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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종목 분석 

 
[4Q18 Preview] 옵트론텍: 최고치 갱신에 재도전 

-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6,500원 상향(14%) 

- 2018년 4분기 매출은 413억원(50.7% yoy / 15.5% qoq) 영업이익은 52억원(16.0% yoy / 55.7% qoq) 추정. 종전 추정 매출(390억원), 

영업이익(39억원) 상회 전망 

- 4분기 실적 호조는 2018년 4분기 국내 전략 거래선의 카메라모듈 전략이 하드웨어 상향으로 전환, 보급형 영역에서 트리플(3개) 및 

쿼드(4개) 카메라 채택으로 광학필터 공급이 종전대비 확대, 평균판매가격 상승 기인. 광학필터 매출은 3,437억원으로 전년대비 61.4% 

증가 추정 

- 2019년 1분기 매출은 453억원으로 최근 분기 최고치(17년 2분기, 472억원) 근접 예상. 전략거래선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후면에 트리플, 

전면에 듀얼 카메라 적용, 광학필터 공급의 21.7%(yoy) 증가 때문. 전략거래의 카메라 전략 변화로 2019년 최고 수혜 예상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4Q18 Review] 하이록코리아 : 더디오는 봄 

-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목표주가 20,000 유지 

- 4Q18 연결기준 잠정실적은 매출액 301억원(-17.9% yoy) 영업이익 10억원(-84.0% yoy) 영업이익률 3.3%(-13.6%p yoy).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44억)과 컨센서스(32억)를 크게 하회 

- 매출액 하락은 신규수주 감소 영향. 영업이익은 고마진 물량의 소진, 외주가공비 증가 등으로 이익률 급락 영향 

-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지만 안정적인 플랜트 발주를 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올해 신규수주도 1,472억원(+11.5%)으로 더딘 회복세 

예상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4Q18 Review] 현대엘리베이 : 예상보다 견조한 실적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25,000 유지 

- 4Q18 연결기준 잠정실적은 매출액 4,893억원(+2.9% yoy) 영업이익 398억원(+48.3% yoy)영업이익률 8.1%(+2.5%p yoy). 당사 추정 

영업이익(250억원)과 컨센서스 영업이익(22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 마진이 좋은 유지보수 관련 매출 증가와 해외 자회사 손실 축소가 이익 개선의 원인으로 추정 

- 3월 둘째주 대형주와 중소형주 리밸런싱 진행 시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형주로 분류 변경. 주가는 본업보다 대북 이슈 따라갈 것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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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 Preview 

옵트론텍  
(082210) 

 최고치 갱신에 재도전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500 

상향 
현재주가 

(19.02.11) 5,20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6,500원 상향(14%) 

- 2018년 4분기 매출은 413억원(50.7% yoy / 15.5% qoq) 영업이익은 52억원(16.0% yoy / 

55.7% qoq) 추정. 종전 추정 매출(390억원), 영업이익(39억원) 상회 전망 

- 4분기 실적 호조는 2018년 4분기 국내 전략 거래선의 카메라모듈 전략이 하드웨어 상향으

로 전환, 보급형 영역에서 트리플(3개) 및 쿼드(4개) 카메라 채택으로 광학필터 공급이 종전

대비 확대, 평균판매가격 상승 기인. 광학필터 매출은 3,437억원으로 전년대비 61.4% 증가 

추정 

- 2019년 1분기 매출은 453억원으로 최근 분기 최고치(17년 2분기, 472억원) 근접 예상. 전

략거래선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후면에 트리플, 전면에 듀얼 카메라 적용, 광학필터 공급의 

21.7%(yoy) 증가 때문. 전략거래의 카메라 전략 변화로 2019년 최고 수혜 예상 

- 2018년, 2019년 영업이익은 종전대비 각각 10%, 19%씩 상향. 2019년 매출(1,777억원)으

로 24.1%(yoy), 영업이익(184억원)은 38.0%(yoy) 증가 추정  

- 투자의견은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는 6,500원으로 상향(14%) 

 

트리플 카메라 시대의 수혜, 3D 센싱 시장은 신성장 기회로 판단 

- 2019년 최고 실적 예상. 프리미엄과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듀얼(전면), 트리플(후면) 카메라 

채택이 동시에 진행, 옵트론텍의 광학렌즈는 최대 반사이익 예상. 또한 광학 줌 기능 강화 차

원에서 고특성을 강조한 광학렌즈 사용으로 평균판매단가 상승은 수익성 추가 개선에 기여 

판단  

- 2020년 3D 센싱 카메라 시장 개화로 밴드패스필터 신규 매출 기대, 광학필터는 스마트폰에

서 전장용으로 다각화 가운데 3D센싱 개화는 신성장 기회로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4Q17 3Q18 
 4Q18(F)  1Q19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7  36  39  41  50.7  15.5  39  45  27.1  9.7  

영업이익 4  3  4  5  16.0  55.7  4  5  27.1  -13.0  

순이익 -1  1  1  2  흑전 154.3  0  3  37.9  40.9  
 

구분 2016 2017 
 2018(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7 2018(F) 

매출액 138  155  141  143  1.6  141  12.0  -7.4  

영업이익 17  17  12  13  10.4  12  1.4  -22.1  

순이익 6  5  6  6  11.0  6  -15.8  36.1  

자료: 옵트론텍,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138  155  143  178  193  

영업이익 17  17  13  18  20  

세전순이익 6  9  11  13  14  

총당기순이익 2  7  8  10  11  

지배지분순이익 6  5  6  9  10  

EPS 273  213  281  404  443  

PER 22.5  30.5  18.5  12.9  11.7  

BPS 4,004  4,199  4,481  4,884  5,327  

PBR 1.5  1.5  1.2  1.1  1.0  

ROE 7.0  5.3  6.5  8.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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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733.47 

시가총액 11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5% 

자본금(보통주) 1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800원 / 3,7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억원 

외국인지분율 5.30% 

주요주주 임지윤 외 3 인 20.7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5  23.4  -5.8  -26.6  

상대수익률 2.4  15.6  0.8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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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하이록코리아  
(013030) 

 더디오는 봄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0,000 
유지 

현재주가 

(19.02.11) 
18,350 

기계업종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목표주가 20,000원 유지 

- 목표주가 20,000원은 2019E BPS 25,240원에 타깃 PBR 0.8배를 적용 

(기존 2019E BPS 25,472원에 타깃 PBR 0.8배 적용) 

- 타깃 PBR은 동사의 과거 2년 평균 PBR 1.0배를 20% 할인해 적용. 줄어든 발주와 치열해

진 시장 상황을 감안함 

 

4Q18 Review 더디오는 봄 

- 4Q18 연결기준 잠정실적은 매출액 301억원(-17.9% yoy) 영업이익 10억원(-84.0% yoy) 

영업이익률 3.3%(-13.6%p yoy). 잠정치는 당사 추정 매출액 342억원과 컨센서스 매출액 

328억원을 각각 -12.0%, -8.2% 하회. 당사 추정 영업이익 44억원과 컨센서스 영업이익 

32억원을 각각 -77.2%, -68.8% 하회 

- 매출액 하락은 신규수주 감소의 영향. 2018년 신규수주는 1,320억원(-1.9% yoy) 추정. 

3Q18 신규수주는 320억원(+11.9% yoy) 이었으며 4Q18는 341억원(+16.2% yoy)으로 추

정. 작년 하반기 신규수주 증가는 긍정적, 통상 3~6개월 시차를 두고 매출 반영 

- 영업이익은 매출원가 증가로 쇼크를 기록. 4Q18 매출원가율은 80.9%(+12.2%p yoy)으로 

상승. 3Q18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제품 믹스에서 고마진 물량의 소진, 외주가공비 증

가 등의 영향으로 이익률이 급락 

 

 

바닥은 지났지만 더딘 회복세 

- 최근 신규수주 증가로 4Q18 실적이 바닥. 그러나 기저효과로 1Q19 실적도 감익 예상. 

2019년 지배순이익 전망치를 기존대비 -17.1% 하향 

- 최근 유가(WTI)는 52.7달러로 최근 최저가인 42.5달러(2018.12.24) 대비 24.2% 상승했지

만 안정적인 플랜트 발주를 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올해 신규수주도 1,472억원

(+11.5% yoy)으로 더딘 회복세를 예상 

- 그러나 동사는 1,300억원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악의 수주 가뭄에도 흑자나 나는 

구조. 주당 배당금도 500원으로 상향(시가배당률 2.7%, 2017년 400원), 장기 관점의 접근

은 여전히 유효 

 

(단위: 십억원, %)  

구분 4Q17 3Q18 
 4Q18  1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7  29  34  30  -17.9  4.0  33  33  -6.2  7.9  

영업이익 6  3  4  1  -84.0  -61.3  3  3  -41.4  213.8  

순이익 0  2  2  1  567.9  -29.0  1  6  22.8  282.9  
 

구분 2016 2017 
 2018(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7 2018(F) 

매출액 177  183  128  124  -3.2  127  3.2  -32.0  

영업이익 37  36  14  11  -24.2  13  -4.7  -69.5  

순이익 30  24  12  12  -1.2  12  -22.2  -48.0  

자료: 하이록코리아,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733.47 

시가총액 25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0% 

자본금(보통주) 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2,900원 / 16,1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억원 

외국인지분율 47.71% 

주요주주  문휴건 외 6 인 39.54%  
 Invesco Canada Ltd. 외 4 인 17.8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0  -8.0  -20.7  -28.7  

상대수익률 0.1  -13.8  -15.2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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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현대엘리베이  
(017800) 

 예상보다 견조한 실적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25,000 
유지 

현재주가 

(19.02.11) 
120,000 

기계업종 

   
 

 

 

4Q18 Review 예상보다 견조한 실적 

- 4Q18 연결기준 잠정실적은 매출액 4,893억원(+2.9% yoy) 영업이익 398억원(+48.3% yoy)

영업이익률 8.1%(+2.5%p yoy). 잠정치는 당사 추정 매출액 4,730억원과 컨센서스 매출액 

4,728억원을 3.5% 상회. 당사 추정 영업이익 250억원과 컨센서스 영업이익 220억원을 각

각 592.%, 80.0%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 2018년 연결기준 잠정실적은 매출액 1조 8,773억원(-5.8% yoy) 영업이익 1,430억원

(+5.7% yoy) 영업이익률 7.6%(+0.8%p yoy). 판매감소를 고마진의 유지보수 물량이 메운 

것으로 추정 

- 매출액은 추정치에 부합. 영업이익은 비용절감 등으로 예상치를 상회. 마진이 좋은 유지보수 

관련 매출 증가와 해외 자회사 손실 축소가 이익 개선의 원으로 추정 

 

2019년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영업실적 전망 발표 

- 2019년 별도기준 영업실적 전망으로 매출액 1조 7,100억원 영업이익 8,100억원 신규수주1

조 7,100억원 발표. 이는 2018년과 동일한 수준 

- 2018년 별도기준 실적은 매출액 1조 6,153억원 영업이익 1,454억원 신규수주 1조 6,503

억원 기록 

 

유지보수 부문 성장이 판매 감소를 방어, 주가는 본업보다 대북 이슈 부각 

- 유지보수 부문 성장이 지속되며 실적 감소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 

- 해외법인 성장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추정 

- 대북 7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현대아산의 지분율 70% 보유로 대북 대장주. 2월말 2차 북

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본업보다 대북 이슈가 부각 

- 회사측은 자회사 현대아산의 대북 사업과 관련된 공식적인 가이던스가 없음 

- 3월 둘째주 대형주와 중소형주 리밸런싱이 진행되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분류가 변경 

- 기존 목표주가 125,000원은 2019E BPS 32,171원에 타깃 PBR 3.9배 적용. 타깃 PBR은 

글로벌 엘리베이터 업체 4사(코네, 쉰들러, 티센크루프, 미쯔비시)의 2019E 평균 PBR. 국내 

엘리베이터 판매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지만 유지보수 점유율 상승, 현대아산의 대북 모멘텀 

보유 등을 반영 

- 추후 추정실적 변경 후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조정 예정 

 

(단위: 십억원, %)  

구분 4Q17 3Q18 
 4Q18  1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76  474  473  489  3.5  3.1  473  436  0.6  -7.7  

영업이익 27  42  25  40 48.3  -4.8  22  21  7.4  -18.4  

순이익 -12  3  3  17  흑전 466.7  -16  4  흑전 35.6  
 

구분 2016 2017 
 2018P  Growth 

직전추정 잠정치 차이 Consensus 2017 2018P 

매출액 1,759  1,994  1,861  1,877  0.0  1,907  13.4  -5.8  

영업이익 182  135  129  143  10.9  124  -25.5  5.7  

순이익 129  94  -14  19  흑전 -2  -27.3  -79.8 

자료: 현대엘리베이,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180.73 

시가총액 3,25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3% 

자본금(보통주) 13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33,500원 / 56,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831억원 

외국인지분율 19.75% 

주요주주  현정은 외 14 인 23.66%  
 Schindler Holding AG 15.5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8  41.2  17.6  108.3  

상대수익률 -0.3  35.0  23.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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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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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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