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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Watch 

 

자산시장 삼박자와 가려진 경기 

- 올해 시중금리 하락, 물가 하락, 중앙은행 통화완화의 삼박자가 자산가격 상승을 지지 

- 연준의 금리인하 배경이 되는 경기 불확실성 요인과 물가부진 상황에는 변함이 없음 

- 금융시장이 가리키는 경기 방향성은 둔화. 자산시장을 뒷받침할 경기에 대한 눈높이는 보다 낮아질 수 있음에 유의 

박춘영. chunyoung.park@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2Q19 Preview]포스코케미칼: 낮아진 p/e + 금리 인하 + 전기차 신차 출시 = 사자 

- 2Q19 OP -13.8% 하향(예상대비 낮았던 생석회 사업부 이익률), 2019E OP -3.4% 하향(유가 하락에 따른 화성 사업부 이익 감소 가능성, 

음극재 판매량 하향 조정을 반영).  

- 2019E EPS -14.2% 하향 조정에도 목표주가 유지.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 실적의 현재가치가 동사 주가 흐름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목표주가 산정은 RIM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 

- 중장기 실적의 현재가치가 목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자기자본 7,950억원 + 추정년도 RI 현가 4,106억원 + 추정년도 이후 RI 

현가 2조 8,721억원 = 목표 시가총액 약 4조원. 추정년도 이후 RI 영구성장률 가정은 3.2%. 목표 주가는 12m fwd p/e 32배 수준)  

- 高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제품 공급할 수 있으면서 Capa 증설 능력도 탁월. 중장기 성장성 높게 평가 받으면서 高 valuation 정당화될 수 

있는 2차전지 소재 업체로 판단. Top pick 

- 약 3조원의 시가총액은 저평가 상태. 컨센 하회 예상되는 2분기 실적 발표 전후가 비중확대 시점이라 생각. 1) 2H19 글로벌 금리 인하에 

따른 중소형 성장주의 투자 매력 확대, 2) 2H19부터 시작되는 전기차 신차 출시 확대가 모멘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원주. Wonju.lee@daishin.com 

 

[2Q19 Preview] 휠라코리아: 어글리에서 퍼포먼스화로, 신발에서 의류로!  

-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96,000원 유지  

- 2Q19 Preview: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실적  

- [국내] 운동화 매출 호조 속에 의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2분기에도 1분기 순수 국내 부문 영업이익률 13%와 유사한 수준의 마진 

기록한 것으로 추정  

- [미국] 1분기 매출 성장률 yoy +99%에(USD 기준) 이어 2분기에도 고성장 추세 지속된 것으로 파악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뉴트리] 보고 사면 늦습니다  

- 이너뷰티 건강기능 소재, 자체 브랜드 보유 업체 

- 홈쇼핑 채널 확대와 더불어 에버콜라겐 인기도 상승 중 

- 판매수수료 정상화에 따른 2분기 영업이익 +109% QoQ 기대 

- 2019년 영업이익 137억원(+38% YoY) 전망 

- 2분기 이후 이익률 개선, 지속적인 외형 성장 감안 시 현저한 저평가 구간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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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주 Comment – 방산수출 시 기술료 면제  

-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방산수출 시 기술료 전액 면제. 추가 내용으로 기술료 누적 징수액 한도 신설.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 등이 포함 

-  중소·중견기업의 원가 개선이 완성업체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 지속적인 지원 정책 발표, 올해 하반기 방산 원가구조 개편 

시행 

- 적극적인 방산업체 지원. 올해 국방 예산은 46조 7천억원으로 정부예산의 9.9%. 정부는 방산물자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국방 경쟁력 강화, 

개발비 부담 감소, 국내총생산(GDP) 증가 측면에서 유리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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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Watch 

  

 
자산시장 삼박자와  

가려진 경기 

 

박춘영 
 
chunyoung.park@daishin.com 

   ▶ Part 1. Issue Talk 

- 올해 들어 자산가격 상승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의 시중금리 하락과 실

물경제 내 물가 하락,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기조라는 삼박자가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준

의 스탠스 변화를 시작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공조(금리인하) 움직임이 금융시장에서 유동

성 환경, 혹은 유동성 환경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웃도는 호조를 보이며 연준의 금리인하 명분을 약화시킬 우려를 낳았지만, 당초 연준이 밝힌 

‘보험성 인하’의 배경에는 변함이 없다. 

- 자산시장이 경기 펀더멘털보다는 유동성이나 정책 기대에 민감한 등락을 보이면서 자산가격과 

경기 간의 괴리는 커지는 양상이다. 주식, 채권 동반 강세 속에 채권의 상대적 강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이 예견하는 경기 방향성 또한 둔화라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

벌 경기는 이미 둔화 사이클에 접어들었고, 무역분쟁과 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둔화압력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 자산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경기에 대한 눈높

이는 보다 낮아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Part 2. Macro Check 

- 미국: 6월 고용, 임금상승 둔화로 물가부진 지속 가능성 

      모기지 금리 하락 속 주택시장 점진적 회복추세 

- 유럽: 5월 독일 산업생산 부진. 제조업 경기둔화 심화 

      5월 소매판매 부진. 수요감소로 인플레 압력 미미 

- 일본: 5월 소매판매 반등. 가계 평균소비성향 소폭 상승 

      교역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감소로 제조업 경기부진 

- 한국: 6월 정규직 중심의 고용증가. 5월 소매판매 반등 

      내수개선과 달리 수출부진, 제조업 재고축적 심화 

- 중국: 5월 투자지표, 부동산과 인프라 모두 부진한 결과 

      인민은행 6월 들어 중기, 단기유동성 공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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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포스코케미칼  
(003670) 

 

2Q19 preview:  
낮아진 p/e + 금리 인하 + 
전기차 신차 출시 = 사자 

 

이원주  
 
wonju.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5,000 

유지  
현재주가 

(19.07.11) 51,800  
2차전지/IT에너지 및 부품업종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5,000원 유지. 단기보단 중장기 실적에 주목할 필요 

- 2Q19 OP -13.8% 하향(예상대비 낮았던 생석회 사업부 이익률), 2019E OP -3.4% 하향(유

가 하락에 따른 화성 사업부 이익 감소 가능성, 음극재 판매량 하향 조정을 반영).  

- 2019E EPS -14.2% 하향 조정에도 목표주가 유지.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 실적의 현재가치

가 동사 주가 흐름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목표주가 산정은 RIM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 

- 중장기 실적의 현재가치가 목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자기자본 7,950억원 + 추

정년도 RI 현가 4,106억원 + 추정년도 이후 RI 현가 2조 8,721억원 = 목표 시가총액 약 4

조원. 추정년도 이후 RI 영구성장률 가정은 3.2%. 목표 주가는 12m fwd p/e 32배 수준)  

- 高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제품 공급할 수 있으면서 Capa 증설 능력도 탁월. 중장기 성장성 

높게 평가 받으면서 高 valuation 정당화될 수 있는 2차전지 소재 업체로 판단. Top pick 

- 약 3조원의 시가총액은 저평가 상태. 컨센 하회 예상되는 2분기 실적 발표 전후가 비중확대 

시점이라 생각. 1) 2H19 글로벌 금리 인하에 따른 중소형 성장주의 투자 매력 확대, 2) 2H19

부터 시작되는 전기차 신차 출시 확대가 모멘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Q19 OP 248억원, QoQ +13.1%, YoY +18.5% 기록하며 컨센서스 270억원 하회 예상 

- 과거 유가 흐름 상(4Q18 59.3, 1Q19 54.9달러/배럴) 2Q19에 화성 사업부에서 QoQ 증익

요인 발생. 2Q19 화성 사업부 OP는 41억원 QoQ +277.4% 추정 

- 다만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회석 구매가 상승을 판가에 반영하지 못하며 생석회 사업부의 

OP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 생석회 사업부 OP는 57억원으로 QoQ -3% 감익 추정 

- 피엠씨텍의 경우 전년대비 이익 레벨은 낮지만 QoQ 소폭 증익 있었던 것으로 파악. ASP 급

격히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나 출하량이 증가(1Q19 7,800톤 → 2Q19 15,000톤 출하). 지분

법 이익은 2Q19 74억원, QoQ +13.9%, YoY-64.8%로 추정 

- 다만 1Q19 유효 법인세율이 1.1%로 낮았던 영향으로 순이익은 QoQ -28.13% 감소 

 

2H19 OP는 HoH 41.0% 상승. 2020년 OP는 YoY +36.0% 상승한 1,526억원 예상 

- 2Q19 상승한 유가 감안 시 3Q19에 화성 사업부 이익 QoQ +127% 상승하며 3Q19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3Q19 OP는 QoQ +33% 상승한 330억원 기록할 것으로 예상 

- 4Q19는 QoQ 유사한 329억원의 OP 기록할 것으로 전망. 유가 하락 가정 시, 4Q19 화성 

사업부 영업이익은 QoQ 감익 불가피. 다만 증설 중인 음극재 Capa 준공이 4Q19에 완료되

며 음극재 판매량이 QoQ +47% 증가할 것으로 추정 

- 2020년이 양음극재 매출 YoY +127% 증가하며 2차전지 소재 전문 업체로 탈바꿈하는 시점

(2020년 2차전지 소재 OP 비중은 38.8%. 2021년 48.1%, 2022년 55.8% 추정) 

(단위: 십억원, %)  

구분 2Q18 1Q19 
 2Q19(F)  3Q19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35  355  386 367  9.8  3.4  387  406  17.3  10.5  

영업이익 21  22  29 25  18.5  13.1  27  33  -0.3  33.0  

순이익 32  33  32 25  -20.7  -23.0  27  30  -19.7  17.7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1,197  1,384  1589 1,550  -2.5 1,591  15.6  12.0  

영업이익 104  106  117 113  -3.4 116  2.2  5.9  

순이익 104  132  127 109  -14.2 132  27.6  -17.3  

자료: 포스코케미칼,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PI 2080.58 

시가총액 3,15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3% 

자본금(보통주) 3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8,100원 / 43,3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59억원 

외국인지분율 9.68% 
주요주주  포스코 외 1 인 65.4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0  -16.3  -14.5  9.9  

상대수익률 -5.6  -10.5  -14.7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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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휠라코리아  
(081660) 

 
어글리에서 퍼포먼스화로, 

신발에서 의류로!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이나연  
n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6,000 
유지 

현재주가 

(19.07.10) 
72,400 

섬유의복업종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96,000원 유지 

-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96,000원(2019-2020년 P/E 기준 20배) 유지. 최근 주가 

조정으로 2019년, 2020년 P/E는 16배, 14배 수준까지 하락. 국내 시장의 경우 품목이 어글리 슈

즈에서 퍼포먼스화로 외연 확장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의류 품목 매출도 크게 증가하면서 내수 시장

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로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됨. 국내외 시장에서 브

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나 주가 하락으로 valuation도 다시 부담 없는 구간에 진입. 동사에 대해 

중장기 Top pick 유지  

2Q19 Preview: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실적  

- 2분기 총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조 62억원(+27%, yoy), 1,525억원(+32%, yoy) 기록할 것으로 

전망. [국내] 운동화 매출 호조 속에 의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마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동사의 주요 품목별 마진은 신발이 의류보다 높은데 이는 신발의 경우 볼륨화가 가능했기 때문. 현

재 의류 품목도 브랜드력이 상승하면서 신발과 동시에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의류 품목

의 마진 향상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품목별 매출이 고르게 증가함에 따라 2분기에도 1분기 

순수 국내 부문 영업이익률 13%와 유사한 수준의 마진 기록한 것으로 추정 

- [미국] 1분기 매출 성장률 yoy +99% 기록했음(USD 기준). 2분기에도 고성장 추세 지속된 것으로 

파악. 현재 글로벌 스포츠 운동화 시장은 어글리 슈즈 성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의 고가 퍼포

먼스화 시장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FILA 브랜드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은 3% 내외로 파악(2019년 글로벌 스포츠화 시장 규모 $621억 중 북미지역 

점유율 40% 고려 시 북미지역 규모 $248억, 이 중 FILA USA 2019년 예상 매출액 $8억의 비중은 

약 3%로 추정). 운동화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동사의 점유율 또한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 내 

FILA 브랜드 매출액 성장 둔화 우려는 너무 이르다는 판단. 1분기 1회성 비용 고려 시 실제 미국 

법인 OPM은 11.9%였는데 2분기에도 특별한 비용 이슈 없고 환율도 유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높은 이익 증가율 예상됨  

- [Acushnet]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은 $6,458만이었는데 올해 2분기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6% 증

가한 $6,854만 수준임. 골프 시장 호조에 힘입어 Acushnet의 실적 개선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2Q18 1Q19 
 2Q19  3Q19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790  835  973  1,006  27.3  20.6  927  877  20.8  -12.9  

영업이익 116  116  147  152  31.8  31.6  143  106  43.9  -30.2  

순이익 66  70  81  85  29.2  20.8  81  59  45.2  -30.9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2,530  2,955  3,665  3,946  4,353  

영업이익 217  357  498  571  638  

세전순이익 182  337  478  555  612  

총당기순이익 108  210  373  433  478  

지배지분순이익 62  144  269  312  344  

EPS 1,030  2,349  4,395  5,097  5,627  

PER 15.8  22.8  16.5  14.2  12.9  

BPS 13,191  16,226  20,581  25,629  31,206  

PBR 1.2  3.3  2.5  2.1  1.8  

ROE 7.5  16.0  23.9  22.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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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058.78 

시가총액 4,42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32% 

자본금(보통주) 6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85,800원 / 30,3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30억원 

외국인지분율 53.13% 

주요주주  휠라홀딩스 외 2 인 20.11%  
 국민연금공단 9.7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0  -6.1  53.7  110.8  

상대수익률 -6.2  1.5  54.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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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 Visit Report 

뉴트리  
(270870) 

 보고 사면 늦습니다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이새롬  
 

saerom.lee@daishin.com  
 투자의견 N/R 

6개월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19.07.11) 
18,850 

스몰캡업종  

 이너뷰티 건강기능 소재, 자체 브랜드 보유 업체 

- ‘에버콜라겐’, ‘판도라다이어트’ 등 이너뷰티 자체 브랜드 보유 

- 에버콜라겐은 식약처 최초 이중기능성 개별인증원료로 홈쇼핑 중심으로 판매 확대 중 

- 2019년 예상 채널별 매출 비중 홈쇼핑 70%, 텔레마케팅 12%, 온라인 10%, 기타 8% 

 

홈쇼핑 채널 확대와 더불어 에버콜라겐 인기도 상승 중 

- GS홈쇼핑에 이어 1월 현대, 4월 홈앤쇼핑, 5월 CJ 확정, 7월 롯데에도 진출하며 채널 확장 

→ 홈쇼핑 매출액 분기별 성장 기대(2Q19F 201억원, 3Q19F 252억원, 4Q19F 283억원) 

- 분말형 제품(에버콜라겐 타임) 제품 출시로 제품 다각화하며 소비자 연령층 확대 

- CJ홈쇼핑에서 회당 최고 매출액 8억원 이상 기록하며 높은 인기 확인 

 

판매수수료 정상화에 따른 2분기 영업이익 +109% QoQ 기대 

- 1분기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인 홈쇼핑 판매수수료는 4월부터 정상화 

- 신규 홈쇼핑 채널 진출로 50% 상회하던 판매수수료율은 2분기 40% 중반으로 개선될 예정 

→ 영업이익률은 1분기를 저점으로 분기별 개선되는 흐름(1Q19 5.4%, 2Q19F 10.4%, 

3Q19F 12.0%, 4Q19F 12.7%) 

- 판매수수료 개선 및 외형 성장으로 2분기 영업이익은 30억원(+109% QoQ) 전망 

 

2019년 영업이익 137억원(+38% YoY) 전망 

- 2019년 매출액 1,306억원(+50% YoY), 영업이익 137억원(+38% YoY) 전망 

- 홈쇼핑 매출액 913억원(+75% YoY)으로 외형 성장 견인 기대 

- 에버콜라겐은 홈쇼핑을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 구축 중. 건강기능식품 특성상 한번    대중

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브랜드는 향후 안정적인 매출 발생 가능. 채널 확대에 따른 하반기 이

후 외형 성장 지속 전망 

-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하며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우려로 밸류에이션 동반 하

락. 2019년 예상 PER 15배 수준으로 동종 업종 평균 PER 20배에 비해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 2분기 이후 이익률 개선, 지속적인 외형 성장 감안 시 현저한 저평가 구간. 2분기 실적 회복

이 가시화되는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60  87  131  163  195  

영업이익 5  10  14  21  26  

세전순이익 3  4  14  21  26  

총당기순이익 2  2  11  17  21  

지배지분순이익 2  2  11  17  21  

EPS 1,046  319  1,273  1,934  2,356  

PER 0.0  38.3  14.8  9.7  8.0  

BPS 1,111  6,988  6,591  8,423  10,677  

PBR 0.0  1.7  2.9  2.2  1.8  

ROE 35.6  7.8  21.2  25.8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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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677.09 

시가총액 17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7% 

자본금(보통주) 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7,650원 / 11,1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4억원 

외국인지분율 0.00% 

주요주주  김도언 외 9 인 50.39%  
 GS홈쇼핑 6.1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6  -9.8  41.7  0.0  

상대수익률 -0.5  2.1  43.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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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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