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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인플레이션 우려 다시 부각 

- 9월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에너지 가격에 힘입어 5.4%로 2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 다시 부각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심화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주택가격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상방 압력도 

- 지속인플레이션 우려 연말까지 지속 예상, 정부 개입 확대 이후 공급망 차질 해소 여부 주목 

이다은. daeu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3Q21 Preview] 현대두산인프라코어: 3분기가 바닥, 증자 후 좋아질 것 

-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유지, 목표주가 9,700원으로 하향(기존 14,500원, -33.1%) 

- 3Q21 실적은 매출액 9,846억원(+7.3% yoy), 영업이익 327억원(-48.5%) 전망.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 -9%, 영업이익 -55% 하회. 

두산그룹에서 피인수 후 실적 조정기간으로 컨센서스는 큰 의미가 없음 

- 매출액은 전년동기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낮은기저 대비 선방. 3Q 동사의 중국시장 판매량은 1,077대(-68% yoy)로 급감. 이외 신흥국, 

선진국은 호조. 영업이익은 원가상승, 공급망 차질, 선적지연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 정체 

- 5:1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로 인해 10/8~10/25 기간 동안 거래정지 중. 8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예정. 증자 대금 중 3,050억원은 FI 보유 

DICC 지분 20% 획득에, 2,000억원은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납부에 사용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3Q21 Preview] 호텔신라: 이제 해외 여행도 일상으로 점진적으로 복귀  

-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20,000원 유지  

- 4분기부터 우리나라를 비롯, 각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과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해 여행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수 관점 접근 유효    

- 3Q21 Preview: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195억원(+16%, yoy), 491억원(흑전,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8월 중순부터 4분기 국경절 성수기를 앞두고 따이공 수요가 회복하였고, 동사를 비롯,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수수료율이 낮은 소형 

따이공 중심의 영업에 치중하면서 3분기에도 안정적인 손익 달성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파악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3Q21 Preview] 이마트: 3분기 재난지원금, 추석 시점 차이로 일시적 부진 전망  

-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34,000원 유지 

- 4분기부터 스타벅스 코리아가 실적에 연결로 편입. 쓱닷컴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전체 영업이익은 다시 (+) 성장세로 전환 기대 가능 

- 최근 3분기 손익 부진 우려로 주가 조정 양상. 4분기 손익 개선과 2022년 쓱닷컴 상장 가능성으로 자회사 가치 상승 등의 호재가 

작용하면서 연말부터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3Q21 Preview: 재난지원금과 추석 시점 차이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 2,101억원(+22%, yoy), 1,423억원(-6%, yoy) 전망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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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21 Preview] 레이: JV 우려에 가려진 호실적, 저점 매수 유효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5,000원 유지 

- 매분기 외형 성장세와 함께 하반기 턴어라운드 본격화, 2022년 가시화될 모멘텀 고려 시 추세적인 기업가치 회복 필요 

- 3Q21 Preview: 매출액 257억원(+81.3% YoY), 영업이익 58억원(+267.7%) 전망 

- 하반기 성수기 효과에 미국, 유럽 중심 기저효과 돋보이며 2Q21부터 매분기 최대 실적 갱신 흐름 이어질 전망 

- 주가는 최저점 vs. 확실한 실적 반등세와 더해질 모멘텀. 현재 주가 2022F PER 15배는 절대적 저평가 수준으로 저점 매수 유효 

이새롬. saerom.lee@daishin.com 

 
[3Q21 Preview] 인터로조: 예상 보다 더 좋을 하반기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6,000원 유지 

- 상반기 대비 하반기 돋보일 실적 모멘텀, 2022년 유럽/일본 신규 고객사 공급 확대로 지속될 고성장세 대비 절대적 저평가 수준 

- 3Q21 Preview: 매출액 316억원(+56.3% YoY), 영업이익 83억원(+130.1% YoY) 기대.  

- 하반기 돋보일 고성장세. 4분기 호실적 이어지며 분기 최대 이익률 기대. 2021년 하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5% 증가할 

전망(상반기 영업이익 YoY +4%) 

- 2022년 해외 신규 거래처 공급 확대, 일본 원데이 클리어 렌즈 매출(연간 80억원 이상) 추가되며 고성장세 이어질 전망 

이새롬. saerom.lee@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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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인플레이션 우려 다시 부각 

이다은 daeun.lee@daishin.com 

 

   9월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5.4%로 5개월 연속 5% 상회 

-9월 미국 헤드라인 CPI가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하며 시장예상치인 +5.3%를 소폭 상회

하였다. 6~7월 +5.4%로 정점을 찍은 후 8월 peak out하는 듯 보였으나 두 달 만에 다시 

최고치에 도달하였다. 전월대비로도 0.4% 상승하며 시장예상치인 +0.3%를 소폭 상회하였

다. 다만, Core CPI는 전년동월대비 4.0% 상승하며 예상치(4.0%)와 부합하는 수준을 보였

다.  

-이번 달 물가상승은 에너지 가격이 주도하였다. 9월 중 유가 가격이 급등하면서 휘발유 가

격이 24.8% 상승(전월대비 +1.2%)함에 따라 전체 물가상승에 +1.2%p기여하였다.  

-주택가격 상승세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주거서비스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3% 상승(전월대비 +0.4%)하며 전체 물가상승에 +1.1%p 기여하였다. 이중에서도 주택

가격의 오름세를 반영하기 위해 자가 거주자의 임차료를 추정해 산출하는 자가거주비용

(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s)이 +0.7%p 기여하며 주택가격 오름세에 따른 

주거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였다.  

 

다시 부각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9월 이후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이어

지면서 19개 주요 원자재 선물 가격을 평균한 CRB 지수가 8월말대비 8.1% 상승세를 보

였다(10.12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201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

러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생산비를 올릴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비용 상승분을 상품 가격

에 전가함으로써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 생산비 부담에 따른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의 생산 차질은 공급망 해소 시점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인플레이

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 연말까지 지속 예상, 정부 개입 확대 이후 공급망 차질 해소 여부 

주목   

-미시간대 향후 12개월 기대인플레이션은 7월이후 4.6~4.7%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2.3~2.4%로 유지되었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BEI)도 10월 들어 2.5%로 상승하였다. 이를 

미루어 보아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경기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

션이 통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위험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

고하였다.  

-시장참여자들도 높은 물가 수준때문에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

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다만, 저자는 G2의 경기 둔화세로 올해 글로벌 경기 전망

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까지는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가속화하기 보

다 각국 정부가 공급병목현상, 원자재 공급 부족 등 인플레이션 유발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한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부각된 연유에는 높은 물가 레벨보다도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심화 등 예상 외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예: 바이든 정부의 미 물

류 대란 해결 회의, 미 전략비축유 방출)으로 해당 요인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인

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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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042670) 

 
3분기가 바닥, 
증자 후 좋아질 것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이태환   taehwan.lee@daishin.com  

투자의견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700 

하향  
현재주가 

(21.10.12) 9,270  
기계업종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유지, 목표주가 9,700원으로 하향 

- 목표주가를 9,700원으로 하향(기존 14,500원, -33.1%) 

- 목표주가는 2022E 수정 EPS 971원에 타깃 PER 10배를 적용 

- 수정 EPS는 추정 순이익 1,989억원에 주식수 2.05억주로 산정(현재 0.79억주, 

유상증자 1.15억주, 워런트 0.1억주) 

- 타깃 PER은 글로벌 건설장비 6사의 평균 PER을 20% 할인 적용 

- 현대중공업그룹 피인수 후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작업 진행 중 

 

3Q21 Preview 중국시장 판매감소 영향 반영 

- 3Q21 실적은 매출액 9,846억원(+7.3% yoy), 영업이익 327억원(-48.5%) 전망 

-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 -9%, 영업이익 -55% 하회. 두산그룹에서 피인수 후 실

적 조정기간으로 컨센서스는 큰 의미가 없음 

- 매출액은 전년동기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낮은기저 대비 선방. 3Q 동사의 중국

시장 판매량은 1,077대(-68% yoy)로 급감. 이외 신흥국, 선진국은 호조  

- 영업이익은 원가상승, 공급망 차질, 선적지연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 정체 

 

증자 후 좋아질 것 

- 5:1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로 인해 10/8~10/25 기간 동안 거래정지 중 

- 8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예정. 증자 대금 중 3,050억원은 FI 보유 DICC 지분 

20% 획득에, 2,000억원은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납부에 사용 

- 엔진사업을 보유한 순수 건설장비 업체. 2022년부터 신흥국과 선진국 회복으로 

실적 개선 전망. 엔진외부 매출 증가와 계열 건설장비업체와의 시너지도 기대 

 

(단위: 십억원, %)  

구분 3Q20 2Q21 
 3Q21(F)  4Q21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928  99  2,280  985  -48.9  895.9  1,085  1,085  -46.3  10.2  

영업이익 176  -76  247  33  -81.4  흑전 73  55  -62.7  67.9  

순이익 43  107  58  6  -86.8  -94.7  0  -45  적전 적전 

자료: 현대두산인프라코어,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9A 2020A 2021F 2022F 2023F 

매출액 8,186  7,934  4,655  4,750  4,916  

영업이익 840  659  307  351  344  

세전순이익 603  448  237  303  295  

총당기순이익 396  285  377  199  198  

지배지분순이익 240  149  196  98  101  

EPS 1,153  707  1,308  1,236  1,266  

PER 4.4  10.3  7.1  7.5  7.3  

BPS 10,677  11,297  17,230  33,618  34,741  

PBR 0.5  0.6  0.5  0.3  0.3  

ROE 11.6  6.5  7.9  3.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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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 2916.38 

시가총액 73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3% 

자본금(보통주) 1,10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7,000원 / 7,042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03억원 

외국인지분율 14.55% 

주요주주  현대제뉴인 외 1 인 29.49%  
 국민연금공단 6.1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6.1  -30.0  -4.2  12.8  

상대수익률 -10.1  -22.1  3.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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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호텔신라  
(008770) 

 
이제 해외 여행도 일상으로   

점진적으로 복귀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20,000 

유지  
현재주가 

(21.10.12) 89,700  
유통업종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20,000원 유지  

-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20,000원(2022년 예상 P/E 30배 기준) 유지 

- 지난 3분기 델타 변이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하고 채널의 특성상 

면세점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었음. 그러나 주가는 투자 심리악화로 

조정 양상 지속. 4분기부터 우리나라를 비롯, 각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과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해 여행 제한조치를 해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수 관점 접근 유효    

 

3Q21 Preview: 3분기에도 여전히 양호한 실적 예상 

-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195억원(+16%, yoy), 491억원(흑전,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TR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3분기에도 6%에 육박하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

으로 전망. 7월~8월초까지 면세점 업황이 다소 slow 했으나 8월 중순부터   

4분기 국경절 성수기를 앞두고 따이공 수요가 회복하였고, 동사를 비롯, 수익성

에 초점을 맞춰 수수료율이 낮은 소형 따이공 중심의 영업에 치중하면서 3분기

에도 안정적인 손익 달성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파악 

- 코로나19 이전 2019년 상반기 TR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5.7%였는데 3분기   

당사가 예상하는 TR부문의 수익성(OPM 5.9%)은 이미 면세점 업황이 공항점을 

제외하고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방한 외국

인은 급감하였지만 THAAD 이슈 이후 이미 따이공 중심으로 재편된 국내 면세 

산업이 코로나19로 경쟁을 자제하고 수수료율이 낮은 소형 따이공 중심의   

영업으로 강북에 위치한 주요 시내점 중심으로 손익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 

(단위: 십억원, %)  

구분 3Q20 2Q21 
 3Q21(F)  4Q21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880  953  1,019  1,019  15.9  6.9  1,011  1,054  25.2  3.4  

영업이익 -20  46  37  49  흑전 5.9  51  47  흑전 -4.4  

순이익 -28  12  23  40  흑전 229.3  26  44  흑전 9.7  

자료: 호텔신라,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9A 2020A 2021F 2022F 2023F 

순매출액 5,717  3,188  3,754  4,498  5,058  

영업이익 296  -185  169  277  366  

세전순이익 226  -361  119  224  271  

총당기순이익 169  -283  94  168  203  

지배지분순이익 170  -283  94  168  203  

EPS 4,243  -7,085  2,343  4,204  5,077  

PER 21.4  NA 36.0  20.1  16.6  

BPS 22,979  15,588  17,738  21,749  26,633  

PBR 4.0  5.3  5.1  4.1  3.4  

ROE 20.2  -36.7  14.1  21.3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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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 2916.38 

시가총액 3,58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6% 

자본금(보통주) 19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1,500원 / 74,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99억원 

외국인지분율 16.97% 

주요주주  삼성생명보험 외 5 인 17.34%  
 국민연금공단 10.3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6  -3.9  4.9  15.1  

상대수익률 8.9  7.0  12.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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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이마트  
(139480) 

 
3분기 재난지원금, 추석 시점 차이로 

일시적 부진 전망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34,000 

유지  
현재주가 

(21.10.12) 154,500  
유통업종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34,000원 유지 

-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234,000원(12개월 Forward P/E 11배) 유지 

- 4분기 할인점 기존점 성장률은 전년도 4분기 성장률이 8.7%로 높은 점이 부

담이 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

로 전망. 또한 4분기부터 스타벅스 코리아가 실적에 연결로 편입되면서 쓱닷컴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전체 영업이익은 다시 (+)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동사의 주가는 최근 3분기 손익 부진 우려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4분

기 손익 개선과 2022년 쓱닷컴 상장 가능성으로 자회사 가치 상승 등의 호재

가 작용하면서 연말부터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3Q21 Preview: 재난지원금과 추석 시점 차이로 일시적 부진 전망 

-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 2,101억원(+22%, yoy), 1,423억원(-6%,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별도] 할인점 기존점 성장률은 3분기 평균 +2.5% 기록. 7-8월 기존점 성장률

은 평균 +8.2% 수준으로 높았으나 추석 시점 차이에 따라 9월 기존점 성장률

이 (-) 영향을 받았고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크게 감소. 이에 따라 9월 기존점 성장률이 -8.9% 기록. 매출 성장

률이 낮아지면서 손익 개선 효과 다소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보임  

- [연결자회사] 3분기 쓱닷컴 거래액 증가율은 30%를 상회한 것으로 파악. 그러

나 손익은 지난 2분기부터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분기 보다 적자 규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보임. 이 밖에 프라퍼티, 이마트24 등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전분기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었던 것으

로 추정    

(단위: 십억원, %)  

구분 3Q20 2Q21 
 3Q21(F)  4Q21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5,908  5,865  6,791  7,210  22.0  22.9  6,512  7,303  27.5  1.3  

영업이익 151  8  163  142  -5.9  1,775.8  171  131  54.8  -7.6  

순이익 113  476  146  132  16.7  -72.3  130  183  흑전 38.9  

자료: 이마트,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9A 2020A 2021F 2022F 2023F 

순매출액 19,063  22,033  26,273  30,258  32,239  

영업이익 151  237  404  582  769  

세전순이익 282  622  1,177  708  910  

총당기순이익 224  363  883  531  682  

지배지분순이익 234  362  883  531  669  

EPS 8,391  12,979  31,667  19,060  23,987  

PER 15.2  11.7  5.6  9.3  7.4  

BPS 315,997  325,504  355,236  372,302  394,295  

PBR 0.4  0.5  0.4  0.4  0.4  

ROE 2.8  4.0  9.3  5.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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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 2916.38 

시가총액 4,30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0% 

자본금(보통주) 13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89,000원 / 142,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20억원 

외국인지분율 34.61% 

주요주주  정용진 외 1 인 28.56%  
 국민연금공단 10.2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1  0.0  -8.8  1.6  

상대수익률 -2.6  11.3  -2.0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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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레이  
(228670) 

 
JV 우려에 가려진 호실적, 
저점 매수 유효 

이새롬  
saerom.lee@daishin.com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5,000 

유지  
현재주가 

(21.10.13) 27,450  
스몰캡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5,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12MF EPS 1,700원에 Target PER 27배 적용 

- 증시 변동성 확대 속 11월 중국 사업 발표 시기까지 단기 불확실성으로 현재 

주가는 2022F 15배까지 조정. 역사적 최하단 밸류에이션 수준 

- 매분기 외형 성장세와 함께 하반기 턴어라운드 본격화, 2022년 가시화될 모멘

텀 고려 시 추세적인 기업가치 회복 필요 

  

3Q21 Preview 

- 매출액 257억원(+81.3% YoY), 영업이익 58억원(+267.7%) 전망 

- 주요 지역별 매출액: 국내 24억원(+339%), 미국 57억원(+112%), 유럽 23억

원(+262%), 중국 77억원(+34%) 

- 하반기 성수기 효과에 미국, 유럽 중심 기저효과 돋보이며 2Q21부터 매분기 

최대 실적 갱신 흐름 이어질 전망 

- 3Q21F 영업이익률 22.4%로 YoY 11.4%p, QoQ 1.5%p 개선될 전망.  

1) 전체 외형 성장에 따른 고정비 효율화, 2) 고마진 치료솔루션 비중(MS 60%) 

확대에 따른 Mix 개선, 3) 제한적인 판관비 집행에 따름 

 

주가는 최저점 vs. 확실한 실적 반등세와 더해질 모멘텀 

- 4분기는 의료기기 최대 성수기로 분기 매출액 300억원 돌파 전망 

- 2021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94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3% 증가한 184억원 예상 

- 2021년 연말 중국JV 진출 가시화될 예정 및 2022년 사업영역 다각화에 따른

(3D구강스캐너, 투명교정) 추가적인 실적 성장 가능한 상황. 현재 주가2022F 

PER 15배는 절대적 저평가 수준으로 저점 매수 유효 

 (단위: 십억원, %)  

구분 3Q20 2Q21 
 3Q21(F)  4Q21(F)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4  24  26  26  81.3  8.5  25  31  46.0  19.0  

영업이익 2  5  6  6  267.7  16.5  6  7  61.9  28.6  

순이익 2  4  5  5  105.4  11.2  5  6  35.1  27.4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9A 2020A 2021F 2022F 2023F 

매출액 73  55  95  123  151  

영업이익 13  5  18  28  39  

세전순이익 13  9  15  31  41  

총당기순이익 12  8  14  25  33  

지배지분순이익 12  8  14  25  33  

EPS 1,908  1,188  1,064  1,861  2,516  

PER 22.5  44.9  26.0  14.9  11.0  

BPS 4,751  4,907  7,877  9,399  11,221  

PBR 4.5  5.4  3.5  2.9  2.4  

ROE 27.6  12.9  16.1  20.1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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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DAQ 953.47 

시가총액 36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9% 

자본금(보통주) 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4,850원 / 19,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1억원 

외국인지분율 15.98% 

주요주주 
 레이홀딩스 외 8 인 34.5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2.0  -10.0  -1.4  28.7  

상대수익률 -5.3  -1.5  4.4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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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인터로조  
(119610) 

 예상 보다 더 좋을 하반기  

이새롬  
 
saerom.lee@daishin.com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6,000 
유지 

현재주가 

(21.10.13) 
28,100 

스몰캡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6,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12MF EPS 2,230원에 Target PER 16배 적용 

- 8월 CB 전환 및 증시 변동성 확대로 주가는 2022년 PER 12.6배까지 조정.  

상반기 대비 하반기 돋보일 실적 모멘텀, 2022년 유럽/일본 신규 고객사 공

급 확대로 지속될 고성장세 대비 절대적 저평가 수준 
 

3Q21 Preview 

- 3Q21F 매출액 316억원(+56.3% YoY), 영업이익 83억원(+130.1% YoY).  

직전 추정 매출액 298억원, 영업이익 78억원 상회하는 호실적 기대 

- 3분기 우호적인 환율 효과 및 국내/일본/알콘사향 QoQ 매출 성장에 기인 

- 국가별 매출액: 한국 90억원(+80% YoY), 일본 100억원(+69% YoY), 중동 

20억원(+42% YoY), 유럽 55억원(-5% YoY), 중국 9억원(-25.3% YoY),  

- 3Q21 연결 영업이익률 26.3%(+8.4%p YoY, +1.8%p QoQ) 기대. 상반기 대

비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효율화 및 달러 강세로 매분기 이익률 개선세 가

능. (분기 매출 레벨: 상반기 200억원 중반 → 하반기 300억원 이상) 
 

하반기 돋보일 고성장세 

- 2021F 매출액 1,158억원(+31.2% YoY), 영업이익 284억원(+87.5% YoY) 

- 4분기 호실적 이어지며 분기 최대 이익률 기대. 2021년 하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5% 증가할 전망(상반기 영업이익 YoY +4%) 

- 하반기 외형 성장 및 분기별 판관비 70억 내외로 집행되며 영업 레버리지 본

격화. 4Q20 환율 영향으로 BEP 수준 기록한 반면, 4Q21 분기 최대 매출액 

및 수익성 가능(원/달러 4Q20 1,116원 → 4Q21F 1,160원) 

- 2022년 해외(일본 Asia Network, 프랑스 Ophtalmic, 스페인 Mark’ennovy) 

신규 거래처 공급 확대, 일본 원데이 클리어 렌즈 매출(연간 80억원 이상) 추

가되며 고성장세 이어질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3Q20 2Q21 
 3Q21(F)  4Q21(F)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0  27  30 32  56.3  18.2  31  33  39.8  4.7  

영업이익 4  7  8 8  130.1  26.8  8  9  1,098.9  6.8  

순이익 2  1  6 6  161.2  730.6  6  7  흑전 7.1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9A 2020A 2021F 2022F 2023F 

매출액 93  88  116  133  156  

영업이익 23  15  28  34  43  

세전순이익 22  15  24  36  45  

총당기순이익 18  12  18  28  36  

지배지분순이익 18  12  18  28  36  

EPS 1,584  1,034  1,477  2,215  2,805  

PER 16.3  20.7  19.0  12.6  10.0  

BPS 10,944  11,233  13,056  14,450  16,909  

PBR 2.4  1.9  2.2  1.9  1.7  

ROE 13.9  8.7  12.2  16.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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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DAQ 953.47 

시가총액 36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9% 

자본금(보통주) 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0,050원 / 19,648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9억원 

외국인지분율 7.06% 

주요주주 
 

노시철 외 20 인 32.27% 
 국민연금공단 7.1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5  5.6  17.6  29.6  

상대수익률 7.1  15.6  24.6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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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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