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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종목 분석 

 
[4Q19 Review] LIG넥스원 : 더딘 회복세 

-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35,000원으로 하향(기존 37,000원, -5.4%) 

- 4Q19 별도 실적은 매출액 4,335억원(+3.7% yoy) 영업이익 -112억원(적확 yoy). 당사 추정 매출액 4,753억원과 컨센서스 매출액 

5,465억원 대비 각각 -8.8%, -20.7% 하회. 당사 추정 영업이익 131억원과 컨센서스 영업이익 50억원을 대비 적자전환한 어닝쇼크 

- 영업이익은 환율 하락 영향 -95억원, 개발손실충당금 -70억원(연간 -160억원), 지체상금 -20억원(연간 -110억원) 등이 반영. 일회성 

제외 시 73억원(opm 1.7%) 흑자이지만 매년 반영되는 개발손실충당금 감안 시 BEP 수준 

-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이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9.1%, -46.9% 하향. 인도 비호복합, 사우디 

비호복합 등 해외 수주가 체크되는 수주 모멘텀을 활용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권고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4Q19 Review] 제이콘텐트리: 다 계획이 있었구나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9천원 유지. 4Q 매출 1.6천억원(+16% yoy, +8% qoq), OP -66억원(적전 yoy, 적전 qoq) 

- 방송. 당사 실적 preview 전망처럼 4Q19 실적에는 판권의 가속 상각 약 120억원 반영 

- 극장. 4Q19 OP는 68억원으로 당사 추정 60억원을 소폭 상회. 20년 극장 OP 추정. 기존 400억원에서 340억원으로 하향 

-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면 하향 했던 실적 추정은 다시 상향 시킬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4Q19 Review] CJ CGV: 무난한 마무리, 불확실한 1분기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4천원으로 8% 하향. 중국은 신종 바이러스 영향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모든 영화관 영업중단. 중국 기존 

EV/EBITDA 멀티플에 추가 15% 할인 적용 하여 목표주가 하향 

- 본사. 흥행작에 따른 시장 확대 및 비상영매출 증가와 비용절감으로 OP 큰 폭 성장. OPM은 18년 3.7%에서 19년 6.5%로 크게 개선  

-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본사 및 중국 극장 실적 부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국내외 현재 상황 감안해 눈높이를 낮추지만, 하반기 실적은 회복세 보일 것으로 판단. 중국 시장 또한 회복세 보일 경우 

일시적으로 낮췄던 밸류에이션 정상화 가능할 것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4Q19 Review] 제주항공: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남  

-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목표주가 25,000원 유지 

- 2019년 4분기 실적은 별도기준 매출액 3,068억원(-2.8% yoy), 영업손실 464억원(적자전환, yoy), 연결기준 매출액 3,094억원(-2.5% 

yoy), 영업손실 451억원(적자전환yoy)으로 당사 추정치와 유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중국을 비롯한 일본과 동남아 노선 등 단거리 전 노선에서의 항공수요 급감이 진행되고 있어, 2020년 

상반기까지의 업황 예측 및 실적추정이 무의미한 상황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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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19 Review] 레이: 다시 한번, 실적으로 검증된 성장성  

- 4Q19 영업이익 53억원(+15% YoY, +58% QoQ) 기록, 4Q19 영업이익률 23.2% 달성하며 사상 최대 수익성 기록 

- 2020년 매출액 982억원(+34.3% YoY), 영업이익 212억원(+64.6% YoY) 전망. 연간 영업이익률 21.6%로 추정되며 작년 매 분기 진행된 

영업이익률 상승세 지속될 예정 

- 2Q20부터 글로벌 1위 치과 업체 ‘스트라우만’의 중국 투명교정 ODM 생산 예정. 향후 투명교정 사업 전략 구체화에 따라 실적 상향 

가능할 전망 

- 2020F PER 16.7배 수준. 높은 실적 성장 감안 시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잔여 오버행 물량 약 3.4% 수준으로 오버행 리스크 대부분 

해소된 점도 긍정적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4Q19 Review] OCI: 결국 뽑아든 칼날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5,000원  

- 한국(군산) 공장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 연산 기준 5.2만톤 규모로 OCI 전체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의 66%에 해당하며, 글로벌 

생산능력 대비로는 7~9%에 해당하는 규모 vs. 말레이시아(2.7만톤/년) 공장은 지속 가동  

- 4Q19 영업이익 -643억원(적지 QoQ)으로 시장 기대치 하회. 순이익(지배)은 -6,539억원으로 시장 기대치(-324억원)를 더욱 크게 하회: 

폴리실리콘 유형자산 손상차손(7.5천억원)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 반영 

- 연간 영업이익 2020년 -429억원(+1,378억원 YoY) vs. 2021년 858억원(흑자 전환) 전망: 한국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화 예상 vs. 2021년에는 폴리실리콘 흑자 전환과 함께 전사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기대 

한상원. sangwon.han@daishin.com 

 



 3  

 

  Results Comment 

LIG넥스원  
(079550) 

 더딘 회복세 

 

이동헌  
이태환 

dongheon.lee@daishin.com  

taehwa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5,000 
하향 

현재주가 

(20.02.11) 
29,450 

기계업종 

   
 

 

 

4Q19 Review 더딘 회복세 

- 4Q19 별도 실적은 매출액 4,335억원(+3.7% yoy) 영업이익 -112억원(적확 yoy). 당사 추

정 매출액 4,753억원과 컨센서스 매출액 5,465억원 대비 각각 -8.8%, -20.7% 하회. 당사 

추정 영업이익 131억원과 컨센서스 영업이익 50억원을 대비 적자전환한 어닝쇼크 기록 

- 매출액은 환율 영향, 일부 생산차질 영향 등으로 기대치 하회 

- 영업이익은 환율 하락 영향 -95억원, 개발손실충당금 -70억원(연간 -160억원), 지체상금 -

20억원(연간 -110억원) 등이 반영. 일회성 제외 시 73억원(opm 1.7%) 흑자이지만 매년 반

영되는 개발손실충당금 감안 시 BEP 수준. 환율 변동은 크지 않았지만 연간 환이익이 환출

되는 구조(-1.6% qoq, +4.2% yoy, 원/달러 평균 3Q19 1,194원 → 4Q19 1,176원) 

- 영업외에서는 지분투자한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한 풋콜옵션 평가이익이 18억원 정도 반영(지

분 4.99%, 평가반영지분 18%) 

 

높은 수주잔고를 감안해도 약한 실적 모멘텀 

- 2019년 연간 신규수주는 1조 9천억원(매출액 대비 130.8% / 국내 1.7조원, 해외 0.2조원). 

수주잔고는 6조 1천억원(+7.9% yoy, 매출액 대비 419.8%. 국내 약 60%)로 역대 최대치 기

록. 올해 신규수주는 작년과 비슷할 전망(국내 1.3조원 내외). 한화에서 진행 중인 인도 비호

복합은 계약시점 불명확(동사 물량 8천억~1조원) 

- 2018년부터 증가한 국내 수주잔고는 인식시점 지연, 해외 수주는 라인 이전 문제로 작년과 

올해 각각 500억원 정도의 매출 지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이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9.1%, -46.9% 하향. 인도 비호복합, 사우디 비호복합 등 

해외 수주가 체크되는 수주 모멘텀을 활용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권고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35,000원으로 하향 

- 목표주가를 35,000원으로 하향(기존 37,000원, -5.4%) 

- 목표주가 35,000원은 2021E EPS 2,334원에 타깃 PER 15.0배 적용 

(기존 2020E, 2021E 평균 EPS 2,228원에 타깃 PER 16.6배 적용) 

- 타깃 PER은 주요 글로벌 방산업체 4사(레이시온, 탈레스, BAE, 제너럴다이나믹스)의 2020E 

평균 PER을 10% 할인 적용. 수주잔고가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고 실적 개선 시작점이지만 

신규수주와 매출인식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고 실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반영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18  373  475  433  3.7  16.1  466  301  3.9  -30.6  

영업이익 -2  15  13  -11  적지 적전 11  7  1.8  흑전 

순이익 -3  12  9  -15  적지 적전 8  3  흑전 흑전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1,702  1,478  1,494  1,452  -2.8  1,507  -13.2  -1.7  

영업이익 3  24  42  18  -57.2  38  688.0  -24.6  

순이익 -9  4  27  3  -88.0  23  흑전 -28.0  

자료: LIG넥스원,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23.12 

시가총액 64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5% 

자본금(보통주) 11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0,600원 / 27,1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0억원 

외국인지분율 4.65% 

주요주주  엘아이지 외 12 인 47.02%  
 국민연금공단 10.0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8  -10.2  6.1  -16.8  

상대수익률 -5.6  -14.2  -7.5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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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제이콘텐트리 
(036420) 

 다 계획이 있었구나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가연  
  

g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9,000 
유지 

현재주가 

(20.02.11) 
40,400 

미디어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69,000원 유지 

- 12M FWD EPS 2,659원에 PER 25배 적용(최근 5년 평균 대비 10% 할증 적용) 

 

4Q19 Review: 20년 성장을 위해 몸집을 가볍게 한 실적 

- 매출 1.6천억원(+16% yoy, +8% qoq), 영업이익 -66억원(적전 yoy, 적전 qoq), 당기순이익 

-93억원(적전 yoy, 적전 qoq) 달성 

- 극장 영업이익 68억원(+313% yoy, -39% qoq), 방송 영업이익 -101억원(적전 yoy, 적전 

qoq). 영업외는 19년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 3개에 대한 지분법 손실 40억원 반영 

 

1) 방송. 당사 실적 preview 전망처럼 4Q19 실적에는 판권의 가속 상각 약 120억원 반영 

- JCon이 투자한 드라마는 19년 13편. 20년에는 JTBC향 18편(넷플릭스 동시방영 6편)과넷

플릭스 오리지널 3편 등 19년 대비 60% 증가한 총 21편의 드라마 투자 

- 드라마는 자산 인식 후 1.5년 상각하기 때문에, 20년부터 상각에 대한 부담 급증 

- 따라서, 기존 판권 중 현재 방영중인 작품에 해당하는 15억원을 제외한 120억원을 4Q19에 

모두 상각 처리하기로 결정. 120억원 중 4Q19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사 추정 약 50억원, 20

년 이후 반영될 금액의 선반영분은 약 70억원 

- 따라서, 4Q19 방송 이익은 가속 상각 전 기준으로 약 20억원에 해당. 당사 추정 70억원보

다는 여전히 50억원 낮은 실적이지만, 오히려, 20년 이익은 기존 추정대비 최대 70억원 까

지 상향 조정 가능 

- 20년 방송 이익 추정 40억원 상향. 당사 추정 대비 4Q19 실적 -50억원, 현재 방영중인 <이

태원 클라쓰>의 흥행으로 1Q20 실적 +20억원, 20년 상각의 기반영분 +70억원 

- 20년 방송 영업이익 추정. 기존 340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상향 

 

2) 극장. 4Q19 영업이익은 68억원으로 당사 추정 60억원을 소폭 상회 

- 연간 극장 영업이익은 390억원(+82% yoy), 영업이익률은 11.7%(+5%p yoy)로 개선 

- 영업이익률 3년 만에 두 자릿 수 회복. 15년 JCon이 메가박스 지분 100% 확보 후 적극적

인 직영점 확장으로 초기 비용 부담에 따른 마진 하락이 있었지만, 투자 회수기에 진입하면

서 마진 개선 중. 향후 전략은 연간 2~3개 직영점을, 스타필드 등과 같이 안정적인 쇼핑몰

에 입점시킴으로써 마진을 마진을 추가로 개선시키는 것 

- 다만, 20년은 현재 진행 중인 바이러스 사태에 따라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 필요 

- 연간 전체 관객수 성장 전망을 +1% yoy에서 -1% yoy로 하향하고, 현재 극장을 피하고 있

는 분위기를 감안하여 OPM을 11.7%에서 10%로 하향 

- 20년 극장 영업이익 추정. 기존 400억원에서 340억원으로 하향 

-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때는 극장이 성장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 OTT 확산과 무관하게 극

장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16~’19 CAGR 1.5%)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면 하향 했던 실적 추정은 다시 상향 시킬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 

 

- 판권 가속상각에 따른 적자 전환으로 실적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올해 급격히 증가

하는 투자 물량에 따른 계획적인 상각임을 감안하면 20년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해도 좋을 

것. 당장 현재 방영중인 <이태원 클라쓰>의 4회 9.4%라는 시청률이 이를 증명 

- <이태원 클라쓰>는 넷플릭스 동시 방영중이어서 이익 기여도가 높은 데다가, 추가 판권수익

도 기대. 역대 가장 높은 23.8%의 시청률을 보인 <스카이캐슬>의 4회가 7.5% 였던 것을 감

안하면, 20년 JCon의 실적은 방송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전망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23.12 

시가총액 58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4% 

자본금(보통주) 7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7,900원 / 32,2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5억원 

외국인지분율 4.93% 

주요주주  중앙홀딩스 외 1 인 33.32%  
 국민연금공단 11.0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9  11.0  5.9  -18.1  

상대수익률 -6.6  6.0  -7.7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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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CJ CGV  
(079160) 

 
무난한 마무리,  
불확실한 1분기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가연  
  

g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4,000 
하향 

현재주가 

(20.02.11) 
29,100 

미디어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44,000원으로 8% 하향 

- 본사, 터키, 동남아 SPC(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4DX 등 각 지역별 가치 합한 SOTP 방

식 적용. ‘12년부터 해외 M&A로 급격히 성장해가는 기업이므로 각 지역별 가치 합산 

- 중국은 신종 바이러스 영향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모든 영화관 영업중단. 중국 기존 

EV/EBITDA 멀티플에 추가 15% 할인 적용 하여 목표주가 하향 

 

4Q19 Review: 무난한 마무리, 불확실한 1분기 

- 연결 매출 5.0천억원(+10.6% yoy, +0.2% qoq), 영업이익 452억원(+76.6% yoy, +46.0% 

qoq) 달성. 본사 실적의 마진 개선 및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성

장 동력 

- 본사. 매출 2.6천억원(+5.5% yoy), 영업이익 254억원(+105% yoy). <겨울왕국2>, <조커> 등 

흥행작에 따른 시장 확대 및 비상영매출 증가와 비용절감으로 전년대비 OP 큰 폭 성장. 영

업이익률은 18년 3.7%에서 19년 6.5%로 크게 개선 

- 중국. 70주년 국경절 연휴 맞아 로컬 영화 역대급 흥행 및 인력 효율화 통한 성장  

- 기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말레피센트2>, <조커> 등 헐리우드 컨텐츠 흥행으로 매출 및 

이익 동반 성장 

 

코로나가 주는 영향은 불가피 

- 본사. 바이러스 사태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연간 관객수 성장률 전망을 +1% yoy에서 

-1% yoy로 하향. 또한, 1Q19의 <극한직업>의 높은 관객수 베이스 영향 감안시, 1Q20 국내 

OP는 15억원(-79% yoy)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03년 사스 사태, ‘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관객수는 전년 동기대비 상승했

고, OTT 확대에도 불구하고 ‘16년 이후 관객수 성장률이 연평균 1.5% 상승했으며, 18년 대

비 19년 큰 폭의 마진 개선을 이루어 낸 것을 감안하면, 비중 50%의 국내 실적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고 판단  

- 중국.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은 모든 극장의 영업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CGV 

중국의 일시적인 영업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 현재 비용 통제 통해 손실폭 최소화 노력. 중점적

으로 진행 중인 비용 절감: 1) 건물주와 임대료 협상 2) 최소 인원으로 인건비 감소 3) 임차료 

감면 

- 20년. 신규 투자 확대보다는 전지역 수익성 강화 예정. 국내외 현재 상황 감안해 눈높이를 

낮추지만, 5월부터 지속적으로 300~500만명 타겟의 중박 작품들이 개봉될 예정이므로 하반

기 실적은 회복세 보일 것으로 판단. 중국 시장 또한 회복세 보일 경우 일시적으로 낮췄던 밸

류에이션 정상화 가능할 것 

- 터키. 19년 대비 경제적 및 정치적 리스크 감소. 19년 영화법 영향으로 불확실한 향후 성장

성으로 TRS/영업권 평가 손상이 불가피해서 1천억원 정도의 손상 처리했지만, 잔여 TRS 규모

와 현 경제 및 정치 상황, 그리고 최근 안정적인 리라화 환율 감안시, 앞으로 추가적으로 손상

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50  497  511  498  10.6  0.2  521  417  -10.3  -16.3  

영업이익 26  31  31  45  76.6  46.0  37  10  -58.2  -78.3  

순이익 -120  2  -3  -139  적지 적전 1  -11  적지 적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23.12 

시가총액 61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4% 

자본금(보통주) 1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8,100원 / 26,2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7억원 

외국인지분율 8.41% 

주요주주  CJ 외 2 인 39.06%  
 국민연금공단 9.0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9  -16.5  -15.0  -30.3  

상대수익률 -10.6  -20.2  -25.9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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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제주항공  
(089590)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남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이지수  
jane.lee@daishin.com  

 
투자의견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5,000 
유지 

현재주가 

(20.02.11) 
23,200 

운송업종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목표주가 25,000원 유지 

- 제주항공의 2019년 4분기 실적은 당사 및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의 영업손실 시현 

- 부진한 실적의 원인은 일본노선의 침체와 동남아노선의 공급증가에 따른 경쟁심화 

- 2020년 상반기까지 보수적인 투자관점 유지하고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을 추천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중국을 비롯한 일본과 동남아 노선 등 단거리 전 노선에서

의 항공수요 급감이 진행되고 있어, 2020년 상반기까지의 업황 예측 및 실적 추정이 무의미

한 상황 

- 중국노선의 경우 인천-웨이하이 노선을 제외한 전체 노선에서 약 20% 이상 감편이 진행중

인 것으로 파악. 중국 본토노선 17개 중 5개는 운휴, 12개 노선 중 웨이하이를 제외한 11개 

노선 감편 

- 2019년 하반기 일본노선 수요감소에 따른 공급축소에 이어 중국노선까지 대부분 노선에서 

감편 및 운휴가 이어지고 있으며, 동남아 노선도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판단 

- 2020년 상반기까지 Cash-burning 이어질 가능성 높아 이스타항공 인수도 단기적으로는 부

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2019년 4분기 실적은 당사 추정치와 유사 

- 제주항공의 4분기 실적은 별도기준 매출액 3,068억원(-2.8% yoy), 영업손실 464억원(적자

전환, yoy), 연결기준 매출액 3,094억원(-2.5% yoy), 영업손실 451억원(적자전환 yoy), 당기

순손실 166억원(적자확대 yoy)을 시현함 

- 사업부별로 [국내여객] 매출액 578억원(+7.2% yoy), ASK 646백만Km(+6.5% yoy), RPK 

613백만Km(7.8% yoy), L/F 94.8%(+1.2% yoy), Yield 94.3원(-0.5% yoy)  

[국제여객] 매출액 2,199억원(-6.4% yoy), ASK 570백만Km(+18.4% yoy), RPK 480백만

Km(+18.2% yoy), L/F 84.2%(-0.2%p yoy), Yield 45.8원(-20.5% yoy) 

- 국제선 노선별로 일본노선 -59.7%(yoy), 중국노선 +21.6%(yoy), 동남아노선 +16.0%(yoy), 

대양주 +30.2%(yoy)를 기록함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17  369  294  309  -2.5  -16.1  312  331  -15.7  7.1  

영업이익 5  -17  -46  -45  적전 적지 -41  -28  적전 적지 

순이익 -14  -30  -30  -17  적지 적지 -33  -23  적전 적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996  1,259  1,384  1,430  1,672  

영업이익 101  101  -33  -16  103  

세전순이익 101  93  -47  -37  81  

총당기순이익 78  71  -36  -28  62  

지배지분순이익 78  71  -34  -27  58  

EPS 2,954  2,689  -1,293  -1,011  2,208  

PER 12.0  12.5  NA NA 10.5  

BPS 12,584  14,509  12,568  11,288  12,847  

PBR 2.8  2.3  1.8  2.1  1.8  

ROE 25.8  19.9  -9.5  -8.5  18.3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제주항공,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23.12 

시가총액 61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4% 

자본금(보통주) 13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2,300원 / 21,6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0억원 

외국인지분율 5.89% 

주요주주  AK홀딩스 외 3 인 58.86%  
 제주특별자치도 7.7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8  -5.3  -4.5  -29.2  

상대수익률 -9.5  -9.5  -16.8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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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레이  
(228670) 

 

다시 한번, 실적으로  

검증된 성장성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이새롬  
saerom.lee@daishin.com  

 

투자의견 N/R  
  

6개월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20.02.11) 
46,600 

스몰캡업종  

 

 4Q19 영업이익 53억원(+15% YoY, +58% QoQ) 기록 

- 매출액 230억원(+17.9% YoY, +23.1% QoQ), 영업이익 53억원(+15.0% YoY, +58.1% 

QoQ) 기록. 시장 컨센서스(매출액 253억원, 영업이익 66억원) 대비 다소 하회했으나 상장 

가이던스 충족한 실적. 진단시스템 및 치료솔루션 매출액 각각 79억원 (-25.5% YoY, -

14.1%QoQ), 151억원(+69.7% YoY, +58.9% QoQ) 기록 

- 4Q19 영업이익률 23.2% 달성하며 사상 최대 수익성 기록 

- 높은 영업이익률은 1) 중국 중심의 디지털 치료솔루션 판매 확대 지속 2) 19년 6월 완공된 

화성공장 수율 안정화(19년 말 수율 약 100%)로 수익성 높은 치료 솔루션 비중 확대(4Q18 

45.6% → 4Q19 65.7%) 영향 

- 2019년 연간 주요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국 36%, 미국 24%, 유럽 15% 일본 8%, 인도 

4.5%, 한국 5% 추정 
   

2020년 치료솔루션 매출액 613억원(+45.3% YoY) 

- 2020년 매출액 982억원(+34.3% YoY), 영업이익 212억원(+64.6% YoY) 전망. 연간 영업이

익률 21.6%로 추정되며 작년 매 분기 진행된 영업이익률 상승세 지속될 예정 

- 2020년 치료솔루션 매출액 613억원(+45.3% YoY) 예상. 디지털 치료 시장 확대 흐름 속 

2020년에도 치료솔루션 판매 증가세 이어지며 외형 및 수익성 증가 견인할 전망 

-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중국의 2020년 매출액은 373억원(+41.7% YoY) 기대. 중국 

16Y~21F 연평균 임플란트 성장률 19%, CBCT 성장률 49% 수준. 중국 시장은 여전히 성

장 초입 단계인 만큼 2019년 이후 레이의 중국 매출액은 연평균 성장세 40% 상회할 전망  

- 2019년 말 중국에 자사 브랜드로 진출한 투명교정 사업 성과는 2020년 하반기부터 가시화

될 예정. 2Q20부터 글로벌 1위 치과 업체 ‘스트라우만’의 중국 투명교정 ODM 생산 예

정. 향후 투명교정 사업 전략 구체화에 따라 실적 상향 가능할 전망 
 

2020F PER 16.7배 수준. 높은 실적 성장 감안 시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 2020년 예상 PER 16.7배 수준으로 높은 외형 성장 감안(2017~2020F 매출액 연평균  

44% 전망)시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1) 2020년 성장 초입 단계인 중국, 인도 시장에서 치료

솔루션 중심의 높은 실적 성장 기대(중국, 인도 매출액 각각 +41.7%, +49.2% 예상), 2) 

2019년 말 중국 투명교정 장치 시장 선제적 진출 이후 글로벌 1위 기업과의 협력으로 시장 

선점의 높은 가능성 존재. 향후 영구치아, 양악수술 등 사업 영역 확대도 기대 

- 잔여 오버행 물량 약 3.4% 수준으로 오버행 리스크 대부분 해소된 점도 긍정적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33  52  73  98  123  

영업이익 2  6  13  21  30  

세전순이익 1  6  13  22  31  

총당기순이익 1  5  11  19  26  

지배지분순이익 1  5  11  19  26  

EPS 216  960  1,861  2,796  3,967  

PER 0.0  0.0  25.0  16.7  11.7  

BPS 2,751  4,803  6,286  8,517  12,484  

PBR 0.0  0.0  7.4  5.5  3.7  

ROE 8.2  25.6  35.0  39.3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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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682.34 

시가총액 31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4% 

자본금(보통주) 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2,500원 / 24,7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9억원 

외국인지분율 11.51% 

주요주주 (주)유주 외 4 인 33.7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7  24.3  58.0  0.0  

상대수익률 3.3  20.4  36.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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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OCI  
(010060) 

 결국 뽑아든 칼날 

 

한상원  
 

sangwon.ha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75,000 
유지 

현재주가 

(20.02.11) 
65,900 

화학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5,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12MF 예상 BPS에 목표 PBR 0.7배를 적용하여 산출 

- SOTPs 방식을 통해 폴리실리콘 사업에 대한 가치를 2021년(실적 정상화)을 기준으로 산정 

시 적정주가는 8만원 수준(영업가치 1.6조원, DCRE 0.8조원, 순차입금 0.5조원) 

- 대규모 적자 사업 중단으로 실적 개선 및 Valuation 정상화 기대 

 

한국(군산) 공장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 결정 

- 연산 기준 5.2만톤 규모로 OCI 전체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의 66%에 해당하며, 글로벌 생산

능력 대비로는 7~9%에 해당하는 규모 vs. 말레이시아(2.7만톤/년) 공장은 지속 가동 

- 베이직케미칼의 적자(2019년 OP -2,292억원)가 대부분 폴리실리콘에서 기인하며, 특히 한

국의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적자 사업 철수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 기대 

- 다만 공급 감소에 따른 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 2H18~1H19 

중국발 대규모 증설로 공급과잉률 150% 상회(실질 Capa 기준 130%)하고 있기 때문 

vs. 그럼에도 공급과잉 완화 자체는 긍정적이며, 폴리실리콘 가격(7달러/kg vs. 원가가 낮은 

Daqo의 3Q19 원가 7달러/kg)도 이미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한적 

- 군산 공장 내 P1(생산능력 6.5천톤/년)의 경우 설비 보완 작업 이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사

업에 집중할 계획(5월 재가동 예정): 2022년 5천톤 판매 목표 달성 시 글로벌 반도체용 폴

리실리콘 시장 내 점유율은 10% 전후를 기록할 전망 

- 군산 공장의 태양광용 생산 중단 및 반도체용 전환, 말레이시아 공장의 원가 절감(2020F -

16% YoY) 등으로 2021년에는 폴리실리콘 사업 흑자 전환 기대 

 

4Q19 영업이익 -643억원(적지 QoQ)으로 시장 기대치 하회 

- 4분기 영업이익은 -643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지속, 시장 기대치(-413억원)를 하회 

- 베이직케미칼의 경우 적자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폴리실리콘 정기보수(3분기) 종료에 따른 원

가 하락에도 지속된 가격 하락 및 판매량 감소로 적자는 지속 

- 석유화학/카본소재도 적자를 기록: 주요 제품 시황 부진 속 정기보수 영향 

- 순이익(지배)은 -6,539억원으로 시장 기대치(-324억원)를 더욱 크게 하회: 폴리실리콘 유형

자산 손상차손(7.5천억원)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 반영 

- 연간 영업이익 2020년 -429억원(+1,378억원 YoY) vs. 2021년 858억원(흑자 전환) 전망 

: 한국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화 예상 vs. 2021년에는 

폴리실리콘 흑자 전환과 함께 전사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기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3,632  3,112  2,605  2,463  2,575  

영업이익 284  159  -181  -43  86  

세전순이익 280  130  -1,017  -56  66  

총당기순이익 233  104  -809  -44  53  

지배지분순이익 235  104  -796  -44  52  

EPS 9,849  4,352  -33,387  -1,841  2,195  

PER 13.8  24.6  NA NA 30.0  

BPS 140,563  143,796  109,905  108,175  110,405  

PBR 1.0  0.7  0.6  0.6  0.6  

ROE 7.2  3.1  -26.3  -1.7  2.0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OCI,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23.12 

시가총액 1,57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1% 

자본금(보통주) 12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8,000원 / 54,3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92억원 

외국인지분율 23.71% 

주요주주  이화영 외 32 인 22.31%  
 국민연금공단 9.2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6  2.0  -3.8  -36.0  

상대수익률 5.8  -2.5  -16.1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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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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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