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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종목 분석 

 
[Research Collaboration] 중국의 문이 다시 열리면  

-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린다면, 중국의 소비 주도 성장에 힘입어 제약바이오, 유통 및 미디어 산업의 중국 진출이 재개되고, 가계 소비여력 

확대로 인해 중국인의 한국 여행이 증가하여 카지노 업종의 수혜 예상 

- 관련기업: 메디톡스(086900), 휴젤(145020), 신세계(004170), 호텔신라(008770), 제이콘텐트리(036420), 파라다이스(034230) 

Research&Strategy본부 

 
[Issue Comment] ESS 사고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 발표 ; 결국은 가야할 길  

- 화재사고 원인으로 1)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2) 운영환경 관리 미흡, 3) 설치 부주의, 4) ESS 통합제어∙ 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제시 

- 안전강화 대책으로 1) 제품 및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2) 옥외 전용건물 설치 유도 및 안전장치 의무화, 3) 점검 강화를 통한 

운영∙ 관리 안전성 제고, 4) 화재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기준 마련 시행 예정 

- 기존사업장 대상 공통안전조치(전기적 보호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설치, 운영환경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소유자∙ 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며, 

추가안전조치(옥내 시설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는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후속비용은 업계와 

비용분담 방안 협의 예정 

- 관련 종목별 Comment(삼성SDI,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천보, LS산전,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Research&Strategy본부 

 
[Issue Comment] 삼성SDI: 19년 하반기, 실적 호조는 ESS로 시작  

-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310,000원 유자 

- 2019년 하반기 실적은 예상대로 빠르게 개선, 또는 추가적 상향도 가능 판단 

- 삼성SDI 중대형전지(ESS + EV)의 2019년 매출(2조 9,702억원 2.7% yoy)은 상반기 42%, 하반기 58% 추정된 점을 감안하면 ESS 발주로 

달성 가능 판단. 또한 EV향 중대형전지도 3분기 기점으로 기수주한 물량의 매출 연결이 본격화 시기인 점도 긍정적 평가 

- ESS 매출이 하반기에 집중. ESS 화재 관련된 정부의 안전규제 마련으로 2019년 3분기 이후에 발주가 본격화 예상. ESS 매출은 상반기 

3,496억원에서 하반기 5,818억원으로 증가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Issue Comment] 강원랜드: 오해는 풀고 가자  

-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유지, 목표주가 34,000원으로 -8% 하향 

- 외국인 카지노 총량 제외에 따른 동사 총량 확대 기대감 높았으나, 결과적으로 2019년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확정. 근본적 영업환경 

개선 또한 단기간내 쉽지 않아 총량 대비 실적 증가 제한적. 최소 2020년까지 동일한 영업환경 기반 매출 성장률 4~6% 전망 

- 다만 오해는 풀고 갈 필요 있음. 2018년 영업매출과 2019년 당사 추정 총량 감안하면 영업환경 개선시 실적 상승 여력은 충분함 

- 동사의 포인트는 실적 안정성과 배당. 2019년 매출 15,183억원(+6% yoy), 영업이익 4,526억원(+5% yoy), DPS 930원, 배당수익률 3.0% 

전망. 주가 추가 조정으로 상승여력 확대시 방어와 배당 측면에서 매수 기회로 활용 권고 

김수민. soomin.kim@daishin.com 

 

 

 



 2  
 



 3  

 

  Issue Comment 

2차전지  
ESS 사고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 발표 ;  

결국은 가야할 길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한상원  
sangwon.hani@daishin.com  

 

이동헌  
dongheon.leei@daishin.com 
 
이원주  
wonju.lee@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 발표 

- 화재사고 원인으로 1)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2) 운영환경 관

리 미흡, 3) 설치 부주의, 4)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제시.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실증 시 화재는 미발생하면서 결함이 있

는 배터리를 가혹한 조건에서 지속 사용 시 위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기는 선에서 

그쳤음 

- 안전강화 대책으로 1) 제품 및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2) 옥외 전용건물 설치 

유도 및 안전장치 의무화, 3) 점검 강화를 통한 운영∙관리 안전성 제고, 4) 화재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기준 마련 시행 예정 

- 기존사업장 대상 공통안전조치(전기적 보호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설치, 운영환경 관

리 강화)에 대해서는 소유자∙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며, 추가안전조치(옥내 시설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는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후

속비용은 업계와 비용분담 방안 협의 예정 

  

[배터리] 삼성SDI Comment  

- ESS 안전규정 마련으로 2019년 하반기에 수주 증가, 매출 확대로 본격적인 실적 개

선에 진입 전망 

- 국내 ESS 시장에서 삼성SDI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하반기 2019년 ESS 매출은 

5,818억원으로 상반기(3,496억원)대비 66% 증가 

- ESS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정책 효과로 국내외적으로 수요 증가 지속. 미국과 호주 

중심으로 ESS 관련한 세제 지원으로 수출도 증가하고 있음. 2019년 하반기는 국내 

중심으로 성장 이후에 2020년 해외 수출 물량 증가 기대로 고성장세 지속 전망 

- 2020년 ESS 매출은 1조 1,217억원으로 20.4%(yoy) 증가 추정 

 

[배터리] LG화학 Comment 

- 정부의 ESS 화재 관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하반기 국내 ESS 매

출 정상화 기대. 상반기 국내 부진 감안해도 2019년 ESS 매출액 1조원 상회하며 저

년 대비 증가할 전망(vs. 2018년 8.5천억원, 국내비중 30~35%) 

- 2분기까지는 ESS 화재와 관련한 실적 부진 지속(yoy 감소) vs. 3분기 회복세, 4분기 

정상화 기대(yoy 성장). 1Q19 반영된 1.2천억원의 일회성 비용에서 충당금(0.8천억

원) 중 일부는 향후 환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 

- 2H19부터 중대형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확대될 전망: EVB 흑자 전환 + ESS 

국내 판매 정상화. 연간 중대형 전지 매출액 2019년 6조원(+70% yoy)→2020년 12

조원(+95%)→2021년 17조원(+41%)으로 고성장 지속 전망 

- 화학 업종 내 Top-pick 의견 유지: 화학 시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만회할 

중대형 전지의 성장성 부각  

ESS 관련 기업 영업이익 (단위: 억원, %) 

업체 1Q18 4Q18 

1Q19 

Consensus 
대신증권 

발표치 (yoy, %) (컨센, %) 

삼성SDI 720 2,487 1,316 1,188 65.1 -9.7 

LG화학 6,508 2,896 3,222 2,754 -57.7 -14.5 

포스코케미칼 231 292 466 219 -5.0 -53.0 

일진머티리얼즈 79 95 118 118 49.5 0.0 

천보 - 94 - 73 - - 

LS산전 554 317 455 287 -48.2 -36.9 

현대일렉트릭 -308 30 0 -320 적자확대 적자전환 

효성중공업 - 29 289 217 - -24.9 

자료: Wisefn,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삼성SDI Buy 310,000원 

LG화학 Buy 485,000원 

포스코케미칼 Buy 65,000원 

일진머티리얼즈 Buy 46,000원 

천보 Buy 93,000원 

LS산전 Buy 62,000원 

현대일렉트릭 Marketperform 25,000원 

효성중공업 Buy 42,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8  -1.2  4.3  -2.8  

상대수익률 2.6  0.0  1.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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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News 

삼성SDI  
(006400) 

 
19년 하반기,  
실적 호조는 ESS로 시작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10,000 
유지  

현재주가 

(19.06.11) 
237,000  

2차전지/IT에너지 및 부품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310,000원 유자 

- 2019년 하반기 실적은 예상대로 빠르게 개선, 또는 추가적 상향도 가능 판단 

-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심화 및 화웨이 제재 영향으로 IT 세트, 부품 수요 전망에 불

확실성 증대. 그러나 국내에서 ESS 안전규정 마련으로 2019년 하반기는 상반기에 지연된 

ESS 발주 본격화로 삼성SDI의 중대형전지 매출 증가가 예상 

- 삼성SDI 중대형전지(ESS + EV)의 2019년 매출(2조 9,702억원 2.7% yoy)은 상반기 42%, 

하반기 58% 추정된 점을 감안하면 ESS 발주로 달성 가능 판단. 또한 EV향 중대형전지도 3

분기 기점으로 기수주한 물량의 매출 연결이 본격화 시기인 점도 긍정적 평가. 최근 폭스바

겐내 점유율 하락이 제기되었으나 현재 생산능력을 초과한 수주 규모를 감안하면 실적 추정 

하향이 적다고 판단 

 

2019년 하반기 영업이익은 4,884억원(상반기대비 98.5% 증가) 

- 3분기에 주목할 부분은 

1) 전 사업의 가동율 상승. 전자재료는 OLED와 반도체 중심으로 주문 증가하여 가동율이 점차 

확대 전망. OLED는 애플의 신모델 생산, 반도체는 재고소진 및 계절적인 수요 증가로 현재

대비 출하량이 증가 예상. 편광필름은 TV 성수기 진입과 대형TV 비중 확대 과정에서 점유율 

증가가 가능 판단 

2) ESS 매출이 하반기에 집중. ESS 화재 관련된 정부의 안전규제 마련으로 2019년 3분기 이

후에 발주가 본격화 예상. ESS 매출은 상반기 3,496억원에서 하반기 5,818억원으로 증가 

3) 소형전지의 변화도 긍정적으로 평가, 원형전지는 EV향 공급 시작으로 응용분야 확대 속에 

무선청소기 등 모빌리티 기능을 추구한 시장 변화도 추가적인 성장을 제공할 전망. 폴리머 

전지는 단기적으로 점유율 확대 및 매출 증가가 제한적이나 5G폰, 폴더블폰 시장에서 ASP

상승(배터리 용량 증가 기인)으로 성장을 예상 

4) 2019년 전체 영업이익은 7,345억원, 매출은 10조 807억원 추정. 실적대비 주가의 밸류에

이션은 높음. 그러나 EV 시장의 성장 초기 및 2차전지 업체 가운데 소형, 중대형전지를 보유

한 포트폴리오 차별화가 경쟁력으로 평가. 안정적인 전자재료의 수익성을 감안하면 점차적 

이익 상향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 전망. 매출과 이익 증가에 점을 맞춘 중장기 관점의 

보유, 비중 확대 전략 유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6,347  9,158  10,081  11,617  12,809  

영업이익 117  715  735  1,016  1,107  

세전순이익 824  1,036  928  1,492  1,595  

총당기순이익 643  745  718  1,149  1,228  

지배지분순이익 657  701  713  1,137  1,216  

EPS 9,338  9,962  10,130  16,162  17,277  

PER 21.9  22.0  23.4  14.7  13.7  

BPS 159,945  169,560  176,619  184,955  187,974  

PBR 1.3  1.3  1.3  1.3  1.2  

ROE 6.0  6.0  5.9  8.9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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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PI 2111.81 

시가총액 16,44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21% 

자본금(보통주) 34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61,000원 / 201,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79억원 

외국인지분율 43.18% 

주요주주  삼성전자 외 7 인 20.57%  
 국민연금 10.0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0  9.0  16.5  5.8  

상대수익률 6.8  10.3  13.2  23.8  

0

5

10

15

20

25

30

35

190

210

230

250

270

18.06 18.09 18.12 19.03 19.06

(%)(천원) 삼성SDI(좌)

Relative to KOSPI(우)

 

 



 5  

 

  Issue & News 

강원랜드  
(035250) 

 오해는 풀고 가자 

 

김수민  
 

soomin.kim@daishin.com  
 

  
  

 
투자의견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4,000 
하향  

현재주가 

(19.06.11) 
30,650  

엔터테인먼트업종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유지, 목표주가 34,000원으로 -8% 하향 

- 목표주가 34,000원은 12M Forward EPS 1,814원에 Target PER 19배 적용 

- 2019년 실적 추정치는 변경 없으나, Target PER을 기존 21배에서 19배로 조정함에 따른 

목표주가 하향. 과거 5개연도 평균 PER에 추가로 부여했던 10% 할증 제거 

- 현 주가 대비 상승여력 제한적,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유지 
 
- 지난 2018년 11월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19~’23)> 발표 이후 외국인 

카지노가 매출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동사의 총량 확대 기대감 높았으나, 시행령 

개정 지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2019년 총량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인 카지노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 외국인카지노 제외시 총량 증가분 약 2천억원(+14% yoy) 예상했으나, 약 400

억원(+3% yoy)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점진적 규제 완화라는 기존 사행위 입장은 변함 없음. 2020년 외국인 카지노 총량 제외, 

2021년 GDP 대비 상한액 상향(0.54% → 0.619%)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 

- 다만 보다 근본적 영업환경 개선은 단기간내 쉽지 않아 실적 증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2018년 영업허가 갱신 과정에서 변경된 운영시간(-2시간), 배팅리밋 등). 최소한 2020년까

지 동일한 영업환경 기반 매출 성장률 4~6% 전망. 향후 영업환경의 구조적 개선에 따른 

실제 매출 상승 여력 확인될 경우 추정치 상향, 프리미엄 재부여에 따른 목표주가 및 투자의

견 변경 가능 

 

오해는 풀고 가자 

- 오해는 풀고 갈 필요 있음. 2018년 강원랜드 영업매출 1.40조원(-8% yoy) 기록했고, 당사 

추정 총량 1.48조원 대비 여전히 약 800억원 가량 남아있음. 2019년에는 전년도 총량 준수

를 감안해 최소 국내 GDP 성장률 또는 그 이상 늘어난 약 1.52조원(+3% yoy) 부여 받았을 

것으로 추정. 결론적으로 2018년 영업매출과 2019년 총량 감안시 영업 환경만 개선될 경

우 실적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 
 

- 동사의 포인트는 실적 안정성과 배당. 지난 1Q19 영업이익 1,251억원(-0.7% yoy). 1Q18 

영업시간 2시간 단축 이전인 점 감안시 양호한 실적. 이후 2Q19부터 기저구간 진입하며 안

정적 성장 시현 가능. 분기별 영업이익 성장률 2Q19E +2% yoy, 3Q19E +10% yoy, 

4Q19E +11% yoy 예상. 2019년 DPS 930원, 배당수익률 3.0% 전망 

- 주가 추가 조정으로 상승여력 확대시 방어와 배당 측면에서 매수 기회로 활용 권고 
 

- 2019년 매출 15,183억원(+6% yoy), 영업이익 4,526억원(+5% yoy) 전망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1,548  1,438  1,518  1,578  1,735  

영업이익 531  431  453  480  538  

세전순이익 566  411  487  515  574  

지배지분순이익 438  297  377  399  445  

EPS 2,045  1,390  1,764  1,864  2,079  

PER 17.0  23.0  17.4  16.4  14.7  

BPS 16,365  16,765  17,676  18,660  19,810  

PBR 2.1  1.9  1.7  1.6  1.5  

ROE 13.0  8.4  10.2  10.3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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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PI 2111.81 

시가총액 6,55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48% 

자본금(보통주) 10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4,550원 / 25,4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29억원 

외국인지분율 30.21% 

주요주주  한국광해관리공단 36.27%  
 강원도개발공사 5.3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3  -2.7  -8.0  9.1  

상대수익률 -5.4  -1.5  -10.5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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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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