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사이드

I. Today's 건설인사이드

━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세븐럭카지노 강북힐튼점 이전 사업장으로 서울드래곤시티를 단독 협상자로 선정
# (코멘트) 10일 상장 예정인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주목. 실제 카지노가 입정하는 건물은 아니지만,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건물 3개 동
中 Grand Mercure 레지던스 호텔(A동 전체)을 기초자산으로 보유 중. 향후 그랜드머큐어 외 호텔 자산들도 순차적으로 편입할 예정.
신한서부티엔디리츠의 기초자산은 복합쇼핑몰(1개)과 호텔(3개 동 중 A동)로 구성. COVID-19 시대에 선호되는 자산은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는 국면에서 향후 영업 회복 및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이라는 판단. COVID-19로 인해 상당수의 도심
호텔들이 주택 등 용도전환 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공급부족 가능성 부각. 상장 후 스폰서인 서부티엔디가 보유 중인 부지를
기반으로 신규자산을 효율적으로 편입이 가능해, 예상 시가총액이 2,798억원으로 추가 성장성을 보여줘야 하는 점에서 유리. 스폰서
보유 자산의 잠재 개발가치 고려 시 지속적인 추가 현금 확보도 용이. 드래곤시티 내 대형 카지노 입점이 유력한 상황이며, 확정 시
OCC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예상 배당수익률은 6%대로 양호한 수준. 디벨로퍼가 스폰서이기 때문에 '개발 → 준공 →
안정화 → 관리 운용 → 대수선 멸실'의 부동산 생애 주기를 따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기대. 올해 마지막 상장 리츠로 대체투자
및 배당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종목
> 신한서부티엔디리츠 개요 및 요약 보고서: https://bit.ly/328Vd9j
> 신한서부티엔디리츠 기관 수요예측 결과 보고서: https://bit.ly/3HDFTSe

■ 대우건설 (A047040, +5.24%)
• 중흥과 대우건설의 이유 있는 선긋기 (더벨)
- 대우건설이 번 이익은 오로지 대우건설만을 위해 쓰고 이를 통해 3분기 말 연결 기준 222%인 부채비율도 100% 초반까지 낮춰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 대우건설은 올해 현재까지 도시정비사업에서 3조7000억원 넘게 수주하며 창사 후 처음으로 3조원 넘는 수주를 기록
- 업계 1위를 다투는 수준으로 중흥그룹이 인수자로 정해지면 재개발·재건축 수주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무색할 정도
https://bit.ly/3rxTQvE

• 중흥건설, 대우건설 인수 마무리 수순, 단숨에 업계 3위로 (뉴시스)
- 중흥, 대우건설 인수 후 '독립경영', 고용안정·경영자율성 보장
- 대우건설 투자 확대·해외사업 강화, 이르면 다음 주 초 본계약
https://bit.ly/3ddyfQz

■ 삼성물산 (A028260, +4.09%)
• 한남뉴타운에 걸린 '래미안' 현수막..삼성물산, 재개발 복귀? (머투)
-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치열한 경쟁 예상, 최종입찰 여부 주목
https://bit.ly/3oruCgx
Fig. 01:

Source: 머니투데이, KTB투자증권

■ ESR켄달스퀘어리츠 (A365550, -0.91%)
• ESR켄달스퀘어리츠, 안성 복합물류센터 신규자산 편입 (서경)
- 12번째 자산 용인물류센터 편입한지 6개월 만
- 지난달 완공, 삼성전자 100% 임차
- 올해 말까지 5개 자산 추가 편입 예정
https://bit.ly/31mNK66

■ 한샘 (A009240, -1.46%)
• 한샘 경영권 매각 잡음, '의무공개 매수제도' 도입 현실성 있나 (이투데이)
- 의무공개매수 제도란 최대주주가 보유한 경영권 지분을 매각할 때 소액주주들에게도 매각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는 것
-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은 시장을 위축시킬 염려가 커 실무를 모르는 주장이라고 지적
- 기업 매각은 새로운 경영진의 경영 개선 등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 기회로 봐야 한다는 것
https://bit.ly/32WQV5i

• 오너십 사라지는 한샘, 집념의 중국사업 '기로' (더벨)
- 中법인 최근 5년간 순손실, IMM PE 의중 '변수' 美법인 매각 단행
- 中사업 'B2B→B2C 전환', 2016년 지주사 체제로 개편
- 중국 B2C 사업 수백억 순손실…투자유치 실패에도 현지공략 집념
- 조창걸 회장에 미국법인 넘겨…IMM PE에 쏠리는 눈
https://bit.ly/3pnjT5P

■ 한라 (A014790, +3.10%)
• 살아나는 ㈜한라 자체사업, 개발사업본부 약진 (더벨)
- 자체사업 재개 주도한 김선준 부사장 승진, 정비사업으로 영역 확대
https://bit.ly/31gwW13

■ 태영건설 (A009410, +1.94%)
• 태영건설, 방글라데시서 4천억원대 하수도 공사 수주 (글로벌이코노믹)
- 채토그램 PESSCM-1/W1 패키지 공사 수행업체 선정
https://bit.ly/31gHUnj

■ 신한서부티엔디리츠 (IPO)
• 서울드래곤시티, 세븐럭 카지노 단독 협상자 선정 (더벨)
-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대상자산 편입, 10일 상장 앞두고 호재
https://bit.ly/3xOoDFr

■ 이재명 "기존 도심지역 용적률·층수제한 일부 완화 가능" (SBS)
-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달성 가능, 임대차 3법 폐지보다 안착"
https://bit.ly/3rxMVT6

■ 이재명, 서울교대 부지·탄천 등 강남권 대규모 주택 공급 검토 (이데일리)
- 서울지역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검토
- 탄천 유수지 11만㎡, 서울교대 8만6000㎡
- 李 "시장 기대 이상 초과 공급대책 준비 중"
https://bit.ly/3dhn61i

■ "못한다"-"해보자", 靑 VS 李 '양도세 완화' 또 기싸움 (국민)
- 홍남기 "논의 없었고 계획도 없어" 강한 일축에 "靑 의중 반영" 분석
- 당내 반대 의원들 많은 점도 변수
https://bit.ly/3IjL75V

■ 부동산원 '이중가격' 논란에 전세가 통계 바꾼다 (이데일리)
- 전세실거래가 조사서 '갱신계약' 제외 검토
- 임대차법 2년 앞두고 통계 왜곡 우려
- 부동산원 "신규 계약이 더 중요한 정보"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신규 계약이 재계약보다 2.2억 높아
https://bit.ly/3dfxqqE
Fig. 02:

Source: 이데일리, KTB투자증권

■ 서울 아파트 '매매절벽', 10월 거래량 2년7개월 만에 최저 (뉴시스)
-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2308건, 9월보다 15% 줄어
- 11월도 거래 부진 심화, 강북·종로구 등 10건도 안돼
- 다주택자 매물 유도 관건, 與 양도세 한시 완화 검토
https://bit.ly/3ojaahJ
Fig. 03:

Source: 뉴시스, KTB투자증권

■ 2022년 상반기 전망, 상승 응답 2명 중 1명 (부동산114)
- 직전 조사 결과 대비 상승 비중 줄고, 하락 비중 늘어
- 단 상승(48%)>하락(14%) 응답으로 아직 상승에 무게감
https://bit.ly/3ltSLAQ
Fig. 04:

Source: 부동산114, KTB투자증권

■ 가상자산 뜬다고 실물자산 '부동산'이 떨어질까요 (한경)
- '모든 것에 대한 투자'가 최근의 추세인 건 맞지만 실물(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이런 자산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서는 위험
- 메타버스와 2030세대의 투자성향이 결합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https://bit.ly/31jbk4a

■ 제2의 비트코인? 봉이 김선달? 열풍 부는 '가상부동산' 직접 사보니 (한국)
- 단돈 10만 원에 나도 '한남더힐' 오너?
- "한국인만 관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달라" 경고도
- 우후죽순 생긴 '가상부동산' 거래플랫폼
- 전문가들 "위험성 크다, 각별한 주의 필요"
https://bit.ly/3G9HGwN
Fig. 05:

Source: 한국일보, KTB투자증권

■ 高배당·신용 '광명롯데몰' 매각 잰걸음 (파이낸셜)
- 이달 중순 입찰..광명 유통 클러스터 시너지
- 롯데마트 우선매수권 실행은 미지수
https://bit.ly/3ddj4a4

■ "아파트 대신 산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가 3억 육박 (파이낸셜)
- 11월 매매가 2억9322만원, 일년새 2577만원 뛰어올라
- 대형평수·프리미엄형 인기, 다주택자 투자 수요도 몰려
- 강남 피엔폴루스 133㎡ 34억, 전세가율 높아 '깡통전세' 우려도
https://bit.ly/3ddz3VB

Fig. 06:

Source: 파이낸셜뉴스, KTB투자증권

■ 사우디의 탄소중립 선언과 수소시장 최신 동향 (kotra)
- 사우디,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에서 세계 최대 수소 수출국으로 전환 목표
- 세계 수소 활용 현황,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 사우디 수소 생산 계획, 사우디 수소시장 현황
https://bit.ly/3lvytHt

■ EU, 4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전략 공개 (대한경제)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 대응해 대대적인 인프라 사업 투자에 나서
-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라고 명명된 이 계획은 유럽의 공급망 강화, EU 무역 촉진,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것
- 디지털화, 보건, 기후, 에너지, 교통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육, 연구 투자도 포함
https://bit.ly/3phWa74

■ 씨 마른 서울아파트, 공사비, 분양가 암초에 재개발·재건축 곳곳 홍역 (헤럴드)
- 조합 측, 땅값 오른 만큼 분양가 높이겠다
- 광명2R·둔촌주공 등 내년으로 분양 미뤄
- 일반분양 대기자들은 분양가 9억원 초과할까 우려
- "중도금 대출 안 되면 현금부자만 웃을 것"
https://bit.ly/3oiyd07

■ "물 들어올 때 노 젓자" 서울 강북권 알짜단지 리모델링 바람 확산 (글로벌이코노믹)
- 용산 '도원삼성래미안‧리버힐삼성' 리모델링 추진위 설립
- 마포 '공덕삼성‧대흥태영' 추진위 출범 후 사업추진 활발
https://bit.ly/31sSpng

II. Market Data

▶ WTI +66.5 +1.42%
▶ BRENT +69.7 +1.16%

▲ HDC현대산업개발 +6.79%, LX하우시스 +5.57%, 코오롱글로벌 +5.40%
▼ 한샘 -1.46%, 지누스 -1.02%, ESR켄달스퀘어리츠 -0.91%

▶ 외국인 순매수
— 삼성엔지니어링 67억원, 삼성물산 58억원, GS건설 17억원
— 삼성엔지니어링 328억원, 삼성물산 151억원, 현대건설 95억원
▶ 기관 순매수
— 삼성물산 88억원, 현대건설 31억원, HDC현대산업개발 25억원
— GS건설 56억원, 한국토지신탁 54억원, DL이앤씨 38억원

▶ 외국인 순매도
— 한샘 -28억원, DL이앤씨 -13억원, KCC -11억원
— DL이앤씨 -73억원, 맥쿼리인프라 -33억원, 쌍용C&E -26억원
▶ 기관 순매도
— 맥쿼리인프라 -51억원, 지누스 -15억원, KCC글라스 -10억원
— 맥쿼리인프라 -171억원, 한샘 -58억원, 제이알글로벌리츠 -4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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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7%

HOLD :

9.3%

SELL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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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