채총계 179 205 196 402 281  당기순이익 1 -15 2 94 156 
지배주주지분 48 84 86 377 532  순이익률 (%) 0.6 -7.3 0.7 10.2 13.7 

자본금 30 37 37 48 145  지배주주 1 -15 2 94 156 
자본잉여금 99 143 143 331 234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0.55 -7.33 0.73 10.21 13.72 
기타자본구성요소       비지배주주      
자기주식       총포괄이익 1 -15 2 91 155 
이익잉여금 -82 -96 -94 -3 153  지배주주 1 -15 2 91 155 

비지배주주지분       비지배주주      
자본총계 48 84 86 377 532  EBITDA 12 1 18 145 184 
부채와자본총계 227 289 282 779 813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월 결산(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월 결산(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영업활동현금흐름 -23 19 45 226 74  성장성 (%)      

당기순이익(손실) 1 -15 2 113 154  매출액 2.8 8.5 40.6 221.5 23.5 
비현금성항목등 14 21 24 66 51  영업이익 흑전 적전 흑전 2,023.7 19.5 

유형자산감가상각비 7 8 10 15 28  세전계속사업이익 흑전 적전 흑전 5,328.7 35.5 
무형자산상각비 1 2 2 3 5  EBITDA 흑전 -90.3 1,421.0 711.8 26.7 
기타 5 10 12 47 18  EPS(계속사업)      
운전자본감소(증가) -34 18 24 51 -108  수익성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증가) -25 -14 15 -102 77  ROE 2.2 -22.6 2.5 40.5 34.3 
재고자산감소(증가) 8 -10 13 -44 -114  ROA 0.5 -5.8 0.7 17.7 19.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11 39 -1 183 -69  EBITDA마진 6.5 0.6 6.2 15.8 16.2 
기타 -56 -25 26 -190 152  안정성 (%)      
법인세납부  0  -1 -24  유동비율 59.5 64.3 70.8 152.7 205.4 

투자활동현금흐름 -15 -53 -4 -202 -71  부채비율 371.1 245.4 228.9 106.5 52.8 
금융자산감소(증가)    -150 37  순차입금/자기자본 267.8 134.8 83.8 -77.5 -47.8 
유형자산감소(증가) -13 -40 -4 -52 -104  EBITDA/이자비용(배) 3.0 0.3 3.6 34.1 346.7 
무형자산감소(증가) -2 -13 0 -2 -8  주당지표 (원)      
기타 0 0 0 2 4  EPS(계속사업)      

재무활동현금흐름 33 36 -9 128 -41  BPS      
단기금융부채증가(감소) 30 -14 -9 -66 -40  CFPS      
장기금융부채증가(감소)    -1 -1  주당 현금배당금      
자본의증가(감소)  50  200   Valuation지표 (배)      
배당금의 지급       PER(최고)      
기타 3  0 5   PER(최저)      

현금의 증가(감소) -5 2 32 151 -39  PBR(최고)      
기초현금 6 1 3 35 186  PBR(최저)      
기말현금 1 3 35 186 147  PCR      
FCF -33 -29 41 170 -17  EV/EBITDA(최고) 11.8 108.8 5.0 -1.8 -1.3 

자료 : 일진하이솔루스, SK증권       EV/EBITDA(최저) 11.8 108.8 5.0 -1.8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