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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분석 ] 

 한솔테크닉스(BBB+), 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는 동사의 신용등급을 ‘BBB+/안정

적’으로 평정 (공모잔액 : 800억원) (개별민평 1년 2.692%)    

 현대중공업(A-), 한국기업평가는 동사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평정  

 

 한솔테크닉스(BBB+), 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는 동사의 신용등급을 ‘BBB+/안정적’으

로 평정 하였으며, 이는 ①다각화된 제품포트폴리오, 안정적 고정거래기반 등 사업안정성 

양호, ②수익가변성 상존하나, 전반적인 재무안정성 양호, ③안정적인 수주기반을 통한 현 

수준의 수익성 유지 전망, ④개선된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 유지 전망, ⑤단기상환부담 높

은 수준이나, 양호한 재무융통성이 유동성위험 완화 때문임. 1966년 ㈜한국마벨로 설립된 

동사는 한솔그룹 소속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임. 최대주주는 한솔홀딩스㈜로 20%의 지

분을 보유하고 있음. 최근 사업부 조정을 거쳐 파워모듈, 태양광 모듈, LED 소재 등 IT부품 

공급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음. 2015년 8월 휴대폰 조립사업이 추가된 이후 외형이 크

게 성장하였음.      

 

 현대중공업(A-), 한국기업평가는 동사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평정 하였으며, 이는 ①

우수한 사업역량에도 불구하고 조선업황 침체로 사업안정성 저하, ②수익성은 낮은 수준이

나, 유상증자 등 자구계획으로 재무구조 우수, ③수주 잔고 증가와 선가 회복세 등으로 사

업적 불확실성 완화 추세, ④분할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 ⑤풍부한 현금성자산 등을 바탕으

로 유동성 대응능력 우수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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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크레딧 스프레드(기준: 2019.5.29) 
  

 

 
3 개월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20 년 

국고채 (%) 1.667  1.663  1.642  1.615  1.635  1.735  1.771  

공사채 AAA (bp) 5.4  7.4  9.1  13.0  11.6  9.3  8.6  

은행채 AAA (bp) 8.4  9.9  11.2  14.6  16.9  23.3  30.2  

기타금융채 AA+ (bp) 14.2  17.2  20.7  25.9  30.4  63.7  101.1  

기타금융채 AA0 (bp) 17.7  18.7  21.8  28.7  45.5  87.3  128.7  

기타금융채 AA- (bp) 20.6  21.6  28.5  35.5  58.1  111.3  151.9  

기타금융채 A+ (bp) 28.6  33.6  46.6  82.1  111.1  167.3  201.8  

무보증사채 AAA (bp) 8.9  13.3  15.8  20.9  21.3  25.0  44.1  

무보증사채 AA+ (bp) 12.3  15.5  17.6  23.4  26.3  52.4  82.8  

무보증사채 AA0 (bp) 16.6  18.8  21.4  26.8  32.4  91.0  144.3  

무보증사채 AA- (bp) 19.1  21.8  24.0  29.2  43.2  126.1  198.8  

무보증사채 A+ (bp) 24.8  27.8  31.7  50.7  84.2  167.8  235.2  
 

자료: 본드웹, 유진투자증권 

 

 

도표 2  전일(기준: 2019.5.28 대비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폭) 
  

 

 
3 개월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20 년 

국고채 (bp) -0.9  -1.1  -3.3  -3.2  -4.0  -5.2  -5.4  

공사채 AAA (bp) 0.2  -0.4  0.5  0.0  0.0  0.0  0.0  

은행채 AAA (bp) -0.0  -0.1  0.5  0.3  0.0  -0.0  0.1  

기타금융채 AA+ (bp) -0.1  -0.0  0.5  0.4  0.5  0.0  0.0  

기타금융채 AA0 (bp) -0.1  0.0  0.5  0.4  0.5  0.0  0.0  

기타금융채 AA- (bp) 0.0  0.0  0.7  0.7  0.5  0.0  0.0  

기타금융채 A+ (bp) 0.3  0.0  0.1  -0.4  -0.3  0.0  0.1  

무보증사채 AAA (bp) 0.2  -0.2  0.5  0.0  0.0  0.0  0.0  

무보증사채 AA+ (bp) 0.2  0.0  0.8  0.1  0.0  0.0  0.1  

무보증사채 AA0 (bp) 0.2  -0.0  0.7  0.2  0.0  0.0  0.0  

무보증사채 AA- (bp) 0.2  -0.1  0.7  0.1  0.0  0.0  0.0  

무보증사채 A+ (bp) -0.2  -0.3  0.0  -0.6  -0.6  -0.7  -0.7  
 

자료: 본드웹,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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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회사채 수요예측 (기준: 2019.5.29) 
  

 

정정전 정정후 기준금리 하단 상단 결정금리

3Y 1,000 1,000 0 개별민평 3년 -15 15 발표전 0

5Y 500 500 0 개별민평 5년 -15 15 발표전 0

2Y 300 300 0 등급민평 2년 -10 10 발표전 0

3Y 200 200 0 등급민평 3년 -10 10 발표전 0

5Y 1,000 1,000 0 개별민평 5년 -15 15 발표전 0

7Y 1,000 1,000 0 개별민평 7년 -15 15 발표전 0

10Y 1,000 1,000 0 개별민평 10년 -15 15 발표전 0

대림에너지 2019-05-28 A- 3Y 500 500 2019-06-03 KB 0 등급민평 3년 -20 20 발표전 0

5Y 1,600 1,700 6,200 개별민평 5년 -15 15 0 0

7Y 600 600 2,600 개별민평 7년 -15 15 -4 0

10Y 800 1,100 3,400 개별민평 10년 -15 15 -11 0

8,500 8,900 12,200 0

SK 2019-06-04 KBAA+2019-05-27

미매각
금리밴드(bp)수요

예측

(억원)

수요

예측일
만기등급 발행일 주관사

발행금액 (억원)
구분

S-OIL 2019-05-29 AA+ 2019-06-07 KB

동화기업 A- 2019-06-10 KB2019-05-30

연합자산관리 2019-06-10 한국2019-05-30 AA

 
자료: 다트, 유진투자증권 

 

[ Eugene Credit Daily - 2019.5.30 (목) ] 

 

[ 유효등급 상향 ] 

 

* KB 증권 (AA+), 한신평 ‘AA/긍정적’→’AA+/안정적’ (한기평 ‘AA+/안정적’, 

나신평 ‘AA/긍정적’) (유효등급 : ‘AA’에서 ‘AA+’로 상향) 

 

- 사업안정성 및 수익성 개선  

( 2018 년 영업순수익 시장점유율 7.4% ) 

( ROA (별도) : 16 년 -0.0% → 19 년 3 월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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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금융그룹 편입 이후 리스크관리 강화 

 

[ 여전사 ] 

 

리스크 관리 '비상' 걸린 BNK 캐피탈 / 연체율·고정이하여신 우상향…부동산 PF 

거액부실도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7010004

7080002934&lcode=00&page=1&svccode=00 

 

[ 현대중공업그룹 ] 

 

국민연금,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안 ‘찬성’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90529

5534u&category=IB_FREE 

 

신용도 위기 현대중공업, 사모채만 줄줄이  

1000 억 발행, 올해 두 번째…실적 부진, 대우조선 인수 부담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신용등급 위태 / 조선업황 회복 더뎌 실적개선도 요원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7010004

6010002872&lcode=00&page=3&svccode=00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재무리스크 덜었다  

9 조 카타르 바잔 프로젝트 분쟁 종결, 2500 억원대 합의 추측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9010005

3000003337&lcode=00&page=1&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70100047080002934&lcode=00&page=1&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70100047080002934&lcode=00&page=1&svccode=00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905295534u&category=IB_FREE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905295534u&category=IB_FREE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70100046010002872&lcode=00&page=3&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70100046010002872&lcode=00&page=3&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90100053000003337&lcode=00&page=1&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90100053000003337&lcode=00&page=1&svccod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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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금융그룹 ] 

 

대신 F&I, 잇딴 장기물…차입구조 개선 착수  

단기 비중 80%, 만기 다각화 작업…'나인원 한남' 부채 증가 대응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8010004

9360003098&lcode=00&page=3&svccode=00 

 

[ CJ 그룹 ] 

 

CJ 제일제당, 미 프리노바 인수 실패 

“1.9 조원 슈완스 인수로 인한 재무구조 부담에 과감한 베팅 못한 듯”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90529

6967u&category=IB_FREE 

 

[ 롯데그룹 ] 

 

우리금융, 우리ㆍ롯데카드 합병 포석?…우선매수권 없이 경영권 인수 가능 

우리금융 "단순 재무적 투자자"설명 불구, 시장은 궁금증 

수년뒤 '합병' 진행하면 롯데카드 지분 50%이상 확보가능 

MBK ㆍ롯데는 합병신주로 엑시트…MBK 풋옵션도 가능한 구조 

http://www.investchosun.com/2019/05/29/3237919 

 

우리·롯데카드 결국 합병…시나리오 확산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2087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80100049360003098&lcode=00&page=3&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80100049360003098&lcode=00&page=3&svccode=00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905296967u&category=IB_FREE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905296967u&category=IB_FREE
http://www.investchosun.com/2019/05/29/3237919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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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그룹 ] 

 

'흑자행진' 한화건설, 잉여금 3 년만에 1 조 회복  

[건설리포트]국내 대형 복합개발사업·이라크 프로젝트 순항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8010005

0120003144&lcode=00&page=1&svccode=00 

 

[ SK 그룹 ] 

 

"라오스 보조댐 붕괴, 불가항력 아니었다"…SK 건설 "동의 못 해" 

독립 전문가 위원회, 인재로 결론…"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다" 

SK 건설 측 "사고 전후 정밀조사 결과와 불일치, 과학적 근거 결여"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8166551084?input=1195m 

 

[ 현대자동차그룹 ] 

 

현대로템, '카타르 쇼크' 여전…등급방어 '의문'  

[Earnings & Credit]올해 1Q 실적 부진 이어져…훼손된 재무구조, 악화 추세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7010004

6590002906&lcode=00&page=2&svccode=00 

 

  

본 자료는 보도된 사실의 단순요약으로 당사가 공식적(ex. 당사 홈페이지, Fnguide 등을 통한 공개)으로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가 아닙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채권•특정주식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
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
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
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80100050120003144&lcode=00&page=1&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80100050120003144&lcode=00&page=1&svccode=00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8166551084?input=1195m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70100046590002906&lcode=00&page=2&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270100046590002906&lcode=00&page=2&svccod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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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Contact Points 

 
 

 

 

 

채권영업팀 
    
팀장 권용진  jinyk88@eugenefn.com 02-368-6390/99 

부장 박민호  mhobond@eugenefn.com 02-368-6482 

이사대우 전소진  19768@eugenefn.com 02-368-6688 

부장 조만식  mcho8855@eugenefn.com 02-368-6478 

부부장 윤현식  hyunsikyoon@eugenefn.com 02-368-6481 

차장 윤은총  eunchong.yun@eugenefn.com 02-368-6513 

차장 이동열    

대리 강민형 kangmint@eugenefn.com   

대리 신영숙  pctsys@eugenefn.com 02-368-6525 

사원 성창범   02-368-6692 
 

투자금융팀 
        
팀장 김성수  ssoo@eugenefn.com 02-368-6614 

이사 황대진  hdaejin@eugenefn.com 02-368-6456/57 

차장 안정환  aqua4157@eugenefn.com 02-368-6472 

대리 박보경  angelpbk@eugenefn.com 02-368-6631  

대리 박지혜  jh1130@eugenefn.com 02-368-6540 

사원 유단비  danbiyou@eugenefn.com  02-368-6493 

사원 오은지 qweiop596@eugenefn.com 02-368-6460 

    

CapitalMarket 팀     

팀장  이병인 al0188@eugenefn.com 02-368-6404 

부부장 정경선   

차장 민현대 m070466@eugenefn.com 02-368-6469 

차장 설우석 sulsagang@eugenefn.com  02-368-6557 

차장 조희영  chy7079@eugenefn.com  02-368-6555 

사원 박상혁 psh7302@eugenefn.com 02-368-6473 

사원 유재승  mypiko7@eugenefn.com   

사원 한신애  tlsdo119@eugenefn.com  02-368-6475  

    

FICC 팀     

팀장  전제응 jaeuhng@eugenefn.com 02-368-6450 

부부장  최주석 jschoi@eugenefn.com 02-368-6458 

대리  정유리 cocoyuri@eugenefn.com 02-368-6678 

사원  오은찬 echo@eugenefn.com 02-368-6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