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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열의 SEE-IT Note
'핫'한 종목, '핫'할 종목(I) → 켐트로닉스, 휴니드

켐트로닉스(089010.KQ)
시총 1,039억, 주가 8,360원
 기업개요
디스플레이 TG (Thin Glass) 식각액등 화학사업과 무선충전등 전자부품 공급 기업. 연간 매출 3,000억 전
후에 OP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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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포인트: V2X모듈 조 단위 시장 꿈을 향해서
1. 조단위 시장규모인 V2X (Vehicle to Everything) 모듈 시장을 노린다.

14년 설립한 ICT연구소는 30명의(R&D 21명) 인원으로 최대주주 아들이 추진한 것이다. 전략적 파트너는
NXP Semiconducots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1위)이다. 이것만으로도 회사의 미래 전략의 응측된 힘이 지
속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의 근거는 충분해 보인다. NXP로부터 제안 받아 15년 중순부터 개발 시작한
VTX모듈 제품을 최근 17년 6월 NXP에 공급했다. 20~21년(빠르면....) 완성차향 사업규모 등 가시적 성과
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 V2X 모듈 (OBU, 스마트안테나)

V2V(차량간 통신)와 V2I(차량과 인파라간 통신)으로 구성된다. 커넥티드/스마트카에 먼저 적용되고 완전
자율주행차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센서는 거리의한계가 있지만 V2X 솔루션은 5~10km 앞의 교
통상황에 대한 여러 교통신호 정보 제공 가능한 것이다. 예를들어 GPS 터널안 차량의 맵핑이 어려운데
V2X는 이것이 가능하다. LTE망으로도 가능하지만 WAVE (5.9GHz) 무선통신으로 추진되고 있다.

V2X칩 선구자는 이스라엘의 오토톡스, 호주의 코다와이어릴스이다. 코다는 NXP에 칩을 라인세스로 매각
했다. 하지만, 표준 SW Stack은 여전히 코다가 보유하고 있다. 현재 V2X 솔루션에서 켐트로닉스 V2X모
듈을 담당하고 있고 각종 다른 통신칩및 부품을 (lTE, GPS, Wi-Fi, BT, CAN, HDMI, HD Camera) 하나의
board에 얹어서 OBU (On Board Unit) 형태로 공급한다. V2X의 궁극적 솔루션인 '스마트 안테나' 컨셉 (Vs
현재 OBU, On Board Unit) 플랫폼은 NXP는 켐트로닉하고만 진행 중이다. 안테나 제작업체를 sourcing
중이다.이 스마트 안테나에 V2X, LTE, GPS, Wi-FI, BT (Bluetooth), CAN (Car Audio Network), AM/FM, DAB
(Digital Automotive Broadcasting), Automotive Ehternet이 하나의 board형태로 공급되는 것이다. 들어간
다.

3. 변수는? 23~25년까지 기다리나?

시장에서 과연 네트워크 선택(셀룰라, WAVE, 5G)이 어디로 될 것인가이다. 통신업체는 5G를 원할 것이다.
이 경우 25년까지 엄청난 시장의 변화는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즉, 자율주행 완성차의 본격화를 두고
시장 참여자간의 이해 관계와(5G망/WAVE등 표준화 등)미국 교통부의 16년 12월 입법 예고한 23년까지
모든 승용차 V2X기능 장착 의무화 추진 의사 등이 얼마나 빨리 현실화될 수 있는지가 여전히 중요 변
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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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행차 기대속 50% 추가 상승?

주가는 모멘텀이 더 남아 있어 보인다. 회사의 신사업 의지, 전략적파트너의 든든한 힘에 대한 기대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18.2Q 예정된 서울/제주도 자율주행차 테스
트베드 사업 입찰(규모 4,000여대=100억)이 그 역할의 핵심 요인이다. 동사는 컨소시엄으로(통상 7~9개
관련 부품/SW/통신사업자등 기업 구성) 참여예정인데..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 확보를 확인 하느냐가 중
요한 마일스톤이 될 전망이다. V2X 시장규모를 일부에서는 20년 23.8백만대까지 내다 보고 있다. 시점을
25년으로 미루고 여러 지연 요인을 반영 규모를 20%만 잡은 4.8백만대 (전세계 연간 자동차 판매의 약
5%)로 가정한다. 이 시장에서 동사의 M/S를 10%, 마진 10%, 여기에 PER 10배, 현금할인율을 적용하면
약 1000억원의 가치부여가 추산 가능하다. 6,000원부터~지금까지 주가 상승요인을 V2X로 가정한다면,
주가가 290억은 이미 반영되었다고 본다. 이 경우 약 700억원의 (현 시총의 +67%) 시총 추가 상승여력
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직은 가정의 가정이다. 하지만, 기술력/전략적 제휴가 하나하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자율주행차 테마 자체에 찬물을 끼얻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동사의 캐시카우
인 기존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앉는다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세를 막을 변수는 찾기
힘들어 보인다.

[그림1] 켐트로닉스 주가 차트(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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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골든브릿지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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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니드(005870.KQ)
시총 1,814억, 주가 12,850원
 기업개요
68년 대영전자공업으로 설립, 91년 상장, 00년 휴니드테크놀러지스로 사명 변경. 주요 사업은 방산/국내/
전술통신, 지휘통제(16년 매출 비중 83%), 항공전자/해외 (13%), 민수/통합관제. U-CITY (4%). 보잉이 06
년 지분 투자로 12% 보유로 김유진회장 최대주주 22%에 이어 2대주주, 알리안츠 7% 보유 (06년이후)

 투자포인트 : 총 예산 5.4조 육군 통신체계
1. TICN HCTRS, 7~8년 1.4조 규모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차세대 군 전술정보통신체계) 의 주요 체계인 HCTRS
(High Capacity Trunk Radio, 대용량 무선전송체계) 총예산 5.4조인 육군 통신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다. 양산기간이 16~24년까지이다. 휴니드는 향후 7~8년 동안 ~1.4조 사업규모 담당한다.

2. 연말-연초 2차 수주관련 실망-회복으로

17년 12월 20일 TICN HCTRS 2차 양산 수주 (17년 12월 20일~19년 10월 31일, 계약금액 3,087억)를 받
았다. 하지만 주가는 이틀간 17% 추락했다. 3,600억 기대치에 다소 못미친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연말로 계약이 다소 미루어진 거스 정권 교체 및 방사청장 교체 과정의 방위사업 진행 자체가 다
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시장의 차츰 중장기 사업진행에 문제 없다는 점은 인식하면서 주가는
발표 직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3. 연간 1,200~1,500~1,200억 인식
2차 양산은 연간 1,200억 초중반 인식, 18년말 추가계약되는 것은 19년에 인식될 전망이다. 18년 분기별
실적 분포는 이전과 달리 안정적일 전망이다. (1Q는 yoy 흑전 예상). 18년말 추가공급계약도 기대되어 실
적은 ~19년까지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인식될 전망이다. 20~24년부터 계약은 19년에 이어질 것이고 연
간 1,500~2,000억 인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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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항공전자, IFF Mode5 국산화
보잉에 E/P (Electrical Panel, 계기판), W/H(Wire Harness,전선뭉치). H-47 E/P 1300억 (16~22년). KUH (한국
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FCC (Flight Control Computer), MWR(Missile Warning Receiver)도 개발. IFF
(Identification Friend or Foe, 피아식별장비) Mode 5는 기존 Mode4를 국방부가 20년 초반까지 성능개량
사업 준비중(21-23년 중점 기간. 그 중에서 19~23년기간 동사는 TICN HCTRS 연간 인식 매출 규모의
1/2수준까지 기대되는 사업. 독일의 Hensoldt사와 기술협력으로 진행 중.

 실적 : PER 10배 전후, 중장기 투자매력 높다
17년은 1,800억/10% OPM 수준일 전망이다 18년은 5%이상 매출 증가에 비슷한 10% OPM을 가정하면
현주가는 PER 10배 전후 수준에 불과하다. 중장기 안정적/확정적 실적 베이스에 신규 사업/고객 추가 가
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2] 휴니드 주가 차트(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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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골든브릿지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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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장열)
연락처: 02-3779-3513 / Email: jay.kim1007@gmail.com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
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투자의견

(향후 12 개월)

비율

Sector

시가총액 대비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업종 비중 기준

Neutral (중립)

투자등급 3 단계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등급 4 단계

Buy (매수)

+15% 이상

59.5%

Hold (보유)

-15% ~+15%

15.1%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Not Rated(투자의견없음)

등급보류

Company
(기업)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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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5.4%

비고

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
등급별 비중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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