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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y 

 

은(Silver) 보다는 금(Gold) 

- 귀금속 내에서도 은의 질주가 두드러짐. 은은 9월 4일 기준으로 온스당 19.60달러를 기록하며 2016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은 가격은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향후 안전자산 수요가 금에 비해 덜 유입될 것으로 예상 

- 금과 비교했을 때 은은 수요 측면에서 안전자산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 

김소현. sohyun.kim@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슈피겐코리아]  이제 우려에서 기대로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4,000원 유지 

- 부진했던 2분기에 비해 하반기 개선되는 실적 흐름. 1) 아마존 미국 내 갤럭시 노트10 신규 케이스 판매 호조세 2) 9월 아이폰 신제품 

런칭으로 성수기 진입 3) Caseology 아마존 미국, 유럽 동시 판매 중이며 일부 매출 반영될 전망 4)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효과 

- 부진했던 영업이익률은 3분기 외형 성장, 지급수수료율 30%대 안정화로 전분기 대비 2.6%p 개선된 16.1% 기대 

- 미·중 무역 분쟁 반사수혜 기대. 슈피겐코리아는 한국에서 제조해 무관세로 판매하여 가격 경쟁에 있어 우위 예상 

- 2019F 기준 PER 7.3배, 배당수익률 2.8%, 순현금 약 1,400억원도 긍정적 

한경래.kyungrae.han@daishin.com 

 
[제이콘텐트리] 실적 개선이 체질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2천원 유지. JCon 주가는 4월말 고점 56천원에서 8월말 32천원까지 42% 하락 

-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변상황에 의한 주가 하락 발생. 전반적인 컨텐츠 업종 밸류에이션 하락 및 액면병합 이후 이전 상장 추진 

과정에서의 수급 공백 등 주가에 반영 

- 하지만, 장단기 실적 전망 보면 매력적인 주가. JCon 컨텐츠 전망 매우 좋음. 가을 편성 작품 중 3개는 넷플릭스 동시방영 예정이며 

나머지 작품들은 대부분 BEP 넘기면서 시작. 앞으로 JTBC 드라마 편성 확대하면서 보수적 가정으로도 향후 5년간 연평균 방송 매출 

20% 성장 전망 

- 영화. 메가박스는 수익성 높은 직영점 위주 운영 중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극장 매출 9%, 이익 13% 성장 전망 

- 3Q19 영업이익 250억원(메가박스 184억원, 방송 66억원) (+37% yoy, +54% qoq) 전망 

김회재. hoiijae.kim@daishin.com 

 
[KT] 뭐든지 잘하는 팔방미인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6천원 유지. 9/9 서울 압구정 위치한 (구)KT 신사지사 부지에 하얏트의 력셔리 브랜드 안다즈 호텔 오픈. 소유는 

KT, 운영은 안다즈에 위탁. '14 역삼 신라 스테이, '18 동대문 노보텔 등 기존 부동산 부지 활용한 호텔 사업 확장 중. '22년까지 순수 

호텔 객실 수 기준 롯데 이어 2위 전망 

- 부동산 매출 본격적으로 증가 중. 단순히 장부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반영할 수 있다 판단. 보유 부동산 공정가치 적용시 '18 BPS 

51천원에서 79천원으로 상승 가능. 최근 3년 PBR 평균 0.6배 적용시 적정 주가 47천원, 1배 적용시 79천원 가능 

- 유무선 등 KT의 기존 사업 모두 성장 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반영 가능 

- 실적 성장은 배당 증가로 이어질 전망. 19E DPS 1.1천원. 전년대비 동일한 금액 전망하지만, 통신3사 중 가장 높은 배당수익율(4.1%). 

배당성향 40%에 불과. 실적 개선 따라 '23E DPS 2천원 

김회재. hoiijae.kim@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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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19 Preview] 대한유화: 잠깐은 더 좋은 이유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65,000원 유지 

- 3분기 영업이익은 554억원(흑전 QoQ)으로 시장 기대치(480억원)를 15% 상회활 전망 

- 투자포인트: 1) PE/납사 스프레드는 개선되지 않았지만 에틸렌의 상대 강세에 따른 수혜, 2) NCC 증설 이후 부재했던 다운스트림 신규 

투자 발표, 3) 12MF PBR 0.4배로 낮아진 화학 업종의 Valuation(업종 평균 0.8배)을 감안하더라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 

한상원. sangwon.han@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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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y 

  

 은(Silver) 보다는 금(Gold) 

 

김소현 
 
sohyun.kim@daishin.com 
 

   - 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올해 6월 이후 은을 포함한 귀금속 가격도 상승랠리를 보였다. 6월 

이후 금 가격은 13.7% 상승한 반면 은, 백금과 팔라듐 가격은 각각 22.9%, 15.6%, 15.8% 올랐

다. 안전자산 수요가 실물자산인 귀금속으로 파급되었기 때문이다.   

- 귀금속 내에서도 은의 질주가 두드러졌다. 은은 9월 4일 기준으로 온스당 19.60달러를 기록하며 

2016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이후 안전자산 수요가 ETF 투자 수요로 유입되어 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 향후 은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 인지의 여부는 안전자산 수요가 얼마만큼 더 은으로 유입되는 지

에 달려있다고 판단한다. 금과 비교했을 때 은은 수요 측면에서 안전자산의 성격이 약하다. 은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재 비중이 전체 수요의 50%(2018년 기준)로 금에 비해 높다. 금 수요에서 기

술 부문은 은의 산업재 부문과 성격이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타 금속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또

한, 은은 금과 다르게 중앙은행 및 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다. 최근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이 

부각된 이유가 중앙은행들 중심으로 금을 역사상 최고치로 매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은은 금에 비해 안전자산 수요처가 다양하지 않다.     

- 은의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 대비 덜 올랐다는 점과 금/은 가격 비율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은 가격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교역감

소가 이미 진행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요가 경기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은의 매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과거 미국 경기침체 당시 금/은 가격 비

율은 항상 급등했고, 1970년 이후 7번의 경기침체에서 5번은 정점에 도달 후 하락했다. 또한, 보

호무역주의 장기화,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을 지속시켜 금의 상대적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 가격 상승 이후 은 등 기타 귀금속 가격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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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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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News 

슈피겐코리아  
(192440) 

 이제 우려에서 기대로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이새롬  
saerom.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74,000 
유지  

현재주가 

(19.09.06) 
53,600  

스몰캡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4,000원 유지 

- 목표주가 74,000원은 2019년 예상 EPS 7,387원에 Target PER 10배 적용 

- 1) 기존 아마존 미국, 유럽 등에서 판매 호조, 해외 진출 확대로 외형 지속 성장,  

2) 미•중 무역 분쟁 반사수혜 기대, 3) 배당수익률 2.8% 수준도 긍정적 

- 아마존 세이버 신규 사업의 지연, 2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우려 대부분 반영된 주가 수준. 

하반기 성수기에 진입하며 우려보단 기대 요인이 많으므로 주가 점진적 회복 기대 

 

부진했던 2분기에 비해 하반기 개선되는 실적 흐름 

- 3분기 매출액 772억원(+15.6% YoY, +20.7% QoQ), 영업이익 125억원(+7.4% YoY, 

+44.3%  QoQ) 전망. 2분기 대비 대폭 개선될 전망 

- 아마존 미국 내 갤럭시 노트10 신규 케이스 관련 1~5위권 슈피겐 브랜드가 차지하며 판매 

호조세. 9월 아이폰 신제품 런칭으로 성수기 진입 

- 인수한 Caseology 아마존 미국, 유럽 동시 판매 중이며 일부 매출 반영될 전망  

- 아마존 인도에 이어 2020년초 인도 1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플립카트 진출 예정 

- 2분기 대비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도 긍정적(평균 원/달러 환율 2분기 1,167원 →  

3분기 1,190원 예상) 

- 2분기 13.5%로 부진했던 영업이익률은 3분기 외형 성장, 지급수수료율 30%대 안정화로 

전분기 대비 2.6%p 개선된 16.1% 기대 

 

미·중 무역 분쟁 반사수혜 기대 

- 아마존 미국 내 주요 경쟁사(OtterBox, Belkin 등) 대부분 중국에서 제품 제조하고 있음. 9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되어 45% 수준. 10월에 추가 5% 부과 예정 

- 슈피겐코리아는 한국에서 제조해 무관세로 판매하므로 가격 경쟁에 있어 우위 예상. 슈피겐 

아마존 미국 내 MS 약 10% 수준에서 증가할 가능성 높음 

 

2019F 기준 PER 7.3배, 배당수익률 2.8%, 순현금 약 1,400억원도 긍정적 

- 2019년 예상 실적 기준 PER 7.3배로 아마존 플랫폼 내 1위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인 점 감

안시 부담없는 밸류에이션 구간 

- 2019년 배당성향 20% 예상. 향후 2년간 25%, 30% 확대 계획. 배당수익률 2.8%. 순현금 

약 1,400억원 보유한 점도 긍정적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225  267  311  372  446  

영업이익 48  49  50  67  82  

세전순이익 45  55  58  75  88  

총당기순이익 41  43  45  58  68  

지배지분순이익 41  43  45  58  68  

EPS 6,714  7,082  7,387  9,666  11,333  

PER 6.8  7.4  7.3  5.5  4.7  

BPS 35,611  42,034  48,308  56,569  65,622  

PBR 1.3  1.2  1.1  0.9  0.8  

ROE 19.6  17.7  15.9  17.9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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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625.77 

시가총액 33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5% 

자본금(보통주) 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83,500원 / 42,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8억원 

외국인지분율 21.99% 

주요주주  김대영 외 3 인 40.9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7  -27.3  -11.1  3.1  

상대수익률 -7.3  -16.7  4.5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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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News 

제이콘텐트리 
(036420) 

 실적 개선이 체질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가연  
 
g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82,000 
유지  

현재주가 

(19.09.09) 
36,450  

미디어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82,000원 유지 

- 12M FWD EPS 2,752원에 PER 28배 적용(최근 5년 평균 대비 20% 할증 적용) 

- 메가박스 외형 성장 및 마진 개선, JTBC 드라마 슬롯 확대에 따른 방송 매출 증가 반영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에 의한 주가 하락 

- JCon의 주가는 4월말 고점 56천원에서 8월말 32천원까지 42% 하락 

- 동기간 2Q19 OP 컨센서스는 74억원에서 115억원까지 55% 상승했고, 실제 OP는 163억

원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 지속. 원인은 크게 두 가지 

- 첫째, <아스달 연대기>의 제작비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2Q19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

려가 컨텐츠 업종 전반에 대한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하락. 특히, JCon의 경

우 2019년부터 본격적인 텐트폴 작품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에, JCon의 실적도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 

→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의 <아스달>에 대한 실적 우려는 기우였음이 드래곤의 2Q19 실적

에서 확인되었고, 드래곤도 3Q19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 중. 당사 관련 리포트 참조. 

“스튜디오 드래곤: 좋알람이 울릴 시간(19.9.4)”. http://daishin.com/?2786 
 

- 둘째, 액면병합 이후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수급 공백 발생. 액면병합

을 위한 거래정지 기간 동안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8/2 거래를 재개한 JCon의 주가가 그 동

안의 코스닥 하락을 반영하여 9% 하락했고, 이후 코스닥의 추가 하락 과정에서 JCon 하락 

지속. 반면, 9월말 경으로 예정된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코스닥

과 코스피 양쪽 모두 러브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장단기 실적 전망을 보면 살 수 밖에 없는 주가 

- 주가 하락의 발단은 <아스달>로부터 시작된 컨텐츠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었지만, JCon

의 컨텐츠 전망은 매우 좋음. 가을 편성인 <꽃파당>, <나의 나라>, <보좌관2> 모두 넷플릭스에 

제작비 대비 50% 이상의 조건으로 동시방영이 결정될 것으로 추정. 나머지는 JTBC 방영권

료로 충당, 대부분 BEP 넘기면서 시작. 특히, <보좌관1>이 넷플릭스에 약 50%의 조건으로 

판매되었고 반응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보좌관2>는 약 70% 정도의 조건으로 판매될 것으

로 전망. JTBC 드라마 편성은 ‘19년 14편(+2편)이지만, 매년 1~2편 확대 가능하고, 수목 

슬롯이 열리면 ‘20년 편성은 20편까지도 가능. 보수적 가정으로도 향후 5년간 연평균 방송 

매출 20% 성장 전망 

- 메가박스는 수익성 높은 직영점 위주 운영 전략, 스크린 광고 직접 판매에 따른 판매율개선

(기존 75% 대비 현재 85%로 상승) 및 ATP(평균티켓매출)와 CPP(평균매점매출) 상승. 향후 

5년간 연평균 극장 매출 9% 성장, 이익 13% 성장 전망 

- 3Q19 영업이익 250억원(메가박스 184억원, 방송 66억원) (+37% yoy, +54% qoq) 전망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420  511  569  698  779  

영업이익 33  35  63  76  86  

세전순이익 24  34  58  75  88  

총당기순이익 11  26  45  57  67  

지배지분순이익 6  18  33  42  50  

EPS 532  1,448  2,273  2,912  3,443  

PER 97.5  30.8  16.0  12.5  10.6  

BPS 13,105  26,448  25,664  28,576  31,029  

PBR 4.0  1.7  1.2  1.1  1.0  

ROE 5.3  7.4  9.3  10.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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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625.77 

시가총액 52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4% 

자본금(보통주) 7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5,700원 / 32,2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6억원 

외국인지분율 3.20% 

주요주주  중앙홀딩스 외 1 인 33.32%  
 국민연금공단 8.1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5  -26.6  -34.8  -42.6  

상대수익률 -9.9  -15.9  -23.3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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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News 

KT  
(030200) 

 뭐든지 잘하는 팔방미인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가연  
 
g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6,000 
유지  

현재주가 

(19.09.09) 
27,050  

통신서비스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36,000원 유지 

- 2019E EPS 2,822원에 PER 12배 적용(통신업종 공통)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자 

- 9/9 서울 압구정동 (구)KT 신사지사 부지에 하얏트의 럭셔리 브랜드인 안다즈 호텔 오픈. 25

개 스위트룸 포함 241개 객실 보유. 소유는 KT, 운영은 안다즈에 위탁하는 방식 

- KT는 ‘14년 역삼동 신라 스테이와, ‘18년 동대문 노보텔 등 기존 부동산 부지를 활용한 

호텔 사업 확장 중. 2022년까지 총 2천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하여 순수 호텔 기준으로는 롯

데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호텔을 포함한 부동산 사업은 연평균 4천억원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18년부터 

호텔과 오피스텔 등이 본격적으로 오픈하면서 ‘20년에는 매출 7천억원 전망 

- 부동산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KT의 부동산은 단순히 장부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 보유 부동산 중 KT와 KT에스테이트의 토지에 대해 공정

가치를 적용하면, KT의 ‘18년 BPS는 51천원에서 79천원으로 상승 가능. 최근 3년 PBR 

평균 0.6배 적용시 적정 주가는 47천원, PBR 1배 적용시 79천원 가능 

 

본업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반영 가능 

- KT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선 및 유선 등 KT의 기

존 사업이 모두 성장하고 있기 때문 

- KT의 무선은 3사 중 가장 먼저 1Q19에 ARPU가 턴어라운드 했고, 2Q19에는 상승 폭을 확

대하여 3사 중 가장 높은 ARPU 형성 중. 5G도 LTE때와는 다르게 3사와 동일한 시점에 서

비스를 시작했고, 5G 점유율은 31.2%로 무선 점유율인 29.9%를 넘어서 순항 중 

- IPTV는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41%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향

후 5년간에도 연평균 9%의 매출 성장 전망 

- 초고속 인터넷은 업계 최초로 1Gbps 및 10Gbps 서비스를 선보이며 유선의 강자임을 보여

주고 있고, 인터넷 매출은 ARPU 상승에 힘입어 10년 만에 연매출 2조원 복귀 전망 

 

- 실적 성장에 따른 배당 증가는 투자자들에 대한 보너스. DPS ‘15년 500원을 시작으로 

‘16년 800원, ‘17년 1천원, ‘18년 1.1천원까지 꾸준히 상승.’ 19E DPS는 1.1천원으

로 전년대비 동일한 금액 전망하지만, 전일 기준 배당수익률은 4.1%로 가장 높음. 배당성향

은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따라 배당은 ‘23 2천원까지 상승 전망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23,387  23,460  24,288  25,414  26,180  

영업이익 1,375  1,262  1,234  1,444  1,620  

세전순이익 837  1,091  1,153  1,289  1,454  

총당기순이익 562  762  832  954  1,076  

지배지분순이익 477  688  737  858  968  

EPS 1,826  2,637  2,822  3,287  3,708  

PER 16.6  11.3  9.6  8.2  7.3  

BPS 45,264  50,563  52,352  54,606  57,187  

PBR 0.7  0.6  0.5  0.4  0.4  

ROE 4.1  5.5  5.5  6.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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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019.55 

시가총액 7,06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54% 

자본금(보통주) 1,56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1,150원 / 26,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74억원 

외국인지분율 48.99% 

주요주주  국민연금공단 12.3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2  -4.1  -2.5  -6.6  

상대수익률 -3.9  -1.6  3.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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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대한유화  
(006650) 

 잠깐은 더 좋은 이유 

 

한상원  
 

sangwon.ha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65,000 

유지  
현재주가 

(19.09.09) 124,000  

화학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65,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12MF 예상 BPS에 목표 PBR 0.6배를 적용하여 산출 

- 목표 PBR은 한국 석유화학 업체 평균(12MF 0.8배) 대비 30% 할인한 수치 

 

3Q19 영업이익 55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 전망 

- 3분기 영업이익은 554억원(흑전 QoQ)으로 시장 기대치(480억원)를 15% 상회할 전망 

-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수요 개선이 나타나지 못하면서 화학 시황은 기대보다는 부진한 모습 

vs.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이익 증가는 기저효과(2Q19 정기보수, 설비 트러블) 덕분 

- 3분기 누적 기준 주력 제품의 스프레드 변화는 HDPE/납사 -20달러/톤, PP/납사 -4달러/

톤, MEG/에틸렌 +23달러/톤 등 → Spot 기준 합산 스프레드 -4달러/톤 QoQ 예상 

- 다만 NCC 증설(1Q17) 이후 잉여 에틸렌을 외부에 판매(연간 약 20만톤)하고 있기 때문에 8

월 이후 나타난 에틸렌의 상대 강세 국면에서 유리: 에틸렌 가격 2월 1,086달러에서 6월 

745달러까지 하락한 이후 8월 857달러까지 회복 vs. 스프레드 기준으로도 2월 575달러 → 

6월 259달러 → 8월 390달러 기록 

- HDPE/납사 스프레드 전분기 대비 20달러/톤 하락했으나 에틸렌/납사 스프레드는 소폭이나

마 상승(+1달러/톤) vs. HDPE/에틸렌 스프레드가 크게 하락(-21달러/톤) 

- 환율, 시차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3Q19 원화 환산 스프레드는 소폭 상승(+5%) 전망 

 

투자 포인트: 1) 에틸렌 단기 상승 수혜, 2) 신규 투자 발표, 2) 저평가 매력 부각 

- 미중 무역협상 재개(10월), 중국의 경기 부양책(지준율 인하) 등으로 화학 업종에 대한 기대

감 확대 vs. 다만 실제 시황 측면의 개선이 단기에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시장 

불확실성 여전, 정책 효과의 시차, 4분기 계절적 비수기 진입, 공급 우위 상태 등)하기 때문에 

순수 유화주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과 Trading 관점의 접근을 권고 

- 화학 업종 내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생각 자체는 바꿔볼 

시점: 1) PE/납사 스프레드는 개선되지 않았지만 에틸렌의 상대 강세에 따른 수혜, 2) NCC 

증설 이후 부재했던 다운스트림 신규 투자 발표(9/9 공시), 3) 12MF PBR 0.4배로 낮아진 화

학 업종의 Valuation(업종 평균 0.8배)을 감안하더라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 

- 전일 공시를 통해 SM 30만톤/년 규모(투자비 3천억원)의 신규 투자를 발표: 외부 판매 중인 

에틸렌, 벤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2022년 상업 가동 예정 →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매출

액 +1,340억원 vs. 영업이익 +390억원(=2021년 예상 실적 대비 17% 영업이익 증가 효과)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1,779  2,554  2,044  2,232  2,318  

영업이익 284  319  143  267  229  

세전순이익 280  336  155  278  242  

총당기순이익 214  257  128  215  189  

지배지분순이익 214  257  128  215  189  

EPS 34,701  41,679  20,727  34,887  30,599  

PER 7.6  3.7  6.0  3.6  4.1  

BPS 226,646  261,707  277,602  307,897  333,170  

PBR 1.2  0.6  0.4  0.4  0.4  

ROE 15.5  16.2  7.3  11.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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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019.55 

시가총액 80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6% 

자본금(보통주) 4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08,000원 / 109,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1억원 

외국인지분율 14.64% 
주요주주  이순규 외 12 인 40.15%  

 국민연금공단 8.9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3  -8.1  -23.5  -40.2  

상대수익률 3.9  -5.7  -19.0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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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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