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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hin’s View 

 

글로벌 주식시장의 세대주는 유동성 

-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에도 풍부한 유동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추세 유지 중 

- 미국의 안정적 고용환경,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대출 증가 속도 증가로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시각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 장기화되지 않을 시 기업 실적 및 실물지표 개선 장세로 순조롭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 다만 단기적으로 유동성 

주식시장에 집중된 만큼 글로벌 주식시장 단기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주식시장 조정은 비중확대의 기회라고 판단 

조승빈. seungbin.cho@daishin.com 

 

Macro 

 

미국 소매판매, 서서히 드러나는 둔화 조짐 

- 1월 미국 소매판매 부진, 반짝 개선됐던 연말보다 주춤 

- 가파른 소비 위축 우려는 제한적, 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 

- 미국 기준금리 1회 인하 전망 유지, 당분간 채권 포지션 중립 이상 권고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4Q19 Review] 두산: 현 주가 과도한 저평가 

- 투자의견 매수 유지하나, 목표주가 90,000원으로 14.2% 하향 

- 목표주가 하향은 1)자회사 지분율 및 지분가치 변화, 2)자체사업 Target EV/EBIDTA 배수 조정, 3)자체사업 멀티플 조정은 성장성 높은 

동박 및 연료전지사업부문 분할 반영 

- 2019년 4분기 실적은 별도부문의 실적 호전으로 당사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 시현 

- 양호한 실적에도 최근 자금 조달과정에서 재무 리스크 부각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부실 감사 의혹에 따른 노이즈로 인해 주가 큰 폭으로 

조정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4Q19 Review] 농심: Do you know Jiapaguri?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340,000원으로 상향 조정(+17%) 

- 4Q19 연결 영업이익은 204억원(-21% yoy, +10%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239억원은 하회,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익 203억원에는 부합 

- 1)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은 55.4%(+1.0%p yoy)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으며 2) 별도 매출에누리율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확대되었던 것으로 추정. 3) 미국, 중국에서의 유통 채널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시현했던 것으로 추정 

-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는 최근 기생충 효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번 인기에 힘입어 2020년 농심의 연결 영업이익은 

962억원까지 달성 가능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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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19 Review] 삼양식품: 다온 것 같은 때가 더 갈 때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30,000원 유지 

- 4Q19 연결 영업이익은212억원(+85% yoy, +1%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243억원,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익 248억원을 크게 하회 

- 매출액은 추정치에 부합했음에도, 내수 라면 신제품 출시 집중 및 2019년 3분기 대비 원달러 환율이 약 3% 하락한 영향으로 내수, 수출 

라면 합산 영업이익률은 +0.7%p yoy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성과 상여금 지급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내수 시장에서는 라면 외 스낵/조미소재(HMR, 조미소스 등)로의 제품 확장 및 해외 시장에서는 주요 국가별 유통 채널 안정화로 

점진적인 유통 커버리지 확대 및 제품 확장이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최근 12개월 간 46%의 주가 상승에도 2020년 기준 PER은 10배에 불과해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 매수 추천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4Q19 Review] 토니모리: 일회성 비용 반영에도 실적 호조  

- 4Q19 토니모리 연결 영업이익은 20억원(흑자전환)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7억원을 크게 상회하였음. 특히 2019년 4분기 토니모리 별도 

매출액은 407억원(-9% yoy), 영업이익은 31억원(+65% yoy)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세 시현 

- 2016년 이후 유럽 전역의 세포라(Sephora). 2017년 이후 독일 두글라스(Douglas), 2019년 이후 영국 부츠(Boots) 그리고 미국 전역의 

얼타뷰티(ULTA), 아마존(Amazon) 등 유럽, 미국 주요 유통채널의 기반으로 안정적인 실적 기여 예상  

- 1Q20년 중국향 신규 고객사 확보 및 미국 타겟(Target) 등의 신규 유통채널 확장을 통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며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율이 크게 개선된 제조법인 역시 점진적인 고객사 확장을 통한 실적 기여가 예상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4Q19 Review] 휴젤: 필러 사업 호조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10,000원 유지 

- 4Q19 연결 매출액 540억원(YoY-8.1%, QoQ+5.6%), 영업이익 175억원(YoY+9.0%, QoQ-4.1%, OPM 32.4%), 순이익 127억원(YoY-

12.1%, QoQ+5.7%) 시현.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하회 

- 톡신, 필러 사업부는 40%후반 수준의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유지했으나, 인센티브 회계 선반영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를 하회한 

것으로 추정 

- 2020년 매출액 YoY+10~13%, 영업이익 YoY+10~15% 성장 가이던스 제시. 제품 확대 및 차세대 톡신/필러 개발을 위한 공격적인 

R&D투자(약 180억원, YoY+75%)가 예상되나, 수익성 높은 톡신/필러 매출 확대로 이익 성장 가능할 전망 

- 2020년 매출액 2,247억원(YoY+9.8%). 영업이익 769억원(YoY+13.0%, OPM 34.2%) 전망 

홍가혜. kahye.hong@daishin.com 

 

[4Q19 Review] 휠라홀딩스: 영업이익 당사 예상치 하회  

- 휠라홀딩스 4Q19 실적: 컨센서스 하회하는 다소 아쉬운 실적 기록 

- 1분기 실적은 COVID-19 영향 일부 받을 것, 하반기 USA 법인 실적 회복이 주가 방향 결정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Issue Comment] 미 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에 대하여 조기패소 판결을 결정 

- 이번 조기패소 결정으로 6월 예정됐던 예비판결을 갈음하고 10월에 최종판결이 내려질 예정, 과거 최종판결에서 대부분 예비판결과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던 점을 감안하면 SK이노베이션의 최종적인 패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 거부권이나 양사 합의 등 소송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송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 

한상원. sangwon.han@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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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hin’s 

View 

  

 
글로벌 주식시장의 

세대주는 유동성 

조승빈 seungbin.cho@daishin.com 

 

    

-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풍부한 유동

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유동성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증

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연준의 통화완화 정책,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 글로벌 경기 둔화를 방어할 

지원군도 준비되어 있다. 

-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시각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미국 설문조사 결과 향후 현재 경제사정이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과 향후 경제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

했다. 미국의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미국 가계의 대출 증가 속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 현재 금융시장은 경제지표나 기업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자산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유동성 장세

가 펼쳐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는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로나

19의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기업실적과 실물지표가 개선되는 실적장세로 순조롭

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집중된 만큼 글로벌 주식

시장의 단기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조정은 비중확대의 기회라고 판단한다. 

 

 

 

 

 

 

글로벌 통과공급 지수 증가율의 변곡점은 전세계 주가지수의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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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미국 소매판매, 서서히 

드러나는 둔화 조짐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1월 미국 소매판매 부진, 반짝 개선됐던 연말보다 주춤 

- 미국 소매판매가 지난해 연말 반짝 개선된 이후 다시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올해 미국 경제의 최근 2년 간에 걸친 높은 성장세가 둔

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14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가 집계, 발표한 1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4.4% 증가해 지난 12

월 5.5%를 하회했다. 또한 소매판매에서 자동차, 휘발유, 음식료, 주택관련 용품 등을 제외한 코

어 소매판매 역시 전년에 비해 2.6% 늘어 12월의 5.7%에 비해 증가세가 주춤했다. 

 

가파른 소비 위축 우려는 제한적, 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 

- 미국 소매판매는 지난해 중부를 강타한 한파, 정부 폐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값을 그대로 평

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동일한 영향이 있었던 12월과 1월 값을 서로 비교할 경우 전반적인 소

비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 실제 1월 소매판매는 12월에 비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낮아졌다. 

- 우리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기업 지표들의 부진에 이어 최근에는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전

년동월대비로 3%까지 낮아진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미국의 소비 역시 점진적인 둔화 흐름을 나

타낼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1월 소매판매가 이 같은 상황을 재확인 해주었다. 

- 다만 우리는 현재의 소비 둔화가 가파른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에 큰 위협을 줄 정도로 악화될 

여지는 제한적이란 판단이다. 실제 소매판매와 같은 날 발표된 2월 미시간대학 소비자신뢰지수

는 전월의 99.8p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한 100.90을 기록, 9개월 만에 100p를 웃돌았다. 반면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3%로 전월의 2.5%에 비해 0.2%p 낮아졌다. 

 

미국 기준금리 1회 인하 전망 유지, 당분간 채권 포지션 중립 이상 권고 

- 한편 우리는 소매판매를 비롯하여 향후 미국의 실물 지표들이 차츰 둔화되는 경로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된다는 점, 여전히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것이란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올해 상반기 말 미국 기준금리 상단 1.50% 예

상).  

-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서베이 지표들의 둔화가 다른 부문에 이어 가계의 소

비둔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크지 않아 완화적 통화정책 기

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높아진 불확실성, 이에 대한 각국 정책 당국의 활발한 대응 

가능성을 감안해 단기적인(1~2개월 전후) 관점에서 채권에 대한 포지션을 중립 이상으로 유지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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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두산  
(000150) 

 현 주가 과도한 저평가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이지수  
jane.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0,000 
하향 

현재주가 

(20.02.14) 
63,700 

지주업종 

   
 

 

 

투자의견 매수 유지하나, 목표주가 90,000원으로 14.2% 하향 

- 목표주가 하향은 1)자회사 지분율 및 지분가치 변화, 2)자체사업 Target EV/EBIDTA 배수 

조정, 3)자체사업 멀티플 조정은 성장성 높은 동박 및 연료전지사업부문 분할 반영 

- 2019년 4분기 실적은 별도부문의 실적 호전으로 당사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 시현 

- 양호한 실적에도 최근 자금 조달과정에서 재무 리스크 부각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부실 감

사 의혹에 따른 노이즈로 인해 주가 큰 폭으로 조정 

- 2019년 4분기말 분기배당 주당 1,300원 확정. 2020년에도 배당 관련한 회사측의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 전망. 연간 5,200원 배당 감안할 때 현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

(시가배당률 약 8.2%)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중국에 위치한 사업부문의 2020년 1분기 실적은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 

- 2020년 전자BG와 모트롤 등 자체사업부문은 양호한 실적 기대되어, 자회사 관련한 불확실

성 해소시 주가는 빠른 속도로 반등 예상함 

 

2019년 4분기 실적 당사 및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 시현 

- 두산의 2019년 4분기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5조 1,717억원, 영업이익 3.029억원, 당기순

이익 2,71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2019년 10월 1일부로 OLED및 동박, 전지박 사업부

문과 연료전지사업부문의 분할로 당사 추정치는 변동 가능성 높음 

- 두산 자체사업부문은 4분기 매출액 7,834억원(+14.2% yoy), 영업이익 706억원(+158.6% 

yoy)로 당사 예상을 상회 

- 사업부문별로 [전자BG] 매출액 1,984억원(+18.9% yoy), 영업이익 217억원(+155.3% yoy), 

[산업차량] 매출액 2,271억원(+9.1% yoy), 영업이익 119억원(+28% yoy), [모트롤] 매출액 

1,698억원(+11.6% yoy), 영업이익 185억원(+48% yoy) 등을 기록 

- 2019년 2~3분기 부진했던 모트롤의 실적이 정상화, 전자BG부문도 High-End 제품 비중

(’18. 61% →’19. 66%)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 두드러지게 나타남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889  4,139  4,696  5,172  5.8  25.0  4,667  4,518  -2.2  -12.6  

영업이익 166  148  264  303  82.9  105.2  279  352  -0.8  16.2  

순이익 -128  -49  12  154  흑전 흑전 16  5  흑전 -96.8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16,913  18,172  18,918  17,911  18,311  

영업이익 1,168  1,216  1,262  1,259  1,293  

세전순이익 356  11  173  135  126  

총당기순이익 46  -341  433  47  44  

지배지분순이익 41  -117  130  14  13  

EPS 1,594  -4,779  5,630  660  619  

PER 70.9  NA 11.3  96.6  102.8  

BPS 97,216  82,262  85,701  86,537  80,879  

PBR 1.2  1.4  0.7  0.7  0.8  

ROE 1.7  -5.2  6.5  0.7  0.7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두산,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43.59 

시가총액 1,33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0% 

자본금(보통주) 9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9,000원 / 61,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7억원 

외국인지분율 7.79% 

주요주주  박정원 외 30 인 47.24%  
 국민연금공단 7.1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6  -11.9  -33.9  -34.1  

상대수익률 -6.8  -16.0  -42.9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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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농심  
(004370) 

 Do you know Jiapaguri?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노희재   
heejae.roh@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40,000 
상향 

현재주가 

(20.02.14) 
257,000 

음식료업종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340,000원으로 상향 조정(+17%) 

- 국내 사업 부진을 감안해 국내, 해외 이익으로 나누어 목표주가를 산정해왔으나 2019년 연

중 이어진 점유율 회복 기조 및 향후 점유율 확대 가능성, 전통 제품 군으로의 소비자 기호 

변화 등을 감안해 농심 지배순이익 기준 2020년 EPS 15,606원에 해외 라면 기업군의 

2020년 PER 평균에 20% 할인한 22배를 Target Multiple로 적용 

- 전통 제품 외 비주력 제품 군의 해외 판매 확대로 고무적인 성과 기대. 매수 추천 

 

기대치에 부합한 4분기 

- 2019년 4분기 농심 연결 매출액은 5,973억원(+4% yoy, +1% qoq), 영업이익은 204억원(-

21% yoy, +10%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239억원은 하회하였으나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익 203억원에는 부합하였음. 최근 6개월간 농심의 컨센서스가 크게 조정되어오지 않

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대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판단 

- 1)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은 55.4%(+1.0%p yoy)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으며 2) 별도 

매출에누리율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확대되었던 것으로 추정. 3) 미국, 중국에서의 유통 채

널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시현했던 것으로 추정됨 

 

짜파구리 열풍이 불어온다 

- 2009년 네티즌에 의해 처음 등장한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는 최근 기생충 효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음 

- 2018년 기준 미국 인당 라면 소비량은 13개이나 라면 소비 상위 국가 대부분이 아시아 국

가인 점, 미국 인구 비중에서 아시안 비중이 약 6%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미국 내 아시안, 

아시안 외 인구의 라면 소비량을 각각 나누어 계산해보면 43, 12개로 추정됨. 이번 인기에 

힘입어 1) 미국 내 아시안 라면 소비량이 약 3%, 아시안 외 라면 소비량이 약 5% 증가한다

고 가정하고, 2) 대신증권 추정 기준 2019년 기준 수출 ASP와 동일한 505원으로 가정하고, 

3) 해당 제품의 영업이익률은 10% 수준으로 높다고 가정 했을 때 2020년 농심의 연결 영업

이익은 962억원까지 달성 가능. 하지만 인기의 지속 여부를 논하기엔 너무나 이른 초기 단

계로 일부분만 실적 추정치에 반영하였으며 추후 조정 계획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2,208  2,236  2,344  2,540  2,725  

영업이익 96  89  79  93  107  

세전순이익 119  112  103  119  133  

총당기순이익 91  84  71  90  101  

지배지분순이익 91  84  71  90  103  

EPS 15,678  14,577  12,290  15,606  17,856  

PER 22.6  17.5  20.9  16.5  14.4  

BPS 300,600  309,918  317,344  327,878  340,499  

PBR 1.2  0.8  0.8  0.8  0.8  

ROE 5.0  4.5  3.7  4.6  5.1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농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43.59 

시가총액 1,56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1% 

자본금(보통주) 3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13,500원 / 222,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5억원 

외국인지분율 19.19% 

주요주주  농심홀딩스 외 4 인 45.49%  
 국민연금공단 12.4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4.0  5.8  14.2  -8.1  

상대수익률 13.7  0.8  -1.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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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삼양식품  
(003230) 

 다온 것 같은 때가 더 갈 때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노희재  
heejae.roh@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30,000 
유지 

현재주가 

(20.02.14) 
99,700 

음식료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30,000원 유지 

- 이익 추정치 변동 폭이 미미해 기존 목표주가 유지 

- 해외에서 한국 라면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확대되며 주요 국가별 유의미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아갈 가능성이 높음 

- 최근 12개월 간 46%의 주가 상승에도 2020년 기준 PER은 10배에 불과해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 매수 추천 

 

기대치를 하회한 4분기 

- 2019년 4분기 삼양식품 연결 매출액은 1,519억원(+38% yoy, +10% qoq), 영업이익은212

억원(+85% yoy, +1% qoq)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243억원,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익 

248억원을 크게 하회 

- 1) 내수, 수출 라면 매출액은 각각 +2%, +78% yoy, 스낵, 조미소재 매출액은 각각 +47%, 

50% yoy으로 매출액은 추정치에 부합하였음에도, 2) 내수 라면 신제품 출시 집중 및 2019

년 3분기 대비 원달러 환율이 약 3% 하락한 영향으로 내수, 수출 라면 합산 영업이익률은 

+0.7%p yoy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3) 성과 상여금 지급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2020년 11% 매출 성장 기대 

- 2016~2020년 5년 간 삼양식품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14%에 달할 것으로 추정. 동기

간 동종 업계 내 괄목할 만한 외형 성장세 시현 

- 내수 라면 시장의 경쟁 강도를 낙관할 순 없지만 내수 시장에서는 라면 외 스낵/조미소재

(HMR, 조미소스 등)로의 제품 확장 및 해외 시장에서는 주요 국가별 유통 채널 안정화로 점

진적인 유통 커버리지 확대 및 제품 확장이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4Q18 3Q19 
 4Q19  1Q20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10  138  152  152  38.3  10.4  148  140  16.6  -7.6  

영업이익 11  21  25  21  85.2  1.0  24  20  31.3  -5.0  

순이익 -1  16  15  14  흑전 -15.9  16  15  34.9  13.2  

자료: 삼양식품,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458  469  544  604  660  

영업이익 43  55  78  88  97  

세전순이익 36  54  78  89  98  

총당기순이익 29  35  60  69  75  

지배지분순이익 29  35  59  68  74  

EPS 3,808  4,623  7,865  8,973  9,879  

PER 25.4  11.2  12.7  11.1  10.1  

BPS 26,560  30,652  38,083  46,573  55,922  

PBR 3.6  1.7  2.6  2.1  1.8  

ROE 15.3  16.2  22.9  21.2  19.3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삼양식품,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43.59 

시가총액 75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5% 

자본금(보통주) 3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6,000원 / 60,3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0억원 

외국인지분율 6.86% 

주요주주  삼양내츄럴스 외 11 인 46.56%  
 엠디유니콘제일차 16.9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3  8.7  50.8  46.0  

상대수익률 -0.5  3.7  30.3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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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토니모리  
(214420) 

 
일회성 비용 반영에도  
실적 호조 

 

한유정  
yujung.han@daishin.com  

노희재  
heejae.roh@daishin.com 
  
 투자의견 N/R  

 

6개월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20.02.13) 
11,850 

화장품업종 

   
 

 

 

기대치를 상회한 4분기 

- 2019년 4분기 토니모리 연결 매출액은 433억원(-11% yoy, +5% qoq), 영업이익은 20억원

(흑자전환)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7억원을 크게 상회하였음. 특히 2019년 4분기 토니모리 

별도 매출액은 407억원(-9% yoy), 영업이익은 31억원(+65% yoy)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세 

시현 

- 부문별로는 1) [별도 국내] 로드샵, 유통점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면세, 신채널 매출

액이 이를 일부 상쇄하여 국내 매출액은 -8% yoy에 그쳤으며, 채널 믹스 개선 및 비용 효율

화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억원 이익이 증가해 흑자전환하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였음. 

2) [별도 해외] 중국, 미국향 수출 금액이 각각 +437%, +9% yoy 성장하였음에도 유럽, 홍콩

향 수출 금액이 각각 -76%, -13% yoy 감소하여 별도 해외 매출액은 -6% yoy에 그침. 3) 

[MEGACOS 등 제조법인] 매출액은 -3% yoy 감소하였으나 2019년 2분기 준공된 마스크

시트 증축 공장의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8억원 축소되었음 

- 그 외 기타 연결 법인인 TONYMORY AtoGen의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주식보상비용 반영으로 8

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일회성비용 임을 감안하였을 때 연결 기준 이익 체력은 크게 향

상되었다고 판단. 청도 법인의 재고 관련 일회성 비용 역시 반영되었으나 현지 재고가 대부분 소진

된 것으로 파악되어 이후 추가 반영 가능성은 낮음 

 

가벼워진 몸집, 다시 쌓아올릴 일만 남았다 

- 2016년 이후 유럽 전역의 세포라(Sephora). 2017년 이후 독일 두글라스(Douglas), 2019년 이후 

영국 부츠(Boots) 그리고 미국 전역의 얼타뷰티(ULTA), 아마존(Amazon) 등 유럽, 미국 주요 유통

채널의 기반으로 안정적인 실적 기여 예상 

- 뿐만 아니라 2020년 1분기 중국향 신규 고객사 확보 및 미국 타겟(Target) 등의 신규 유통채널 확

장을 통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며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율이 크게 개선된 제조법인 역시 점진적

인 고객사 확장을 통한 실적 기여가 예상됨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5A 2016A 2017A 2018A 2019F 

매출액 206  181  172  165  168  

영업이익 -2  -5  0  11  11  

세전순이익 -4  -4  -3  8  7  

총당기순이익 -6  -8  -4  6  5  

지배지분순이익 -6  -8  -4  6  5  

EPS -315  -432  -248  340  305  

PER NA NA NA 34.8  38.8  

BPS 6,473  5,966  5,658  5,901  6,108  

PBR 2.7  1.9  2.1  2.0  1.9  

ROE -4.6  -6.9  -4.2  5.8  5.0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토니모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32.96 

시가총액 20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2% 

자본금(보통주) 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5,200원 / 7,98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6억원 

외국인지분율 1.34% 

주요주주  배해동 외 3 인 66.1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1  17.9  24.1  -2.9  

상대수익률 -7.2  12.1  7.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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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휴젤  
(145020) 

 필러 사업 호조  

 

홍가혜 kahye.hong@daishin.com  
한송협 songhyeop.ha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10,000 
유지 

현재주가 

(20.02.14) 
411,500 

제약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10,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SOTP 방식으로 산출. 영업가치는 12mF 순이익 576억원에 Target PER 23배

(바이오뷰티 Peer 그룹 평균) 적용. 파이프라인 가치는 보툴렉스 위험조정순현재가치(rNPV) 

3,458억원 반영  
 

4Q19 Review: 국내외 필러 사업 호조 

- 4Q19 연결 매출액 540억원(YoY-8.1%, QoQ+5.6%), 영업이익 175억원(YoY+9.0%, QoQ-

4.1%, OPM 32.4%), 순이익 127억원(YoY-12.1%, QoQ+5.7%) 시현.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 

와 컨센서스를 하회 

-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보툴리눔 톡신 251억원(YoY-2.3%, QoQ+5.7%), 필러 184억원

(YoY+40.3%, QoQ+11.4%), 화장품 50억원(YoY-66.6%, QoQ-0.9%), 의료기기 및 기타 

56억원(YoY+10.3%, QoQ-5.2%) 

- 톡신, 필러 사업부는 40%후반 수준의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유지했으나, 인센티브 회계 선반

영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를 하회한 것으로 추정 

- 톡신 매출은 내수 160억원(YoY-7.5%, QoQ+1.1%), 수출 91억원(YoY+8.5%, QoQ+14.9%)으로

경쟁 심화에 따라 성장폭 둔화되었으나 국내 점유율 1위 지속, 중남미 지역 YoY+9.4% 증가 

- 필러 매출은 내수 53억원(YoY+46.7%, QoQ+7.3%), 수출 131억원(YoY+37.9%, QoQ+13.1%)

으로 국내외 호조 중.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라인 더채움 Style을 중심으로 한 제품 포트폴리

오 확대로 첫 점유율 1위 달성. 수출은 아시아향 매출이 86억원(YoY+20.1%, QoQ+8.7%), 유

럽향 매출 43억원(YoY+94.9%, QoQ+21.1%)으로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을 중심으로 성장 

- 화장품은 해외 매출 지연 영향으로 적자 지속. 올 1월 HA 원데이키트 중국 위생허가를 획득

해 성장 동력을 확보, 2020년 BEP 달성 기대  
 

성장을 위한 2020년  

- 2020년 매출액 YoY+10~13%, 영업이익 YoY+10~15% 성장 가이던스 제시. 제품 확대 및 

차세대 톡신/필러 개발을 위한 공격적인 R&D투자(약 180억원, YoY+75%)가 예상되나, 수익성 

높은 톡신/필러 매출 확대로 이익 성장 가능할 전망. 특히 중국 톡신 허가(6~7월)와 출시에 따

른 추가 성장 기대. 톡신 주요 3개 지역 허가 일정은 중국(mid-2020), 유럽(3Q21), 미국

(4Q21~1Q22) 순   

- 2020년 매출액 2,247억원(YoY+9.8%). 영업이익 769억원(YoY+13.0%, OPM 34.2%) 전망.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1Q20에는 일시적인 아시아향 수출 부진이 예상되나, 하반기로 갈수

록 코로나19 영향 축소와 중국 톡신 출시 등에 따라 실적 안정화 예상됨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182  182  205  225  241  

영업이익 102  60  68  77  85  

세전순이익 104  100  70  83  92  

총당기순이익 81  76  52  63  69  

지배지분순이익 73  70  48  58  64  

EPS 19,382  16,030  10,165  13,345  14,777  

PER 28.9  23.8  40.5  30.8  27.8  

BPS 185,154  167,276  165,392  192,835  207,612  

PBR 3.0  2.3  2.5  2.1  2.0  

ROE 15.4  9.8  6.3  7.2  7.4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 자료: 휴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688.91 

시가총액 1,77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80% 

자본금(보통주) 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55,000원 / 316,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0억원 

외국인지분율 56.31% 

주요주주  Leguh Issuer Designated Activity 
Company 외 2 인 43.21%  

 The Capital Group Companies, Inc. 외 
14 인 7.7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9  4.2  16.5  29.5  

상대수익률 -4.4  0.3  1.0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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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홀딩스(081660) 4Q19 실적: 영업이익 당사 예상치 하회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이나연 nayeon.lee@daishin.com 2020. 02. 17 
휠라홀딩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82,000 현재주가(20.02.14) 43,500 

 

 

 

휠라홀딩스 4Q19 실적: 컨센서스 하회하는 다소 아쉬운 실적 기록 

 지난 금요일 장 종료 후 동사는 2019년 4분기 잠정 실적 공시. 동사의 자회사인 Acushnet이 4분기 실적을 공시하

지 않아 세부 항목 발표 없이 전체 실적만 공시함. 매출액은 yoy +4% 증가한 7,895억원, 영업이익은 yoy +2% 증

가한 844억원 기록.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와 당사 추정치(영업이익 당사 추정치 948억원)를 하회

하는 아쉬운 실적 기록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주요 배경으로 FILA USA 법인의 실적 부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 지난해 말부터 

USA 법인 실적 둔화로 2019년 4분기 동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yoy 40~50% 내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꾸

준히 제기되었으나 실제 이익 감소폭은 50%를 상회한 것으로 보임. 미국 지역에서 주요 신발 유통 고객사들이 동사 

제품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할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브랜드사인 동사에게 일부 할인 판매 부담이 전가된 것으

로 판단되며, 신제품 판매가 기존 디스럽터 2 제품의 매출 둔화를 만회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아쉬운 실적 기록 

 로열티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한 자릿수 초반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국내 법인과 Acushnet의 경우 제품 판

매 호조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   

 
 

1분기 실적은 COVID-19 영향 일부 받을 것, 하반기 USA 법인 실적 회복이 주가 방향 결정 

 1분기 중국에서 발병한 COVID-19 영향으로 중국 수수료와 지분법, 그리고 국내 실적이 부분적으로 영향 받을 것

으로 전망. 지난해 중국에서 수취한 수수료는 약 32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1분기 COVID-19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중국 수수료가 증가하기 어려워 올해 수수료 수익의 성장은 정체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국내 법인 매출의 경우 1분

기에도 여전히 high single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실질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는 다시 말해, COVID-19 

발병 이전 국내 시장 매출액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상회했었던 것으로 해석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급격한 주가 조정은 USA 법인 실적 둔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동사 valuation이 저평

가 상태에서도 주가가 하락했던 원인으로 작용. 디스럽터 2의 대히트 이후 기저 부담에서 비롯된 실적 하향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당사는 이번 실적 공시에서 세부 항목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실적 및 

주가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향후 세부 항목 공시 후 필요 시 보고서를 통해 실적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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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LG화학/SK이노베이션 소송에 조기패소 판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에 대하여 조기패소 판결을 결정 

 이는 지난 11월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LG화학의 조기패소 요청에 ‘적절’ 의견을 제시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 

OUII가 제출했던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받아들인 셈 

(당초에는 12~1월 중 조기패소와 관련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연되어 2월에 발표) 

 조기패소 판결에 대한 ITC의 구체적인 결정 근거는 추후에 공개될 예정 

OUII를 참고하자면 조기패소 적정 의견을 제시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포렌식 명령 미준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첨언 vs. 다만 SK이노베이션에게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의 필요성을 언급(이후 SK이노베이션은 소명 자료를 제출했던 상황)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에 대해 ITC의 결정문을 검토한 이후 이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최종판결(10월)과 2가지 변수 

 이번 조기패소 결정으로 6월 예정됐던 예비판결을 갈음하고 10월에 최종판결이 내려질 예정, 과거 최종판결에서 대

부분 예비판결과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던 점을 감안하면 SK이노베이션의 최종적인 패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 패소 판결 확정 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품, 소재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 

 변수(1) Veto: ITC의 최종판결 후 60일 이내 미무역대표부(USTR)가 최종적으로 결정 vs. 다만 SK이노베이션의 미

국 배터리 공장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부가 거부권(Veto)을 행사할 가능성도 존재 

(실제로 지난 2013년 삼성전자/애플 소송에서 ITC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 

 변수(2) 합의: 패소 확정 시 SK이노베이션의 경우 향후 미국 내 EVB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 따라서 최종판

결 이전에 양사가 로열티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통해 문제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존재 

당분간 소송 관련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 

 ITC의 판결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잡혔으나 이미 지난 11월 OUII가 조기패소 적절 의견을 제시했던 점을 감안하면 

일부 예견된 사실로 판단 vs. 오히려 거부권이나 양사 합의 등 소송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속

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송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 

 SK이노베이션이 4Q19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밝힌 2020년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예상 매출액은 2조원(vs. 

2019년 약 7천억원)으로 매출 성장이 대부분 헝가리 신규 공장(7.5GWh) 가동에 따른 영향임을 감안하면 이번 미국 

내 소송 조기패소에 따른 결과가 단기 실적에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 판단 

 다만 향후 ITC 및 델라웨어 연방 법원 등에서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미국에 건설 중인 신규 공장(10GWh; 2019년 

3월 착공)의 경우 사업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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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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