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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hin’s View 

 

2020년 새해목표는 금주(금과 주식) 

- 2019년 펀더멘탈 지표 개선 없이 상승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승. 2020년 글로벌 교역 개선은 기업실적 전망 상향 

조정으로 이어져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다만 그동안 잠잠했던 물가 지표에 유의할 필요. 향후 물가 상승에 따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는 글로벌 금융시장 추세 변화의 중요 

변수. 특히 미국-이란 사태와 같은 경기와 무관하며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가능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 필요 

- 2020년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무게 중심을 두어 주식 비중 확대, 물가 상승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험성 측면에서 

금에 대한 관심 높이는 전략 필요 

조승빈. seungbin.cho@daishin.com 

 

Macro 

 

미국 고용, 둔화를 보이며 경기 하강 확인 

- 2019년 연말에 나타난 미국 고용지표의 둔화 조짐 

- 시간당 임금상승률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하락세 

- 고용 둔화로 확인된 미국 경제 하강 사이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전망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CES 2020] AI, Mobility는 Smart Life를 완성하다 

- CES 2020, 혁신적인 IT 기기의 공개보다 지능형(IoT : Intelligence of Things) 및 AI(인공지능) 접목으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초점.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빅데이터(Big Data)는 일반 대명사로 취급되어 본격적 사업 형태로 가시화될 것. 이러한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IT 기기 및 부품) 경쟁력은 경쟁사대비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 

- CES 2020 주요 시사점 3가지 

1) AI : 지능형 IoT 및 자율주행, 빅데이터 결합으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 

2) 모빌리티(Mobilty)는 산업간의 경계 소멸, 새로운 경쟁자의 주요 수단 

3)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프리미엄 영역을 차지할 전망 : P-OLED 수혜 

박강호.kangho.park@daishin.com 

 
[Issue Comment] 에치에프알: 엔텔스 인수 관련 코멘트  

- 엔텔스 최대주주 지분 19.43% 265억원에 양수 

- 통신 장비에 서비스 결합해 향후 5G 영업 시 판매 시너지 기대 

- 4Q19 영업이익 9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3% 증가 전망 

- 엔텔스 최대주주 지분의 프리미엄 반영한 양수에 대한 우려로 주가 하락 시 매수 기회로 판단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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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19 Preview] KT: 우리가 기다려 온 소식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6천원 유지. 4Q19 매출 6.3조원(+6% yoy, +2% qoq), 영업이익 1천억원(+9% yoy, -67% qoq) 전망 

- 4Q19 마케팅 강도는 완화되었으나, IFRS15 도입에 따라 과거 마케팅비의 상각이 반영되면서 회계기준으로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전망 

- 무선 ARPU는 +1.5% yoy로 3Q15 이후 처음으로 yoy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 

- 무선 사업 개선과 인터넷 및 IPTV 1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유는 외부 출신 CEO에 대한 불신에 기인. 새로 

선임된 CEO는 KT 내부 출신, 아직 경영성과에 대한 판단은 이르지만, 그 동안 막연하게 적용해온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해소 필요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4Q19 Preview] SKT: 구조적 변화의 갈림길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60천원 유지. 4Q19 매출 4.7조원(+8% yoy, +3% qoq), 영업이익 3천억원(+35% yoy, +1% qoq) 전망 

- 무선 ARPU는 +0.1% yoy로 3Q15 이후 처음으로 yoy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 

- 무선 사업이 개선 되고 있는 상황에서 11번가, SKB, ADT캡스, Wavve 등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및 추가 성장을 위해 조직을 이원화 

시키는 작업은 긍정적이라고 판단. 자회사 가치를 SKT의 기업가치에 반영시 시총 30조원 가능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4Q19 Preview] LGU+: 과거의 영광은 과거에 묻자 

-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목표주가 14.4천원 유지. 4Q19 매출 3.4조원(+6% yoy, +4% qoq), 영업이익 1.4천억원(+38% yoy, -8% qoq) 전망 

- 무선 ARPU는 -0.1% yoy로 경쟁사들과 달리 ARPU의 yoy 반등은 1Q20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 

- LTE 성장기인 ‘13~’14년에 PER 18배 적용. LTE 도입 초기 3년간 무선 점유율이 3.2%p 상승하는 성과에 따라 외인 비중이 16%에서 

32%까지 급증했기 때문. LTE 도입 초기에는 LTE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성과와, KT의 부진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더해져서 월등한 성과 

- 5G M/S는 25.0%로 전체 M/S 23.2%를 상회하고, 전체 M/S도 꾸준히 상승 중이지만, 현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5G의 결과는 경쟁사들 

대비 주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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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in’s 

View 

  

 
2020년 새해목표는 

금주(금과 주식) 

조승빈 seungbin.cho@daishin.com 

 

    

- 2019년에 펀더멘탈 지표의 개선없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높아졌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처럼 2020년에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2019년 주

가상승의 이유는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글로벌 교역의 개선은 기업실적 전망 상향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 글로벌 경기 회복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동안 잠잠했던 물가 지표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은 유

의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글로벌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향후 물가 상승에 따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특히, 미국과 이란 사태처럼 글로벌 경기와 무관

하면서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2020년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물가 상승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험성 측면에서 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다. 

 

 

 

 

경기선행지수 확산 비율 상승으로 OECD 경기선행지수 개선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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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미국 고용, 둔화를  

보이며 경기 하강 확인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2019년 연말에 나타난 미국 고용지표의 둔화 조짐 

- 미국의 월간 고용이 지난해 연말 둔화를 나타내며 경제 전반의 하강 조짐을 확인했다. 다만 여전

히 절대 수준 자체는 견고함에 따라 향후 미국 경제가 급격한 침체나 위축보다는 순환사이클 경

로 상으로 점진적인 둔화를 나타낼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 10일(현지시각)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2월 월간 실업률은 3.5%를 기록하며 전월과 동일했다. 

하지만 비농업부문 고용은 14.5만건을 기록해 월가의 사전 컨센서스(16만건)를 하회했고,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2.9%로 그간 중요 임계치로 인식됐던 3%를 밑돌았다. 

 

시간당 임금상승률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하락세 

- 미국의 12월 고용은 최근 ISM 지수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을 보이는 등 기업부문 지표들이 

부진을 나타냄에 따라 관심이 컸다. 상대적으로 고용은 탄탄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때마다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논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번에 집계된 고용은 미국 경제 전반으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는 내용이었다. 우선 신규고용건수 자체가 앞선 발표치의 하향 조정분까지 포함하면 예상치에 

비해 3만건 정도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당 임금상승률 역시 지난 2018년 7월 이후 가장 낮

은 수준을 나타냈다. 

- 우리는 그간 고용이 발표될 때마다 임금상승률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장 

물가 동향과의 관계를 통해 통화정책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이었고, 동시

에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사전 시그널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현재 하강 우려가 큰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역시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고용 둔화로 확인된 미국 경제 하강 사이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전망 

- 한편 이번 12월 고용은 지표 자체로는 부진했으나 여전히 미국 경제가 순환 사이클 상으로 완만

한 둔화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재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형성

됐던 침체 또는 급격한 경기 하강 우려와 달리 미국 경제가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탄탄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나타냈다는 의미다. 

- 한편 이처럼 경기 둔화가 고용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됨에 따라 통화당국의 완화적인 정책 행보

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미국 기준금리가 1회 가량 추가적으로 인하될 

수 있다는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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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0  
AI, Mobility는 

Smart Life를 완성하다 

 

    

지능형 IoT로 전환, AI 진화 및 폴더블 디스플레이 부각 

- CES 2020, 혁신적인 IT 기기의 공개보다 지능형(IoT : Intelligence of Things) 및 

AI(인공지능) 접목으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AI(인공지

능)는 우리의 삶과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빌리티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 속에 5G서비스와 AI, 자율주행 간 결합으로 산업별 경계 소멸, 이종 

산업간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환경)가 도래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

행, 빅데이터(Big Data)는 일반 대명사로 취급되어 본격적 사업 형태로 가시화될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IT 기기 및 부품) 경쟁력은 경쟁사대

비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다. CES 2020 주요 시사점을 3개분야로 정리하였다. 

 

AI : 지능형 IoT 및 자율주행, 빅데이터 결합으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 

- 1) AI(인공지능)의 적용이 스마트 기기 및 다양한 산업에 일반화되면서 IoT(사물인터

넷 : Internet of Things)는 지능형 IoT(Intelligence of Things)로 발전하고 있다. AI(인

공지능)는 단순한 명령 전달보다 스스로 환경을 분석, 통제를 포함한 추가적인 의사결

정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능형 로봇인 볼리(Ballie)는 로봇청소기 및 냉난방

을 상황 맞게 명령 수행, 조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경험 수행을 기반으로 최적의 의

사결정을 제공하였다. 자율주행과 결합되어 AI(인공지능)는 도로 환경에 맞게 약속시

간 변경, 문자 송수신을 포함한 환경 변화에 맞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AI(인공지능)는 이종 산업간 융복합을 가속화, 고유의 산업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산업

에서 신규 경쟁자가 다수 등장할 전망이다.  

 

모빌리티(Mobilty)는 산업간의 경계 소멸, 새로운 경쟁자의 주요 수단 

- 2) 모빌리티(Mobility)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인이다. 모빌리티(Mobility)는 스마트폰에서 

시작되어 자동차, 운송,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산업 성장에서 중요한 변곡점으

로 작용하고 있다. 모빌리티가 구독경제의 창출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산업간 융복

합으로 소멸되는 업종 출현 및 새로운 경쟁자 등장에 기여하고 있다. 5G 특징인 초지

지연, 빅데이터 수행의 장점을 감안하면 자율주행(모빌리티 결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자율주행은 자동차내에서 다양한 업무 수행(영화 시청, 온라인 의사결정 확대, 원격제

어 등)이 많아질 전망이다. 아마존도 알렉사 기반의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과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사업의 포트폴리오 확장하고 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프리미엄 영역을 차지할 전망 : P-OLED 수혜 

- 3) 초프리미엄 기기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채택이 증가하여 P-OLED 디스플레이 

부문에 수혜가 예상된다. 2020년 5G 서비스 확산으로 비디오(Video, 동영상) 콘텐츠 

증가 및 멀티 환경의 요구로 대화면 필요성이 증대하여 초프리미엄 기기는 폴더블 디

스플레이를 채택할 것으로 판단한다. 롤러블 TV(LG전자), 폴더블폰(삼성전자, 화웨이)

는 최상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축하였다. CES 2020에서 레노버가 폴더블 형태의 노

트북을 공개한 동시에 LG디스플레이도 다양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개하였다. 또

한 투명한 이중 디스플레이로 새로운 개념의 B TO B 시장 개척, IoT 환경에서 온라인 

구매를 동시에 진행 등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줄이는 중요한 매개체로 P-OLED가 역

할을 담당할 것이다.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삼성전자 Buy 70,000원 

LG전자 Buy 90,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4.7  21.6  29.2  47.4  

상대수익률 9.1  11.8  20.5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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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News 

에치에프알  
(230240) 

 엔텔스 인수 관련 코멘트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이새롬  
saerom.lee@daishin.com  

 
투자의견 N/R  

  

6개월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20.01.10) 
26,800  

통신장비, 스몰캡업종  

 엔텔스 최대주주 지분 19.43% 265억원에 양수 

- 2020년 1월 10일 엔텔스 대표이사 지분 134만주(지분율 19.43%) 양수 발표 

- 주당 가격 19,770원으로 1월 10일 종가 대비 109% 프리미엄 반영된 가격에 인수 

- 양수 목적은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5G 통신산업 내 경쟁력 강화라고 발표 

- 엔텔스의 주요 사업 영역은 이동통신 관련 과금, 빌링, 트래픽 관리 솔루션 등의 통합 운영 

지원 솔루션 제공,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등 IoT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솔루션 제공까지 

사업 영역 확장  

- 2019년 엔텔스 예상 매출액은 6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은 20~30억 수준 

 

통신 장비에 서비스 결합해 향후 5G 영업 시 판매 시너지 기대 

- 향후 글로벌 5G 통신장비 영업 시 기존 통신 장비에 서비스까지 결합해 수주 확보할 예정. 

에치에프알 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 사업의 주요 고객사들은  

글로벌 선두 업체들 보다는 Tier 2에 속한 업체들이 다수. 이들은 통신 장비와 함께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영업 시너지 효과 기대  

- 주요 고객사인 SKT의 인빌딩 솔루션 투자도 2019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  

에치에프알의 신규 장비인 레이어 스플리터와 5G 네트워크 솔루션의 수요는 지속 확대될 

전망 

 

4Q19 영업이익 9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3% 증가 전망 

- 4Q19 매출액 730억원(+58% QoQ), 영업이익 94억원(+133% QoQ) 전망 

-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국내 5G 프론트홀, 광중계기 매출액 증가세 

- 2020년 해외 5G 프론트홀 투자, 국내 인빌딩 솔루션 확대에 따른 프로트홀 장비, 신규 장

비 레이어 스플리터, 광중계기 본격적인 매출 확대 기대 

- 2020년 매출액 2,518억원(+44% YoY), 영업이익 350억원(+223% YoY) 예상 

- 해외 고객사들의 5G 투자 발주, 신규 장비의 매출 증가세에 따라 추가 실적 상향 가능 

- 국내외 5G 투자에 따른 에치에프알의 차별적인 모멘텀을 고려하면 엔텔스 최대주주 지분의 

프리미엄 반영한 양수에 대한 우려로 주가 하락 시 매수 기회로 판단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131  135  175  252  326  

영업이익 3  3  11  35  51  

세전순이익 2  0  12  37  53  

총당기순이익 3  -1  10  33  48  

지배지분순이익 3  -1  11  33  46  

EPS 256  -74  840  2,585  3,554  

PER 38.9  NA 31.9  10.4  7.5  

BPS 4,159  6,286  7,059  9,617  13,171  

PBR 2.4  1.8  3.8  2.8  2.0  

ROE 6.4  -1.4  12.7  31.0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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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673.03 

시가총액 32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5% 

자본금(보통주) 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9,800원 / 10,7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91억원 

외국인지분율 0.61% 

주요주주  정종민 외 2 인 34.4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9  5.5  44.5  136.1  

상대수익률 -1.3  -0.5  43.2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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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KT  
(030200) 

 우리가 기다려 온 소식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가연  
  
g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6,000 

유지  
현재주가 

(20.01.10) 26,050  
통신서비스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6,000원 유지 

- 2020E EPS 2,763원에 PER 13배 적용(통신업종 공통. LTE 도입 전 ARPU 하락기인 

‘14~’11 10배 대비 30% 할증 수준, LTE 도입 초기 ARPU 상승기인 ‘12~’14 평

균) 

 

4Q19 Preview: 공격적인 회계 처리로 단기 비용은 부담. 탑라인은 좋은 성과 

- 매출 6.3조원(+6% yoy, +2% qoq), 영업이익 1천억원(+9% yoy, -67% qoq) 전망 

- 마케팅비용은 6.9천억원(+390억원 yoy, -140억원 qoq) 전망. 4Q19 마케팅 강도는 3Q19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IFRS 15 도입에 따라 과거 마케팅비용의 상각이 반영되면서 회계기준

으로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전망. 19.4월 5G 상용화 이후 급증한 마케팅비용에 대한 상각 

부담은 20개월이 지나는 1Q21에 해소될 것 

- KT는 3사 중 가장 공격적인 회계 처리 적용. 무선 마케팅비용 중 약 80~90% 정도는 자산

으로 인식 후 상각 처리 하는데, 3사 중 가장 짧은 20개월 동안 상각. LGU+ 24개월, SKT 

28개월. 무선 마케팅 비용 중 나머지 10~20%는 20개월 동안 매출 차감 

 

- 무선 ARPU는 31,920원(+1.5% yoy, +0% qoq) 으로 3Q15 이후 처음으로 yoy 턴어라운드

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 

(주: 이번 분기 실적부터 연간 약 1천억원 규모의 멤버쉽 포인트 관련 비용이 기존 마케팅비용에서 

매출 차감으로 바뀜에 따라 ARPU 자체는 당사 추정보다 400원 가량 낮아지겠지만, 과거 ARPU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동일) 

- 마케팅비용 중 일부를 ARPU 차감으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3사 중 가장 빠른 1Q19부터 

qoq 반등을 시작 했고, 4Q19 yoy 반등에도 성공하며, 가장 높은 ARPU를 보여주고 있는 점

은, KT의 무선 사업이 LTE때와는 달리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의미 

 

우리가 기다려 온 소식 

- 무선 사업이 개선되고 있고, 인터넷과 IPTV는 1위 사업자로서 시장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유는, 외부 출신 CEO에 대한 불신에 기인 

- 지난 연말 새로 선임된 CEO는 KT 내부 출신으로서 KT의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경험했기 때

문에, 아직 경영성과에 대한 판단은 이르지만, 그 동안 시장에서 막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밸

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F)  1Q20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5,995  6,214  6,320  6,323  5.5  1.8  6,210  6,383  9.4  0.9  

영업이익 96  312  173  104  9.0  -66.6  176  339  -15.6  224.9  

순이익 18  190  112  53  194.8  -72.0  80  206  -10.8  288.5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23,387  23,460  24,467  24,470  0.0  24,286  0.3  4.3  

영업이익 1,375  1,262  1,176  1,107  -5.9  1,198  -8.3  -12.2  

순이익 477  688  707  648  -8.3  687  44.4  -5.9  

자료: KT, Fn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06.39 

시가총액 6,80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49% 

자본금(보통주) 1,56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9,400원 / 26,0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46억원 

외국인지분율 47.10% 
주요주주  국민연금공단 12.5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0  -2.8  -5.8  -11.4  

상대수익률 -7.7  -10.7  -12.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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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SK 텔레콤  
(017670) 

 구조적 변화의 갈림길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가연  
  
g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60,000 

유지  
현재주가 

(20.01.10) 231,000  
통신서비스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360,000원 유지 

- ‘20E 별도 EBITDA 4.0조원에 EV/EBITDA 4.7배(LTE 도입 초기 3개년 ‘12~’14 평

균) 적용 후 자회사 가치를 합산한 SOTP 기준으로 목표주가 산정 

 

4Q19 Preview: 마케팅비용은 실적에 부담. 무선 성장은 긍정적 

- 매출 4.7조원(+8% yoy, +3% qoq), 영업이익 3천억원(+35% yoy, +1% qoq) 전망 

- 4Q18 일회성 비용(11번가 제휴카드 관련) 900억원 제외 기준 3.1천억원 대비로는 감소 

- ARPU는 31,361원(+0.1% yoy, +0.6% qoq) 으로 3Q15 이후 처음으로 yoy 반등 전망 

(주: 이번 분기 실적부터 연간 약 1천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규모의 멤버쉽 포인트 관련 비용이 기

존 마케팅비용에서 매출 차감으로 바뀜에 따라 ARPU 자체는 당사 추정보다 400원 가량 낮아지

겠지만, 과거 ARPU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동일) 

- 마케팅비용은 7.9천억원(+550억원 yoy, +10억원 qoq) 전망. 통신3사 모두 5G 초기인 

2Q19~3Q19 대비 마케팅 경쟁은 완화되었지만, IFRS15 도입에 따라 과거 마케팅비용의 상

각이 반영되면서 회계기준으로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전망 

- SKT는 단말 판매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선 획득비 전체를 자산 인식 후 상각. KT와 

LGU+는 무선 획득비 중 80~90%를 상각, 나머지 10~20%는 매출 할인으로 반영 

- SKT는 무선 획득비 전체를 상각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금액은 크지만, 상각 기간 역시 28개

월로 가장 길어서(KT 20개월, LGU+ 24개월), 비용 인식이 이연 되는 효과 발생. 반면 고객

지원금의 매출 차감이 없기 때문에 ARPU는 경쟁사들보다 높게 인식 

- 감가상각비는 LTE에서는 3사 모두 6년 상각. 5G는 SKT와 LGU+는 8년, KT는 6년 상각 

 

- 통신사의 실적 추정에서 ARPU와 마케팅비용 및 감가상각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 

세 가지 지표 모두 3사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표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

교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 

- 따라서, 각 사별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 

 

2020년 구조적 변화의 갈림길. MNO를 바탕으로 New Biz 신설 

- 무선 M/S는 15.2월 50% 정책 폐지 후 47%까지 감소했지만, 현 수준 유지 중. 고 ARPU 휴

대폰 가입자는 순증 지속. 5G M/S 45% 이지만, 초기 35% 대비 매월 상승 중 

- 무선 사업이 개선 되고 있는 상황에서 11번가, SKB, ADT캡스, Wavve 등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및 추가 성장을 위해 조직을 이원화 시키는 작업은 긍정적이라고 판단 

-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를 SKT의 기업가치에 반영시 시총 30조원 가능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F)  1Q20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352  4,561  4,692  4,681  7.6  2.6  4,637  4,622  6.6  -1.3  

영업이익 225  302  323  304  35.1  0.8  284  353  9.3  15.8  

순이익 485  274  163  127  -73.9  -53.8  207  391  3.1  208.5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17,520  16,874  18,026  18,015  -0.1  17,971  -3.7  6.8  

영업이익 1,537  1,202  1,271  1,252  -1.5  1,233  -21.8  4.2  

순이익 2,600  3,128  1,080  1,044  -3.4  1,118  20.3  -66.6  

자료: SK텔레콤, Fn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06.39 

시가총액 18,65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35% 

자본금(보통주) 4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72,500원 / 231,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14억원 

외국인지분율 37.50% 
주요주주  SK 외 3 인 26.78%  

 국민연금공단 11.1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8  -0.9  -9.2  -14.8  

상대수익률 -8.5  -8.9  -15.3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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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LG 유플러스  
(032640) 

 과거의 영광은 과거에 묻자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가연  
  
ga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4,400 

유지  
현재주가 

(20.01.10) 13,100  
통신서비스업종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목표주가 14,400원 유지 

- 2020E EPS 1,113원에 PER 13배 적용(통신업종 공통. LTE 도입 전 ARPU 하락기인 ’

04~’11 10배 대비 30% 할증 수준, LTE 도입 초기 ARPU 상승기인 ‘12~’14 평균) 

 

4Q19 Preview: 비용은 아직 부담. ARPU 반등은 1Q20에 기대 

- 매출 3.4조원(+6% yoy, +4% qoq), 영업이익 1.4천억원(+38% yoy, -8% qoq) 전망 

- 마케팅비용은 6.3천억원(+820억원 yoy, +420억원 qoq) 전망. 4Q19 마케팅 강도는 3Q19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IFRS 15 도입에 따라 과거 마케팅비용의 상각이 반영되면서 회계기

준으로는 증가 전망. 19.4월 5G 상용화 이후 급증한 마케팅비용에 대한 상각 부담은 24개월

이 지나는 2Q21에 해소될 것 

- 무선 ARPU는 31,506원(-0.1% yoy, +1.0% qoq) 전망. 경쟁사들과 달리 ARPU의 yoy 반

등은 1Q20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 LG헬로비전 인수에 따른 현금 수요를 감안하여 5G 가

입자 모집시 공시지원금 지급보다는 선택약정할인으로 유도한 것으로 추정 

 

과거의 영광은 과거에 묻자 

- LGU+는 LTE 고도 성장기인 ‘13~’14년에 PER 18배 적용. LTE가 시작된 11.9월부터 

14.12월까지 무선 점유율이 3.2%p 상승하는 성과에 따라, ‘13년 영업이익이 ‘12년 대비 

330% 증가한 것에 기인 

(주: ‘13년 영업이익은 ‘10년 LG 그룹의 통신 3사가 합병하면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6.5천

억원에 대한 상각이 종료되면서 회계이익이 2.2천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56% 개선) 

- 또한, LTE의 눈부신 성과에 따라 ‘12년 16%로 3사 중 가장 낮았던 외국인 지분율이 

‘14년 32%로 급증한 것도 주가 상승의 배경 

- 시장 대비 뛰어난 영업 성과를 보여주는 경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정당한 보상 

- LGU+의 5G M/S는 25.0%로 전체 M/S 23.2%를 상회하고, 전체 M/S도 꾸준히 상승 중. 

하지만, LTE 도입 초기에는 LGU+의 LTE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성과와, KT의 부진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더해져서 월등한 성과를 보여준 반면, 현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5G의 결과는 

경쟁사들 대비 주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F)  1Q20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173  3,244  3,363  3,363  6.0  3.7  3,276  3,360  11.2  -0.1  

영업이익 104  156  160  143  37.6  -8.2  143  168  -13.8  17.1  

순이익 75  104  127  94  25.3  -9.7  96  115  -13.4  21.7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12,279  12,125  12,827  12,827  0.0  12,740  -1.3  5.8  

영업이익 826  731  659  642  -2.6  651  -11.5  -12.1  

순이익 547  482  458  430  -6.1  427  -12.0  -10.7  

자료: LG유플러스, Fn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06.39 

시가총액 5,72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41% 

자본금(보통주) 2,57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7,350원 / 12,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75억원 

외국인지분율 36.70% 
주요주주  LG 외 1 인 36.05%  

 국민연금공단 10.7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7  -4.4  -4.0  -23.6  

상대수익률 -9.4  -12.1  -10.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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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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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