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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s 

 

 [Global REIT Tracker] ESG와 성장을 다잡는 팀버(산림) 리츠 와이하우저(WY US) 

- 최근 해외 산림지(Timberland)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가 집행, 대체투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 

- 산림 리츠의 대표종목으로는 와이어 하우저(WY US)., 강력한 미국 주택건설 및 리모델링 시장 호황으로 강력한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목재 

부문 매출이 크게 증가. 이에 더해 일본 및 중국향 수출 시장에서도 견조한 수요로 실적 견조 

- 타 원자재 생산기업과 달리 ESG 투자 콘셉트에도 부합, 연간 벌목하는 산림은 보유 산림의 2%에 불과하고 벌목하는 산림 이상의 

조림사업을 수행 

글로벌부동산팀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 Comment] 인터넷: 쿠팡 상장에 따른 네이버 쇼핑 가치 재조명 

- 쿠팡 뉴욕 증시 상장 압박. 네이버 쇼핑 가치 재조명 필요 

- 쿠팡과 네이버 쇼핑: 서로 다른 이커머스 전략. 매출과 이익 구조도 상이 

- 쿠팡의 기업 가치 30~50조원은 2021년 기준 PSR 1.5~2.5배, 거래대금 대비 기업가치 0.9~1.5배에 해당. 글로벌 주요 이커머스 업체의 

2021년 PSR은 아마존 3.5배, 알리바바 6.6배, 바오준 2.3배 등 고려 시, PSR 2.5배는 충분히 부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준 

- 쿠팡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경우 네이버 쇼핑 적정 가치 28.7조원. 이를 반영하여 네이버 목표주가를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적극적 투자 전략 추천 

이민아. mina.lee@daishin.com 

 
 

[4Q20 Review] 현대해상: 늘어나는 이익만큼이나 배당에 대한 기대도 점증 

-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2,000원 유지 

- 4Q20 별도기준 순손실 -86억원(QoQ 적전, YoY 적전) 기록. 우리의 추정 120억원과 컨센서스 194억원을 크게 하회. 실적이 추정을 

하회한 데는 1) 보장성 인보험 신계약 매출증가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 2) 부동산 투자자산 평가손실 -200억원 반영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감소에 기인 

- 2021년은 실손보험 요율인상, 사업비 경쟁 완화에 따라 보험영업이익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올해에도 후순위채 중도상환, 

제도 강화 등으로 RBC비율 하락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수 밖에 없어 배당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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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s 

 [Global REIT Tracker]  

 

ESG와 성장을 다잡는  

팀버(산림) 리츠 와이하우저

(WY US) 

글로벌부동산팀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산림지 투자]  

- 최근 해외 산림지(Timberland)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가 집행, 대체투자의 비중이 증가하

면서,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가 집행되고, 관심 증가  

- 산림지의 매출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통해 발생. 1) 조림사업을 통해 산림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산림지를 매각하는 자본차익(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Value-add의 개념

과 유사), 2) 산림지에서 생산되는 목재 판매 매출, 3) 보유 산림지를 관광지/리조트로 운

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팀버(산림) 리츠로 쉽게 접근가능 : 팀버 리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세가지 ]  

- 산림지 투자는 REITs를 통해 쉽게 접근가능. 산림 리츠는 미국 리츠 협회에서 분류하는 

리츠의 13개 섹터 중 하나 

- 현시점에서 팀버(산림) 리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세가지. 1) 목재를 생산하는 산림지라

는 독특한 기초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도모, 2) 원자재를 생산하는데

도 불구하고 조림 사업 및 산림 관리를 통해 ESG 콘셉트에도 적합, 3) 목재 가격 상승 

및 주택산업의 호황으로 인하여 수익과 성장이 기대 

 

[산림리츠 대표종목 : 와이어 하우저(WY US), 견조한 실적과 ESG 콘셉트에 적합]  

- 산림 리츠의 대표종목으로는 와이어 하우저(WY US). 와이어 하우저의 시가총액은 250

억 달러를 상회하며 주당 0.17 달러의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1년에 한 번 특별배당을 

실시할 예정. 기본 배당만으로 계산하면 2.0% 수준의 배당수익률이나 실적이 견조해 배

당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4Q20 매출은 20.6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YoY +33.3%), 연간으로 봐도 19년 대비 

매출이 +14.9% 증가. 순이익도 흑자 전환했으며, 일회성 매출 및 비용을 제외한 EPS도 

4Q20 0.4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배 증가했고 컨센서스를 상회, 연간으로 보면 1.29

달러로 19년 대비 230% 증가. 4Q20 수정 EBITDA 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두배 

이상 증가 

-예상 밖의 성장은 강력한 미국 주택건설 및 리모델링 시장 호황으로 강력한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목재 부문 매출이 크게 증가. 이에 더해 일본 및 중국향 수출 시장에서도 견조

한 수요. 올해에도 미국의 주택 건설시장은 저금리와 밀레니얼세대의 주택시장 진입이라

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호황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 

-산림 리츠는 타 원자재 생산기업과 달리 ESG 투자 콘셉트에도 부합. ESG 독립리서치인 

Sustainalytics에 따르면 와이어하우저의 ESG 위험 등급은 낮은 수준(16.9점)으로

13,568개 기업 중에서 상위 11% 수준이며, 동종 산업(제지 및 임업) 79개 사 중 9위.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북미 멤버로 2005년 이후로 15년간 선정되었고, 

MSCI ESG 등급 또한  AA등급이다. 이러한 배경은 와이어하우저가 한 해에 벌목하는 

산림은 보유 산림의 2%에 불과하고 벌목하는 산림 이상의 조림사업을 수행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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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Comment 

인터넷  
쿠팡 상장에 따른 
네이버 쇼핑 가치 재조명 

 

이민아 mina..lee@daishin.com  
이지은 jeeeun..lee@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Issue: 쿠팡 뉴욕 증시 상장 임박. 네이버 쇼핑 사업 가치 재조명 필요 

- 상장을 앞두고 있는 쿠팡(CPNG US)의 기업 가치가 30~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

지면서, 네이버 등 국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고조. 쿠팡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네이버 쇼핑 사업 가치 재조명 
 

쿠팡과 네이버 쇼핑: 서로 다른 이커머스 전략. 매출과 이익 구조도 상이 

- 전체 이커머스 시장: 2020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집계. 오프라인

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소매시장 규모는 475조원으로 이커머스 침투율은 34% 수

준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쿠팡: 2020년 거래액 22조원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4%. 쿠팡에서 한 번이라

도 물건을 산 경험이 있는 고객(Active User)은 2019년 말 1,179만명에서 2020년 

말 1,485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객당 객단가도 161달러에서 256달러

로 대폭 상승해 향후 쿠팡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네이버: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은 27조원으로 점유율 17%. 거래액 규모로만 봤을 때

는 네이버가 1위 사업자. 그러나 네이버 쇼핑 거래액에는 가격비교를 통해 쿠팡 등 

타 이커머스 서비스로 흘러가는 거래액도 포함. 이를 제외한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은 

약 15조원으로 추정되며 동 거래액만 고려했을 경우에는 쿠팡이 1위 사업자 

- 서비스 전략: 두 회사의 이커머스 서비스 전략은 상이. 쿠팡은 '빠른 배송'에 집중하

며 대규모 물류 투자 지속. 또한 상품을 직접 소싱하여 판매하는 직매입 비중이 대부

분. 반면 네이버 쇼핑은 '플랫폼' 사업자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역할에 주력. 

직매입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대금의 2~3%만 판매 수수료로 수취하는 구조 

- 매출: 직매입 매출 비중이 높은 쿠팡의 2020년 매출은 13.3조원. 반면 수수료를 순

매출로 인식하는 네이버 커머스(쇼핑 검색 포함)의 2020년 매출은 1.1조원 수준 

- 이익: 쿠팡은 아직 적자.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입원가 대비 낮은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로켓배송 등을 위해 인건비 부담이 확대되었기 때문. 그러나 빠른 

외형 성장을 기반으로 적자 폭은 줄어드는 추세. 2020년 영업적자는 5천억원대로 

2019년 7천억원대 대비 2천억원 이상 축소. 영업현금흐름은 플러스로 반전. 반면 수

수료 매출이 대부분인 네이버 쇼핑은 이익 창출 중 
 

쿠팡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경우 네이버 쇼핑 적정 가치 28.7조원 

- 쿠팡 밸류에이션: 쿠팡은 아직 정상 이익 단계에 이르기 전이고, 적자 상태이므로 

PER보다는 PSR, 거래대금 대비 기업가치 밸류에이션이 적절. 현재의 성장 추세를 고

려하면 2021년 쿠팡의 거래대금은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현재 거론되고 있는 

쿠팡의 기업 가치 30~50조원은 2021년 기준 PSR 1.5~2.5배, 거래대금 대비 기업

가치 0.9~1.5배에 해당. 글로벌 주요 이커머스 업체의 2021년 PSR은 아마존 3.5배, 

알리바바 6.6배, 바오준 2.3배 등. 이를 고려하면 기업 가치 상단(50조원) 기준 PSR 

2.5배는 충분히 부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준 

- 이를 기반으로 네이버 쇼핑 사업가치 재추정.  

1) 스마트스토어: 2021년 거래대금 21조원(2020년 15조원) 추정. 자체 쇼핑몰에 해당

하므로 쿠팡의 거래대금 대비 기업가치 승수 range의 평균 1.2배를 적용하여 스마트

스토어 적정가치 25.8조원으로 산출 

2) 가격비교: 2021년 거래대금 14조원(2020년 12조원) 추정. 동 부문은 기존과 동일

하게 거래대금 대비 매출 2%, 영업이익률 35%, Target PER 40배(아마존, 알리바바

의 평균) 적용하여 2.9조원으로 산출 

- 결론적으로 네이버 쇼핑 적정 가치는 28.7조원으로 산출됨. 이를 반영하여 네이버 목

표주가를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적극적 투자 전략 추천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NAVER Buy 500,000원 

카카오 Buy 550,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8  36.4  27.5  124.7  

상대수익률 12.0  13.1  -4.6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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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Comment 

현대해상 
(001450) 

 

늘어나는 이익만큼이나  
배당에 대한 기대도 점증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한송협 songhyeop.ha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2,000 
유지 

현재주가 

(21.02.22) 21,550 
보험업종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2,000원 유지  
- 동사의 2020년 별도기준 순이익은 2019년 대비 22.2% 증가한 3,061억원 기록. 투자영

업이익이 -6.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이익이 +1,910억원 개선되며 이익 증

가를 견인. 보험영업이익 개선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6.2%p개선되었고, 사업비율 역시 

-0.9%p 개선된 데 기인. 2020년 동사의 인터넷 자동차보험 MS는 +2.1%p 상승한 

15.2% 달성 

- 2021년은 실손보험 요율인상, 사업비 경쟁 완화에 따라 보험영업이익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올해에도 후순위채 중도상환, 제도 강화 등으로 RBC비율 하락에 대

한 우려는 지속될 수 밖에 없어 배당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  

4Q20 별도기준 순손실 -86억원(QoQ 적전, YoY 적전) 기록 
- 4분기 순이익은 우리의 추정 120억원과 컨센서스 194억원을 크게 하회. 실적이 추정을 

하회한 데는 1) 보장성 인보험 신계약 매출증가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 2) 부동산 투자자

산 평가손실 -200억원 반영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감소에 기인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3%(QoQ +1.3%p, YoY -11.9%p)기록. 자동차보험료 누적 갱신

효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기인 만큼 자보손해율 개선폭은 크게 개선되었음. 위

험손해율은 97%(QoQ +0.9%p, YoY -2.8%p) 기록. 계절적으로 4분기는 건강보험 후속

검진, 연말정산 효과 등으로 의료비 청구가 집중되는 시기. 호흡기 질환 청구 건수 감소와 

백내장 등 비급여 손해절감 노력으로 2021년 1, 2월의 위험손해율은 전년 동월 대비 크

게 개선 중 

- 보장성인보험 매출은 328억원(QoQ +2%, YoY +13.2%)로 사상 최대를 기록. 이에 따라 

사업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당분기 사업비용은 총 6,920억원으로 3분기 대비로는 

-1.3% 감소하였음. 급증한 신계약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올해 이연한도는 증가하여 추가

상각액은 2020년 대비 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사측은 전망 

- 2020년 기말 주당 배당금은 1,000원 결정. 배당성향 25.9%에 해당하며 2019년 27.9%

보다 -2%p 하락. 동사의 RBC비율이 후순위채 상환 등으로 2019년 대비 -23.6%p 하락

한 영향이 컸다고 판단됨. 사측은 보험영업이익 개선에 따른 순이익 증가로 배당금 및 배

당성향은 높여간다는 입장      

(단위: 십억원, %)  

구분 4Q19 3Q20 
 4Q20  1Q21F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보험료수익 3,480 3,593 3,647 3,702 6.4% 3.0% - 3,551 2.3% -4.1% 

영업이익 17  200  10 7  -59.7% -96.6% 30 60  -54.7% 794.5% 

순이익 14.2  131.0  12.0 -8.6  적전 적전 19.4 43.2  -51.8% 흑전 

주: 별도 기준 / 자료: 현대해상,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배, %) 

 2018 2019 2020P 2021E 2022E 

경과보험료 11,766  12,061  12,837  12,133  12,839  

총영업이익 514  383  479  440  528  

순이익 359  250  306  312  376  

ROE(%) 8.7  5.6  6.5  6.3  7.2  

EPS(원) 4,502  3,154  3,855  3,933  4,728  

BPS(원) 51,590  56,382  59,369  62,386  66,000  

PBR(x) 0.80  0.48  0.41  0.39  0.37  

PER(x) 9.1  8.5  6.3  6.2  5.2  

주: IFRS 별도 기준  
자료: 현대해상,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3,079.75 

시가총액 1,92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0% 

자본금(보통주) 4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7,950원 / 17,7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6억원 

외국인지분율 35.74% 

주요주주  정몽윤 외 3 인 22.53% 
국민연금공단 9.9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9  -10.4  -4.4  -1.8  

상대수익률 4.9  -25.7  -28.5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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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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