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사이드

I. Today's 건설인사이드

Keyword. 01
■ 김종인이 던졌다 "양도세 중과제 없애자" (이데일리)
- 與, 양도세 발언금지령에 '완화론' 들고 나온 野, 4월 보궐선거 앞두고 규제완화 발언수위 높여
https://bit.ly/3idanOw

■ 與, '매도 대신 증여' 다주택자 손본다, 정부에 '할증 과세' 주문 (뉴스1)
- 윤후덕 기재위원장, 홍남기 등에 긴급 제안서 전달, "양도세율 높아지자 가족 등에 편법 증여 급증"
http://bit.ly/3nIoOvt

Keyword. 02
■ 위기의 중견 건설사 올해 생존 전략은? (SR타임스)
- 건설 중견사 수장들 '위기' 강조, 경쟁력 확보해야
- 중흥 '수도권 적극 공략', 쌍용 '리모델링 굳히기'
- 올해 공공사업 확대로 중견사에 유리한 환경 조성될 것이란 분석도
https://bit.ly/38JjCDj

■ 틈새시장 노려 연초부터 곳간 채우는 중견건설사들 (뉴스웨이)
- 지방 도급사업 및 재건축·재개발 수주고 올려
- 대형사와 컨소 구성해 서울 정비사업 진입키도
https://bit.ly/3oDPwXc

Keyword. 03
■ 부동산 기업이 이끄는 일본 임대주택 시장 (대한경제)
-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급격한 노령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일본 주택시장을 분양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바꾸게 한 중요한 계기. 임대시장이 커지자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일본의 임대주택 시장은 민간 부동산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구성
http://bit.ly/2LLmeYj

■ GS건설 (A006360, +0.12%)
• GS건설, 강릉자이 파인베뉴 1순위 마감, 평균 13대 1 (데일리안)
- 552가구 모집에 7260명 청약접수, 강릉시 역대 최고 경쟁률, 최고 경쟁률은 24.67대 1
- 19일 당첨자 발표, 다음달 1~3일 정당계약
https://bit.ly/2LRK2te

■ HDC현대산업개발 (A294870, -0.18%)
• 용산·공릉 개발 속도내는 HDC현산, 2.6조 광운대 사업은 지지부진 (조선)
- HDC현대산업은 용산 철도병원 부지 개발(5280억원), 공릉 역세권 개발(2200억원) 등을 연내 착공하고 리츠를 통해 운영할 계획
-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일정 지연
http://bit.ly/3oJJ3dg

■ 대우건설 (A047040, -1.04%)
• '대우건설 추진'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탄력, 주요 사업권 이전 완료 (더구루)
- 타세코·도신개발과 사업권 이전 계약 체결
- 타세코, 호텔·비즈니스 빌딩 개발, 도신개발, 복합쇼핑몰 추진
- 스타레이크시티 B3CC1블록에 호텔과 서비스레지던스, 오피스, 상업시설 등이 들어오는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의 복합 빌딩을
건설할 예정. 지난해 2월 KDB산업은행 KB증권 BNK부산은행 신한캐피탈 한화투자증권 제이알투자운용 등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
http://bit.ly/3oJOhWr

• 대우건설 연초 수주행진, 실적반등·매각호재 "감이 좋다" (글로벌이코노믹)
- 1월에만 서울권 대형 재개발사업 2건 잇달아 수주
- 해외사업도 선방, 지난해 5.8조 원 수주실적 달성
- KDB인베스트먼트 대표 회사 경영 참여, 매각작업 '청신호'
https://bit.ly/3qmPfrZ

■ LG하우시스 (A108670, +0.52%)
• LG하우시스, 트레일러용 경량 복합 패널 개발, 현대차 공급 (더구루)
- 가볍고 열전도 우수, 현대트랜스리드 "경량 복합 패널로 화물 적재량 증가 기대"
http://bit.ly/2LN9FeS

■ 현대건설 (A000720, -2.52%)
• 주가 폭등 현대차. 올해는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하나? (매경)
- 현대글로비스 역할 주목, 2018년 방안 재추진 가능성
https://bit.ly/3qiZyNP

■ 인선이엔티 (A060150, 0.00%)
• 'M&A 매듭' 인선이엔티, 성장 본궤도 오른다 (더벨)
- 최대주주 700억 수혈, 영흥산업환경·파주비앤알 인수, '소각업 진출' 수직계열화
https://bit.ly/3ifwEvd

■ SK건설 (K-OTC: 003340, +0.95%)
• SK건설, 경주 폐기물 업체 잔여 지분 1,600억원에 인수 (서경)
- 관계사 와이에스텍 잔여 지분 30% 인수
https://bit.ly/2KaU3RU

• SK건설 안재현호, 알짜 자회사까지 매각하며 신사업 속도 (아이뉴스24)
- 3천억 규모 SK TNS 매각대금, 포트폴리오 다변화 위한 자금 활용 전망
http://bit.ly/2Ln2SZK

■ "공급방안 만들어봐라" 민간에 주문한 卞, 규제완화 포함하나 (이데일리)
- "1월 말 공급 대책 발표"
- 시공 기간 짧은 오피스텔과 도생 활성화 방안, 공공재개발 활성화 위한 추가 인센티브 제시,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
- 전문가들 "강남 재건축 정비사업 지정부터"
https://bit.ly/3spifBd

■ 김종인이 던졌다 "양도세 중과제 없애자" (이데일리)
- 與, 양도세 발언금지령에 '완화론' 들고 나온 野
- 4월 보궐선거 앞두고 규제완화 발언수위 높여
https://bit.ly/3idanOw

■ 與, '매도 대신 증여' 다주택자 손본다, 정부에 '할증 과세' 주문 (뉴스1)
- 윤후덕 기재위원장, 홍남기 등에 긴급 제안서 전달
- "양도세율 높아지자 가족 등에 편법 증여 급증"
http://bit.ly/3nIoOvt

■ 서울시, 18개 아파트지구 재건축 지원사격, 압구정·여의도는 제외 (한경)
- 특별계획구역 지정해 개발 유도
- 방배 이수·동부이촌 서빙고 등 개발 밑그림 제시해 재건축 속도, 잠실 등 4곳 빠져 효과 의문
http://bit.ly/39xAZ91

■ 진짜 집값이 오르는 이유 (헤럴드)
- 금리와 집값 상관관계 따져 보니 역대 금리 인상시기 집값 더 올라
- 금리 하락기엔 반대로 집값 떨어져, 경기, 수급동향 등 다른 변수가 더 큰 영향
http://bit.ly/2XBRrzR

■ 최고분양가 원베일리 다음은, 둔촌주공·신반포15차·신반포4지구에 쏠리는 눈 (조선)
-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지가 상승인 만큼, 둔촌주공도 총회 의결 분양가인 3.3㎡당 3510만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 래미안 원베일라와는 달리 둔촌주공과 래미안 원펜타스, 신반포메이플자이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가산비를 래미안
원베일리만큼 못 받을 가능성
http://bit.ly/3qvLwZB

■ 강남에 몰린 서울 분양, 올해도 바늘구멍 (EBN)
- 서울 민간분양 4만 가구 중 절반이 강남권, 대부분은 조합원 몫, 분상제 적용에도 9억원 넘는 단지 속출, 현금 없이 청약 어려워
http://bit.ly/2Kh2oUm

■ 부동산 기업이 이끄는 일본 임대주택 시장 (대한경제)
-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급격한 노령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일본 주택시장을 분양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바꾸게 한 중요한
계기. 임대시장이 커지자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일본의 임대주택 시장은 민간 부동산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구성
http://bit.ly/2LLmeYj

■ '국민·하나·농협銀 투자' 美 20타임스스퀘어 부실 악화, CMBS 디폴트 우려 (더구루)
- 포브스, 현지 소식통 인용 "6570억 규모 CMBS 연체 가능성 높아", 투자 회수 가능성 불투명
http://bit.ly/3snd3hg

■ 메리츠대체운용, 美 멀티패밀리에 1억5000만달러 투자 (파이낸셜)
- 경기 방어적 안전한 투자 대상 평가, 美 정부 주거 지원 정책에 리스크도 감소
http://bit.ly/35Evg04

■ 올해 부동산 3대 키워드는? "공간 유연화·만능하우스·IT 거리 좁히기" (아시아경제)
- 선정된 트렌드는 ▲복합화로 다(多)양화 ▲공간 활용성 확대 ▲내 집(zip), 필요공간 압축 ▲프롭테크 ▲직원 위한 오피스(OH!
Peace) ▲첨단 인프라의 부상 ▲살아남기 위한 체험 전쟁 등
http://bit.ly/3sn1UNE

■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 휴대폰 기지국 아메리칸 타워에 매각 (글로벌이코노믹)
- 미국에 본사를 둔 아메리칸 타워스(American Towers)는 전화 기지국을 텔레포니카(Telefonica)에 재임대
https://bit.ly/2KaG2DM

■ SK디앤디, 리츠로 신촌 임대주택 개발 나선다 (더벨)
- 디앤디인베스트먼트와 자산관리 시너지 기대, 연이은 신촌 개발
https://bit.ly/38Htc9O

■ 마스턴운용, 신도림 '센터포인트 웨스트' 매각 재협상 (더벨)
- 현대자산운용 인수 의사 철회, 기존 제시가 3900억선, 차협과 다시 논의
https://bit.ly/2XQERNj

■ 'B.E.T.W.E.E.N' 코로나시대 관광, '불안과 기대' 사이 (파이낸셜)
- Break(균열):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산업의 변동
- Encourage(위로): 위로를 전하는 일상 속 소소한 힐링여행
- Tie(연결): 더욱 끈끈해진 인근 지역과의 네트워크
- Wherever(어디든 관광지):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곳이 여행명소
- Enhance(강화):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여행
- Expect(기대): 코로나19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여행에 대한 갈망
- Note(주목): 변화의 사이 속, 주목받는 New 여행 형태
http://bit.ly/3i9CXAq
Fig. 01:

Source: 파이낸셜뉴스, KTB투자증권

■ 산유국들 "공급 더 줄인다", 국제유가 60달러 가나 (헤럴드)
- 11개월만 WTI 50달러 돌파, OPEC+ 이어 美도 증산제한, 금융시장 상승베팅 투자늘어
http://bit.ly/2Kdl9YN

■ 러시아 70조원 재개발단지, SH공사 `스마트시티` 추진 (매경)
- 서울식모델 협의, 북극항로 배후도시도 개발
https://bit.ly/38EoPfA

■ 주택공급 드라이브ㆍ대형사 참여, 모듈러시장 '빅뱅' 예고 (대한경제)
- 文대통령 "빠른 효과" 강조, 변창흠 장관 "공공 물량 확대", 공적 영역서 성장 기반 갖출 듯
- 오피스 의료 등 사업영역 다양화, 신규 제작사ㆍ종합건설사 참여로 생태계ㆍ시장 저변도 대폭 넓어져
http://bit.ly/2LImiI9

■ 전담팀 신설에 조직 개편, 리모델링 사업 뛰어든 대형건설사 (이데일리)
- 현대건설, 지난해 첫 공동수주 후 12월 전담팀 신설
- 쌍용건설도 전담팀 지난해 다시 분리해 확대 개편
- 포스코건설, 2014년부터 전담부서 운영, 인원 15명
- 54개 단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 25곳 시공사 미선정
https://bit.ly/2XCUyr7
Fig. 02:

Source: 이데일리, KTB투자증권

■ 수도권 리모델링 바람, 수지 현대 등 조합설립 잇따라 (아시아경제)
- 수지구에서만 10여일 새 2개 단지 조합설립, 노후 중층 단지 등 재건축 막히니 리모델링 선택
- 수도권 1년 만에 16곳 늘어, 건설사도 전담팀 구성해 새 먹거리 공략
http://bit.ly/38EohX4
Fig. 03:

Source: 아시아경제, KTB투자증권

■ 틈새시장 노려 연초부터 곳간 채우는 중견건설사들 (뉴스웨이)
- 지방 도급사업 및 재건축·재개발 수주고 올려
- 대형사와 컨소 구성해 서울 정비사업 진입키도
https://bit.ly/3oDPwXc

■ "상반기 대어 잡아라" 정비사업 수주戰 (아시아경제)
- 대우·현대·삼성 등 대형건설사 연초부터 수주 낭보
- 올해 주택시장 규제 속 공급물량 전년比 25.8%↓
- 부산 우동1구역·서울 신림1구역 등 최대 격전 예고
http://bit.ly/35DExFD
Fig. 04:

Source: 아시아경제, KTB투자증권

■ 위기의 중견 건설사 올해 생존 전략은? (SR타임스)
- 건설 중견사 수장들 '위기' 강조, 경쟁력 확보해야
- 중흥 '수도권 적극 공략', 쌍용 '리모델링 굳히기'
- 올해 공공사업 확대로 중견사에 유리한 환경 조성될 것이란 분석도
https://bit.ly/38JjCDj

■ 프롭테크 어반베이스, 日 니토리 매장에 3D 인테리어 선봬 (한경)
- 해외 진출 첫 성과로 니토리 통해 일본 가구 시장 개척 교두보 마련
http://bit.ly/2MUw5ve

■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주택업계 수익성 '비상등' (대한경제)
- 분양가 제한에 지하화 시설 비용부담 커, 지역주민 민원처리도
http://bit.ly/3nES8Tn

II. Market Data

▶ WTI 53.21 +1.84%
▶ BRENT 56.58 +1.65%

▲ 지누스 +3.43%, 한라 +2.83%, 태영건설 +2.38%
▼ 현대건설 -2.52%, 동부건설 -1.43%, KCC -1.24%

▶ 외국인 순매수
— [1D] GS건설 45억원, 쌍용양회 35억원, 지누스 26억원
— [5D] 삼성엔지니어링 109억원, HDC현대산업개발 80억원, 지누스 68억원
▶ 기관 순매수
— [1D] ESR켄달스퀘어리츠 18억원, 삼성엔지니어링 6억원, 지누스 5억원
— [5D] 현대건설 286억원, ESR켄달스퀘어리츠 47억원, 지누스 26억원

▶ 외국인 순매도
— [1D] 현대건설 -25억원, 삼성엔지니어링 -16억원, HDC현대산업개발 -12억원
— [5D] 맥쿼리인프라 -67억원, 대우건설 -21억원, 한샘 -18억원
▶ 기관 순매도
— [1D] 현대건설 -181억원, 대우건설 -51억원, 쌍용양회 -32억원
— [5D] 대우건설 -125억원, 쌍용양회 -121억원, GS건설 -104억원

Source: DataGuide, KTB투자증권

Source: Bloomberg, KTB투자증권

Source: DataGuide, KTB투자증권

Source: Bloomberg, KTB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관련사항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

ㆍSTRONG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ㆍ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50%미만.
ㆍREDUCE: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미만.
ㆍ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이상∼ +15%미만.
ㆍSUSPENDED: 기업가치 전망에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커졌을 경우 잠정적으로 분석 중단.
목표가는 미제시.

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
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
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비율
BUY :

88.2%

HOLD :

11.8%

SELL :

0%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당사의 투자의견 중 STRONG BUY,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REDUCE는 "매도"에 해당.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
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ㆍ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ㆍ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ㆍ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
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
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