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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y 

 

LME Week 2019, 비철금속 반등을 위한 조건 

- 2020년 비철금속 시장은 세계경기와 중국 정책 유입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올해보다 양호할 전망 

- 비철금속 내에서 니켈을 가장 추천. 니켈은 인도네시아 원광 수출금지로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스테인리스강과 전기차 배터리향 수요로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 

- 장기적 관점에서 금 비중 확대를 권고. 2020년에는 글로벌 정책 강화와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날 수 

있겠으나 경기 사이클 상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야 

김소현. sohyun.kim@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정유업: 미래에 대한 우려보다 당장의 호재가 눈 앞에 

- 정유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Overweight) 유지, IMO 2020 규제 시행에 따른 정제마진 강세 국면과 실적 개선 임박 → 정유 업종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 

- 수요 둔화(+0.9~1.0백만b/d), 증설 재개(연평균 +1.2백만b/d) 감안해도 최소한 2020년까지는 수급 밸런스 상태 유지. 일부 프로젝트에 

따라 밸런스 상태 연장도 가능 vs. 전기차의 확산에 따른 석유 수요의 훼손도 최소 2030년 이후 

- 3분기 실적은 SK이노베이션(감익)과 S-Oil(증익)의 차별화된 모습. 상반기 부진했던 정제마진은 3분기 평균 7달러/배럴까지 반등: 

휘발유(+4달러), 경유(+3달러), B-C유(+3달러) 등 제품 마진 강세 영향 vs. 재고 관련 손익의 차이가 업체별 실적 차별화의 원인 

한상원. sangwon.han@daishin.com 

 
[중국 탐방기] 변화의 소용돌이 속 기회는 있다  

- 글로벌 유통 기업의 중국 성장 가속화가 불러올 변화 

- 두자리 성장쯤은 익숙한 레저식품 시장의 대기업화 기대 

- 끝없는 Flavor의 확장. 더 새로운 맛을 원한다 

- Top pick: 풀무원, 오리온, 삼양식품, 농심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3Q19 Review] 원익 IPS: 성장을 위한 비용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9,000원 유지  

- 2019년 3분기 매출 1,181억원(-41% QoQ)로 당사 추정치 부합, 영업이익 -88억원(적자전환) 기록하며 어닝쇼크  

- 매출총이익률은 42%로 양호했으나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증가로 판매관리비용 580억원 발생하며 마진 훼손 

- 2019년 영업이익 523억원(-51% YoY), 2020년 2,068억원(+295% YoY) 전망 

이수빈. subin.lee@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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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y 

  

 
LME Week 2019 

비철금속 반등을 위한 조건 

 

김소현 
 
sohyun.kim@daishin.com 
 

   LME Week 2019 탐방 및 금속시장 전망: 아주 작은 희망을 찾아서 

- 2020년 비철금속 시장은 2019년보다 조금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양호할 세계경기와 중국 정책 유입은 비철금속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진 보호무역주의가 장기화된다면 비철금속 투자심리 회복은 제한될 수 있

다. 

- 비철금속 내에서는 니켈을 가장 추천한다. 니켈은 인도네시아 원광 수출금지로 공급이 제한된 가

운데 스테인리스강과 전기차 배터리향 수요로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 장기적 관점에서 금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 2020년에는 글로벌 정책 강화와 완화적 통화정책 등

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날 수 있겠으나 경기 사이클 상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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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  
미래에 대한 우려보다 

당장의 호재가 눈 앞에 

     

투자의견 비중확대(Overweight) 유지 

- 정유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Overweight) 유지 

- IMO 2020 규제 시행에 따른 정제마진 강세 국면과 실적 개선 임박 

→ 정유 업종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 

- Top-picks: SK이노베이션(매수, TP 220,000원), S-Oil(매수, TP 140,000원) 

 

우려는 접어두고,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우려에 대한 반론) 

- 수요/공급: 수요 둔화(+0.9~1.0백만b/d), 증설 재개(연평균 +1.2백만b/d) 감안해도 

최소한 2020년까지는 수급 밸런스 상태 유지 → 일부 Project에 따라 밸런스 상태 

연장도 가능 vs. 전기차의 확산에 따른 석유 수요의 훼손도 최소 2030년 이후 

- 글로벌 2위 생산국인 중국(비중 16%)의 공급과잉: 1) 글로벌 정유 업종 수급 전망에 

이미 포함된 이슈, 2) Tea-pot(글로벌 Capa의 4%)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주목 

- PX 시황 악화: 2019~20년 중국발 대규모 증설(+1.3백만톤/년)로 시황 악화 불가피 

vs. 2019년의 스프레드 급락(-293달러/톤)을 감안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 제한적 

- IMO 2020은 허상? IMO의 공식적 Penalty는 없으나 각국은 입항 금지 등 강력한 제

재를 예고, 선사 입장에서도 규제 준수 동기 충분(미준수의 이득<적발 리스크) 

- OSP 상승: 국제 유가 약세를 따라 하향 안정화 전망(유가와의 괴리 축소) 

유조선 운임 급등: 이미 3달러/배럴 이하(vs. 10월 9달러/배럴)까지 안정화 

- 실적이 개선되면 배당 여력도 확대: SK이노베이션 배당 유지+대규모 투자(EVB),  

S-Oil 배당 회복+차입금 상환 모두 가능할 전망 

 

3Q19 업체별 실적 차별화 vs. 4Q19부터 무조건 좋아지는 정유 부문 

- SK이노베이션(감익)과 S-Oil(증익)의 3분기 실적은 차별화된 모습 

- 상반기 부진(BEP 수준인 4~5달러/배럴 내외)했던 정제마진은 3분기 평균 7달러/배

럴까지 반등: 휘발유(+4달러), 경유(+3달러), B-C유(+3달러) 등 제품 마진 강세 영향 

vs. 재고 관련 손익의 차이가 업체별 실적 차별화의 원인 

- 4Q19부터는 IMO 2020 효과가 LSFO에서 경유(MGO)로 확대되며 경유 마진 중심의 

정제마진 강세를 기대 → 보수적인 가정 하에서도 2020년 정제마진 +2.3달러 전망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배,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67,054  79,974  75,085  75,977  76,208  

영업이익 4,595  2,757  2,285  3,685  3,463  

세전순이익 4,869  2,734  1,407  4,203  3,171  

총당기순이익 3,392  1,968  992  3,058  2,314  

지배지분순이익 3,350  1,910  906  2,951  2,218  

EPS 22,039  12,561  5,958  19,409  14,591  

PER 9.6  14.5  29.3  9.0  12.0  

BPS 163,985  161,783  162,334  177,513  185,079  

PBR 1.3  1.1  1.1  1.0  0.9  

ROE 13.4  7.7  3.7  11.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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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원  

 

 

 

sangwon.han@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SK이노베이션 Buy 220,000원 

S-Oil Buy 140,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2  1.4  -2.5  -19.9  

상대수익률 -5.3  -4.9  0.5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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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업  

[중국 탐방기] 

변화의 소용돌이 속 
기회는 있다 

 

    

글로벌 유통 기업의 중국 성장 가속화가 불러올 변화 

- 아시아 국가의 코스트코 매장 수는 일본, 한국, 대만 각각 26개, 16개, 13개. 중국은 

2019년 8월에 개점한 상해 민항구점 1개에 불과. 코스트코에 앞서 중국에 진출한 월

마트 샘스클럽의 경우 26개의 중국 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말까지 40개로 

확대할 계획 

- 중국 로컬 유통 기업 대비 코스트코와 같이 해외 제품 소싱에 차별점을 두거나 중국

에서의 본격적인 확장이 예상되는 샘스클럽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중국 외 해외 기업

들의 매대 확보에 보다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음 

- 코스트코 중국 1호점 상해 민항구점의 경우에도 중국 제품 비중은 현저히 낮으며 코

스트코 PB제품과 한국/일본/미국 제품이 높은 비중 차지 

- Top pick: 풀무원 

 

두자리 성장쯤은 익숙한 레저식품 시장의 대기업화 기대 

- 중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레저식품 시장 규모는 2조 위안에 육박. 제과를 제

외한 레저식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견과의 경우 상위 4개 기업의 점유율이 

65%. 주요 기업들의 채널 및 제품 확장으로 파편화 되어있던 시장 구도 재편 기대 

- 중국 파이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는 오리온 역시 2019년 

11월부터 태국 타오케노이 사의 제품 유통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중 견과 사업 진

출을 준비 중에 있음. 제과에 한정되어 있던 제품 포트폴리오가 광의의 레저식품까지 

확장되기 시작함을 의미 

- Top pick: 오리온, 관련 해외 기업: 싼즈송슈(三只松鼠), 라이펀(来伊份) 

 

끝없는 Flavor의 확장. 더 새로운 맛을 원한다 

- 스낵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펩시(Pepsi Co),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캉스푸

(KSF)의 진열된 Flavor별 제품 수는 20여종, 30여종에 달함. 다양한 Flavor와 중량 

변화를 통해 유통 매대 과반 이상 점유 

- 새로운 맛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일부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80%에 달하는 삼양식

품, 농심의 선전 기대 

- Top pick: 삼양식품, 농심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배,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5,936  6,905  7,269  7,625  7,953  

영업이익 300  466  528  573  623  

세전순이익 312  469  536  586  635  

총당기순이익 227  275  365  417  450  

지배지분순이익 233  282  361  413  449  

EPS 12,060  13,253  16,880  19,281  20,970  

PER 32.9  24.7  17.8  15.6  14.3  

BPS 182,579  177,597  186,526  195,031  212,942  

PBR 2.1  1.8  1.6  1.5  1.4  

ROE 6.5  7.6  9.1  9.9  10.1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오리온, 농심, 삼양식품, 풀무원 합산,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한유정  

노희재 

 

yujung.han@daishin.com 

heejae.roh@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풀무원 Buy(-) 12,000원(▼) 

오리온 Buy(-) 130,000원(-) 

삼양식품 Buy(-) 120,000원(-) 

농심 Buy(-) 310,000원(-) 

싼즈송슈(三只松鼠) N/A N/A 

라이펀(来伊份) N/A N/A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6  26.3  4.3  20.2  

상대수익률 3.0  18.4  7.5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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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원익 IPS  
(240810) 

 성장을 위한 비용 

 

이수빈  
 

subi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9,000 
유지 

현재주가 

(19.11.05) 
33,150 

반도체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9,000원 유지 

- 목표주가 39,000원은 12개월 Fwd. 예상 BPS에 목표 P/B 2.8배 적용 

 

3Q19 실적: 88억원 영업적자. 4분기 매출 이연과 인건비+연구개발비 증가 때문 

- 2019년 4분기 매출 1,181억원(-41% QoQ)로 당사 추정치 부합, 영업이익 -88억원(적자전

환) 기록하며 어닝쇼크 

- 매출총이익률은 42%로 양호했으나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증가로 판매관리비용 580억원 발

생하며 마진 훼손. 3분기 말 직원 수는 1,350명으로 5월 1일 후 신규 채용 증가. 2020년 본

격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도 증가  

- 3분기 반도체부문 매출액 680억원(-39% QoQ) 추정. 제한적인 신규투자로 DRAM과 NAND 

부문 매출 부진. 4분기 NAND 신규투자에 따른 매출 발생 기대. 4분기 반도체 부문 매출 

1,120억(+64% QoQ) 전망 

- 3분기 디스플레이부문 매출액 500억원(-43% QoQ) 추정. 주요 고객사향으로 판매중인 홀인

디스플레이 식각 장비 매출 인식 지연되며 4분기 매출액 1,210억원(+142% QoQ) 예상. 중

화권 OLED 디스플레이향 장비 판매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중. 2020년 PI Curing 장비 매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2020년 성장을 위한 준비에 박차다  

- 2019년 영업이익 523억원(-51% YoY), 2020년 2,068억원(+295% YoY) 전망. 2019년 연

간 실적 하향 조정한 이유는 AS 부문이 3분기에도 부진 지속되어 연간 추정치 하향했기 때

문. 그러나 2020년은 고객사의 신규투자 가시성 높아지며 상향 조정 

- 19년 매출을 주도한 중소형 Flexible OLED향 PI Curing 장비와 열처리장비, Rigid OLED향 

Etcher 장비 수주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동사는 QD-OLED향으로 개발한 4개 

장비에 대해 수주 입찰 참여할 예정. 2020년 매출 실현 기대 

- NAND 공급사 증설 시작하며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3D NAND 증착 장비 수주 기대. 추

가로 DRAM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보완 투자형 신규 증착 장비 기대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F)  4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96  200  122  118  -39.8  -41.0  145  233  122.2  97.2  
영업이익 46  34  5  -9  적전 적전 12  21  흑전 흑전 
순이익 37  25  6  2  -95.9  -94.0  11  5  흑전 248.1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631  649  682  1,171  1,405  

영업이익 122  106  52  207  246  

세전순이익 124  110  46  212  251  

총당기순이익 95  87  37  167  198  

지배지분순이익 95  87  37  167  198  

EPS 2,311  2,105  756  3,412  4,038  

PER 14.5  9.6  43.9  9.7  8.2  

BPS 7,595  8,946  11,903  14,935  18,752  

PBR 4.4  2.2  2.8  2.2  1.8  

ROE 35.8  25.4  7.7  25.6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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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672.18 

시가총액 1,62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72% 

자본금(보통주) 2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3,950원 / 16,8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89억원 

외국인지분율 29.77% 

주요주주  원익홀딩스 외 2 인 33.07%  
 삼성전자 외 1 인 7.5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5.3  43.2  20.5  75.4  

상대수익률 6.7  21.4  36.6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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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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