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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략  

 

다음주 전략: 흔들리는 우정(연준 & 증시) 

- 美 5월 소비자물가는 테이퍼링 우려를 재부각시키며 6월 셋째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시작점이 될 전망 

- 6월 FOMC를 통해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연준의 생각과 판단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기 전까지 연준과 증시간 불협화음 지속 

- 테이퍼링 논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테이퍼링에 대한 아카데믹한 해석에 그치는 선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가능성 

- 6월 셋째주, 증시 변동성 확대는 하반기를 염두에 둔 비중 확대 기회로 삼을 필요. 성장주(IT, 헬스케어, 신재생)중심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 Comment] SK텔레콤: 쪼개야 커진다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10,000원 유지 

- 전일 이사회에서 회사분할 및 주식분할 결정. 분할존속회사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는 SKT신설투자 주식회사(가칭). 반도체 및 

New ICT 등 관련 피투자 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SK하이닉스, 11번가, ADT Caps, Wavve, 

원스토어, 티맵모빌리티 등이 포함. 분할비율은 존속회사 0.607, 신설회사 0.393. 분할재상장 예정일은 11.29 

- 분할과 동시에 주식분할결정. 1주당 가액은 기존 5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 발행주식수는 72백만주에서 360백만주로 변경 

- 분할 이후 합산 목표 시가총액의 큰 변동은 없겠으나, 비장상 자회사들의 적정가치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해석에 따라 분할 전후 주가 

변동성 다소 커질 수 있다고 판단. 장기적으로는 사업회사의 고배당 매력과 자회사들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현재보다 상승할 것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Issue Comment] 만도: 미래차에 대한 변화의 물결 : ADAS 물적 분할 

-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95,000원 유지 

- 자율주행 사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ADAS 사업부의 물적 분할안을 지난 21년 6월 9일 이사회에서 결의함 

- 분할 후 중장기 성장전략으로 만도(샤시 담당)는 전장 제품 성장 가속화와 고객 다변화를 제시하면서 25년까지 연평균 +9% 성장 목표를 

제시.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ADAS 담당)는 시장 성장 수혜와 제품, 고객 다각화를 제시하면서 25년까지 연평균 +14% 성장 목표를 

제시함 

- 동사는 자율주행의 3가지 요소인 ‘인지-판단-제어’ 관련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 상기 포트폴리오 제품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인적 분할 보다는 물적 분할 방식이 유리 

이승환. seunghwan.lee@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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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략 

  

 
흔들리는 우정 

(연준 & 증시)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수 있는 시점이다. 6월 장세를 좌우할 2가지 변수 

중, 美 5월 고용지표는 테이터링 우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10일 美 5월 소비자물가는 

테이퍼링 우려를 재부각시키며 6월 셋째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상반기 기저효과로 올해 가장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시장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확인하고 가자는 경계 심리와 실제 결과치를 바탕으로 증시의 변동

성이 커지는 것은 투자자 심리에 전적으로 움직이는 증시의 성격상 불가침의 현상이다.  

- 물가로 재부각된 테이퍼링 우려는 시기적으로 6월 FOMC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6월 FOMC

를 통해 연준의 생각과 판단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기 전까지 연준과 증시간 불협화음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4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자산매입 축소에 대한 뉘앙스를 풍긴 만큼 테이퍼링 논

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테이퍼링에 대한 아카데믹한 해석에 그치는 선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 물가로 시작된 테이퍼링 우려가 6월 FOMC 이후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을 감안하

면, 6월 셋째주의 증시 변동성 확대는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

가 있다. 향후 잦아들 금리 불안과 할인율 축소를 바탕으로 성장주(IT, 헬스케어, 신재생)중심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Key Indicator & Event(21.6.14~6.18) 

경제지표&이벤트명  
해당 

국가 
일정 전월치 예상치 방향성 내용 및 시사점 

5월 실물지표(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중국 6.16 
9.2 / 19.9 / 
17.7 % YoY 

9.8 / 17.0 / 
14.0 % YoY 

▲ / ▼ / 
▼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월에 이어 둔화 흐름. 이산화탄소 
배출량 억제를 위한 조강생산 감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한 규제 지속의 영향 

6월 FOMC 미국 
6.15 

~16 

0~0.25 
% 

0~0.25 
% 

-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및 구체화 여부에 따라 증시 영향 결정.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을 강조하는 가운데, 일정 시점(조건부)에
서 테이퍼링을 염두에 둬야한다는 사전 시그널 성격의 완급 조
절  

6월 통화정책회의 브라질 6.17 3.5 % 4.25% ▲ 
3월, 5월 금리인상 단행에도 물가상승세(1~5월 3.22%, 12개월 
누적 8.06%)가 지속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지는 상
황. 추가 인상 가능성 

기준일: 21. 6. 10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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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News 

SK텔레콤  
(017670) 

 쪼개야 커진다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지은  
 

jeeeu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10,000 
유지  

현재주가 

(21.06.10) 
328,000  

통신서비스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410,000원 유지 

- ‘21 별도 EBITDA 4.2조원에 EV/EBITDA 4.7배(LTE 도입 초기 3년 

‘12~14 평균) 적용 후 자회사 가치를 합산한 SOTP 기준으로 목표주가 산정 

 

전일 이사회에서 회사분할 및 주식분할 결정 

- 분할존속회사: SK텔레콤 주식회사. 유무선통신사업을 비롯한 사업부문 영위. 

현재 SKT의 무선통신사업부문과 SKB 등이 포함 

- 분할신설회사: SKT신설투자 주식회사(가칭). 반도체 및 New ICT 등 관련 피투

자 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SK하이닉스, 

11번가, ADT Caps, Wavve, 원스토어, 티맵모빌리티 등이 포함 

- 분할비율은 존속회사 0.607, 신설회사 0.393 

- 주주총회(10.12 예정) 개최 후 11.1 기준 분할 예정.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은 

10.26~11.26. 분할재상장 예정일은 11.29 

- 분할과 동시에 주식분할결정. 1주당 가액은 기존 5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 

발행주식수는 72백만주에서 360백만주로 변경 

 

더 커지기 위해 쪼갠다 

- 다양한 분야의 자회사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 결정 

- 목표주가 산정시 자회사들의 가치를 합산한 SOTP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사

업회사와 지주회사로의 분할 이후 합산 목표 시가총액의 큰 변동은 없을 것 

- 사업회사의 배당은 최소 20년 총액(약 7.1천억원)을 유지할 예정. 전일 시가총

액 기준으로 분할비율 적용시 사업회사의 시가총액은 14조원, 배당수익률 5% 

- 장기적으로 사업회사의 안정적인 고배당 매력과,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의 가치

가 부각되면서 합산 시가총액은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신설 지주회사의 적정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SK하이닉스의 지분가치

를 제외하면 비상장 자회사들의 적정가치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해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전후 주가 변동성은 다소 커질 수 있다고 판단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9A 2020A 2021F 2022F 2023F 

매출액 17,741  18,625  20,012  20,922  22,087  

영업이익 1,108  1,349  1,565  1,770  2,054  

세전순이익 1,161  1,877  3,102  3,025  3,437  

총당기순이익 861  1,501  2,361  2,299  2,612  

지배지분순이익 889  1,504  2,337  2,276  2,586  

EPS 11,006  18,631  28,947  28,184  32,028  

PER 21.6  12.8  11.3  11.6  10.2  

BPS 284,228  294,058  291,916  311,266  334,460  

PBR 0.8  0.8  1.1  1.1  1.0  

ROE 3.9  6.4  9.9  9.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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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평가 등급 S A+ A B+ B C D 

 
KOSPI 3224.64 

시가총액 23,63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06% 

자본금(보통주) 4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30,000원 / 201,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06억원 

외국인지분율 45.49% 

주요주주  SK 외 4 인 30.02%  
 국민연금공단 10.1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0  30.9  37.8  49.8  

상대수익률 3.8  20.1  17.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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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 Report 

만도  
(204320) 

 
미래차에 대한 변화의  
물결 : ADAS 물적 분할  

이승환  

 

seunghwa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5,000 
유지 

현재주가 

(21.06.09) 
73,400 
자동차업종 

 

   
 

 

 

ADAS 사업부를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로 물적 분할 발표 

- 자율주행 사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ADAS 사업부의 물적 분할안을 지

난 21년 6월 9일 이사회에서 결의함 

- 동사는 ‘MMS(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로 분할되는 ADAS 부문을 ‘자율주

행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 기존 사업 부문은 샤시(제동/조향/현가) 전동

화 기반의 ‘전기차(EV)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운영 계획 

- 존속법인을 만도로 하고, ADAS 사업부를 분할하여 신설 후 법인을 설립하는 

물적 분할 방식 

- 만도가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의 지분 100%를 보유.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는 

자본금 10억원, 자산총계 3,658억원, 자본총계 1,491억원(부채비율 145%), 20

년 기준 매출액은 7,646억원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는 25년까지 연평균 14% 성장 목표 

- 분할 후 중장기 성장전략으로 만도(샤시 담당)는 전장 제품 성장 가속화와 고객 

다변화를 제시하면서 25년까지 연평균 +9% 성장 목표를 제시. 만도모빌리티솔

루션즈(ADAS 담당)는 시장 성장 수혜와 제품, 고객 다각화를 제시하면서 25년

까지 연평균 +14% 성장 목표를 제시함 

-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는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의 고도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증

대와 고해상도 센서, 고성능 통합 제어기(DCU)를 확대. 중국/인도 지역 비즈니

스 확대와 신규 북미 고객사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 모빌리티 신사업(클라우드/

데이터/하드웨어 플랫폼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무인순찰, 충전 로봇 등)도 확

대 계획 

 

분할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시점이 아쉬움 

- 동사는 자율주행의 3가지 요소인 ‘인지-판단-제어’ 관련 제품 포트폴리오

를 보유. 상기 포트폴리오 제품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는 인적 분할 보다는 물적 분할 방식이 유리 

- 인적 분할 시 샤시 사업과 ADAS 사업 간의 연결고리가 소멸되며 완전한 독립

회사로의 인적 분할은 리스크가 존재 

- 다만, ADAS 사업 관련 전략적 SI 투자 혹은  테크 기반 글로벌 스타트업과의 

JV,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타 자동차 기업 납품 여부가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

서 물적 분할은 다소 아쉬움. 물적 분할을 통해 적시 펀딩에 유리한 유연한 구

조를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시장에 보여준 후 물적 분할

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BUY 유지하며, 물적 분할 및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목

표주가는 조정 가능성 있음 

KOSPI 3,216.18 

시가총액 3,44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6% 

자본금(보통주) 4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80,000원 / 22,1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61억원 

외국인지분율 24.69% 

주요주주 한라홀딩스 외 3 인 30.26%  
국민연금공단 8.8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5.8 22.5 31.1 160.3 

상대수익률 15.1 13.4 12.3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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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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