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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금리 상승이 부담스러운 리츠 시장
- 상반기 미국 리츠는 -17.8% 하락, 2분기에만 -14.9%의 성과 기록. 코로나19가 시작된 20년 2분기가 -25.4%,
더블딥 및 미국 디폴트 우려 및 신용등급 강등으로 -14.6% 하락한 11년 3분기 이후 처음. 코스피 조정에도 상
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국내 리츠도 최근 한달 간 국내 리츠는 평균 -13.7%의 하락(자기관리 리츠 제외)
- 다양한 매크로 환경 변화가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의 리츠 하락의 핵심 요인은 금리라는

판단. 일반적인 시기에서의 완만한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 혹은 성장을 동반하기 때문에 금리의 부(-)의 효과를
임대료 성장과 이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쇄. 그러나 현재는 1) 가파른 금리 인상 속도, 2) 전례 없는 저금
리 시기의 기저효과로 비용을 상회하는 임대료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미국 리츠의 평균 대출 금리는 3.24%로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2000년 이후 10년 물 시장 금리와 리츠 대
출 금리간의 스프레드를 고려하면 향후 5-6년간 이자비용이 50% 증가 하고 배당 재원은 정체 예상. 국내 시장
의 경우에도 일부 리츠의 선순위 대출 금리가 불과 2.5% 수준으로 최근 선순위 대출 금리가 5%를 상회하는 것
을 고려하면 이자비용 증가가 부담스러운 수준. 이러한 점들이 반영 되어 미국 리츠는 코로나19 이전 5년 평균
(17.5배)을 하회한 3%대 시장금리 시기 평균(16.5배)과 비슷한 P/FFO 16.8배 까지 하락 후 반등. 국내 리츠들
도 상장 당시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주가 조정이 나타나면서 배당수익률도 평균 6% 수준까지 상승
- 미국 리츠의 경우 시장금리의 피크가 확인되지 않았고, 경기 전망을 고려할 때 반등은 나타날 수 있으나,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 영향이 큰 미국 리츠는 선별적으로 접근 의견 유지(주거, 인
프라). 반면, 상대적으로 마스터리스 구조의 장기 임차 계약 비중이 높은 국내 리츠의 경우 경기 영향이 적은 방
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금리 정점 확인 후 진입을 추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평가 구간이라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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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비수기와 투자 비용 부담 영향으로
실적 부진 전망

이마트
(139480)
유정현

투자의견

junghyun.yu@daishin.com

BUY
매수, 유지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170,000원으로 하향(-15%)
- 2분기는 계절적으로 가장 비수기인데다 매년 종합 부동산세 납부로 영업이익이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데 분기.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경쟁과 G마켓 글로벌 인수에 따른 과도기 영향으로 적자가 불가피할 것 전망
- 주가는 1회성 이익을 제외하고 12개월 Forward 기준 P/E 8배, P/B 0.3, sustainable ROE가 3-4% 수준까지

6개월
목표주가

170,000
하향

현재주가
(22.07.01)

106,500

크게 낮아짐. 투자 부담으로 저마진 상황이 당장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나, 낮은 P/B valuation 기업들의 특성
상 약세장에서 주가의 추가 하락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2Q22 Preview: 물가 상승, 투자부담 영향으로 손익 부진 지속 전망
- 2분기 총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 2,718억원(+24%, yoy)과 -161억원(적전, yoy)으로 전망
- [별도법인] 2분기 할인점 기존점 성장률은 +4% 수준 예상.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기존점 성장률 (+) 성장세 지
속. 그러나 2분기에도 PP센터 매출 비중 증가와 종합 부동산세 영향으로 2분기 영업적자 212억원 추정

- [연결법인] 2분기 쓱닷컴 거래액은 yoy 20% 성장 추정. 그러나 성장 중심의 전략으로 영업적자 280억원 전망.
G마켓 글로벌은 MD 조정으로 거래액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고 물류비와 PMI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2분
기에도 적자 180억원 전망. SCK와 PK Holdings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재료비 상승으로 손익이 전년대비 감
소세 지속된 것으로 파악. 이 밖에 엔데믹을 맞이하며 조선호텔&리조트 투숙률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 개
선 예상. 이마트24도 점포 수 6,000개 이상을 넘어서며 2분기에도 손익은 BEP 수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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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128940)
임윤진

투자의견

예상보다 좋을 실적

yoonjin.lim@daishin.com

BUY
매수, 유지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60,000원 유지
- 2분기 연결 매출액 3,084억원 (+10.4% yoy), 영업이익 249억원 (+57.2% yoy) 전망. 컨센서스 매출액 3,026억
원, 영업이익 233억원 각각 2%, 7% 상회 전망
- [별도] 매출액 2,396억원(+7.6% yoy), 영업이익 137억원 (+33.8% yoy) 전망. 자체 개발 개량신약 및 복합제 처

6개월
목표주가

360,000
유지

현재주가
(22.07.04)

297,500

방 확대로 제품 매출액 2,069억원 (+10.3% yoy) 및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 (OPM 2Q21 4.6%, 2Q22 5.7%)
- 북경한미 매출액 737억원 (+24.0% yoy), 영업이익 119억원 (+38.6% yoy) 추정.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 이탄
징 등 주력 품목 판매 호조 및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호실적 전망

하반기 풍부한 R&D 이벤트가 기대된다
- 롤론티스, PDUFA 9/9 일정 앞두고 7월 중 평택 바이오공장 FDA 실사 진행 예상. 연내 항암치료 당일 투여요
법 임상1상 결과 발표 예상되며 긍정적 결과 발표 시 경쟁약물 대비 투약 편의성 및 가격 경쟁력 확보 기대

- Dual agonist, 파트너사 머크의 NAFLD(비알콜성 지방간질환) 임상2상 결과 발표 예상. 오젬픽 대비 우월한 지
방간 감소 효과 확인 시 후기 임상 진입 가속화 예상되며 마일스톤 유입도 기대 가능하다는 판단
- BH3120 (4-1BB/PD-L1 이중항체), 4월 AACR 학회에서 발표한 전임상 연구 결과 동일계열 경쟁약물 대비 우
수한 안전성 프로파일 확인. 하반기 임상 1상 진입에 따라 신약가치 부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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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373220)
전창현

투자의견

changhyun.jeon@daishin.com

BUY
유지

다소 아쉬운 2분기, 하반기를 기대하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00,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23년 예상 EBITDA 4.59조원에 CATL EV/EBITDA 멀티플 15% 할증한 25.5배 적용하여 산출. 할증
근거는 중국 2차전지 소재 대비 한국 2차전지 소재 업종 멀티플 프리미엄 15%

2분기 매출액 4.78조원(YoY-7%), 영업이익 2,030억원(YoY-72%)
6개월
목표주가

500,000
유지

현재주가
(22.07.04)

356,000

- 영업이익 기준 시장 기대치를 -22% 하회하는 아쉬운 실적 전망
- 반도체 수급 타격이 컸던 VW 등 유럽 고객사들의 파우치 수요 일부 회복과 테슬라향 견조한 EV 원통형 출하
로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 증가.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상승과 환율 상승도 매출액 증가에 기여
- 다만, 수익성(OPM)은 4.2%(QoQ-1.8%p)로 전분기 대비 악화. 판가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온 원재료 가격 상승
분에 못 미치며 원가구조 악화

상반기 부진은 하반기에 상쇄될 것으로 전망
- 22년 매출액 21.9조원(YoY+23%), 영업이익 1.3조원(YoY+74%) 전망
- 하반기 유럽 EV 수요 개선 및 정상화, 상해 테슬라향 견조한 EV 원통형 수요 지속, 북미 GM JV 1공장 가동으
로 유럽, 중국, 북미 주요 거점 가동 본격화
- 유럽 공장 가동률 상승과 기존 리튬/니켈/코발트 외 알루미늄/망간/구리 등 판가 연동 메탈 범위 확대로 수익

성은 지속 개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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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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