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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종목 분석 

 

[1Q19 Review] 한국콜마: 무난한 상반기 더 좋을  하반기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00,000원 하향 조정(-9%), 목표주가 하향 조정은 2019, 2020년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에 기인 

- 1Q19 연결 영업이익은 317억원으로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익 361억원은 하회하였으나 최근 낮아진 시장 기대치 및 컨센서스 

영업이익 336억원에는 부합한 수준 

- 부문별 1분기 실적은 1) 화장품: 중소형 브랜드 중심의 안정적 성장으로 국내 화장품 매출 성장은 +11% yoy로 기대치에 부합 하였으며 

전년 대비 제품 포트폴리오 변화로 영업이익률 역시 개선, 2) 제약: 전년에 이은 CMO 전환으로 -11% yoy 감소하였으나 매출 구조 

변화 요인 제거 시 매출액은 +10% 이상 yoy 증가한 것으로 추정, 3) 중국: 무석콜마의 거래처별 Audit 진행으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 

되었고 4) 미주 지역과 CKM은 예상치에 부합  

- 제약 사업부 내 발사르탄 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율 상승은 연중 이어지며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무석콜마의 

거래처별 개별 Audit 진행은 상반기 말 마무리 되며 하반기 외형 성장 및 손익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한유정. yj.han@daishin.com 

 
[1Q19 Review] 슈피겐코리아: 실적 성장 지속 + 아마존 모멘텀 유효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16,000원 유지 

- 1Q19 매출액 687억원(+15% YoY), 영업이익 119억원(+2% YoY) 기록 

- 하반기 실적 성장 + 아마존 모멘텀 유효, 분기별 실적 흐름은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할 전망 

- 2019년 매출액 3,111억원(+16.6% YoY), 영업이익 542억원(+10.2 YoY) 예상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1Q19 Review] 휴니드 : 회계기준 변경 반영, 수출은 증가  

-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2,000원 유지 

- 1Q19 인도기준 별도 실적은 매출액 107억원(-83.9% yoy, 4Q17 663억원) 영업이익  -23억원(적자전환 yoy 1Q18 75억원). 변동이 큰 

이유는 TICN 프로젝트의 납품 기간 차이가 크기 때문. 1Q19 수출 매출액은 52억원(+14.4% yoy)로 무난한 성장 

- 매출 인식이 인도 기준으로 변경되며 TICN 납품 물량이 2Q19로 이연. 기준 변경에 따라 당분기 실적은 큰 의미가 없음 

- 인도기준 2019년 실적은 매출액 2,101억원(-19.6% yoy) 영업이익 211억원(-29.9% yoy) 영업이익률 10.0%(-1.5%p yoy)를 전망. 18년 

진행기준 매출(1,646억원)과 비교 시 +27.7% 성장. 회계기준 변경의 착시가 있지만 제외 시 무난한 성장 전망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1Q19 Review] 디와이파워 : 중국시장 호조의 수혜  

-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21,000원 유지 

- 1Q19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1,001억원(+4.3% yoy) 영업이익 107억원(+7.7% yoy) 영업이익률 10.7%(+0.4%p yoy). 

- 매출액은 중국시장의 호조로 전년비 성장. 1Q19 중국법인 매출액은 360억원(+20.8% yoy)으로 증가. 1Q19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69,330대(+24.0% yoy)로 시장 성장의 수혜. 본사 매출액은 623억원(-5.6% yoy)으로 감소 

- 영업이익에서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 효과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급비와 가공비 증가로 이익률이 전년 수준. 

중국법인 영업이익은 80억원(+22.2% yoy)으로 급증. 본사 영업이익은 29억원(-41.7% yoy)으로 급감 

- 중국시장 고점 논란은 연중 지속되는 기본 가정. 대부분의 글로벌 메이저 업체에 납품되며 선도업체로 적정마진 확보 가능. 인도시장 및 

신규 업체 등으로 여전한 확장성 보유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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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19 Review] 리노공업: 사업 다각화 효과, 적절한 타이밍에 발휘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0,000원 유지 

- 1Q19 매출 329억원(-18% YoY), 영업이익 119억원(-20% YoY)으로 추정치 하회 

- 2분기 계절성 효과로 모바일 부문 실적 개선될 전망. 5G 도입으로 모뎀칩과 AP칩 R&D 수요 증가하며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 

- 하반기 의료기기 캐파 증설 완료되며 매출 성장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사업다각화로 반도체 및 전자부품 업황 둔화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전망 

이수빈. subin.lee@daishin.com 

 
[1Q19 Review] 파라다이스: 방향성에 투자할 때  

-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22,000원으로 -4% 하향 조정 

- 1Q19 Review: 매출 2,017억원(+12% yoy), 영업손실 -63억원(적자전환). 최근 낮아진 컨센서스 부합 

- 드롭액은 사드 이후 분기 최대인 1.62조원(+19% yoy). 워커힐 홀드율 약세로 카지노 매출 소폭 감소. 고정비 비중 높아 디레버리지 발생  

- 파라다이스세가사미(P-City) 드롭액 6,489억원(+35% yoy), 카지노 매출 748억원(+34% yoy) 다만 1-2차 개장에 따른 고정비 확대는 

단기 실적 부담. 호텔은 카지노 방문객 증가 및 내국인 수요 확대로 영업 호죠 

- 복합리조트(P-City) 기반 정켓 영업 본격화, 매스 트래픽 확대 통한 외형 성장과 이익 개선 가시성 감안시, 역사적 PBR 하단에 위치한 현 

주가 매력적인 수준. 1Q19 실적을 저점으로 분기별 QoQ 개선 예상. 연결기준 흑자전환 시점은 3Q19 전망 

김수민. soomin.kim@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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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한국콜마  
(161890) 

 
무난한 상반기 더 좋을  하
반기 

 

한유정  
yj.ha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00,000 
하향 

현재주가 

(19.05.14) 
66,600 

화장품업종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00,000원 하향 조정(-9%) 

- 목표주가 100,000원은 2020년 주당순이익(EPS) 4,914원에 글로벌 화장품 기업 평균 PER 

29.5배를 30% 할인한 20.7배를 Target PER로 적용 

- 목표주가 하향 조정은 2019, 2020년 영업이익 추정치 각각 7%, 3% 하향 조정에 기인 

- 화장품 업종 내 최선호주 관점 유지 

 

기대치에 부합한 1분기 

- 2019년 1분기 연결 매출액 3,806억원(+56.9% yoy, +0.2% qoq), 영업이익 317억원

(+76.4% yoy, -20.0% qoq)으로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익 361억원은 크게 하회하였으

나 최근 낮아진 시장 기대치 및 컨센서스 영업이익 336억원에는 부합한 수준 

- 부문별 1분기 실적은 1) 화장품: 중소형 브랜드 중심의 안정적 성장으로 국내 화장품 매출 

성장은 +11% yoy로 기대치에 부합 하였으며 전년 대비 제품 포트폴리오 변화로 영업이익률 

역시 개선, 2) 제약: 전년에 이은 CMO 전환으로 -11% yoy 감소하였으나 매출 구조 변화 

요인 제거 시 매출액은 +10% 이상 yoy 증가한 것으로 추정, 3) 중국: 무석콜마의 거래처별 

Audit 진행으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 되었고 4) 미주 지역과 CKM은 예상치에 부합  

- 2018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제약 사업부 내 발사르탄 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율 상승

은 연중 이어지며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무석콜마의 거래처별 개별 

Audit 진행은 상반기 말 마무리 되며 하반기 외형 성장 및 손익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됨 

 

하반기가 더욱 기대된다 

- 별도 법인의 안정적 실적 성장에 더해 하반기 중 무석콜마 안정화에 따른 실적 기여 및 PTP 

신규 매출 발생 기대. CKM 제외, 3Q18 일회성 요인 감안 시 3Q19, 4Q19 영업이익 증가율

은 +33% yoy, +20% yoy에 달할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1Q18 4Q18 
 1Q19  2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42  380  385  381  56.9  0.2  387  432  19.9  13.4  

영업이익 18  40  36  32  76.4  -20.0  34  38  54.2  19.5  

순이익 13  17  20  15  12.7  -11.9  15  21  34.4  40.5  

자료: 한국콜마,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822  1,358  1,654  1,990  2,248  

영업이익 67  90  148  192  220  

세전순이익 62  55  117  161  189  

총당기순이익 49  37  80  111  130  

지배지분순이익 47  42  80  110  129  

EPS 2,240  1,954  3,563  4,914  5,780  

PER 36.6  36.1  18.7  13.6  11.5  

BPS 14,460  20,242  22,870  27,400  32,742  

PBR 5.7  3.5  1.6  1.3  1.1  

ROE 16.4  11.4  16.8  19.6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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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081.84 

시가총액 1,48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1% 

자본금(보통주) 1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84,500원 / 54,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90억원 

외국인지분율 40.98% 

주요주주  한국콜마홀딩스 외 34 인 28.71%  
 국민연금 12.6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2.5  -8.3  20.2  -15.9  

상대수익률 -6.1  -1.9  19.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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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슈피겐코리아  
(192440) 

 
실적 성장 지속 +  
아마존 모멘텀 유효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이새롬  
  

saerom.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16,000 
유지 

현재주가 

(19.05.13) 
77,400 

스몰캡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16,000원 유지 

- 2019년 예상 EPS 7,775원에 Target PER 15배 적용 

- 1) 아마존 온라인 매출 증가와 함께 스마트폰 케이스 실적 성장 지속, 2) 하반기 글램업 

화장품 브랜드 SKU 확대로 매출 다각화 기대, 3) 아마존 판매 솔루션 런칭에 따른  

아마존 커머스 전문 업체로의 변화가 긍정적 

- 2019 예상 PER 10배 수준. 아마존 커머스 업체인 점 감안 시 저평가 상태로 리레이팅 기

대 

 

1Q19 매출액 687억원(+15% YoY), 영업이익 119억원(+2% YoY) 기록 

- 당사 추정치(영업이익 120억원)에 부합하는 실적 기록 

- 북미 매출액은 357억원(+20.8% YoY)으로 가장 큰 폭의 성장 기록. 유럽, 국내, 아시아 및 

기타 지역 매출액은 각각 201억원(+17.1% YoY), 71억원(+10.6% YoY), 57억원(-15.3% 

YoY) 기록 

- 1분기 스마트폰 케이스 판매량은 46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고, 평균판매가

격은 12,20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며 동반 성장 

- 화웨이 케이스용 금형비 증가(+5.5억원),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증가(+7억원)로 영

업이익률은 17.4%(-2.0%p YoY) 기록 

- 1분기 지급수수료율은 29.7%로 30% 이하로 안정화된 점은 긍정적 

 

하반기 실적 성장 + 아마존 모멘텀 유효 

- 분기별 실적 흐름은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할 전망 

- 하반기 아이폰 신제품 출시와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케이스 매출 기여 확대 기대 

- 3월 아마존 일본 진출 이후 하반기 아마존 인도로 지역 확대도 추진 중 

- 2H19 매출액은 1,803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37.9% 증가 예상 

- 지난 3월 아마존 마스크시트 부문 2위를 기록했던 글램업 화장품 브랜드는 하반기 SKU를 

확대해 본격적인 판매 계획 

- 4월 10일 런칭한 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인 ‘창고 세이버’에 이어 아마존 판매 솔루션 

‘아마존 세이버’, 마케팅 솔루션 ‘미디어 세이버’까지 런칭해 본격적으로 아마존 솔루

션 비즈니스 확대 예정 

- 2019년 매출액 3,111억원(+16.6% YoY), 영업이익 542억원(+10.2 YoY)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1Q18 4Q18 
 1Q19  2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60  84  65  69  14.6  -18.6  68  62  11.2  -9.6  

영업이익 12  16  12  12  2.3  -24.7  13  10  1.7  -14.1  

순이익 10  14  10  10  3.8  -26.0  10  10  -1.0  -4.4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225  267  307  311  1.3  310  18.6  16.6  

영업이익 48  49  56  54  -3.0  58  1.8  10.2  

순이익 41  43  47  47  0.0  49  5.0  9.8  

자료: 슈피겐코리아,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710.16 

시가총액 48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0% 

자본금(보통주) 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83,500원 / 42,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1억원 

외국인지분율 16.21% 

주요주주  김대영 외 3 인 41.1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0  15.2  81.7  54.5  

상대수익률 5.9  20.4  71.8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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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휴니드  
(005870) 

 
회계기준 변경 반영, 
수출은 증가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2,000 
유지 

현재주가 

(19.05.14) 
8,390 

기계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2,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2019E, 2020E 평균 EPS 1,194원에 타깃 PER 10.0배를 적용) 

(기존 2019E EPS 1,120에 타깃 PER 11.0배 적용) 

- 타깃 PER은 글로벌 방산/항공기 업체 5사(록히드마틴, 노스롭, 레이시온, 보잉, 에어버스)의 

2019E 평균 PER 14.7배를 30% 할인 적용 (기존 2019E 평균 PER을 25% 할인 적용) 

- 안정적인 캡티브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시장주도력이 없는 중소 방산주임을 감안해 보수

적 산정 

 

1Q19 Review 회계기준 변경 반영, 수출은 증가 

- 동사는 4Q18부터 매출인식 기준을 진행률에서 인도 기준으로 변경 

- 1Q19 인도기준 별도 실적은 매출액 107억원(-83.9% yoy, 4Q17 663억원) 영업이익  -23

억원(적자전환 yoy 1Q18 75억원). 변동이 큰 이유는 TICN 프로젝트의 납품 기간 차이가 크

기 때문. 1Q19 수출 매출액은 52억원(+14.4% yoy)로 무난한 성장 

- 매출 인식이 인도 기준으로 변경되며 TICN 납품 물량이 2Q19로 이연. 기준 변경에 따라 당

분기 실적은 큰 의미가 없음 

- 2Q19 실적은 TICN 물량 505억원이 반영되며 매출액 738억원(+33.1% yoy) 영업이익 88

억원(+36.1% yoy) 영업이익률 11.9%(+0.3%p yoy) 전망(전분기와 당분기는 추정치) 

- 인도기준 2018년 매출액은 2,613억원(+459.1% yoy, 2017년 467억원) 영업이익 303억원

(흑전 yoy) 영업이익률 11.6%를 기록. TICN 물량의 실제 납품이 2018년에 몰림 

- 인도기준 2019년 실적은 매출액 2,101억원(-19.6% yoy) 영업이익 211억원(-29.9% yoy) 

영업이익률 10.0%(-1.5%p yoy)를 전망. 18년 진행기준 매출(1,646억원)과 비교 시 

+27.7% 성장. 회계기준 변경의 착시가 있지만 제외 시 무난한 성장 전망 

 

중장기 성장 지속 

- TICN 물량은 2019년 1,150억원 인식 예상(2018년 2,043억원 인도 추정). 2019년 2차 양

산 납품이 완료되며 연말 3차 양산 계약 예정(3년 4,500억원 내외 전망), ATCIS, 사격통제장

비 등의 물량 증가와 피아식별기 관련 신규수주 등도 예상 

- 수출은 기존 계약된 보잉 치누크(H-47), 오스프리(V-22) 물량 증가로 2019년 관련 매출액

이 355억원(+51.7% yoy)으로 증가 예상. 동사는 보잉이 2대 주주이며 전략적 파트너로 지

속적인 발주 증가를 기대. 장기적으로 군수 위주의 발주가 민수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회계 

기준 변경으로 분기 실적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중장기 성장 지속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1Q18 4Q18 
 1Q19  2Q19 

직전추정 발표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0  140  17  11  -64.7  -92.3  17  74  88.3  590.2  

영업이익 1  21  -1  -2  적전 적전 -1  9  151.6  흑전 

순이익 1  14  -1  -2  적전 적전 0  7  121.9  흑전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181  261  210  210  0.0  210  44.5  -19.6  

영업이익 18  30  21  21  -0.3  21  65.8  -29.9  

순이익 16  22  16  16  -1.9  16  33.9  -28.4  

자료: 휴니드,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081.84 

시가총액 11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1% 

자본금(보통주) 7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3,350원 / 7,52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억원 

외국인지분율 26.63% 

주요주주  김유진 외 3 인 22.83%  
 The Boeing Company 11.6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4.7  -5.2  1.1  -28.6  

상대수익률 -8.5  1.4  0.4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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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디와이파워  
(210540) 

 중국시장 호조의 수혜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1,000 
유지 

현재주가 

(19.05.14) 
14,000 

기계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21,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2019E EPS 2,570원에 타깃 PER 8.2배를 적용(이전과 동일) 

- 타깃 PER은 글로벌 건설장비 업체 6사(캐터필러, 테렉스, 고마츠, 히다치건기, 볼보, 싼이중

공업)의 2019E 평균 PER을 25% 할인 적용(기존과 동일) 

- 유압실린더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 주도력이 없는 중소형 부품사 디

스카운트를 반영해 보수적 산정 

  

1Q19 Review 중국시장 호조의 수혜 

- 1Q19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1,001억원(+4.3% yoy) 영업이익 107억원(+7.7% yoy) 영업

이익률 10.7%(+0.4%p yoy). 발표치는 당사 추정 매출액 1,042억원과 컨센서스 매출액 

1,023억원을 각각 -3.9%, -2.1%로 부합. 당사 추정 영업이익 102억원과 컨센서스 영업이

익 104억원을 각각 +4.8%, +2.6%로 부합 

- 매출액은 중국시장의 호조로 전년비 성장. 1Q19 중국법인 매출액은 360억원(+20.8% yoy)

으로 증가. 1Q19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69,330대(+24.0% yoy)로 시장 성장의 수혜. 본사 

매출액은 623억원(-5.6% yoy)으로 감소 

- 영업이익에서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 효과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급

비와 가공비 증가로 이익률이 전년 수준. 중국법인 영업이익은 80억원(+22.2% yoy)으로 급

증. 본사 영업이익은 29억원(-41.7% yoy)으로 급감 

 

변한 것은 주가와 시장 눈높이 

- 중국시장 고점 논란은 연중 지속되는 기본 가정. 대부분의 글로벌 메이저 업체에 납품되며 

선도업체로 적정마진 확보 가능. 인도시장 및 신규 업체 등으로 여전한 확장성 보유 

- 중국시장의 피크아웃 우려로 최근 한달 주가는 -20.0% 급락. 2019E PER은 5.4배로 건설

장비 업계를 통틀어 가장 저렴 

- 동사는 2019E 실적 가이던스로 매출액 3,800억원(+11.8% 18년 전망치 대비), 영업이익 

330억원(+32.0%) 당기순이익 260억원(+23.8%) 제시. 동사는 항상 달성 가능한 보수적 전

망치를 발표(2018년 전망치 3,4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 순이익 210억원 / 2018년 잠정

실적 매출액 3,857억원 영업이익 358억원 순이익 255억원) 

 

(단위: 십억원, %)  

구분 1Q18 4Q18 
 1Q19  2Q19 

직전추정 발표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96  92  100  100  4.3  8.3  102  109  2.3  8.4  

영업이익 10  4  11  11  7.7  176.1  10  12  -3.7  15.7  

순이익 7  4  8  8  18.2  90.2  7  9  -11.3  7.7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324  386  406  406  0.0  406  18.9  5.2  

영업이익 34  36  40  40  0.0  40  6.6  11.1  

순이익 31  26  28  28  0.0  29  -16.5  11.3  

자료: 디와이파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081.84 

시가총액 15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1% 

자본금(보통주) 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7,000원 / 10,8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4억원 

외국인지분율 4.21% 

주요주주  디와이주식회사 외 4 인 37.7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0.0  -9.7  7.7  -48.1  

상대수익률 -14.2  -3.4  7.0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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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리노공업  
(058470) 

 
사업 다각화 효과, 

적절한 타이밍에 발휘 

 

이수빈  
 

subi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70,000 
유지 

현재주가 

(19.05.14) 
53,200 

반도체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0,000원 유지 

- 목표주가 70,000원은 2019년 EPS에 P/E 21.0배 적용하여 산출 

- Target P/E 21.0배는 과거 3년 평균 P/E 18.0배에 15% 할증 적용. 의료기기 매출 증가에 

따른 신규 사업부 성장성 고려 

 

1Q19 매출 329억원(-18% YoY), 영업이익 119억원(-20% YoY)으로 추정치 하회 

- 리노핀 매출 125억원(-40% YoY)과 IC소켓 매출 153억원(-6% YoY) 기록하며 당사 추정치 

각각 202억원, 181억원을 하회 

- 리노핀 매출은 수십 개의 국내외 전자부품 및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 대상으로 반도체 테

스트 핀을 공급으로부터 발생. 18년 4분기에 이어 전방산업 부진으로 매출 감소 지속. 모바

일 비중이 높은 IC 소켓 사업부 역시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 부진 영향이 당사 예상보

다 크게 작용했음 

- 지멘스향 의료기기 부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며 당사 추정치 부합. 매출 비중 

13% 기록하며 19년 1분기부터 별도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개별 실적 공시 시작함 

-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당사 추정치를 1%p 상회.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리

노핀의 사업부 매출 비중이 2018년 평균 50%에서 19년 1분기 38%까지 축소되며 포트폴

리오 믹스가 개선되었기 때문 

 

2Q19 성수기 효과로 본업 실적은 개선, 의료기기 부문 외형성장은 지속 

- 2분기 계절성 효과로 모바일 부문 실적 개선될 전망. 5G 도입으로 모뎀칩과 AP칩 R&D 수

요 증가하며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 

- 의료기기 매출을 별도로 공시 및 관리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안정된 사업부로서 자리를 

잡았음을 의미. 하반기 의료기기 캐파 증설 완료되며 매출 성장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사업

다각화로 반도체 및 전자부품 업황 둔화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1Q18 4Q18 
 1Q19  2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0  31  43  33  -18.4  4.5  38  46  8.9  40.6  

영업이익 15  9  15  12  -19.7  31.1  13  16  6.3  38.2  

순이익 12  12  13  11  -9.5  -9.7  11  14  -14.0  33.3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142  150  165  187  204  

영업이익 49  51  56  64  72  

세전순이익 52  63  63  71  79  

총당기순이익 40  49  49  55  61  

지배지분순이익 40  49  49  55  61  

EPS 2,648  3,191  3,207  3,603  4,018  

PER 21.7  14.7  16.6  14.8  13.2  

BPS 14,955  17,244  19,359  21,869  24,794  

PBR 3.8  2.7  2.7  2.4  2.1  

ROE 18.8  19.8  17.5  17.5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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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710.16 

시가총액 81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33% 

자본금(보통주) 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7,100원 / 44,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8억원 

외국인지분율 37.74% 

주요주주  이채윤 34.66%  
 베어링자산운용 외 2 인 9.4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1  0.0  6.2  -7.0  

상대수익률 -1.7  4.5  0.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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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파라다이스  
(034230) 

 방향성에 투자할 때 

 

김수민  
 
soomin.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2,000 
하향 

현재주가 

(19.05.14) 
16,900 

엔터테인먼트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22,000원으로 -4% 하향 조정 

- 목표주가는 잔여이익평가모형(Residual Income Model)을 이용해 산출 

- 복합리조트(P-City) 기반 장기 성장성 반영. 향후 5년간 순이익 CAGR +39% 전망. 투자에 

따른 고정비 확대는 단기 실적 부담, 2019년 영업이익 115억원(+379% yoy)으로 하향 

  
1Q19 Review: 매출 2,017억원(+12% yoy), 영업손실 -63억원(적자전환) 

- 1Q19 연결 영업손실 -63억원(적전). 예상보다 부진했던 3월 실적 영향으로 기존 당사 추정

(9억원) 하회, 최근 낮아진 컨센서스 부합. 부문별 매출 카지노 867억원(-6% yoy), 호텔 

196억원(+12% yoy), 복합리조트 907억원(-39% yoy), 기타 47억원(+7% yoy) 

- 드롭액은 사드 이후 분기 최대인 1.62조원(+19% yoy). 워커힐 +4% yoy, P-City +35% yoy, 

부산 +22% yoy, 제주 +76% yoy. 다만 홀드율 약세로(-0.8%p yoy) 매출 소폭 감소 
 

- 별도 매출 912억원(-6% yoy), 영업손실 -16억원(적전). 워커힐 홀드율 약세로 카지노 매출 

부진했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특성상 디레버리지 발생. 한편 IFRS리스 도입으로 임차료 44

억원(-98% yoy) 감소, 감가상각비와 금융비용 각각 31억원, 11억원 증가  
 

- 파라다이스세가사미(P-City) 매출 907억원(+39% yoy), 영업손실 -71억원(적전). 드롭액 

6,489억원(+35% yoy), 카지노 매출 748억원(+34% yoy) 모두 분기 최대 갱신. 다만 1-2차 

개장에 따른 고정비 확대는 단기 실적 부담. 호텔 매출 132억원(+38% yoy). 카지노 방문객 

증가 및 내국인 수요 확대로 OCC 59%(+15%p yoy), ADR 27.7만원(+5% yoy)  
 

2019년 4월 실적 및 향후 전망 

- 4월 드롭액 6,223억원(+35% yoy), 월 최대 실적 달성. 워커힐 +37% yoy, P-City +42% 

yoy. 홀드율은 +0.9%p yoy 개선되면서, 카지노 매출 571억원(+50% yoy) 달성 

- 중국인 VIP +81% yoy, 일본인 VIP +25% yoy, 기타 VIP +7% yoy, 매스 +24% yoy. 5월 

골든위크 관련 인바운드와 중국인 VIP 기저 감안시 2Q19에도 국적별 고른 성장 기대 

- 복합리조트(P-City) 기반 정켓 영업 본격화 및 매스 트래픽 확대 통한 외형 성장과 이익 개

선 가시성 감안시, 역사적 PBR 하단에 위치한 현 주가 매력적인 수준. 1Q19 실적을 저점으

로 분기별 QoQ 개선 예상. 연결기준 흑자전환 시점은 3Q19 전망 

- 2019년 매출 9,420억원(+20% yoy), 영업이익 115억원(+379% yoy)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1Q18 4Q18 
 1Q19  2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80  217  218  202  12.4  -6.9  205  226  25.0  12.2  

영업이익 5  -13  1  -6  적전 적지 -7  -2  적지 적지 

순이익 3  -27  -1  -13  적전 적지 -5  -2  적지 적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668  788  942  1,058  1,137  

영업이익 -30  2  12  54  87  

세전순이익 -34  -43  -5  38  70  

총당기순이익 -40  -44  -4  29  54  

지배지분순이익 -19  -21  -3  23  44  

EPS -208  -231  -33  257  478  

PER NA NA NA 65.7  35.3  

BPS 10,932  13,989  13,863  14,027  14,412  

PBR 2.0  1.3  1.0  0.9  0.9  

ROE -1.9  -1.9  -0.2  1.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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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710.16 

시가총액 1,53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63% 

자본금(보통주) 4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1,400원 / 16,9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30억원 

외국인지분율 5.08% 

주요주주  파라다이스글로벌 외 11 인 46.5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4  -7.9  -10.1  -14.6  

상대수익률 -2.0  -3.7  -15.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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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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