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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제철화학(010060) Analyst 안상희 (769-3095) sanghee@daishin.com

4분기 영업실적 Preview… 기존 사업부 부진에도 불구, 폴리실리콘 선전 

 

 

투자의견: 매수 (유지) 

C.P: 222,000원 

T.P: 350,000원 

M.V: 4,600십억원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350,000원 유지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350,000원을 유지한다. 석유화학 산업리스

크에도 불구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는 이유는 1) 동사의 신규 수익원인 폴리실리콘사업의 

양호한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한 점, 2)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3차 신재생에너

지 기본계획 발표(08년12월31일)’로 정책 환경적인 요인이 동사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분기 영업실적 Preview: 기존 석유화학 부진, 폴리실리콘 선전 

동사의 08년 4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6,132억원(+3.1% yoy, +1.3% qoq), 

1,479억원(+233.2% yoy, -23.7% qoq)으로 추정된다. 특히 폴리실리콘부문의 호조로 

08년 추정 영업이익도 6천억원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동사는 기존 범용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의 변신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제도 등 정부의 정책의지가 향후 동사 주가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

으로 판단된다. 

국제유가 급락과 중국 수요부진으로 기존 석유화학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추정되나 폴리실

리콘부문은 3분기 수준으로 선전한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석유화학부문 중 주 수익원이던 

벤젠과 TDI의 4분기 국제가격이 각각 444달러(-63.2% qoq), 3,339달러(-24.6% qoq)

로 전분기 대비 크게 하락한 점이 석유화학 실적부진의 주 요인이었다. 그러나 중동 지리적

리스크 부각으로 최근 반등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동사의 석유화학사업부 영업환경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실리콘부문은 스팟기준 국제가격(200달러/kg)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동률상승과 공장증설 등 생산능력 확대를 감안하면 향후에도 동 

부문의 꾸준한 이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특히 발전사

업자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의무공급제

(RPS)가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시행에 탄력이 예상된

다. 태양광의 경우 1차 에너지원 대비 보급비중이 기존 2007년 0.9%에서 2010년 1.8%, 

2015년 2.7%로 획대시킬 계획 안으로 확정되었다.  

 

동양제철화학 4분기 영업실적 Preview                                                                      (단위:십 억원, %) 

확정치 대신증권 
구분 

3Q07 4Q07 07 3Q08 4Q08(F) yoy qoq 08(F) yoy 

매출액 327 345 1,343 605 613 3.1 1.3 2,202 64.0

영업이익 42 44 182 194 148 233.2 -23.7 604 233.6

세전이익(주) 46 17 169 144 134 666.8 -6.9 519 207.1

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임 

자료: 동양제철화학,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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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증권업 감독규정 제 4-16조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

니다 (작성자: 안상희). 

 

▶ 투자등급관련사항 

산업 투자의견 

-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 Neutral(중립):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기업 투자의견 

- Buy(매수):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주가 상승 예상 

-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 10%p~10%p 주가 변동 예상 

-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주가 하락 예상 

 
동양제철화학(010060)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제시일자 09.01.02 08.10.21 08.07.21 08.06.26 08.04.23 08.03.21 07.08.17 07.08.17 07.07.23 07.05.31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목표주가 350,000 350,000 470,000 470,000 470,000 410,000 165,000 165,000 165,000 148,000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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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