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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종목 분석 

 
카지노: 5월 카지노 실적 요약 

- 파라다이스 5월 Drop +28% yoy, 순매출 614억원(+18% yoy). 4~5월 누적 Drop +31% yoy, 순매출 +32% yoy  

- 신성장동력 파라다이스시티 Drop +62% yoy. VIP 높은 성장에도 불구 홀드율 개선되며 순매출 268억원(+72% yoy) 달성 

- 2019년 예상 매출 9,420억원(+19% yoy), 영업이익 115억원(+379% yoy) 전망 
 

- GKL 5월 Drop +40% yoy, 순매출 394억원(-3% yoy). 프로모션 강도 조절 시작된 3월부터 홀드율 10% 이상 유지. 4~5월 누적 Drop 

+28% yoy, 순매출 -2% yoy. 2Q19 프로모션 조절에 따른 홀드율 개선 및 비용 통제 기반 마진 정상화, 하반기 이익 성장 집중 

- 2019년 매출 5,035억원(+5% yoy), 영업이익 1,071억원(+2% yoy) 전망 

김수민. soomin.kim@daishin.com 

 
항공운송업: 트럼프가 싫어요 

- 투자의견 중립으로 하향, Top-Pick은 제주항공 

- 예상보다 양호한 내국인 출국수요와 외국인 입국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의 급감과 원화약세 지속되며 항공사들의 수익성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 예상 

- 2019년 2분기 실적 부진은 1)전통적 비수기라는 계절성 요인, 2)1분기대비 항공유 $5.5/bbl 상승, 평균 원/달러 환율 약 40원 상승 등 

악화된 Macro환경, 3)항공화물 물동량 감소 등이 주 원인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2Q19 Preview]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엔진부품 업체 인수 결정, 사업집중과 외형 확대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0,000원 유지 

- 2Q19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1조 2,445억원(+23.1% yoy) 영업이익 370억원(+167.8% yoy) 영업이익률 3.0%(+1.6%p yoy)를 전망. 

추정치는 컨센서스 매출액 1조 1,942억원 대비 +4.2%로 부합, 컨센서스 영업이익 302억원을 +22.5% 상회하는 실적 

- 전일(6/10) 미국 항공기엔진 부품제조업체 EDAC Technologies LLC의 모회사 EDAC Technologies Holding Company(“EDAC”)의 

지분 100%를 3,516억원에 인수할 계획임을 공시. 취득예정일자는 2019년 12월 31일로 계획대로 연내 인수절차 완료 시, 내년 

1분기부터 연결 기준으로 기업 인수 효과가 나타날 예정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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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News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5월 카지노 실적 요약 

 

김수민  
 
soomin.kim@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파라다이스(034230): 5월 Drop +28% yoy, 순매출 +18% yoy 

- 5월 Drop 6,091억원(+28% yoy), 순매출 614억원(+18% yoy). 홀드율 9.5%(-0.5%p yoy) 

안정적 선 유지. 4~5월 누적 Drop, 순매출 각각 +31% yoy, +32% yoy 성장 

- Drop 국적별. 중국인 VIP 1,683억원(+63% yoy), 일본인 VIP 2,277억원(+23% yoy), 기타 

VIP 1,130억원(+3% yoy), Mass 1,001억원(+31% yoy) 달성. 중국인 VIP 기저 및 노동절, 

일본 장기 연휴 골든위크(4/27~5/6) 등 영향으로 높은 외형성장 지속 

- 주요 사업장 워커힐 Drop 2,193억원(+3% yoy), 순매출 242억원(-8% yoy). 중국인 VIP 

+19% yoy, Mass +12% yoy 증가했으나, 일본인 VIP와 기타 VIP 각각 -4% yoy, -6% yoy 

하락. 홀드율은 전년 동기 대비 -0.9%p 감소하면서 순매출 소폭 감소 

- 파라다이스시티 Drop 2,794억원(+62% yoy), 순매출 268억원(+72% yoy) 달성. 국적별 

Drop 중국인 VIP +131% yoy, 일본인 VIP +68% yoy, 기타 VIP +12% yoy, Mass +48% 

yoy 등 고르게 늘어났으며, VIP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홀드율 +0.8%p yoy 개선되며 순매

출 성장으로 연결. BEP 레벨 달성을 위한 월 매출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 

- 2019년 예상 매출 9,420억원(+19% yoy), 영업이익 115억원(+379% yoy). 분기별 영업이익 

1Q19 -63억원(적전), 2Q19E -16억원(적지), 3Q19E 139억원(+28% yoy), 4Q19E 55억원

(흑전).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2,000원 유지. Implied PBR 1.6배로 과거 5개 연도 평균 

대비 14% 할인된 수준. 과도한 주가 하락에 따른 저평가 상태로 판단 

 

GKL(114090): 5월 Drop +40% yoy, 순매출 -3% yoy 

- 5월 Drop 3,902억원(+40% yoy), 순매출 394억원(-3% yoy). 홀드율 부진이 이어지면서

(10.1%, -4.5%p yoy) Drop 성장이 매출로 이어지지 못함. 다만 프로모션 강도 조절이 시작

된 3월부터 홀드율 10% 이상 유지 중, 점진적 개선 통한 매출 성장 가능. 4~5월 누적 Drop 

+28% yoy, 순매출 -2% yoy 기록 

- Drop 국적별. 중국인 VIP 1,044억원(+120% yoy), 일본인 VIP 957억원(+18% yoy), 기타 

VIP 482억원(+76% yoy), Mass 885억원(-2% yoy) 기록. 주요 사업장별 강남 Drop +57% 

yoy, 순매출 -24% yoy, 힐튼 Drop +29% yoy, 순매출 +24% yoy 기록 

- 2Q19 프로모션 강도 조절에 따른 홀드율 점진적 개선 및 비용 통제 기반 마진 정상화, 이후 

하반기 이익 성장세 집중. 분기별 영업이익 1Q19 166억원(-47% yoy), 2Q19E 264억원(-

24% yoy), 3Q19E 310억원(+1% yoy), 4Q19E 331억원(+309% yoy) 예상 

- 2019년 매출 5,035억원(+5% yoy), 영업이익 1,071억원(+2% yoy) 전망. 주당배당금 750원

(중간배당 130원), 수익률 3.6% 예상.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8,000원 유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배,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1,169  1,268  1,446  1,603  1,711  

영업이익 78  107  119  181  231  

세전순이익 74  61  103  167  216  

총당기순이익 41  33  76  126  163  

지배지분순이익 62  57  78  120  153  

EPS 4,031  3,702  5,089  7,871  9,982  

PER 62.3  57.5  35.6  23.0  18.1  

BPS 99,889  120,045  121,702  125,980  131,963  

PBR 2.5  1.8  1.5  1.4  1.4  

ROE 4.0  3.4  4.2  6.4  7.7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파라다이스, GKL 합산,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파라다이스 Buy 22,000 

GKL Buy 28,00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6  -12.6  -20.7  -21.9  

상대수익률 -4.0  -8.7  -20.6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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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  트럼프가 싫어요 

     

투자의견 중립으로 하향, Top-Pick은 제주항공 

- 항공운송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며, Top-Pick은 제주항공 유지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둔화와 원화약세 국면 장기화 때문 

- 예상보다 양호한 내국인 출국수요와 외국인 입국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의 

급감과 원화약세 지속되며 항공사들의 수익성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 예상 

- 2019년 2분기 항공사들의 영업 및 순이익은 대부분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함 

- 2019년 2분기 실적 부진은 1)전통적 비수기라는 계절성 요인, 2)1분기대비 항공유 

$5.5/bbl 상승, 평균 원/달러 환율 약 40원 상승 등 악화된 Macro환경, 3)항공화물 

물동량 감소 등이 주 원인 

- 업종 투자의견 중립으로 하향하며 업체별 선별적 투자를 제안, 추천종목 제주항공과 

대한항공으로 압축.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시장수익률로 투자의견 하항함 

 

최근 급락하고 있는 유가와 당사 예상을 상회하는 여객수요는 긍정적 요인 

- 2019년 5월 16일 $82/bbl을 기록했던 항공유가는 6월 7일 $72/bbl수준으로 하락 

- 현 유가수준 유지될 경우 계절적 성수기인 3분기에는 항공사들 실적 회복 전망 

- ‘19년 4월까지 내국인 출국자수는 10,111천명(+4.7% yoy)로 당사의 예상(+2~3% 

yoy)을 상회, 외국인 입국자수는 5,477천명(+16.6% yoy)로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 

- 다만, 2019년 2분기 항공사 적용 항공유가는 $78.8/bbl와 1,165원/달러를 상회하는 

환율이 항공사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2019년 2분기 항공사 영업이익은 적자 전망하며, 대규모 외화환산손실 불가피 

- 2019년 2분기 대부분의 항공사들의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함 

- 항공사별 2분기 영업손실은 대한항공 약 437억원, 제주항공 103억원, 진에어 102억

원, 티웨이항공 89억원으로 추정 

- 영업손실의 주요 이유는 1)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Yield 하락으로 매출은 RASK 감소, 

2)유가 및 환율상승에 따가 유류비 및 비용 증가로 CASK는 상승하기 때문 

- 2019년 2분기 항공 4사의 유류비는 총 1조 725억원으로 1분기의 9,399억원 대비 

1,326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 2분기말 원/달러환율은 1분기말의 1,135원/달러 대비 약 50원 상승 

- 대한항공 약 5천억원,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약 150억원 환산손실 전망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배, %) 

 2017A 2018A 2019F 2020F 2021F 

매출액 13,977  16,022  16,950  17,860  18,715  

영업이익 1,138  852  857  1,075  1,063  

세전순이익 1,319  -4  -484  688  487  

총당기순이익 954  -32  -380  532  376  

지배지분순이익 943  -40  -370  526  373  

EPS 7,436  -301  -2,783  3,956  2,801  

PER 5.2  NA NA 9.5  13.4  

BPS 33,046  28,590  25,282  28,861  31,286  

PBR 1.2  1.3  1.5  1.3  1.2  

ROE 22.5  -1.0  -10.4  14.6  9.3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합산,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양지환  

이지수 

 

 

jihwan.yang@daishin.com 

jane.lee@daishin.com 

투자의견 

Neutral  
 

중립, 하향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대한항공 Buy 38,000원 

제주항공 Buy 45,000원 

티웨이항공 Marketperform 8,000원 

진에어 Marketperform 23,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1  -7.5  3.9  -5.0  

상대수익률 -2.7  -5.8  1.7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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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 Issue Comment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012450) 

 
엔진부품 업체 인수 결정,
사업집중과 외형확대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0,000 

유지  
현재주가 

(19.06.10) 32,600  
기계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0,000원 유지 

- 목표주가 40,000원은 2021E EPS 2,673원에 타깃 PER 14.9배를 적용 

(기존 2021E EPS 2,626원에 타깃 PER 15.2배 적용) 

- 타깃 PER은 글로벌 방산/항공기 업체 5사의 2020E 평균 PER 

- 엔진RSP, 인수지분 상각(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협동로봇 투자 등의 비용 발생 구간이며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임을 반영 

 

2Q19 Preview 정해진 비용과 전사적 실적 개선 

- 2Q19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1조 2,445억원(+23.1% yoy) 영업이익 370억원(+167.8% 

yoy) 영업이익률 3.0%(+1.6%p yoy)를 전망. 추정치는 컨센서스 매출액 1조 1,942억원 대비 

+4.2%로 부합, 컨센서스 영업이익 302억원을 +22.5% 상회하는 실적 

- 매출액은 한화시스템 ICT부문의 합병, 항공사업부, 공작기계사업부 양수도에 따른 외형 확대

의 영향으로 외형 확대 기대(3개사업부의 1Q19 추정 매출액 1,500억원) 

- 영업이익에서 RSP는 정해진 비용(2Q19 추정 -265억원, 2Q18 -275억원), RSP 제외 시 항

공엔진 영업이익은 2Q19 82억원 전망(2Q18 32억원), 시큐리티 부문 2Q19 영업이익 56억

원 전망(2Q18 18억원). 올해 추정 영업이익은 1,362억원(+156.2% yoy)으로 큰 폭의 개선 

 

美 항공기엔진부품업체 EDAC 인수결정 공시 

- 전일(6/10) 미국 항공기엔진 부품제조업체 EDAC Technologies LLC의 모회사 EDAC 

Technologies Holding Company(“EDAC”)의 지분 100%를 3,516억원에 인수할 계획임

을 공시. 취득예정일자는 2019년 12월 31일로 계획대로 연내 인수절차 완료 시, 내년 1분기

부터 연결 기준으로 기업 인수 효과가 나타날 예정. 

- 인수는 1) SPC로 Accelerate Merger Corp.(“AMC”)을 설립,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AS”)가 AMC의 유상증자에 참여, 3) EDAC의 AMC 흡수합병, 4) AMC주식은 EDAC 

주식으로 전환, 5) HAS의 EDAC 주식 100% 취득을 통한 인수절차 완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 인수자금은 보유현금 2,400억원(별도 기준) 일부와 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 

- EDAC는 GTF 엔진(P&W社)과 LEAP 엔진(GE社)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동

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회전체 중심의 항공기엔진 관련 핵심기술과 특수가공기술을 보유한 

40년 업력의 기업. 연간 1,500~160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 중이며 2018년 기준 

EBITDA 1,800만 달러(200억원). 2018년 말 기준 수주잔고는 1.5조~1.6조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 베트남 공장 등을 활용하여 EDAC 제품의 대량생산을 통해 양

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계획 

- 사업집중과 외형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긍정적 의사결정. 기계주 탑픽 유지 

(단위: 십억원, %)  

구분 2Q18 1Q19 
 2Q19(F)  3Q19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011  955  1,281  1,245  23.1  30.3  1,194  1,220  17.3  -2.0  

영업이익 14  -6  24  37  167.8  흑전 30  40  124.0  9.1  

순이익 31  -10  11  18  -40.3  흑전 16  21  흑전 11.3  
 

구분 2017 2018 
 2019(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8 2019(F) 

매출액 4,215  4,453  5,283  5,131  -2.9  5,086  5.6  15.2  

영업이익 83  53  134  136  1.9  126  -35.9  156.2  

순이익 -48  32  61  62  2.4  59  흑전 92.6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099.49 

시가총액 1,68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2% 

자본금(보통주) 26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5,200원 / 21,6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3억원 

외국인지분율 14.76% 
주요주주  한화 외 2 인 33.35%  

 국민연금 13.5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4  0.3  3.0  1.7  

상대수익률 6.8  2.1  0.8  18.8  

-40

-30

-20

-10

0

10

20

30

20

24

28

32

36

18.05 18.08 18.11 19.02 19.05

(%)(천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좌)

Relative to KOSPI(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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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