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 (유지)  
통신을 축으로 다양성과 확장성에 역량 집중 

ADT캡스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기업가치대비 인수금액에 관심을 더 가졌다. 오프라

인 보안이 SK텔레콤이 추구하는 온라인 보안에서 얼마나 시너지가 날까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었다. 그런데 온라인 보안도 결국은 오프라인 보안의 인프라가 기반이 되

어야 하고 이를 처음부터 구축한다는 것은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ADT캡스를 

인수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5G서비스를 시작하면 4차산

업혁명이 매우 빠르게 확장할 것으로 그 중 보안사업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텐데, 양자암호통신으로 통신에서의 보안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보안사업

을 확보함으로써 보안사업의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SK플래닛의 11번가가

외부 자금을 유치한다. 이를 계기로 11번가를 SK플래닛으로부터 분할하여 커머스사

업을 더욱 확장 강화할 계획이다. 통신회사에서 통신외에 다양한 사업도 갖게 된 SK

텔레콤은 여러 사업을 확보함으로써 통신산업의 외연이 확장되는 시대에 통신을 기

반으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비용 절감으로 수익 안정 효과 

요금 규제의 영향력이 아직 유효한 상황에서 가입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수익을 낙

관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가입자시장의 안정으로 비용이 적절히 통제됨으로써 실적

은 전분기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자산증식에 따른 자산가치 부각 

자산가치가 커지고 있는 SK텔레콤은 복합기업 형태로 자체사업을 가진 사업형 지주

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익은 통신 본연의 가치가 여전히 비중이 높지만, 계열

사 중심의 자산가치도 성장하고 있어 두 개의 엔진으로 나타나는 하이드브리형 자동

차의 장점처럼 기업가치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자산가치가 상승할 기회

가 많아진다고 판단해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한다.  

목표주가 320,000원  

현재가 (6/27) 235,000원  

   

KOSPI (6/27)  2,342.03pt  
시가총액 18,975십억원  
발행주식수 80,746천주  
액면가 500원  
52주 최고가 283,500원  
 최저가 220,500원  
60일 일평균거래대금 45십억원  
외국인 지분율 41.5%  
배당수익률 (2018F) 4.6%  
   
주주구성   
SK 외 3 인 25.22%  
국민연금 9.16%  
  
주가상승률 1M 6M 12M  
상대기준 9% -9% -9%  
절대기준 3% -12% -11%  

  
 현재 직전 변동  
투자의견 매수 매수 -  

목표주가 320,000 320,000 -  

EPS(18) 38,935 38,745 ▲  

EPS(19) 37,704 37,263 ▲  

  

SK텔레콤 주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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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십억원,배) 2016 2017 2018F 2019F 2020F 

 매출액 17,092  17,520  16,957  17,040  17,286  

 영업이익 1,536  1,537  1,294  1,349  1,370  

 세전이익 2,096  3,403  4,080  3,953  3,385  

 지배주주순이익 1,676  2,600  3,144  3,044  2,606  

  EPS(원) 20,756  32,198  38,935  37,704  32,275  

  증가율(%) 10.4  55.1  20.9  -3.2  -14.4  

  영업이익률(%) 9.0  8.8  7.6  7.9  7.9  

  순이익률(%) 9.7  15.2  18.5  17.8  15.0  

  ROE(%) 10.7  15.4  15.9  13.3  10.5  

  PER 10.8  8.3  6.1  6.3  7.3  

  PBR 1.1  1.2  0.9  0.8  0.7  

  EV/EBITDA 5.2  5.7  5.5  5.4  5.3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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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두가지 

ADT캡스 인수 / 사업 확장 

맥쿼리와 공동으로 사이렌홀딩스코리아(SHK)를 1조 2,760억원에 인수한다. SHK는 

사이렌인베스트먼츠코리아(SIK)를 지배하고, SIK가 ADT캡스의 지분을 100% 가진 지

배구조로 SHK 인수는 ADT캡스를 인수한 것과 마찬가지다. 총 인수자금에서 SK텔레

콤이 지불하는 금액은 7,020억원으로 55%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한다. 

인수금액은 ADT캡스의 기업가치를 2.97조원으로 간주했고, 이는 EV/EBITDA 11배 

수준으로 동종업계 multiple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림 1. 인수 구조 

 
자료: SK텔레콤 

 

매출은 2014년 이후 연평균 5.3% 성장세를 기록해 보안시장 평균 성장세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2014년 경영권이 바뀐 이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어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  

그림 2. ADT캡스 매출  그림 3. ADT캡스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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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안시장은 2012~2017년 연평균 8.7% 성장했고, 2017~2022년까지 7.5%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한다. 보안서비스의 보급률을 해외 주요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는 낮은 수준이며, 특히 가구 보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나라마다 치안과 국민 성

향이 다르기에 보급률 수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

지만, IoT 확장에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라는 점에서 성장 속도가 지금과는 달

리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4. 국내 보안시장 규모  그림 5. 보안 서비스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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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K텔레콤   자료: SK텔레콤 

 

국내 보안시장에서 NSOK가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가 최대주주이라는 점에서 

ADT캡스를 SK텔레콤이 인수하면 결국 3개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에스원은 

일본 세콤과 삼성그룹의 합작회사로 출발해 지금은 삼성그룹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지

분 일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ADT캡스는 국내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두번의 M&A

이후 세번째가 될 예정이다. KT텔레캅은 KT의 종속기업이다. 매출 규모는 점유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에스원이 가장 많지만 수익성은 ADT캡스가 월등히 높다.  

그림 6. 국내 보안시장 점유율  그림 7. 주요 보안업체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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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캡스는 캡스텍과 ADT시큐리티라는 자회사가 있다. 주요 사업은 ADT캡스가 무인

경비, 영상보안, 출입통제, 정보보안, 중대형빌딩 통합보안 등 보안관련 전반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캡스텍은 2005년 ADT캡스에서 인력경비 사업을 분할하여 인력경

비업이 주력이고, ADT시큐리티는 도난방지기 및 감시장치의 판매가 주 업무다.  

그림 8. ADT캡스 주요 사업 내용  그림 9. 동종업계 주요 업체의 EV/EBITDA 비교 

기업명 서비스 내용

ADT캡스
통합보안서비스 제공: 무인경비, 영상보안, 출입통제,

정보보안, 중대형 빌딩 통합보안

캡스텍

(지분율 100%)

인력경비업이 주력. 2005년 ADT캡스의 인력경비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

ADT시큐리티

(지분율 100%)
도난방지기 및 감시장치의 판매 및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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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K텔레콤   자료: SK텔레콤 

 

두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New ICT 기반의 차세대 보안 사업자로 성장한다.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등을 활용해 보안 인프라를 구축해 지능형 통합 관제 및 출입

통제 등 보안사업을 확장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양자암호통신과 SK텔레콤의 정보보

호 역량을 결집하여 온·오프 융합보안 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가정용 IoT에서 보

안을 주요 서비스로 부각시켜 IoT 서비스의 질적 우위를 도모한다.  

수익이 고도화된 시점에서 통신과 보안의 서비스 시너지와 가입자의 수적 우위를 기반

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M&A의 성공인자라고 생각하며, 보안 인프라의 

구축 비용을 고려하면 M&A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림 10. New ICT 기반 차세대 보안 서비스  그림 11. Home IoT 서비스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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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자금 유치 / 역량 강화 

커머스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1번가를 인적 분할한 후 신설회사에 신규 자금을 

유치하고, 존속기업을 SK테크닉스와 합병하는 구조 재편을 단행한다. 이를 통해 이커

머스 시장에서 1위 위치를 강화하고, 데이터와 Tech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분할비율은 존속회사(SK플래닛)와 설립회사(11번가)가 0.86대 0.14로 존속회사는 데이

터&Tech 사업(OK캐쉬백, Syrup, SK엠앤서비스 등)을, 설립회사는 커머스 관련 사업

일체(11번가, 11PAY, 기프티콘, 싸이닉 등)를 영위한다. 7월 31일 주총을 거쳐 분할 기

일은 9월 1일이다. 

그림 12. SK플래닛 분할(인적분할) 

SK텔레콤

분할 전

SK플래닛

SK텔레콤

분할 후

SK플래닛(존속)

98.1%

11번가(신설)

98.1%

 

주: SK텔레콤 지분을 제외한 1.9%는 SK플래닛의 자사주 및 우리사주 자료: 사업보고서 

 

9월 1일 SK플래닛을 분할과 동시에 존속회사를 SK테크엑스와 합병한다. SK테크엑스

는 정보통신사업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양사는 사업 성격이 비슷하다. 

합병비율은 SK플래닛과 SK테크엑스를 1대 3.05다.  

그림 13. SK플래닛 분할 후 존속회사(SK플래닛)와 SK테크엑스 합병 

SK플래닛 SK테크엑스

100%

SK텔레콤

98.1%

합병 전

11번가 SK테크엑스

98.7%

SK텔레콤

98.1%

합병 후

SK플래닛

 

자료: SK텔레콤, SK플래닛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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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 11번가는 H&Q코리아로부터 2.25조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5천억원의 신규 자

금을 유치한다. 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 후 6개월 뒤부터 보통주 전환이 가능하고, 5년 

이후 상환도 가능하다. H&Q코리아는 1998년 출범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해 유수의 연

기금이 출자한 국내 1세대 PEF운용사로 다양한 산업에 투자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림 14. 분할된 11번가가 투자유치후 지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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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H&Q코리아

18.2%

 

자료: SK텔레콤, SK플래닛 공시 

 

SK텔레콤 자료에 의하면 커머스 시장은 2017년 300조원에서 2022년에는 351조원으

로 17% 증가한다고 한다. 이중 이커머스는 거래 상품의 확대 및 쇼핑의 편의성으로 침

투율이 2017년 26%에서 2022년에는 39%로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

산하면 78조원에서 137조원으로 76% 증가한다. 커머스 전체 시장의 성장율을 크게 능

가하는 수준이다.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중심에는 모바일커머스가 있다. 2013년 7조원

이었던 모바일커머스 시장은 매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2017년 49조원으로 7배 

증가했다. 우수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단말기(스마트폰 등) 기능으로 모바일커머스 시장

은 계속 성장할 전망이다.  

그림 15. 커머스 규모  그림 16. 모바일커머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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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의 연간 거래액은 7조원을 넘었으며, 2013년이후 연평균 16.7% 성장했고, 모바

일 거래액 비중은 2013년 13%에서 2017년 61%로 상승했다. 모바일 거래가 전체 거래

규모를 침투하는 측면이 있으나, 전체 성장을 이끄는 요인도 된다. 같은 기간 모바일 

거래액은 연평균 76% 성장했다. 커머스 기업중에서 방문자수를 기준할 때 11번가와 G

마켓이 최상위 수준으로 두 기업간의 차이는 크지 않아 1, 2위는 엎치락뒤치락할 것으

로 판단되나, 두 회사는 나머지 기업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7. 11번가 거래액(구매 확정액)  그림 18. 월간 UV(PC+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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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K텔레콤  주: UV는 방문자수를 의미 자료: SK텔레콤 

 

SK플래닛의 전체 실적에 11번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2016년 전체 매

출에서 58.7% 였던 비중이 2018년 1분기에는 80%로 높아졌고,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

이지만, 적자 폭이 줄고 있고, 11번가의 감소폭은 더 커 전체 영업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2018년 1분기 SK플래닛의 영업적자가 전년동기대비 7.5% 늘었으나, 지난해 1분기에 

부과세 환급액 274억원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적자폭이 243억원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특히 11번가는 매출이 5.2% 증가했고, 영업적자가 77.5% 감소하는 등 수

익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수익성 중심의 효율적인 마케팅과 하반기 자금을 유치하면서 

수익 개선세가 지속되어 이르면 금년 중에 분기 흑자도 가능할 전망이다.  

SK플래닛에서 분할된 11번가는 수익 개선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고, SK테크엑스와 

합병 할 SK플래닛 분할 존속법인은 사업 특성상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합병법

인은 적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분할효과가 독립채산제 성격이 강한 만큼 수익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져 수익 개선 시점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표 1. SK플래닛 전체 실적과 11번가 실적 비교                                                 (억원, %) 

 매출 영업이익(순이익) 

 SK플래닛 11번가 비중 SK테크엑스 SK플래닛 11번가 비중 SK테크엑스 

2016 10,363 6,082 58.7 1,934 -3,334 -1,989 59.7 282 

2017 9,916 6,880 69.4 1,959 -2,497 -1,030 41.2 268 
2018.1Q 2,050 1,644 80.2 496 -445 -69 15.5 87 
주: SK플래닛은 11번가 실적 포함. 11번가 영업이익은 간접비용을 제거한 직접이익 개념. SK테크엑스는 순이익 자료: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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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전망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 취약계층 요금 추가 감면(월 11,000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감면으로 가입자당 월 매출액은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하락할 전망

이다. 그렇지만 하락폭은 지난달 4.6%(전분기대비)에서 2%대(전분기대비)로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선택약정할인율은 시행한 지 9개월째로 전년동기대비와 비교시 여전

히 영향이 크지만, 전분기대비로는 영향력이 떨어지고,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

라 선택요금대가 평균적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가입자시장은 안정적이다. 신규 단말기가 없거니와 지원금 정책이 달라지지 않아서 자

발적 가입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가입자시장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금 규모가 선택약정할인율보다 혜택이 

크지 않아서인데, 더구나 고가 단말기의 경우 더욱 심해서 고가 단말기는 고가 요금제

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자의 비용 지불이 없다 보니 외형은 감소하지만 수익성

은 안정적인 수익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무선수익이 중심인 개별수익은 외형 감소와 함께 수익이 감소하겠으나, 유선사업을 하

는 SK브로드밴드의 수익은 개선되고, 커머스 사업도 1분기 수익 추세를 이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연결 실적은 1분기 수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요금제와 규제 안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ARPU는 분기가 거듭될수록 하락

폭이 둔화되고, 유선서비스는 가입자 증가로 수익 개선이 지속되며, 비통신부문의 사

업도 수익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는 신 회계기준이 적용된 영향도 있어 구 

회계기준으로 집계된 지난해와 비교하면 감소로 나타나겠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며, 회

계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 내년에는 금년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전망이다.  

다만 이 모든 가정에서 보편요금제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또한 경쟁

사가 모두 출시한 무제한 데이터 신 요금제를 SK텔레콤도 출시할 것이기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실적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고객 지향적인 요금제를 출시하

지 않더라도 성장은 비통신사업에서 찾아야 하기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표 2. 분기 및 연간 실적 전망(연결 기준) (단위: 십억원, %) 

 
2017 2018F 연간 

1Q 2Q 3Q 4Q 1Q 2QF 3QF 4QF 2017 2018F 2019F 

개별            

매출액 3,087 3,110 3,157 3,114 2,989 2,944 2,931 2,922 12,468 11,785 11,710 

영업이익 439 462 421 375 369 354 337 303 1,698 1,363 1,394 

연결            

매출액 4,234 4,346 4,443 4,497 4,182 4,200 4,234 4,342 17,520 16,957 17,040 

영업이익 411 423 392 310 326 326 323 319 1,537 1,294 1,349 

순이익 584 621 793 661 693 799 843 801 2,657 3,137 3,038 

마케팅비용 760 768 798 794 738 740 736 747 3,119 2,961 2,895 

(매출액대비) 24.6 24.7 25.3 25.5 24.7 25.1 25.1 25.6 24.8 25.1 24.7 

영업이익률 9.7 9.7 8.8 6.9 7.8 7.8 7.6 7.4 8.8 7.6 7.9 

순이익률 13.8 14.3 17.8 14.7 16.6 19.0 19.9 18.4 15.2 18.5 17.8 

주:  2017년은 구 회계기준. 2018년 이후 IFRS 15. 마케팅비용은 별도 기준 자료: IR 자료, 사업보고서, IBK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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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인트 

지배 및 사업구조 / 사업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 

SK플래닛을 분할하더라도 존속회사를 기존 회사와 합병하기에 계열사가 늘지는 않는

다. 그렇지만 자금 유치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고, 사업을 분리함

으로써 사업구도는 명확해질 전망이다. ADT캡스가 계열사로 포함될 예정이며, ADT캡

스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ADT캡스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지주 요건상 문

제가 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선택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신사업의 발전선상에 있는 사

업을 추가하는 M&A 전략을 펼치고 있다. SK플래닛의 자금 유치. 2년전 실패로 끝난 

CJ헬로비전 인수 계획도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이었다. ADT캡스는 5G

서비스와 4차산업혁명에서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사업 확장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통신사업의 확장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M&A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19. 계열사 지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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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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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0.6%)

25.2%

엔에스오케이

100%

ADT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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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업보고서 

 

배당 / 자금 수요가 늘지만, 상향 가능성 존재 

5G용으로 확보한 주파수 비용은 금년 11월에 총 비용의 25%를 납부하며, 나머지는 사

용 기한내 분할 납부한다. 따라서 금년 11월에 납부해야 할 주파수 확보비용은 3,564

억원이다. 2018년 CAPEX는 2.1조원으로 전년대비 6% 정도 늘어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물론 5G 네트워크 투자 계획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나, 투자를 염두에 

둔 계획이라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기말현금이 8,806억원으로 ADT캡스 

인수 자금은 외부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주당 1만원 배당금은 현금배당성향 27%

로 주주환원 확대 의지만 있다면 추가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SK하

이닉스로 받은 배당금이 SK텔레콤 주주당 2천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고, 주주 친

화적인 정책까지 고려할 경우 배당금을 올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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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tion /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 대비 낮은 수준 

표 3에서 제시한 PER과 PBR multiple은 과거 5개년 평균 최저 값이고, EV/EBITDA

는 목표치를 기준으로 적정가치를 산출했다. 규제의 강도와 관계기업의 실적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크다 보니 PBR 지표를 더 신뢰한다.  

표 3. 주요 밸류에이션별 멀티플과 적정가치 

 PER PBR EV/EBITDA 

multiple 8.7 1.2 6.5 

적정가치 330,943 323,546 302,963 

자료: IBK투자증권 

 

계열사의 자산가치가 커진 만큼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SOTP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

다. 계열사를 상장과 비상장으로 구분하고 비상장중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가치를 평

가 받은 계열사와 그렇지 않은 계열사를 구분해서 투자가치를 산출하고, 영업가치는 

무선통신수익에 multiple를 적용해 산출했다. 주당가치를 산출할 때 투자가치에 할인

율은 상장과 비상장에 각각 차등 적용했다.  

표 4. Valuation                                                               (단위: 억원, 백만주, %, 원) 

구분 금액 내용 

투자가치(A) 213,023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가치 합산 

상장기업 130,813 SK하이닉스, 아이리버, 나노엔텍 시가총액에 지분율 만큼 반영 

비상장기업 82,210 비상장기업 1과 2 합산 

 비상장기업 1 38,830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 받은 SK플래닛과 ADT캡스 가치 

  비상장기업 2 43,380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1을 제외한 나머지 종속 및 관계기업의 장부가액 기준 

영업가치(B) 156,644 2018년 예상 EBITDA에 multiple 4x 적용 

순차입금(C) 69,000 2018년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및 ADT캡스 포함 

순자산가치 300,667  

주식수(D) 71 자사주 제외 

주당가치 329,538 상장기업 25%, 비상장기업 1 35%, 비상장기업 2 50% 할인율 적용 

주: 주당가치는 (A+B-C)/D. 자료: 사업보고서, IBK투자증권 

 

통신업계에 규제가 통신요금에 집중되다 보니 수익 전망이 밝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더 새로울 것도 없어 규제의 강도와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완화될 전망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결정할 보편요금제가 규제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보편요금제의 실행 여부

를 떠나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출시하여 규제의 효과는 거두었다고 본다.  

SOTP 방식에 의한 SK텔레콤 기업가치가 연결 수익에 기반한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연결 수익에 기반해 제시한 목표주가를 한번 더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현재 주가

는 수익과 계열사의 가치를 감안할 때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한다. 규제 이슈는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주가에 영향력이 약해진 반면 계열사는 새로운 기업이 추가되고, 사세가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 SK텔레콤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김장원  6915-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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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십억원) 2016 2017 2018F 2019F 2020F  (십억원) 2016 2017 2018F 2019F 2020F 

매출액 17,092  17,520  16,957  17,040  17,286   유동자산 5,997  6,202  8,229  8,015  7,924  

  증가율(%) -0.3  2.5  -3.2  0.5  1.4     현금및현금성자산 1,505  1,458  1,555  1,514  1,447  

매출원가 0  0  0  0  0     유가증권 469  617  567  567  567  

매출총이익 17,092  17,520  16,957  17,040  17,286     매출채권 2,241  2,126  2,171  2,006  1,978  

  매출총이익률 (%) 100.0  100.0  100.0  100.0  100.0     재고자산 260  272  263  256  252  

판관비 15,556  15,983  15,663  15,691  15,916   비유동자산 25,301  27,227  29,780  32,081  33,730  

  판관비율(%) 91.0  91.2  92.4  92.1  92.1     유형자산 10,374  10,145  9,366  8,823  8,322  

영업이익 1,536  1,537  1,294  1,349  1,370     무형자산 5,709  5,502  5,370  5,370  5,270  

  증가율(%) -10.1  0.1  -15.8  4.3  1.6     투자자산 8,514  10,731  13,621  16,462  18,709  

  영업이익률(%) 9.0  8.8  7.6  7.9  7.9   자산총계 31,298  33,429  38,009  40,096  41,654  

  순금융손익 248  -67  -240  -275  -287   유동부채 6,444  7,109  6,890  6,864  6,860  

    이자손익 -236  -223  -263  -275  -28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02  352  269  278  284  

    기타 484  156  23  0  0     단기차입금 3  130  30  30  30  

  기타영업외손익 -232  -312  17  51  56     유동성장기부채 1,190  1,834  1,678  1,668  1,668  

  종속/관계기업손익 545  2,246  3,010  2,827  2,246   비유동부채 8,737  8,290  9,157  9,080  8,960  

세전이익 2,096  3,403  4,080  3,953  3,385     사채 6,339  5,597  6,122  6,072  5,992  

  법인세 436  746  943  915  784     장기차입금 140  211  161  161  161  

  법인세율 20.8  21.9  23.1  23.2  23.2   부채총계 15,181  15,399  16,047  15,944  15,820  

  계속사업이익 1,660  2,658  3,137  3,038  2,600   지배주주지분 15,971  17,842  21,771  23,968  25,656  

  중단사업손익 0  0  0  0  0     자본금 45  45  45  45  45  

당기순이익 1,660  2,658  3,137  3,038  2,600     자본잉여금 2,916  2,916  2,916  2,916  2,916  

  증가율(%) 9.5  60.1  18.0  -3.2  -14.4     자본조정등 -2,716  -2,720  -3,118  -3,118  -3,118  

  당기순이익률 (%) 9.7  15.2  18.5  17.8  15.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226  -235  -293  -293  -293  

  지배주주당기순이익 1,676  2,600  3,144  3,044  2,606     이익잉여금 15,953  17,836  22,221  24,418  26,106  

기타포괄이익 -247  -1  -2  0  0   비지배주주지분 145  187  191  184  179  

총포괄이익 1,413  2,657  3,135  3,038  2,600   자본총계 16,116  18,029  21,962  24,152  25,835  

EBITDA 4,604  4,784  4,601  4,692  4,771   비이자부채 7,510  7,628  8,056  8,013  7,969  

  증가율(%) -2.1  3.9  -3.8  2.0  1.7   총차입금 7,672  7,772  7,991  7,931  7,851  

  EBITDA마진율(%) 26.9  27.3  27.1  27.5  27.6   순차입금 5,697  5,697  5,869  5,850  5,837  

 

투자지표  현금흐름표 

(12월 결산) 2016 2017 2018F 2019F 2020F  (십억원) 2016 2017 2018F 2019F 2020F 

주당지표(원)       영업활동 현금흐름 4,243  3,856  3,441  3,684  3,737  

  EPS  20,756  32,198  38,935  37,704  32,275     당기순이익 1,660  2,658  3,137  3,038  2,600  

  BPS  197,799  220,967  269,621  296,832  317,738     비현금성 비용 및 수익 3,040  2,097  774  739  1,386  

  DPS  10,000  10,000  11,000  12,000  12,000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069  3,248  3,307  3,343  3,401  

밸류에이션(배)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0  

  PER  10.8  8.3  6.1  6.3  7.3     운전자본변동 14  -261  -201  182  38  

  PBR 1.1  1.2  0.9  0.8  0.7     매출채권등의 감소 89  46  -50  165  28  

  EV/EBITDA 5.2  5.7  5.5  5.4  5.3     재고자산의 감소 1  -18  10  7  4  

성장성지표(%)         매입채무등의 증가 76  -26  -87  9  6  

  매출증가율 -0.3  2.5  -3.2  0.5  1.4     기타 영업현금흐름 -470  -637  -268  -275  -287  

  EPS증가율 10.4  55.1  20.9  -3.2  -14.4   투자활동 현금흐름 -2,462  -3,071  -2,761  -2,817  -2,811  

수익성지표(%)         유형자산의 증가(CAPEX) -2,490  -2,716  -2,828  -2,800  -2,900  

  배당수익률 4.5  3.7  4.6  5.0  5.0     유형자산의 감소 23  29  2  0  0  

  ROE 10.7  15.4  15.9  13.3  10.5     무형자산의 감소(증가) -619  -137  -27  0  100  

  ROA  5.5  8.2  8.8  7.8  6.4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94  -160  -6  -14  -1  

  ROIC 11.6  18.3  21.0  20.0  17.9     기타 719  -87  97  -3  -10  

안정성지표(%)       재무활동 현금흐름 -1,045  -827  -583  -908  -993  

  부채비율(%) 94.2  85.4  73.1  66.0  61.2     차입금의 증가(감소) 16  87  -8  0  0  

  순차입금 비율(%) 35.4  31.6  26.7  24.2  22.6     자본의 증가 0  0  0  0  0  

  이자보상배율(배) 5.3  5.1  3.8  3.8  3.9     기타 -1,060  -914  -576  -908  -993  

활동성지표(배)       기타 및 조정 0  -6  0  0  0  

  매출채권회전율 7.5  8.0  7.9  8.2  8.7   현금의 증가 736  -48  97  -41  -67  

  재고자산회전율 64.1  65.8  63.3  65.7  68.1     기초현금 769  1,505  1,458  1,555  1,514  

  총자산회전율 0.6  0.5  0.5  0.4  0.4     기말현금 1,505  1,458  1,555  1,514  1,447  

*주당지표 및 밸류에이션은 지배주주순익 및 지배주주지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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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사항없음 

 

투자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투자등급 통계 (2017.04.01~2018.03.31) 

종목 투자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적극매수 40% ~ 매수 15% ~ 중립 -15% ~ 15% 매도 ~ -15%  매수 131 85.1 

업종 투자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중립 23 14.9 

바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매도 0 0.0 

 

최근 2년간 주가 그래프 및 목표주가(대상 시점 1년) 변동 추이 (◆) 적극매수 (▲) 매수 (●) 중립 (■) 비중축소 (■) Not Rated / 담당자 변경 
 

SK텔레콤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괴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원)

 

2017.04.07 매수 320,000 -21.67 -11.41      

2018.06.27 매수 3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