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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상황 및 사내외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1. ㈜한화 주요 뉴스  

 

1) ㈜한화   

- ESG 위원회 신설, ESG 중시 경영트렌드 선도   

㈜한화는 3월 29일 ESG 가치창출 및 컴플라이언스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ESG 

위원회를 신설함. ESG 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회사 정책에 반영할 계획. 

※ 관련공시: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29800794  

 

 

2) 방산 부문  

- 소형 무인기 대응용 레이저 발진기 기술 시제업체로 선정  

방산 부문은 3월 25일 국방과학연구소 레이저 발진기 기술 

시험개발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이 사업은 소형 

무인기 요격을 위한 레이저 대공무기의 핵심 광원 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발 완료 시 다양한 레이저 무기체계에 

적용이 예상됨. 

 

 

3) 기계 부문  

- 로봇산업 육성 및 로봇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기계부문은 3월 25일 창원시 등 8개 기관과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차세대 핵심 부품과 SW를 개발하여 로봇 산업 육성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관련기사: http://robotzine.co.kr/entry/25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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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사 주요 뉴스 

1) 한화솔루션 

- 유상증자로 총 1조 3,500억원 확보, 태양광 및 수소 분야에서 사업영역 확장 

한화솔루션은 3월, 일반공모 청약자 대상 유상증자에서 청약률 183%를 기록하며, 1조 

3,500억원을 확보함. 이를 통해 태양광 차세대 모듈 개발과 지분투자, 수소 분야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 

※ 관련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0657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인공위성 전문기업 ‘쎄트렉아이’ 지분 30% 인수, 인공위성 사업 강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월, 우주 위성 개발 전문기업 쎄트렉아이의 지분 30% 가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 위성을 개발한 쎄트렉아이의 

지분투자를 통해,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인공위성 사업을 강화할 계획. 

※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8562.html  

- 우주사업 종합상황실 ‘스페이스 허브’출범, 계열사 시너지 기대감  

한화그룹은 3월, 우주사업의 종합상황실인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함. 고체 발사체 개발 기술을 보유한  

㈜한화, 초소형 위성과 부품을 제작하는 한화시스템 등 

계열사간 시너지를 확대해나갈 계획. 

※ 관련기사: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307/105762955/1  

 

3) 한화시스템  

- 신사업 투자를 위해 1.2조원 수준의 유상증자 결정 

한화시스템은 3월, 미래 고성장이 예상되는 에어모빌리티, 

위성통신,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초기 투자를 통한시장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1.2조원 유상증자를 결정함. 이를 

통해 ‘30년까지 매출 23조원을 달성할 계획. 

※ 관련기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9/2021032901832.html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0657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8562.html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307/105762955/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9/2021032901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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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화건설  

- 2조원 규모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2022년 착공 추진  

한화건설이 2022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절차에 착수함. 이 외에 한화건설은 

’20년 10월 9,000억원 규모의 대전역세권 

우선협상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복합 개발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관련기사: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292314e 

 

5)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2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 

6.15%(583억원)을 취득했다고 공시함. 핀테크 관련 신기술 보유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한화투자증권은 이 외에도 토스혁신준비법인㈜의 지분 

7.5%(188억원)을 보유 중임. 

※ 관련공시: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217800436  

 

3. ’21년 1,2분기 주요 IR 활동 

1) 2/26 ’20년 4분기 실적 및 ’20년 배당 발표 : 보통주 주당 700원, 3우B 주당 750원 

2) 3/29 제 69기 주주총회 개최 : 주총의안 전건 승인  

3) ’21년 1분기 실적발표 : 5/14 예정 

 

4. 주요 지표 

당사 및 주요 계열사 투자 정보 

(’21 년 3 월 

31 일기준) 
주가(원) 전년말대비 배당수익률 PER*(배) PBR*(배) 외국인지분율 

㈜한화 31,850 +12.5% 2.6% 7.0 0.6 19.7% 

㈜한화 3 우 B 14,350 +5.1% 5.3% - - 9.1% 

한화솔루션 50,100 +4.6% - 13.2 1.4 17.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0,900 +43.5% 2.2% 15.3 0.8 17.8% 

한화시스템 22,100 +27.8% 1.5% 32.0 2.3 3.9% 

한화생명 3,210 +31.6% 1.2% 6.8 0.2 7.3% 

*FN Guide 제공,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발표한 연간 실적 전망 컨센서스 기준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29231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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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1952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창업 정신으로 설립되어 지난 60여년간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성장해왔습니다. 

글로벌, 방산, 기계 3개 자체사업은 물론 

한화생명, 한화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의 핵심회사 입니다.  

㈜한화는 한화그룹의 모기업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