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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섹터별 2021년 예상 EPS 조정치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US Earnings 주간업데이트 

완성차 업체의 가이던스 상향과 철강가격 상승 전망 
US Market 

 
 

Key Data(06/18) 

지수 S&P 500 

종가 (pt) 4,166.5  

시가총액 (십억달러) 36,823.3  

60일평균거래대금 (억달러) 686.4  

52주 최고가 (pt) 4,255.2  

52주 최저가 (pt) 3,009.1  

1M 수익률 (%) 0.9 

 

지수 다우존스 

종가 (pt) 33,290.1  

시가총액 (십억달러) 10,108.8  

60일평균거래대금  (억달러) 125.7  

52주 최고가 (pt) 34,777.8  

52주 최저가 (pt) 25,015.6  

1M 수익률 (%) -2.3 

 

지수 나스닥 

종가 (pt) 14,030.4  

시가총액 (십억달러) 23,468.3  

60일평균거래대금 (억달러) 584.9  

52주 최고가 (pt) 14,174.1  

52주 최저가 (pt) 9,757.2  

1M 수익률 (%) 5.5 

 

 

 

 

EPS 전망치 상향 조정 업종 

지난주 2021년 EPS 전망치 상향 조정 상위 업종에 완성차(+6.0%), 내구소비재(+3.2%), 철강 및 

광산(+2.6%), 전자상거래(+1.3%) 업종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내구소비재 업종에는 닥터 호튼(DHI)

와 레너(LEN)같은 주택건설업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자재에 해당하는 목재 선물 가격이 올해 고

점 대비 50%가까이 하락한 상황에서, 6월 NAHB 주택시장지수가 81을 기록하는 등 강한 주택수

요가 실적 전망치 상향으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엑슨모빌(XOM)과 쉐브론(CVX)가 포함된 원유 및 

가스 업종의 EPS 전망치가 4주째 6.2% 상향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철강주, 뉴코(NUE) 2021 EPS 전망치 7.1% 상향 조정  

지난주 대표적 미국 철강주 뉴코(NUE)의 EPS 전망치가 7.1% 상향 조정됐다. 현재 미국 내 철강 

가격은 높은 상황이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산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던 

Section 232 조항을 철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5월 11일 톤당 1,451달러를 기록했던 2021년 

미국 열연강판코일(HRC) 예상 가격은 중국의 원자재 가격 규제 이후 하락했지만, 6월 18일 1,481

달러로 상승했으며, 1Q22 예상 가격 또한 저점 대비 18% 상승했다. 유럽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

세가 폐지되더라도 유럽 내에서도 철강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향 수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3개월물 구리 가격은 5월 고점 대비 

12%가 하락한 상황이다.   

 

제너럴모터스(GM)과 포드모터(F)의 약진  

지난주 목요일 포드모터(F)는 반도체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2분기 세전이익이 예상을 상회할 것이

라고 발표했다. 또한, 2021년 세전이익 가이던스도 55억 달러에서 65억달러로 상향했다. 포드모터

(F)는 전기차 충전 관리 및 차량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기업인 Electriphi를 인수할 예정이며, 상용

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너럴모터스(GM)는 상반기 세전이익 가이던스를 최소 

85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5월에 제시한 가이던스 대비 55% 상향됐다. 여기에 2025년까지 전기차 

및 자율주행에 2020년 발표한 투자 규모 대비 26% 증가한 35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또한, 

제너럴모터스(GM)는 전기차 용 배터리 공장 2개를 미국에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며, 배터리 부문을 

분사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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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6/18) 지난주 미국 섹터별 주요이슈 

IT – 계속되는 어도비(ADBE)의 성장  

어도비(ADBE) FY21 2분기(3~5월) 실적발표. Digital Media 매출은 YoY 25% 증가했으며, 

Digital Experience 부문은 YoY 21% 매출 증가. Non-GAAP EPS는 3.03달러를 기록하며 컨

센서스 상회. 3분기 가이던스로 Digital Media/Experience 부문이 각각 최대 YoY 22%, 21% 

성장을 전망. Digital Media 부문의 ARR(연환산경상매출)은 3분기 4.4억 달러 증가 예상.  

알파벳(GOOGL), 클라우드 사업부가 데이터센터 프로세서로 AMD의 3세대 에픽(EPYC) 프로세

서를 탑재한 가상머신(VM)서비스 Tau VMs를 발표. 한편, 인텔(Intel)은 SiFive 인수를 통해 엔

비디아(NVDA)의 데이터 센터 CPU 시장 진출을 견제할 것으로 추정. 또한, 인텔(Intel)은 데이

터센터 CPU의 부담을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 IPU(인프라처리장치)를 공개.  

커뮤니케이션 – 메타버스가 확장되는 페이스북(FB)과 기저효과에 직면한 로블록스(RBLX) 

로블록스(RBLX), 부정적 기저효과 직면 가능성 부각. 5월 DAU(일간활성사용자)는 MoM 1% 감

소. 6월에도 성장세 둔화가 지속 될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갤럭시 게이머 데이터에 따르면, 16주 

전부터 이용자 수 감소 추세 지속. 

미국 5월 비디오 게임 판매는 YoY 3% 증가를 기록, 지난 4월에는 YoY 2% 감소. 1~5월 게임 

판매는 YoY 17% 증가한 240.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콘텐츠와 하드웨어 각각 15%, 36% 증가. 

페이스북(FB)의 CEO는 VR(가상현실) 기술이 PC나 핸드폰과 같은 규모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동사는 VR 헤드셋(Oculus)에 광고를 시작했으며, 플랫폼 구축을 위해 VR 게

임 제작사인 BigBox VR을 인수.  

금융 – 트레이딩 수익 감소 전망 

2021년 2분기 금융 섹터 내 트레이딩 수입이 감소할 것. 제이피모건(JPM)은 2분기 트레이딩 수

입이 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을 전망했는데, YoY 40% 감소한 수준. 은행주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지는 않겠지만, 지난 1년 동안 거래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 효과는 감소할 것.  

아메리칸익스프레스(AXP)는 동사의 결제금액 분석을 통해 2021년 5월 여행 관련 결제금액이 

2019년 5월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됐으며, 연말 미국 내 여행 수요가 완전히 반등할 것으로 

전망. 한편, 낮은 체납률이 유지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 추세는 예상 대비 긍정적으로 평가.  

자유소비재 & 필수소비재 – 2022년 미국 최대 소매점은 아마존닷컴(AMZN)? 

제이피모건(JPM)은 아마존닷컴(AMZN)과 월마트(WMT)의 2020년 총결제액을 각각 3,160억 달

러, 4,390억 달러로 추정. 아마존닷컴이 소매 사업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경우 2022년 미

국 최대 소매점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월마트(WMT)는 드론 서비스 업체 

DroneUP에 투자를 통해 라스트 마일 배송 솔루션을 확보. 한편, 5월 미국의 오프라인 소매판매

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 재개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식 빈도가 확대되면서 월마트(WMT)와 코

스트코홀세일(COST)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  

치폴레 멕시칸 그릴(CMG)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가격을 4% 인상했

으며, 올 가을에 추가로 가격 인상 예정.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가격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수요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몬스터베버리지(MNST)는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이익률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향후 1~2분기 

동안 이익률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 있음. 2Q21에서 3Q21까지 동사의 매출총이익률이 3%p 가

량 하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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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S Level 3 기준 2021년 EPS 상향 상위 7개 업종 

GICS Level 3 주간 2021년 EPS 전망치 상향 조정 상위 업종 (6월18일 기준) (단위: %, 배) 

업종 1주 4주 PSR 종목 

종목 완성차 6.0 8.8 2.3 GM(제너럴모터스) F(포트모터) TSLA(테슬라)  

내구소비재 3.2 3.4 1.4 DHI(닥터 호튼) LEN(레너) GRMN(가민)  

철강 및 광산 2.6 5.0 2.6 FCX(프리포트-맥모란) NEM(뉴몬트 골드) NUE(뉴코)  

전자상거래 1.3 0.4 4.2 AMZN(아마존닷컴) EBAY(이베이)   

원유 및 가스  1.0 6.2 1.5 XOM(엑슨모빌) CVX(쉐브론) COP(코노코필립스)  

생필품유통 0.8 1.8 0.6 WMT(월마트) COST(코스트코홀세일) WBA(월그린부츠얼라이언스) SYY(시스코) 

화학 0.7 2.6 2.9 LIN(린데) SHW(셔윈윌리엄즈) APD(에어프로덕트앤케미칼) ECL(에코랩)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GICS Level 3 기준 2021년 EPS 상향 상위 7개 업종 내 종목 

GICS Level 3 기준 2021년 EPS 상향 상위 업종 내 포함된 종목 (6월18일 기준) (단위: 달러, %, 배, 억달러) 

업종 티커 종목 
1주일  

EPS조정치 

예상 EPS Growth PER ROE 시가총액 

(억달러) 2021E 2022E 2023E 2021E 2022E 2023E 2021E 

완성차 GM 제너럴모터스 9.5% 39.6% 12.0% -3.0% 9.7 8.6 8.9 16.5%  852  

완성차 F 포트모터 4.9% - 62.6% 16.7% 13.4 8.2 7.1 13.3%  580  

완성차 TSLA 테슬라 0.0% 506.6% 44.8% 29.1% 138.9 95.9 74.3 16.2%  6,005  

내구소비재 DHI 닥터 호튼 0.1% 61.6% 12.3% 6.0% 8.6 7.6 7.2 25.4%  324  

내구소비재 LEN 레너 14.5% 61.7% 3.8% -2.8% 7.7 7.4 7.6 19.1%  300  

내구소비재 GRMN 가민 0.0% 4.5% 11.2% 9.3% 25.7 23.1 21.2 16.9%  268  

철강 및 광산 FCX 프리포트-맥모란 0.0% 585.9% 19.8% -17.1% 12.4 10.4 12.5 30.0%  512  

철강 및 광산 NEM 뉴몬트 골드 0.0% -1.8% 10.7% -10.5% 18.1 16.4 18.3 11.4%  502  

철강 및 광산 NUE 뉴코 7.1% 511.3% -53.5% -21.7% 6.4 13.8 17.6 29.9%  278  

전자상거래 AMZN 아마존닷컴 1.4% 60.6% 25.2% 39.8% 50.9 40.7 29.1 25.4%  17,585  

전자상거래 EBAY 이베이 0.2% -50.8% 15.2% 12.0% 16.1 14.0 12.5 33.8%  431  

원유 및 가스  XOM 엑슨모빌 1.3% - 19.8% 0.3% 16.2 13.5 13.5 9.5%  2,557  

원유 및 가스  CVX 쉐브론 0.9% - 14.7% -1.8% 18.0 15.7 16.0 8.2%  1,991  

원유 및 가스  COP 코노코필립스 1.0% - 7.6% -0.3% 16.5 15.4 15.4 10.2%  776  

생필품유통 WMT 월마트 0.0% 13.4% 5.8% 8.8% 22.8 21.6 19.8 19.8%  3,788  

생필품유통 COST 코스트코홀세일 0.0% 17.2% 7.5% 9.8% 35.9 33.4 30.4 26.6%  1,684  

생필품유통 WBA 월그린부츠얼라이언스 0.2% 807.5% 9.2% 6.0% 10.8 9.9 9.3 18.2%  439  

생필품유통 SYY 시스코 0.0% 212.9% 153.1% 21.6% 56.9 22.5 18.5 39.0%  382  

화학 LIN 린데 0.0% 108.7% 9.4% 9.1% 28.5 26.0 23.9 10.9%  1,463  

화학 SHW 셔윈윌리엄즈 0.1% 26.2% 12.1% 9.2% 28.4 25.3 23.2 68.3%  713  

화학 APD 에어프로덕트앤케미칼 0.0% 6.0% 19.5% 11.0% 32.4 27.1 24.4 15.1%  648  

화학 ECL 에코랩 0.0% - 21.5% 11.6% 40.4 33.3 29.8 21.9%  586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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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S Level 3 기준 지난 1주일 2021년 EPS 상향 상위 20개 종목 

S&P 500 내 2021년 EPS 상향 상위 20개 종목 (6월18일 기준) (단위: 달러, %, 배, 억달러) 

업종 티커 종목 
EPS 조정 예상 EPS Growth PER ROE 시가총액 

(억달러) 1주 4주 2021E 2022E 2023E 2021E 2022E 2023E 2021E 

내구소비재 LEN  레너 14.5% 14.7% 61.7% 3.8% -2.8% 7.7 7.4 7.6 19.1%  300  

완성차 GM  제너럴모터스 9.5% 13.4% 39.6% 12.0% -3.0% 9.7 8.6 8.9 16.5%  852  

리츠 WELL  웰타워 6.4% 10.3% -72.7% 49.3% 26.0% 121.7 81.5 64.7 1.8%  328  

완성차 F  포드모터 4.9% 8.2% - 62.6% 16.7% 13.4 8.2 7.1 13.3%  580  

화학 DOW  DOW 2.9% 9.9% 306.6% -19.8% -3.7% 9.3 11.6 12.0 30.6%  462  

소프트웨어 ADBE  어도비 2.8% 2.8% 11.6% 14.5% 18.1% 46.3 40.4 34.3 37.8%  2,704  

리츠 PLD  프로로지스 1.6% 6.9% 23.0% 12.3% -1.0% 48.1 42.9 43.3 5.6%  885  

화학 LYB  라이온델바젤 1.5% 5.2% 259.8% -11.7% 1.4% 6.6 7.5 7.3 43.9%  336  

전자상거래 AMZN  아마존닷컴 1.4% 0.5% 60.6% 25.2% 39.8% 50.9 40.7 29.1 25.4%  17,585  

원유 및 가스  XOM  엑슨모빌 1.3% 4.6% - 19.8% 0.3% 16.2 13.5 13.5 9.5%  2,557  

원유 및 가스  EOG  EOG리소스 1.3% 3.5% - 4.1% -1.7% 12.9 12.4 12.6 15.8%  463  

원유 및 가스  COP  코노코필립스 1.0% 6.1% - 7.6% -0.3% 16.5 15.4 15.4 10.2%  776  

제약 PFE  화이자 0.9% 1.8% 118.8% -8.8% -0.7% 10.3 11.2 11.3 27.7%  2,172  

원유 및 가스  CVX  쉐브론 0.9% 5.8% - 14.7% -1.8% 18.0 15.7 16.0 8.2%  1,991  

Capital Market SCHW  찰스슈왑 0.9% 1.5% 48.7% 8.1% 19.8% 22.0 20.4 17.0 11.0%  1,317  

원유 및 가스  MPC  마라톤페트롤리엄 0.9% 29.1% - 168.3% 19.9% 45.2 16.9 14.1 5.2%  384  

호텔 레저 및 레스토랑 MAR  메리어트 0.7% 0.3% - 115.3% 31.4% 62.1 28.9 22.0 70.8%  452  

호텔 레저 및 레스토랑 BKNG  부킹홀딩스 0.7% -1.9% 1962.4% 204.3% 31.1% 75.0 24.6 18.8 17.3%  921  

보험 ALL  올스테이트 0.6% 6.6% -10.3% -15.6% 1.4% 7.9 9.3 9.2 18.0%  371  

유틸리티 EXC  엑셀론 0.6% 0.5% 36.4% 11.3% 2.5% 16.3 14.6 14.3 7.7%  435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지난주 주요 S&P 500기업 실적발표 

지난주 S&P 500기업 실적발표  (단위: 달러, %, 백만달러) 

이름 티커 회기 실제 EPS 예상 EPS EPS 오차 실제 매출 예상 매출 시가총액 

어도비 ADBE  Q2 21  2.30  2.82  -18.3%  3,835   3,730   270,352  

크로거 KR  Q1 22  1.21  0.94  29.0%  41,298   39,959   29,338  

레나 LEN  Q2 21  2.72  2.37  15.0%  6,430   6,214   30,037  

오라클 ORCL  Q4 21  1.39  1.31  6.3%  11,227   11,041   219,812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주1) Bloomberg 계산 데이터로 공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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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GICS Level별 섹터 및 업종 분류  

GICS Level 1 GICS Level 2 GICS Level 3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반도체 및 장비 반도체 및 장비 

하드웨어 및 장비 

전자장비  

기계장비 및 부품 

통신장비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생명공학 

바이오 

생명공학 

제약 

헬스케어 장비 및 서비스 

헬스케어 장비 및 공급 

헬스케어 기술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자유소비재 

자동차 및 부품 
완성차 

자동차 부품 

소비자 서비스 호텔 레저 및 레스토랑 

내구재 및 의류 

레저상품 

의류 및 럭셔리 

내구소비재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비재유통 

복합유통업 

특수유통업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엔터 

엔터테인먼트 

소셜미디어 

미디어 

통신서비스 
유무선통신 

무선통신 

산업재 

자본재 

항공방산 

건설자재 

건설 

기계장비 및 부품 

복합기업 

기계류 

무역 및 유통 

상업 및 전문 서비스 

항공물류 

항공사 

철도운송 

운송 
상업서비스 및 공급 

전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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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소비재 

가정 및 개인용품 
가정용품 

개인용품 

음식료 및 담배 

음료 

식품 

담배 

생필품유통 생필품유통 

금융 

은행업 은행업 

다각화금융 

Capital Market 

소비자금융 

다각화금융 

보험업 보험업 

소재 소재 

화학 

건축자재 

포장 

철강 및 광산 

유틸리티 유틸리티 

전력 

가스 

독립발전 

다중발전 

수력발전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원유 및 가스  

부동산 부동산 
리츠 

관리 및 개발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조윤수) 

 위 종목은 Yuanta Greater China Daily에 수록된 Yuanta Investment Consulting(대만) 소속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와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

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Strong Buy: 30%이상 Buy: 10%이상, Hold: -10~10%, Sell: -10%이하로 구분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

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

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