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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y 

 

왜 Brent-WTI Spread가 줄어들고 있을까 

- Brent-WTI Spread가 최근 들어 축소하고 있음. Brent유가 WTI유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 

- Brent-WTI Spread가 축소하고 있는 이유는 1) Brent유가 최근의 원유수요 둔화 우려를 더 크게 반영하고 있으며, 2) WTI유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던 원유운송 파이프라인 부족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 

- 하반기 이후에도 Brent-WTI Spread의 축소를 예상 

김소현. sohyun.kim@daishin.com 

 

미래산업 

 

VR/AR, 스마트폰 이후의 파괴적 혁신 

- 5G 상용화, 기술발전, 수요증대,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의 수요 창출 노력 → The Next Smartphone으로서의 VR/AR 

- 2~3세대 디바이스가 출시되고 2020년까지 선진국 위주로 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2년간이 시장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 5G 네트워크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2~3세대 헤드셋 판매 실적이 드러나는 2020년 이후, 게임 대작이 출시되고 AR 글라스가 

성공적이라면 큰 폭의 시장 성장 가능 

- 장기적 안목으로 1) IT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도할 FAMG(페이스북, 애플, MS, 구글), 2) NVIDIA, Immersion 등 핵심부품 업체,      

3) 제2의 FAMG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직리프, Unity, Niantic, Mind Maze 등 스타트업 유니콘에 주목 

송용주. yongjoo.song@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2Q19 Review] 성광벤드 : 아쉬운 업황 

-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11,000원으로 하향 

-  2Q19 연결기준 잠정실적은 매출액 506억원(+21.8% yoy) 영업이익 22억원(흑자전환 yoy) 영업이익률 4.4%(흑자전환 yoy)  

- 매출액은 1Q19 신규수주 하락(456억원, -15.8%)의 영향이 예상되었으나 이연물량 인식과 환율 상승효과(+8.1% yoy, 원/달러 평균 

2Q18 1,080원 → 2Q19 1,167원)가 반영되며 예상치를 상회. 영업이익은 판가 인상 영향,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효과, 

재고자산충당금 환입(7억원) 등이 반영되며 예상치 상회 

- 2Q19 신규수주는 505억원(+12.1% yoy)으로 무난한 증가. 박스권 유가에 전방산업의 개선세는 둔화. 올해 연간 신규수주 전망치 

하향(2,144억원 → 2,026억원)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2Q19 Review] 태광 : 기다림의 시간 

-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11,000원으로 하향 

-  2Q19 연결기준 잠정실적은 매출액 488억원(+20.5% yoy) 영업이익 29억원(-26.0% yoy) 영업이익률 6.0%(-3.8%p yoy)  

- 매출액은 증가한 신규수주 4Q18 505억원(+14.7% yoy)와 1Q19 507억원(+14.0% yoy)를 반영. 환율 상승효과(+8.1% yoy, 원/달러 

평균 2Q18 1,080원 → 2Q19 1,167원)가 반영되며 예상치를 상회. 영업이익은 판가 인상을 통해 후판 가격 상승분을 전가하며 수익성 

개선. 추가로 환율 상승 효과가 반영되며 개선세 

- 박스권 유가에 전방산업의 개선세는 둔화 올해 신규수주 전망치를 하향(2,110억원 → 2,072억원)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2  

 
[2Q19 Review] 덕산네오룩스: 견조한 실적, 하반기는 더 높이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22,000원 유지  

- 19년 2분기 매출 226억원(+17% QoQ), 영업이익 39억원(+83% QoQ) 기록하며 당사 추정치 및 컨센서스 상회 

- 삼성전자의 A시리즈 판매 증가로 Rigid OLED 패널 출하량도 함께 증가, 아울러 중화권 패널 업체들의 소형 OLED 파일럿 생산 물량 증가 

- 19년 3분기: 매출 262억원(+16% QoQ), 영업이익 81억원(+107% QoQ) 전망 

- 삼성디스플레이의 Flexible OLED 가동률 본격적으로 상승. 마진율이 높은 프리미엄 스마트폰향 소재 출하량 증가 전망 

- 2020년 상반기 출시되는 갤럭시 S11향 신규 소재 구조 진입을 앞두고 있음. 새로운 구조가 채택될 시 평균판매가격 상승 

이수빈. subin.lee@daishin.com 

 
[2Q19 Review] DB손해보험 : DPS 하락가능성 적음, 주가는 낙폭과대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65,000원 유지  

- 2Q19 별도기준 순이익은 1,070억원(QoQ +7.9%, YoY-43.6%)기록 하며 당사 추정과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4.7%, 4.8% 하회 

- 최근 동사를 비롯한 원수보험사들의 올해 순이익이 감소하며 전일(8/12) 손해보험사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 보임 

- 그러나 DPS유지는 가능하다고 예상되며, 위험손해율 역시 2/4분기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현재의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인 PBR을 고려할 때 현재의 주가는 낙폭이 과대함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2Q19 Review] 서진시스템: 무난한 2분기, 기대되는 하반기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1,000원 유지. 목표주가는 2019년 예상 EPS 3,942원에 Target PER 10.5배 적용 

- 2분기 매출액 1,072억원(+22% YoY), 영업이익 165억원(+55% YoY) 기록. 컨센서스 (영업이익 156억원, 당사 추정치 165억원) 부합 

- 2분기 성과급 약 20억원 반영됐음에도 전년 동기 대비 3.3%p 개선된 영업이익률 15.4% 기록 

- 하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2,617억원, 428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26%, 34% 증가 기대. 전 사업 부문의 성장세 지속될 예정 

- 통신장비 부문은 국내 통신사들의 하반기 5G 투자 가속화, 해외 매출도 3분기에 일부 반영될 예정 

- ESS 부문은 분기에는 정상화 기대. 3분기 110억원(+73% QoQ), 4분기 127억원(+15% QoQ) 예상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2Q19 Review] 켐트로닉스 : 3분기에도 이어질 어닝 서프라이즈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5,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2019년 예상 EPS 1,314원에 Target PER 11배 적용 

- 2분기 매출액 851억원(-3.5% YoY), 영업이익 66억원(+125% YoY) 기록. 영업이익 컨센서스 및 당사 추정치 46억원 상회하는 실적  

- 1분기와 비슷한 매출액에도 영업이익률 7.8% 기록하며 QoQ 4.0%p 개선 

- 3분기 영업이익 94억원(+155% YoY, +42% QoQ)로 높은 성장률 지속 전망 

- 3분기 전자부품 성수기 진입, 삼성전기로부터 양수 받은 무선충전 신규 매출액 반영 예정, 고객사 중저가 라인업 확대로 식각 사업부 실적 

호조 예상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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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y 

  

 
왜 Brent-WTI Spread가  

줄어들고 있을까 

 

김소현 
 
sohyun.kim@daishin.com 
 

   - Brent유와 WTI유의 가격차이를 나타내는 Brent-WTI Spread가 줄어들고 있다. 올해 초 

$8.08/bbl이었던 스프레드는 8월 9일 기준으로 $4.15/bbl로 줄어들었다. Brent-WTI Spread가 

줄어든 이유는 최근 들어 Brent유가 WTI유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Brent유는 8월 

9일 기준으로 연고점 대비 -19.1% 하락한 반면 WTI유는 -17.8% 하락했다. 

- Brent-WTI Spread가 축소하고 있는 이유는 1) Brent유*가 최근의 원유수요 둔화 우려를 더 크

게 반영하고 있으며, 2) WTI유(미주 지역 벤치마크)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던 원유운송 파이프라

인 부족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원유수

요 감소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EIA와 IEA의 월간 에너지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원

유수요 증가량 전망치가 올해 초에 비해 각각 35만b/d, 53만b/d 하향 조정되었다. 올해 1~5월 

원유수요량이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 폭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 반면, 올해 상반기 미국 셰일공급의 제약 요인이었던 파이프라인 구축이 완료되기 시작하면서 

WTI유의 하방압력이 낮아지고 있다. 파이프라인 구축은 미국 셰일 생산지에서 미국 멕시코만에 

위치한 원유 정유시설로의 운송을 용이하게 해 WTI 가격상승 요인(정유 수요증가)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8월 2일 기준 미국 원유 정유시설 가동률은 96.4%로 작년 연말 이후 최대치를 기

록했고, 원유 정제투입량은 1,778만b/d로 작년 9월 이후 최대치이다. 

- 하반기 이후에도 Brent-WTI Spread의 축소를 예상한다. 파이프라인 구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면 셰일은 2백만b/d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EIA에 따르면 미국 원유운송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올해 원유수송 가능 용량이 34.5만b/d 늘어났는데, 하반기 이후 추가적으로 227.0만

b/d이 늘어날 계획이다.  

*Brent유는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대표. 세계 원유수급 상황을 가장 잘 반

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Brent-WTI Spread 축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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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성광벤드  
(014620) 

 아쉬운 업황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1,000 
하향 

현재주가 

(19.08.12) 
9,050 

기계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11,000원으로 하향 

- 목표주가를 11,000원으로 하향(기존 13,000원, -15.4%) 

- 목표주가 11,000원은 2020E BPS 15,618원에 타깃 PBR 0.7배를 적용 

(기존 2019E BPS 15,222원에 타깃 PBR 0.9배 적용) 

- 타깃 PBR은 동사의 과거 5년 평균 PBR을 10% 할인 적용. 전방산업의 더딘 업황 회복을 

반영. 높은 자산가치, 수주 및 실적 개선 가시성 확보는 감안 

 

2Q19 Review 환율 효과로 서프라이즈 

- 2Q19 연결기준 잠정실적은 매출액 506억원(+21.8% yoy) 영업이익 22억원(흑자전환 yoy) 

영업이익률 4.4%(흑자전환 yoy). 잠정치는 당사 추정 매출액 488억원과 컨센서스 매출액 

507억원을 각각 +3.6% 상회, -0.3% 하회. 당사 추정 영업이익 4억원과 컨센서스 영업이익 

12억원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 매출액은 1Q19 신규수주 하락(456억원, -15.8%)의 영향이 예상되었으나 이연물량 인식과 

환율 상승효과(+8.1% yoy, 원/달러 평균 2Q18 1,080원 → 2Q19 1,167원)가 반영되며 예

상치를 상회 

- 영업이익은 판가 인상 영향(6~7% 인상),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효과, 재고자산충당

금 환입(7억원) 등이 반영되며 예상치 상회 

- 영업외에서는 환차익 19억이 반영되며 당기순이익 개선 

 

아쉬운 업황 

- 2Q19 신규수주는 505억원(+12.1% yoy)으로 무난한 증가. 박스권 유가에 전방산업의 개선

세는 둔화. 올해 연간 신규수주 전망치 하향(2,144억원 → 2,026억원) 

- 15조원 규모의 국내 화학플랜트 발주가 시작되었고 2023년까지 약 3천억원 물량의 피팅이 

동사와 경쟁사에 뿌려질 것. 국내 화학플랜트는 카본에 비해 마진이 좋은 스테인레스와 알로

이 비중이 높아 믹스개선에 유리하며 국내 설치로 수출 운임에서도 자유로움. 대규모 물량 

발주로 제품 단가도 오를 것 

- 500억원 이상의 순현금 보유. 2017년을 바닥으로 수주와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 눈높이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뎌 주가는 등락을 반복. 올해도 실적 개선은 더딜 수 있

지만 회복 기조는 지속. 외형 회복 및 믹스 개선 시 레버리지가 매우 큰 편이며 유가와 주가 

연동성이 높음. PER 관점의 접근까지는 2~3년이 소요될 것 

 

(단위: 십억원, %)  

구분 2Q18 1Q19 
 2Q19  3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2  51  49  51  21.8  -0.1  53  50  16.1  -2.1  

영업이익 -3  1  0  2  흑전 160.8  2  1  흑전 -38.5  

순이익 0  1  0  3  480.7  135.8  2  2  흑전 -36.2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146  170  200  202  1.3  203  16.6  19.0  

영업이익 -19  -15  2  5  143.1  6  적지 흑전 

순이익 -16  -8  2  7  340.7  8  적지 흑전 

자료: 성광벤드,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594.17 

시가총액 25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3% 

자본금(보통주) 1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3,150원 / 8,69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3억원 

외국인지분율 18.66% 

주요주주  안재일 외 3 인 41.08%  
 Somerset Capital Management LLP 

9.6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3.0  -19.9  -22.0  -16.6  

상대수익률 -0.2  -2.6  -4.1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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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태광  
(023160) 

 기다림의 시간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1,000 
하향 

현재주가 

(19.08.12) 
8,440 

기계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1,000원으로 하향(-15.4%) 

- 목표주가를 11,000원으로 하향(기존 13,000원, -15.4%) 

- 목표주가 11,000원은 2020E BPS 17,374원에 타깃 PBR 0.6배를 적용 

(기존 2019E BPS 16,654원에 타깃 PBR 0.8배 적용) 

- 타깃 PBR은 동사의 과거 5년 평균 PBR을 10% 할인 적용. 전방산업의 더딘 업황 회복을 

반영. 높은 자산가치, 수주 및 실적 개선 가시성 확보는 감안 

 

2Q19 Review 점진적 회복 

- 2Q19 연결기준 잠정실적은 매출액 488억원(+20.5% yoy) 영업이익 29억원(-26.0% yoy) 

영업이익률 6.0%(-3.8%p yoy). 잠정치는 당사 추정 매출액 455억원(컨센서스 동일)을 

7.1% 상회. 당사 추정 영업이익 11억원(컨센서스 동일)을 172.6%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 매출액은 증가한 신규수주 4Q18 505억원(+14.7% yoy)와 1Q19 507억원(+14.0% yoy)를 

반영. 환율 상승효과(+8.1% yoy, 원/달러 평균 2Q18 1,080원 → 2Q19 1,167원)가 반영되

며 예상치를 상회. 4Q18부터 수주가 회복됨에 따라 올해 매출액은 1,848억원(+16.5% yoy)

을 기대. 이는 4년만의 실적 증가세 

- 영업이익은 판가 인상을 통해 4분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후판 가격 상승분을 전가하

며 수익성 개선. 추가로 환율 상승 효과가 반영되며 개선세 

- 영업외로는 환율상승 효과로 외환차익(14억원)이 반영되며 지배순이익이 37억원을 기록 

 

기다림의 시간 

- 박스권 유가에 전방산업의 개선세는 둔화 올해 신규수주 전망치를 하향(2,110억원 → 

2,072억원). 수주와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 눈높이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뎌 

주가는 등락을 반복 

- 15조원 규모의 국내 화학플랜트 발주가 시작되었고 2023년까지 약 3천억원 물량의 피팅이 

동사와 경쟁사에 뿌려질 것. 국내 화학플랜트는 카본에 비해 마진이 좋은 스테인레스와 알로

이 비중이 높아 믹스개선에 유리하며 국내 설치로 수출 운임에서도 자유로움. 대규모 물량 

발주로 제품 단가도 오를 것.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 증가(2018년 62척)로 관련 발주 증가 

예상. LNG선은 통상 척당 5억원 내외의 피팅이 발주되며 마진이 좋은 편. 이외 조선사 해양

플랜트 수주가 진행되면 추가 성장 모멘텀 

- 무차입에 700억원 이상의 순현금 보유. 용접용 피팅시장에서 글로벌 1, 2위를 유지. 과점적 

시장에서 한 우물파기 전략 유지. 긴 호흡의 투자 관점은 여전히 유효 

 

(단위: 십억원, %)  

구분 2Q18 1Q19 
 2Q19  3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0  37  46  49  20.5  32.5  46  48  27.1  -1.5  

영업이익 4  0  1  3  -26.0  11,991.8  1  3  176.0  -0.4  

순이익 5  4  3  4  -31.5  -6.7  0  4  302.2  -4.2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0  159  172  185  7.3  176  NA 16.5  

영업이익 0  4  5  9  81.1  6  NA 122.4  

순이익 0  10  14  14  2.8  11  NA 43.3  

자료: 태광,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594.17 

시가총액 22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1% 

자본금(보통주) 1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4,800원 / 8,31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억원 

외국인지분율 11.70% 

주요주주  대신인터내셔날 외 10 인 43.93%  
 신영자산운용 외 1 인 9.5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7.3  -25.0  -31.7  -30.5  

상대수익률 -5.1  -8.8  -16.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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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덕산네오룩스  
(213420) 

 
견조한 실적, 
하반기는 더 높이 

 

이수빈  
subi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2,000 
유지 

현재주가 

(19.08.12) 
16,100 

디스플레이업종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22,000원 유지  

- 목표주가 22,000원은 2019년 EPS에 글로벌 OLED 소재사 Universal Display P/E 

70배를 40% 할인한 목표 P/E 30배 적용 

  
19년 2분기: 기대치 상회하는 견조한 실적 달성 

- 19년 2분기 매출 226억원(+17% QoQ), 영업이익 39억원(+83% QoQ) 기록하며 당

사 추정치 및 컨센서스 상회 

- 삼성전자의 A시리즈 판매 증가하며 Rigid OLED 패널 출하량도 함께 증가. 동사는 

Rigid OLED향으로 Red Host와 HTL 둘 다 공급 중. 아울러 중화권 패널 업체들의 

소형 OLED 파일럿 생산 물량 증가로 동사 2분기 이익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19년 3분기: 매출 262억원(+16% QoQ), 영업이익 81억원(+107% QoQ) 전망 

- 삼성디스플레이의 Flexible OLED 가동률 본격적으로 상승. 마진율이 높은 프리미엄 

스마트폰향 소재 출하량 증가 전망. 중저가 Flexible OLED를 탑재한 갤럭시 A90도 

9월 출시되면 미드급 소재 매출도 확대 예상 

- 2020년 상반기 출시되는 갤럭시 S11향 신규 소재 구조 진입을 앞두고 있음. 새로운 

구조가 채택될 시 평균판매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재 구조 변화 주기 짧을수록 

동사에게 유리. 과거 2년 주기에서 1년으로 단축됨. 또한 동일한 소재 구조를 여러 

스마트폰 모델에 적용할수록 고정비 부담과 재고 부담 낮아지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

서도 긍정적 

- 동사는 스마트폰 OLED 시장규모 증가를 대비한 연구개발을 계속해왔으며 이에 따라 

프로덕트 라인업 확대해 나갈 예정. 신규 제품이 한번 채택되면 후속 소재 구조에도 

안정적으로 후보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에 긍정적. 동사가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함 

 (단위: 십억원, %)  

구분 2Q18 1Q19 
 2Q19  3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2.3  19.3  21.9  22.6  1.2  16.9  21.1  26.2  5.2  16.0  

영업이익 4.2  2.1  3.5  3.9  -6.8  82.7  3.5  8.1  7.7  107.1  

순이익 4.3  2.0  3.2  3.9  -9.1  93.5  3.0  7.4  -9.0  88.6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100.4  90.7  95.1  124.7  163.5  

영업이익 18.4  20.3  20.1  27.0  35.4  

세전순이익 18.4  21.1  20.4  26.9  35.3  

총당기순이익 16.8  18.8  18.1  23.9  31.4  

지배지분순이익 16.8  18.8  18.1  23.9  31.4  

EPS 699  784  755  997  1,309  

PER 35.2  18.1  21.3  16.2  12.3  

BPS 5,101  5,870  6,625  7,622  8,930  

PBR 4.8  2.4  2.4  2.1  1.8  

ROE 14.5  14.3  12.1  14.0  15.8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덕산네오룩스,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594.17 

시가총액 38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9% 

자본금(보통주) 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0,050원 / 11,8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6억원 

외국인지분율 8.31% 

주요주주  이준호 외 9 인 57.1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9  3.9  -12.0  3.5  

상대수익률 13.6  26.3  8.2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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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DB손해 
보험 

(005830) 
 
DPS하락가능성 적음,  
주가는 낙폭과대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5,000 

현재주가 

(19.08.12) 
48,550 

보험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65,000원 유지 

 

지난해 수준 DPS유지 가능할 전망, 주가가 이렇게 까지 빠질 일인가 

-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위험손해율 상승, 사업비 증가로 원수보험사들의 올해 순이익이 감

소, 배당재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로 전일 동사를 비롯한 손보주들의 주가는 큰 폭의 하

락세를 보임 

- 그러나 동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이 1조원을 상회하는 시점에서 지난해 수준의 DPS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예상하기는 힘듦. 회사의 방향성도 우리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

황 

- 위험손해율의 일 평균 청구액은 5월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하반기 자동차보험 특약 할

인 축소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3, 4분기 하락할 것이라고 예단

하긴 어렵지만 2분기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기는 더욱 힘들다고 판단됨 

- 현재 PBR은 2004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 올해 예상 ROE가 8%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

년 자보료 한 차례 추가인상 가능하다면 2020년 증익도 가능, 현재의 주가는 낙폭이 과대하

다고 판단됨 

 

2Q19 별도기준 순이익 1,070억원(QoQ +7.9%, YoY-43.6%)기록 

- 2분기 순이익은 우리의 추정과 시장의 컨센서스를 각각 4.7%, 4.8%하회하는 실적을 기록. 

당 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0%이상 감소하였는데 1) 자동차보험손해율 상승과 2) 

위험손해율 상승, 3) 사업비 증가에 기인 

- 자동차보험은 정비수가 인상,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적 변화로 업계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상

승하고 있음. 동사의 당 분기 자보손해율은 89%로 전년동기 대비 9%p이상 상승 

- 위험손해율은 전체적인 보험청구액이 증가하면서 손해액 자체가 증가, 특히 실손보험 손해액

이 증가하면서 92.6%의 손해율 기록, 지난해 대비 12%p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보장성보험 월납신규액은 분기합산 기준 347억원으로 전 분기 366억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1분기 절판 이슈 등 이벤트 효과를 감안하면 경쟁이 완화됐다고 판단하기 힘듦. 제도가 적용

되는 2021년까지 보장성 인보험 경쟁심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마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매출 증대는 결과적으로 실보다 득이 더 크다고 판단됨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배,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경과보험료 11,441  11,592  11,586  11,600  11,663  

총영업이익 859  746  589  740  852  

순이익 622  515  419  513  592  

손해율 82.3  83.4  85.0  84.9  84.9  

사업비율 19.2  19.3  19.4  19.5  19.6  

합산비율 101.5  102.6  104.4  104.4  104.3  

ROE(%) 14.8  11.0  8.2  9.3  10.3  

EPS(원) 8,786  7,270  5,921  7,240  8,361  

BPS(원) 62,366  69,366  78,719  82,715  86,409  

PBR(x) 1.14  1.01  0.68  0.65  0.62 

주: IFRS 별도 기준 
자료: DB손해보험,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1,942.29 

시가총액 3,43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7% 

자본금(보통주) 3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4,200원 / 48,5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80억원 

외국인지분율 49.16% 

주요주주 김남호 외 11 인 23.23% 
국민연금공단 9.1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9  -27.9  -31.3  -28.2  

상대수익률 -2.1  -21.7  -22.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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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서진시스템  
(178320) 

 
무난한 2분기,  
기대되는 하반기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이새롬  
  

saerom.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1,000 
유지 

현재주가 

(19.08.09) 
23,400 

통신장비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1,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2019년 예상 EPS 3,942원에 Target PER 10.5배 적용  

- 현 주가는 2019년 예상 PER 5.9배 수준. 1) 5G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2) ESS 시장 정상

화로 하반기 ESS 매출액 122% 증가 기대, 3) 기타 부문의 매출 비중 증가(2018 14% → 

2019F 23%)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고려 시 5G 섹터 종목 대비 현저한 저평가 상태로 판

단 

 

2분기 영업이익 165억원(+55% YoY) 기록 

- 2분기 매출액 1,072억원(+22% YoY), 영업이익 165억원(+55% YoY) 기록. 컨센서스 (영업

이익 156억원, 당사 추정치 165억원) 부합 

- 통신장비, 핸드폰 부문 매출액 각각 600억원(+42% YoY), 116억원(-33% YoY) 기록 

- 기타 부문 매출액이 2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며 전체 외형 성장 견인. 자

동차 부문 주요 고객사인 발레오향 공급 아이템이 39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종 이상 확

대 및 신규 고객사향 매출 반영 영향 

- 2분기 성과급 약 20억원 반영됐음에도 전년 동기 대비 3.3%p 개선된 영업이익률 15.4% 

기록 

 

하반기 매출액 상반기 대비 26% 성장 기대 

- 하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2,617억원, 428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26%, 34% 증가 기대. 

전 사업 부문의 성장세 지속될 예정 

- 통신장비 부문은 국내 통신사들의 하반기 5G 투자 가속화, 해외 매출도 3분기에 일부 반영

될 예정으로 3분기 651억원(+59% YoY), 4분기 689억원(+165% YoY) 전망 

- ESS 부문은 2분기 64억원으로 1분기 대비 47%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3분기에는 정상화 

기대. 3분기 110억원(+73% QoQ), 4분기 127억원(+15% QoQ) 예상. 기타 부문은 자동차향 

적용 아이템 확대, 신규 고객사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하반기 매출액 670억원으로 상반기 대

비 70% 증가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2Q18 1Q19 
 2Q19  3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88  101  121  107  22.1  5.9  107  124 66.7 15.5 

영업이익 11  15  16  16  54.6  6.6  16  21 217.2 25.7 

순이익 15  16  16  16  9.7  -2.2  16  20 1525.2 22.3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238  325  480  470  -1.9  448  36.4  44.9  

영업이익 18  37  70  75  6.2  62  106.6  102.7  

순이익 5  30  68  71  5.1  55  458.8  136.9  

자료: 서진시스템,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590.04 

시가총액 42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1% 

자본금(보통주) 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8,900원 / 13,5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68억원 

외국인지분율 6.12% 

주요주주  전동규 외 18 인 33.4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0.3  -6.7  29.0  35.2  

상대수익률 0.0  14.5  59.4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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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켐트로닉스  
(089010) 

 
3분기에도 이어질  
어닝 서프라이즈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이새롬  
  
saerom.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5,000 
유지 

현재주가 

(19.08.12) 
9,820 

디스플레이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5,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2019년 예상 EPS 1,314원에 Target PER 11배 적용 

- 2019년, 2020년 예상 실적 기준 PER 각각 7.1배, 4.3배 수준. 삼성전기로부터 양수 받은 

무선충전 사업부 실적이 2020년에 온기 반영됨에 따라 높은 실적 가시성 보유. 고객사의 

중저가 모델 판매 확대에 따른 수혜, 무선충전의 자동차향 매출도 4분기 이후 반영되는 점 

고려 시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판단 

 

2분기 영업이익 66억원(+125% YoY) 기록. 컨센서스, 당사 추정치 상회하는 호실적 

- 2분기 매출액 851억원(-3.5% YoY), 영업이익 66억원(+125% YoY) 기록. 영업이익 컨센서

스 및 당사 추정치 46억원 상회하는 실적  

- 전자사업부 매출액 335억원(-0.3% YoY), 화학사업부 매출액 516억원(-5.5% YoY) 각각 

기록 

- 1분기와 비슷한 매출액에도 영업이익률 7.8% 기록하며 QoQ 4.0%p 개선. 전자사업부 내 

PBA, LED Plate의 고마진 제품 믹스 효과와 주요 고객사의 중저가 스마트폰의 Rigid OLED 

채택 모델 확대에 따른 TG(식각) 매출액 증가가 이익률 개선에 기여 

 

3분기 영업이익 94억원(+155% YoY, +42% QoQ)로 높은 성장률 지속 전망 

- 3분기 삼성전기로부터 양수 받은 무선충전 신규 매출액 반영 예정. 갤럭시 노트10 출시 효

과 반영되어 무선충전 매출액 292억원 기대 

- 전자부품도 3분기 성수기에 진입하여 무선충전을 포함한 전자사업부 매출액 전분기 대비 

85% 개선된 620억원 예상 

- 하반기에도 고객사의 중저가 라인업 확대되어 식각 사업부 실적 호조 예상. 3분기  

화학사업부 매출액 577억원(+12% QoQ) 전망 

- 2020년 이후 전장향 무선충전 신규 매출은 신규 모멘텀. 30종 이상의 양산 차종에 무선충

전 모듈 및 세트 공급 기대됨에 따라 2020년 무선충전 사업부 매출액은 1,398억원(+149% 

YoY)의 고성장 기대 

 

(단위: 십억원, %)  

구분 2Q18 1Q19 
 2Q19  3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88  85  114  85.1  -3.5 -0.2  94  119.7  20.1 40.6 

영업이익 3  3  5  6.6  125.4  107.0  5  9.4 155.2 41.6 

순이익 0  3  3  3.7  흑전 41.9  3  7.0 1215.5 90.3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293  337  411  401  -2.5  413  15.2  18.7  

영업이익 -10  9  20  26  29.4  22  흑전 178.4  

순이익 -16  1  15  18  22.2  14  흑전 1,606.6  

자료: 켐트로닉스,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594.17 

시가총액 13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7% 

자본금(보통주) 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1,700원 / 4,63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9억원 

외국인지분율 6.55% 

주요주주 김보균 외 12 인 29.18%  
 액시스브이투엑스사모투자합자회사 

7.8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4  -1.8  61.0  38.3  

상대수익률 6.2  19.4  97.9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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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Strategy 본부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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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