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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Allocation 

 

[인컴형 자산배분 전략] INCOME is Coming 

- 저금리 환경 고착화,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컴형 상품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음. 대표 인컴형 상품으로 자산배분 벤치마크 지수 구성 

- 해당 지수는 2002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 7.8%, 샤프비율 1.1로 전세계 주식, 미국채 대비 우수한 성과 기록 

- 전술적 자산배분 측면에서 경기 둔화기 강세를 나타낸 장기 투자등급 회사채, 리츠, 인프라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제시 

조승빈. seungbin.cho@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3Q19 Review] F&F: 신발, 면세점, Tmall 3박자 갖춘 실적 호전주 

-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154,000원 상향(+28%) 

- 3Q19 Review: 신발 매출 전분기 대비 급증, MLB 면세 +150% 증가하며 실적 개선 

- 신발 부문 성과 기대 이상, Tmall 매출은 valuation에 아직 반영 안돼...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3Q19 Review] 천보: 2020년에는 다른 사업부 안 보여요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93,000원 유지 

- 3분기 영업이익은 62억원으로 당사 추정치 71억원을 13.5% 하회: 1) 반도체 소재 매출 비중 높아지며 영업이익률 QoQ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던 전자소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QoQ 3.0%p하락. 2분기 쌓였던 반도체 소재 재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동률 하락하며 

고정비 증가. 2) 3분기 고객사 주문 감소로 전해액 첨가제와 LiFSI 물질의 매출 각각 33.3%, 20% 감소 

- 2019년 영업이익 -9.3% 하향 조정: 1) 상여금 비용 3억원, 2) 7억 가량의 디스플레이 소재 매출 감소 

- 2020년 영업이익 431억원 예상: 기존 고객 주문량 확대, 신규 고객사 확보로 가동률 증가에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 

이원주. wonju.lee@daishin.com 

 

[3Q19 Review] 셀트리온: 신제품 공급 확대로 안정적 성장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50,000원 유지 

- 3Q19 연결 매출액 2,891억원(YoY+25.1%), 영업이익 1,031억원(YoY+40.1%, OPM 35.7%), 당기순이익 616억원(YoY+12.7%) 시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사 추정치 및 컨센서스 부합 

- 편의성을 강화한 램시마SC 유럽 시판허가(4Q19) 및 트룩시마, 허쥬마 미국 출시 전망(‘19년말~’20년 초). 

홍가혜. kahye.hong@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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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컴형 자산배분 전략] 

INCOME is Coming 

 

조승빈 
 
seungbin.cho@daishin.com 
 

   -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다. 이후 시중은행들은 예금금리

를 낮추기 시작했다.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은행 이자를 받아 생

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걱정을 안겨주는 소식이었다. 이제 은행 예금으로는 2%의 이자도 받기 어

려운 시대가 됐다. 

- 저금리 환경이 고착화되고,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 앞에 두면서 인컴형 상품에 대한 투자자

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컴형 상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란 기대를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내가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자에만 집중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간과할 수 있다. 

다양한 인컴형 자산의 편입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자산 규모를 키

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미국에 상장된 ETF중 상대적으로 운용자산의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인컴형 

상품중 대표 상품 중심으로 인컴형 자산배분 벤치마크 지수를 구성했다. 2002년 이후 인컴형 자

산배분 벤치마크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7.8%로 전세계 주가지수의 연평균 수익률 7.2%를 상

회했다. 수익률의 변동성은 크게 낮추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 벤치마크 지수로도 안정적인 수익 달성이 기대되지만, 글로벌 경기 국면, 금리 및 달러의 방향성

에 따라 달라지는 자산별 특성을 자산배분 전략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험자산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기대만큼 지표가 개선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컴형 상품중에

서 경기 둔화기에 강세를 나타낸 장기 투자등급 회사채, 리츠, 인프라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자산 구분 
투자의견 제안비중 

(%) 

배당수익률 

(%) - = + 

안전 

자산 

미국국채 
   

22 2.00  

장기투자등급회사채 
   

23 3.94  

위험 

자산 

주식(고배당) 
   

13 4.97  

하이일드(폴른엔젤) 
   

3 5.43  

글로벌리츠 
   

23 3.68  

글로벌인프라 
   

8 5.89  

신흥국국채(달러) 
   

8 5.44  

합계   
   

100 3.91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인컴형 자산배분 자산군별 투자의견과 제안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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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F&F  
(007700) 

 
신발, 면세점, Tmall 

3박자 갖춘 실적 호전주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이나연  
n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54,000 
상향 

현재주가 

(19.11.06) 
110,500 

섬유의복업종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154,000원 상향(+28%) 

-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154,000원(12개월 Forward P/E 18배)으로 상향(+28%). 
목표주가 상향은 2019-2020년 실적 상향 조정에 따름.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호전에 
힘입어 2020년 기준 P/E는 12배 수준으로 부담스럽지 않음. 의류, 모자에 이어 신발 매출이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 향후 중국 사업 실적 반영으로 긍정적 주가 흐름 예상 

3Q19 Review: 신발 매출 전분기 대비 급증, MLB 면세 +150% 증가하며 실적 개선 

-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65억원(+55%, yoy), 325억원(+89%, yoy) 기록. [디스커버리] 
매출성장률 +9% 기록, 신발 판매량은 1분기 2만 켤레, 2분기 5만 켤레에 이어 3분기에 5.4만 켤레
로 꾸준히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 3분기 디스커버리 매출에서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이름. [MLB] 3분기 MLB 성장률은 108%를 기록했고, 면세점 매출 성장률은 150%로 집계(yoy). 면
세점의 경우 지난해 고성장의 기저 부담이 있었으나 상반기에 이어 고무적인 매출 성장률 기록. 신
발 매출 판매량이 1분기 약 5만 켤레, 2분기에 12만 켤레, 3분기에 19만 켤레로 크게 증가. 신발 
매출 호조로 면세점 이외 채널의 매출 성장률이 52%까지 상승하며 실적 개선에 기여. 3분기 Tmall 
매출액은 32억원을 기록하며 MLB 매출에 또 다른 성장원으로 기여 시작  [영업이익] 높은 매출 성
장률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특히 신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부분에서 마진 개선이 컸던 것
으로 파악  

신발 부문 성과 기대 이상, Tmall 매출은 valuation에 아직 반영 안돼... 

- 디스커버리와 MLB 브랜드의 신발 판매량이 기존 추정치를 상회하는 판매를 보이며 3분기 누적으
로 400억원을 넘어섬. 사실상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신발 
매출액은 7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신발은 기존에 없었던 품목으로 동사 브랜드의 노후화
에 따른 성장률 둔화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데다, 판매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되
면 마진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OPM 기준 두 자릿수 마진)  

- 6월 18일부터 Tmall에서 MLB 브랜드 정식 판매 시작. 3분기 반영된 Tmall 매출액은 앞서 언급한
대로 32억원 수준. 회사측은 국내 면세점 따이공 수요가 Tmall 매출에 잠식되지 않도록 현지 사업 
전개를 서두르지 않고 있으나 중국인들의 MLB 브랜드 수요가 워낙 강해 당분간 양 채널에서 동시
에 높은 매출 성장을 기대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발 품목에
서 성공, 예상보다 더 강한 MLB 면세점 매출, 그리고 Tmall 매출 성장 등 성장 모멘텀 3박자를 모
두 갖춘 실적 호전주로 섹터 내 Top pick 유지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  4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40  202  177  216  54.9  7.4  184  327  31.8  51.2  

영업이익 17  29  25  33  89.3  12.4  25  57  54.2  75.7  

순이익 13  21  20  24  82.0  14.7  18  46  55.2  80.2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561  669  908  1,101  1,269  

영업이익 98  92  137  170  208  

세전순이익 99  141  139  172  209  

총당기순이익 75  109  108  133  162  

지배지분순이익 75  109  108  133  162  

EPS 4,863  7,089  6,997  8,656  10,533  

PER 8.6  5.6  14.6  11.8  9.7  

BPS 19,218  25,593  31,942  39,950  49,834  

PBR 2.2  1.6  3.2  2.6  2.1  

ROE 28.7  31.6  24.3  24.1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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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142.64 

시가총액 1,57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1% 

자본금(보통주) 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2,500원 / 37,8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92억원 

외국인지분율 9.75% 

주요주주  김창수 외 8 인 58.82%  
 국민연금공단 6.0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7  50.1  17.3  91.9  

상대수익률 -0.3  36.4  20.2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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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천보  
(278280) 

 

3Q19 Review:  
2020년에는 다른 사업부 
안 보여요  

 

이원주  
 
wonju.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3,000 
유지 

현재주가 

(19.11.06) 
63,400 

2차전지/IT에너지 및 부품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93,000원 유지 

- 3Q19 영업이익은 62억원으로 당사 추정치 71억원을 13.5% 하회 

- 1) 반도체 소재 매출 비중 높아지며 영업이익률 QoQ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던 전자소재 사

업부의 영업이익률이 QoQ 3.0%p 하락. 2Q19 쌓였던 반도체 소재 재고를 판매하는 과정에

서 가동률 하락하며 고정비 증가. 2) 3Q19 고객사 주문 감소로 전해액 첨가제와 LiFSI 물질

의 매출이 각각 33.3%, 20% 감소 

- 2019E 영업이익 -9.3% 하향 조정. 1) 4Q19 상여금 3억원 비용인식 예정이고, 2) 국내 고

객사 가동률 하향 예정으로 매출하락 불가피한 디스플레이 소재의 매출 감소분을 반영 

- 실적의 장기 성장성이 기업 가치에 반영되는 비중이 높은 RIM Valuation으로 계산한 목표주

가 93,000원 유지(목표 시가총액 9,300억원 = 자기자본 1,280억원 + 잔여이익의 현가 

6,900억원. 영구성장률 1.3% 가정) 

- 투자의견 BUY. 현재 시가총액 약 6천억원 RIM 모델 하 영구성장률 -2.7%로 설명될 만큼 

저평가 상태. 2019E 약 500톤이었던 리튬염 판매량은 2020E 약 1,200톤으로 증가하며 2

차전지 매출액 YoY 140% 증가할 전망. 2차전지 소재 영업이익 비중은 2019E 37% → 

2020E 62.3%. 2020년부터는 2차전지 外 사업부 실적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실적 성장 

보여주며 기업가치도 재평가받을 것으로 기대 

 

3Q19 영업이익 62억원, QoQ -9.6%, YoY -22.9% 기록 

- QoQ 감익 요인은 1) 2Q19 낮았던 반도체 소재 매출(1Q19 44억원, 2Q19 25억원, 3Q19 

48억원)로 인해 쌓였던 재고를 3Q19에 판매하며 높아진 고정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 

2) 고객사 주문량 감소로 3Q19 매출액 56억원(QoQ -20%) 기록한 LIFSI 

 

4Q19 영업이익 65억원(QoQ +6.2%), 2020E 영업이익 431억원(YoY +60.1%) 예상 

- 4Q19 QoQ 감익 요인은 1) 상여금 3억원, 2) 7억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디스플레이 소

재 매출. 다만 증익 요인(LiPO2F2 Capa 월 12톤 → 월 32톤 증가로 인한 2차전지 소재 영업

이익 QoQ +27%)이 커 QoQ 소폭 증익 

- 2020E 2차전지 소재 생산량 전년대비 143.4% 증가 전망. 연말 기준, 2020년 LiPO2F2, 

LiDFOP, LiFSI 연간 Capa가 각각 전년대비 +93.8%, +300톤, 160% 증가(합산 +167%). 기존 

고객 주문량 확대, 신규 고객사 확보로 가동률 증가에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  4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0  33  35  35  15.2  3.4  35  38  3.2  8.8  

영업이익 8  7  7  6  -22.9  -9.6  7  7  -30.4  6.2  

순이익 7  6  5  5  -30.5  -21.2  6  5  -31.8  12.6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87  120  142  139  -1.9  143  37.3  16.0  

영업이익 18  27  30  27  -9.3  30  49.9  -0.9  

순이익 15  23  24  22  -7.9  25  52.7  -1.6  

자료: 천보,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669.68 

시가총액 63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7% 

자본금(보통주) 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86,300원 / 47,3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4억원 

외국인지분율 2.23% 

주요주주  이상율 외 23 인 59.7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7  13.0  -20.7  0.0  

상대수익률 -8.7  -6.9  -9.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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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셀트리온  
(068270) 

 
신제품 공급 확대로  
안정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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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50,000 
유지 

현재주가 

(19.11.06) 
196,500 

제약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50,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잔여이익평가모형(Residual Income Model)을 이용하여 산출 
 

3Q19 Review: 신제품 공급 확대로 무난한 실적 달성 

- 3Q19 연결 매출액 2,891억원(YoY+25.1%), 영업이익 1,031억원(YoY+40.1%, OPM 35.7%), 

당기순이익 616억원(YoY+12.7%) 시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사 추정치 및 컨센서스 부합 

- 매출액은 신제품 출시 준비에 따른 공급 확대로 증가했으며 추가로 TEVA향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 위탁생산 물량(약 231억원) 반영. 수익성이 높은 램시마SC(매출비중 45%), 트룩시마

(29%) 위주로 제품 Mix 개선  

- 유럽 점유율은 2Q19 기준 램시마(59%), 트룩시마(38%), 허쥬마(15%)로 바이오시밀러 중 

점유율 1위 유지하며 안정적 확대 지속. 파트너사 Pfizer에 따르면 미국 인플렉트라(램시마) 

3Q19 매출액은 7,700만 달러 (YoY+8.5%, QoQ+4.1%) 달성 

 

실적 개선 + 신제품 출시 모멘텀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 전망 

- 편의성을 강화한 램시마SC 유럽 시판허가(4Q19) 및 트룩시마, 허쥬마 미국 출시 전망(‘19

년말~’20년 초). 특히 트룩시마는 유럽 처방 데이터 확보 및 미국 퍼스트 무버를 강점으로 

빠른 점유율 확대 기대 

- 4Q19 연결 매출액 3,788억원(YoY+56.2%) 영업이익 136억원(YoY+209.5%, OPM 35.9%) 

전망.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램시마 SC와 트룩시마 공급 증가가 이어지고, TEVA향 아조비 

매출도 전분기 대비 증가할 전망.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최종 판매사가 통상 9개월 이

상의 재고를 확보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 실적 가시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  4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31  235  289  289  25.1  23.0  293  379  56.2  31.1  

영업이익 70  83  104  103  47.3  23.7  107  136  209.5  32.0  

순이익 50  77  86  62  22.0  -20.2  89  141  220.9  129.1  

자료: 셀트리온,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949  982  1,125  1,315  1,457  

영업이익 508  339  400  493  550  

세전순이익 492  318  431  511  569  

총당기순이익 386  254  344  407  454  

지배지분순이익 382  262  344  407  454  

EPS 3,000  2,049  2,682  3,175  3,541  

PER 72.4  108.6  73.3  61.9  55.5  

BPS 18,110  19,749  22,382  25,529  29,065  

PBR 12.0  11.3  8.8  7.7  6.8  

ROE 17.5  10.8  12.7  13.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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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PI 2144.15 

시가총액 25,21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75% 

자본금(보통주) 12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41,193원 / 141,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84억원 

외국인지분율 20.90% 

주요주주  셀트리온홀딩스 외 63 인 22.85%  
 Ion Investments B.V. 외 1 인 9.5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3.6  34.1  -3.9  -17.0  

상대수익률 7.0  20.0  -1.6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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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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