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사이드

I. Today's 건설인사이드

Keyword. 01
■ 아랍에미리, Hail & Ghasha 프로젝트 상업입찰 추가 연기 (해외건설협회)
-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Adnoc)은 추진하는 150억불 규모 하일 & 가샤 오프쇼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EPC 패키지 상업입찰 마감일을 2.17일로 추가 연기. 직전 4개 주요 EPC 패키지에 대한
상업입찰은 1.24일
- MEED는 지난해 9월 말 Adnoc이 자본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Hail & Ghasha 가스전 프로젝트의 전체
공사범위 축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수정 공사범위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보도
- 이와 관련, EPC사들은 재조정된 공사범위에 따라 12.5일까지 수정 기술입찰을 제출

Keyword. 02
■ 해외수주 전략 바꾸는 대형 건설사들 "올해 수주 줄어들 수도" (조선)
-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출혈 경쟁까지 마다하지 않던 지난 날과는 다른 전략으로 해외 수주에 접근하기 시작
- 수익이 확보되는 공사가 아닌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는 분위기
- 세계 각국이 경제 부양을 위해 자국 건설사에 공사를 주는 것을 선호할 수 있어 수주 감소 가능
- 건설사들이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신규 프로젝트를 운용하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확장에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http://bit.ly/3qTjPd3

Keyword. 03
■ 40년 넘은 여의도 목화 재건축 '급물살' 변수는? (한경)
- 적정성 검토 최하 등급, 여의도 16개 단지 30년 넘어, 14곳 안전진단 D등급 이하, 목화 전용 89㎡ 호가 18억
- 서울시 규제가 '변수', "집값 부추긴다" 3년째 중단, 안전 위험수위, 주민 불만 고조,
- 서울시장 선거 이후 '완화 기대'
http://bit.ly/3ohKkqV

■ GS건설 (A006360, -1.89%)
• 국내 해수자원화 기술 개발 '활발' (대한경제)
- UNIST, 해수전지 기술 세계 최초 개발, 연구센터 준공으로 상용화 탄력
- 해수담수화는 두산중공업ㆍGS건설 '두각', 분산형 실증화 사업도 주목
http://bit.ly/36ffsBq

■ DL이앤씨 (A375500, -0.78%)
• 기업 분할 이후 몸집 불린 DL, 3세 이해욱 지배력 강화 '착착' (서울신문)
- 李회장 과거 '대림코퍼' 통해 간접 지배, DL이앤씨 지분 DL과 교환해 지분 확대
- 李회장 대림 통해 DL 지분 49% 확보 가능
https://bit.ly/2YkbEKA

■ 대우건설 (A047040, %)
• 대우건설, 리비아 즈위티나 발전소 공사 재개 속도 (더구루)
- 대우건설·리비아 전력청, 리비아서 만나 사업 재추진 논의
- 공사비는 4억3300만 달러(약 4780억원). 2014년 공사 중단 당시 공정률은 72% 수준
http://bit.ly/3sZ9WMN

■ 현대건설 (A000720, -2.22%)
• 현대건설, '주택사업 분전' 수주 초과, 순현금 3조 시대 (더벨)
- 해외 침체를 국내에서 만회, 올해 매출액·신규수주액만 전망치 제시
http://bit.ly/3pnif2Z

■ 동부건설 (A005960, -0.74%)
• 동부건설, 잇단 수주로 '탑 10 건설사' 진입 노린다 (국민)
- 서울 등 주요지역 연속 수주 성공, 랜드마크급 주거단지 건축의 대표 건설사로 다시 주목
https://bit.ly/3a6fht5

■ 제이알글로벌리츠 (A348950, +0.39%)
• JR글로벌리츠, 롯데리츠보다 낮은 신용도 왜? (더벨)
- 1조원 규모 벨기에 현지 법인 소유 담보권 '마이너스' 요인, Allianz 등 현지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자
- 롯데리츠, 강남 백화점 담보로 AA- 등급
https://bit.ly/2Yet77g
Fig. 01:

Source: 더벨, KTB투자증권

■ '변창흠표' 공급대책 내달 4일 나온다 (머투)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초점을 '실행력'에 맞췄다. 공공부분의 참여를 늘린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신규택지개발 방안 등도 발표될
전망이다.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https://bit.ly/3c9QJSM

- [국토부 설명·반박] 주택 공급 대책 내용 및 발표 일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http://bit.ly/39ZV2NC

■ 리모델링도 '공공임대' 도입? "차라리 재건축이 낫다" (이데일리)
- 서울시 '공공리모델링' 도입 검토, 세대수 증가 지원, 공공임대 공급
- 수직증축·내력벽철거 규제로 막혀, "차라리 공공재건축 유도가 효과"
https://bit.ly/3phfHTX

■ 35층룰 해제하는 서울시, 한강변에 45층 아파트 들어선다 (아주경제)
- 용적률, 층수 동시 완화, 주택공급 가속도, 반년 만에 입장 선회, 주택공급 압박 반영
http://bit.ly/3sXBjHb

■ 40년 넘은 여의도 목화 재건축 '급물살' 변수는? (한경)
- 적정성 검토 최하 등급, 여의도 16개 단지 30년 넘어, 14곳 안전진단 D등급 이하, 목화 전용 89㎡ 호가 18억
- 서울시 규제가 '변수', "집값 부추긴다" 3년째 중단, 안전 위험수위, 주민 불만 고조, 서울시장 선거 이후 '완화 기대'
http://bit.ly/3ohKkqV
Fig. 02:

Source: 한국경제, KTB투자증권

■ 서울시 "재개발 700여곳 가능", 상반기 결단 내리나 (한경)
- 市, 25개구 단독주택구역 분석, 전체 2024개 구역의 35% 달해, 주택 밀집·노후도 기준 하향 등 상반기 중 최종 결정키로
http://bit.ly/3qVVNy8

■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고안 내달 8일 발표, 거래금액 구간 늘려 소비자 부담↓ (뉴스핌)
- 9억~12억원 금액구간 신설, 수수료 0.7%
- 구간 신설·고가주택 기준 상향 가능성, 업계 반발 등 실제 개편까지 시간 걸릴 듯
https://bit.ly/3iSXUAe
Fig. 03:

Source: 뉴스핌, KTB투자증권

■ 작년 4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8.3% 상승 (국토부)
- 작년 4분기 전국의 지가는 0.96% 상승하여, 3분기(0.95%) 대비 0.01%p 증가, '19년 4분기(1.01%) 대비 0.05%p 감소
- 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4%로, 상승폭은 전월(0.32%) 대비 0.02%p 높으나, 전년 동월(0.34%)과 동일한 수준
- '20년 4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5만 2천 필지(561.4㎢, 서울 면적의 약 0.9배)로, 3분기(약 87.9만 필지)
대비 8.3%(+약 7.3만 필지), '19년 4분기(약 84.5만 필지) 대비 12.6% 증가
http://bit.ly/3pmBR77

■ 달라진 분상제, 강남 분양가 6000만원 찍나 (대한경제)
- 래미안 원베일리 5668만원 신고가, 인근 래미안 원펜타스ㆍ메이플자이
- 하반기 일반분양 앞두고 관심 집중, 높은 가산비 등 추가 반영이 관건
http://bit.ly/2KQnHfE

■ 부동산 '불장'에 외국인도 韓 건축물 패닉바잉, 거래량 사상 최대, 서울 강남 최다 (서경)
- 아파트 42채 갭투자한 '투기성 거래'도, 外 소유주 32.7% 거주한 적 없어
- 이용호 이원, 외국인 거래에 중과세 입법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 못 넘겨
https://bit.ly/39j9aTe

■ 전국 땅값 122개월 연속 올랐다 (서경)
- 작년 12월에도 0.34% 상승, 지난해 연간으론 3.68%↑
https://bit.ly/3a8GV92
Fig. 04:

Source: 서울경제, KTB투자증권

■ 일본 수도권 신축 아파트 가격 30년만에 최고치 기록 (연합)
- 도쿄 23구 평균 가격 8억2천만원, 자산 거품 시대 근접
http://bit.ly/3ce7Jal

■ "美 제로금리, 앞으로 3년간 안 올릴 것"-S&P (머투)
- 앞으로 수년 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연 2%를 밑돌 것이란 게 주된 근거
https://bit.ly/3cg0rTt

■ 상가 공실률 12%에도 '물류 리츠'는 돈 몰린다 (뉴스핌)
- 지난해 6개 리츠 상장, 올해 리츠 ETF설정가능
- 물류전문 리츠 ESR켄달스퀘어 시장 관심 커, 리츠 평균 배당 수익 4~6% "편입자산에 주목"
http://bit.ly/3a4Kc9j

■ 2020년 리테일시설 거래 최대, 전년대비 45.1% '껑충' 늘어 (매경)
- JLL "2020년 리테일 시설 매매 규모 역대 최고치 기록"
- 작년 리테일 매매 8조 3140억원, "주거·물류 전환 컨버전 수요" 반영
https://bit.ly/3okzWif

■ "올해도 자금 몰릴 것" 코로나로 되레 뜨거운 오피스빌딩 시장 (한경)
- 서울 3년 연속 10兆 넘어,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 몰려, 가격도 3.3㎡당 2569만원 '최고'
- 금융사 등 우량 임차인 대부분, 상가·호텔보다 공실 타격 미미
- 작년 4분기 평균공실률 0.7%P↓
http://bit.ly/3iO5r3b
Fig. 05:

Source: 한국경제, KTB투자증권

■ 바로운용, '거제 부동산PF' 리테일 셀다운 (더벨)
- 660억 PF 중 1순위 수익권, 수익률 4%대 후반, 투자원리금 상환 '분양률 50%대 관건'
https://bit.ly/2YkdScV

■ 아랍에미리, Hail & Ghasha 프로젝트 상업입찰 추가 연기 (해외건설협회)
-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Adnoc)은 추진하는 150억불 규모 하일 & 가샤 오프쇼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EPC
패키지 상업입찰 마감일을 2.17일로 추가 연기. 직전 4개 주요 EPC 패키지에 대한 상업입찰은 1.24일
- MEED는 지난해 9월 말 Adnoc이 자본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Hail & Ghasha 가스전 프로젝트의 전체 공사범위 축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수정 공사범위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보도
- 이와 관련, EPC사들은 재조정된 공사범위에 따라 12.5일까지 수정 기술입찰을 제출
■ 해외수주 전략 바꾸는 대형 건설사들 "올해 수주 줄어들 수도" (조선)
- 건설회사들은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출혈 경쟁까지 마다하지 않던 지난 날과는 다른 전략으로 해외 수주에 접근하기 시작
- 수익이 확보되는 공사가 아닌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는 분위기
- 세계 각국이 경제 부양을 위해 한국 건설사보단 자국 건설사에 공사를 주는 것을 선호할 수 있어 수주 감소 가능
- 건설사들이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신규 프로젝트를 운용하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확장에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http://bit.ly/3qTjPd3

■ 한수원 참여 불가리아 '벨레네 원전' 입찰 취소 절차, 의회 결정 남겨둬 (글로벌이코노믹)
- 불가리아 정부, 벨레네 대신 코즐로두이 원전 건설 방침, 벨레네 사업 입찰 취소는 아직 안해
- 의회 승인 있어야 벨레네 사업 취소 가능, 한수원, '사업성 부족' 벨레네 사업은 후순위인 듯
https://bit.ly/3r12X4t

■ 데이터센터 '정조준', 건설업계 수주 준비 '바쁘다 바뻐' (대한경제)
- GS건설 자체 모델 개발로 영토 확장·SK건설 하이테크 전담조직으로 대응
- 현대·HDC현산 등도 수주역량 강화 나서, 삼성SDS 및 카카오 등 신규 발주 증가 기대
http://bit.ly/3a2nJts

■ 건설투자 '3년째 마이너스' 올핸 반등할까 (대한경제)
- 한은 발표 작년 GDP 분석, 코로나 확산에 2분기부터 내리막, 긴 장마로 현장운영 차질도 악영향
- 올 수주ㆍ인허가 등 선행지표 양호, 사상최대 SOC예산 본격집행 앞둬, 잇단 호재에 플러스 전환 기대감
http://bit.ly/3qYQuhl
Fig. 06:

Source: 대한경제, KTB투자증권

■ 어려울수록 뭉치자, 건설사 합종연횡 활발 (EBN)
- 코로나 시대 단독입찰 위험도 큰 대형 프로젝트
- 컨소시엄 입찰 사례 점점 많아져, 올해도 대거 등장
http://bit.ly/2YeuFhA
Fig. 07:

Source: EBN, KTB투자증권

■ 건설사는 지금 "브랜드 업그레이드 중" (EBN)
- '디에이치' 올해 본격 입주·'푸르지오' 최초 상품전략 발표회
- 한화 포레나·호반써밋 등 고급 브랜드 교체 봇물
http://bit.ly/2Yhqa5Z

■ ESG 경영 박차 가하는 건설업계 (EBN)
-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친환경 먹거리 확보 나서
- 탈석탄 선언,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 사업 등 적극적으로 진행
http://bit.ly/2YhMf4h

■ 인센티브 줬다 빼앗는 서울시 정비사업 (매경)
- 서울시 가로주택 사업 개정안
- 공공임대 위주 용적률 완화로 조합원 인센티브는 사실상 전무, 층수완화도 기부채납해야 허용
https://bit.ly/3t30sQH
Fig. 08:

Source: 매일경제, KTB투자증권

■ 국토부, 한 입으로 두말, '소규모정비 임대리츠' 슬그머니 포기 (데일리안)
- 금융지원 고려해야 할 부분 많아 "현재 운영계획 없다"
- "조건 까다롭고 낮은 수익성에 설립됐어도 인기 낮았을 것"
http://bit.ly/3a5TMIZ

■ 평가제로 바뀐 공공택지입찰, 민간 공급 악재 계속 (데일리안)
-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첨방식에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포함
- 민간 물량 LH에 넘기는 조건으로 건설하면 평가 시 유리, "민간에 임대사업 책임 떠넘기는 꼴"
http://bit.ly/3t1OLd2

■ 연초 몰리는 정비사업 입찰 희비 엇갈려 (대한경제)
- 5000억 창원 신월1구역 유찰, 대구ㆍ인천 소규모 재건축 입찰 성사
- 대구 삼일맨션도 두번째 좌절, 대성맨션 등은 경쟁구도 성립, 설 명절 전 시공사 선정 '청신호'
http://bit.ly/2KPRKEc

■ 시멘트 운송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 5.9% 오른다 (연합)
- 컨테이너 안전위탁운임은 1.93% 인상, 화물차 안전운임위 의결
-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 3.84%·시멘트 8.97% 인상
http://bit.ly/3qYtm2u

II. Market Data

▶ WTI 52.61 -0.30%
▶ BRENT 55.91 +0.85%

▲ LG하우시스 +5.34%, 현대리바트 +4.41%, 삼화페인트 +3.64%
▼ HDC현대산업개발 -4.49%, 케이씨씨글라스 -3.43%, 아이에스동서 -3.11%

▶ 외국인 순매수
— [1D] 지누스 18억원, 맥쿼리인프라 16억원, 현대리바트 12억원
— [5D] 지누스 59억원, HDC현대산업개발 41억원, 지누스 59억원
▶ 기관 순매수
— [1D] 현대리바트 13억원, ESR켄달스퀘어리츠 9억원, 제이알글로벌리츠 2억원
— [5D] ESR켄달스퀘어리츠 32억원, DL이앤씨 12억원, 맥쿼리인프라 9억원

▶ 외국인 순매도
— [1D] DL이앤씨 -84억원, 현대건설 -57억원, GS건설 -33억원
— [5D] GS건설 -263억원, DL이앤씨 -238억원, 현대건설 -139억원
▶ 기관 순매도
— [1D] GS건설 -124억원, LG하우시스 -94억원, 현대건설 -83억원
— [5D] GS건설 -401억원, 현대건설 -241억원, HDC현대산업개발 -1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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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7%

HOLD :

10.7%

SELL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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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