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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 Comment] 대한항공: Post Covid, Post Merger 

- 투자의견 매수로 상향, 목표주가 43,000원(+38.7%)으로 상향 

- 투자의견 상향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예상보다 빠른 백신접종률과 해외여행 허용으로 항공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점을 반영 

- 동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항공산업의 침체국면에서 1)항공화물사업 호황에 따른 FCF개선, 2)자본확충을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 

3)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시에는 국내 유일의 FSC로 항공산업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가격결정권을 가질 것으로 전망함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Issue Comment] 스튜디오 드래곤: 나는 미국으로 간다  

-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30,000원 유지 

- 애플TV+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오더 확정. 작품명: <The Big Door Prize>. 베스트셀러 작가 M. O. Walsh의 동명 소설 원작. 30분 

분량의 10개 에피소드로 구성 

- 이번 작품은 미국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한 Skydance와 공동 제작. 정확한 제작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평균적으로 미국의 제작비 

규모는 한국의 10배 정도. 다만, 이번 작품은 에피소드당 30분 분량인 것을 감안. 시즌 2, 3 까지 계약 연장 시 수익성 더 개선되는 구조 

- 외형 성장의 기폭제로 기대. 미국 시장 진출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드라마의 회당 제작비가 한국 드라마의 한 편 

제작비와 비슷하기 때문에, 에피소드당 제작비 100억원의 10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프로젝트가 1년에 5개, 각각 시즌1만 진행해도 

드래곤의 20년 매출과 맞먹는 수준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Issue Comment] 건설장비 5월 중국 굴삭기 판매: 4월 감소에 이어 감소폭 확대  

- 5월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22,070대(-25% yoy)로 지난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 작년 3월부터 이어온 코로나19 타개를 위한 

경기부양 수요가 일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6월 판매량도 전년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과거 추세를 감안해 단순 추정한 6월 판매량은 16,249대(-25% yoy) 수준. 2021년 

연간 판매량은 29.2~33.0만대를 추정. 2020년 판매량은 29.2만대. 하반기는 5월의 추세를 감안해 최저치를 적용, 최고치는 작년 수준의 

판매량이 지속될 것을 가정.  

- 5월 국내업체 판매량은 두산인프라코어 878대(-59% yoy), 현대건설기계 876대(-5% yoy). 점유율은 두산인프라코어 4.0%(-3.3%p yoy, 

-1.5%p mom), 현대건설기계 3.3%(+0.9%p yoy, +0.7%p mom)로 변동. 현대건설기계 선방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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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Comment 

대한항공  
(003490) 

 Post Covid, Post Merger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이지수  
jane.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상향  

6개월 목표주가 43,000 
상향  

현재주가 

(21.06.09) 
34,000  

운송업종  
 

 투자의견 매수로 상향, 목표주가 43,000원(+38.7%)으로 상향 

- 투자의견 상향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예상보다 빠른 백신접종률과 해외여행 허

용으로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점을 반영 

- 목표주가 43,000원은 2022년 추정 BPS에 Target PBR 2.0배를 적용 

- 동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항공산업의 침체국면에서 1)항공화물사업 

호황에 따른 FCF개선, 2)자본확충을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 3)아시아나항공 인

수 마무리 시에는 국내 유일의 FSC로 항공산업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가격결정권을 가질 것으로 전망함 

- 2021년 하반기 아시아나항공 인수, 그리고 진에어 자회사 편입 가능성 높음 

- 2023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그리고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

서울의 합병까지 마무리될 경우 연결 매출액 20조원 이상으로 확대, 영업이익

률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개선 가능할 전망 

 

POST COVID 이후, 국제여객 정상화와 화물 부문 수익성 유지 전망 

- 국제여객 정상화 예상보다 빨리 진행. IATA는 백신접종자의 경우 자가 격리 및 

음성 확인증 없이 해외 여행 가능하도록 유도 

- 미국과 유럽의 질병관리본부(US CDC & ECDC), 그리고 독일의 RKI 등도 백신

접종자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백신접종자에

게 단체해외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 

- 예상보다 빠른 백신 접종과 각 국 정부의 여행제한해제조치 등으로 국제여객 

정상화 시기가 빠르게 도래할 것으로 전망함 

- 코로나 특수를 보았던 항공화물부문은 국제선 여객 운항 재개 시 공급확대에 

따른 Yield 하락 가능성 있으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산 화물 점유율

이 약 6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Yield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전망 

 

Post Covid, Post Merger 이후 얼마나 좋아질 지는 회사의 선택일 것 

- 노선 합리화, 티켓 가격 정상화 등으로 과거에 경험 못했던 깜짝 실적 전망 

- 항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과거와 다른 밸류에이션 확장 가능할 것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9A 2020A 2021F 2022F 2023F 

매출액 12,384  7,606  7,783  10,880  11,696  

영업이익 176  109  619  760  795  

세전순이익 -815  -934  -96  226  244  

총당기순이익 -623  -230  -75  177  191  

지배지분순이익 -629  -212  -74  173  187  

EPS -4,212  -1,185  -243  496  535  

PER NA NA NA 65.9  61.1  

BPS 17,783  17,957  24,150  21,465  22,001  

PBR 1.0  1.2  1.4  1.5  1.5  

ROE -22.1  -7.2  -1.4  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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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 3,216.18 

시가총액 11,87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53% 

자본금(보통주) 2,60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4,000원 / 12,91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61억원 

외국인지분율 10.94% 

주요주주  한진칼 외 16 인 28.61%  
 국민연금공단 7.3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1.9  25.5  58.0  107.8  

상대수익률 21.1  16.1  35.4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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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News 

스튜디오 

드래곤 
(253450) 

 나는 미국으로 간다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지은  
 
jeeeu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30,000 
유지  

현재주가 

(21.06.09) 
94,400  

미디어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30,000원 유지 

- 목표주가 130,000원은 잔여이익평가모형(RIM)을 이용하여 산출 

 

애플TV+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오더 확정 

1. 미국 프로젝트 런칭: 애플TV+ 오리지널 드라마에 대한 시리즈 오더 확정 받음 

- 작품명: <The Big Door Prize>. 베스트셀러 작가 M. O. Walsh의 동명 소설 원

작. 30분 분량의 10개 에피소드로 구성 

 

2. 제작형태: 이번 작품은 미국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한 Skydance와 공동 제작. 

Skydance와는 21년초에 50:50으로 투자와 공동제작을 기초로 하는 협업 관

계 형성. 이번 작품은 이 계약에 기초해서 제작이 진행될 예정 

- 이번 작품에는 ENM은 참여하지 않고, 향후에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형태

의 컨텐츠 제작으로 확대될 경우 ENM의 참여도 가능할 것 

 

3. 수익성: 정확한 제작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평균적으로 미국의 제작비 규

모는 한국의 10배 정도. 다만, 이번 작품은 에피소드당 30분 분량인 것을 감안 

- 넷플릭스 등의 OTT에 오리지널 드라마를 공급하는 경우, 제작비에 일정부분 마

진을 개런티 받는 구조로 계약하는데, 이번 작품의 경우는 유사한 구조로 계약

했고, 일부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시즌1에 대한 시리즈 오더를 받은 것이지만, 보통 미국 드라마의 계약 구조는, 

시즌1의 성과를 본 후 시즌 2, 3… 까지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될 수 있고, 시

즌이 진행될수록 수익성이 더 개선되는 구조 

 

4. 외형 성장의 기폭제: 미국 시장 진출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

만, 미국 드라마의 회당 제작비가 한국 드라마의 한 편 제작비와 맞먹는 수준이

기 때문. 따라서, 에피소드당 제작비 100억원의 10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프로

젝트가 1년에 5개, 각각 시즌1만 진행해도 드래곤의 20년 매출과 맞먹는 수준 

- 이번 프로젝트 및 후속 프로젝트들에 대한 실적 추정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으

나, 이번 작품의 방영이 시작되는 22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프로

젝트들에 대한 실적 추정을 반영할 예정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9A 2020A 2021F 2022F 2023F 

매출액 469  526  569  641  708  

영업이익 29  49  72  85  97  

세전순이익 33  42  80  90  103  

총당기순이익 26  30  59  67  76  

지배지분순이익 26  30  59  67  76  

EPS 941  1,044  1,966  2,226  2,550  

PER 85.9  88.7  48.0  42.4  37.0  

BPS 15,258  21,480  22,275  24,501  26,200  

PBR 5.3  4.3  4.2  3.9  3.6  

ROE 6.4  5.7  9.2  9.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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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평가 등급 S A+ A B+ B C D 

 
KOSDAQ 978.79 

시가총액 2,83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71% 

자본금(보통주) 1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9,200원 / 77,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62억원 

외국인지분율 12.20% 

주요주주  CJ ENM 외 3 인 55.94%  
 네이버 6.2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5  1.7  10.7  12.6  

상대수익률 -5.6  -6.8  3.3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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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건설장비) Comment 
- 5월 중국 굴삭기 판매; 4월 감소에 이어 감소폭 확대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이태환  taehwan.lee@daishin.com 2021.06.09 
      

 

 

5월 중국 굴삭기 판매, 4월 감소에 이어 감소폭 확대 

 5월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22,070대(-25% yoy)로 지난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 

 지난 4월 판매량은 41,100대(-5% yoy)로 14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 2020년 4월 코로나19 이연 수요가 반영되며 

기저가 높았기 때문. 5월 감소는 여전히 높은 작년 기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5월 판매량을 과거 월간 비중으로 단순 적용한 수치는 27,317대로 실질 5월 판매량은 예상치보다 -19% 감소 

 작년 3월부터 이어온 코로나19 타개를 위한 경기부양 수요가 일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중국 월간 판매량은 통계적으로 3월을 고점으로 8월까지 감소세가 지속됨. 6월 판매량도 전년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과거 추세를 감안해 단순 추정한 6월 판매량은 16,249대(-25% yoy) 수준 

 2021년 연간 판매량은 29.2~33.0만대를 추정. 2020년 판매량은 29.2만대. 하반기는 5월의 추세를 감안해 최저치

를 적용, 최고치는 작년 수준의 판매량이 지속될 것을 가정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2015년 5만대를 바닥으로 6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여온 바 있음. 과거 5년 주기로 등락을 보

여온 중국시장을 감안하면 추세가 언제 감소 전환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다만 중국에서 소규모 인프라 투자 증가

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소형 굴삭기 판매 증가, 업체별로 굴삭기에 센서를 부착해 가동률 체크가 가능해져 실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시장 하락 흐름에 대부분 업체 판매감소, 현대건설기계 시장 대비 선방 

 5월 국내업체 판매량은 두산인프라코어 878대(-59% yoy), 현대건설기계 876대(-5% yoy). 점유율은 두산인프라코

어 4.0%(-3.3%p yoy, -1.5%p mom), 현대건설기계 3.3%(+0.9%p yoy, +0.7%p mom)로 변동. 현대건설기계 선방 

 동기 중국 1위업체 싸니(Sany)는 5,892대(-20% yoy)로 시장 대비 선방, 점유율도 26.7%(+1.6%p yoy, -1.8%p 

mom). 글로벌 1위 업체 캐터필러는 1,380대(-35% yoy)로 감소세, 점유율은 6.3%(-0.9%p yoy, +1.3%p mom)로 

부진한 흐름 지속. 캐터필러는 마진이 낮은 소형 제품에 대해 보수적 판매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시장은 

여전히 소형 위주 판매로 Top-Tier 업체의 부진, 로컬업체 강세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 

 국내 및 해외 업체별 판매량 및 점유율은 현대건설기계 추정치 적용 

2분기 실적 눈높이가 낮아질 가능성 

 2020년 건설장비 시장은 중국 호황, 나머지 지역의 부진으로 요약 

 1Q21 대부분의 건설장비 업체들은 신흥시장 회복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함. 일부 지역에서는 재고 부족으로 없어

서 못 파는 상황도 직면. 작년 코로나19로 줄어든 수요에 맞춰 재고를 낮췄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회복을 위

한 인프라 투자 등으로 건설장비 수요가 늘며 수급 불균형이 발생 

 전세계 건설장비 수요 증가 기조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 차별화 흐름. 중국은 높은 기저에 따

른 고점 부담, 인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경제가 봉쇄(Lockdown)되며 4월과 5월 판매가 전년비 -30% 내

외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추정. 이외 신흥국과 선진시장에서는 판매 증가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 

 전방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은 재료비 상승이 얼마나 판가나 부품업체들에 전가될 수 있는지를 시험

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판단. 2분기 이익 레벨이 중요한 이유. 통상 3개월 내외의 부품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1

분기 실적은 작년부터 갖고 있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원자재가 반영 

 원자재 상승 사이클은 연중 계속 이어진다고 판단되며 중국 5월 판매량이 선방했고 신흥국 회복 기조의 수혜인 현

대건설기계를 여전히 선호 

 두산밥캣은 미주 시장은 주택시장 호조에 하반기 인프라 기대감까지 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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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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