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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 경기 개선 가속화할 것 

- 미국 3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예상치 상회, 실업률은 6.0%로 하락 

- 고른 지표 회복, 소득 선행 지표인 총임금지수도 전년대비 플러스로 반등 

- 하반기 경제 정상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 코로나로 인한 구조적 위축은 부담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1Q21 Preview] JCon: 훨훨나는 방송, 회복중인 극장(목표주가 23% 상향) 

-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 58,000원으로 23% 상향. 3/26 JTBC 스튜디오 유상증자 대금 4천억원 납입 완료 

- 1Q 매출 1천억원(-1% yoy, +12% qoq), OP -53억원(적지 yoy, 적지 qoq) 전망. 방송 OP 74억원(흑전 yoy), 극장 -133억원(적지 yoy) 

- JTBC 스튜디오 출범에 따라 제작물량 증가, P의 상승, 중국과의 협업, 디즈니+ 등의 투자포인트 발생. 5년간 방송 연평균 22% 성장 전망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1Q21 Preview] 에스제이그룹: 실적, 밸류에이션, 모멘텀 모두 좋다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8,000원으로 상향  

- 1Q21 매출액 322억원(+29.4% YoY, +13.5% QoQ), 영업이익 59억원(+71.9% YoY, +19.9% QoQ) 전망 

- 1Q21 OPM 전년 동기 대비 +5%p 증가한 17.5% 전망  

- 2021F 매출액 1,350억원(+26.1% YoY), 영업이익 252억원(+39.8% YoY) 

- 2021년 내수 정상화 반영만으로도 현재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중국 성과 반영 시 추가 상향 가능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1Q21 Preview] 카카오: 신고가 경신은 올해도 이어진다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600,000원으로 상향 

- 톡비즈 추정치 상향. 톡보드 광고, 채널, 선물하기 등 주요 카카오톡 서비스 고성장세 반영 

-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2021년 엉업이익 76% 성장 전망. 매출액 1.26조원(YoY 45.4%, QoQ 2.2%), 영업이익 1,608억원(YoY 82.5%, 

QoQ 7.3%) 전망. 영업이익 컨센서스 1,560억원 소폭 상회 전망 

- 2분기는 성수기 진입으로 실적 성장 더욱 두드러질 전망. 최근 모빌리티 투자 유치(3.3조원으로 평가) 및 사업 성장, 연중 페이와 뱅크 

상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그라운드X 등 신사업 성장 본격화에 주목 

이민아. mina.lee@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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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 

경기 개선 가속화할 것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미국 3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예상치 상회, 실업률은 6.0%로 하락 

- 미국 월간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며 빠른 경제 회복을 확인했다.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재확산으

로 주춤했던 고용 지표는 1월부터 반등한 이후 1분기 내내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나타냈고, 3월

에는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였다. 

- 2일(현지시각) 미국 노동부가 집계, 발표한 3월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92만건 늘어1월 23만건, 2

월 47만건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월가의 예상치인 66만건 증가를 크게 웃돌았고 실업률은 

6.0%로 하락했다. 시간당 임금은 4.24%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상승률이 낮아졌다. 노동시장 참

가율은 61.5%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고, 고용률도 57.7%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고른 지표 회복, 소득 선행 지표인 총임금지수도 전년대비 플러스로 반등 

- 미국의 3월 월간 고용은 최근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경제 여건을 그대로 확인하는 지표였다. 연

준(Fed)을 비롯한 상당수 기관들이 일제히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동시에 고용

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개선된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향성을 확인한 것이다.  

- 고용 주체 혹은 업종별 지표 역시 현재 미국의 고용 비중에 맞게 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민간 

고용이 78만건 증가하고 정부 부문은 17만건 증가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18만건, 

73만건 늘었다. 세부 업종별로는 고용 위축이 컸던 레저ㆍ접객 업종의 일자리가 28만건 증가했

다. 

- 전체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시사하는 월간 총임금 지수가 플러스로 반등한 것도 고무적이었다. 

해당 지표는 근로자들이 급여와 고용 수준을 모두 반영한 근로자 가계의 소득과 관련된 선행 지

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서비스업과 제조업 총임금 모두 전년 대비 상승세로 전환했다. 

 

하반기 경제 정상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 코로나로 인한 구조적 위축은 부담 

- 우리는 이번 지표를 통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고용과 소비 확대의 선순환 경로가 다시금 확

인됐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이뤄진 1.9조달러 규모

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헤드라인 지표 측면에서 하반기 경제 

정상화 역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반면 신규고용건수의 증가와 실업률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참가율과 고용률의 상

승 폭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은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위

축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평균 실업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지속적(Permanent) 

실업이 여전히 높다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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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제이콘텐트리  
(036420) 

 훨훨나는 방송, 회복중인 극장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이지은  
  
jeeeu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8,000 

상향  
현재주가 

(21.04.02) 50,200  
미디어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는 58,000원으로 23% 상향 

- 12M FWD EPS 1,926원에 PER 30배 적용(최근 5년 평균 대비 30% 할증) 

- 3/26 JTBC 스튜디오 유상증자 대금 4천억원 납입 완료에 따라, 목표주가 산정

을 위한 EPS를 21E 1,553원에서 12M FWD 1,926원(+24%)으로 변경하면서 

목표주가 상향. JTBC 스튜디오 출범에 따른 방송부문의 성과를 확인해가면서 

목표주가의 추가 상향도 가능 

 

1Q21 Preview: 훨훨나는 방송, 회복중인 극장 

- 매출 1천억원(-1% yoy, +12% qoq), OP -53억원(적지 yoy, 적지 qoq) 전망 

- 방송. 매출 792억원(+54% yoy, +5% qoq), OP 74억원(흑전 yoy, +640% qoq) 

- 극장. 매출 231억원(-44% yoy, +8% qoq), OP -133억원(적지 yoy, 적지 qoq) 

- 방송. JTBC 편성 드라마는 64회(+18회 yoy, +3회 qoq). 1Q21 수목 <시지프

스: the myth>는 당사 추정 제작비 250억원의 텐트폴이면서 넷플릭스 동시방영 

작품이어서 작품마진 최소 20% 이상 확보한 것으로 추정. 넷플릭스 동시방영은 

20.5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Q21은 작품수와 마진 증가 효과 발생 

- 극장. 3월 누적 전국관객수는 815만명(-69% yoy)으로 역성장 지속. 2월 <미나

리>, 3월 <자산어보>, 4월 <서복> 등 한국 영화 개봉에 따라 3월 관객수는 326

만명(+78% yoy)으로 회복세 진입. 헐리우드 주요 작품들도 개봉을 준비 중이어

서 빠르면 2Q21부터 극장의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JTBC 스튜디오 출범. 방송의 고성장 전망(2p 참조) 

- 투자포인트: 제작물량 증가, P의 상승, 중국과의 협업, 디즈니+ 

- 향후 5년간 방송사업 매출 연평균 22% 성장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1Q20 4Q20 
 1Q21(F)  2Q21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03  91  123  102  -0.8  11.9  97  152  98.4  48.2  

영업이익 -16  -19  -3  -5  적지 적지 -7  13  흑전 흑전 

순이익 -14  -91  -3  -2  적지 적지 -6  6  흑전 흑전 

자료: 제이콘텐트리,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9A 2020A 2021F 2022F 2023F 

매출액 530  364  561  687  779  

영업이익 34  -57  55  79  97  

세전순이익 19  -169  50  74  93  

총당기순이익 11  -154  38  56  70  

지배지분순이익 1  -135  29  37  46  

EPS 78  -8,422  1,757  2,266  2,784  

PER 494.4  NA 28.6  22.2  18.0  

BPS 22,129  12,112  13,597  15,863  18,647  

PBR 1.7  3.1  3.7  3.2  2.7  

ROE 0.3  -52.6  13.8  15.4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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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 3112.8 

시가총액 82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4% 

자본금(보통주) 8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2,700원 / 24,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88억원 

외국인지분율 8.34% 

주요주주  중앙홀딩스 외 2 인 41.37%  
 국민연금공단 11.3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0.8  32.3  96.5  77.4  

상대수익률 8.4  22.1  46.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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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에스제이그룹  
(306040) 

 
실적, 밸류에이션, 모멘텀 

모두 좋다 

힌경래 
kyungrae.han@daishin.com 

 
 

 이새롬 
saerom.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8,000 
상향  

현재주가 

(21.04.02) 23,000  

스몰캡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8,000원으로 상향  

- 2021년 예상 EPS 1,926 → 2,162원으로 상향 조정 (Target PER 13배) 

- 1) 1분기 내수 정상화에 따른 분기 최대 실적 가능, 2) 캉골키즈의 높은   레버

리지 효과, 3) 6월 이후 중국 티몰/하이난 면세점 진출 감안 시 지속적인 기업가치 

우상향 필요 
 
다가오는 분기 최대 실적 

- 1Q21 매출액 322억원(+29.4% YoY, +13.5% QoQ), 영업이익 59억원

(+71.9% YoY, +19.9% QoQ) 전망 

- 브랜드별 매출액: 캉골 215억원(+13% YoY), 캉골키즈 79억원(+134% YoY), 

헬렌카민스키 26억원(+7% YoY) 예상 

- 2월부터 오프라인 점포 정상화로 캉골 브랜드 MoM, YoY 매출 급증  

설 연휴 의류 매출 확대로 캉골 2월 매출 100억원 상회 추정, 캉골키즈 신학

기 백팩 세트(ASP 20만원) 판매 호조가 실적 견인. 1분기 20,000세트(+100% 

YoY) 준비 후 빠르게 재고 소진 중 

- 헬렌카민스키 오프라인 기존점 성장률 +20% YoY 및 출점 효과(+5개 YoY)로 

견조한 성장 지속 

- 1Q21 OPM 전년 동기 대비 +5%p 증가한 17.5% 전망  

1) 캉골키즈 고정비 수준에서 월 매출 20억원 상회 시 OPM 15% 이상 가능(키

즈 OPM 1Q20 12% → 1Q21F 20% 내외) 

2) 온라인 매출 비중 지속 확대 중. 2019Y 21% → 2020Y 35% →1Q21 30% 

후반으로, 판매수수료율 효율화도 긍정적 

 

2021년 완전히 달라질 기업 가치  

- 2021F 매출액 1,350억원(+26.1% YoY), 영업이익 252억원(+39.8% YoY) 

- 1분기 서프라이즈 시작, 2분기 헬렌카민스키 최대 성수기 및 키즈 5월 수요 확대, 

하반기 중국 진출 성과 가시화 예정 

- 2021년 내수 정상화 반영만으로도 현재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중국 성과 반영 

시 추가 상향 가능  

- 중국 외 수출도(OPM 30%) 확대되는 만큼 매분기 최대 실적 경신할 전망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8A 2019A 2020A 2021F 2022F 

매출액 69  109  107  135  154  

영업이익 8  16  18  25  31  

세전순이익 5  16  19  26  31  

총당기순이익 4  13  16  21  25  

지배지분순이익 4  13  16  21  25  

EPS 1,831  5,415  1,599  2,162  2,596  

PER 0.0  3.7  9.8  10.6  8.9  

BPS 1,674  9,369  8,369  10,355  12,716  

PBR 0.0  2.1  1.9  2.2  1.8  

ROE 42.8  33.0  20.6  22.9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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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DAQ 970.09 

시가총액 22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6% 

자본금(보통주) 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4,350원 / 11,338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7억원 

외국인지분율 2.77% 

주요주주 
 이주영 외 12 인 51.7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0  46.5  45.1  92.4  

상대수익률 3.7  46.2  26.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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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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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주가 60만원으로 상향, 업종 Top-pick 의견 유지 

- 2021년 영업이익 및 순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각각 7%씩 상향하고, SoTP 밸

류에이션에 이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60만원으로 상향 

- 톡비즈 추정치 상향에 따른 적정가치 변동(기존 18.6조원, 현재 20.9조원)이 가장 

컸음. 톡보드 광고, 채널, 선물하기 등 주요 카카오톡 서비스 고성장세 반영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2021년 엉업이익 76% 성장 전망 

- 1분기 매출액 1.26조원(YoY 45.4%, QoQ 2.2%), 영업이익 1,608억원(YoY 

82.5%, QoQ 7.3%) 전망. 영업이익 컨센서스 1,560억원 소폭 상회 전망 

- 톡비즈 매출액 3,657억원(YoY 62.7%, QoQ 1.5%) 예상. 비수기 영향으로 카카오

톡 광고(플친, 샵탭, 톡스토어 등)와 톡보드 광고 매출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 예

상. 반면 선물하기 매출은 1분기 스페셜데이 집중 효과로 전분기대비 4.3% 증가 

예상. 선물하기 MAU는 20년 말 기준 2,100만명, MAU당 연간 매출은 26.2만원

(월 2.2만원)으로 인당 선물 횟수 증가에 따른 객단가 상승 지속 전망 

- 모빌리티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T 블루 택시 대수 증가 효과로 전분기

대비 2.7% 성장 전망. 선물하기, 모빌리티 및 외부 가맹점 결제액 증가로 페이 

매출 역시 전분기대비 6.7% 성장 예상 

- 카카오페이지와 픽코마 등 유료 서비스 매출도 성장 지속 

- 전년에 이어 양호한 매출 성장 지속. 관건은 비용 집행 규모. 인건비는 전분기 

지급한 상여 영향 사라지겠지만 스톡옵션 지급으로 유사한 규모 유지 전망. 마케

팅비는 758억원(YoY 153%, QoQ -13.4%) 예상. 올해 마케팅비 집행 가이던스

는 매출 대비 7~8% 수준이나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 대비 6%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예상 

- 2분기 성수기 진입으로 실적 성장 더욱 두드러질 전망. 최근 모빌리티 투자 유치

(3.3조원으로 평가) 및 사업 성장, 연중 페이와 뱅크 상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그라운드X 등 신사업 성장 본격화에 주목 

 (단위: 십억원, %)  

구분 1Q20 4Q20 
 1Q21(F)  2Q21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868  1,235  1,270  1,263  45.4  2.2  1,236  1,352  41.9  7.1  

영업이익 88  150  165  161  82.3  7.3  156  187  90.8  16.0  

순이익 77  -184  109  106  37.5  흑전 132  123  -11.9  15.6  

자료: 카카오,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9A 2020A 2021F 2022F 2023F 

매출액 3,070  4,157  5,590  6,806  8,025  

영업이익 207  456  805  1,140  1,472  

세전순이익 -234  409  818  1,163  1,500  

총당기순이익 -342  167  614  872  1,125  

지배지분순이익 -301  160  591  840  1,083  

EPS -3,585  1,831  6,674  9,486  12,235  

PER NA 212.7  75.1  52.8  40.9  

BPS 62,238  61,143  66,537  74,717  84,218  

PBR 2.5  6.4  7.5  6.7  5.9  

ROE -5.8  3.0  10.5  13.4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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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 3112.8 

시가총액 44,46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2.29% 

자본금(보통주) 4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14,000원 / 157,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958억원 

외국인지분율 33.54% 

주요주주  김범수 외 48 인 25.37%  
 국민연금공단 8.4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9  28.6  37.4  219.1  

상대수익률 -0.3  18.7  2.8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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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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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