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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종목 분석 

 
[4Q19 Review] SPC삼립: 연이은 쇼크는 아쉽지만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10,000원으로 하향 조정(-8%) 

- 목표주가 하향은 2020년 1분기 상해GFS 추정치 하향 조정, 2019년 9월부터 운영한 가평휴게소 리스 회계 기준 회계적 손실분 반영으로 

2020년,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0%, 5% 하향 조정에 기인 

- 4Q19 연결 영업이익은 182억원(-14% yoy, +684%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221억원,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익 208억원을 하회 

- 2020년, 2021년 SPC삼립 연결 매출액은 +10%, +9% 성장할 전망. 내수 기업 중 신선식품, 육가공 등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및 

가평휴게소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이 긍정적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4Q19 Preview] 매일유업: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원년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00,000원으로 하향 조정(-9%) 

- 4Q19 별도 영업이익은 216억원(+4% yoy, +13%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221억원에 부합할 전망이며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익 245억원은 하회할 전망 

- 4분기 국내 분유 매출액 감소 지속, 중국향 조제분유 수출 성장 부진에도 상하목장, 컵커피 등의 주요 제품군 판매 호조 지속과 2018년 

10월 런칭한 성인 영양식 전문 브랜드 ‘셀렉스’ 판매 호조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 

- 경쟁사의 영업력 위축 영향뿐만 상하목장, 컵커피 등으로의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 신사업 확대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대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4Q19 Review] CJ제일제당: 전 사업부가 이끌어낸 실적 호조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390,000원으로 상향 조정(+11%) 

- 4Q19 연결 영업이익은 2,698억원(+56% yoy, -1%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2,011억원,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익 2,187억원을 상회 

- 부문별로는 1) 가공식품: 글로벌 사업의 성장, 설날 선물세트 선반영 및 HMR 판매 호조로 국내 사업 매출액이 성장하여 가공식품 전체 

매출액은 +19% yoy 증가 2) 소재식품: 베트남 사업부 재편 영향으로 매출액은 감소(-2% yoy)하였으나 가공식품, 소재식품을 합산한 

식품 부문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p 개선된 것으로 추정 3) 바이오: 라이신 전략적 감산, 저수익 거래처 디마케팅으로 매출액은 

감소(-12% yoy)하였으나, 원가  및 제품 믹스 개선, 베트남 돈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4.4%p 개선 

- 2020년 저수익 제품 디마케팅 효과로 2020년 약 80억원의 이익 기여가 기대되며, 식품 기지 가동률은 2020년 말 80%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어 식품 부문의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됨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4Q19 Review] 엔씨소프트: 좋은 만큼 아쉬웠던 실적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60,000원으로 기존 대비 5% 상향 

- 2020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에 Target PER 20.5배를 적용하여 목표주가 76만원으로 산출. 예상보다 양호했던 리니지2M의 출시 초기 

매출을 반영하여 리니지2M 국내 매출 추정치는 기존 대비 상향. 반면 해외 매출은 출시 시기 조정으로 하향.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 

반영하여 영업이익 역시 기존 대비 5% 하향 

- 리니지2M 매출은 서프라이즈.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은 부담스러움. 한동안 주가 모멘텀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 

- 해외 출시 일정 구체적으로 공개 시 주가 모멘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 

이민아. mina.lee@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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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19 Preview] 서울반도체: 주인공은 마이크로 LED 

-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19,000원 상향(19%) 

- 2019년 4분기 영업이익 138.9억원(15.7% qoq / -56.6% yoy)으로 종전 추정치 및 컨센서스 상회. 매출은 2,809억원(-0.9% qoq / -

6.6% yoy)으로. 추정치와 컨센서스 부합. 지배순이익은 20억원(-75.6% qoq / -88.2% yoy) 시현 

- 목표주가(2020년 EPS에 목표 P/B 25배 적용)는 19,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은 매수(BUY) 유지. 2020년 마이크로 LED 시장 개화 및 

매출 발생, 조명분야의 공급과잉 축소 및 구조조정 효과로 2020년 하반기에 수익성 턴어라운드 예상 

박강호. knagho.park@daishin.com 

 

[4Q19 Review] 동아에스티: R&D 비용 집중 반영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40,000원 유지 

- 4Q19 별도 매출액 1,564억원(YoY+12.9%), 영업이익 51억원(YoY+744.4%, OPM 3.2%) 당기순이익 138억원(YoY 흑전) 시현. R&D 비용 

집중에 따라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 및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 

- 2020년, ETC 위주 성장 이어지나 이익 개선은 제한적 

홍가혜. kahye.hong@daishin.com 

 

[NDR] 효성: 1분기~2분기가 매수 적기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00,000원 유지 

- 2019년 4분기 실적 NDR 진행 후기 

- 2019년 회계연도 배당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었음. 2019년 배당은 주당 5,0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2020년 주당 

배당금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 배당 증가는 1)2020년 중 효성캐피탈 매각에 따른 배당재원 확보, 2)효성티엔에스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기 때문임. 효성티앤에스는 

2020~2021년 중 상장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함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NDR] 현대중공업지주: 배당에 대한 믿음을 갖자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40,000원 유지. 2019년 4분기 실적 발표 후 NDR 진행 

- 2019년 배당에 대한 의구심 해소, 2020년 자사주 취득 소각 및 배당정책 발표는 주주가치제고에 대한 회사측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한 

것으로 판단함 

-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정유시황 악화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의 실적 가시성은 다소 떨어지는 상황임. 하지만 현 시황의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며, 현대오일뱅크 및 현중지주의 실적은 2020년 3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양지환. jihwan.yang @daishin.com 

 
갤럭시S20 및 폴더블폰(갤럭시Z 플립) 공개  

- 갤럭시S20 시리즈 3,800만대 예상 / 폴더블폰(갤럭시Z 플립) 출시는 긍정적 평가 

- 갤럭시S10(2019)대비 갤럭시S20 시리즈의 특징은 카메라 성능 확대 및 차별화로 평가 

최고 사양 모델인 S20울트라의 카메라(후면): 1억 800만화소 지원(역대 최대 화소/ 4개 카메라 적용, 4800만화소 망원렌즈, 1200만화소 

초광각 렌즈, ToF 렌즈), 광학 5배줌과 디지털 100줌 기능 적용 

- 2020년 갤럭시Z 플립은 폴더블폰의 대중화에 기여, 2020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폴드2(가칭) 등 다양한 폴더블폰의 판매 증가 

예상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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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SPC삼립  
(005610) 

 
연이은 쇼크는 아쉽지만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노희재  
heejae.roh@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10,000 
하향 

현재주가 

(20.02.11) 
81,200 

음식료업종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10,000원으로 하향 조정(-8%)  

- 2020년 1분기 상해GFS 추정치 하향 조정, 2019년 9월부터 운영한 가평휴게소 리스 회계 

기준 회계적 손실분 반영으로 2020년,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0%, 5% 하향 조정 

-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에 따라 목표주가 하향 조정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4분기 

- 2019년 4분기 SPC삼립 연결 매출액 6,575억원(+11% yoy, +7% qoq), 영업이익은 182억

원(-14% yoy, +684%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221억원,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익 

208억원을 크게 하회하였음 

- 부문별로는 [Bakery] 샌드위치류 +9% yoy, 식빵류 +8% yoy, 호빵류 +7% yoy 등의 주요 제

품군의 성장세 지속으로 Bakery 부문 매출액은 +10% yoy을 기록하였으며 전 카테고리의 고

른 성장세로 영업이익률 역시 +0.2%p yoy 개선되며 고무적인 실적 호조 기록. [Food] 외부 

거래처 확대 및 새벽배송 비중 확대로 신선식품(청주/충주) 매출액이 +23% yoy 증가 하였으며 

육가공 부문의 경우 HMR 제품 신규 채널 입점 확대로 매출액이 +7% yoy 증가하며 Food 부

문 전체 매출액은 +16% yoy 증가한 반면 공격적 마케팅 비용 집행 및 잇따른 신제품 출시에 

따른 제품 믹스 변화로 영업이익률은 -1.5%p yoy 기록 

- 가평휴게소의 경우 4분기 반영 매출액은 139억원, 영업적자는 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되나 리스 회계(K-IFRS 1116호)적용으로 회계상의 영업적자는 3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

정 

 

연이은 쇼크가 아쉽지만 

- 2020, 2021년 가평휴게소 매출액은 각각 527억원, 570억원, 영업적자는 14억원, 1억원으

로 추정되나 리스 회계 적용 시 실제 반영될 회계상의 영업적자는 2020년, 2021년 각각 86억

원, 44억원으로 추정. 이는 가평휴게소 총 운영 기간 동안의 비용 반영 방식을 과거 임차료 방

식에서 리스회계로 기준이 변경된 영향 

- 리스 회계 적용 전후를 비교 했을 때 2019~2022년까지는 보수적인 비용 반영으로 리스 

회계 적용 전보다 비용이 크게 계상되어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나 반대로 

2023~2029년은 사업 초창기에 반영했던 금액을 제외하고 리스 회계 적용 전보다 적은 규모

의 비용이 반영될 계획. 결국 총 운영 기간 동안 운용 리스 자산의 사용료 계정의 배분 방식의 

차이일 뿐임 

- 2020년, 2021년 SPC삼립 연결 매출액은 +10%, +9% 성장할 전망. 내수 기업 중 신선식

품, 육가공 등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및 가평휴게소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이 긍정

적임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592  616  635  657  11.0  6.8  649  630  9.8  -4.2  

영업이익 21  2  21  18  -13.8  684.2  22  9  -1.4  -48.2  

순이익 14  -1  17  1  -90.6  흑전 16  8  38.3  509.8  

자료: SPC삼립,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23.12 

시가총액 70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5% 

자본금(보통주) 4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42,500원 / 73,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억원 

외국인지분율 3.48% 

주요주주  파리크라상 외 3 인 73.5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6  -16.7  -6.6  -31.2  

상대수익률 -1.4  -20.4  -18.6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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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매일유업  
(267980)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원년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노희재  
heejae.roh@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00,000 

하향  
현재주가 

(20.02.11) 88,600  
음식료업종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00,000원으로 하향 조정(-9%) 

- 2020,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7%, 4% 하향 조정 함에 따라 목표주가 하향 조정 

 

기대치에 부합할 4분기 

- 2019년 4분기 매일유업 별도 매출액은 3,486억원(+7% yoy, -1% qoq), 영업이익은 216억

원(+4% yoy, +13%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221억원에 부합할 전망이며 종전 대신증

권 추정 영업이익 245억원은 하회할 전망 

- 4분기 부문별로는 1) 인구 구조학적 원인으로 고마진 제품군인 국내 분유 매출액 감소 지속, 

2) 중국향 조제분유 수출 성장 부진에도 3) 상하목장, 컵커피 등의 주요 제품군 판매 호조 지

속, 4) 2018년 10월 런칭한 성인 영양식 전문 브랜드 ‘셀렉스’ 판매 호조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 

- 조제분유 수출 매출액은 2019년 399억원(-7% yoy), 2020년 427억원(+7% yoy)으로 추정 

 

지속 가능한 성장 기대 

- 경쟁사의 영업력 위축 영향뿐만 아니라 전통 유제품 외 상하목장, 컵커피 등으로의 제품 포

트폴리오 다각화 노력, 그리고 셀렉스, 상하목장슬로우키친(HMR) 등의 신사업 확대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대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F)  1Q20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26  350  343  349  6.8  -0.5  345  358  6.2  2.7  

영업이익 21  19  25  22  4.4  12.9  22  22  6.0  1.4  

순이익 13  16  18  15  14.2  -7.1  12  17  0.0  13.9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881  1,300  1,383  1,385  0.1  1,378  47.5  6.5  

영업이익 51  77  100  90  -9.3  93  51.0  17.0  

순이익 35  61  76  71  -7.0  73  76.0  15.8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881  1,300  1,385  1,451  1,505  

영업이익 51  77  90  99  104  

세전순이익 44  80  93  102  104  

총당기순이익 35  61  71  77  79  

지배지분순이익 35  61  71  77  79  

EPS 6,932  7,896  9,044  9,893  10,092  

PER 9.6  10.0  9.8  9.0  8.8  

BPS 57,319  45,146  52,898  62,042  71,334  

PBR 1.2  1.7  1.7  1.4  1.2  

ROE 24.2  19.2  18.5  17.2  15.1  

주1: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주2: 매일유업은 2017년 5월 1일 매일홀딩스에서 유가공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으로 2017년 실적은 
2017년 5~12월 누적치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682.34 

시가총액 69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31% 

자본금(보통주) 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96,400원 / 77,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4억원 

외국인지분율 19.77% 
주요주주  김정완 외 11 인 57.62%  

 브이아이피자산운용 7.9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0  0.0  11.4  14.9  

상대수익률 -2.4  -3.1  -3.6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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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CJ제일제당  
(097950) 

 
전 사업부가 이끌어낸  
실적 호조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노희재  
heejae.roh@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90,000 
상향 

현재주가 

(20.02.12) 
266,500 

음식료업종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390,000원으로 상향 조정(+11%) 

- 2020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4% 상향 조정, 2020년 순차입금 추정치를 6조 8,903억원으로 

하향 조정 하여 목표주가 상향 조정 

- 2020년 순차입금 추정치 하향 조정은 재무구조 개선 전략에 따라 2019년 말 기준 CJ대한

통운 제외 순차입금이 4조 8,017억원으로 크게 축소된 부분을 감안하였음 

- 바이오 사업 부문의 Target Multiple을 기존 9.1배에서 8.3배로 하향 조정 하였는데 이는 불

안정한 해외 시황에 기인. 수급 안정화 시 상향 조정 계획 

 

기대치를 상회한 4분기 

- 2019년 4분기 CJ제일제당 연결 매출액은 5조 9,613억원(+21% yoy, +2% qoq), 영업이익

은 2,698억원(+56% yoy, -1%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2,011억원, 종전 대신증권 추

정 영업이익 2,187억원을 크게 상회하였음 

- 부문별로는 1) 가공식품: 미국, 중국, 베트남 주도의 글로벌 사업 매출액이 +33% yoy 성장 

하였으며 저수익 제품 디마케팅에도 설날 선물세트 선반영 및 HMR 판매 호조로 국내 사업 

매출액은 +15% yoy 성장하여 가공식품 전체 매출액은 +19% yoy 증가하였음. 2) 소재식

품: 베트남 사업부 재편 영향으로 매출액은 -2% yoy 감소하였으나 해당 영향 제외 시 매출

액은 전년 수준에 부합하였음. 가공식품, 소재식품을 합산한 식품 부문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

기 대비 1.4%p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설날 선물세트 선반영 영향 제거 시 식품 부문 영업

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8%p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3) 바이오: 라이신 전략적 감산 및 

생물자원 부문의 저수익 거래처 디마케팅으로 바이오 부문 매출액은 -12% yoy을 기록하였

으나 식품첨가제 중심의 아미노산 원가 개선 및 제품 믹스 개선, 베트남 돈가 급등 등의 영

향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4.4%p 개선되었음 

 

기다리고 기다린 재무구조 개선, 수익성 개선의 조화 

- CJ제일제당은 2019년 식품 부문 수익성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1,002개의 제품 군을 정리

한 바 있음. 관련 비용은 2019년 3, 4분기에 걸쳐 인식 되었으며 대대적인 저수익 제품 디마

케팅 효과로 2020년 약 80억원의 이익 기여 기대 

- 또한 진천 식품 기지 가동률은 2020년 말 80%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어 식품 부문의 수익

성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됨(2019년과 동일 CAPA 기준)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922  5,858  6,001  5,961  21.1  1.8  6,018  5,683  13.2  -4.7  

영업이익 173  273  219  270  56.3  -1.1  201  247  37.8  -8.5  

순이익 -54  2  156  94  흑전 4,756.2  138  79  92.6  -15.8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16,477  18,670  22,393  22,352  -0.2  22,376  13.3  19.7  

영업이익 777  833  846  897  6.0  826  7.2  7.7  

순이익 370  875  215  153  -29.0  140  136.4  -82.6  

자료: CJ제일제당,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38.38 

시가총액 4,16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30% 

자본금(보통주) 7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39,500원 / 212,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1억원 

외국인지분율 20.21% 

주요주주  CJ 외 8 인 45.51%  
 국민연금공단 12.5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6.1  4.1  9.9  -19.7  

상대수익률 14.5  -0.4  -4.6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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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엔씨소프트  
(036570) 

 좋은 만큼 아쉬웠던 실적 

 

이민아  
 
mina.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760,000 
하향 

현재주가 

(20.02.12) 
650,000 

디지털컨텐츠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760,000원으로 기존 대비 5% 하향 

- 2020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에 Target PER 20.5배를 적용하여 목표주가를 76만원으로 산

출. Target PER은 기존과 동일하게 글로벌 게임 peer의 2020년 PER 평균을 10% 할인 

- 예상보다 양호했던 리니지2M의 출시 초기 매출을 반영하여 리니지2M 국내 매출 추정치는 

기존 대비 상향. 반면 해외 매출은 출시 시기 조정으로 하향.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 반영하여 

영업이익 역시 기존 대비 5% 하향 

- 리니지2M 매출은 1분기에도 견조한 수준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다만 리니지2M과 신

작의 출시 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 리니지2M의 해외 출시 일정 가시

화 시 주가 모멘텀 되살아날 전망 

 

리니지2M 매출은 서프라이즈.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은 부담스러움 

- 4분기 매출액은 5,338억원(YoY 33.6%, QoQ 34.2%), 영업이익은 1,412억원(YoY 25.4%, 

QoQ 9.5%) 기록.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하회 

- 11월 27일~12월 31일 리니지2M 일매출은 50억원 기록한 것으로 추정. 당사 추정치(일매

출 40억원)를 25% 상회하는 성적. 다만 아이템 매출 인식 관련 회계기준 변경으로 이 중 

20%가 1분기로 이연되었음 

- 결제액만 놓고 보면 2020년 리니지2M의 국내 일매출 상향 필요. 회사측도 리니지2M의 유

저 지표는 최근까지도 상승 추세이며 리니지M과는 달리 초기 대비 매출 하향 폭이 크지 않

다고 언급. 이에 2020년 리니지2M 일평균 매출 기존 25억원에서 28억원으로 상향 

- 리니지2M의 해외 출시 일정과 출시 지역은 미공개. 기존에는 8월 중순 일본 출시를 가정하

여 8~9월 일매출을 8억원으로, 4분기 일매출을 5.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었으나 해외 출시 

시기를 10월로, 4분기 일매출을 5억원으로 조정 

- 이외 PC 게임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 증가하며 견조. 특히 리니지2는 리니지2M 출시에도 

매출이 오히려 증가(QoQ 21%). 8월 진행된 대규모 업데이트 효과 

- 리니지M 매출 역시 연말 성수기 효과로 전분기대비 6% 증가. 리니지2M과의 매출 잠식 영

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 

- 4분기 인건비는 1,699억원(YoY 25.3%, QoQ 46.3%)으로 대폭 증가. 리니지2M 특별상여와 

전사 인센티브 지급액이 선반영되었기 때문. 엔씨소프트는 3월 말을 성과년도 기준으로 삼고 

있어 1분기에도 대규모 인센티브 비용 발생 가능성 존재.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5% 하향 

 

해외 출시 일정 공개 시 주가 모멘텀 살아날 것 

- 긍정과 부정이 혼재된 실적. 리니지2M 국내 매출은 기대치 이상이나 예상 대비 큰 규모의 

인센티브 지급은 부담. 따라서 한동안 주가 모멘텀은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 

- 리니지2M의 해외 출시 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다시 주가 모멘텀 강화될 전망. 하반기 

중 출시 계획인 점은 변함 없으므로 올해 중순경에는 출시 일정과 지역 공개 가능할 전망. 

국내 흥행 성과를 고려하면 해외 시장 흥행은 담보되어 있다는 판단. 해외 출시를 앞두고 기

대감 선반영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00  398  549  534  33.6  34.2  535  665  85.3  24.5  

영업이익 112  129  198  141  25.4  9.5  182  251  215.5  77.7  

순이익 67  114  172  54  -18.4  -52.0  143  206  179.1  280.9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PI 2238.38 

시가총액 14,27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03% 

자본금(보통주) 1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72,000원 / 430,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25억원 

외국인지분율 51.73% 

주요주주  김택진 외 9 인 12.00%  
 국민연금공단 11.4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9  21.7  24.0  49.9  

상대수익률 5.4  16.4  7.6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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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서울반도체  
(046890) 

 주인공은 마이크로 LED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양원철  
wonchol.yang@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9,000 
상향 

현재주가 

(20.02.12) 
15,55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19,000원 상향(19%) 

- 연결, 2019년 4분기 영업이익 138.9억원(15.7% qoq / -56.6% yoy)으로 종전 추정치 및 

컨센서스 상회. 매출은 2,809억원(-0.9% qoq / -6.6% yoy)으로. 추정치와 컨센서스 부

합. 지배순이익은 20억원(-75.6% qoq / -88.2% yoy) 시현 

- 조명분야에서 공급과잉 지속으로 가격 하락, TV용 LED도 추가적 매출 증가에 한계, 한국 

TV 업체의 LCD TV 라인 축소 영향으로 매출이 부진하여 고정비 부담이 가중. 그러나 자

동차용 하이파워 LED 매출 증가, 일부 마이크로 LED 매출 발생, 충당금 환입 영향으로 영

업이익은 추정치 상회. 순이익은 환차손 발생으로 예상치 하회 

- 목표주가(2020년 EPS에 목표 P/B 25배 적용)는 19,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은 매수

(BUY) 유지. 2020년 마이크로 LED 시장 개화 및 매출 발생, 조명분야의 공급과잉 축소 및 

구조조정 효과로 2020년 하반기에 수익성 턴어라운드 예상. 회복기의 평균 P/E인 25배 

적용(P/B 1.6배, 역사적 하단). 중장기 관점에서 비중 확대 제시. 투자포인트는 
 

2020년 1) 마이크로 LED 2) LED 공급과잉 해소 3) 바이오시스 상장에 주목 

- 1) LED 산업의 하락 사이클이 저점(2020년 상반기)을 통과 예상. 공급과잉을 유발하였던 

중국은 정부의 보조금 축소, 시장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LED 패키징 업체 수가 감소하여 

공급과잉은 축소 전망. LED 가격 하락 폭이 둔화 속에 서울반도체는 2020년 2분기 기점

으로 매출, 이익이 증가로 전환 추정 

- 3) 2020년 마이크로 LED TV 시장 개화, 2021년 초기 성장 구간에 진입 전망. 서울반도체

도 마이크로 LED 생산능력 확대 속에 거래처 확보에 주력. CES 2020에 차별화된 모듈 

형태의 마이크로 LED 픽셀을 공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3)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는 상장 추진 및 UV, 마이크로 LED 칩의 생산 및 매출 증가 

부분이 서울반도체의 밸류에이션 상향에 기여 판단 

- 4) 2020년 매출은 1조 931억원(-3.2% yoy)과 영업이익은 602억원(21.4% yoy) 추정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01  283  270  281  -6.6  -0.9  277  251  -10.9  -10.5  

영업이익 32  12  5  14  -56.6 15.7 11  10  -42.3  -29.1  

순이익 29  14  5  3  -88.2 -75.6 8  8  -52.9  122.0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1,110  1,194  1,119  1,129  1.0  1,125  7.5  -5.4  

영업이익 98  95  40  50  22.4  46  -3.4  -47.8  

순이익 40  63  39  37  -3.5  42  55.7  -40.8  

자료: 서울반도체,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1,110  1,194  1,129  1,093  1,193  

영업이익 98  95  50  60  83  

세전순이익 70  78  49  61  83  

총당기순이익 46  63  39  47  63  

지배지분순이익 40  63  37  44  60  

EPS 692  1,077  637  760  1,027  

PER 40.3  18.0  24.4  20.5  15.1  

BPS 10,196  11,122  11,480  11,960  12,708  

PBR 2.7  1.7  1.4  1.3  1.2  

ROE 6.7  10.1  5.6  6.5  8.3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서울반도체,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686.59 

시가총액 90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41% 

자본금(보통주) 2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5,050원 / 12,9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89억원 

외국인지분율 11.32% 

주요주주  이정훈 외 2 인 31.0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4  11.1  10.3  -36.3  

상대수익률 -5.3  7.6  -4.6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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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동아에스티  
(170900) 

 R&D 비용 집중 반영 

 

홍가혜 kahye.hong@daishin.com  
한송협 songhyeop.ha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40,000 
유지 

현재주가 

(20.02.12) 
97,000 

제약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40,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영업가치 9,899억원(12mF EBITDA=613억원, Target EV/EBITDA=16.2배)과 

  신약가치 1,400억원을 반영하여 SOTP방식으로 산출 

 

4Q19 Review: 양호한 매출, 그러나 R&D 비용 집중으로 어닝 쇼크 

- 4Q19 별도 매출액 1,564억원(YoY+12.9%), 영업이익 51억원(YoY+744.4%, OPM 3.2%) 

당기순이익 138억원(YoY 흑전) 시현. R&D 비용 집중에 따라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 및 컨

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 

- 사업 부문별 매출은 전문의약품(ETC) 848억원(YoY+13.1%, QoQ+2.9%), 해외 380억원

(YoY+6.2%, QoQ-17.1%), 의료기기 및 진단 237억원(YoY+23.8%, QoQ+29.9%), 기술수

출 수수료 및 기타 100억원(YoY+14.6%, QoQ-34.5%)  

- ETC 부문은 매 분기 꾸준한 성장이 이어지는 중. 특히 라니티딘 대체약물인 가스터(80억원, 

YoY+207.7%, QoQ+122.2%)와 소화기 제품인 모티리톤(69억원 YoY+21.1%, QoQ+0.0%) 

및 스티렌(66억원, YoY+37.5%, QoQ+43.5%)의 성장이 돋보임 

- 해외 부문에서는 그로트로핀(50억원, YoY-9.1%, QoQ-50.0%)과 캄보디아향 박카스(201억

원, YoY+11.7%, QoQ-23.6%)의 성장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며,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신규 

의료장비 도입으로 매출이 증가    

- 영업이익은 신규 과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R&D 비용(234억원, YoY+27.2%, QoQ+30.9%)

이 4분기에 집중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하회 

- 당기순이익은 미국 파트너사 뉴로보(NASDAQ:NRBO)의 기업공개(IPO)에 따른 관계회사 주

식 처분이익(약 155억원)이 발생하면서 증가  

 

2020년, ETC 위주 성장 이어지나 이익 개선은 제한적 

- 2020년 매출액 6,227억원(YoY+1.7%), 영업이익 467억원(YoY-18.0%, OPM 7.5%) 전망. 

소화기 제품 수요 증가가 이어져 ETC 부문 매출액은 3,401억원(YoY+6.5%)으로 성장이 전 

망됨. 또한 슈가논 인도/러시아 지역 매출 및 바이오시밀러 DA-3880의 일본 매출의 신규 

반영 예상됨. 다만 추가적인 기술료 유입 부재 시, 이익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2020년 주요 R&D 이벤트는 1)DA-1241(당뇨, 큐오라클) 미국 임상 1b상 종료(1H20) 및 

적응증 확대 2)DA-8010(과민성 방광, 파트너사 미정) 국내 임상 2상 결과 종료(1H20) 

3)DA-5207(치매 패치제, 파트너사 미정) 국내 임상 1상 종료(1H20) 등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555  567  612  623  642  

영업이익 24  39  57  47  50  

세전순이익 -8  26  83  46  50  

총당기순이익 -5  18  65  36  39  

지배지분순이익 -5  18  65  36  39  

EPS -620  2,080  7,717  4,219  4,592  

PER NA 50.2  12.6  23.0  21.1  

BPS 68,847  69,766  75,317  77,447  80,022  

PBR 1.4  1.5  1.3  1.3  1.2  

ROE -0.9  3.0  10.6  5.5  5.8  

주: 별도 기준 / 자료: 동아에스티,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PI 2238.38 

시가총액 81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6% 

자본금(보통주) 4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19,000원 / 81,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0억원 

외국인지분율 26.27% 

주요주주  강정석 외 11 인 24.09%  
 국민연금공단 13.2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0.6  -4.0  16.7  -5.4  

상대수익률 -11.9  -8.1  1.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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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R 후기 

효성  
(004800) 

 1분기~2분기가 매수 적기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이지수  
jane.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00,000 
유지  

현재주가 

(20.02.12) 
75,300 

지주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00,000원 유지 

- 2019년 4분기 실적 NDR 진행 후기 

- 효성의 2019년 4분기 실적은 당사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음.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효

성티앤에스의 실적은 예상을 하회하였고, 효성캐피탈의 일회성 이익이 이를 상쇄 

- 2019년 회계연도 배당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었음. 2019년 배당은 주당 5,000원 수준

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2020년 주당 배당금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 배당 증가는 1)2020년 중 효성캐피탈 매각에 따른 배당재원 확보, 2)효성티엔에스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기 때문임. 효성티앤에스는 2020~2021년 중 상장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함 

- 효성캐피탈 매각대금은 배당재원과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방침 

- 2020년 추정 실적은 매출액 3조 2,865억원(-2.8% yoy), 영업이익 3,127억원(+27.8% 

yoy), 지배순이익 1,850억원(+46.0% yoy)로 전망함. 2020년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 및 

당사의 직전 추정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나,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호전 전망 

 

효성 2019년 4분기 실적 NDR 주요 Q&A 

Q1. 2019년 4분기 효성티앤에스 실적과 2020년 경영계획은? 

- 4분기 영업이익률 하락은 멕시코 향 중저가 ATM기 납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2020년 1분

기까지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2020년 2분기부터는 프리미엄제품 및 KIOSK 납

품 개시로 수익성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2020년은 매출액 1조원 수준에 영업이익률 1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음 

 

Q2. 국내와 해외 KIOSK 개발 진행사항과 납품 규모와 시기는? 

- 해외는 미국의 Chase, BOA와 개발 진행 완료하고 테스트 중이며, 국내도 개발 진행하고 있

으며 출시 시점은 미정. 해외 쪽 납품시점은 2020년 2분기부터 예상하고 있으나, 규모는 현

재 알 수 없음 

 

Q3. 효성캐피탈 매각 시점과 대략적인 매각 금액은? 

- 효성캐피탈은 현재 약 3명의 인수후보와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 매각 금액은 알수 없

지만, 2019년말 순자산 4,168억원으로 순자산가치 정도 받기를 희망하고 있음. 효성캐피탈

의 장부가액은 3,628억원, 취득가액은 3,220억원임 

 

Q4. 2019년~2020년 DPS는? 

- 2019년 DPS(주당배당금)는 5,000원 예상. 2021년에는 배당확대 가능성 있음 

 

Q5. 신세계 이마트와 개발중인 무인시스템 납품은 언제부터? 

- 2019년 2분기 신세계 I&C와 개발 계약 체결하여 현재 개발중이며, 2020년 연내 납품을 개

시할 것으로 예상함 

 

Q6. 효성 2020년 실적 가이던스? 

- 2020년 실적은 매출액 3.2조원, 영업이익율 10%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38.38 

시가총액 1,58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1% 

자본금(보통주) 10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88,600원 / 68,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2억원 

외국인지분율 9.15% 

주요주주  조현준 외 13 인 55.08%  
 국민연금공단 10.0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2  -7.2  -9.4  9.1  

상대수익률 -0.2  -11.2  -21.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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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R 후기 

현대중공업지주  
(267250) 

 배당에 대한 믿음을 갖자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이지수  
jane.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40,000 
유지 

현재주가 

(20.02.12) 
304,000 

지주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40,000원 유지 

- 2019년 4분기 실적 발표 후 NDR 진행 

- 2019년 배당에 대한 의구심 해소, 2020년 자사주 취득 소각 및 배당정책 발표는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회사측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한 것으로 판단함 

-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정유시황 악화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의 실적 가시성은 다소 

떨어지는 상황임. 하지만 현 시황의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며, 현대오일뱅크 및 

현중지주의 실적은 2020년 3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 2020년 연결실적 개선은 1)현대글로벌서비스 약 50% 성장 예상, 2)현대일렉트릭의 턴어라

운드가 예상되기 때문임 

- 2020년 3분기부터 실적 개선 가시화될 것을 감안할 때, 상반기 중 비중확대 추천 

 

2019년 4분기 실적 발표 NDR 주요 Q&A 정리 

Q1. 2020년 정유시황에 대한 현대오일뱅크의 전망? 

- 정유 시황은 3월~6월에 걸쳐 점진적 개선 예상(상반기에 VLSFO Shortage 오지 않을 것이

라는 가정 반영). 반면, 하반기에는 VLSFO Shortage 올 것이라고 전망함 

- 2분기 완만한 회복을 거친 후, 3분기부터 시황 반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2020년 실적은 

2019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Q2. IMO관련해서 MGO나 MDO 수요 증가는 언제 가능하다고 보는지? 

- MDO, MGO 수요가 올라오려면 3분기는 되어야 가능 할 것으로 예상 

- 중국정부가 1분기 중 VLSFO 생산하는 정유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중

국에서의 세제혜택이 결정될 경우 시황반등 시점은 좀 더 늦춰질 가능성 존재 

 

Q3 현대오일뱅크의 동종업계 타사대비 경쟁력은? 

- 타사에는 없는 DCU와 SDA라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가격이 저렴한 초중질유를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경쟁력과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타사대비 운전자본이 적어 시황 악화시에 실적 변동성이 낮고 시황 대응이 용이 

 

Q4. 아람코의 지분 인수 이후 현대오일뱅크의 중동산 원유 도입량 변화가 있는지? 

- 사우디 원유를 기존 6만B/D에서 15만B/D까지 늘려야 하고 사우디 원유가 아닌 원유를 

Aramco Trading Company(ATC)를 통해 10만B/D 구매해야 함 

- 중동산 원유 도입비중은 원래 45% 수준으로 이는 변화 없음. 사우디 이외의 이라크나 쿠웨

이트산 도입하던 원유를 사우디산 원유로 변경할 계획임 

 

Q5. 현대글로벌서비스 Scrubber 수주잔량 및 2020년 수주목표는? 

- 2019년말 기준 Scrubber 수주잔량은 약 4억불. 2020년 Scrubber 수주목표는 2억불, 그 

외 친환경(Dual Fuel Retrofit, BWMS 등)에서 2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음 

 

Q6 현대글로벌서비스 Scrubber 수주 선박 선종별 비중? 

- VLCC 30%, PCTC, Container, Bulk, 다른 MR나 Product Tanker는 적음 

 

Q7. 2020년 현대글로벌서비스 경영계획은? 

- 2020년 매출액 1.2조원, 영업이익률 12% 정도 예상, 사업부문별로 친환경 쪽 매출액 약 

4,200억원, 벙커링 3,000억원, 나머지는 선박 및 발전 등 기존 사업 매출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38.38 

시가총액 4,95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36% 

자본금(보통주) 8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64,000원 / 265,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0억원 

외국인지분율 19.50% 

주요주주  정몽준 외 6 인 33.31%  
 국민연금공단 11.2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9  -12.1  -0.5  -14.7  

상대수익률 -7.2  -16.0  -13.7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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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

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