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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섹터: 냉정과 열정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방 산업의 투자 지연이 업체들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5G 섹터에 대한 시장의 열기도 다소 누그러진 것이 사실. 다만, 예정보다 늦춰

졌던 각 국의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면서 5G 산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공존하고 

있는 상황  

투자를 위한 필요조건은 충족  

삼성전자의 미국 Verizon향 5G 기지국 납품은 2021년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이번 3Q21 실적에 크게 기여할 전망. 특히, 삼성전자의 북미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밸류체인 업체들 위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 단일 규모로 Verizon

에 버금가는 인도 Reliance Jio 프로젝트는 1년 넘게 지연되어 오다가 최근 공

급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 한편, 오는 10월 5일에는 미국 FCC(미국연방

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5G 추가 주파수 경매(Auction 110)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업종 센티멘트에도 긍정적이라는 판단  

투자전략: 5G 플러스 알파(α) 

5G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가운데 5G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대응함이 바람직. 기술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 중 5G에 적용되어 두각을 나타낸 원천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규 산업으로 확장되는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은 신사업 육성을 

통해 실적 개선은 물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 5G 플러스 알파(α) 투자전

략 첫 번째 종목은 알엔투테크놀로지(148250). 알엔투테크놀로지가 보유한 

LTCC(저온동시소성세라믹) 소재 기술은 5G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중. 본업인 통신장비 부문은 삼성전자의 북미 시장 

대응과 중국 5G 투자 확대로 2H21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날 전망이며, 이차전

지 신규 사업에서는 가전에서 주로 활용되던 배터리 보호소자의 적용 어플리케

이션이 확대되면서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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