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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종목 분석 

 
[3Q19 Review] 롯데하이마트: 2020년 강도 높은 점포 구조조정 추진 계획  

- 투자의견 BUY 유지하며 목표주가 44,000원으로 하향(-21%)  

- 3Q19 Review: 날씨 영향으로 에어컨 판매 급감, 가전 수요 부진 등으로 실적 악화  

- 2020년은 최초로 출점 보다 폐점이 증가하는 해, 강도 높은 점포 구조조정 계획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3Q19 Review] GS리테일: 편의점 내 돋보이는 이익 성장성  

-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0,000원 유지  

- 3Q19 Review: 소싱 통합 효과로 편의점 GPM 70bp 향상되며 실적 개선  

- 2020년 소싱 통합 효과와 기타 사업부 실적 개선 추세 이어질 전망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3Q19 Review] 롯데쇼핑: 오프라인 마트 채널 개선 쉽지 않다   

-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60,000원 유지  

- 3Q19 실적 Review: 경기 침체 영향으로 주요 채널에서 실적 부진  

-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주가 조정이 예상되나 배당수익률 고려할 때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3Q19 Review] 휴켐스: 안정적 실적과 매력적인 배당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8,000원 유지 

- 3분기 영업이익 360억원(+31.3% QoQ)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332억원)을 약 8% 상회. 주 원인은 탄소배출권의 판매량과 ASP 상승 

덕분. 시장 기대치 상회 이유는 예상보다 더 좋았던 NA 계열 덕분 

- 4분기 영업이익 245억원(-32% QoQ) 전망. 고객사 정기보수, 암모니아 가격 상승에 따른 NA계열 수익성 악화, 탄소배출권 ASP 하락 등 

- 2020년 영업이익 981억원(-15.9% YoY) 전망. 탄소배출권 판매량 감소로 이익 감소. 다만, 100만톤/년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이 종료되면 

높아진 스팟 가격 반영 전망 

한상원. sangwon.han@daishin.com 

 
[3Q19 Review] KT&G: 지금은 사야할 때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20,000원 유지 

- 3Q19 영업이익은 3,825억원(+7% yoy, -4%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4,128억원,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익 4,058억원을 하회 

- 실적부진의 주요인은 1)진행률에 따라 4분기로 이연된 분양 매출액과 2)액상전자담배 안정성 문제로 인해 HNB스틱 판매가 저조했기 때문 

- 이번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은 1)국내 궐련담배 점유율 추정치 상회 2)국내 고가담배 시장점유율 확대 지속 3)신시장 판매 확대로 인한 

수출 ASP 상승 4)미국, 인도네시아 법인 등 해외법인의 안정적인 이익 기여임 

-  기존 수출 국가에서의 수출 공백의 장기화는 KT&G의 투자매력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었음. 이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어온 상활에서 

신시장 수출 확대 및 해외법인 체질 개선으로 수출 판매량(+18% yoy)과 ASP(+3% yoy)가 증가했다는 점은 가시적인 성과로 판단 

- 전자담배 시장 성장률 하향 조정, 일반 담배 시장 성장률 상향 조정. 일반담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KT&G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판단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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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19 Review] 하이록코리아 : 더딘 회복 속도  

-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목표주가 19,000원 유지 

- 3Q19 연결 실적은 매출액 342억원(+18.1% yoy, -5.2% qoq) 영업이익 35억원(+35.5% yoy, -35.2% qoq) 영업이익률 10.2%(+1.3%p 

yoy, -4.7%p qoq). 당사 추정 매출액 335억원과 영업이익 41억원(컨센서스 동일) 대비 각각 +2.0%, -16.0% 변동 

- 4Q19 추정실적은 331억원(+10.0% yoy) 영업이익 44억원(+345.2% yoy) 영업이익률 13.3%(+10.0%p yoy) 전망. 올해 연간 신규수주는 

1,498억원(+7.9% yoy), 매출액은 1,359억원(+9.4% yoy)으로 추정. 수주는 2018년부터, 매출액은 올해부터 증익 시작 

- 다만 올해와 내년 추정 대비 PER은 각각 14.1배와 12.1배 수준으로 여전히 더딘 회복 속도가 아쉬운 상황. 신규수주 증가가 필요한 시점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3Q19 Review] 태광 : 무난한 실적, 점진적 회복  

-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1,000원 유지 

- 3Q19 연결 실적은 매출액 479억원(+27.0% yoy, -1.7% qoq) 영업이익 25억원(+131.8% yoy, -16.3% qoq) 영업이익률 5.1%(+2.3%p 

yoy). 당사 추정 매출액 480억원과 컨센서스 477억원에 부합. 당사 추정 영업이익 29억원과 컨센서스 32억원 대비 각각 -16.0%, -

23.4% 하회 

- 영업이익은 매출액 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반영. 일회성은 없었으며 노무비 및 상여금 일부 증가. 환율효과 반영(3Q19 평균 달러환율 

1,194원 +7.2% yoy, +2.4% qoq) 

- 수주와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 눈높이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뎌 주가는 등락을 반복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3Q19 Review] CJ대한통운: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  

- BUY, TP 210,000원 

- 2019년 3분기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2조 6,218억원(+8.4% yoy), OP 887억원(+67.8% yoy)으로 당사 및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 시현 

- 지배순이익은 당사 추정치를 96억원 하회하였는데, 이유는 1)영업외 부문에서의 일회성 손실 76억원 반영, 2)정기세무조사 결과 

법인세비용이 크게 증가(230억원, 법인세율63.9%) 

- 3분기 평균 택배단가는 3.2%(yoy) 상승하였고, 처리물량은 9.5%(yoy) 증가하면서, 요금인상효과 및 물량 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택배부문 GPM은 10.5%로 상승 

- 4분기에는 계절적 성수기 및 농산물 택배 등 고단가 택배물량 증가 기대되며, 경쟁사들의 Capa문제로 CJ대한통운의 물량성장은 지속 

가능할 전망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3Q19 Review] 미래에셋대우: 기대감이 수익성으로 이어지길…  

-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9,000원 유지 

- 3Q19 지배주주 순이익 1,369억원(QoQ -37.3%, YoY +85.3%) 기록하며 당사 추정치와 시장의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 3분기 

금리상승으로 시장의 눈높이는 많이 낮아진 상황 

- 동사는 최근 미국 Strategic Hotels & Resort Portfolio, 아시아나 컨소시움 등 대규모 딜에 투자, 뿐만 아니라 NAVER Financial의 지분투자 

역시 차별화된 이슈로 작용. 이는 기대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재료이나 이익회수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3Q19 Review] CJ헬로: 또 다시 커진 불확실성  

- 투자의견 시장수익률로 하향, 목표주가 7,200원으로 33% 하향. 매출 2.7천억원(-8% yoy, -4% qoq), OP 40억원(-81% yoy, -59% 

qoq) 달성. M&A 승인 지연에 따른 영업공백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19년 EPS -60%, 20년 EPS -33% 하향 적용 반영 

- 불확실한 환경에서 주춤하는 탑라인. 디지털 전환율 역대 최고인 65.5%. TV 매출 4Q16 이후 역대 최저 기록. MVNO 가입자는 

734천명으로, 2Q15 881천명 이후 최저 가입자수 

- ‘15년말~’16년 SKT의 CJ헬로 인수 추진 과정에서 ‘16년 영업이익 430억원으로 감소. LGU+의 CJ헬로 인수 승인 지연에 따라 ‘19년 

영업이익 420억원으로 추정치 하향(-42%) 조정. 16년때와 달리 CATV의 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M&A가 완료되어도, CJ헬로의 

가입자 및 ARPU 실적 부진은 당분간 지속 전망. 영업이익 전망 ‘20년 595억원, ‘21년 712억원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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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19 Review] CJ CGV: 곧 인정 받을 거야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55천원으로 14% 하향. 매출 5.0천억원(+5.2% yoy, +3.2% qoq), OP 310억원(-5.1% yoy, +32.1% qoq)  

- 19년 순차입금 직전 추정대비 약 1천억원 상향 반영해 목표주가 하향. 기대보다는 낮았지만, 양호한 실적 달성 

- 중국. 19.10월 BO는 82억 위안(+124% yoy)이고, 누적 BO는 560억 위안(+6.6% yoy) 역대 최고 

- 터키. 3Q19 OP -50억원. 전년 동기대비 적자 축소. 성수기 진입 및 영화법 개정 이슈로 지연된 기대작들이 순차적으로 개봉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법인 묶어서 Pre-IPO 진행 중. 1.6조원 정도 가치 인정받을 수 있다면, 당사 현재 추정 대비 기업가치 약 

3천억원, 주당 가치 약 15천원 증가 가능 전망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3Q19 Review]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가 중심인 지금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15천원 유지. 3Q19 매출 1.3천억원(+6% yoy, +2% qoq), OP 109억원(-49% yoy, +1% qoq) 달성 

- 당사 추정 부합하는 실적. 3개 분기 연속 1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하면서 이익의 기반 확인 

- 드래곤의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컨텐츠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급락했기 때문에, 최근 국내외 컨텐츠 관련한 이벤트들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 

- 보유 IP 리메이크로 미국 진출 추진 1H20 법인 설립 후 하반기 방영 계기로 해외 매출 비중 확대 및 글로벌 OTT와 제휴 확대 전망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3Q19 Review] CJ ENM: 방송과 쇼핑의 묘한 조화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30천원 유지. 3Q19 매출 1.15조원(+7% yoy, -9% qoq), 영업이익 641억원(-16% yoy, -34% qoq) 달성 

- 당사 추정 OP 779억원 138억원 하회. 방송 추정 하회, 커머스 추정 상회. 디지털 광고 고성장 지속. TV 광고 시장 침체 영향 

- 커머스. +65% yoy으로 좋은 실적 달성. 자체 브랜드 취급고 62% 성장하면서 매출 및 이익 크게 개선 

- CJ헬로 매각 진행 과정에서 정상적인 영업 성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시 전반적으로 당사 추정 부합하는 실적 

- 합병시 기대했던 미디어와 커머스의 시너지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는 중. 19E 실적으로 합병 발표 전 시총 회복 가능 전망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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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롯데하이마트  
(071840) 

 
2020년 강도 높은  

점포 구조조정 추진 계획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이나연  
n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4,000 
하향 

현재주가 

(19.11.07) 
32,950 

유통업종 

   
 

 

 

투자의견 BUY 유지하며 목표주가 44,000원으로 하향(-21%)  

-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44,000원(12개월 Forward EPS 기준 P/E 10배)으로 21% 

하향 조정함. 목표주가 하향 조정은 2019-2020년 실적과 목표 P/E를 하향(12배에서 10배)한데 

따른 것임(2p 표 참고)  

3Q19 Review: 날씨 영향으로 에어컨 판매 급감, 가전 수요 부진 등으로 실적 악화  

-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836억원(yoy -12%), 334억원(yoy -48%)을 기록. 3분기 날씨

가 지난해보다 덥지 않아 에어컨 판매가 약 50% 급감. 3분기 주요 품목인 에어컨 매출이 크게 줄

고 TV, 휴대폰 등의 품목 매출도 high single 역성장. 온라인 매출은 30% 증가했으나 온라인 채널

의 매출총이익률이 오프라인 채널의 20%대 중후반에 비해 낮은 10% 중반 밖에 되지 않아 온라인 

매출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하락하였음. 고마진 품목인 에어컨 매출 감소와 온라인 매

출 비중 영향으로 매출총이익이 16% 감소하였고, 판관비는 7% 감소하였으나 비용이 매출 감소 부

분만큼 줄지 않아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8% 크게 줄어듦  

2020년은 최초로 출점 보다 폐점이 증가하는 해, 강도 높은 점포 구조조정 계획  

- 3분기 매출총이익률 하락이 앞서 언급한대로, 수익성이 낮은 온라인 채널의 매출 비중 증가와, TV 

등 대형 가전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총이익률 개선

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20년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점포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수익성이 좋은 대형 점포 중심의 점

포 운영으로 효율을 개선시킬 계획. 경기 부진과 TV 등 대형 가전 소비가 감소하는 소비 트렌드 등

을 고려할 때 큰 폭의 이익 개선을 크게 기대하긴 어려우나, 올해 실적이 날씨에 따른 주력 품목 

판매 감소,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 요인으로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영업

이익은 무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4분기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업권 상각이 예상되는데, 상

각 규모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파악됨. 한편, 동사는 매년 30%의 배당성향을 유지. 현 주가 수준에

서 약 3.8% 가량의 배당수익률 예상되어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  4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113  1,071  1,116  984  -11.6  -8.2  1,085  976  1.6  -0.8  

영업이익 65  46  46  33  -48.4  -27.1  48  12  -11.7  -64.4  

순이익 48  32  34  22  -55.4  -32.9  35  8  흑전 -61.8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4,099  4,113  4,067  4,093  4,274  

영업이익 207  186  115  152  158  

세전순이익 199  127  103  138  144  

총당기순이익 148  85  77  103  108  

지배지분순이익 148  85  77  103  108  

EPS 6,288  3,620  3,272  4,377  4,586  

PER 11.0  12.9  10.1  7.5  7.2  

BPS 85,810  87,338  88,918  92,044  95,130  

PBR 0.8  0.5  0.4  0.4  0.3  

ROE 7.6  4.2  3.7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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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144.29 

시가총액 77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5% 

자본금(보통주) 11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7,600원 / 29,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4억원 

외국인지분율 13.29% 

주요주주  롯데쇼핑 외 2 인 61.11%  
 국민연금공단 7.0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2.5  -1.9  -30.6  -39.1  

상대수익률 6.0  -12.7  -29.6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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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GS리테일  
(007070) 

 
편의점 내 돋보이는  

이익 성장성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이나연  
n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0,000 
유지 

현재주가 

(19.11.07) 
38,650 

유통업종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0,000원 유지 

-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50,000원(2020년 예상 P/E 20배) 유지. 편의점 산업이 유통업종 내 유

일하게 성장하는 오프라인 플랫폼임을 고려하면 동사 valuation에 프리미엄 가능하다는 판단. 내년

에는 기타 사업부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되는 점도 동사 주가에 긍정적  

3Q19 Review: 소싱 통합 효과로 편의점 GPM 70bp 향상되며 실적 개선 

- 3분기 총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2조 3,756억원(+2%, yoy), 906억원(+17%, yoy) 기록. [편의점] 3

분기 점포 수는 226개 순증(yoy +4.8%)했으며, 기존점 성장률은 -1% 내외(일반식품 기준 -2%)를 

기록. 3분기 성수기에 날씨가 덥지 않아 기존점 매출 성장률이 부진. 그러나 3월부터 시작된 편의점

과 슈퍼 사업부의 소싱 통합으로 편의점 GPM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70bp 개선되며 실적 개

선 견인 [슈퍼] 영업이익이 2분기 적자에서 3분기 흑자 전환하였으나 구조적 수요 감소 영향로 전년

동기대비 흑자 규모는 감소(3Q19 24억원 vs. 3Q18 57억원) [기타] H&B 부문의 적자 감소(분기별 

2019년 -40억원 vs. 2018년 약 -60억원)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영업 적자 25억원 개선  

2020년 소싱 통합 효과와 기타 사업부 실적 개선 추세 이어질 전망  

- 편의점 산업의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이제부터는 산업 전체 성장률보다 개별 브랜드

의 성장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를 맞이함. 동사는 신가맹 형태를 6월부터 도입하면서 하반기 출

점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상태. 올해 연간 700개 출점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타점포 전

환 수요 등올 고려하면 700개 이상의 순증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수익성 개선을 견인했던 소싱 

통합 작업은 올해 일부만 진행하던 것을 내년에 전체로 확대하면서 수익성 개선 추세도 이어질 전

망  

- 기타 사업부의 지하철 역사 임대사업도 올해 3분기에 대부분 종료(6,7호선은 10월, 9호선은 7월)됨

에 따라 연간 120억원의 적자가 내년부터 소멸될 것으로 전망. 다만 4분기에도 상가 철수와 관련하

여 비용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음. H&B 사업부 적자는 올해 크게 개선되었는데 아직 2020년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동 사업부의 구조조정 강도를 예상하기 어렵지만, 최근 점포 매출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어 적자가 더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  4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325  2,308  2,429  2,376  2.2  2.9  2,438  2,288  5.3  -3.7  

영업이익 78  77  87  90  16.7  17.5  88  35  37.0  -61.7  

순이익 59  53  60  66  11.6  24.8  62  31  1,979.9  -53.0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8,267  8,692  9,054  9,492  9,922  

영업이익 166  180  224  265  297  

세전순이익 189  180  220  260  317  

총당기순이익 115  132  165  195  238  

지배지분순이익 118  121  157  195  238  

EPS 1,535  1,566  2,038  2,532  3,091  

PER 26.3  25.9  19.0  15.3  12.5  

BPS 26,369  27,116  28,495  30,368  32,797  

PBR 1.5  1.5  1.4  1.3  1.2  

ROE 5.9  5.9  7.3  8.6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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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144.29 

시가총액 2,97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1% 

자본금(보통주) 7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2,000원 / 34,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3억원 

외국인지분율 20.28% 

주요주주  GS 외 1 인 65.77%  
 국민연금공단 5.0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5  0.0  3.3  9.2  

상대수익률 -10.9  -10.9  4.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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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롯데쇼핑  
(023530) 

 
오프라인 마트 채널 개선  

쉽지 않다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이나연  
n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60,000 
유지 

현재주가 

(19.11.07) 
137,000 

유통업종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60,000원 유지  

-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60,000원(12MF P/B 0.4배) 유지  

- 동사의 주요 채널이 예상보다 경기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 4분기와 2020년 실적에 대

한 기대치를 낮추고 접근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그러나 올해 반영된 각종 1회성 비용으로 2020년 

실적 개선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동사는 주당 5,200원의 배당 지급 정책을 계속 유지하

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현 주가 수준에서 약 3.8%의 배당 수익률 예상.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주

가 조정이 예상되나 배당수익률 고려할 때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  

3Q19 실적 Review: 경기 침체 영향으로 주요 채널에서 실적 부진  

- 총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조 8,161억원(-5% yoy), 876억원(-56% yoy) 기록  

- [백화점] 매출액은 2%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7% 증가. 국내 매출액은 기존점이 -4.3%로 부진

하였으나, 롯데인천개발 지분 매입에 따른 인천터미널점 연결 영업이익 +90억원이 새롭게 반영되

면서 영업이익은 2% 증가. 여기에 해외 부문의 적자가 130억원 개선되면서 백화점 사업부 전체 

영업이익은 17% 증가  

- [대형마트] 매출액은 yoy 3%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20억원을 기록하며 62% 감소. 국내 부문은 

3분기 성수기 매출 호조를 기대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기온 등 날씨 영향과 온라인 채널과의 경쟁 

심화로 기존점 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며 부진. IFRS 16 도입에 따른 판관비 절감(53억원)에도 

불구하고 기존점 부진으로 20억원 흑자에 그침(vs. 3Q18 230억원). 해외 부문은 동남아 점포들의 

매출 성장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0억원 개선된 100억원 기록  

- [전자제품전문점] 전사 이익에 크게 기여하던 하이마트도 에어컨 판매와 대형 가전 수요 부진으로 

매출액 12% 감소, 영업이익 48% 급감  

- [기타] 이커머스 사업부 적자 134억원과 롯데인천개발 지분 매입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330억원 반영되며 전사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세전이익] 일본 불매운동 영향에 따라 자회사 FRL 코리아의 실적 부진으로 3분기 지분법손익은 

전년동기의 10억원 이익에서 210억원 손실로 전환. 이 밖에 IFRS 16 도입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요인도 더해지며 세전이익은 적자전환하였음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  4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653  4,456  4,315  4,405  -5.3  -1.2  4,604  4,532  3.0  2.9  

영업이익 307  92  97  88  -71.3  -3.8  174  158  74.7  79.2  

순이익 182  51  0  -15  적전 적전 59  34  흑전 흑전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순매출액 17,926  17,821  17,840  17,603  18,054  

영업이익 801  597  542  572  575  

세전순이익 254  -94  224  228  303  

총당기순이익 -21  -465  168  171  227  

지배지분순이익 -136  -545  158  161  215  

EPS -4,437  -19,327  5,603  5,705  7,592  

PER NA NA 24.5  24.0  18.0  

BPS 411,751  415,204  413,826  413,930  415,876  

PBR 0.5  0.5  0.3  0.3  0.3  

ROE -0.9  -4.5  1.4  1.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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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144.29 

시가총액 3,87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7% 

자본금(보통주) 14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29,000원 / 120,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3억원 

외국인지분율 15.89% 

주요주주  롯데지주 외 14 인 61.88%  
 국민연금공단 5.0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3  11.8  -21.5  -35.1  

상대수익률 2.1  -0.4  -20.3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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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휴켐스  
(069260) 

 
안정적 실적과 
매력적인 배당 

 

한상원  
 

sangwon.ha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8,000 
유지 

현재주가 

(19.11.06) 
21,950 

화학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8,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12MF 예상 BPS에 목표 PBR 1.6배(2016~18년 평균 수준)를 적용하여 산출 

- 연간 영업이익 1천억원 내외에서 안정화 → 안정적 실적이 꾸준한 배당으로 연결 

2019년 DPS 1,000원(배당성향 기준 45%)으로 배당수익률 4.5% 예상 

 

3Q19 영업이익 360억원(+31% QoQ)으로 시장 기대치 상회 

- 3분기 영업이익은 360억원(+31.3% QoQ)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332억원)를 약 8% 상회 

- DNT는 전분기 고객사 정기보수에 따른 부정적 효과 소멸되며 판매량 회복 vs. 마진이 연동

된 TDI/TOL 스프레드는 945달러/톤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113달러/톤)했으나 이미 최저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DNT의 절대 이익 규모 자체는 증가 

- 전분기 대비 이익이 크게 증가한 주원인은 탄소배출권 덕분(P/Q 동반 상승): 판매량도 5만

톤 증가(3Q19 65만톤 vs. 2Q19 60만톤)했고, ASP도 상승(+9천원 추산) 

- 2분기에는 판가가 낮은 고정 계약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50만톤)했으나 3분기에는 65만톤 

모두 Spot으로 판매되며 ASP 상승 효과 발생: 탄소배출권 ASP 상승은 모두 이익으로 연결 

-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이유는 예상보다 더 좋았던 NA 계열(질산, 초안) 덕분: 암모니아(원료) 

약세에 따른 높은 수익성이 지속 중(3Q19 암모니아 가격 -3% QoQ) 

 

좋아질 일이 더 많다: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 + 질산 6공장 투자 

- 4Q19 영업이익 245억원(-32% QoQ) 전망: 1) 고객사 정기보수로 DNT 판매량 감소, 2) 암

모니아 가격 상승(4Q19 누적 +8%)에 따른 NA 계열 수익성 악화, 3) 탄소배출권 ASP 하락

(Spot 판매 15만톤 가정하면 판매량은 전분기와 유사하겠으나 ASP는 하락) 등 때문 

- 2020년 영업이익 981억원(-15.9% YoY) 전망: 탄소배출권 판매량 감소로 이익 감소 

- 마진이 최저 구간에 위치한 DNT의 수익성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우나 감익 가능성도 제한

적: 이익 수준 전년과 유사 vs. 암모니아 약세에 따른 높은 NA 계열 수익성은 지속 

- 연간 탄소배출권 판매는 170만톤(-50만톤)으로 가정, Spot 가격 상승으로 4Q19 약 10만톤

의 판매량 이월을 반영했기 때문 vs. 현재 탄소배출권 가격(KOC 기준)은 35.6천원/톤으로 3

분기 평균 대비 20% 상승 

- 2020년 100만톤/년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ASP 20천원/톤)이 종료되면 높아진 Spot 가격

이 반영될 전망,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2021년 ASP를 29천원으로 가정 → 2020년 이후 실

적 추정치의 상향 요인이 존재한다는 의미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716  763  633  589  598  

영업이익 153  139  117  98  103  

세전순이익 147  141  115  98  106  

총당기순이익 110  105  86  74  80  

지배지분순이익 114  104  85  75  80  

EPS 2,798  2,556  2,084  1,824  1,950  

PER 8.8  9.4  10.5  12.0  11.3  

BPS 14,210  15,836  16,788  17,680  18,690  

PBR 1.7  1.5  1.3  1.2  1.2  

ROE 21.3  17.0  12.8  10.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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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144.15 

시가총액 89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6% 

자본금(보통주) 4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6,600원 / 19,9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5억원 

외국인지분율 13.33% 
주요주주  태광실업 외 7 인 43.63%  

 국민연금공단 9.9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3  -3.3  2.6  -3.3  

상대수익률 -3.6  -13.5  5.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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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KT&G  
(033780) 

 지금은 사야할 때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노희재  
heejae.roh@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20,000 
유지 

현재주가 

(19.11.06) 
99,700 

음식료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20,000원 유지 

- 2019년 배당성향 49.8% 가정 시 DPS 4,500원으로 11월 6일 종가 기존 4.5% 배당수익률

로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으로 판단 매수 접근 추천  

 

기대치를 하회한 3분기 

- 2019년 3분기 KT&G 연결 매출액은 1조 3,222억원(+12% yoy, +5% qoq), 영업이익은 

3,825억원(+7% yoy, -4%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4,128억원,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

업이익 4,058억원을 하회 

- 실적 부진 주 요인은 1) 별도 부문에서의 분양 매출액이 -38% qoq으로, 2) HNB(Heated 

Not Burned, 전자담배) 스틱 판매량이 -11% qoq로 기대치를 하회하였기 때문. 분양 매출액

의 경우 3분기 공백 분이 진행률에 따라 4분기로 이연되었을 뿐이며, HNB 스틱 판매 부진은 

최근 불거진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성 문제에 따른 시장 위축 영향으로 판단 

- 이번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은 1) 국내 일반담배 시장점유율이 64.0%(+1.4%p yoy, +1.2% 

qoq)으로 종전 추정 점유율 63.0%를 상회한 점, 2) 국내 고가담배 시장 점유율 상승이 이어

지고 있다는 점(3Q17 61.5%→3Q18 62.6%→3Q19 63.9%), 3) 기존 시장으로의 수출 부진 

지속에도 신시장 판매 확대로 수출 ASP가 +3% yoy 상승했다는 점, 4) 인도네시아, 미국 등 

주요 해외 법인에서의 일반담배 판매 호조로 한국인삼공사, 영진약품을 제외한 연결 법인의 

합산 영업이익이 +497% yoy으로 이익단에서의 안정적 기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임 

 

기존 시장에서의 수출 회복을 가정하지 않아도 

- 기존 수출 국가에서의 수출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KT&G의 투자 매력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었음. 이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어온 상황에서 신시장 수출 확대 및 해외 

법인 체질 개선으로 수출 판매량 +18% yoy, ASP +3% yoy, 한국인삼공사, 영진약품을 제외

한 연결 법인의 합산 매출액은 +82% yoy은 가시적인 성과로 판단됨 

- 전자담배 시장 성장 위축이 예상되어 전자담배 시장 성장률은 하향 조정하고, 일반담배 시장 

성장률은 상향 조정하였음(2020년 일반담배 시장성장률 직전 추정치 -3% yoy→변경치 -

2% yoy). 전자담배로의 자원 집중으로 일반담배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는 경쟁사 대비 선전

하고 있는 KT&G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  4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183  1,258  1,307  1,322  11.8  5.1  1,327  1,203  9.2  -9.0  

영업이익 357  399  406  382  7.2  -4.2  413  293  10.9  -23.5  

순이익 259  323  302  322  25.9  -0.7  303  223  75.4  -30.4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4,667  4,472  4,888  4,968  1.6  4,963  -4.2  11.1  

영업이익 1,426  1,255  1,434  1,422  -0.8  1,449  -12.0  13.3  

순이익 1,164  902  1,106  1,140  3.0  1,112  -22.5  26.4  

자료: KT&G,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144.15 

시가총액 13,68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95% 

자본금(보통주) 95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9,500원 / 95,8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58억원 

외국인지분율 49.81% 

주요주주  국민연금공단 10.92%  
 중소기업은행 6.9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2  3.9  -0.8  0.6  

상대수익률 -8.8  -7.1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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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하이록코리아  
(013030) 

 더딘 회복 속도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9,000 
유지 

현재주가 

(19.11.07) 
17,300 

기계업종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목표주가 19,000원 유지 

- 목표주가 19,000원은 2020E BPS 26,333원에 타깃 PBR 0.7배를 적용 

(기존 2019E BPS 25,811원에 타깃 PBR 0.7배 적용) 

- 타깃 PBR은 동사의 과거 2년 평균 PBR 1.0배를 25% 할인해 적용. 더딘 발주 회복과 치

열해진 시장 상황을 반영 

 

3Q19 Review 더딘 회복 속도 

- 3Q19 연결 실적은 매출액 342억원(+18.1% yoy, -5.2% qoq) 영업이익 35억원(+35.5% 

yoy, -35.2% qoq) 영업이익률 10.2%(+1.3%p yoy, -4.7%p qoq). 당사 추정 매출액 

335억원과 영업이익 41억원(컨센서스 동일) 대비 각각 +2.0%, -16.0% 변동 

- 매출액은 상반기 더딘 수주 회복의 영향(상반기 신규수주 690억원, +4.7% yoy), 환율 효

과(3Q19 평균 달러환율 1,194원 +7.2% yoy, +2.4% qoq) 등이 반영 

- 영업이익은 특별한 일회성이 없었으며 매출액 변동만큼의 이익 변동 

 

아쉬운 업황 

- 4Q19 추정실적은 331억원(+10.0% yoy) 영업이익 44억원(+345.2% yoy) 영업이익률 

13.3%(+10.0%p yoy) 전망. 올해 연간 신규수주는 1,498억원(+7.9% yoy), 매출액은 

1,359억원(+9.4% yoy)으로 추정. 수주는 2018년부터, 매출액은 올해부터 증익 시작 

- 다만 올해와 내년 추정 대비 PER은 각각 14.1배와 12.1배 수준으로 여전히 더딘 회복 속

도가 아쉬운 상황. 신규수주 증가가 필요한 시점. 올해 평균 유가는 56.8불(WTI, -12.4% 

yoy)로 주요 플랜트 EPC 프로젝트의 발주 지연이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동사는 1,300억원(시가총액 54.6%)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악의 수주 가

뭄에도 흑자기조를 유지. 주당 배당금도 작년 수준 500원(시가배당률 2.9%) 이상이 유지

될 전망. 장기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  4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9  36  34  34  18.1  -5.3  34  33  10.0  -3.1  

영업이익 3  5  4  3  35.5  -35.3  4  4  345.2  27.1  

순이익 2  5  3  4  112.0  -19.7  0  4  474.8  0.2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183  124  136  136  0.0  136  -32.0  9.4  

영업이익 36  11  16  16  1.5  16  -69.5  47.9  

순이익 24  12  15  17  10.7  15  -50.9  46.5  

자료: 하이록코리아,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666.15 

시가총액 23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0% 

자본금(보통주) 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0,900원 / 15,3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억원 

외국인지분율 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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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7  4.2  -9.7  -17.2  

상대수익률 -7.5  -11.7  2.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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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태광  
(023160) 

 무난한 실적, 점진적 회복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1,000 
유지 

현재주가 

(19.11.07) 
9,900 

기계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1,000원 유지 

- 목표주가 11,000원은 2020E BPS 17,459원에 타깃 PBR 0.6배를 적용 

(기존 2020E BPS 17,374원에 타깃 PBR 0.6배 적용) 

- 타깃 PBR은 동사의 과거 5년 평균 PBR을 10% 할인 적용. 전방산업의 더딘 업황 회복을 

반영. 높은 자산가치, 수주 및 실적 개선 가시성 확보는 감안 

 

3Q19 Review 무난한 실적 

- 3Q19 연결 실적은 매출액 479억원(+27.0% yoy, -1.7% qoq) 영업이익 25억원(+131.8% 

yoy, -16.3% qoq) 영업이익률 5.1%(+2.3%p yoy). 당사 추정 매출액 480억원과 컨센서스 

477억원에 부합. 당사 추정 영업이익 29억원과 컨센서스 32억원 대비 각각 -16.0%, -

23.4% 하회 

- 매출액은 상반기 신규수주가 1,017억원(+11.5% yoy)으로 증가하며 전년비 증가, 예상치 부

합. 계절적 영업일수 감소로 전 분기 대비는 감소. 4년만의 매출 증가세 지속 

- 영업이익은 매출액 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반영. 일회성은 없었으며 노무비 및 상여금 

일부 증가. 환율효과 반영(3Q19 평균 달러환율 1,194원 +7.2% yoy, +2.4% qoq) 

- 영업 외로는 환율상승 효과로 외환차익이 반영되며 지배순이익은 35억원을 기록 

 

점진적 회복 

- 4Q19 실적은 매출액 512억원(+20.5% yoy) 영업이익 31억원(흑전 yoy) 영업이익률 6.0% 

전망. 늘어난 신규수주가 매출 인식되고 특별한 일회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 

- 올해 평균 유가는 56.8불(WTI, -12.4% yoy)로 정체. 전방산업의 개선세는 둔화되었지만 국

내 석유화학플랜트 및 해외 타깃 EPC 물량이 늘어나며 3Q19 신규수주는 602억원(+44.2% 

yoy)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올해 신규수주 전망치를 상향(2,072억원 → 2,224억원, +7.4%) 

- 수주와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 눈높이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뎌 주가는 등락

을 반복. 무차입에 700억원 이상의 순현금 보유. 용접용 피팅시장에서 글로벌 1, 2위를 유지. 

과점적 시장에서 한 우물파기 전략 유지. 긴 호흡의 투자 관점은 여전히 유효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  4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8  49  48  48  27.0  -1.7  48  51  20.5  6.8  

영업이익 1  3  3  2  131.8  -16.3  3  3  흑전 26.3  

순이익 1  4  4  3  299.6  -7.2  4  5  502.2  38.1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0  159  185  185  0.0  185  NA 16.4  

영업이익 0  4  9  8  -5.2  10  NA 110.8  

순이익 0  10  14  16  10.6  14  NA 58.5  

자료: 태광,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666.15 

시가총액 26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1% 

자본금(보통주) 1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3,650원 / 8,31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9억원 

외국인지분율 13.51% 

주요주주  대신인터내셔날 외 10 인 44.01%  
 신영자산운용 외 1 인 9.5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8  18.0  -13.9  -16.1  

상대수익률 -10.4  0.0  -2.6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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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CJ대한통운  
(000120)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이지수  
jane.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10,000 
유지 

현재주가 

(19.11.07) 
163,000 

운송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10,000원 유지 

- 2019년 3분기 실적은 당사 및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 시현 

- 매출액은 당사 추정치 대비 2.1%,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 대비 12.6% 초과 

- 지배순이익은 당사 추정치를 96억원 하회하였는데, 이유는 1)영업외 부문에서의 일회성 손

실 76억원 반영, 2)정기세무조사 결과 법인세비용이 크게 증가(230억원, 법인세율 63.9%) 

- 2019년 4분기 및 2020년부터는 일회성 이벤트로 인한 비용 발생 가능성 낮아 적정 유효법

인세율에 수렴해 갈 것으로 전망함 

- 3분기 평균 택배단가는 3.2%(yoy) 상승하였고, 처리물량은 9.5%(yoy) 증가하면서, 요금인상

효과 및 물량 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택배부문 GPM은 10.5%로 상승 

- 4분기에는 계절적 성수기 및 농산물 택배 등 고단가 택배물량 증가 기대되며, 경쟁사들의 

Capa문제로 CJ대한통운의 물량성장은 지속 가능할 전망  

 

2019년 3분기 실적 당사 추정치를 상회하는 호실적 시현 

- CJ대한통운의 2019년 3분기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2조 6,218억원(+8.4% yoy), 영업이

익 887억원(+67.8% yoy), 지배순이익 60억원(흑자전환 yoy)을 시현함 

- 사업부문별로 [CL] 매출액 6,403억원(-1.2% yoy), 매출총이익 650억원(-3.9% yoy), GPM 

10.1%(-0.3%p yoy), [택배] 매출액 6,643억원(+13.0% yoy), 매출총이익 698억원(+94.7% 

yoy), GPM 10.5%(+4.4%p yoy), [Global] 매출액 1조 1,485억원(+13.6% yoy), 매출총이익 

990억원(+13.7% yoy), GPM 8.6%(0.0%p yoy), [CJ건설] 매출액 1,687억원(+25.9% yoy), 

매출총이익 134억원(-15.7% yoy), GPM 7.9%(-4.0%p yoy) 기록함 

- 3분기 평균택배단가는 2,006원/box(+3.3% yoy)를 기록.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이는 

추석물량효과에 따른 것. 4분기에는 2,045원/box(+4.3% yoy)로 상승 전망함 

 

2019년 4분기 매출액 2.79조원(+11.1% yoy), 영업이익 930억원(+6.4% yoy)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  4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418  2,535  2,569  2,622  8.4  3.4  2,637  2,793  11.1  6.5  

영업이익 53  72  79  89  67.8  23.6  78  93  6.4  4.9  

순이익 0  13  16  6  흑전 -55.2  16  39  7,824.4  559.1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7,110  9,220  10,383  11,511  12,525  

영업이익 236  243  299  397  494  

세전순이익 73  85  109  208  312  

총당기순이익 39  52  67  127  190  

지배지분순이익 31  38  43  95  143  

EPS 1,380  1,660  1,900  4,167  6,263  

PER 101.4  100.6  86.8  39.6  26.3  

BPS 103,964  116,702  118,602  122,768  129,031  

PBR 1.3  1.4  1.4  1.3  1.3  

ROE 1.3  1.5  1.6  3.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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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144.29 

시가총액 3,71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6% 

자본금(보통주) 11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90,500원 / 130,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7억원 

외국인지분율 19.51% 

주요주주  CJ제일제당 외 2 인 40.17%  
 국민연금공단 7.1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5.2 24.4 0.9 5.5 

상대수익률 8.6 10.8 2.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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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미래에셋대우 
(006800) 

 
기대감이 수익성으로 이어
지길…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000 
유지 

현재주가 

(19.11.07) 
7,440 

증권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9,000원 유지 

 

차별화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 하지만 시점에 대한 고민 

- 증권사들의 3,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낮아진 상태. 최근 급등하기 시작한 채권금

리 역시 우려로 작용 

- 동사는 최근 미국 Strategic Hotels & Resort Portfolio, 아시아나 컨소시움 등 대규모 딜에 투

자, 뿐만 아니라 NAVER Financial의 지분투자 역시 차별화된 이슈로 작용 

- 기대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재료이나 우리는 이익회수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 

- 기대감이 수익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함.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9,000원 유지 

 

3Q19 지배주주 순이익 1,369억원(QoQ -37.3%, YoY +85.3%) 기록 

- 3분기 실적은 우리의 추정과 시장의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 3분기 금리상승으로 채권관련 수

익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는 많이 낮아진 상황 

- 거래대금은 분기대비 9%감소, 하지만 동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은 그보다 덜 감소했는

데 이는 해외주식잔고가 증가한 데 기인 

- 2분기까지 사상최대를 이어갔던 IB수수료수익은 당 분기 크게 감소했는데 인수주선수수료 및 

채무보증수수료가 -30%이상 감소했기 때문. 그러나 부동산PF관련 수익이 반영되는 기타이

익은 유지되어 관련 Deal Flow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추정 

- 하반기 감소한 신용공여로 동사의 이자수익도 소폭 감소, 신용공여 잔고는 전 분기 대비 -

18.5%감소한 3.9조원 기록 

- 채권관련 수익이 반영되는 상품운용수익은 당 분기 감소폭이 컸음. 전 분기대비 26%이상 감

소. 채권평가손익뿐만 아니라 ELS발행 및 조기상환이 3분기 들어 둔화된 요인도 컸음 

- 동사의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누적기준 1,238억원을 기록하며 증권사 최초로 해외법인 세전

이익 1,000억원 돌파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순영업수익 302  558  467  443 -20.7 46.8 459  

영업이익 99  262  177  171 -34.5 73.6 176  

순이익 74  218  132  137 -37.3 85.3 133  

자료: 미래에셋대우,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배,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순영업수익  1,564  1,510  1,996  1,983  2,067  

영업이익 628  511  777  838  911  

순이익 503  456  639  623  675  

EPS 755  692  970  946  1,025  

BPS 9,738  12,281  12,956  13,580  14,283  

PER 10.7  9.4  7.5  7.9  7.3  

PBR 0.83  0.53  0.57  0.55  0.52  

ROE 7.8  5.6  7.7  6.9  7.1  

자료: 미래에셋대우,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144.29 

시가총액 5,56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39% 

자본금(보통주) 3,33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8,280원 / 6,36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98억원 

외국인지분율 15.16% 
주요주주  미래에셋캐피탈 외 30 인 20.55% 

국민연금공단 9.9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2  6.6  -0.4  3.9  

상대수익률 -2.7  -5.1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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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CJ헬로  
(037560) 

 또 다시 커진 불확실성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가연  
  

g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하향 

6개월 목표주가 7,200 
하향 

현재주가 

(19.11.07) 
6,540 

미디어업종 

   
 

 

 

투자의견 시장수익률로 하향, 목표주가 7,200원으로 33% 하향 

- 12M FWD EPS 358원에 PER 20배(최근 5년 하단 평균) 적용 

- M&A 승인 지연에 따른 영업공백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2019년 EPS -60%, 2020

년 EPS -33% 하향 적용 반영하여 목표주가 하향 

 

3Q19 Review: 불확실한 환경에서 주춤하는 탑라인 

- 매출 2.7천억원(-8% yoy, -4% qoq), 영업이익 40억원(-81% yoy, -59% qoq) 달성 

- TV 가입자는 지속되는 경쟁심화로 인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두 큰 폭으로 역성장. 아날로

그 ARPU는 지속 감소 추세, 디지털 ARPU는 판가유지 및 VOD 매출 증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성장. 디지털 전환율은 역대 최고인 65.5% 달성에도 불구하고, TV 매출은 4Q16 

이후 역대 최저 기록 

- MVNO 가입자는 734천명으로, 2Q15 881천명 이후 최저 가입자수. LTE 가입자 전분기 대

비 소폭 감소한 529천명 기록. LTE 가입자 비중 역대 최고인 72%까지 상승 했으나, MVNO 

전체 ARPU는 LTE 가입자 감소로 인해 최근 1년만에 최저인 22.9천원 달성 

 

- ‘15년말~‘16년 SKT의 CJ헬로 인수 추진 과정에서 CJ헬로의 영업이 주춤해지면서 TV 

및 MVNO 가입자 감소와 ARPU 하락으로 인해 ‘16년 영업이익 430억원으로 감소 

- ‘11~’15년 연평균 영업이익 1,250억원, ‘15년 1,050억원. 15년 430억원 

- 이후 인수 무산되고 CJ헬로의 영업이 재개되면서 ‘17년 영업이익은 730억원으로 회복 

- LGU+의 CJ헬로 인수 승인 지연에 따라는 탑라인 성장이 주춤해지는 것을 반영하여, ‘19

년 영업이익 420억원으로 추정치 하향(-42%) 조정. 하지만, ‘16년때와 달리 유료방송시장

에서 CATV의 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M&A가 완료되어도, CJ헬로의 가입자 및 ARPU 

실적 부진은 당분간 지속 전망. 영업이익 전망 ‘20년 595억원, ‘21년 712억원 

 

- M&A 완료 후에는, VOD, 4K UHD, 8K UHD 등 진화하는 시청 환경에 맞춰 컨텐츠 구매 위

주로 CJ헬로의 투자가 증가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  4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98  285  292  273  -8.1  -4.2  288  283  -6.4  3.6  

영업이익 21  10  18  4  -80.5  -58.5  14  15  -17.8  282.5  

순이익 13  4  10  -2  적전 적전 9  6  -46.1  흑전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1,120  1,178  1,156  1,118  -3.3  1,145  5.2  -5.1  

영업이익 73  68  73  42  -42.3  52  -6.7  -38.4  

순이익 29  40  41  16  -59.7  30  37.4  -58.7  

자료: CJ헬로,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144.29 

시가총액 50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4% 

자본금(보통주) 19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1,800원 / 5,23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5억원 

외국인지분율 9.04% 

주요주주  CJ ENM 53.92%  
 SK텔레콤 8.6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1  22.2  -24.1  -30.1  

상대수익률 1.9  8.9  -23.0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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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CJ CGV  
(079160) 

 곧 인정 받을 거야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가연  
  

g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5,000 
하향 

현재주가 

(19.11.07) 
36,150 

미디어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55,000원으로 14% 하향 

- 본사, 중국, 터키, 베트남 등 각 지역별 가치 합한 SOTP 방식 적용 

- ‘12년부터 해외 M&A로 급격히 성장해가는 기업이므로 각 지역별 가치 합산 

- 2019년 순차입금을 직전 추정대비 약 1천억원 상향 반영하여 목표주가 하향 

 

3Q19 Review: 기대보다는 낮았지만, 양호한 실적 달성 

- 매출 5.0천억원(+5.2% yoy, +3.2% qoq), 영업이익 310억원(-5.1% yoy, +32.1% qoq) 

- 3Q19 OP는 최근 3년간 유사한 수준이고, 누적 기준 OP는 779억원으로 역대 최고. IFRS 

16 도입에 따라 분기별로 약 80억원의 이익 증가(임차료 감소 대비 감가비는 약 80억원 적

게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누적 OP는 540억원 수준으로 3Q16 이후 최고 

- 당기순이익 -71억원, 지배순이익 18억원. IFRS 16 도입 후 일시적 비용불일치 발생. 임차료

는 분기별로 500억원 가량 감소, 감가상각비는 420억원 증가, 영업이익 약 80억원 증가. 하

지만, 리스부채 1.8조원에 대해서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을 CGV가 영업하는 국가별로 

2.1~16.5% 적용하면서 이자비용이 약 230억원 증가. 분기별로 당기순이익에는 -150억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 따라서, CGV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나 당기순이익 보다는 EBITDA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 국내. 매출 비중 57%. <극한직업>부터 시작된 극장가 호황에 따라 상반기 좋은 실적 달성 후 

3Q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것 대비 낮은 매출과 이익 달성. 3Q19 관객 -8% yoy, 

BO -8% yoy. 하지만, 4Q19 극장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 19.11월 누적 관객수 +4.4% yoy

로 당사 추정 관객수 +5% yoy를 향해 순항 중 

- 중국. 비중 21%. 3Q19 BO는 주요 로컬 컨텐츠의 개봉이 10월 국경절 이후로 집중되면서 

-1.3% yoy 역성장, 19.10월 BO는 82억 위안(+124% yoy)이고, 누적 BO는 560억 위안

(+6.6% yoy)으로 역대 최고. 3Q19 OP는 50억원으로 4Q16 이후 지속 흑자 달성 

- 베트남. 비중 9%. 매출 +31% yoy, OP +273% yoy 

- 터키. 비중 5%. 2, 3분기는 비수기. 3Q19 OP -5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적자 축소. 성수

기 진입 및 영화법 개정 이슈로 지연된 기대작들이 순차적으로 개봉하면서, 19.10월 BO 2.5

억 리라(+211% yoy), 누적 BO 9.5억 리라(+53% yoy). 매출 M/S 51%로 관객 M/S 42%를 

상회. ATP는 17.6리라로 역대 최고. 리라화도 200원 수준에서 안정 유지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법인을 묶어서 Pre-IPO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1.6조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당사의 현재 추정 대비 기업가치 약 3천억원, 주당 가치 약 15

천원 증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  4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73  482  569  498  5.2  3.2  523  561  24.6  12.8  

영업이익 33  23  37  31  -5.1  32.1  37  35  34.7  11.3  

순이익 1  -9  6  2  29.7  흑전 5  5  흑전 174.4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1,714  1,769  1,994  2,005  0.6  1,978  3.2  13.3  

영업이익 86  78  113  112  -0.2  114  -9.9  44.7  

순이익 -1  -141  -9  -9  적지 -11  적지 적지 

자료: CJ CGV,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144.29 

시가총액 76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5% 

자본금(보통주) 1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8,100원 / 31,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9억원 

외국인지분율 9.05% 

주요주주  CJ 외 2 인 39.06%  
 국민연금공단 9.9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1.4  9.9  -13.4  -6.0  

상대수익률 5.0  -2.1  -12.1  -8.9  

-25

-20

-15

-10

-5

0

5

10

15

20

29

34

40

45

50

18.10 19.01 19.04 19.07 19.10

(%)(천원) CJ CGV(좌)

Relative to KOSPI(우)

 

 



 15  

 

  Results Comment 

스튜디오 

드래곤 
(253450) 

 컨텐츠가 중심인 지금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가연  
  

g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15,000 
유지 

현재주가 

(19.11.07) 
78,300 

미디어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15,000원 유지 

- 목표주가 115천원은 잔여이익평가모형(RIM)을 이용하여 산출 

- 향후 5년간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 26%. 연간 25편 수준인 드라마 제작을 40편까지 확대시

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기 전망에 기반한 목표주가 산출 

 

3Q19 Review: 이익의 기반을 확인시켜 준 실적 

- 매출 1.3천억원(+6% yoy, +2% qoq), 영업이익 109억원(-49% yoy, +1% qoq) 달성 

- 당사 추정에 부합하는 실적 달성. 3Q19 OP는 전년도 <미스터 션샤인> 기고 및 <아스달 연

대기>가 BEP에 그친 점 감안시 양호한 실적이라 판단 

- 3개 분기 연속 1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하면서 이익의 기반 확인 

- 편성 매출(방영권료)과 판매 매출 비중은 모두 46%. 편성 중 Non-Captive 매출 104억원으

로 역대 최대 수준 달성 및 판매 중 해외 비중 또한 순조로운 성장 보이며 국내 판매 매출 

및 Captive 편성 소폭 감소 영향 상쇄 

-  tvN 및 OCN 등의 안정적인 Captive 채널을 바탕으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로의 판

매가 순조롭게 증가 

 

컨텐츠가 중심인 지금 

- 드래곤의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컨텐츠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급락했기 때문에, 최근 벌어지

고 있는 국내외 컨텐츠 관련한 이벤트들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 

- <아스달>은 방영 전부터 BEP 확보했으며, 7%대 시청률이 이전 텐트폴 작품들 대비 낮지만 

tvN 모든 드라마의 평균인 5%보다 높아, 결코 낮은 시청률은 아님. 시청률이 단기 광고 단가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음 

- 4Q19. 문근영 주연 <유령을 잡아라>, 현빈과 손예진 주연 <사랑의 불시착> 기대 

- 2019년 처음 선보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좋아하면 울리는> 및 MBC <봄밤>, SBS <

의사 요한> 등 non-captive 드라마 3편 제작. 2020년에는 6편 정도로 확대하고, 넷플릭스 

동시방영도 연간 6편 정도 진행 예정 

- 넷플릭스는 지속적으로 아시아 지역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 확대를 추진 중이고, 애플 TV+, 

디즈니+, HBO Max 등 다수의 글로벌 OTT들이 향후 1년 이내에 출범 예정 

- 글로벌 OTT들이 출범하면서 한국 투자 계획을 직접 언급한 것은 없지만, 20년 한국 출시 시

점에는 한국 컨텐츠 투자를 집행하고 드래곤과의 제휴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 

- 드래곤은 보유 IP의 리메이크로 미국 진출 추진 중. 20년 상반기에는 법인 설립 후 하반기 

방영을 계기로 해외 매출 비중 확대 및 글로벌 OTT와의 제휴 확대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  4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24  128  137  131  6.0  2.3  128  131  28.9  -0.1  

영업이익 21  11  11  11  -49.2  1.1  12  15  3,305.2  37.6  

순이익 17  7  11  12  -33.6  56.9  9  14  729.3  25.7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287  380  475  502  5.7  492  32.4  32.3  

영업이익 33  40  49  48  -2.1  47  21.0  19.6  

순이익 24  36  43  43  -1.2  39  50.3  18.7  

자료: 스튜디오드래곤,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666.15 

시가총액 2,20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93% 

자본금(보통주) 1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14,100원 / 54,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90억원 

외국인지분율 2.92% 

주요주주  CJ ENM 외 3 인 74.3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9.0  40.1  -13.8  -19.7  

상대수익률 12.0  18.7  -2.5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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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CJ ENM  
(035760) 

 방송과 쇼핑의 묘한 조화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가연  
  

g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30,000 
유지 

현재주가 

(19.11.07) 
167,300 

미디어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230,000원 유지 

- 12M FWD EPS 11,328원에 PER 21배 적용(합병 전 CJ E&M과 CJ오쇼핑 PER 5년 평균인 

27.4와 14.3의 평균) 

 

3Q19 Review: 커머스의 호실적이 방송의 부진을 상쇄 

- 매출 1.15조원(+7% yoy, -9% qoq), 영업이익 641억원(-16% yoy, -34% qoq) 달성 

- 당사 추정 OP 779억원을 138억원 하회. 전반적으로는 CJ헬로 OP가 40억원으로 직전 추

정 대비 121억원 하회한 영향. 부문별로는 방송 추정 하회, 커머스 추정 상회 

- 방송 OP 161억원(-57% yoy)으로 부진. TV 광고시장 침체 영향과 전년도 <미스터 션샤인> 

판매 매출의 기고 효과에 기인. 디지털 광고는 24% 성장하며 고성장 지속 

- 커머스 OP 294억원(+65% yoy)으로 좋은 실적 달성. 전체 취급고는 4% 성장했지만, 

<A+G>, <까사리빙> 등 자체 브랜드 취급고가 62% 성장하면서 매출과 이익 크게 개선 

- 영화 OP 158억원(흑전 yoy). 지난 1Q19 <극한직업> 효과로 188억원의 분기 최대 이익 달

성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이익 달성. 메인 투자인 <엑시트> 흥행 및 <기생충> 수출 

- 음악 OP -10억원(적전 yoy). <빌리프랩>, <Produce 101 Japan> 등 신규 IP 개발과 사전 제

작 영향으로 손실 발생했으나, 글로벌 활동 시작하면서 이익 레버리지 발생 전망 

 

- CJ헬로의 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영업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부진한 이익을 달

성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당사 추정에 부합한 실적 달성 

- 전년 동기와 비교시 방송이 부진했으나, 오히려 커머스가 개선되면서 부진 상쇄 

- 방송의 경우 광고는 계절성이 심하고, 컨텐츠 판매도 텐트폴 제작 유무 및 흥행 등의 영향을 

받아서 실적 변동성이 심한 반면, 커머스는 평균 OPM 10%를 안정적으로 유지 

- 합병시 기대했던 미디어와 커머스의 시너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비

즈니스 포트폴리오상으로는 전사 이익의 안정성과 성장성의 조화를 이루는 중 

 

합병 전 시총을 찾아가는 과정 

- 합병 발표 전 양사 시총의 합은 5.4조원이었고, 이후 합병의 시너지 발생에 대한 기대와 의

구심이 지속되며 시총은 4.5조원~5.8조원 사이에서 등락 반복 

- 합병 후는 단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중. 1Q19 방송 이익 부진 후 <아스달> 이슈까

지 겹치면서 3.3조원까지 하락했으나, 2Q19 968억원의 호실적 확인 후 반등 중 

- 미디어와 커머스의 시너지는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고, 실적도 합병 발표 전 대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실적으로도 합병 발표 전 시총인 5.4조원은 회복 가능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2Q19 
 3Q19  4Q19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079  1,260  1,132  1,153  6.9  -8.5  1,154  1,233  2.9  6.9  

영업이익 77  97  78  64  -16.3  -33.8  85  90  29.3  39.9  

순이익 42  63  49  29  -30.9  -54.1  61  65  73.6  123.6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2,260  3,427  4,727  4,751  0.5  4,802  51.6  38.7  

영업이익 224  251  361  343  -5.1  364  11.8  36.5  

순이익 131  163  210  200  -5.0  229  24.3  22.7  

자료: CJ ENM,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666.15 

시가총액 3,66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55% 

자본금(보통주) 11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43,800원 / 150,9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7억원 

외국인지분율 18.93% 

주요주주  CJ 외 5 인 42.70%  
 국민연금공단 6.0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3  8.8  -23.2  -23.4  

상대수익률 1.0  -7.7  -13.1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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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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