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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종목 분석 

 

현대중공업지주: 3Q18 NDR Summary  2018년 4분기, 2019년 전망 긍정적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70,000원 유지. 1)2018년 4분기 및 2019년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실적 개선, 2)시가배당률 5% 

이상에 대한 재확인, 3)현대건설기계의 자사주매입과 무상증자 발표 등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회사측의 의지를 감안할 때 매수 추천 

- 2018년 3분기 실적은 현대일렉트릭의 일회성 손실 약 640억원(퇴직위로금 249억원, 판매보증충당금 226억원, 반덤핑 관세관련 비용 

167억원 등)의 비경상비용과 현대건설기계의 실적부진 등을 현대중공업 지분의 염가매수차익 1,557억원이 상쇄 

- 현대오일뱅크의 전분기대비 영업이익 감소는 1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기회손실과 2분기대비 3분기 유가상승률이 둔화된 데 따른 

원가절감효과의 감소 등에 따른 것 

- 2018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7조 3,946억원(+30.2% yoy), 영업이익 3,719억원(+51.2% yoy)로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실적이 성장 견인 전망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Issue & News] 유한양행: 유한양행 기술수출의 의미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10,000원으로 상향(+6.9%). 목표주가 상향 이유는 신약가치 신규 반영 

- 11/05, 글로벌 제약사 Janssen에 레이저티닙 기술 수출 공시. 총 계약금액은 12.5억 달러(1조 4,000억원 상당),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은 

5천만 달러(561억원)이며 경상 로열티는 별도. 총 계약 금액의 60%는 유한양행으로 배분 예정  

- 레이저티닙: 단독 및 병용투여에 있어 Best-in-Class 치료제 기대. 연내 국내 임상 2상 종료 예정. 

- Next 파이프라인: 1) 면역항암제 2) 당뇨/NASH 등 

홍가혜. kahye.hong@daishin.com 

 
[Issue & News] 삼성전기: MLCC, 야교(Yageo)와 Level(경쟁력)이 다르다  

-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220,000원 유지 

- 야교의 실적이 삼성전기 MLCC 매출을 추정하는데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 시장의 변화(MLCC 성장은 IT가 아닌 전장용, 공급 증가 여력은 

제한적)는 야교가 아닌 무라타(일본), 삼성전기가 견인. 고용량의 IT 시장, 산업용(네트워크 등) 및 전장용(전기자동차 등)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 2019년 MLCC의 평균가격 상승 및 제품 믹스 효과로 삼성전기의 매출과 이익 증가는 가능하다고 판단. 야교와 실적 차별화는 

2018년 4분기에 시작 전망 

- 삼성전기의 MLCC는 대형 고객(IT, 자동차)과 장기 공급 계약을 유지. 고용량 영역에서 공급 부족으로 IT 제품은 약 6개월, 전장용 / 

산업용은 약 1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야교의 주고객이 유통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1~2개월 계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월별 매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8월 정점으로 10월 매출 하락세가 높음 

- 삼성전기의 2019년 MLCC 매출(4조 2,286억원)은 23.1%(yoy), 전체 영업이익은(1조 6,166억원)은 44%(yoy) 증가 추정. 

삼성전기(매출비중, 3Q18 기준)는 산업용 및 전장용 비중이 21%, 고용량이 50% 인 점을 감안하면 야교와 달리 제품 믹스 효과, 다양한 

거래선과 장기 공급 체결로 2018년 4분기, 2019년 MLCC 성장(매출, 이익) 전망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3Q18 Review] 제주항공: 3분기 실적 예상치 부합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2,000원 +10.5% 상향. 목표주가는 12M Forward EPS에 Target PER 10배 적용  

- 2018년 3분기 실적은 당사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임. 목표주가 상향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 실적 추정치 상향에 기인 

- 항공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공격적인 기재도입이 다소 부담되지만, 공항 Slot 선 확보와 탄력적인 Yield 및 노선정책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남 

- 2018년 3분기 주력 노선인 일본 오사카 노선의 비정상적인 영업환경(태풍, 지진)에서도 매출액이 31%(yoy)이상 증가한 점이 이를 증명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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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18 Review] 아시아나항공: 연결자회사 턴어라운드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800원 유지. 2018년 3분기 실적은 유류비 부담으로 당사 및 시장 기대치를 하회 

- 3분기 실적은 예상을 하회하였으나, 1)차입금 감소에 따른 재무비율 개선으로 유동성 위험이 감소, 2)항공화물부문의 수익성이 견조하게 

유지, 3)중국노선의 수요회복, 4)장거리 유럽노선의 운항증대를 통한 중장거리 노선 비중확대, 4)연결자회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등의 

긍정적인 요소 감안하여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유지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3Q18 Review] 모두투어: 낮아진 눈높이 부합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5천원 유지. 3Q18 연결 매출 973억원(+34% yoy), OP 25억원(-69% yoy) 

- 3Q18 본사 PKG 송출객 -5% yoy, ASP 소폭 하락(-0.3% yoy)하며 매출 역성장. 마케팅비용 증가(+26% yoy) 

- 18.10월 전체 송출객 23만명(+5% yoy), PKG 13만명(+10% yoy), TKT 9만명(-2% yoy) 

- 4Q18E 점진적 여행 수요 회복 및 실적 증익, 이후 업황 회복과 기저구간으로 진입하는 흐름. 4Q18E 별도 OP 59억원(+32% yoy) 전망 

김수민. soomin.kim@daishin.com 

 

[3Q18 Review] 나스미디어: 점진적 개선을 기대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0천원 유지. 3Q18 연결 매출 249억원(-16% yoy, -7% qoq), OP 50억원(-35% yoy, -21% qoq) 

- 실적 부진 재경. 총매출 인식 구조의 모바일플랫폼 매출 감소 따른 역성장 지속 및 작년 추석시점 차이에 따른 역기저 영항 

- 당사 추정 OP 하회는 자회사 플레이디 실적 부진 영향 매출 80억원(-11% yoy), OP 12억원(-51% yoy) 

- IPTV 실적 부담 지속되나, 성수기 진입으로 온라인 매출 성장 전망. 4Q18E 매출 274억원, OP 74억원 전망  

김수민. soomin.kim@daishin.com 

 
[3Q18 Review] 제이콘텐트리: MB가 끌어 준 최고 실적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200원 유지. 매출 1.6천억원(+36% yoy, +41% qoq), OP 182억원(+71% yoy, +120% qoq)  

- 당사 추정 소폭 미달 이유는, 기존 드라마 판권 대한 조기 상각을 진행했기 때문. 비용 증가 발생하지만, 장기 실적에는 긍정적 

- MB 매출 1천억원(+21% yoy, +58% qoq), OP 150억원(+48% yoy, +796% qoq). 처음으로 매출 1천억원 돌파 

- 방송. 중국 판매 등 유통 매출 증가 따라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증가. 판권 감액으로 이익은 감소 

- ‘19년 수목 드라마 슬롯 추가하며, 드라마 편성‘18년 대비 2개 증가한 14개 전망. ‘19년 방송 매출은 2.6천억원(+44% yoy) 전망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3Q18 잠정 Review] 오리온: Time to go   

- 3Q18 오리온 연결 실적 잠정 발표  

- 수급적 요인에 의한 최근 주가 급락은 매수 기회 

한유정. yj.han@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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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News 

현대중공업지주  
(267250) 

 
3Q18 NDR Summary 
- 2018년 4분기, 2019년 전망 긍정적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이지수  
jane.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70,000 
유지  

현재주가 

(18.11.05) 
372,000  

지주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70,000원 유지 

- 1)2018년 4분기 및 2019년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실적 개선, 2)시가배당률 

5% 이상에 대한 재확인, 3)현대건설기계의 자사주매입과 무상증자 발표 등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회사측의 의지를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매수할 것을 추천함 

 

2018년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상세 설명 

- 2018년 3분기 실적은 현대일렉트릭의 일회성 손실 약 640억원(퇴직위로금 249억원, 판매

보증충당금 226억원, 반덤핑 관세관련 비용 167억원 등)의 비경상비용과 현대건설기계의 실

적부진 등을 현대중공업 지분의 염가매수차익 1,557억원이 상쇄 

- 현대오일뱅크의 전분기대비 영업이익 감소는 1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기회손실과 2분기대비 

3분기 유가상승률이 둔화된 데 따른 원가절감효과의 감소 등에 따른 것 

 

2018년 4분기 실적은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실적이 성장 견인 예상 

- 현대중공업지주의 2018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7조 3,946억원(+30.2% yoy), 영업이익 

3,719억원(+51.2% yoy)로 수정 전망함 

- 현대오일뱅크의 2018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6조 119억원(+16.2% qoq), 영업이익 3,307

억원(+37.8% qoq)로 수정 전망함 

- 현대글로벌서비스의 2018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644억원(+165.6% yoy), 영업이익 276

억원(+272.8% yoy)로 수정 전망함 

-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의 영업이익은 각각 388억원, 16억원으로 반영 

- 현대중공업으로부터의 지분법손익 및 연결조정금액은 -319억원 반영 (지분율 31%) 

 

NDR 중 투자자들 질의 사항 중 주요 내용 요약 

1) 현대글로벌서비스의 2018년 및 2019년 실적 및 영업이익률과 수주환경 등 

- 2018년 매출액은 가이던스인 4,180억원 초과, 2019년 매출액은 7,000억원 이상 전망 

- 기술서비스(Retrofit 등)부문의 2019년 매출액은 약 2,500억원, OPM 5~10%로 예상 

- 수주금액의 증가원인으로는 1)유가상승, 2)IMO2020 규제 임박 및 선주사들 인식 확산 

2) 현대오일뱅크의 4분기 실적 및 연결 자회사별 전망 

- 현대오일뱅크는 3분기 1공장 유지보수 마무리로 4분기 약 30% 수준의 가동량 증가 

- 가동량 증가와 3분기 용량증대와 (1공장 16만, 2공장 36만B/D) 고도화 비율 상승(약 41%)

으로 이익률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현대케미칼은 MX의 원재료인 컨덴세이트 가격 상승으로 이익률 하락했으나, 컨덴세이트 가

격은 3분기가 Peak로 4분기 이익률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전망. 컨덴세이트 주요 수입처는 이

란, 카타르, 호주, 러시아 등인데, 이란에 대한 제재 등으로 지난 7월부터 이란산 수입 중단

함. 2019년 1월 수요 분까지 수입 완료한 상황임 

- 현대오씨아이의 가동량 대비 판매량은 3분기 80~90%였으나, 4분기에는 Main품목 이외에 

Sub품목에 대한 품질인증완료로 판매량 90~100%로 전망하며, 이익률도 개선 

3) 현대오일뱅크의 상장 지연 이유 

- 회계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음. 현대오일뱅크가 지분 60%를 보유한 쉘베이스오일 종속회

사에서 관계사로 분류(연결대상→지분법대상)하면서 증선위 감리 진행 중 

- 국정감사로 결과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발표 이후 바로 상장 절차 개시 

4) 현대중공업지주 2018년 연말 배당 시가배당률 5% 수준 가능성 

- 2018년 8월에 이미 회사의 배당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당시 주가 386,000원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 5% 이상의 배당을 실시한다는 점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번복 없을 것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076.92 

시가총액 6,05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43% 

자본금(보통주) 8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88,500원 / 316,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87억원 

외국인지분율 20.42% 

주요주주  정몽준 외 6 인 33.32%  
 국민연금 10.1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2.7  8.2  -12.4  -14.1  

상대수익률 -3.8  17.2  4.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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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News 

유한양행  
(000100) 

 유한양행 기술수출의 의미 

 

홍가혜  
 

kahye.hong@daishin.com  
 

한송협  
 

songhyeop.ha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10,000 
상향  

현재주가 

(18.11.05) 
231,000  

제약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10,000원으로 상향(+6.9%) 

- 목표주가는 영업가치 2조 2,501억원(12mF EBITDA=1,389억원, Target EV/EBITDA=16.2

배)에 레이저티닙 신약가치(rNPV= 8,739억원, 신규 반영) 및 자회사 유한킴벌리 가치 

4,444억원을 합산하여 SOTP 방식으로 산출 

 

레이저티닙, 단독 및 병용투여에 있어 Best-in-Class 치료제 기대 

- 11/05, 글로벌 제약사 Janssen에 레이저티닙 기술 수출 공시(한국 제외 글로벌 판권 이

전). 총 계약 금액은 12.5억 달러(1조 4,000원 상당),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5천만 달러

(561억원) 규모이며 경상 로열티는 별도. 총 계약 금액의 60%는 유한양행으로 배분 예정 

- 레이저티닙: 3세대 EGFR TKI*로서 기존 약물에 내성이 발현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경구용 표적치료제. 1세대 EGFR TKI 반복 투여시, 약 60%에서 유전자 변이(T790M)가 발

생하며 약 50% 환자는 뇌로 암이 전이되어 치료 효과 소실. 레이저티닙은 T790M 변이에 

높은 선택성과 효능을 보이며, 뇌혈관장벽을 투과해 뇌전이 환자에 대한 항암 효과 보유. 

경쟁품목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로 ‘17년 매출 $ 955M→‘24년 $ 5,149M 기대  

- 단독 및 병용투여에 있어 Best-in-Class 치료제 기대: 올 9월 세계폐암학회(WCLC)에서 

발표한 국내 임상 1/2상 중간 결과에서 뇌전이 여부에 관계없이 66%의 반응률과 안전성 

확인. 고용량 투여 시에도 3단계 이상의 중증 부작용 발현율이 적어 매력적인 병용 타겟으

로 부각. 특히 Janssen이 보유한 c-met/EGFR 이중항체와 병용 투여 시, 보상적인 경로 

활성 제한을 통한 치료 효과 증대 기대  

- 향후 개발 일정: 연내 국내 임상 2상 종료 예정. 이후 단일/병용 요법에 대해 글로벌 임상 

3상 IND 제출(1H19) 및 국내 조건부 허가 기대(2H19)  

- 실적에 미치는 영향: 기술수출 계약금 약 340억원 일시 인식으로 4Q18 실적 개선 전망. 

2019년 임상 3상 진입 시, 추가적인 마일스톤 유입 기대 

*EGFR 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타이로신키나제억제제) 

 

Next 파이프라인은? 

-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 중: 현재 개발 초기단계이나 면역항암제,   

NASH 등 미충족 수요 높은 질병을 타겟. 향후 추가 파이프라인 확보에 대한 기대감 유효  

- 면역항암제: 1)이뮨온시아(미국 Sorrento사와 JV)에서 면역항암제 IMC-001 임상 1상 진

행. 2019년 임상 완료 목표 2)앱클론과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YHC2101도출. 전임상부터 

글로벌 상업화는 유한양행이 진행할 예정 

- 당뇨/NASH: GLP-1/FGF21 이중작용 신약(제넥신 기술 적용) 임상 진입 기대(2H19)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1,321  1,462  1,515  1,573  1,667  

영업이익 98  89  81  88  98  

세전순이익 205  145  132  144  151  

총당기순이익 161  110  85  106  109  

지배지분순이익 161  109  85  106  109  

EPS 14,416  9,306  6,894  8,635  8,860  

PER 13.8  23.5  33.5  26.8  26.1  

BPS 131,406  134,428  134,231  141,339  148,693  

PBR 1.5  1.6  1.7  1.6  1.6  

ROE 11.3  7.0  5.2  6.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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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PI 2076.92 

시가총액 2,87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0% 

자본금(보통주) 6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57,500원 / 167,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89억원 

외국인지분율 23.71% 

주요주주  유한재단 외 2 인 15.57%  
 국민연금 12.6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9  3.1  2.0  15.9  

상대수익률 12.3  13.6  20.9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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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News 

삼성전기  
(009150) 

 
MLCC, 야교(Yageo)와 
Level(경쟁력)이 다르다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20,000 
유지  

현재주가 

(18.11.06) 
125,50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220,000원 유지 

- 전일(11/6), 삼성전기의 주가는 6.3% 하락 시현. 대만의 MLCC 업체인 야교(Yageo)의 10월 

매출이 39%(MoM) 감소, MLCC 고점 논란에 기인. 야교 주가는 9.41% 하락, 반면에 무라타

(일본)는 2.64% 상승 

- 야교의 실적이 삼성전기 MLCC 매출을 추정하는데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 시장의 변화

(MLCC 성장은 IT가 아닌 전장용, 공급 증가 여력은 제한적)는 야교가 아닌 무라타(일본), 삼

성전기가 견인. 고용량의 IT 시장, 산업용(네트워크 등) 및 전장용(전기자동차 등) 중심으로 수

요가 높아 2019년 MLCC의 평균가격 상승 및 제품 믹스 효과로 삼성전기의 매출과 이익 증

가는 가능하다고 판단. 야교와 실적 차별화는 2018년 4분기에 시작 전망 

-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220,000원 유지. 11월 탑픽 유지 

- 잔여이익(RIM) 적정주가는 220,489원 제시. 삼성전기는 야교와 다르다. 이유는 
 
2019년 고용량의 IT 및 전장용(삼성전기)은 공급부족, 저용량(야교) 공급부족 해소 

- 1) 삼성전기의 MLCC는 고용량(1005 이하에서 1마이크로~10마이크로 패럿 제품)의 IT 제

품과 산업용, 전장용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 반면에 야교는 저용량(1005 이상 및 1마

이크로 패럿 이하)의 IT 제품에 의존. 10월 매출 감소(4분기는 3분기대비 역성장 예상)는 TV, 

PC, 스마트폰 업체의 저용량 MLCC 수요 감소에 기인. 반면에 삼성전기는 전장용 및 산업

용, 고용량의 수요 강세로 4분기 매출 증가(1.3% qoq) 전망 

- 2) 삼성전기의 MLCC는 대형 고객(IT, 자동차)과 장기 공급 계약을 유지. 고용량 영역에서 공

급 부족으로 IT 제품은 약 6개월, 전장용 / 산업용은 약 1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야교의 주고객이 유통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1~2개월 계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월별 매출 변

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8월 정점으로 10월 매출 하락세가 높음 

- 3) 2019년 MLCC 업체의 공급 증가는 고용량 IT 분야보다 전장용 중심으로 진행 전망. 무라

타(일본)와 삼성전기의 주력 시장(고용량 및 전장)의 공급 부족, 가격 상승 지속 추정. 2019년 

세트(스마트폰, TV, PC)의 성장률이 종전대비 낮아지면 야교는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구조. 

반면에 삼성전기는 전장용 비중(매출)이 2018년 4분기 7%에서 2019년 16%, 2020년 25%

로 증가하여 성장세가 차별화되는 구조. 또한 스마트폰은 트리플 카메라, 5G 및 폴더블폰 등

장, FOD 채택 등으로 MLCC(고용량 중심으로) 채택이 종전대비 20%~30% 증가 추정. 삼성

전기, 무라타만 공급 가능, 생산능력 증가는 미미 판단 

- 4) 삼성전기의 2019년 MLCC 매출(4조 2,286억원)은 23.1%(yoy), 전체 영업이익은(1조 

6,166억원)은 44%(yoy) 증가 추정. 야교(Yageo)는 저용량 IT 영역에 의존된 포트폴리오로 

공급부족 기간(4Q17~3Q18)에 가격 상승으로 매출이 200% 증가하였으나 4Q18 이후에 공

급부족 해소로 매출 감소 전망. 반면에 삼성전기(매출비중, 3Q18 기준)는 산업용 및 전장용 

비중이 21%, 고용량이 50% 인 점을 감안하면 야교와 달리 제품 믹스 효과, 다양한 거래선

과 장기 공급 체결로 2018년 4분기, 2019년 MLCC 성장(매출, 이익) 전망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6,033  6,838  8,385  9,877  10,227  

영업이익 24  306  1,123  1,617  1,554  

세전순이익 32  254  1,032  1,504  1,466  

총당기순이익 23  177  743  1,113  1,085  

지배지분순이익 15  162  706  1,024  998  

EPS 176  2,135  9,419  13,681  13,331  

PER 288.8  46.8  13.3  9.2  9.4  

BPS 54,640  54,531  62,895  75,361  87,490  

PBR 0.9  1.8  2.0  1.7  1.4  

ROE 0.3  3.8  15.5  19.1  15.8  

환율민감도(원달러)분석  2019F 2020F 

환율 100원 상승시 EPS(주당순이익) 변동율  1.6%(↑) 1.7%(↑)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삼성전기,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PI 2089.62 

시가총액 9,51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68% 

자본금(보통주) 37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63,000원 / 89,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498억원 

외국인지분율 22.82% 

주요주주  삼성전자 외 4 인 24.04%  
 국민연금 12.0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0  -17.2  9.1  25.5  

상대수익률 0.9  -9.4  28.5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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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제주항공  
(089590) 

 3분기 실적 예상치 부합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이지수   
jane.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2,000 
상향 

현재주가 

(18.11.06) 
34,850 

운송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2,000원 +10.5% 상향 

- 목표주가는 12M Forward EPS에 Target PER 10배 적용(RIM기준 적정주가는 44,648원) 

- 2018년 3분기 실적은 당사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임 

- 목표주가 상향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 4분기 및 2019년 실적 추정치 상향에 기인 

- 항공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공격적인 기재도입이 다소 부담되지만, 공항 Slot 선 확보와 탄력

적인 Yield 및 노선정책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남 

- 2018년 3분기 주력 노선인 일본 오사카 노선의 비정상적인 영업환경(태풍, 지진)에서도 매출액이 

31%(yoy)이상 증가한 점이 이를 증명 

 

2018년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예상을 상회, 영업이익은 예상에 부합 

- 제주항공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3,495억원 (+31.1% yoy), 영업이익 381억원 (-5.7% 

yoy), 지배순이익 311억원 (-3.6% yoy)로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 시현 

-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1)국내선 598억원(-3.1% yoy), 2)국제선 2,632억원(+42.6% yoy), 3)

부가매출 261억원(+28.6% yoy)를 기록함  

- 항공운송 사업량은 1)국내선 ASK +1.6%(yoy), RPK -1.2%(yoy), L/F 93.2%(-2.7%p yoy), 

2)국제선 ASK +35.2%(yoy), RPK +30.8%(yoy), L/F 86.8%(-2.9%p yoy) 기록 

- 공급증가대비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국내선과 국제선 Load Factor 모두 하락 

- 국제선 L/F가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2015년 3분기 이후 12분기만 임 

- 국제선 Yield는 64.2원/km인으로 전년동기대비 9.0% 상승하였는데, 이는 항공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부과효과 때문 

 

4분기 실적 매출액 3,304억원(+26.3% yoy) 영업이익 183억원(+3.1% yoy) 전망 

- 2018년 3분기 신규기재 3대 도입에 이어 4분기에도 2대의 항공기 도입(2018년말 항공기 

39대)으로 국제선 ASK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RPK는 27.5% 증가 전망) 

- 인천발 정기노선증편과 지방공항발 일본 및 동남아 노선 증편 예상함 

(단위: 십억원, %)  

구분 3Q17 2Q18 
 3Q18  4Q18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67  283  326  350  31.1  23.4  330  330  26.3  -5.5  

영업이익 40  12  38  38  -5.7  227.7  39  18  4.1  -52.1  

순이익 32  17  28  31  -3.6  85.1  33  13  0.7  -57.4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748  996  1,272  1,515  1,737  

영업이익 58  101  114  141  196  

세전순이익 69  101  128  146  201  

총당기순이익 53  78  98  112  155  

지배지분순이익 53  78  98  112  155  

EPS 2,038  2,954  3,726  4,259  5,862  

PER 12.3  12.0  9.4  8.2  5.9  

BPS 10,342  12,574  15,703  19,214  24,328  

PBR 2.4  2.8  2.2  1.8  1.4  

ROE 21.0  25.8  26.4  24.4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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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089.62 

시가총액 91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7% 

자본금(보통주) 13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1,000원 / 28,8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3억원 

외국인지분율 9.55% 

주요주주  AK홀딩스 외 6 인 59.56%  
 제주특별자치도청 7.7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0  -16.2  -29.9  5.8  

상대수익률 6.4  -8.3  -17.4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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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아시아나항공  
(020560) 

 연결자회사 턴어라운드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이지수  
jane.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800 
유지 

현재주가 

(18.11.06) 
3,920 

운송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800원 유지 

- 2018년 3분기 실적은 유류비 부담으로 당사 및 시장 기대치를 하회 

- 3분기 실적은 예상을 하회하였으나, 1)차입금 감소에 따른 재무비율 개선으로 유동성 위험이 

감소, 2)항공화물부문의 수익성이 견조하게 유지, 3)중국노선의 수요회복, 4)장거리 유럽노선

의 운항증대를 통한 중장거리 노선 비중확대, 4)연결자회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등의 긍정

적인 요소 감안하여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유지함 

 

2018년 3분기 실적은 연결자회사들의 실적 호전에도 당사 기대치를 하회 

-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3분기 매출액은 1조 8,521억원(+13.6% yoy), 영업이익 1,010억원

(-14.8% yoy), 순이익 478억원(+181.3% yoy)을 시현 

- 연결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영업이익이 각각 104억원, 36억원을 기록하였고, 금호

리조트의 영업이익이 54억원을 기록하는 등 연결자회사들의 실적은 예상을 상회 

- 다만, 별도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은 매출액 1조 6,913억원(+11.2% yoy), 영업이익 813

억원(-21.5% yoy), 순이익 1,453억원(1,806.9% yoy)로 예상을 하회 

-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예상을 하회한 이유는 1)연료유류비 5,204억원(+40.9% yoy, 당사 예

상 4,841억원), 2)항공기임차료 1,735억원(+11.5% yoy, 당사 예상 1,591억원) 때문 

-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여객(국내+국제)은 1조 1,116억원(+12.0% yoy), 화물은 3,854억원

(+13.4% yoy), 기타 2,041억원(-1.8% yoy)을 기록함 

- 항공운송사업량은 1)국제선 ASK +2.8%(yoy), RPK +3.8%(yoy), L/F 84.1%(+0.8%p, yoy), 

2)화물 ATK +5.7%(yoy), RTK +1.5%(yoy), L/F 78.6%(-3.3%p yoy) 기록 

- 국제여객 및 화물 Yield는 각각 86.1원/km인(+6.8% yoy), 310.1원/km톤(+15.5% yoy) 

 

2018년 4분기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1.81조원, 영업이익 610억원 전망 

- 별도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은 매출액 1.64조원, 영업이익 500억원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3Q17 2Q18 
 3Q18  4Q18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631  1,643  1,815  1,852  13.6  12.7  1,790  1,811  9.9  -2.2  

영업이익 119  38  122  101  -14.5  166.6  113  61  -30.9  -39.8  

순이익 16  -51  195  48  198.5  흑전 145  28  -86.6  -40.6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5,764  6,227  6,909  7,269  7,494  

영업이익 256  276  265  312  389  

세전순이익 70  351  26  112  198  

총당기순이익 53  248  20  81  143  

지배지분순이익 49  252  20  81  143  

EPS 251  1,227  95  394  694  

PER 16.8  3.7  41.2  10.0  5.6  

BPS 4,346  5,607  6,096  6,431  7,088  

PBR 1.0  0.8  0.6  0.6  0.6  

ROE 5.7  24.7  1.6  6.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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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089.62 

시가총액 80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6% 

자본금(보통주) 1,12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460원 / 3,3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9억원 

외국인지분율 10.93% 

주요주주  금호산업 외 4 인 33.48%  
 금호석유화학 11.9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6  -6.0  -25.9  -14.5  

상대수익률 1.4  2.9  -12.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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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모두투어  
(080160) 

 낮아진 눈높이 부합 

 

김수민  
 
soomin.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5,000 
유지 

현재주가 

(18.11.05) 
25,050 

레저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35,000원 유지 

- 목표주가 35천원은 19E Forward EPS 1,500원에 Target PER 22배 적용 
 

3Q18 Review: 연결 OP 25억원(-69% yoy), 낮아진 눈높이 부합 

- 3Q18 연결 매출 973억원(+34% yoy), OP 25억원(-69% yoy). 당사 추정 OP(23억원), 컨센서스

(30억원) 부합. 별도 매출 577억원(-8% yoy), OP 36억원(-59% yoy), OPM 6%(-8%p yoy) 

- 3Q18 본사 PKG 송출객 -5% yoy, ASP 소폭 하락(-0.3% yoy)하며 매출 역성장. 마케팅비

용 증가(+26% yoy)는 여행 박람회의 시점 차이에 기인(4Q17 vs. 3Q18) 

- 자회사 합산 영업손실 11억원(+57% yoy). 일본 여행수요 급감에 따른 모두투어재팬 적자전

환(영업손실 3억원) 및 모두스테이 4호점 부담에 따른 영업손실 9억원 영향. 자유투어는 송출

객 PKG -4% yoy, TKT +69% yoy 외형 성장하며 영업손실 축소(3억원→1억원) 
 

18.10월 송출객 점검 및 향후 전망 

- 18.10월 전체 송출객 23만명(+5% yoy), PKG 13만명(+10% yoy), TKT 9만명(-2% yoy) 

- 향후 예약률. 18.11월 -2.6%(+2%p), 12월 -9.2%(+6%p), 19.1월 -19.0%, 2월 +68.8% 

- 4Q18E 별도 OP 59억원(+32% yoy) 전망. PKG 송출객 +2% yoy, ASP -3% yoy 가정. 지

난 4Q17 외형 성장(송출객 +15% yoy, ASP +11% yoy)에도 불구, 인건비(+20% yoy), 광고비

(+97% yoy) 증가로 OP 45억원(-17% yoy) 기록한 바 있음. 이는 4Q18E 실적 부담 완화로 

작용.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Y→Q) 및 부진한 업황 등 감안, 인건비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박

람회 시점 차이로 마케팅비용 감소 효과(-33% yoy) 또한 기대 
 

- 일본 송출객 비중(약 21%) 및 지사 이익 기여도(분기 OP -3~3억원) 크지 않고, 전체 송출

객 약 80% 차지하는 근거리 지역간 ASP 편치(66~69만원) 또한 적어 변동성 제한적. 꾸준한 

예약률 개선과 동남아 성장 재개(+9% yoy) 등 감안, 업황은 확실히 바닥을 통과. 아무리 늦어

도 평창올림픽 기저 발동되는 19.2월 본격적 성장 재개에 대한 방향성 입증. 4Q18E 점진적 여

행 수요 회복 및 실적 증익, 이후 본격적인 업황 회복과 기저구간으로 진입하는 흐름. 1Q19E 

비자센터 신규사업 개시 및 해외 지사 추가 연결 편입 등 추가 긍정적 요소 다수 감안시, 19E 

Forward PER 17배 수준의 현재 주가는 매력적이라고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3Q18  4Q18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73  83  84  97  33.9  16.6  85  94  21.6  -3.8  

영업이익 8  4  2  3  -69.2  -37.0  3  6  10.6  148.9  

순이익 6  3  2  1  -79.4  -54.5  3  9  120.4  659.3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237  291  384  395  427  

영업이익 20  32  22  37  47  

세전순이익 23  33  29  39  49  

총당기순이익 16  24  21  29  37  

지배지분순이익 17  24  21  29  36  

EPS 1,330  1,279  1,109  1,511  1,911  

PER 21.8  23.8  22.6  16.6  13.1  

BPS 8,207  7,134  7,809  8,894  10,283  

PBR 3.5  4.3  3.2  2.8  2.4  

ROE 16.5  20.3  14.8  18.1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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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691.94 

시가총액 47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1% 

자본금(보통주) 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0,450원 / 19,8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0억원 

외국인지분율 30.49% 

주요주주  우종웅 외 15 인 15.46%  
 Columbia Management Investment 

Advisers, LLC 외 1 인 5.0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2  10.6  -28.6  -12.1  

상대수익률 21.0  26.1  -11.7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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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나스미디어  
(089600) 

 점진적 개선을 기대 

 

김수민  
 

soomin.kim@daishin.com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0,000 
유지 

현재주가 

(18.11.05) 
33,000 

미디어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60,000원으로 유지 

- 목표주가 60천원은 12M Forward EPS 2,693원에 Target PER 21배 적용 
 

3Q18 Review: 매출 249억원(-16% yoy), 영업이익 50억원(-21% yoy) 

- 3Q18 연결 매출 249억원(-16% yoy, -7% qoq), 영업이익 50억원(-35% yoy, -21% 

qoq). 당사 추정 OP 63억원 및 컨센서스 하회. 자회사 플레이디 실적 부진 영향 

- 별도 매출 169억원(-18% yoy), 영업이익 42억원(-26% yoy). 당사 추정 부합하는 수준. 

OPM 25%(-3%p yoy). 취급고 +4% yoy 증가했으나, 매출전환률 -4%p 하락 

- 실적 부진 배경은, 1) 온라인 매출 121억원(-17% yoy). 총매출 인식 구조의 모바일플랫폼

(Nswitch, CPI) 매출 감소(-42% yoy)에 따른 역성장 지속. 17A 모바일플랫폼 취급고 비중 5% 

미만, 매출 비중 25% 수준. 주요 광고주 마케팅 시점과 주력 집행 매체 차이 영향. 회사의 구

조적 문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그 외 디스플레이광고(DA) +0.4% yoy. 추석시점 차

이에 따른 역기저 영향(3Q17 145억원 > 4Q17 136억원). 연휴직전 물량 확대, 연휴 기간 저

조. 2) 디지털방송 매출 5억원(-66% yoy). 렙사가 영업 변동성을 부담하는 고정비(MG) 형태의 

계약 구조와 지난 4Q17(34억원, +172% yoy) 이후 높아진 눈높이 부담. 취급고 증가가 매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 그 외 디지털옥외 매출 43억원(-6% yoy). 비수기 감안시 양호한 수준. 

대형 광고주 종료에 따른 공백 착실히 메워가는 중 

- 플레이디 매출 80억원(-11% yoy), OP 12억원(-51% yoy), OPM 15%. 검색광고(SA) 경쟁 

심화로 수수료율 소폭 하락(-0.5%p) 및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 증가(+6% yoy) 영향 
 

4Q18E Preview: 매출 274억원(-11% yoy), OP 74억원(-26% yoy) 

- 4Q18E 매출 274억원(-11% yoy), OP 74억원(-26% yoy) 전망. 온라인/IPTV 실적 부담 지

속되나, 성수기 진입 과정에서 본사 온라인매출 성장 재개 예상(+5% yoy). 주요 게임사 신작 

출시에 따른 모바일플랫폼 취급고 확대로 외형성장 및 수익성 개선. 국내 광고주의 중국향 물

량 또한 신규 반영 예정. 디지털옥외 매체 추가 확보 가능성 또한 높음. 4Q18E 이후 IPTV 실

적 정상화 또한 진행될 것. 점진적 개선세 이어질 수 밖에 없음.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성 감안, 

역사적 저점인 현 주가(19E Forward PER 12배) 투자의견 매수 유지 
 

(단위: 십억원, %)  

구분 3Q17 2Q18 
 3Q18  4Q18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0  27  25  25  -16.0  -6.6  28  27  -11.4  10.2  

영업이익 8  6  6  5  -35.1  -20.4  7  7  -26.3  46.9  

순이익 5  5  4  4  -28.5  -19.2  5  6  -20.2  44.4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70  120  106  122  134  

영업이익 15  34  26  32  37  

세전순이익 16  35  27  33  37  

지배지분순이익 12  25  20  24  27  

EPS 1,413  2,805  2,257  2,733  3,118  

PER 28.0  26.6  14.6  12.1  10.6  

BPS 11,207  13,659  15,226  17,359  19,777  

PBR 3.5  5.5  2.2  1.9  1.7  

ROE 14.1  22.6  15.6  16.8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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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691.94 

시가총액 28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3% 

자본금(보통주) 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93,700원 / 29,7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7억원 

외국인지분율 14.32% 

주요주주  케이티 외 4 인 59.87%  
 국민연금 12.1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5.6  -37.7  -49.7  -46.9  

상대수익률 -5.6  -29.0  -37.7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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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제이콘텐트리 
(036420) 

 MB가 끌어 준 최고 실적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8,200 
유지 

현재주가 

(18.11.06) 
4,650 

미디어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8,200원 유지 

- 12M FWD EPS 291원에 PER 28배 적용( ‘11년 이후 PER 평균 23배 대비 20% 프리미

엄 적용). 메가박스의 성장 및 이익 개선이 나타나고, JTBC 흑자 전환 이후 드라마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프리미엄 적용. RIM 기준 8,900원  

 

3Q18 Review: 메가박스가 이끌어 준 역대 최고 실적 

- 매출 1.6천억원(+36% yoy, +41% qoq), OP 182억원(+71% yoy, +120% qoq) 달성 

- 당사 추정 영업이익 203억원에 소폭 미달한 이유는, 기존 드라마 판권에 대한 조기 상각을 

진행하였기 때문. 드라마 판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후 1.5년 동안 상각하지만, 향후 유통가능

성을 감안하여 일부 작품의 경우 조기 상각을 진행하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발생. 하지만, 

오히려 장기 실적에는 긍정적 

- 메가박스 매출 1천억원(+21% yoy, +58% qoq), OP 150억원(+48% yoy, +796% qoq) 달

성. 처음으로 매출 1천억원 돌파. OPM도 14.7%로 개선. ‘14년까지는 17% 수준을 유지했으

나, ‘15년 하반기 이후 직영점을 15개 출점하면서(기존 28개 대비 53% 증가) 초기 비용 부

담으로 OPM은 8%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투자비 회수되면서 마진 개선 중 

- 방송 매출 555억원(+49% yoy, -14% qoq), OP 33억원(+49% yoy, -50% qoq). 드라마 월

화 슬롯 추가에 따른 방영권 및 <라이프> 넷플릭스 판매, <미스티> 중국 판매 등 유통 매출 증

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증가. 판권 감액으로 이익은 감소 

 

- ‘19년에는 수목 드라마 슬롯을 추가하면서 JTBC의 드라마 편성이 ‘18년 대비 2개 증가

한 14개 전망. 또한, 성공적인 유상증자로 ‘19년 텐트폴 작품 2~3개가 제작될 예정이고, 연

내 작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 

- 드라마 편성 증가 반영한 2019년 방송 매출은 2.6천억원(+44% yoy)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3Q17 2Q18 
 3Q18  4Q18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16  111  159  157  35.6  41.1  152  131  8.0  -16.7  

영업이익 11  8  20  18  70.9  119.6  21  14  61.2  -23.6  

순이익 -1  2  14  10  흑전 291.3  11  10  1,235.9  5.3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335  420  509  608  687  

영업이익 29  33  44  60  72  

세전순이익 35  24  51  74  88  

총당기순이익 22  11  39  56  66  

지배지분순이익 19  6  27  43  51  

EPS 169  56  213  298  354  

PER 22.9  96.8  21.9  15.6  13.1  

BPS 736  1,389  2,412  2,710  3,064  

PBR 5.3  3.9  1.9  1.7  1.5  

ROE 26.3  5.3  10.7  11.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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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691.55 

시가총액 67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9% 

자본금(보통주) 7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8,054원 / 3,946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13억원 

외국인지분율 2.38% 

주요주주  중앙홀딩스 외 1 인 33.32%  
 국민연금 8.1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1.2  -24.9  -31.3  17.8  

상대수익률 -11.8  -15.1  -15.0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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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go 
한유정  yj.han@daishin.com  이나연  nayeon.lee@daishin.com 2018.11.07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40,000 현재주가(18.11.06) 88,600 

 

 

3Q18 오리온 연결 실적 잠정 발표  

 연결 매출액 4,937억원(-5.4% YoY), 영업이익 787억원(-0.0% YoY)으로 컨센서스 매출액 5,085억원, 영업이익 

744억원 대비 각각 -2.9%, +5.7%로 매출액은 부합, 영업이익은 상회하였으며, 대신증권 추정 매출액 5,025억원, 

영업이익 764억원 대비 각각 -1.7%, +3.0%로 기대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 기록 

 1) 한국, 중국 법인에서의 주력 신제품 관련 광고비 집행, 2) 2Q18 베트남 인센티브성 재고 이연 영향, 러시아 유통

망 구조조정 영향이 7월까지도 이어졌음에도  

 3) 한국 법인 외형(+5.2% YoY 추정), 이익(+6.2% YoY 추정) 성장이 지속되었으며, 4) 중국 법인 역시 10월 국경절

을 앞두고 기존 제품 매대 회복 및 상반기에 출시된 신제품 매출(약 300~400억원) 기여가 확대됨에 따라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이익 흐름을 시현하였음 

 3Q18 법인세비용이 443억원, 법인세율 57.3%로 높게 발표된 이유는 중국 법인의 이연법인세 영향.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Cash-out이 수반되지 않은 비용으로 해당 부분 감안 시 3Q18 당기순이익은 331억원이 아닌 580억원으

로 추정 

수급적 요인에 의한 최근 주가 급락은 매수 기회 

 5일 누적 외국인 순매도 184억원, 20일 누적 외국인 순매도 414억원으로 최근 수급적 요인에 의한 단기 주가 급락

으로 컨센서스 기준 2019E P/E 15.5배, 대신증권 추정치 기준 2019E P/E 14.5배에 불과 

 중국에서의 매출 회복 속도가 연초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

다고 판단 

 또한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출시하는 신제품들의 외형 성장이 매 분기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을 포함한 베

트남, 러시아 등에서의 비용 효율화 기조로 과거 대비 개선된 수익성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긍정적

임 

 음식료 업종 대형주 최선호주 관점 유지 
 

 

표 1. 오리온 3분기 잠정 실적 (단위: 억원) 

 3Q18P 2Q18 QoQ 3Q17 YoY 

매출액 4,937 4,238 16.5% 5,221 -5.4% 

영업이익 787 396 98.7% 787 0.0% 

영업이익률 15.9% 9.3% 6.6%p 15.1% 0.9%p 

세전이익 774 359 115.8% 796 -2.9% 

세전이익률 15.7% 8.5% 7.2%p 15.3% 0.4%p 

법인세  443   82  439.6%  189  134.1% 

법인세율 57.3% 22.9%  23.8%  

순이익 331 276 19.6 607 -45.5 

순이익률 6.7% 6.5% 0.2%p 11.6% -4.9%p 

자료: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주: 3Q17 실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회계기준을 소급적용 하지 않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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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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