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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Watch 

 

글로벌 통화정책 수렴에 대한 견해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류로 비미국 지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완화’로 수렴 

- 국채금리 하향세 진전. 뿐만 아니라 통화완화로의 선회는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및 위험자산 선호를 지지 

- 연준 비둘기파적 입장 고수. 지금의 통화정책 수렴이라는 큰 틀이 단기간 내 변화할 가능성은 낮음  

박춘영. chunyoung.park@daishin.com 

 

Strategy 

 

중국 경제지표. 일단은 안도할 수 있다 

- 중국 1 ~ 2월 경제지표 발표. 투자는 양호했지만, 소비, 산업생산은 부진 

- 중국 정책효과 확인. 양회(3월 20일까지) 이후 소비확대, 세재개편 기대감 지속될 전망. KOSPI Bear Market Rally 후반전 전개 가능  

- 중국 소비, 산업생산지표 부진은 하반기 경계변수. 무역협상, 정책, 부동산지표 체크 필수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1Q19 Preview] LIG넥스원 : 더 멀리 보기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3,500원 유지 

- 1Q19 별도기준 실적은 매출액 3,633억원(-3.3% yoy), 영업이익 -1억원(적자전환 yoy) 전망. 현궁과 천궁의 2차 양산물량이 2018년 6월 

종료되어 2019년 상반기는 실적 기대치를 낮춰야 하는 상황. 하반기부터 2018년 국내 신규수주 증가분이 반영되며 실적 개선 예상 

- 채워지는 곳간, 신규수주 모멘텀 지속. 2018년 수주잔고는 5조 6,50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5.7조)에 근접하였으며 2019년에도 현궁 3차 

양산, 차기중어뢰, 피아식별기 모드5, L-SAM 체계개발, 장거리공대지체계 등의 신규수주를 전망. 2019년 말 수주잔고는 6조 

3,77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경신할 것으로 예상 

- 내년부터 확실한 턴어라운드(2021년 PER 9.4배). 해외수주가 장기 반영되고 국내 유도무기 예산은 매년 증액될 것으로 보여 장기 

성장성을 확보.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 경쟁력을 봐야 하는 시점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항공운송업: B737-Max8 영향은 미미  

- Boeing社의 최신기종 B737-Max8 추락으로 미국 등 40개국가 운항중단 지시 

- 국적 항공사 4곳 2027년까지 총 114대의 B737-Max8 항공기 도입 예정 

- B737-Max8 도입 연기가 항공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철강금속업: 긍정적인 2019년 1월~2월 중국 지표  

- 1~2월 중국 지표 발표. 당사 예상과 유사한 수준, 투자의견 비중확대 유지 

- 양호한 중국 부동산• 인프라 투자 증가율 확인. 철강 소비 증가 전망 유지 

- 중국의 철강재• 동 수요 증가에 수혜 강도 높은 POSCO, 풍산 선호 

이원주. wonju.lee@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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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Watch 

  

 글로벌 통화정책 수렴에 대한 견해 

 

박춘영 
 
chunyoung.park@daishin.com 

   ▶ Part 1. Issue Talk 

-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기존의 ‘정상화’ 혹은 ‘긴축’과는 반대 방향으로 수렴 중

이다. 지난 12월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인내심’ 발언을 시작으로 연준이 정상화 경로를 사실상 

보류함에 따라 비미국 지역 중앙은행들에게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여력이 생긴 것이다. 인도, 인

도네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이 현재 금리인하를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는 ECB또한 기존의 통

화정책 정상화 기조에서 물러나 추가 유동성 공급 대안을 내놓는 정책 변화를 보였다. 

-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 변화로 국채금리 하향세가 진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

성 완화 및 위험자산 선호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통화정책 수렴이라는 큰 틀이 

단기간내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연준, ECB 모두 이전의 유동성 환경으로의 복귀가 

아닌 정상화 과정에서 정책경로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에 있어 경기부양보다

는 경기완충의 역할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Part 2. Macro Check 

- 미국: 2월 고용 증가는 부진했으나 1월 소매판매는 회복 

      근원 CPI 2% 초반에서 정체. 연준 ‘인내심’ 지지 

- 유럽: 1월 독일 산업생산 부진. 제조업 회복 지연 신호 

      경기 회복 때까지 ECB 통화정책 정상화 연기될 것 

- 일본: 4Q GDP 소폭 상향. 수출은 여전히 불안요인 

      1월 소비성향과 M2 반등. 높아진 경기개선 가능성 

- 한국: 2월 실업률 안정. 비정규직 고용증가가 견인 

      2월 수출입 부진. 수출 제조업 불안 지속될 전망 

- 중국: 엇갈린 2월 실물지표. 투자는 반등, 소비는 부진 

      2월 통화량 부진. 경기회복 더딜 시 추가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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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중국 경제지표. 

일단은 안도할 수 있다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중국 투자지표는 양호했지만... 소비, 산업생산지표는 부진 

- 14일 중국 1 ~ 2월 실물 경제지표가 발표되었다. 산업생산(실제치: 5.3%, 시장 예상치: 5.6%)

이 부진한 반면, 소매판매(실제치: 8.2%, 시장 예상치: 8.2%)와 고정자산투자(실제치: 6.1%, 시

장 예상치: 6.1%)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 기대했던 투자지표, 특히 인프라투자 개선세가 뚜렷했다. 중국의 경기부양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

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12월대비 레벨다운되면서 향후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다. 엇갈린 경제지표 결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할 필요가 있

다.  

 

중국 정책효과 확인. 양회(3월 20일까지) 이후 소비확대, 세제개편 기대 유효 

-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본다.  

1월, 2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정책을 집중했던 유동성, 투자지표는 확연히 돌아서는 모습을 확

인했다. 고정자산투자가 6.1%대로 올라섰고, 인프라투자도 7.5%로 레벨업(12월 3.9%)되었다. 

부동산 개발은 11.6% 증가했다.  

- 중국 경기부양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시그널은 보여주었다. 그리고 양회 이후 시행될 중

국 소비확대 정책, 세제개편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당분간 중국의 강

력한 경기부양정책이 경기불확실성을 제어할 것으로 예상한다.  

 

KOSPI Bear Market Rally 후반전은 기대할 수 있어  

- KOSPI Bear Market Rally 후반전이 전개될 수 있는 조건들은 유효하다. 한국 OECD 경기선행지

수 반등과 함께 중국 투자지표 개선세는 당분간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를 잡아주고, 경기부양정책

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밸류에이션 부담에 하락세를 보여온 KOSPI의 하방경

직성 강화, 상반기 중 KOSPI 상승여력 확대(2,300선)가 가능할 전망이다.  

 

중국 소비, 산업생산지표 부진은 경계변수. 무역협상, 정책, 부동산지표 체크 필수 

- 다만, 소비, 산업생산, 제조업 부진은 앞으로 경계해야 할 변수이다.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

부양정책이 중국 경기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경기 선순환 

사이클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단기적으로 주목할 이슈는 미중 무역협상이다. 중국 산업생산, 제조업 부진의 중심에 무역분쟁의 

여파가 녹아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소비확대정책, 세제개편이 3월, 4월 소비지표 개선으로 이어지

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국 부동산 경기도 꾸준히 체크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경

기에 관해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을 억제하는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부문에 유동성 공급을 향후 얼마나 지속할 지 의문이다. 부동산 경

기가 둔화된다면 중국 경기에 불안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주목해야 할 변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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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LIG넥스원  
(079550) 

 더 멀리 보기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3,500 

유지  
현재주가 

(19.03.14) 36,450  

기계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3,500원 유지 

- 목표주가 43,500원은 2020E, 2021E 평균 EPS 3,161원에 타깃 PER 13.7배 적용 

(기존 2020E EPS 3,424원에 타깃 PER 12.7배 적용) 

- 타깃 PER은 주요 글로벌 방산업체 4사(레이시온, 탈레스, BAE, 제너럴다이나믹스)의 2019E 

평균 PER 

- 신규수주의 매출인식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지만 최근 수주잔고가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고  

턴어라운드 구간임을 반영  

 

1Q19 Preview 국내 양산물량 일시적 공백 시기로 눈높이 낮춰야 

- 1Q19 별도기준 실적은 매출액 3,633억원(-3.3% yoy) 영업이익 -1억원(적자전환 yoy) 전망

(컨센서스 없음). 현궁과 천궁의 2차 양산물량이 2018년 6월 종료되어 2019년 상반기는 실

적 기대치를 낮춰야하는 상황. 동사는 통상 양산매출이 개발매출 대비 마진이 좋은 편이며 

양산물량 감소에 따라 이익률도 하락. 하반기부터 2018년 국내 신규수주 증가분이 반영되며 

실적 개선 예상 

- 2019E와 2020E 실적에 대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20.3%, -23.1% 하향. 수출에 대한 

신규수주 증가의 매출 인식 기간이 기존 가정보다 길어졌기 때문(기존 1년 이연, 5년 반영 

→ 1.5년 이연, 9년 반영) 

 

실적보다 수주, 더 멀리 보기 

- 2018년 신규수주는 3조 3,816억원(+250.3% yoy)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이전 최대치 2015

년 3조 1,428억원). 1.8조원의 해외수주가 반영되었으며 매출 인식은 2020년 중반부터 시작

될 것으로 전망. 2015년 1.5조원의 해외수주는 연간 1,000~1,500억원이 반영 중.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다만 올해는 비용증가 구간 

- 채워지는 곳간, 신규수주 모멘텀 지속. 2018년 수주잔고는 5조 6,507억원(+50.0% yoy)으로 

역대 최대치 2015년 5.7조원에 근접. 2019년에도 현궁 3차 양산, 차기중어뢰, 피아식별기 

모드5, L-SAM 체계개발, 장거리공대지체계 등의 수주로 2.3조원(매출액 대비 146.2%)의 신

규수주를 전망. 연말 수주잔고는 6조 3,77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경신 예상. 한화디펜스의 

인도 비호복합 PJ 수주 시 장착되는 탐지레이더 및 신궁으로 전체 수주액의 30~40% 동사 

수주 인식 

- 현재 인력 및 CAPA는 2015년 매출액 1.9조원에 맞춰져 있는 상황. 2016년과 2017년 신

규수주가 각각 0.7조원, 1조원에 그쳐 올해까지 매출 정체 구간, 저마진 구간. 내년부터 확실

한 턴어라운드(2021년 PER 9.4배). 해외수주가 장기 반영되고 국내 유도무기 예산은 매년 

증액될 것으로 보여 장기 성장성 확보.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 경쟁력을 봐야하는 시점  

(단위: 십억원, %)  

구분 1Q18 4Q18 
 1Q19(F)  2Q19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76  418  363  363  -3.3  -13.2  347  390  7.2  7.2  

영업이익 9  -3  0  0  적전 적지 3  6  -50.9  흑전 

순이익 6  -3  -1  -1  적전 적지 0  4  흑전 흑전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1,760  1,478  1,574  1,574  0.0  1,598  -16.0  6.5  

영업이익 4  24  34  34  0.0  44  438.2  42.7  

순이익 -9  4  22  22  0.0  27  흑전 388.8  

자료: LIG넥스원,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155.68 

시가총액 80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5% 

자본금(보통주) 11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2,900원 / 29,0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0억원 

외국인지분율 8.72% 
주요주주  엘아이지 외 11 인 47.00%  

 국민연금 9.9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0  6.1  -0.3  -21.1  

상대수익률 3.3  1.9  7.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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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  B737-Max8 영향은 미미 

    Boeing社의 최신기종 B737-Max8 추락으로 미국 등 40개국가 운항중단 지시 

- 2018년 10월 Ryan Air의 B737-Max8 추락 이후 6개월이 채 지나기 전인 2019년 

3월 10일 Ethiopia 항공사의 B737-Max8 항공기 추락으로 B737-Max8 기종의 기

체(Software) 결함에 대한 우려 확산 

- Boeing社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40여개국(중국, 영국, 유럽연합, 싱가포

르, UAE,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는 B737-Max8에 대해 운항 중단 지시한 상황 

-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도 이 사건과 관련, 국적항공사들의 B737-Max8 항공기 도입

에 대해 운항 중단 조치 명함 

 

국적 항공사 4곳 2027년까지 총 114대의 B737-Max8 항공기 도입 예정 

-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중 2027년까지 B737-

Max8 도입계획은 제주항공 56대, 대한항공 30대, 이스타항공 18대, 티웨이항공 10

대 순 

- 상장사 중 대한항공은 2019년 5월부터, 티웨이항공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기재 

도입 예정이었으나, 美 FAA 와 Boeing社의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연

기될 것으로 전망 

 

B737-Max8 도입 연기가 항공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티웨이항공은 2019년 7,8,9, 그리고 12월 총 4대의 항공기를 도입 예정이었는데, 연

내 도입이 안될 경우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약 500억원,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약 40억원 내외로 추정 

- 대한항공의 경우 6대를 도입하여 기존 보유 기종을 대체할 예정이었으나, 도입연기 

시 기존 기종의 반납연기를 통해 기재 운영상의 손실은 없을 것으로 전망. 따라서 매

출 및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음(연료비 절감은 예외) 

- 운영리스로 도입예정이었던 항공사의 렌탈비용은 도입 이후부터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상의 영향도 없으며, 티웨이항공의 인건비 관련 우려도 사실과 다름 

- 금융리스나 소유방식으로 도입을 결정한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의 경우, 기체결함에 

의한 인도지연은 제작사의 책임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없을 전망 

-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주가 조정과는 달리 미국에서 B737-Max8을 운항하고 있는 

United Airlines, American Airlines, 그리고 Southwestern Airlines 주가는 견조 

- B737-Max8 추락 후 3월 13일까지 美 3개 항공사의 주가 변동폭은 평균 -1.3%로,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주가 조정은 과도. 매수기회로 삼을 것을 추천함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배,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19,345  20,788  22,877  24,035  25,321  

영업이익 1,501  1,461  1,065  1,686  1,769  

세전순이익 -525  1,715  -4  900  1,184  

총당기순이익 -410  1,241  -26  667  876  

지배지분순이익 -421  1,235  -22  660  866  

EPS -1,385  3,730  -68  1,958  2,569  

PER NA 4.8  NA 9.2  7.0  

BPS 9,549  15,967  15,958  17,723  20,110  

PBR 1.2  1.1  1.1  1.0  0.9  

ROE -14.0  29.5  -0.4  11.6  13.5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합산,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양지환  

이지수 

 

 

jihwan.yang@daishin.com 

jane.lee@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대한항공 Buy 42,000원 

아시아나항공 Buy 4,800원 

제주항공 Buy 48,000원 

티웨이항공 Buy 11,000원 

진에어 Buy 23,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6  3.1  5.2  -2.6  

상대수익률 -0.2  0.5  11.9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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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금속업  
긍정적인 2019년 1~2월 

중국 지표 

    1~2월 중국 지표 발표. 당사 예상과 유사한 수준, 투자의견 비중확대 유지 

- 2019년 1~2월 중국 지표에서 i) 양호한 중국 부동산·인프라 투자 증가율과, ii) 환

경규제 완화로 인해 전년대비 증가한 중국 철강재 생산량 확인. 기존 당사 예상과 유

사해 투자의견 비중확대 유지 

- 종목별 투자 선호도는 POSCO > 풍산 > 동국제강 > 현대제철 > 고려아연 

 

양호한 중국 부동산·인프라 투자 증가율 확인. 철강 소비 증가 전망 유지  

- 1~2월 중국 부동산개발 YoY +11.6%: 2014년 이후 최대 증가율. 부동산 개발사들

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주택 구매제한 완화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주요 원인. 

향후에도 경기성장률 둔화 방어를 위한 중국 정부의 주택규제 완화로 부동산개발 증

가율은 양호한 수준 유지할 것으로 판단  

- 1~2월 중국 인프라투자 YoY +4.3%: 2018년 9월 +3.3% 기록한 이후 매 월 상승

세. 중국 경기 둔화를 인프라 투자로 방어하려는 정부의 노력 때문. 철도와 도로가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 1~2월이 지나면서 건설 성수기 진입, 인프라투자 증가율은 추

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전망  

- 1~2월 중국 신규착공면적 YoY +6.0%: 2018년 YoY +17.2% 대비 증가율은 하락. 

1~2월의 추운 날씨, 춘절 등의 계절적 요인이 증가율 하락에 영향 끼침. 건설 성수

기 진입, 높아지는 주택 신규 분양가로 인해 낮아진 증가율은 반등 가능하다는 판단 

- 1~2월 중국 철강재 생산량 YoY +7.8%: 전년대비 완화된 중국 환경규제로 철강재 

생산량은 증가. 조강 생산량은 YoY +9.3%, 선철 생산량은 YoY +11.7% 증가하며 전

기로보다는 고로에서 생산량 증가 속도가 빨랐음. 환경규제 영향이 큰 동절기 이후에 

철강재 생산량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전년대비 낮아진 롤마진으로 인해 중

국 밀들의 자체적인 감산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 

 

중국의 철강재·동 수요 증가에 수혜 강도 높은 POSCO, 풍산 선호 

- POSCO Top-pick 의견 유지. 높아진 철광석 가격, 양호한 중국 부동산·인프라 투

자 증가율로 인해 중국 철강재 가격이 cost-push로 상승할 가능성 높다는 판단 

- 풍산 차선호 의견 유지. 중국 건설 경기 호조세,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동 수

요 증가 속도는 빠른 가운데, 공급은 수요 증가 속도를 하회할 가능성 높음. 2019년 

경기 둔화를 가정하더라도 동 가격 상승이 가능할 정도의 초과수요 발생할 것으로 전

망(2019년 예상 세계 동 시장 초과수요는 역대 최대 수준인 70~80만톤 전망)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배,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83,461  95,412  101,382  104,120  105,215  

영업이익 5,529  7,367  7,593  7,793  7,916  

세전순이익 3,637  6,429  4,669  6,779  7,002  

총당기순이익 2,718  4,491  2,603  4,766  4,924  

지배지분순이익 3,005  4,290  2,411  4,405  4,544  

EPS 8,280  11,820  6,642  12,135  12,518  

PER 13.7  11.3  15.3  8.9  8.6  

BPS 185,918  192,776  191,086  199,819  208,976  

PBR 0.6  0.7  0.5  0.5  0.5  

ROE 4.5  6.2  3.5  6.2  6.1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POSCO, 현대제철, 동국제강, 고려아연, 풍산 합산,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이원주  

 

 

 

wonju.lee@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POSCO Buy 340,000원 

현대제철 Buy 57,000원 

동국제강 Buy 11,000원 

고려아연 Marketperform 460,000원 

풍산 Buy 43,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4  1.5  -8.6  -18.6  

상대수익률 0.8  -2.5  -1.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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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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