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8일 기준 주가 : 5,650원 (시총 1,477 억)

유수홀딩스의 전신은 한진해운홀딩스이다.

한진해운홀딩스에서 분할하여 나온 회사이고 한진해운을 들고 있다가 몇해전 사업악화로

한진해운을 한진에게 넘기고 물류/임대사업에 집중하다가 최근(올해 2분기) IT사업에 진출

했다. 

(그 한진해운은 다시 현대상선에게 넘어갔고 지금의 HMM이 되었다….배 개아플듯...)

현재 주가는 모든 회사지분을 제외하고 부동산과 현금에 비해서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다.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피터 린치가 이 주식을 보았다면 몰래 쓸어담았겠지만 한국의

특성상 홀딩스가 잘 될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름을 바꾸면 아마 주가가 떡상할지도 모르겠

다.

별도기업으로서의 유수홀딩스는 임대수입과 배당금 수취로 먹고살고 있다.

올해 반기 기준 37.3억의 수익이 발생했다. 

유수홀딩스의 자회사를 통한 주력 사업은 3가지로 나뉜다.

부동산 임대업 (지분 40%로 지배력 행사) - 비상장1.

로지스틱스 (물류 - 지분 100%로 사실상 본업) - 비상장2.

IT(S/W, H/W, 플랫폼개발 - 지분 100%로 사실상 본업) - 비상장3.

반기 매출 공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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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영업이익 적자/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2분기까지는 매출/영익/당순익 모두 성장, 흑자전환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물류난이 지속될것으로 예상되고 BDI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로지스틱스 회사 및 그 아래에 딸린 해외의 자회사를 통한 매출 증가와 흑자 기조 유지가 예

상된다. 아래는 오늘자 BDI 지수이다.

단, 환차익/환차손 영향은 잘 모르겠다.

(지난 보고서의 경우 환차손보다 환차익이 더 큼)



배당•

당사는 2021년 3월 29일 공정공시를 통해 정규 배당 성향에 대해 매년 배당가능이익
이 있는 경우 일정 규모(FCF의 10~30%) 배당 예정임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발생하는 연
결 당기순이익(비지배지분, 비경상적인 이익/손실 제외)의 30% 이상 주주환원에 활용

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1년 5월 18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장내매수 
방법으로 약 98억원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 작년에는 주당 500원 배당함. 올해는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하려나???



자사주 매입 (21년 5월 ~ 최근) : 100억 규모•

행동주의 주주의 움직임에 따라 회사는 작년 배당도 실시하고 올해는 자사주 매입도

실시하였다. 한진 그룹이 모태인만큼 개듣보잡 기업은 아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자사주 매입 평단가가 7995원이다.

지금 5,650원이니 회사의 자사주 매입 단가대비 30%나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아쉽게 최은영씨(대주주+오너) 개인으로 사지는 않았다.

대주주는 본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상태이다. 

그래서 주가가 무작정 떨어지게 하지는 않을것이라는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내가 만약 이 주가에 회사를 사서 바로 청산한다면 쌉이득이지 않을까•

자산가치를 따져보면 이렇다.

임대중 건물 (부동산) - 공시지가 819억-

투자 부동산 - 기초 장부 금액상 1448.4억 (토지 1317억 + 건물 130억)-



연결기준 현금성 자산 - 1334.2억 (2016년 기준 2000억짜리 건물 작년에 매각함)

-> 건물팔아서 125억은 작년에 배당하는데 씀

별도기준 순현금성 자산 : 393.4억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8억○

단기금융자산 : 356.9억○

장기금융자산 : 58.5억○

금융부채 : 총 110억○

가치평가 및 결론•

부동산 2267억 + 현금 1334억 = 3601억 (현재 시총 1475억)

자회사 지분가치는 완전 무시하고도 자산이 시총보다 월등히 많다.

현금이 일회성으로 발생된 것이고 주가에 반영이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평가이다.



언젠가 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길것같다.

보수적으로 올해 매출 4000억 / 영업이익 80억을 예상해본다.

PER은 약 15~20 사이로 추측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운업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코로나19도 완화되고

있기때문에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해운업이 회복된다면 다시 200~600억 사이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로 돌아갈것이

다.

즉, 장기 투자에 도전하기 좋다고 생각한다. (비중 2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