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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종목 분석 

 

[Initiation] 제약업: 다시 찾아온 뷰티의 계절 

- 바이오뷰티 산업에 대해 투자의견 비중확대 제시, Top-pick 메디톡스, 차선호주 대웅제약으로 커버리지 개시: 성장 잠재력 높은 중국 시장 

시판 허가 (5~6월) 및 수출 회복 기대감 유효. 차세대 제형 개발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점도 긍정적 

- 2019년을 기점으로 국내 바이오뷰티(보툴리눔 톡신/필러) 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전망: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대웅제약) + 성장성이 

높은 중국(메디톡스, 휴젤) 

-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매력: 글로벌 미용성형 시술 건수 1위. 2024년 70억 달러(약8조원)로 유사 산업인 의약품, 화장품 시장 대비 빠른 

성장 전망(CAGR=8%).  

- 2019년 상반기에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약진 기대. 대웅제약은 상반기 미국 시장에 주보(나보타)를 출시할 예정이며, 연내 유럽 허가 

기대. 메디톡스는 상반기 중국 식약처 허가, 하반기 출시 예상. 휴젤도 중국 허가신청 진행 예정 

홍가혜. kahye.hong@daishin.com 

 

[1Q19 Preview] IT업: 휴대폰 부품, 성장 사이클 진입으로 실적은 19년, 20년 호조 

- 전기전자 업종의 2019년 1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 2차전지, MLCC, 애플향 모바일 부품 중심으로 수요가 부진하여 대형 

5개사(LG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LG이노텍, 서울반도체)의 매출은 전년대비 1% 증가하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0.6% 감소 추정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카메라 전략이 멀티화로 전환, 갤럭시S 시리즈, 준프리미엄 A시리즈 중심으로 라인 업의 재편. 카메라모듈 업체인 

파트론, 광학필터 부품업체인 옵트론텍은 분기 기준으로 최고 매출, 영업이익을 예상 

- 2019년 2분기에 전반적인 IT 업종의 비중 확대보다 선별적인 투자, 즉 LG그룹의 IT 기업인 LG전자, LG이노텍을 최선호주로 제시, 

LG디스플레이를 주목 

- 또한 휴대폰 부품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를 유지. 삼성전자향 휴대폰 부품업체는 2019년 시작으로 성장(매출, 이익) 시기로 

진입 판단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대덕전자: 2분기에 다시 뛰자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3,000원 유지 

- 대덕GDS와 합병(2018년 12월 1일) 이후의 첫 분기인 2019년 1분기 실적은 아쉬운 수준으로 추정. 매출은 2,520억원, 영업이익은 

129억원 추정 

- 2019년 2분기, MLB 부문은 정상화 구간에 진입 및 이익 증가 기대로 전체 매출은 2,626억원, 영업이익 173억원 추정 

- 핵심인 연성PCB는 트리플 카메라 비중 확대, 국내 전략거래선의 안정적인 점유율로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 지속 전망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인터플렉스: 회복은 진행되나 성장에 시간 필요 

- 투자의견 시장수익률로 상향, 목표주가 13,500원으로 상향 

- 인터플렉스의 2019년 1분기에 영업적자(29억원)는 지속 전망.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출하량 효과는 제한적이며, 가동율이 낮아 매출(7

33억원)은 전분기대비 5.4% 감소 

- 3분기에 갤럭시노트10향 디지타이저(PCB) 매출 반영, 중국 스마트폰 업체향 카메라모듈용 연성PCB 공급이 시작 전망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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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써키트: 회복에 시간이 필요 

- 투자의견 시장수익률로 상향, 목표주가 6,500원으로 상향 

- 2019년 1분기 실적 개선이 미흡할 전망.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주기판 기술 변화가 없고, 종전 HDI 부문은 점유율 경쟁 영향으로 가동율 

낮아져 손익분기점을 하회 추정 

- 2020년 5G 폰으로 교체 수요 기대, 폴더블폰의 출시 모델 증가를 감안하면 주기판의 기술이 HDI에서 SLP 로 전환 전망. 생산능력 보유와 

전략거래선의 관계를 감안하면 2020년 매출, 이익의 증가를 기대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1Q19 Preview] LS산전 : 눈높이는 낮추지만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5,000원 유지 

- 1Q19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5,739억원(-3.0% yoy) 영업이익 424억원(-23.5% yoy) 영업이익률 7.4%(-2.0%p yoy) 전망. 

- 매출액은 국내업체들의 설비투자가 감소하며 전력기기와 전력인프라 부문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8.1%, -15.0% 감소할 것으로 예상. 

영업이익에서는 매출액 감익에 따른 고정비 부담과 마진이 좋은 전력기기, 전력인프라 물량감소의 영향이 반영됨 

- 전방산업 투자 사이클 하락에 따라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 해이지만 이익안정성은 여전히 견조. 높아진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감안 

시 투자 부담이 낮은 주가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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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다시 찾아온 뷰티의 계절 

 

    

바이오뷰티 산업에 대해 투자의견 비중확대 제시, Top-pick 메디톡스, 차선호주 

대웅제약으로 커버리지 개시  

- 2019년을 기점으로 국내 바이오뷰티(보툴리눔 톡신/필러) 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전

망: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대웅제약) + 성장성이 높은 중국(메디톡스, 휴젤) 

- 1)국내 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및 동등 품질,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시장 확장 

2)뷰티시술에 대한 지속적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 

- 선진국 진출은 제품의 품질 신뢰도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중국 시장은 높은 성장 여

력에 비해 경쟁 강도가 낮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게 있어 기회의 땅이 될 것 

- Top-pick은 메디톡스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60,000원 제시: 성장 잠재력 높

은 중국 시장 시판 허가 (5~6월) 및 수출 회복 기대감 유효. 차세대 제형 개발을 통

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점도 긍정적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 글로벌 바이오뷰티 시장 지속 확대 전망 

-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매력: 글로벌 미용성형 시술 건수 1위. 2024년 70억 달러(약8

조원)로 유사 산업인 의약품, 화장품 시장 대비 빠른 성장 전망(CAGR=8%). 글로벌 

침투율이 7%에 불과해 보툴리눔 톡신의 장기 성장 스토리 유효 

- 성장 동력은 1)시술 인구의 연령/성별/지역 확대 2)치료 적응증 확대 3)차세대 제형 

개발 등 

-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은 균주 확보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 엘러간, 입센, 

멀츠 등 소수 기업의 과점 형태.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확장을 위해 치료 적응증 확대

와 차세대 제형 개발에 주력  

 

아직도 진출할 국가, 신규 고객이 많다. 지금이 투자 적기 

- 국내 바이오뷰티 기업은 가격경쟁력에 기반하여 시장 침투율을 높이고, 수출국을 다

변화 하는 중, 차세대 제형 확보로 글로벌 메인 플레이어로 도약 기대.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보다는 신규 시술 고객 증가에 따른 시장 확장에 주목해야 할 때 

- 2019년 상반기에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약진 기대. 대웅제약은 상반기 미국 시장

에 주보(나보타)를 출시할 예정이며, 연내 유럽 허가 기대. 메디톡스는 상반기 중국 식

약처 허가, 하반기 출시 예상. 휴젤도 중국 허가신청 진행 예정  

- 2Q19, 수출 회복이 견인하는 실적 개선의 시작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배,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1,230  1,331  1,446  1,597  1,775  

영업이익 234  176  224  263  364  

세전순이익 230  200  227  259  363  

총당기순이익 188  147  175  200  275  

지배지분순이익 180  141  171  195  270  

EPS 26,677  20,780  25,041  28,649  39,626  

PER 39.3  50.4  41.6  36.4  26.3  

BPS 213,032  223,533  246,565  273,572  311,557  

PBR 4.9  4.7  4.2  3.8  3.3  

ROE 12.5  9.6  10.7  11.0  13.5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 합산,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홍가혜  

한송협 

 

 

kahye.hong@daishin.com 

songhyeop.han@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메디톡스 Buy 760,000원 

대웅제약 Buy 250,000원 

휴젤 Buy 480,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4  6.5  13.2  -18.7  

상대수익률 3.2  -1.2  13.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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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1Q19 Preview] 휴대폰 부품  

성장 사이클 진입으로 

실적은 19년, 20년 호조 

 

  

전기전자 대형 IT 5개사의 2019년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10.6%(yoy) 감소 

- 전기전자 업종의 2019년 1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 2차전지, MLCC, 애플향 모

바일 부품 중심으로 수요가 부진하여 대형 5개사(LG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LG이노텍, 서

울반도체)의 매출은 전년대비 1% 증가하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0.6% 감소 추정. 삼성전기

는 MLCC 매출 약화 및 재고 증가, 삼성SDI는 ESS 수요 약화 및 EV향 2차전지 비수기 영향

으로 추정치를 하회 전망. LG이노텍은 애플향 카메라모듈의 매출 감소로 영업적자, LG디스플

레이는 LCD 패널가격 하락, 모바일 OLED의 감가상각비 증가 영향으로 영업적자, 서울반도

체도 IT 매출 약화로 추정치를 하회 추정 

- 반면에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의 매출 호조로 영업이익(8,996억원)은 컨센서스(8,204억원)

를 상회한 호실적 기록.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의 영업적자는 이전 대비 감소 추정은 긍정

적으로 평가 
 

삼성전자향 휴대폰 부품업체의 2019년 1분기 실적 호조, 성장 구간 시작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카메라 전략이 멀티화로 전환, 갤럭시S 시리즈, 준프리미엄 A시리즈 중

심으로 라인 업의 재편. 카메라모듈 업체인 파트론, 광학필터 부품업체인 옵트론텍은 분기 기

준으로 최고 매출, 영업이익을 예상. 삼성전자향 휴대폰 부품업체 6개사의 2019년 1분기 매

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11.9%, 76,907%씩 증가 추정 

- 2019년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각각 3%, 15%씩 증가 전망. 전방산업인 글로벌 

스마트폰 및 PC 수요 약화, 반도체 및 MLCC 재고조정 지속,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판매가 

약화되는 시기인 점을 반영하면 제한적인 범위내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 그러나 2019년 

연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9% 증가, 흑자전환하여 실적 호조 추세는 지속 전망 

 

2019년 2분기 최선호주는 LG전자, LG이노텍 / 휴대폰 부품 : 파트론, 대덕전자 제시 

- 2019년 2분기에 전반적인 IT 업종의 비중 확대보다 선별적인 투자, 즉 LG그룹의 IT 기업인 

LG전자, LG이노텍을 최선호주로 제시, LG디스플레이를 주목 

- 또한 휴대폰 부품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를 유지. 삼성전자향 휴대폰 부품업체는 

2019년 시작으로 성장(매출, 이익) 시기로 진입 판단, 최선호주로 파트론과 대덕전자 제시. 

2016년 갤럭시노트7 이슈(배터리 발화) 이후로 교체 수요가 부진하였는데 2019년 갤럭시

S10 긍정적인 평가, 연간 4100만대 판매를 추정하는 점을 반영하면 교체 수요를 예상. 

2020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5G폰으로 교체 시작, 2021년 폴더블폰으로 추가적인 신규 

/ 교체 수요 예상. 이는 글로벌적으로 점유율 경쟁(전체 판매 증가)보다 프리미엄 영역에서 점

유율 방어 및 수익성 확보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도래할 전망 

 

표 1. 대형 IT 5개 사의 1Q19 매출 및 영업이익 전망 (단위: 십억원) 

 매출 영업이익 

 1Q18 4Q18 1Q19F YoY QoQ 1Q18 4Q18 1Q19F YoY QoQ 

LG전자 15,123 15,772 14,916 -1% -5% 1,108 76 900 -19% 1088% 

LG이노텍 1,721 2,431 1,659 -4% -32% 17 104 -20 적전 적전 

삼성SDI 1,909 2,479 2,256 18% -9% 72 249 138 92% -45% 

삼성전기 2,019 1,998 2,145 6% 7% 154 252 185 20% -27% 

서울반도체 283 301 290 2% -4% 17 32 20 18% -37% 

전체 21,054 22,980 21,266 1.0% -7.5% 1,368 712 1,222 -10.6% 71.6% 

자료: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LG전자 BUY 90,000원 

LG이노텍 BUY 150,000원 

삼성SDI BUY 310,000원 

삼성전기 BUY 130,000원 

서울반도체 BUY 28,000원  

파트론 BUY 17,000원 

대덕전자 BUY 13,000원 

자화전자 BUY 18,000원 

옵트론텍 BUY 8,500원 

코리아써키트 Marketperform 6,500원 

인터플렉스 Marketperform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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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분석 

대덕전자 
(008060) 

 

2분기에 다시 뛰자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3,000 

유지 
현재주가 

(19.04.10) 9,79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3,000원 유지 

- 대덕GDS와 합병(2018년 12월 1일) 이후의 첫 분기인 2019년 1분기 실적은 아

쉬운 수준으로 추정. 매출은 2,520억원, 영업이익은 129억원 추정. 국내 전략거

래선의 스마트폰 전략 변화, 즉 멀티(듀얼, 트리플 / 전면, 후면) 카메라 채택으로 

연성PCB(부문)의 높은 가동율로 수익성이 예상치를 상회 전망. 다만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반도체PCB(패키징) 매출 약화, 통합 공장인 MLB(통신장비 및 다층 

PCB) 부문에서 가동율 개선 지연으로 전체 마진율은 종전 예상대비 약한 것으로 

추정 

- 2019년 2분기, MLB 부문은 정상화 구간에 진입 및 이익 증가 기대로 전체 매출

은 2,626억원, 영업이익 173억원 추정. MLB 사업은 수율 안정화 속에 5G 관련

한 글로벌 유선통신회사로 수주 증가, 삼성전자향 5G 관련한 통신장비용 MLB 

매출 증가가 예상 

- 핵심인 연성PCB는 트리플 카메라 비중 확대, 국내 전략거래선의 안정적인 점유

율로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 지속 전망 

-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3,000원 유지. 2019년 하반기 투자 포인트는 

 

2019년 2분기 기점으로 성장세 구간 진입 전망 

- 1)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반도체 PCB 매출은 증가 예상. 5G 및 AI, 자율주행, IoT 

등 성장 인프라 확대로 반도체 수요 물량은 높다고 추정, 반도체 PCB는 고사양 

추구 및 가동율 증가로 연결, 고성장세 전망 

- 2) 5G 스마트폰의 출하량 증가는 주기판의 기술을 HDI에서 SLP로 전환을 가속

화 전망. SLP 시장 개화는 대덕전자가 경쟁사대비 기술력, 투자여력 우위로 초기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  

- 3) 5G 관련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점유율 증가 

예상. 대덕전자가 초다층PCB(MLB 통신장비용 PCB)의 주공급업체, 반사이익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1Q18 4Q18 
 1Q19  2Q19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43  169  267  252  76.8  49.3  0  263  85.6  4.2  

영업이익 9  7  20  13  38.7  78.4  0  17  133.9  34.7  

순이익 9  229  17  13  46.6  -94.5  0  16  7.4  27.4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512  591  1,117  1,056  -5.4  0  15.3  78.8  

영업이익 31  35  82  70  -14.3  0  14.2  100.3  

순이익 36  262  70  65  -7.3  0  636.7  -75.4  

주: 2017, 2018년 대덕전자(별도) / 2019년 이후는 합병 대덕전자 기준 
자료: 대덕전자,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PI 2,224.39 

시가총액 78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5% 

자본금(보통주) 3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750원 / 7,36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2억원 

외국인지분율 20.49% 

주요주주 국민연금 10.0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1 5.3 19.5 16.8 

상대수익률 -5.0 -2.4 19.8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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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분석 

인터플렉스 
(051370) 

 

회복은 진행되나  
성장에 시간 필요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투자의견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상향  

6개월 

목표주가 
13,500 

상향 
현재주가 

(19.04.10) 12,50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투자의견 시장수익률로 상향, 목표주가 13,500원으로 상향 

- 인터플렉스의 2019년 1분기에 영업적자(29억원)는 지속 전망. 삼성전자의 갤럭

시S10 출하량 효과는 제한적이며, 가동율이 낮아 매출(733억원)은 전분기대비 

5.4% 감소, 수익성 개선 부담으로 작용. 2019년 2분기(매출 736억원, 영업적자 

31억원)도 부진 예상 

 

- 3분기에 갤럭시노트10향 디지타이저(PCB) 매출 반영, 중국 스마트폰 업체향 카

메라모듈용 연성PCB 공급이 시작 전망. 전체 가동율 상승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흑자전환 가능 예상. 2018년 3분기 매출 증가로 흑자를 기록한 적이 있음 

 

- 2019년, 2020년 고정비 점감 및 거래선 다변화 노력으로 비용 구조 측면에서 개

선 판단 

 

- 투자의견은 시장수익률로 상향, 목표주가는 13,500원으로 상향  

 

 

(단위: 십억원, %) 

구분 1Q18 4Q18 
 1Q19  2Q19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55  78  115  73  34.4  -5.4  83  74  51.1  0.3  

영업이익 -22  -20  -8  -3  적지 적지 0  -3  적지 적지 

순이익 -24  -33  -5  -2  적지 적지 0  -2  적지 적지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806  314  487  356  -26.8  416  -61.0  13.6  

영업이익 61  -66  -25  -5  적지 13  적전 적지 

순이익 36  -83  -14  -2  적지 8  적전 적지 

자료: 인터플렉스,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배,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806  314  356  446  480  

영업이익 61  -66  -5  6  8  

세전순이익 52  -63  -2  8  11  

총당기순이익 42  -79  -2  8  9  

지배지분순이익 36  -83  -2  7  9  

EPS 1,636  -3,546  -88  308  365  

PER 27.4  -3.1  -141.5  40.5  34.2  

BPS 14,751  10,474  10,385  10,694  11,059  

PBR 3.0  1.0  1.2  1.2  1.1  

ROE 13.4  -29.1  -0.8  2.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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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760.15 

시가총액 29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1% 

자본금(보통주) 1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3,000원 / 9,76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3억원 

외국인지분율 2.53% 

주요주주 코리아써키트 외 4 인 47.7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8 23.2 0.8 -36.2 

상대수익률 3.4 10.7 -0.9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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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분석 

코리아 
써키트 

(007810) 

 

회복에 시간이 필요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투자의견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상향  

6개월 

목표주가 
6,500 

상향 
현재주가 

(19.04.10) 6,08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투자의견 시장수익률로 상향, 목표주가 6,500원으로 상향 

- 2019년 1분기 실적 개선이 미흡할 전망.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주기판 기술 변

화가 없고, 종전 HDI 부문은 점유율 경쟁 영향으로 가동율 낮아져 손익분기점을 

하회 추정 
 

- 2020년 5G 폰으로 교체 수요 기대, 폴더블폰의 출시 모델 증가를 감안하면 주기

판의 기술이 HDI에서 SLP 로 전환 전망. 생산능력 보유와 전략거래선의 관계를 

감안하면 2020년 매출, 이익의 증가를 기대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5G 폰으로 교체 수요 예상, 국내 전략거래선의 프리미엄 

영역에서 점유율 증가를 동시에 반영하면 휴대폰 부품업체의 실적 개선은 가능

하다고 판단 
 

- 투자의견은 시장수익률로 상향, 목표주가는 6,500원으로 상향. 추가적인 하락보

다는 상승 시점과 투자 포인트를 찾는 시기로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1Q18 4Q18 
 1Q19  2Q19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38  131  142  138  0.5  6.0  142  135  4.6  -2.3  

영업이익 -4  -2  3  0  흑전 흑전 3  -1  적지 적전 

순이익 -7  -13  1  0  적지 적지 0  -1  적지 적지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592  536  580  551  -5.0  580  -9.4  2.9  

영업이익 11  -18  12  1  -89.2  12  적전 흑전 

순이익 23  -36  4  2  -60.5  4  적전 흑전 

자료: 코리아써키트,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배,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592  536  551  558  582  

영업이익 11  -18  1  11  14  

세전순이익 38  -28  3  15  18  

총당기순이익 30  -28  2  12  14  

지배지분순이익 23  -36  2  10  11  

EPS 855  -1,306  59  355  417  

PER 15.4  -3.9  103.2  17.1  14.6  

BPS 13,413  12,117  12,185  12,546  12,967  

PBR 1.0  0.4  0.5  0.5  0.5  

ROE 6.5  -10.2  0.5  2.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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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224.39 

시가총액 15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1% 

자본금(보통주) 1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9,050원 / 4,6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억원 

외국인지분율 5.09% 

주요주주 영풍 외 8 인 58.0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1 19.2 5.7 -25.4 

상대수익률 -1.0 10.6 5.9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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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LS산전  
(010120) 

 눈높이는 낮추지만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5,000 

유지  
현재주가 

(19.04.10) 49,750  
기계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5,000원 유지 

- 목표주가 65,000원은 2019E EPS 4,485원에 타깃 PER 14.6배를 적용해 산정 

(기존 2019E EPS 4,795원에 타깃 PER 13.5배를 적용).  

- 타깃 PER은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 3사(GE, 지멘스, 미쯔비시)의 2019E 평균 PER을 10% 

할인 적용. 전방산업 투자 부진 시기가 도래한 점을 반영 

 

1Q19 Preview 기대를 낮춰야 하는 시점 

- 1Q19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5,739억원(-3.0% yoy) 영업이익 424억원(-23.5% yoy) 영

업이익률 7.4%(-2.0%p yoy) 전망. 추정치는 컨센서스 매출액 5,991억원 대비 -4.2% 하회, 

컨센서스 영업이익 474억원 대비 -10.5% 하회하는 수준 

- 매출액은 국내업체들의 설비투자가 감소하며 전력기기와 전력인프라 부문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8.1%, -15.0% 감소할 것으로 예상. 4Q18 매출 증가를 견인했던 화학공장 투자는 

1Q19에 주춤. 스마트그리드(ESS) 관련 매출은 251억원(+62.2% yoy -30.1% qoq)으로 기

저효과가 반영되었으나 전 분기 대비 급감 

- 영업이익에서는 매출액 감익에 따른 고정비 부담과 마진이 좋은 전력기기, 전력인프라 물량

감소의 영향이 반영됨 

 

눈높이는 낮추지만 여전한 밸류에이션 메리트 

- ESS는 잇단 화재 영향으로 국내 발주가 정체. 태양광 연계, 철도 관련 등 대규모 발주 PJ(프

로젝트)들이 있지만 수주 여부에 따라 전체 수주액의 변동성이 커질 것. 올해 ESS 관련 매출

액은 1,560억원(-17.6% yoy)으로 보수적 전망. ESS는 전체 매출액의 6.3% 정도로 영향이 

크지 않음. 태양광도 대규모 발주 PJ로 비슷한 상황 

- IT투자 감소우려로 2018년 하반기 주가가 급락하며 2019년 추정 PER은 11.1배까지 하락

(과거 5년 평균 PER은 17배 수준). 화학공장 투자가 IT 물량을 대체하며 올해는 작년 수준의 

매출액 예상. 믹스는 악화되지만 해외 PJ 충당금이 줄어들 것 

- HVDC 관련 2018년 수주한 동해안 PJ(1,760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북당진/고덕 2차 물

량(400억원 예상)도 수주 가시성이 높음. 올해 500억원 내외의 매출 인식 예상 

- 전방산업 투자 사이클 하락에 따라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 해이지만 이익안정성은 여

전히 견조. 높아진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감안 시 투자 부담이 낮은 주가 

 

 

(단위: 십억원, %)  

구분 1Q18 4Q18 
 1Q19(F)  2Q19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592  630  612  574  -3.0  -8.5  599  621  -6.1  7.6  

영업이익 55  32  52  42  -23.5  33.5  47  51  -22.7  19.3  

순이익 42  14  34  29  -31.4  101.2  35  36  -10.6  21.9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2,344  2,485  2,564  2,507  -2.2  2,509  6.0  0.9  

영업이익 158  205  223  194  -13.0  213  29.4  -5.2  

순이익 105  132  144  135  -6.5  146  25.2  2.3  

자료: LS산전,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PI 2,224.39 

시가총액 1,49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0% 

자본금(보통주) 15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80,700원 / 45,7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1억원 

외국인지분율 16.18% 
주요주주  LS 46.00%  

 국민연금 12.0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3  -3.4  -23.7  -17.8  

상대수익률 -3.6  -10.4  -23.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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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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