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단가 : 28,300원

명신산업은 핫스탬핑 공법 적용된 차체 부품 제조 사업 (BODY, 센터 필러 등)

핫스탬핑 제품 시장 규모/매출은 계속 증가중

'20대비 '21 반기까지 영익,당기순이익 흑자 턴어라운드함 (340억)

테슬라에 납품중으로 테슬라 관련 테마로 6월에 시장에서 각광받았었음

명신산업 VER 2.0
2021년 8월 28일 토요일 오전 11:58



핫스탬핑 시장의 빠른 성장 배경에는 완성차 업체들의 EV 항속거리(1회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최

대 거리) 경쟁과 관련 => 차량 경량화 및 차체 안정성 위한 필수 부품

(차체 무게를 낮춤으로써 연비 향상 및 전기차의 주행능력/항속거리 향상)

주요고객

명신산업 -> 1차 협력업체(엠에스오토텍) -> 현차/기아

명신산업 -> 당사 중국법인 -> 중국 내수시장

명신산업 -> 당사 미국법인(심원미국) -> 테슬라등

(선적도착후 30일이내 매출채권현금 수령중)

현금흐름 분석 : GOOD

영업활동으로 현금은 늘고 (NICE)

투자활동 : 설비/공장에 투자하고 있음 (NICE한 부분)

재무활동 : 차입금 상환도 꾸준히 하고 있음

(이번 반기에는 173억 채무+ : 단기/장기 50%)

기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증가중 (반기말 : 1006.6억원) / 시총 1조 5767억

아쉬운점 : 배당을 안함. 20년은 당순익이 적자여서 배당X

주당순이익이 높았던 2019년말에도 배당을 안함

올해 주당 순이익 흑자로 턴어라운드

최근 기관이 수급 늘림



2021.09.07 UPDATE : 중단기 -> 장기 투자 관점 변경

포괄손익계산서 (~21.6)1)

(1) 20년도 당기순이익 손실 사유 : 전환사채 대비 보통주 가격상승으로, 차익만큼 회계상 손실반영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상 반영, 현금유출X)

연결 재무제표 요약2)



현금흐름표3)

분기 요약4)



주석) 상당히 높은 ROE 유지중.. 멀티플을 몇배를 줘야 적당할까?

매출액에서 현대차그룹과 테슬라의 비중(지난해 기준)은 각각 51.2%, 48.8% 수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부터 향후 수년간 매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올해 실적 전망치를 고려할 때 명신산업의 내년 PER(주가수익비율) 추정치는 14.8~18.5배로,•

국내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다.

원자재 SABC1470 , USIBOR 1500  알루미늄 실리콘 도금•

대표이사 : 박봉근•



최대주주 : (주)엠에스오토텍•

남은이슈 : 오버행 이슈 남아있음 (KB운용사 블록딜 매각 희망)•





저 텍사스 신공장에 확정된 차종은 1개 이상으로, 해당 공장을 통해 벤더 다양화 시도중•

"특히 북미 전기차社는 올해부터 향후 수년 간 인도량이 매년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바 

있다."

그만큼 경영진에서 해외부문에서의 성장을 확신하고 있음.

현재 시점에서 소량 매수 -> 지수 급락, 오버행 이슈시 추가 매수 전략으로 비중 늘려나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