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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종목 분석 

 

[4Q19 Review] 카카오: 금융으로 완성될 Connect Everything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230,000원으로 5% 상향. 업종 Top-pick 의견 유지 

- 4분기 매출액 8,673억원(YoY 29%, QoQ 11%), 영업이익은 794억원(QoQ 34%) 기록하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15% 상회. 톡비즈 부문 

매출 405억원으로 이는 톡보드 광고 매출 증가에 기인. 신사업(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또한 4분기 성수기 효과로 호실적 기록 

- 4분기 영업이익을 약 800억원 가까이 기록하며, 향후 실적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 톡비즈 사업 포텐셜과 금융 사업 확장 가능성에 

주목할 시기. 톡보드 광고를 통해 유입된 트래픽은 톡채널, 비즈메시지, 커머스와 페이 등으로 이어지며 사업간 시너지 본격화 기대 

이민아. mina.lee@daishin.com 

 

[4Q19 Review] 넷마블: 구조적 부진을 벗어나려면  

- 투자의견 시장 수익률 하회 유지. 목표주가 73,000원으로 기존 대비 23% 하향 

- 4분기 매출액은 5,518억원(YoY 13%, QoQ -11%), 영업이익은 502억원(YoY 32%, QoQ -41%) 기록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 하회. 기존 게임 매출 감소 지속. 이외에 인건비, 마케팅비 등의 비용 부담은 크지 않았음 

- 매출 실적 부진이라는 구조적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상반기에 신작 게임 기대감은 

약하다고 판단하여 목표주가 하향 

이민아. mina.lee@daishin.com 

 
[4Q19 Review] 대웅제약: 대표 품목의 빈자리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70,000원으로 하향(-19.0%)  

- 4Q19 Review: 대표 품목 알비스의 공백 + 균주 소송 비용으로 부진한 실적 이어져 

- 4Q19 별도 매출액 2,611억원(YoY+1.4%,QoQ+7.7%), 영업이익 14억원(YoY-71.1%, QoQ-51.7%, OPM 0.5%), 순이익 32억원(YoY 

흑전, QoQ+871%) 시현.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 및 컨센서스 모두 큰 폭으로 하회 

- 2020년, 나보타로 이익 개선 + ITC 균주 소송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 

홍가혜. kahye.hong@daishin.com 

 
[4Q19 Review] 이마트: 올해 할인점 기존점 매출 회복 여부가 주가 방향 결정 

- 투자의견 BUY로 유지, 목표주가 140,000원으로 하향(-13%)  

- 4Q19 Review: 일회성 비용 500억원 반영으로 영업적자 100억원 기록  

- 2020년 주가는 할인점 기존점 성장률 회복 여부에 달려 있어...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4Q19 Review] 한국항공우주 : 결국 수주가 결정 

-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36,000원으로 하향 (기존 40,000원, -10.0%) 

- 4Q19 연결 실적은 매출액 1조 996억원(+26.9% yoy) 영업이익 774억원(+6.8% yoy) 영업이익률 7.0%(-1.4%p yoy)  

- 영업이익은 이라크 기지재건 사업 충당금 환입 +150억원, 포괄임금소송패소 충당금 -250억원이 반영되며 기대치 하회. 수리온 관련 

충당금 환입은 올해로 이연, 일회성 제외 시 영업이익은 874억원(+20.6% yoy, opm 7.9%)으로 기대치 소폭 미달 

- 안정된 실적은 주가에 기반영, 동사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는 1)독점적 사업 영역과 2)중장기 고속 성장에 대한 기대. 결국 올해 

실적도 신규 수주 추이가 결정. T-50 국내(0.7조원) 물량과 해외 수주가 몰려있는 2분기가 주가 개선 시점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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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19 Review] 두산밥캣 : 올해도 좋고 중장기도 좋다 

-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40,000원으로 하향 (기존 42,000원, -4.8%)  

- 4Q19 연결 실적은 매출액 1조 1,285억원(+9.9% yoy) 영업이익 962억원(-6.6% yoy) 영업이익률 8.5%(-1.5%p yoy) 

- 매출액은 9분기 연속 전년비 증가. 영업이익은 원재료비 상승(1천만불) 및 신제품 출시비용(1.5천만불)으로 기대치 소폭 하회 

- 현 주가는 연간 배당수익률 3.9%(작년기준 DPS 1,200원, 반기배당 600원 포함) 감안 시 매수하기 좋은 구간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4Q19 Review] 두산인프라코어 :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 

-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유지, 목표주가 5,000원으로 하향(기존 6,000원, -16.7%) 

- 4Q19 연결 실적은 매출액 1조 9,466억원(+9.2% yoy) 영업이익 1,386억원(-2.4% yoy) 영업이익률 7.1%(-0.9%p yoy) 

- 영업이익은 두산밥캣이 962억원(-6.6% yoy) 감소. 건기에서 헤비부문은 294억원(+12.4% yoy), 엔진부문이 130억원(+1.0% yoy)로 보합, 

개발비용 증가 영향 

- 사외매출이 증가할 엔진부문과 딜러망 확대를 통한 선진시장의 성장은 기대되나 중국과 신흥시장은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 중국은 

외자업체 하락 기조가 뚜렷해짐. 신흥 및 선진시장에 대한 성장 전환도 확인이 필요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4Q19 Review] 신세계: 2분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권 벗어날 것으로 전망 

-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60,000원 유지  

- 4Q19 Review: 백화점 성장, 면세점 일회성 이익으로 영업이익 크게 증가  

- 2분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전망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4Q19 Review] KT&G: 긴 호흡에서의 매수 추천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20,000원 유지 

- 4Q19 연결 영업이익은 2,519억원(-5% yoy, -34%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2,997억원,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익 2,911억원을 하회 

- 3Q19 이후 한국 전자담배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양상임에도 전지담배 시장 내 KT&G 시장점유율은 약 30%대로 긍정적이었음. 생산 

효율화로 전자담배 스틱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며 중장기적으로 전자담배 스틱 영업이익률이 일반담배 영업이익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국내 및 해외 수출 방향을 감안하였을 때 전자담배 스틱 영업이익률의 개선은 전사 수익성 개선을 견인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또한 2019년 DPS는 4,400원으로 확정되어 2월 12일 종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4.7%에 달함. KT&G의 배당 정책이 DPS와 배당성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어 안정적인 배당 메리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4Q19 Review] 대상: 놀라웠던 식품, 아쉬웠던 소재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3,000원 유지 

- 4Q19 연결 영업이익은 161억원(+22% yoy, -62%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171억원,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익 170억원을 소폭 하회 

- 별도 식품 매출액은 +27% yoy 기록, 영업이익률은 +2.4%p yoy을 기록. 별도 소재 매출액은 -3% yoy, 영업이익률은 -3.8%p yoy으로 

기대치를 크게 하회. PT미원 매출액은+8% yoy, 영업이익률은 +1.7%p 개선 

- 대상의 별도 식품 부문 2020년, 2021년 영업이익률은 각각 3.7%, 4.1%로 추정하며 제품 믹스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도 높음 

- 국내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 뿐만 아니라, PT미원의 경우 MSG, 전분당의 생산 가능 물량 확대에 따른 매출 확대가 예상되며, 2020년 

3분기, 4분기에 걸쳐 해외 생산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 사업 확대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 

- 국내 주요 가공식품 부문의 수익성 개선 여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 현 주가는 2020년 기준 PER 8배에 불과해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4Q19 Review] 스튜디오 드래곤: 기초는 확인. 올라갈 일만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15천원 유지. 2020년 미디어 업종 컨텐츠 분야 탑픽 

- 4Q 매출 974억원(-4% yoy, -26% qoq), OP -40억원(적전 yoy, 적전 qoq). 설명 가능한 부진한 실적. 중장기 방향성은 훼손된바 없음 

- 분기 110억원의 기초 체력, 넷플릭스 recoup 상향, 오리지널 컨텐츠. 주목할 만한 성과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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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19 Review] CJ ENM: 합병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3만원 유지. OPM 4%로 수익성 낮은 CJ헬로 매각, 수익성 개선 

- 4Q19 OP 427억원(-15% yoy). 컨센 680억원 하회의 상당 부분은 CJ헬로 매각 영향 

- 부진한 방송을 쇼핑이 보완. 시너지는 아니어도, 리스크와 성장 공존하는 방송과 안정적 쇼핑이 실적 안정성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확인  

- ENM 20E OP 3천억원(+12% yoy). 가이던스 3.1천억원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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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카카오  
(035720) 

 
금융으로 완성될  
Connect Everything 

 

이민아  
 
mina.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30,000 
상향 

현재주가 

(20.02.13) 
179,000 

인터넷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230,000원으로 5% 상향, 업종 Top-pick 의견 유지 

- SoTP 방식으로 목표주가 산출. 기존 대비 변경된 부분은 톡비즈와 카카오페이 

1) 톡비즈: 실적 상향으로 적정 가치를 기존 8.4조원에서 9.4조원으로 상향. 톡보드 광고, 알

림톡, 선물하기 등 전 부문 실적 기대치 상회. 2020년 톡비즈 매출 1.04조원, 영업이익 

3,627억원 전망 

2) 카카오페이: 증권사 인수와 결제 거래대금의 견조한 성장을 고려해 적정가치 기존 2.9조

원에서 3.5조원으로 상향. 최근 충전금 결제(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증가로 실적 개선이 이어

지고 있으며 증권계좌 업그레이드를 통해 수익성 개선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 결제 거래대금 

대비 기업가치 승수 0.2배(네이버파이낸셜 밸류에이션과 동일)로 기존 대비 30% 상향 

- 이외 부문은 기존과 유사하게 추정. 톡비즈, 카카오페이 적정가치 상향을 반영해 목표주가 

23만원으로 기존 대비 5% 상향. 업종 Top-pick으로 지속 추천 

 

매출 성장이 견인한 서프라이즈. 특히 톡비즈 매출은 YoY 73% 증가  

- 4분기 매출액은 8,673억원(YoY 29%, QoQ 11%), 영업이익은 794억원(QoQ 34%) 기록. 영

업이익은 컨센서스를 15% 상회. 일본 픽코마 회계기준 변경(-544억원) 전 기준 전체 매출

은 9,217억원으로 매출 역시 서프라이즈 

- 톡비즈 매출이 2,216억원(YoY 73%, QoQ 36%)으로 대폭 성장. 10월 OBT를 시작한 톡보드 

광고 매출이 405억원(일매출 4.4억원)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카카오톡 채널/샵탭/

톡스토어 및 선물하기/메이커스 등 전 부문 매출 견조했던 것으로 파악 

- 신사업 매출은 882억원(YoY 95%, QoQ 42%)으로 가장 큰 폭 성장. 성수기 진입과 브랜드 

택시 사업 확대로 모빌리티 매출 342억원(YoY 111%) 기록 추정. 카카오페이의 4분기 거래

대금은 13.5조원(YoY 76%) 기록. 결제 트래픽과 투자상품 판매 증가하며 4분기 매출 518억

원(YoY 106%)으로 증가 추정. 가파른 매출 증가에 힘입어 12월 월간 기준 흑자 달성 

- 유료 콘텐츠 부문은 픽코마의 회계기준 변경(K-IFRS 적용)으로 544억원의 연간 매출 조정 

발생. 기존 기준 매출액은 1,022억원(YoY 61%, QoQ 11%) 기록. 카카오페이지 4분기 거래

액은 7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준 달성. 픽코마 거래액 역시 YoY 134% 증가 

- 인건비, 외주/인프라비, 마케팅비 등 비용 증가도 동반되었으나 매출 성장이 기대치를 더욱 

상회했음. 마케팅비 지출은 415억원(YoY -26%, QoQ 13%)으로 예년대비 크지 않았음 

 

실적 우려는 이제 없음. 톡비즈 사업 포텐셜과 금융 사업 확장 가능성에 주목할 때 

- 2020년 영업이익은 4,510억원(YoY 118%), 영업이익률은 11.9% 달성 전망. 전 사업부의 

고른 성장으로 4분기 영업이익은 이미 794억원(영업이익률 9.2%)까지 증가. 톡보드 광고의 

매출 성장과 카카오페이 실적 개선 추세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 

-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에 더욱 주목해야 할 때. 톡보드 광고를 통해 유입된 트래픽은 톡채널, 

비즈메시지, 커머스와 페이 등으로 이어지며 사업간 시너지가 본격화 되고 있음 

-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 후 실명계좌 개설 시작. 실명계좌는 이용 및 충전한도가 없

어 충전금 잔액 대폭 증가 전망. 향후 펀드 상품 판매 등으로 금융 상품 판매 본격화 계획.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 가능성에 주목 필요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673  783  865  867  28.8  10.7  855  872  23.5  0.6  

영업이익 4  59  68  79  1,749.7  34.4  69  81  194.0  2.4  

순이익 -29  51  69  -440  적지 적전 50  60  116.9  흑전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PI 2232.96 

시가총액 15,46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12% 

자본금(보통주) 4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79,000원 / 98,1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52억원 

외국인지분율 31.14% 

주요주주  김범수 외 21 인 26.25%  
 국민연금공단 9.5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2  16.6  36.1  82.5  

상대수익률 7.0  10.8  17.4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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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넷마블  
(251270) 

 구조적 부진을 벗어나려면 

 

이민아  
 
mina.lee@daishin.com  

 

  
  
  

 

투자의견 Underperform  
시장수익률 하회, 유지 

6개월 목표주가 73,000 
하향 

현재주가 

(20.02.13) 
93,400 

디지털컨텐츠업종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하회(Underperform) 유지. 목표주가 73,000원으로 하향 

- SoTP와 PER 밸류에이션을 평균하여 목표주가 73,000원으로 산출. 기존 대비 23% 하향 

(1) SoTP: 2020년 EBITDA에 Target EV/EBITDA 10.2배를 적용, 사업가치를 3.9조원으로 산

출. 빅히트엔터, 엔씨소프트, 코웨이 등 주요 자회사 지분 가치 합산 3.3조원으로 산출. 순현

금 1,918억원을 가산하여 산출한 적정주가는 81,000원 

(2) PER: 2월 11일부터 코웨이 실적을 지분법이익에 반영하고, 2020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에 Target PER 19.4배 적용하여 적정주가 64,000원으로 산출. Target PER은 글로벌 peer

의 2020년 PER 평균을 10% 할인한 수준 

-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1분기 실적도 기존작 매출 하락과 신작의 제한적인 매출 

기여로 컨센서스 하회 가능성 높음. 2분기부터 신작 흥행 성과를 반영하여 2020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7%, 17% 증가한다고 가정해도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움 

 

기존작 매출 감소 추세. 돌파구가 필요 

- 4분기 매출액은 5,518억원(YoY 13%, QoQ -11%), 영업이익은 502억원(YoY 32%, QoQ -

41%) 기록.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 

- 기존 게임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음. 그나마 MCOC 매출은 938억원(QoQ 11%)으로, 

10/23 글로벌 출시된 킹오파 올스타 매출은 287억원(QoQ 31%)으로 양호. 그러나 이외 게

임 매출은 L2R 717억원(QoQ -14%), 일곱개의 대죄 497억원(QoQ -30%), BSR 386억원

(QoQ -3%) 등으로 감소. 결과적으로 전체 매출 QoQ 11% 감소 

- 인건비는 1,221억원(YoY 10%, QoQ 2%), 마케팅비는 739억원(YoY 1%, QoQ 2%) 등으로 

비용 부담은 크지 않았음  

 

NTP 행사 개최, 기대작 라인업 추가, 대규모 흥행 필요 

- 상반기 신작 라인업은 일곱개의 대죄(글로벌, 3/3), A3(한국, 3월), BSR(글로벌, 4월), 

MROC(글로벌, 상반기). 일곱개의 대죄 매출은 2분기 729억원(QoQ 37%)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이후 소폭의 하향 안정화 전망. 기타 신작 합산 매출은 2분기부터 매분기 

12~15% 성장을 가정 

- 여기에 코웨이 인수로 인한 지분법이익(분기 평균 275억원)까지 반영해도 2020년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PER은 28배. 국내외 게임 peer들의 PER이 대부분 20배 내외에 형성되어 있는 

점과 비교하면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 밸류에이션 정당화를 위해서는 기대작 라인업 추가와 신작의 대규모 흥행 필요. 2분기 개최 

예정인 NTP(Netmarble Together with Press, 신작 공개 행사)에 주목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87  620  579  552  13.3  -11.0  592  534  11.9  -3.1  

영업이익 38  84  64  50  32.1  -40.5  66  46  34.3  -9.2  

순이익 15  85  63  -10  적전 적전 54  103  162.2  흑전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32.96 

시가총액 8,00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58% 

자본금(보통주) 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36,000원 / 84,6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80억원 

외국인지분율 22.81% 

주요주주  방준혁 외 13 인 24.90%  
 씨제이이앤엠 21.8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2  5.2  10.4  -24.4  

상대수익률 -3.4  0.0  -4.8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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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대웅제약  
(069620) 

 대표 품목의 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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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70,000 
하향 

현재주가 

(20.02.13) 
117,000 

제약업종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70,000원으로 하향(-19.0%) 

- 목표주가는 SOTP 방식으로 산출. 영업가치 1조 4,415억원은 12mF EBITDA= 809억원, 

Target EV/EBITDA =17,8배(상위제약사 평균에 10% 할증) 적용. 비영업가치는 자회사 한올바

이오파마 지분가치 5,058억원과 안구건조증 신약(HL036) 가치 3,469억원 반영 

- 목표주가 변경은 실적 전망치와 안구건조증 신약(HL036, 한올바이오파마 공동개발) 가치 하향 

조정을 반영   

 

4Q19 Review: 대표 품목 알비스의 공백 + 균주 소송 비용으로 부진한 실적 이어져 

- 4Q19 별도 매출액 2,611억원(YoY+1.4%,QoQ+7.7%), 영업이익 14억원(YoY-71.1%, QoQ-

51.7%, OPM 0.5%), 순이익 32억원(YoY 흑전, QoQ+871%) 시현.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 

및 컨센서스 모두 큰 폭으로 하회 

-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전문의약품(ETC) 1,787억원(YoY-1.9%, QoQ+2.2%), 일반의약품

(OTC) 301억원(YoY+20.1%, QoQ+7.2%), 나보타 122억원(YoY+342.3%, QoQ+48.3%) 등 

- 식약처의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판매 중단 조치로 2019년 9월부터 동사 대표 품목 알비스

의 판매 중단, 이에 따라 분기 140~150억원 상당의 매출 공백 발생. 대체품목인 넥시움

(136억원, YoY+19.2%, QoQ+28.9%), 가스모틴(66억, YoY+10.2%, QoQ+10.7%) 매출이 

증가했으나 ETC 사업부 매출 역성장 불가피 

- 나보타는 국내 판가 인하 프로모션과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로 국내외 모두 성장하여 국내 

51억원(YoY+156%, QoQ+346%), 수출 71억원(YoY+816%, QoQ+0.6%) 기록 

- 영업이익 부진은 알비스 판매 중단, 나보타 소송비용(68억원, QoQ-34.6%), 글로벌 구조조

정 비용(39억원) 영향 

 

2020년, 나보타로 이익 개선 + ITC 균주 소송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 

- 2020년 별도 매출액 1조 38억원(YoY-0.1%), 영업이익 472억원(YoY+50.2%, OPM 4.7%) 

전망. 나보타 총매출 652억원(YoY+46.4%)으로 국내 149억원(YoY+31.9%), 수출 503억원

(YoY+51.4%) 전망. 특히 유럽향 수출 개시(2Q20) 등 수익성 높은 톡신 수출 증가로 점진적 

이익 개선 기대 

- 올 6월, 메디톡스와의 ITC 균주 소송 예비판정 결과 예상. 소송 불확실성 완화 시 주가 반등 

기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867  944  1,005  1,004  1,062  

영업이익 45  31  31  47  76  

세전순이익 41  16  16  45  72  

총당기순이익 37  1  20  33  52  

지배지분순이익 37  1  20  33  52  

EPS 3,170  128  1,747  2,816  4,510  

PER 51.9  1,474.5  67.0  41.5  25.9  

BPS 47,239  46,465  47,678  49,959  53,935  

PBR 3.5  4.1  2.5  2.3  2.2  

ROE 6.9  0.3  3.7  5.8  8.7  

주: 별도 기준 / 자료: 대웅제약,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PI 2232.96 

시가총액 1,35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0% 

자본금(보통주) 2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06,000원 / 116,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0억원 

외국인지분율 6.53% 

주요주주  대웅 외 5 인 51.33%  
 국민연금공단 9.2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7.3  -13.3  -28.4  -42.8  

상대수익률 -17.5  -17.6  -38.3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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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이마트  
(139480) 

 
올해 할인점 기존점 매출 회복  

여부가 주가 방향 결정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이나연  
n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40,000 
하향 

현재주가 

(20.02.13) 
112,500 

유통업종 

   
 

 

 

투자의견 BUY로 유지, 목표주가 140,000원으로 하향(-13%)  

-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를 140,000원(12개월 Forward P/E 15배)으로 13% 하향함. 목표주

가 하향은 실적 하향 조정에 따른 것임 

4Q19 Review: 일회성 비용 500억원 반영으로 영업적자 100억원 기록  

- 개별기준 총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6,044억원(+0% yoy)과 253억원(-66% yoy) 기록. 4분

기 할인점 기존점 성장률은 -1.2%로 2분기 -4.6%, 3분기 -5.9% 보다 역성장폭 축소. 4분기 쓱데

이 행사 등이 기존점 성장률 만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트레이더스 기존점 성장률은 +1.5%로 크

게 낮아짐. SSG.COM GMV 성장률은 28%를 기록하며 상반기 +14%, 3분기 +21% 대비 성장폭 

확대 

- 연결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 약 500억원 반영으로 100억원 적자 기록. 할인점 부문의 인건비 장

기 근속 조정 비용 150억원, 재고 감모손 90억원, SSG.COM 영업권 상각 및 프로모션비용 166억

원, 전문점 폐점 및 재고 처분손 90억원 등이 일시에 영업비용으로 반영되었음. 한편, 전문점 폐점 

예정 점포 및 영업부진점포에 관한 손상차손 727억원과 투자주식 손상차손 175억원이 영업외 비용

으로 반영되었으나 유형자산 처분손익 2,073억원 발생으로 세전이익은 955억원 기록 

2020년 주가는 할인점 기존점 성장률 회복 여부에 달려 있어... 

- SSG.COM의 GMV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확대되는 양상. 신선식품 

거래액은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비식품 부문에서 경쟁력 약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

지만 비교적 양호한 증가 기록.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 강도가 여전히 강하지만 더 심해지는 추이

가 아닌 만큼 물류센터 3호점 오픈 효과 기대해 볼만하다고 평가  

- 정작 중요한 문제는 (-)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할인점 트래픽의 회복 여부인데, 회사측에서 이에 대

해 경쟁력이 없는 가전제품 등 비식품류의 공산품 대신 신선식품쪽 MD 강화 전략을 밝힘. 이는 식

품의 특성상 매장에 직접 방문 후 구매하는 패턴을 염두한 전략으로 이 전략의 성패에 따라 올해 주

가 방향이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3-4월경 전체 매장 구성에 대한 테스트가 끝나고 

2분기에 prototype 반영할 것을 언급. 이 효과에 대해 당장 크게 기대하긴 어려우나 본업의 경쟁력

을 식품 부문에서 찾으려 한점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판단됨 

- 한편 동사는 2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 여부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마트의 구조적 수요 부진으로 전염병이 특별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 그러나 1분기 전체 실적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함. 올해 동사의 전략 성

공 여부를 쉽게 낙관하긴 어려우나, 실적이 더 부진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 결론

적으로 주가는 하락 리스크 보다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됨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순매출액 4,226  5,063  5,000  4,832  14.3  -4.6  4,740  5,264  14.8  8.9  

영업이익 61  116  41  -10  적전 적전 44  62  -16.4  흑전 

순이익 49  110  20  81  63.6  -26.6  55  70  2.4  -14.0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32.96 

시가총액 3,13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3% 

자본금(보통주) 13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82,500원 / 105,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10억원 

외국인지분율 33.23% 

주요주주  이명희 외 3 인 28.56%  
 국민연금공단 12.7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3  -12.1  0.0  -35.9  

상대수익률 -6.4  -16.5  -13.8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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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한국항공우주  
(047810) 

 결국 수주가 결정 

 

이동헌  
이태환  

dongheon.lee@daishin.com  
taehwa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6,000 
하향 

현재주가 

(20.02.13) 
30,800 

기계업종 

   
 

 

 

4Q19 Review 일회성으로 기대치 하회 

- 4Q19 연결 실적은 매출액 1조 996억원(+26.9% yoy) 영업이익 774억원(+6.8% yoy) 영업

이익률 7.0%(-1.4%p yoy). 당사 추정 매출액 9,698억원과 컨센서스 매출액 9,755억원을 

각각 +13.4%, +12.7% 상회. 당사 추정 영업이익 959억원과 컨센서스 영업이익 968억원을 

각각 -19.3%, -20.0% 하회 

- 매출액은 완제기 수출 납품(태국 3대, 이라크 2대)이 예상보다 증가, 국내 수리온 계열 10대 

납품 등으로 분기 사상 첫 1조원 이상 매출 달성. KF-X 개발 매출은 2,050억원(+51.7% 

yoy, +86.9% qoq)으로 예상치(2,450억원) 하회 

- 영업이익은 이라크 기지재건 사업 충당금 환입 +150억원, 포괄임금소송패소 충당금 -250

억원이 반영되며 기대치 하회. 수리온 관련 충당금 환입은 올해로 이연, 일회성 제외 시 영업

이익은 874억원(+20.6% yoy, opm 7.9%)으로 기대치 소폭 미달 

- 영업외에서는 LCH(Light Civil Helicopter, 소형민수헬기) 개발관련 무형자산손상차손 -1,230

억원이 반영되며 대규모 적자. 제외 시 순이익은 예상치 수준 

 

결국 수주가 결정 

- 2017년 빅배스 이후 실적은 빠르게 안정화. 2019년 순영업일회성은 566억원 수준. 제외 시 

영업이익은 2,352억원(+60.7% yoy, opm 7.6%). 2020년도 600억원 수준의 일회성 기대. 

제외 시 영업이익은 2,669억원(+13.5% yoy, opm 7.9%). 일회성은 대부분 수리온 관련 

- 2019년 신규수주는 1조 3,484억원(-53.5% yoy)으로 목표치 2.6조원 대비 51.9% 수준. 

1.1조원 가량의 수주건이 올해로 이연될 영향. 올해 신규수주 목표는 4.2조원(국내 2.2조원, 

수출 0.5조원, 기체부품 1.5조원 등). 연말 수주잔고는 16.8조원(-8.1% yoy) 

- 안정된 실적은 주가에 기반영, 동사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는 1)독점적 사업 영역과 

2)중장기 고속 성장에 대한 기대. 결국 올해 실적도 신규 수주 추이가 결정. T-50 국내(0.7

조원) 물량과 해외 수주가 몰려있는 2분기가 주가 개선 시점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36,000원으로 하향 

- 목표주가를 36,000원으로 하향(기존 40,000원, -10.0%) 

- 목표주가 36,000원은 2020E EPS 2,294원에 타깃 PER 16.0배 적용 

(기존 2020E EPS 2,490원에 타깃 PER 16.0배 적용) 

- 타깃 PER은 동사의 실적 안정시기인 2014~2016년 평균치를 30% 할인 적용. 완제기 수

출 수주 감소와 일회성 이익을 반영하나 KF-X 사업 본격화, 실적회복 기조 등을 감안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867  568  970  1,100  26.9  93.7  976  678  7.5  -38.3  

영업이익 72  48  96  77  6.8  61.9  97  44  33.0  -42.6  

순이익 49  37  71  -41  적전 적전 60  27  -37.5  흑전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2,072  2,786  2,974  3,104  4.4  2,975  34.4  11.4  

영업이익 -209  146  294  275  -6.3  291  흑전 88.0  

순이익 -235  57  244  132  -45.9  232  흑전 131.1  

자료: 한국항공우주,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32.96 

시가총액 3,00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2% 

자본금(보통주) 48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1,750원 / 30,1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21억원 

외국인지분율 19.49% 

주요주주  한국수출입은행 26.41%  
 국민연금공단 7.0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8  -18.4  -19.6  -7.6  

상대수익률 -7.9  -22.4  -30.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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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두산밥캣  
(241560) 

 올해도 좋고 중장기도 좋다 

 

이동헌  
이태환  

dongheon.lee@daishin.com 
taehwa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0,000 
하향 

현재주가 

(20.02.13) 
30,650 

기계업종 

   
 

 

 

4Q19 Review 무난한 실적 

- 4Q19 연결 실적은 매출액 1조 1,285억원(+9.9% yoy) 영업이익 962억원(-6.6% yoy) 영업

이익률 8.5%(-1.5%p yoy). 당사 추정 매출액 1조 977억원과 컨센서스 1조 703억원 대비 

각각 +2.8%, +5.4% 상회. 당사 추정 영업이익 1,004억원과 컨센서스 996억원 대비 각각 -

4.2%, -3.4% 하회. 전반적으로 예상치에 부합 

- 매출액은 9분기 연속 전년비 증가. 매출비중의 75%를 차지하는 미주(NAO)지역에서는 전년

비 +6.6% 증가(달러 기준), 신제품 컴팩트트랙터(CT)와 포터블파워(PP) 판매 증가 영향. 매

출비중 19%의 유럽지역(EMEA)과 6% 비중의 아시아/라틴은 각각 +1.6%, +7.7% 증가, 유

럽지역은 환효과 제외시 +4.9% 성장. 매출비중의 92%인 컴팩트(Compact) 제품이 전년비 

+4.7% 성장. 포터블파워(PP)은 +14.7% 급증.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 

- 영업이익은 원재료비 상승(1천만불) 및 신제품 출시비용(1.5천만불)으로 기대치 소폭 하회 

 

올해도 좋고 중장기도 좋다 

- 올해도 SAL, G6 등의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며 판관비는 증가. 그러나 원재료 중 철강재 가

격 조정(연간 4천만불 예상), 통합 물류를 통한 원가절감(연간 2.5천만불 예상) 등으로 영업이

익은 전년비 +5.1% 성장 전망 

- 올해 매출액은 견조한 미국 주택시장에 신제품이 더해지며 전년비 6.5% 성장 전망 

- 기존 제품의 신모델(G6), CT, SAL, CWL, BHL, 모어 등의 라인업 다양화에 의한 시너지로 

중장기 성장성이 높아짐. 향후 제품 커버리지는 북미 24%에서 70%, 유럽 56%에서 71%로 

늘어날 전망. 현 주가는 연간 배당수익률 3.9%(작년기준 DPS 1,200원, 반기배당 600원 포

함) 감안 시 매수하기 좋은 구간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40,000원으로 하향 

- 목표주가를 40,000원으로 하향(기존 42,000원, -4.8%) 

- 목표주가 40,000원은 2020E EPS 3,202원에 타깃 PER 12.5배를 적용 

(기존 2020E EPS 3,236원에 타깃 PER 12.9배 적용) 

- 타깃 PER은 글로벌 소형장비/농기계 업체 4사(디어, CNHI, AGCO, 구보다)의 2020E 평균 

PER을 10% 할인. 동사는 선진국향 소형 건설장비 회사로 신흥국 변동성에 노출된 중대형 

건설장비 업체 대비 고PER를 적용 받음. 최근 투자 증가에 따른 이익성장 정체를 반영해 할

인 적용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027  1,128  1,098  1,129  9.9  0.0  1,070  1,121  5.5  -0.7  

영업이익 103  110  100  96  -6.6  -12.8  100  109  -3.8  13.3  

순이익 50  67  58  42  -17.2  -37.7  59  66  -3.0  59.7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3,389  3,971  4,479  4,510  0.7  4,445  17.2  13.6  

영업이익 395  459  481  477  -0.9  482  16.4  3.9  

순이익 274  264  288  272  -5.6  292  -3.4  2.9  

자료: 두산밥캣,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32.96 

시가총액 3,07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2% 

자본금(보통주) 4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7,100원 / 30,0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8억원 

외국인지분율 26.33% 

주요주주  두산인프라코어 외 2 인 51.06%  
 국민연금공단 7.0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4  -3.6  -14.3  -4.1  

상대수익률 -7.6  -8.4  -26.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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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두산 

인프라코어  
(042670)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 

 

이동헌  
이태환  

dongheon.lee@daishin.com 
taehwan.lee@daishin.com  

 
투자의견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000 

하향 
현재주가 

(20.02.13) 
4,965 

기계업종 

   
 

 

 

4Q19 Review 나름대로 선방 

- 4Q19 연결 실적은 매출액 1조 9,466억원(+9.2% yoy) 영업이익 1,386억원(-2.4% yoy) 영

업이익률 7.1%(-0.9%p yoy). 당사 추정 매출액 1조 8,665억원과 컨센서스 1조 8,684억원 

대비 각각 +9.2%, +4.3% 상회. 당사 추정 영업이익 1,573억원과 컨센서스 1,447억원 대비 

각각 -11.9%, -4.2% 하회 

- 4Q19 밥캣을 제외한 별도 실적은 매출액 8,181억원(+8.1% yoy) 영업이익 424억원(+8.7% 

yoy) 영업이익률 5.1%(-0.2%p yoy). 컨센서스 대비 각각 +2.5%, -6.0% 하회 

- 매출액에서 4Q19 헤비부문은 6,768억원(+6.6% yoy). 건기에서 전년비 중국 -0.4%, 신흥/

한국 -7.2%, 미주/유럽 +19.5%로 선진시장 강세, 신흥시장 약세. 밥캣은 +10.0% 성장. 엔

진부문은 밥캣/발전기 수요 증가로 +45.1% yoy 성장, 작년 생산차질에 대한 기저효과 포함 

- 영업이익은 두산밥캣이 962억원(-6.6% yoy) 감소. 건기에서 헤비부문은 294억원(+12.4% 

yoy), 엔진부문이 130억원(+1.0% yoy)로 보합, 개발비용 증가 영향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 

- 동사는 올해 가이던스로 매출액 8.5조원(+3.8% yoy), 영업이익률 9.3%(-1.0%p yoy) 제시. 

밥캣을 제외한 별도 가이던스는 매출액 3.9조원(+4.7% yoy / 헤비 3.2조원, 엔진 0.7조원)에 

영업이익 3,200억원(-11.9% yoy)으로 다소 아쉬운 이익 전망. 올해 심화될 경쟁에 대비해 

판관비 예산을 많이 잡은 것으로 추정 

- 사외매출이 증가할 엔진부문과 딜러망 확대를 통한 선진시장의 성장은 기대되나 중국과 신

흥시장은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 중국은 외자업체 하락 기조가 뚜렷해짐. 신흥 및 선진시장

에 대한 성장 전환도 확인이 필요 

- 엔진 호조, Concept-X나 두산커넥트서비스 등의 성장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메리트(2020E 

PER 6.0배(BW 감안), PBR 0.6배)가 큰 상황이나 시장 회복세를 지켜봐야 할 것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유지, 목표주가 5,000원으로 하향 

- 목표주가를 5,000원으로 하향(기존 6,000원, -16.7%) 

- 목표주가 5,000원은 2020E 790원(BW 반영)에 타깃 PER 6.3배 적용 

(기존 2020E EPS 949원에 타깃 PER 6.3배 적용), 2020E EPS -11.6% 하향 

- 타깃 PER은 글로벌 건설장비 6사(캐터필러, 테렉스, 고마츠, 히다치건기, 볼보, 싼이중공업)

의 2020E 평균 PER을 30% 할인 적용. 주력시장인 중국에서 외자업체 점유율 하락 영향, 

중국법인 소송, 그룹사 리스크 재무 리스크 등을 반영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783  1,857  1,866  1,947  9.2  4.8  1,868  2,124  -2.7  9.1  

영업이익 142  155  157  139  -2.4  -10.3  145  243  -2.6  75.6  

순이익 -9  19  -97  15  흑전 -19.4  7  48  -46.0  217.9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6,568  7,730  8,106  8,186  1.0  8,100  17.7  5.9  

영업이익 661  848  859  840  -2.2  845  28.4  -0.9  

순이익 149  246  127  240  88.3  232  65.8  -2.7  

자료: 두산인프라코어,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32.96 

시가총액 1,03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7% 

자본금(보통주) 1,04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930원 / 4,835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1억원 

외국인지분율 15.67% 

주요주주  두산중공업 외 8 인 36.31%  
 국민연금공단 6.1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2  -13.0  -14.7  -37.1  

상대수익률 -4.3  -17.4  -26.4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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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신세계  
(004170) 

 
2분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권 벗어날 것으로 전망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이나연  
n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60,000 
유지 

현재주가 

(20.02.13) 
293,000 

유통업종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60,000원 유지  

-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360,000원(SOTP 방식으로 산출, 2020년 예상 P/E 기준 12배) 유지. 

1분기 예상치 못한 변수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나, 올해에도 백화점 및 면세점 본업의 경쟁력은 계

속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장기 주가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4Q19 Review: 백화점 성장, 면세점 일회성 이익으로 영업이익 크게 증가  

- 별도기준 총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1,248억원(-8%, yoy), 854억원(-9%, yoy) 기록. 오프

라인 백화점 기존점 +5.3% 성장(인천점 제외 시). 경쟁사 기존점 성장률(-4~+1%) 대비 매우 높은 

성장률로 브랜드 차별화 증명. 그러나 2018년 4분기에 인천점 영업 종료 영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

익 감소  

-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946억원(+45% yoy) 기록. [신세계DF] 영업 호조와 일회성 이익 580억원

(회계 기준 변경 영향 480억원, 특허 수수료 인하 97억원) 영향으로 710억원 기록. 일회성 이익을 

제거할 경우 실질 영업이익 증가액은 +180억원에 이름. [센트럴시티] 면세점과 반대로 회계 기준 변

경으로 일회성 비용 75억원이 반영. [대구신세계] 영업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29억원 증

가한 99억원 기록. [신세계인터] 화장품 사업부 실적이 양호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217억원을 기록

하며 개선(4Q18 +179억원) [까사미아] 신규 점포 오픈, 철수 비용 등 영향으로 영업손실 72억원 발

생(4Q18 -31억원)  

2분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전망  

- 1월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 5% 상회. 1월 휴일이 전년동월대비 2일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 기

존점 성장률은 약 14%에 이를 정도로 매출이 매우 양호했음. 그러나 2월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기존점 성장률이 약 -3~-4% 기록 중. 2월이 전년동월대비 영업일수가 2일 더 많은 상

황임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 성장률은 -10%보다 부진한 것으로 파악.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주 접어들면서 매출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어 2월 최종 기존점 성장률은 flat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

로 전망 

- 면세점의 경우 2월 매출액이 -40% 내외로 상황이 백화점보다 더 안 좋으나 최근 바이러스에 대

한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 있어 3월의 경우 (-) 성장률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임. 면세점의 경우 회

계 기준 변경으로 인천공항 사용자 자산 8,700억원 중 3,122억원이 2019년에 한번에 상각 처리되

면서 지난해 4분기에 480억원이 일시에 이익으로 반영되었는데 올해는 분기당 약 150억원(연간 

600억원) 반영될 것으로 보임. 1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질 영업이익은 감소하겠으나 리스 회

계 변경 적용 이슈로 회계적인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회사 신세계인터와 센트럴시티의 

경우 모두 1분기 실적이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2분기부터 

서서히 회복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순매출액 1,541  1,603  1,654  1,798  16.6  12.2  1,737  1,587  4.6  -11.7  

영업이익 134  96  142  195  45.1  102.9  155  105  -3.8  -45.8  

순이익 85  34  54  -164  적전 적전 83  81  -87.9  흑전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32.96 

시가총액 2,88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1% 

자본금(보통주) 4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41,000원 / 216,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43억원 

외국인지분율 30.33% 

주요주주  이명희 외 2 인 28.57%  
 국민연금공단 14.1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6  10.6  30.5  15.1  

상대수익률 -9.7  5.1  12.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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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KT&G  
(033780) 

 긴 호흡에서의 매수 추천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노희재  
heejae.roh@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20,000 
유지 

현재주가 

(20.02.12) 
93,100 

음식료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20,000원 유지 

- 2020, 2021년 영업이익 조정 폭은 미미하며 순이익은 각각 -3%, -2% 하향 조정 하였으나 

변동 폭이 미미해 목표주가 변동 없음 

- 2019년 DPS는 4,400원으로 확정되어 2월 12일 종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4.7%에 달함. 

KT&G의 배당 정책이 DPS와 배당성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어 안정적인 배당 메리트가 지

속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임. 긴 호흡에서 매수 추천 

 

기대치를 하회한 4분기 

- 2019년 4분기 KT&G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2,007억원(+9% yoy, -9% qoq), 영업이익은 

2,519억원(-5% yoy, -34%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2,997억원,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익 2,911억원을 하회 

- 부문별 매출액은 1) [별도] 국내 일반담배의 경우 2019년 4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은 

64.1%(+2.2%p yoy)에 달하며 3분기에 이은 호실적 시현하였으나 수출 일반담배가 기존 시

장으로의 수출 공백이 지속되어 별도 매출액은 +9% yoy 성장하였음. 2) [한국인삼공사] 채

널별로는 로드샵/온라인 등 기타 채널 매출액이 각각 +34%, +20% yoy 성장하였으며 제품

별로는 홍삼 매출액이 +17% yoy 성장하며 한국인삼공사 매출액은 +14% yoy 성장하였음. 

3) [연결법인] 한국인삼공사를 제외한 연결법인의 경우 현지 담배 세금 인상 등의 이유로 주

력 해외 법인들의 판매량이 감소하여 연결법인 합산 매출액은 -1% yoy를 기록하였음 

영업이익의 경우 1) [별도] 수원 분양 매출 반영에도 주력 수출 국가에서의 판매량 감소 영향

으로 영업이익은 +11% yoy에 그쳤으며, 2) [한국인삼공사] 전년 동기 대비 판매수수료 및 

운반보관비 상승이 부담되었음에도 매출 호조로 영업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7억원 축소되었

음. 3) [연결법인] 주요 연결 법인인 영진약품의 연구개발비 집중 집행, 주력 해외 법인들의 

매출 부진 영향으로 적자 전환해 영업적자 88억원을 기록하였음 

 

공룡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 2019년 3분기 이후 한국 전자담배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양상임에도 전지담배 시장 내 

KT&G 시장점유율은 약 30%대로 긍정적이었음. 생산 효율화로 전자담배 스틱 수익성이 크

게 개선되며 중장기적으로 전자담배 스틱 영업이익률이 일반담배 영업이익률을 상회할 가능

성이 높아 향후 국내 및 해외 수출 방향을 감안하였을 때 전자담배 스틱 영업이익률의 개선

은 전사 수익성 개선을 견인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PMI와의 Global Collaboration 계약 건의 경우 2020년 말 해외 출시될 것으로 추정하며 첫 

출시 국가는 PMI의 아이코스 출시 국가 53개국(2020년 2월 기준)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

음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102  1,322  1,192  1,201  9.0  -9.2  1,177  1,296  9.4  8.0  

영업이익 264  382  291  252  -4.6  -34.1  300  383  10.0  52.1  

순이익 127  321  222  116  -8.7  -63.8  224  294  7.6  152.8  

자료: KT&G,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38.38 

시가총액 12,78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92% 

자본금(보통주) 95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9,500원 / 91,6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63억원 

외국인지분율 46.51% 

주요주주  국민연금공단 11.21%  
 중소기업은행 6.9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7  -7.4  -6.9  -4.9  

상대수익률 -3.1  -11.4  -19.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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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대상  
(001680) 

 
놀라웠던 식품,  
아쉬웠던 소재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노희재  
heejae.roh@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3,000 
유지 

현재주가 

(20.02.13) 
21,600 

음식료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3,000원 유지 

- 채널 믹스 변화, SKU 효율화, 시장 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을 통한 수익성 관리가 8개 분기 

연속 이어지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이익 체력 개선세 지속 

- 국내 주요 가공식품 부문의 수익성 개선 여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 현 주가는 

2020년 기준 PER 8배에 불과해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  

 

기대치를 소폭 하회한 4분기 

- 대상의 2019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399억원(+5% yoy, -6% qoq), 영업이익은 161

억원(+22% yoy, -62%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171억원,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

익 170억원을 소폭 하회하였음 

- 부문별로는 1) [별도 식품] 베스트코 합병 효과 및 신선식품(+8% yoy), 육가공(+14% yoy) 

등 주요 가공식품 매출액 성장세가 지속되며 별도 식품 매출액은 +27% yoy를 기록하였으며 

베스트코 합병 효과 및 사내 거래 감소분 제외 시 순수 매출액 성장은 +4% yoy로 추정됨. 

영업이익률은 저수익 채널 비용 축소 및 채널 믹스의 긍정적 개선으로 흑자전환해 +2.4%p 

yoy를 기록하며 큰 폭의 수익성 개선세 시현. 2) [별도 소재] 주요 거래처 생산량 감소에 따

른 전분당 매출 감소는 지난 2019년 3분기 단행한 단가 인상 효과가 일부 상쇄하였고 고부

가 바이오 제품 및 CMO 매출 확대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라이신 수급 악화로 

별도 소재 매출액은 -3% yoy 기록. 영업이익률의 경우 환율 상승에 따른 옥수수 투입가 

+5% 상승 및 신규 아미노산 제품 출시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 발생 등으로 -3.8%p yoy으

로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였음. 3) [PT미원] 전분당 사업 안정화 및 MSG 수출 확대로 매출액

은 +8% yoy, 영업이익률은 +1.7%p 개선되었음 

 

선방한 2019년, 기대되는 2020년 

- 대상의 별도 식품 부문 영업이익률은 2017년 2.8%, 2018년 3.1%, 2019년 3.5%로 점진적

인 개선세를 시현 하였음. 2020년, 2021년 영업이익률은 각각 3.7%, 4.1%로 추정하며 제품 

믹스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됨 

- 국내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 뿐만 아니라 2016~2019년 연평균 22%의 매출 성장세를 시현

한 PT미원의 경우 MSG, 전분당의 생산 가능 물량 확대에 따른 매출 확대가 예상되며, 2020년 

3분기, 4분기에 걸쳐 해외 생산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 사업 확대 잠재력도 충분

하다고 판단됨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707  784  734  740  4.6  -5.6  735  743  2.7  0.4  

영업이익 13  42  17  16  21.9  -61.9  17  45  18.2  179.3  

순이익 -16  22  5  27  흑전 20.7  11  30  27.7  11.9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2,969  2,957  2,973  2,978  0.2  2,974  -0.4  0.7  

영업이익 97  120  131  130  -0.7  131  24.2  8.4  

순이익 53  65  87  108  24.7  93  23.0  67.1  

자료: 대상,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32.96 

시가총액 76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6% 

자본금(보통주) 3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9,900원 / 20,6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0억원 

외국인지분율 17.56% 

주요주주  대상홀딩스 외 3 인 44.7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2  -8.3  -0.5  -18.6  

상대수익률 -0.4  -12.8  -14.2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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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스튜디오 

드래곤  
(253450) 

 기초는 확인. 올라갈 일만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가연  
  

g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15,000 
유지 

현재주가 

(20.02.13) 
86,000 

미디어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15천원 유지. 2020년 미디어 업종 컨텐츠 분야 탑픽 

- 목표주가 115천원은 잔여이익평가모형(RIM)을 이용하여 산출 

- 향후 5년간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 26%. 2018년 연간 25편 수준인 드라마 제작을 2021년 

40편까지 확대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기 전망에 기반한 목표주가 산출 

 

4Q19 Review: 설명이 가능한 부진한 실적. 중장기 방향성은 훼손된바 없음 

- 매출 974억원(-4% yoy, -26% qoq), 영업이익 -40억원(적전 yoy, 적전 qoq) 달성 

- 당사 추정 영업이익 62억원대비 102억원 부진한 이익 달성. 컨텐츠 비즈니스에 종종 발생하

는 판권 가속상각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부진한 실적 

- 드라마는 제작비의 일정부분(약 60~70%)을 ENM이 방영권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드래곤이 무형자산(판권)으로 인식 후 상각. 만일, 넷플릭스 동시방영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금액 만큼은 당기 비용 처리. 이러한 구조하에, 4Q18부터 분기 평균 280억원의 무형자산 상

각비 발생. 4Q19에도 277억원 발생. 즉, 상각비가 고정비 형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시적

인 제작편수 감소는 적자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 

- 다만, 4Q19 제작편수 감소가, 2~3Q <아스달 연대기>의 상대적 부진(BEP는 달성했으나, 텐

트폴의 평균 타겟 제작 마진 30%에는 못 미침) 후 드라마 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감소이기 때문에, 4Q19 적자는 일시적 부진으로 판단 

- 넷플릭스 recoup 상향(제작비 대비 50~60% 수준에서, +10%p 정도 상향 추정), 넷플릭스 

동시방영 증가(20.1월부터 3년간 21편+ 동시방영) 및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 증가, 기타 글

로벌 OTT와의 추가 제휴 가능성 등 중장기적으로 드래곤의 실적 상승을 전망하는 투자 포인

트가 훼손된 것은 없음 

 

분기 110억원의 기초 체력 + 넷플릭스 Recoup 상향 + 오리지널 컨텐츠 

- 1~3Q19의 분기 평균 영업이익이 110억원 발생한 것에 주목. 분기에 8편 정도를 제작할 

경우, 제작 매출과 판매 매출 대비 평균 10% 정도의 마진이 발생하고, 구작 매출까지 감안하

면 약 110억원의 영업이익 발생 

- 20년 이익 개선의 주요 가정: 1) 19년 대비 제작 편수 +5편, 총 33편. 2) 33편 중 넷플릭스 

오리지널 3편은 25%(+10% p) 마진 전망. 3) <아스달 연대기> 처럼 500억원이 넘는 제작비

를 투입하고 BEP만 달성하는 작품은 없을 것. 4) 텐트폴(제작비 약 200억원) 작품은 분기당 

1개씩 총 4개, 마진은 일반 작품 대비 2배인 20% 전망 

- 이러한 가정 하에 당사가 추정한 20년 영업이익은 760억원(+166% yoy). 아래는 상세 

- 일반 작품 26편: 평균 제작비 100억원, 판매 매출 30억원. 총 130억원 대비 마진 10%. 13

억원 * 26편 = 338억원 

- 넷플릭스 오리지널 3편: 회당 제작비 20억원 * 6부작 = 120억원. 마진 25%. 총 90억원 

- 텐트폴 4편: 회당 제작비 15억원 * 16부작 = 240억원. 마진 20%. 총 192억원 

- 구작 판매 분기당 30억원, 총 120억원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02  131  101  97  -4.2  -25.7  103  137  22.8  41.0  

영업이익 0  11  6  -4  적전 적전 6  10  -12.9  흑전 

순이익 2  12  8  -2  적전 적전 7  10  3.4  흑전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687.61 

시가총액 2,41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09% 

자본금(보통주) 1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98,300원 / 54,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5억원 

외국인지분율 7.66% 

주요주주  CJ ENM 외 5 인 69.3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1  14.4  47.0  -9.0  

상대수익률 -2.4  10.1  26.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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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CJ ENM  
(035760) 

 합병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가연  
  

g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30,000 
유지 

현재주가 

(20.02.13) 
164,500 

미디어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230,000원 유지 

- 12M FWD EPS 8,955원에 PER 25배 적용(합병 전 CJ E&M과 CJO의 PER 5년 평균인 21

배 대비 20% 할증 적용). 이전 21대 대비 20% 할증 적용 이유는, OPM 4%로 수익성이 가

장 낮은 CJ헬로 매각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매각 대금 8천억원으로 CJO-CJ E&M 합

병 당시 매수청구권 대응을 위해 증가한 단기 차입금 5천억원의 상환이 가능해지면서 재무

구조도 개선되기 때문 

 

4Q19 Review: 방송 부진, 커머스 양호로 기대 수준 이익 달성 

- 매출 1조원(+6% yoy, +12% qoq), 영업이익 427억원(-15% yoy, -29% qoq). 당사 추정대

비 하회 요인은, 대부분 CJ헬로 매각에 따른 이익 추정 차이에 기인 

- 방송 이익은 46억원(-78% yoy)으로 당사 추정을 92억원 하회. 예상보다 TV 광고 시장이 

부진했고, 평균 대비 드라마 편성이 2~3편 감소한 영향으로 판권 판매 부진. 다만, 편성은 

기대 보다 부진했던 <아스달 연대기> 이후 새로운 드라마 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제작편수 감소. 넷플릭스와의 3년간 21편+ 공급 계약 및 동시방영 recoup 비율 증

가 및 오리지널 컨텐츠 확대 등 드라마 사업 전망은 여전히 좋음 

- 커머스 이익은 418억원(+37% yoy)으로 당사 추정을 86억원 상회. OPM은 10%를 유지중

이나, <A+G>, <장미쉘바스키아> 등의 자체 브랜드 취급고가 확대되면서 당사 추정 대비 매출 

및 이익 증가 

- 영화 이익은 -10억원(+9억원 yoy)으로 당사 추정 대비 30억원 하회했지만, 통상 4Q 비수

기에 -30억원 정도의 손실 발생하는 것 보다는 양호한 성과 달성 

- 음악 이익은 -28억원(적전 yoy)으로 당사 추정 대비 28억원 하회. 투표 조작 관련 이슈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660억원(+26% yoy)으로 견조했으나, 일부 음반 및 프로그램의 사전 제작

에 따른 비용 선반영 영향으로 손실 발생 

 

시너지 까지는 아니어도, 방송과 커머스 조합이 보여 준 실적 안정성 확인 

- 전반적으로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CJ헬로 매각에 따른 체질 개선은 긍정적 

- 또한, 예상보다 부진한 방송 부문을 커머스가 보완해주면서, 방송과 커머스의 시너지 까지는 

아니어도, 리스크와 성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방송과 안정적인 커머스가 실적의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실적 

- 방송은 광고와 판권 매출 모두 부진했지만, 디지털 광고 20% 성장 전망과 넷플릭스 등 글로

벌 OTT로의 판권 판매 전망 모두 유효. 20년 방송 이익 1.4천억원(+94% yoy) 전망 

- 커머스는 큰 성장은 없어도, OPM 10%로 ENM내 가장 높은 이익 기여 역할 지속 전망. 20

년 커머스 이익 1.5천억원(+3% yoy) 전망. 송출수수료 지급에 대한 부담도 정점 통과 

- 영화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성과로 연간 10~15편 정도 투자에 대한 hit ratio가 개

선되는 효과 기대. 20년 영화 이익 72억원 전망. 연평균 60억원 대비 개선 전망 

- 음악은 당분간 오디션 프로그램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20년 음악 이익은연평

균 80억원 대비 감소한 32억원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959  910  1,217  1,014  5.7  11.5  1,227  892  3.7  -12.1  

영업이익 50  60  60  43  -14.9  -29.2  68  73  -7.1  72.0  

순이익 37  29  114  -29  적전 적전 124  47  10.8  흑전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687.61 

시가총액 3,60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63% 

자본금(보통주) 11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43,800원 / 137,6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37억원 

외국인지분율 19.11% 

주요주주  CJ 외 5 인 42.70%  
 국민연금공단 6.0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8  9.1  4.6  -25.2  

상대수익률 1.6  5.0  -10.2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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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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