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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000120)
양지환

투자의견

택배가 끌고 글로벌이 밀고

jihwan.yang@daishin.com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60,000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60,000원 유지
- CJ대한통운은 2분기 당사 및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한 양호한 실적 시현, 이유는 1)택배 사업부문
이 물량 회복에 따른 레버리지효과로 이익률이 상승, 2)글로벌 부분의 매출 및 이익 성장
- CL사업부문은 전분기 대비 매출 성장에도 재산/종부세 납부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297억원→273
억원). 이를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이 348억원(OPM 5%)으로 2019년 4분기 이후 최고 실적 달성

유지
현재주가
(22.08.09)

122,500

- 택배사업부문은 1)처리량은 4.2억박스(-2.6% yoy), 2)평균단가 2,200원(+9.5% yoy)을 기록하여 추정
치에 부합. 물량 회복과 단가 상승으로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 하반기 물량
의 추가적인 회복과 단가 인상 기조 유지로 영업이익률은 추가적인 개선 기대
- 2022년 1분기부터 의미 있는 실적 개선세를 나타냈던 글로벌 사업부문이 2분기에도 당사 예상을 상
회하는 매출 및 이익 성장세를 나타냄. 2분기 매출액은 1조 3,629억원(+29% yoy), 영업이익은 297억
원(+158.3% yoy)을 시현
- 글로벌부문의 개선은 미국, 인도, 베트남 지역의 CL매출 증가와 포워딩 업황 호조 영향 때문임. 하반
기 포워딩 부문의 둔화 우려 있지만, CL부문 성장 기대
- 운송 섹터 내에서 하반기 실적 감익 우려가 가장 적은 종목으로 실적 호전과 함께 주가도 상승 흐름
나타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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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Comment

Report Click ▶

GS리테일
(007070)
유정현

투자의견

투자 효율 개선시킬 필요

junghyun.yu@daishin.com

BUY
매수, 유지

투자의견 BUY 유지하나 목표주가 30,000원으로 12% 하향
- 목표주가 하향은 2022-2023년 실적 하향 조정에 근거
- 2022년은 편의점과 슈퍼, 이커머스를 비롯한 신규 사업의 투자가 집중되면서 손익이 크게 훼손된 한 해. 이 때
문에 가장 핵심 사업부인 편의점 마진도 다소 하향되는 경향 뚜렷.

6개월
목표주가

30,000
하향

현재주가
(22.08.09)

25,750

- 최근 투자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새벽배송, 전국 택배 등 사업을 철수. 시장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축소, 정리
하는 노력은 긍정적이나 그 정도가 아직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짐. 단기적으로 편의
점 사업부 마진 개선 등 핵심 경쟁력 제고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2Q22 Review: 투자 부담으로 아쉬운 2분기 실적 기록
- 2분기 총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8,169억원(+23%, yoy), 474억원(+11%, yoy)을 기록. 전년도 3분기부
터 편입된 홈쇼핑 효과 제외 시 실질 영업이익은 275억원 감소한 153억원 기록

- [편의점] 2분기 기존점 성장률은 +2.9% 기록. 출점 효과 더해지며 매출액 yoy +8% 증가. 영업이익은 광고판촉
비와 인건비 증가로 전년수준에 그침 [슈퍼] 출점 효과로 매출액 yoy +5% 증가했으나 기존점 성장률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0.4%에 불과, 영업이익은 3억원으로 매우 부진 [호텔/홈쇼핑] 투숙률 상승에 따라 매출액
yoy +56%, 영업이익 156억원 증가하며 81억원 흑자 기록. 홈쇼핑도 양호한 소비 흐름 영향으로 송출수수료
증가 불구하고, 손익 개선 [기타] 이커머스 사업부 손실(약 -349억원)과 어바웃펫, 쿠캣 손실 증가, 퀵커머스 투
자 비용 증가로 영업적자 670억원(전년비 378억원 확대) 기록하며 실적 부진에 주원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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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Comment

Report Click ▶

한섬
(020000)
유정현

투자의견

성장을 위한 투자 비용

junghyun.yu@daishin.com

BUY

투자의견 BUY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6,000원(12개월 Forward 예상 P/E 9.5배) 유지
- 3분기에는 고가 골프웨어 브랜드 <랑방 블랑> 런칭 예정으로 관련 마케팅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나 당사
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350억원(yoy +11%)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매수, 유지

- 전일 주가는 2분기 실적 하회에 따른 실망으로 주가가 약 6% 하락 마감하였으나 본업의 기초 체력이 여전히
6개월
목표주가

56,000
유지

현재주가
(22.08.09)

29,450

매우 양호한 점과 저렴한 valuation을 고려하여 매수 의견 유지

2Q22 Review: 전 브랜드 고른 성장, 신규 브랜드 런칭 비용 발생
-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574억원(+14%, yoy), 274억원(+17%, yoy)을 기록.
- 타임, 마인, 랑방 콜렉션, 시스템 등 여성 캐릭터, 캐주얼 볼륨 브랜드 매출이 13~14% 가량 증가하였고, 남성
복 매출이 20%를 상회하는 고성장 기록하며 전 브랜드에 걸쳐 고른 성장 보임
- 영업이익은 고마진 온라인 채널 매출 성장(yoy +15%)과 오프라인 성장(yoy +14%) 및 할인율의 구조적 하락으
로 손익 개선 추세 지속.
- 그러나 연중 상대적으로 이익 규모가 작은 2분기에 신규 런칭한 <리퀴드 퍼퓸바> 편집샵 관련 마케팅 비용 등
이 반영되면서 비용 영향이 크게 두드러짐.
- 온/오프라인 채널의 고른 성장으로 2분기 GPM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신규 브랜드 런칭 영향
으로 판관비가 다소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yoy 20bps 상승한 7.7%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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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Click ▶

미래에셋증권
(006800)
박혜진

투자의견

hyejin.park@daishin.com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유지

6개월
목표주가

8,000
웆유지

현재주가
(22.08.09)

6,600

곳간에서 인심난다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목표주가 8,000원 유지
- 2분기마다 발생하는 비 시장성 자산 평가이익 및 8조원에 이르는 투자목적 자산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및 배당
금 등으로 당 분기 실적은 상당히 선전. 뿐만 아니라 운용하는 채권 규모가 25조원에 이르나 파생상품운용에서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며 상품운용수익이 전성기 못지 않은 실적을 기록

2Q22 지배주주 순이익 2,537억원(QoQ +32.3%, YoY -26.2%) 기록
-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우리의 추정 및 컨센서스를 각각 +67%, +30.6%를 상회하는 어닝서프라이즈 달성.

실적 호조는 비시장성자산 평가이익 및 파생 운용을 비롯한 트레이딩수익이 상대적으로 선전한데 기인
- 채권운용손실을 포함한 상품운용손익은 상당히 호조. 운용 채권 규모가 25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운용손실
이 경쟁사 대비 크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헤징 및 파생상품 운용에서 오히려 이익이 발생
- 우려에도 불구하고 IB수익은 479억원(QoQ +28%, YoY +30.4%)로 전 분기 대비 오히려 증가. 쉽지 않은 업황
에도 여러 건의 신규 딜을 수행하였으며 인수 주선, PF/자문수수료수익이 꾸준히 발생
- 신용융자잔고가 5.7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채권이자이익이 증가하며 이자이익은 1,403(QoQ +5%, YoY 17.6%)으로 전 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전술한 비 시장성 자산 평가이익 반영으로 해외법인 실적도 640억원
(QoQ +113%, YoY -42.6%)도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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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Click ▶

키움증권
(039490)
박혜진

투자의견

플랫폼 장악력은 여전히 압도적

hyejin.park@daishin.com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15,000원, 업종 내 최선호주 유지
- 2분기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은 1,085억원(QoQ -23%, YoY -50.9%)으로 우리의 추정과 컨센서스를 각각 23.6%, -19.5% 하회. 금리 급등, 지수 부진 등에 따라 운용 손실이 확대되어 실적은 부진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부문에서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

115,000

- 주식운용손익이 포함되는 상품운용손익은 당 분기 -666억원의 손실을 기록. 동사의 운용 채권 규모는 6조원으

웆유지

로 금리 급등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주식평가손실, IB관련 손실(pre-IPO)도 반영되며 상품운
용손실폭이 예상보다 컸음

현재주가
(22.08.09)

88,300

- 고객예탁금 관련 평가이익을 이자손익으로 이자이익은 증가하였으며 거래대금 감소에도 BK 수수료수익은 상
당히 선전. 특 해외주식거래대금 감소에도 MS가 35%를 상회하며 오히려 상승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 IB수익도
발행시장 위축으로 ECM/DCM수익 하락에도 구조화 및 PF수수료가 견조하게 유지
- 거래대금은 2개월째 11조원~13조원 수준이 지지되고 있음. 최근 10년간 한국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9조원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추가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외주식거래도 선점하여 증권 플랫
폼으로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포지션을 유지. 하반기 해외주식거래 CFD출시 예정 등 플랫폼 확장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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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Click ▶

SK텔레콤
(017670)
김회재

투자의견

언제나 듬직한 배당

hoijae.kim@daishin.com

BUY
매수, 유지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89,000원 유지
- [연결] 매출 4.3조원(+4% yoy, +0.3% qoq), OP 4.6천억원(+16% yoy, +6% qoq) [별도] 매출 3.1조원(+3%
yoy), OP 3.8천억원(+16% yoy)
- [무선] 매출 2.6조원(+2.2% yoy), ARPU 30.7천원(+0.7% yoy, +0.8% qoq). 5월 기준 5G 보급률 38%(휴대폰

6개월
목표주가

89,000
유지

현재주가
(22.08.09)

52,900

가입자 기준 50%)까지 증가하면서 ARPU 상승. 2Q21부터 5개 분기 연속 상승하며, 상승 추세 진입.
- 마케팅비 부담 감소. 7.6천억원(-6% yoy) 매출 대비 24.3%, 5G 초기 마케팅 증가분 상각 종료. 감가비 부담 감
소. 7천억원(-3% yoy)매출 대비 20%. 커버리지 구축 마무리, 농어촌 공동 투자 영향, CAPEX 감소추세 전망
- [SKB] 매출 1조원(+4% yoy), OP 782억원(+22% yoy). 기업회선, IDC 등 기업사업 매출 3.1천억원(+7% yoy).
IDC 매출 +10% yoy 달성. IPTV 매출 3.7천억원(+5% yoy), 초고속인터넷 매출 2.4천억원(+1% yoy)
- 미디어와 기업사업을 전담하면서 꾸준히 매출과 이익 증가. 비상장 전환 전 연평균 OP 700억원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분기 OP가 700억원 수준 상회. 22E OP 3.3천억원(+20% yoy)으로 처음으로 3천억원대 이익 달성 전망

언제나 듬직한 배당. 하나금융그룹과의 지분 교환으로 배당 여력 증대
- 배당정책. Max [(EBITDA-CAPEX) X 30~40%, 2020년 배당총액 7.15천억원]
- 보유 중인 하나카드 지분 3.3억원을 하나금융지주 지분으로 교환.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배당금 유입. SKT의
최저 보장 배당총액 대비 3.5% 규모. 22E 연간 DPS 3.6천원. 배당수익률 6.8%. 1Q, 2Q DPS는 최소 보장금액
인 830원으로 결정. 3Q도 동일한 DPS 지급 후 4Q 1.1천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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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Comment

Report Click ▶

이노션
(214320)
김회재

투자의견

내일을 위한 오늘의 투자

hoijae.kim@daishin.com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80,000
하향

현재주가
(22.08.09)

45,600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80,000원으로 -11% 하향
2Q22 Review: 탑라인은 순조로운 성장, 인력의 선투자로 이익은 부진
- GP 1.8천억원(+12% yoy), OP 260억원(-20% yoy)
- 국내 GP 385억원(+17% yoy), 해외 GP 1,392억원(+11% yoy)
- [국내] 비계열 대행 증가 및 스튜디오레논 인수 효과로 상승

- [해외] 미주 지역의 비계열 회복 및 우호적 환율효과로 전지역 성장. 미주 +17%, 유럽 +0.3%, 중국 +4%, 신흥
시장 +0.5%
- GP 성장은 긍정적이나, 신규 광고주 영입을 위한 인력 채용 및 임금 인상 영향으로 이익은 감소. 국내외 인원
은 전년대비 +321명, +10% 증가한 3,473명. 인건비는 +207억원, +21% 증가
- 국내 GP는 전년 대비 +17% 증가, 국내 비계열 GP는 전년 대비 +30% 증가. 비계열 비중은 50%까지 상승
(+5%p yoy)
- 상반기는 인력의 선투자 영향으로 이익이 부진했지만, 하반기는 주요 광고주의 신차 마케팅 효과 및 비계열 광
고주 영입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 특히, 4Q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어서 큰 폭의 실적 개선 전망
- GP 상반기 3.4천억원, 하반기 4.1천억원(+20%), OP 상반기 511억원, 하반기 974억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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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Comment

Report Click ▶

콘텐트리중앙
(036420)
김회재

투자의견

hoijae.kim@daishin.com

BUY
매수, 유지

좋아지고 있어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71,000원으로 -12% 하향
- 매출 2.7천억원(+89% yoy, +96% qoq), OP -13억원(적지 / +196억원 yoy, 적지 / +305억원 qoq). 적자폭 축
소
- [방송] 매출 1.9천억원(+73% yoy), OP -41억원(-108% yoy). SLL 별도 기준 매출은 805억원(-28% yoy), OP

6개월
목표주가

71,000
하향

현재주가
(22.08.09)

39,700

19억원(흑전 / +28억원 yoy). 상반기 OP -172억원 대비 개선된 +207억원 전망
- 2Q 방영회차는 106회(+60회 yoy, +21회 qoq). OTT 오리지널 편성 증가. 다만, 넷플릭스 동시방영은 두 작품
만 편성되었고, 해외 자회사 수익 인식이 지연되면서 이익은 기대 수준을 하회
-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 개선 전망. 올해 최고 기대작인 <재벌집 막내아들> 포함 JTBC향 5편(상반기 6편)이 확
정 되었고3편의 넷플릭스 오리지널과, 디즈니+향, tving 향 등 총 6편의 오리지널 예정
- 1.2천만명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 2>의 제작/투자 이익 약 100억원도 반영

- [극장] 매출 599억원(+162% yoy), OP 32억원(흑전 / +211억원 yoy). 극장가 회복에 따라 APP 10.2천원
(+12% yoy), SPP 3.1천원(+150% yoy)에 힘입어 흑자 전환. OP 3Q 154억원, 22E 44억원, 23E 175억원, 24E
306억원. 4년에는 팬데믹 이전의 이익 회복 전망. 3Q에는 <헌트>가 극장가 흥행을 이끌 전망
- <범죄도시 2>는 콘텐트리중앙이 제작/투자/배급을 담당해서 총 130억원 이익. 배급 관련 30억원은 2Q에 반영.
제작/투자 100억원은 제작 자회사 BA엔터의 이익으로 방송 부문의 3Q 이익에 반영 예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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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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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