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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회사개요

Stock Date 1

I.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1위

   - 치과용 임플란트, 국내 1위(M/S 50%) & 글로벌 4위(M/S 8%) & (★)중국 시장 1위(M/S 33%)

   - 아시아 1등 임플란트 기업

     (★)아시아 시장에서 2006년부터 줄곧 글로벌 1위인 Straumann보다 1.1~2.5배 이상 많은 매출 기록

   - Total Solution 제공업체(★매출의 28~30%가 임플란트 외에서 발생)

   - 부문별 매출비중(3Q20) : 임플란트 78.1%, 치과용기자재 17.1%, 교육 3.5%, IT 0.9%

II. (★)COVID-19 이후 가장 빠른 회복세

   - 국내 및 중국이 전체 매출에서 60%를 차지(★2Q20부터 코로나19 영향 감소)

   - 2Q20 중국 YoY +29.7% 증가(★분기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

III. 하반기 투명교정장치 사업 진출

     - 4Q20 투명교정장치 사업 진출('20년 11월 국내 출시 예정)

     - 소프트웨어를 통해 투명교정장치 디자인 설계(비용감소)

     - 기공소가 아닌 3D 프린터를 통해 제작(제작기간 단축)

IV. 3Q20 영업현황(미래에셋, 2020.09.28)

     - 중국법인 매출 : 목표대비 150~200% 이상 달성 / 미국법인 매출 : 목표대비 80% 까지 회복

     - 중국 수금상황 : 이상 無

        미국/러시아/터키 등 주요지역 수금상황 : 이상 無

        인도/독일 등 일부지역 예상치 하회

     p.s) 글로벌 경쟁사대비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서, 중국법인의 빠른 회복세는 향후 실적에 긍정적!!

V. 2019년 부과된 추징금 일부 환급

     - 2019년 부과된 추징금 415억원 중 272억원 환급(*3Q20 실적에 반영됨)

       (★)추징금 환급 차액인 143억원도 심의 진행 중(추가 환급 가능성)

       (★)기 납부한 약 100억원의 법인세도 환급 가능(추징금 부과 후 높은 세율로 법인세 납부)

51,300

3개월예상기간

7,320

60,000목표가(원)

17%상승여력

성장 매력

시총(억원)

평균오스템임플란트(048260)

아시아 1등 임플란트 전문기업

손절가(원) 46,100

SELLHOLD

75

가치

동사는 우수한 임플란트 품질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플란트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치과

용 임플란트 1위 및 글로벌 임플란트 4위권의 전문기업이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2006년부

터 줄곧 글로벌 1위인 Straumann보다 1.1~2.5배 이상 많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는 상위 5개 업체(오스템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네오바이오텍, 메가젠임플란트)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명당 임플란트 식립률이 412명 수준으로 세계에서 압

도적인 1위이다. 국내 업체들이 국내 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현재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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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

    - 2020.10.27 : 전환사채 500억원 발행(*부채비율 일시적 상승 가능성)

                       But, 영업현금흐름 고려 시 부채비율 하락 예상(*회사목표 4Q20 500%  이하)

    - 임플란트 산업 특성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충당금 설정 부담

    - COVID-19 재확산 시, 매출 감소 불가피

■ 1Q20 Review(KTB투자증권 2020.04.29 / 한국투자증권 2020.04.29)

     - 매출액 1,307억원(YoY +1.3%, QoQ -11.3%), 영업이익 41억원(YoY -67.3%, QoQ -64.8%) / (★)컨센서스 상회

     - 판관비 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영업이익률 3%로 급감)

     - 코로나19 여파, 해외 법인 대다수 영업적자 기록

        *중국수출 : 1Q 150억원(YoY -40%)

        *미국수출 : 1Q 131억원(YoY -36%)

        *(★)국내매출 610억원(YoY +16%)

        참고) 지역별 매출 비중 : 국내 43%, 중국 22%, 북미 15%, 유럽 8%

■ 2Q20 Review

    - 매출액 1,412억원(YoY +0.2%), 영업이익 237억원(YoY +209%), (★)영업이익률 16.8% / (★)어닝 서프라이즈

    - 중국 영업 정상화로 인한 매출 회복(중국 YoY +29.7%, ★중국 영업익 분기사상 최대치)

    - (★)지역별 매출액 : 국내 626억원(YoY +3.9%), 중국 410억원(+29.8%), 북미 148억원(-29.3%),

                                 유럽 73억원(-38.2%), 기타 182억원(-6.2%)

    - 자체 제품의 매출 비중 상승으로 인한 원가율 하락

    - 국내/중국에서 코로나19 감소에 따른 이연 수요 효과 발생

    - 코로나19 영향, 해외매출 813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감소(북미/유럽 기대치 하회)

■ 3Q20  Review

    - 국내 651억원(YoY +3.1%, 추정), 중국 434억원(+28.4%), 북미 223억원(+5.3%), 유럽 133억원(+26.8%)

      (★)전 지역 YoY 성장 전환

    - (★)순이익 증가이유, 272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금 환급 일시 반영

단위: 억원
, 

2020년 2Q구분

매출액

영업익

순이익

이익률

3978

217

57

-37%

-72%

5.5%

4602 16%

310

15%

2017년 2018년

41 -68%

-51 적전

43% 209%

201 561%63 11%

6.7%

2019년

5650 23%

429 39%

-220 적전

7.6%

1307 1%

용어 : 흑전(흑자전환), 적전(적자전환), 적축(적자축소), 적확(적자확대)

3.1%

2020년 1Q

■ 재무제표(연결)

■ IR Q&A

16.8%

2020년 3Q

1650 12%

237 118%

467 흑전

14.4%

1412 0%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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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당사가 작성일 현재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제반 정보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 및 가정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

서,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단순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

로 무단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Q. 추천주 목표가 도달 시 전량 매도하나요?

: 목표가는 추천 당시 분석을 토대로 산정했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시장 상황이 변할 경우 매도

시점을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천 당시보다 호재성 모멘텀이 추가로 부각될 경우 목표가를 상향할

수 있고, 반대로 악재가 노출 될 경우 목표가 도달전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매매전략은 [ACTION] 코너에 제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분할매수란?

분할매수란 1)매수 당일 수 차례 나눠 진행하는 방법과 2)수일 또는 수개월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나눠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

니다. 최근처럼 여러 악재에 노출된 시장상황에서는 수일 또는 수개월에 걸친 분할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Compliance Notice] 

[ACTION] 

3회 분할매수(1차 30%, 2차 30%, 3차 40% 매수 전략)

ex) 1000만원 매수 시(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1차 매수 : 51,300원 / (★)9/7 40,700원 추천 후 목표가 50,000원 돌파…수익률 +23%

2차 매수 : 상승 case(52,500원 안착 시) or 하락 case(매수가대비 -5% 하락 시)

3차 매수 : 하락 case(매수가대비 -7% 하락 시)

p.s) 2~3차 매수는 다양한 시장 변수를 고려해야하므로 현 시점에서 정확한 포인트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제시

한 전략을 기준으로 하시되, 시장 변화에 따라 매수포인트를 유연하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Tip. 지난 9/7 40,700 추천 후 목표가 50,000원 돌파하며 수익률 +23% 달성했습니다. 당시 2분기 중국 시장에서 분기사상 최

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증권사 가이던스를 대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동사는 국내 및 중국 매출비중이 전체에서

60%를 차지하므로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반면, 북미와 유럽 시장은 여전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

했습니다.

(★)또 다시 업데이트 리포트를 드리는 이유는 중국법인의 회복속도가 3분기에도 가파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현상에도 불구하고 2, 3분기 연속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법인이 yoy +28.4%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중국 시장 점유율 33%로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

다.

4분기 국내외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재차 급증하면서 기대치는 낮아졌지만, 실적 개선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중국은 인구고령화로 치과 방문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산 임플란트 비중이 약 10% 내외로 한국

등 수입 제품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중국 법인 매출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오스템임프란트는 글로벌 경쟁사대비 현저하게 낮은 PER 수준으로 중국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여력 충분하다

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업종 내 Top Pick 종목으로 제시합니다. 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투자의견 'Strong Buy' 의견 제시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정 시 2, 3차 추가매수 전략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