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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Lisa Chen CSIA & CFP (대만) 
Lisa.mf.chen@yuanta.com 

번역: Yuanta Research (한국) 

타이완건축자재 (2504 TT) 

전망치와 부합하는 1Q22 핵심사업 이익, 낙관적인 대만 
현지 공장 건설 수요

일회성 영업외이익 호조로 전망치와 부합하는 1Q22 핵심사업 이익: 1Q22 

매출이 NT$48.5억으로 전년 대비 4.7%, 전분기 대비 18.4% 감소했다. 영

업이익은 NT$6.7억(전년 대비-9.8%, 전분기 대비-29.7%)으로 당사 전망

치(유일하게 당사만이 동사 커버)와 부합했다.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크

게 감소한 이유는 2월 춘절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악천후로 인한 공사 

차질로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EPS 는 NT$1.77에 달했으며 이는 

가오슝 산민구에 위치한 Joy Plaza 부지 매각에 따른 영업외이익이 

NT$16.4억을 기록해 EPS 에 약 NT$1.2 기여한데 기인한다.  

보수적인 중국 사업 전망을 반영해 2Q22 이익 전망치 소폭 하향: 2Q22 

매출은 NT$54.7억으로 전분기 대비 12.7% 증가하나 전년 대비 0.3% 감

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영업이익은 NT$8.7억으로 전분기 대비 30.8%, 전

년 대비 18.8% 증가하고 EPS 는 NT$0.61로 전망한다. 2Q22 매출/EPS 

전망치는 각각 9.9%/11% 하향하며 이는 최근 중국 건설 수요 둔화로 중국 

쑤저우 RMC(레디 믹스 콘크리트) 공장의 매출 비중이 15%에서 10%로 하

락하면서 분기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2년 영업이익 5% 하향하나 일회성 영업외이익을 반영해 EPS 는 5.1% 

상향: 예상보다 높은 1Q22 부지 매각 이익을 반영해 2022년 EPS 전망치

를 5.1% 상향한 NT$3.73로 제시한다. 그러나 중국 RMC 사업에 대한 보

수적인 전망을 감안해 2022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5.4% 하향한 NT$34.6

억(전년 대비+6.6%)로 제시한다. 봉쇄 조치와 현지 부동산 수요 둔화로 중

국 건설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대만 현지 공장 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사는 타이난 런더 지역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신규 공장의 2개 생산설비에 60만 cbm(입방미터)에 달하는 RMC 생산능

력이 추가될 예정으로 이는 대만 전체 RMC 설비 650만 cbm 중 약 9.2%

에 해당하는 수치다. 4Q22 말 완공돼 2023년부터 매출 기여를 개시할 것

으로 예상하며 2023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하고 EPS 는 

NT$2.7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 발간일 2022. 05. 18 

본 자료는 유안타 대만/홍콩/상해/베트남 리서치센터 현지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한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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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강 프로젝트에 NT$220억 투자, 2027년 완공 이후 임대 예정: 동사는 

대만 전역에 45만 평(1평=3.3 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난강 오피스 빌딩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5월 이사회에서 논의됐

으며 원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해 기존 NT$158억에서 NT$220억(전년 대

비+39%)으로 늘어났다. 난강 프로젝트는 2027년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 연

간 NT$6억 이상에 달하는 임대수익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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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Calvin Wei (대만) 
calvin.wei@yuanta.com 

번역: Yuanta Research (한국) 

에노콘 (6414 TT) 

전망치를 상회하는 1Q22 이익 및 2023년까지 이어진 
수주 가시성

매출총이익률 회복 및 환차익에 힘입어 1Q22 이익 전망치 소폭 상회: 

1Q22 매출은 NT$243억으로 전분기 대비 19%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매출총이익률은 21%(전분기 대비+2.7%p)로 당사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으며 이는 시스템(마켓테크인터내셔널) 및 ODM 사업의 매출총

이익률 회복에 기인한다. 1Q22 영업이익은 NT$7.3억으로 전분기 대비 

5%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22% 증가해 당사/시장 전망치를 각각 4%/11% 

상회했다. 영업외이익은 환차익(NT$1.6억)과 기타 수익 힘입어 NT$3.1억 

흑자가 발생했다. 순이익은 NT$3.1억으로 전분기 대비 34%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60% 증가했으며 EPS 는 NT$2.97(완전 희석 후 자본 

NT$13.46억으로 추정 시 NT$2.33)로 당사/시장 전망치를 각각 

10%/27% 상회했다.  

부품 부족 문제 지속으로 2022년 주문 수요에 완전히 대응하지 못할 것으

로 예상: IPC 시장은 2021년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부품 부족 문제가 

심각해 동사의 수주출하비율은 1Q21 1.6에서 3Q/4Q21 1.3/1.27로 하락

했으며 하락세는 둔화됐으나 여전히 브랜드 및 ODM 사업 및 매출총이익

률에 대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동사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돼 

2022년에도 개선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동사는 1Q22 수주출하

비율이 1.2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2Q~4Q22에도 1.2~1.3 수준을 이

어감에 따라 고객사의 일부 주문이 2023년으로 지연될 것이라는 가이던스

를 제시했다. 2022년 매출총이익률은 2021년 21.3% 수준이 지속될 것으

로 전망한다.  

시스템 통합 및 ODM 부문이 주요 모멘텀으로 낙관적인 2022년 전망: 현

재 동사는 NT$1,300억 이상에 달하는 주문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주 

가시성은 2023년까지 이어져있다. 3가지 주요 모멘텀은 다음과 같다. 

주: 발간일 2022. 05. 18 

본 자료는 유안타 대만/홍콩/상해/베트남 리서치센터 현지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한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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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업 부문: 2022년 브랜드 사업 부문 매출은 철도 관제 시스템, 산

업 통신 수요, IoT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통합 애플리케이션 확대로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매출에 끼치

는 영향은 1%에 불과하다.  

시스템 통합 부문(마켓테크인터내셔널): 2022년 시스템 통합 부문 매출은 

빠른 디지털 전환 속도와 AI, HPC, 5G 및 전장 애플리케이션 추세 부각, 

설비투자 확대 및 강한 장비 수요로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다. TSMC의 경우 향후 3년간 선단공정, 특수공정, 고급 패키징 설비 확대 

및 해외 공장 건설에 US$1,000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ODM 부문: 여러 IPC 제조업체들이 엔터테인먼트 제품(슬롯 및 카지노 기

기)과 소매금융 제품(ATM 및 셀프계산대)을 포함한 생산을 동사에게 아웃

소싱하는 추세에 힘입어 ODM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동사는 최근 헝가리에 신규 공장을 설립했으며 7월 가동 

예정이다.  

최근 IPC 시장의 뚜렷한 회복세를 고려했을 때 2022년 동사 매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고 EPS 는 NT$16.38(완전 희석 후 자본 NT$13.46억으

로 추정 시 NT$12.86)로 전년 대비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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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anta Securities Investment Consulting (대만) 제공

대만증시 추천종목 

신규 종목명 종목코드 투자의견 
주가 

(TWD) 
목표주가 

(TWD) 
YTD 
(%) 

시가총액 
(TWD mn) 

추천일 
추천일 이후 
수익률 (%) 

★ 애드이뮨 4142 TW BUY 36.15 53.00 -19.0 15,527 22/5/10 -4.7

★ 에이스피드테크 5274 TP BUY 2630.00 3850.00 -26.2 90,354 22/5/10 5.2

★ 위스트론니웹 6285 TW BUY 63.80 85.00 -18.2 25,300 22/5/10 1.8

★ TSMC 2330 TW BUY 538.00 800.00 -12.5 13,951,291 22/5/10 3.9

★ 중화항공 2610 TW BUY 25.35 37.00 -8.0 150,610 22/5/10 -9.0

★ 글로벌유니칩 3443 TW BUY 535.00 600.00 -8.7 112,639 22/5/10 7.6

★ 정신고무 2105 TW BUY 34.75 41.00 -3.7 112,639 22/5/10 4.5

★ 기가바이트 2376 TW BUY 110.50 150.00 -28.9 70,244 22/5/10 0.5

★ 난야테크 2408 TW BUY 67.20 92.00 -14.0 208,123 22/5/10 1.8

★ 바이허 9938 TW BUY 66.80 85.00 -18.2 19,904 22/5/10 4.0

주: 1) 발간일 2022.05.10 

* 시장상황에 따라 주가가 목표주가 대비 상회할 수 있음 

** 추천기간 1년 초과, 종가기준 로스컷 (-20%) 종목 제외. (단, 시장상황 급변시 적용 유예 가능) 

자료: Bloomberg, Yuanta Investment Consulting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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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anta Securities Investment Consulting (대만) 제공

중국증시 / 홍콩증시 / 베트남증시 추천종목 

국가 신규 종목명 종목코드 투자의견 
주가 

(RMB) 

목표주가 

(RMB) 

YTD 

(%) 

시가총액 

(RMB mn) 
추천일 

추천일 이후 

수익률 (%) 

중국 

★ 쓰다반도체 603290 SH BUY 376.00 429.00 -1.3 64,148 22/5/10 9.7 

중국전력건설 601669 SH 
NOT 

RATED 
7.08 - -12.4 108,317 21/11/3 -10.4

성방마이크로 300661 SZ BUY 306.25 397.30 -0.9 72,357 22/3/7 -3.5

중지쉬촹 300308 SZ BUY 31.42 40.50 -26.1 25,125 21/11/3 -9.8

국가 신규 종목명 종목코드 투자의견 
주가 

(HKD) 
목표주가 

(HKD) 
YTD 
(%) 

시가총액 
(HKD mn) 

추천일 
추천일 이후 
수익률 (%) 

홍콩 

★ 광주자동차 02238 HK BUY 6.98 9.20 -9.2 135,572 22/5/10 11.1 

★ 영달자동차서비스홀딩스 03669 HK BUY 7.04 13.50 -32.6 13,850 22/5/10 4.3 

주대복주얼리 01929 HK BUY 13.16 16.40 -6.1 131,600 22/2/9 -12.4

닛신식품 01475 HK BUY 4.89 7.20 -18.1 5,104 22/3/7 -11.4

국가 신규 종목명 종목코드 투자의견 
주가 

(VND) 
목표주가 

(VND) 
YTD 
(%) 

시가총액 
(VND mn) 

추천일 
추천일 이후 
수익률 (%) 

베트남 

★ 번영은행 VPB VN BUY 30950.00  48820.00 -13.5  137,587,401 22/5/10 -7.1

밀리터리뱅크 MBB VN BUY 26650.00  39350.00 -7.1  100,692,275 22/1/5 -7.1

주: 1) 발간일 2022.05.10 

* 시장상황에 따라 주가가 목표주가 대비 상회할 수 있음 

** 추천기간 1년 초과, 종가기준 로스컷 (-20%) 종목 제외. (단, 시장상황 급변시 적용 유예 가능) 

자료: Bloomberg, Yuanta Investment Consulting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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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추천종목 – 대만 
▶ Yuanta Securities Investment Consulting (대만) 제공

대만증시 추천종목 

애드이뮨 (4142 TW) 
▶ 1) 동사의 4가 독감백신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승인을 받아 2022년 동사의 중국 

내 독감백신 매출이 전년 대비 2.9배 증가하고 ASP와 출하량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2)

2023년에는 동사의 제2 필링 라인이 OEM 생산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2023년 필링 능력이 

사용되고 OEM 필링 매출이 전년 대비 2.4배 증가할 것이며, 3) 제품믹스 개선, 규모의 경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마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동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 

▶ 동사는 대만의 유일한 독감백신 제조사. 장기적으로 대만 정부출연 독감백신 입찰의 50% 이상을 

수주. 또한 중국, ASEAN 남미 등 신흥시장에 독감백신 제품 또는 스톡 솔루션을 공급하며 

2021년 65.9억 달러 규모였고 2021~2028년 연평균 7.2%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계 독감 백신 시장을 타겟으로 함. 

▶ 세계적인 백신 제조사 주가는 백신산업의 독점적 특성으로 인해 2022/2023년 예상 EPS 기준

각각 33배/28배 수준. 

투자의견 BUY 

주가 (TWD) 36.15 

목표주가 (TWD) 53.00 

시가총액 (TWD mn) 15,527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4.7 

에이스피드테크 (5274 TP) ▶ 인텔과 AMD의 신규 서버플랫폼 출시의 수혜로 AST 2600 출하량 비중이 2022년 말까지 

15~20% 증가하고 ASP도 추가 상승할 전망. 

▶ 오디오/비디오 전송 스펙 전환에 힘입어 동사의 2세대 PC/AV 연장 칩이 계속 신제품에 투입됨. 

BMC 외 제품의 매출 기여도가 2021년 최대 6.5%에서 2022년에는 8~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증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분기 대비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사는 

2022년 연간 매출 증가율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투자의견 BUY 

주가 (TWD) 2630.00 

목표주가 (TWD) 3850.00 

시가총액 (TWD mn) 90,354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5.2 

위스트론니웹 (6285 TW) ▶ 와이파이 SoC 소싱 개선이 지속되고 자동차 및 네트워크 조기주문이 이루어지면서 동사의 

1Q22P 매출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분기기준 신고점을 달성. 

▶ Sb-6Ghz 5G CPE 램프업으로 동사의 Connect Home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2022년 성장의 주요 동력원이 될 전망. 

▶ ADAS 침투율 증가와 Starlink CPE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 자동차 및 네트워크 부문의 2022년 

매출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63.80 

목표주가 (TWD) 85.00 

시가총액 (TWD mn) 25,300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8 

TSMC (2330 TW) ▶ HPC 및 전장 수요 강세, 생산능력 부족현상 지속, 효율성 및 비용구조 개선, 미 달러화 대비 

신대만달러 약세에 힘입은 매출총이익률 증가로 2Q22F 가이던스 컨센서스 상회. 

▶ 3nm가 2H22에 양산에 들어가고 1Q23부터 실적에 기여한다는 계획은 변함없음. 2nm는 

2024년 말 시험생산을 시작하고 2H25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 선단공정 이전 지속이 동사의 

주요 매출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 

▶ 실적 전망치는 상향하지만 전세계 혼란과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을 반영하여 타겟 P/E를

25배로 하향. 투자의견 BUY 를 유지하나 목표주가는 NT$900에서 NT$800으로 하향 조정. 

투자의견 BUY 

주가 (TWD) 538.00 

목표주가 (TWD) 800.00 

시가총액 (TWD mn) 13,951,291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3.9 

중화항공 (2610 TW) ▶ 대만의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으며 국경제한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

주요가 증가함에 따라 4Q22에 여객사업의 회복이 예상됨. 

▶ 화물운임이 최근 바닥을 찍음.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과 2Q22부터 원유가격 둔화에 힘입어

긴급화물운송을 위한 전세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적 증가 전망됨.

▶ 타겟 P/B를 2.4배로 상향하며 목표주가를 NT$34로 제시. 2022년 매출/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7%/67% 증가 예상. 순이익은 신고점 전망. 국내외 국경 제한 조치 완화로 항공업

P/B 밸류에이션 증가 전망. 

투자의견 BUY 

주가 (TWD) 25.35 

목표주가 (TWD) 37.00 

시가총액 (TWD mn) 150,610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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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추천종목 – 대만 
▶ Yuanta Securities Investment Consulting (대만) 제공

글로벌유니칩 (3443 TW) 
▶ 1Q22 매출은 전분기 대비 8%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36% 증가해 역대 두번째로 높았으며,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대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상회함. 

▶ AI, HPC, 5G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TSMC의 APT 솔루션이 완성되면서 동사 전망이 보다 

낙관적임. 경영진은 2022년 전년 대비 매출의 20~3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턴키 사업의 

성장률이 NRE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매출총이익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고, 영업비용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대로 증가할 전망임. 

▶ 현재 동사는 4개의 APT/N5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중 3개가 동사의 인하우스 HBM3 IP를 

적용하고, 최소 한 개의 프로젝트가 2022년 말까지 테이프 아웃 단계에 진입할 전망으로 이에 

따른 수혜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임. 

투자의견 BUY 

주가 (TWD) 535.00 

목표주가 (TWD) 600.00 

시가총액 (TWD mn) 71,696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7.6 

정신고무 (2105 TW) 
▶ 1Q~2Q22 전년 대비 실적 증가율이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과 높은 자재비용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음. 그러나 인도네시아 플랜트, 대만 수출 사업 등 해외사업 강세로 1H22 매출이 전년 

대비 6% 감소하며 2H21 대비 선방할 것으로 전망됨. 4Q21~1Q22 제품 가격 인상과 제품 믹스 

개선으로 1H22F 매출총이익률/영업이익률은 21%/7%로 예상됨(2H21: 20%/5%). 

▶ 다음의 이유로 2H22 영업이익의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률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임. 1) 주요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들 대다수가 2021년 대비 2022년 더 높은 타이어 출하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음. 2) 코로나-19 완화와 함께 교체용 타이어 수요 증가가 수요 회복세를 이끌고 

있음. 3) 제품 가격 인상과 인도/인도네시아 설비 확대가 실적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음. 

투자의견 BUY 

주가 (TWD) 34.75 

목표주가 (TWD) 41.00 

시가총액 (TWD mn) 112,639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4.5 

기가바이트 (2376 TW) ▶ 서버사업의 데이터센터 비중이 2022년 전년 대비 15% 증가 전망. ODM에서 채널로의 사업 

확대에 따른 채널 매출 증가 가속화와 2H22 신규 플랫폼 Eagle Stream 출시로 데이터센터 

출하가 향후 더 증가할 것임. 

▶ MB, VGA 채널을 통한 노트북 번들링 상품 판매가 노트북 판매량을 뒷받침할 것임. 영업상황이 

호전되는효과로 올해 노트북 매출 전년 대비 40% 증가 전망. 

▶ 현재 주가는 2022F P/E의 8배 수준에 불과해 재택근무 수요 등 부정적 소재가 대부분 

반영됐다고 판단됨. 높은 배당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110.50 

목표주가 (TWD) 150.00 

시가총액 (TWD mn) 70,244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0.5 

난야테크 (2408 TW) ▶ 상업용 DRAM 계약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니치 DRAM 가격은 네트워크 수요 강세와 

1Q23까지 이어지는 가시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경영진은 2Q22F 니치 DRAM 계약가격이 전분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하락하고, DDR3 가격은

전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어 전분기 대비 가격이 같거나 소폭 인상될 것이라는 

경쟁업체들의 가이던스에 부합함. 

▶ DDR3 가격이 2Q22 가장 먼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대만 업체들 대비 DDR3 비중이 

높은 동사가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임.

투자의견 BUY 

주가 (TWD) 67.20 

목표주가 (TWD) 92.00 

시가총액 (TWD mn) 208,123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8 

바이허 (9938 TW) ▶ 1Q22 신발 매출(매출 비중 가장 높음) 강세로 2022년 전망을 유지함. 원자재 비용 상승분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어 매출총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되고 있음. 

▶ 인플레이션 및 원자재 비용 상승 부담을 반영해 2022년 매출/이익 추정치를 2%/3% 하향

조정했으나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2022년 순이익률 및 실적 추정치 하향에 따라 target P/E를 하향 조정함. 현재 주가는 P/E의 

11배로 과거 저점에 근접함. 투자의견 BUY 유지. 

투자의견 BUY 

주가 (TWD) 66.80 

목표주가 (TWD) 85.00 

시가총액 (TWD mn) 19,904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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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추천종목 – 중국 

중국증시 추천종목 

쓰다반도체 (603290 SH) 

▶ 1Q22 국내 신에너지차(NEV) 판매량 증가율이 계속해서 100% 이상을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을 봤을 때 그 어떤 소비자가전 분야보다 확실한 성과를 보여줌. 동사는 올해 A클래스

차량에 장착되는 IGBT 모듈 비중을 늘릴 계획이며, 성장 전망이 뚜렷함. 

투자의견 BUY 

주가 (RMB) 376.00 

목표주가 (RMB) 429.00 

시가총액 (RMB mn) 64,148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9.7 

중국전력건설 (601669 SH) 
▶ 1) 에너지국은 양수 및 저장시설의 건설을 가속화하여 2022년 말까지 사업 승인 건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General Institute of Water Planning 의 지원을 받는 동사는 양수발전 

EPC부문의 대표주자로 수력발전 저장설비 건설 시장점유율이 80%, 시공물량 점유율이 65%, 

전세계 수력사업 점유율이 50%. 2)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 안정화 정책으로 다시 인프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운송, 도시 및 수자원보존 등 전통적 인프라 핵심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동사는 풍부한 사업개발자원과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제 14차 경제개발 

기간 동안, 총 30~48GW의 풍력 및 태양광 설비용량 추가가 제안되었음. 연평균 증가율은 약

41~53%로 대약진이 예상됨. 

투자의견 NOT RATED 

주가 (RMB) 7.08 

목표주가 (RMB) - 

시가총액 (RMB mn) 108,317 

추천일 21/11/3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0.4 

중지쉬촹 (300308 SZ) 
▶ 1Q22 매출/지배주주귀속순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41.91%/63.36% 증가한

RMB20.89억/RMB2.17억을 기록해 기대치 상회함. 해외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의 CAPEX가

크게 증가했고, 고객들의 200G 추가 주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400G 수요도 여전히 높음.

지속적 성장 기대됨. 

투자의견 BUY 

주가 (RMB) 31.42 

목표주가 (RMB) 40.50 

시가총액 (RMB mn) 25,125 

추천일 21/11/3 

추천일 이후 수익률 (%) -9.8 

성방마이크로 (300661 SZ) 
▶ 생산설비가 1Q22 현재 주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1Q22 비수기에 약세는 없을 

것으로 보임. 동사는 SMIC, DB하이텍 등 새로운 웨이퍼 파운드리 공급업체를 확대했으며, 

TSMC와 협력 중임. 전산업용 제품 비중이 40%로 증가해 제품 믹스 개선이 전망됨. 전장용

제품에 적극적으로 주력해오고, 프론트로딩 시장에 진입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투자의견 BUY 

주가 (RMB) 306.25 

목표주가 (RMB) 397.30 

시가총액 (RMB mn) 72,357 

추천일 22/3/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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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추천종목 – 홍콩 

홍콩증시 추천종목 

광주자동차 (02238 HK) 
▶ 1Q22 반도체 공급 부족과 락다운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전통적 자동차업체들이 부진했으나

동사는 견조한 실적을 기록해 안정적인 공급체인 관리와 강력한 모델 라인업을 확인시켜줌. 

▶ 현재 주가는 2022F P/E의 6.0배, P/B의 0.6배에 불과하며, 2021년~2023년 EPS의 연평균

21% 성장이 전망돼 동사의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판단됨. 

투자의견 BUY 

주가 (HKD) 6.98 

목표주가 (HKD) 9.20 

시가총액 (HKDmn) 135,572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1.1 

영달자동차홀딩스 (01929 HK) 
▶ 1Q22 실적이 락다운의 직격탄을 맞았으나 1Q20 코로나-19로 이익이 급락했을 때 동사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인 바 있음. 따라서 현재의 어려움보다는 2H22 회복 가능성에 주목해야 함. 

▶ 2022/2023년 예상 P/E 4.5배/3.5배인 동사 밸류에이션은 매력적. 동사는 중국내 최대 BMW

및 포르쉐 딜러, 신차 ASP와 매출총이익률이 회복력이 좋고, M&A를 통한 성장가능성이 있으며 

EPS는 2021~2024년 연평균 16% 증가할 전망. 

투자의견 BUY 

주가 (HKD) 7.04 

목표주가 (HKD) 13.50 

시가총액 (HKDmn) 13,850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4.3 

주대복주얼리 (01929 HK) ▶ 중국/홍콩 및 기타 시장의 FY4Q22 소매판매액은 각각 전년 대비 12%증가/21% 감소를 기록.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3월 중순부터 재확산되었으나 홍콩시장은 FY4Q22 전기간 동안 

악영향을 받음. 실제로 동사 경영진은 FY2022 연간 중국 전체 매출이 30~40% 증가라는 

목표치의 상단을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FY2022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홍콩 정부의 소비 바우처 발급과 락다운 종료 이후 중국 수요가 회복되면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낙관적 전망을 유지함. 

투자의견 BUY 

주가 (HKD) 13.16 

목표주가 (HKD) 16.40 

시가총액 (HKDmn) 131,600 

추천일 22/2/9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2.4 

닛신식품 (01475 HK) 

▶ 근로자수 부족으로 동사의 1Q22 수익성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으나 2Q22에는 반등할 것. 

▶ 2022년/2023년 순이익의 전년 대비 19%/12% 증가가 전망됨. 

투자의견 BUY 

주가 (HKD) 4.89 

목표주가 (HKD) 7.20 

시가총액 (HKDmn) 5,104 

추천일 22/3/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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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추천종목 – 베트남 

베트남증시 추천종목 

번영은행 (VPB VN) 
▶ 높은 자본 포지션이 대출쿼터 증가로 이어질 것임. 

▶ 채무재조정여신 감소로 대손충당금 적립이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임. 

▶ 해외전략적투자자로의 지분 매각이 2H22 상승요인. 

투자의견 BUY 

주가 (VND) 30950.00 

목표주가 (VND) 48820.00 

시가총액 (VND mn) 137,587,401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7.1 

밀리터리뱅크 (MBB VN) 
▶ 저금리 환경에서 견조한 예금 사업이 순이자마진(NIM)을 뒷받침함. 

▶ 자산건전성과 재정상태가 견조함. 

▶ 섹터 중간값 대비 할인된 값에 거래되고 있으나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시장이 

이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 

투자의견 BUY 

주가 (VND) 26650.00 

목표주가 (VND) 39350.00 

시가총액 (VND mn) 100,692,275 

추천일 22/1/5 

추천일 이후 수익률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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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대만증시 주요지표 

211230 220512 220513 220516 220517 220518 
  가권지수 18,218.84 15,616.68 15,832.54 15,901.04 16,056.09 16,296.86 
  등락폭 -29.4 -389.6 215.9 68.5 155.1 240.8 
  등락률 -0.2% -2.4% 1.4% 0.4% 1.0% 1.5% 
  시가총액 (십억 대만 달러) 55,904 48,235 48,902 49,116 49,595 50,338 
  이동평균 5일 18,134.9 16,028.4 15,913.2 15,883.6 15,882.5 15,940.6 

20일 17,864.3 16,596.4 16,525.7 16,470.6 16,428.4 16,393.6 
  이격도 5일 99.5 102.6 100.5 99.9 98.9 97.8 

20일 98.1 106.3 104.4 103.6 102.3 100.6 
  투자심리 (%, 10일) 90 50 50 50 60 60 
  거래량 (백만 주) 4,140 4,087 3,245 3,390 2,817 3,502 
  거래대금 (십억 대만 달러) 255 245 215 227 196 225 

대만증시(GreTai) 주요지표 

211230 220512 220513 220516 220517 220518 
 GTSM 지수 237.55 188.04 192.28 192.81 195.99 197.74 
  등락폭 1.3 -3.9 4.2 0.5 3.2 1.8 
  등락률 0.5% -2.0% 2.3% 0.3% 1.7% 0.9% 
  시가총액 (십억 대만 달러) 5,777 4,578 4,681 4,694 4,774 4,818 
  이동평균 5일 235.2 191.9 191.1 191.5 192.2 193.4 

20일 231.2 197.8 197.0 196.5 196.1 195.7 
  이격도 5일 99.0 102.0 99.4 99.3 98.1 97.8 

20일 97.3 105.2 102.5 101.9 100.0 99.0 
  투자심리 (%, 10일) 80 50 5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880 714 616 612 616 694 
  거래대금 (백만 대만 달러) 74 57 58 58 5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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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중국 / 홍콩 / 베트남 시장 지표 

홍콩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512 220513 220516 220517 220518 
  항셍지수 23,397.67 19,380.34 19,898.77 19,950.21 20,602.52 20,644.28 
  등락폭 285.7 -444.2 518.4 51.4 652.3 41.8 
  등락률 1.2% -2.2% 2.7% 0.3% 3.3% 0.2% 
  시가총액 (십억 홍콩달러) 24,606 20,611 21,163 21,215 21,926 21,956 
  이동평균 5일 23,220.1 19,926.8 19,747.9 19,737.5 19,931.3 20,095.2 

20일 23,457.0 20,571.7 20,506.2 20,437.8 20,399.2 20,355.5 
  이격도 5일 99.2 102.8 99.2 98.9 96.7 97.3 

20일 100.3 106.1 103.1 102.4 99.0 98.6 
  투자심리 (%, 10일) 80 50 5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676 2,274 2,075 1,796 2,207 1,946 
  거래대금 (십억 홍콩달러) 25 56 53 42 65 56 

상해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512 220513 220516 220517 220518 
  상해종합지수 3,639.78 3,054.99 3,084.28 3,073.75 3,093.70 3,085.98 
  등락폭 20.6 -3.7 29.3 -10.5 19.9 -7.7 
  등락률 0.6% -0.1% 1.0% -0.3% 0.6% -0.3% 
  시가총액 (십억 위안) 48,009 40,992 41,391 41,249 41,546 41,442 
  이동평균 5일 3,620.4 3,031.1 3,047.6 3,061.5 3,073.1 3,078.5 

20일 3,633.2 3,078.2 3,071.7 3,066.1 3,059.5 3,053.2 
  이격도 5일 99.5 99.2 98.8 99.6 99.3 99.8 

20일 99.8 100.8 99.6 99.7 98.9 98.9 
  투자심리 (%, 10일) 50 70 80 70 70 60 
  거래량 (백만 주) 30,444 32,491 31,562 31,982 30,984 29,766 
  거래대금 (십억 위안) 398 342 319 326 329 317 
  신용잔고 (십억 위안) 903 776 774 776 775 775 

선전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512 220513 220516 220517 220518 
  선전종합지수 2,530.14 1,921.66 1,931.45 1,926.01 1,940.05 1,941.54 
  등락폭 13.0 3.1 9.8 -5.4 14.0 1.5 
  등락률 0.5% 0.2% 0.5% -0.3% 0.7% 0.1% 
  시가총액 (십억 위안) 39,623 30,691 30,844 30,758 30,978 31,001 
  이동평균 5일 2,510.1 1,892.0 1,906.4 1,918.4 1,927.5 1,932.1 

20일 2,520.0 1,918.9 1,913.1 1,908.7 1,904.0 1,900.4 
  이격도 5일 99.2 98.5 98.7 99.6 99.4 99.5 

20일 99.6 99.9 99.0 99.1 98.1 97.9 
  투자심리 (%, 10일) 70 70 80 70 80 80 
  거래량 (백만 주) 46,868 40,443 38,484 40,841 38,706 39,362 
  거래대금 (십억 위안) 627 452 416 437 438 430 
  신용잔고 (십억 위안) 809 670 670 670 670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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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중국 / 홍콩 / 베트남 시장 지표 

하노이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512 220513 220516 220517 220518 
  하노이지수 473.99 315.52 302.39 307.05 315.44 309.84 
  등락폭 12.3 -17.5 -13.1 4.7 8.4 -5.6 
  등락률 2.7% -5.3% -4.2% 1.5% 2.7% -1.8% 
  시가총액 (십억 동) 457,874 317,115 303,239 306,689 318,493 315,862 
  이동평균 5일 460.2 329.1 320.9 317.6 314.7 310.1 

20일 453.3 365.0 358.8 352.9 347.9 343.2 
  이격도 5일 97.1 104.3 106.1 103.4 99.8 100.1 

20일 95.6 115.7 118.6 114.9 110.3 110.8 
  투자심리 (%, 10일) 60 50 40 40 40 40 
  거래량 (백만 주) 107 74 108 77 79 83 
  거래대금 (십억 동) 2,565 1,535 1,904 1,463 1,465 1,682 

호치민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512 220513 220516 220517 220518 
  호치민지수 1,498.28 1,238.84 1,182.77 1,171.95 1,228.37 1,240.76 
  등락폭 12.3 -62.7 -56.1 -10.8 56.4 12.4 
  등락률 0.8% -4.8% -4.5% -0.9% 4.8% 1.0% 
  시가총액 (십억 동) 5,838,114 4,914,616 4,692,845 4,650,152 4,873,977 4,923,637 
  이동평균 5일 1,490.7 1,286.6 1,257.3 1,237.7 1,224.7 1,212.5 

20일 1,472.5 1,362.4 1,347.6 1,332.6 1,321.1 1,311.5 
  이격도 5일 99.5 103.9 106.3 105.6 99.7 97.7 

20일 98.3 110.0 113.9 113.7 107.5 105.7 
  투자심리 (%, 10일) 70 50 40 40 40 50 
  거래량 (백만 주) 805 486 699 518 511 13,166 
  거래대금 (십억 동) 24,448 13,940 18,278 13,665 13,166 1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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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중국 / 홍콩 / 베트남 시장 지표 

대만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가권지수 가격 등락(%) 등락(TWD) 가권지수 가격 등락(%) 등락(TWD) 
Avision Inc 11.0 10.00 1.0 파워 윈드 헬스 인더스트리 118.5 -2.87 -3.5 
겅딩 기업 16.0 9.97 1.5 San Neng Group Holdings Co L 46.4 -2.73 -1.3 
Shuttle Inc 13.3 9.96 1.2 Evertex Fabrinology Ltd 23.9 -2.65 -0.6 
Hwang Chang General Contract 9.1 9.90 0.8 하이윈 테크놀로지스 223.0 -2.62 -6.0 
유니폼 인더스트리얼 18.4 9.88 1.7 에클랏 텍스타일 495.0 -1.98 -10.0 
HY Electronic Cayman Ltd 17.3 9.87 1.6 진샹 전자 85.4 -1.95 -1.7 
Ta Jiang Development Corp 27.4 9.84 2.5 롄더전자 15.1 -1.95 -0.3 
Lotus Pharmaceutical Co Ltd 129.0 9.79 11.5 Lemtech Holdings Co Ltd 101.5 -1.93 -2.0 
다루거 12.5 9.69 1.1 Kinik Co 129.0 -1.90 -2.5 
TOPBI International Holdings 10.7 9.63 0.9 Eastech Holding Ltd 23.6 -1.67 -0.4 
Everfocus Electronics Corp 13.1 9.62 1.2 창마오 81.2 -1.46 -1.2 

대만증시(GreTai)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GTSM 지수 가격 등락(%) 등락(TWD) GTSM 지수 가격 등락(%) 등락(TWD) 
Fast Technologies Inc 15.8 10.10 1.5 Abico NetCom Co Ltd 18.5 -9.78 -2.0 
Advanced Lithium Electrochem 72.6 10.00 6.6 GOMAJI Corp Ltd 42.6 -9.55 -4.5 
G&E Herbal Biotechnology Co 25.3 10.00 2.3 Hsin-Li Chemical Industrial 26.4 -4.87 -1.4 
테크코어 16.6 9.97 1.5 StrongLED Lighting System Ca 19.2 -4.71 -0.9 
리캉 생의사업 55.5 9.90 5.0 Transystem Inc 9.0 -4.26 -0.4 
크리스탈와이즈 테크놀로지 10.8 9.87 1.0 Algoltek Inc 108.5 -3.98 -4.5 
둥숴 자신 26.8 9.84 2.4 리리 관광개발 19.0 -3.80 -0.8 
Yao Sheng Electronic Co Ltd 29.6 9.83 2.7 Est Global Apparel Co Ltd 13.5 -3.24 -0.5 
King Polytechnic Engineering 18.5 9.82 1.7 Taihan Precision Technology 20.3 -3.11 -0.6 
환톈스퉁 과기 19.2 9.74 1.7 Pacific Image Electronics Co 20.0 -2.92 -0.6 
쉬핀 과기 14.2 9.65 1.3 Fun Yours Technology Co Ltd 40.7 -2.7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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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상하이종합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상하이종합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Ninebot Ltd 43.8 17.15 6.4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보세구 0.9 -10.58 -0.1 
화팡 4.0 10.14 0.4 화베이 제약 7.4 -10.04 -0.8 
리판 과기(집단) 4.7 10.09 0.4 Kuaijishan Shaoxing Wine Co 16.4 -10.01 -1.8 
헤이룽장 인터차이나 수처리 2.4 10.09 0.2 Hunan Fangsheng Pharmaceutic 7.4 -8.89 -0.7 
윈난 윈웨이 3.9 10.08 0.4 Dali Pharmaceutical Co Ltd 13.4 -8.08 -1.2 
Shanghai Golden Bridge InfoT 7.3 10.06 0.7 Shandong Buchang Pharmaceuti 21.2 -8.00 -1.8 
랴오닝 선화 공고 2.4 10.05 0.2 닝보 푸다 4.4 -7.88 -0.4 
상하이 푸둥 건설 8.1 10.04 0.7 nanjing inform storage equip 10.7 -6.88 -0.8 
Zhejiang Zomax Transmission 10.1 10.03 0.9 구이저우 판장 석탄정련 9.0 -6.74 -0.7 
후난 초포터 과학기술 13.3 10.02 1.2 중위안 해운 능원 운수 8.3 -6.40 -0.6 
쓰촨 밍싱 전력 9.1 10.02 0.8 China Master Logistics Co Lt 10.0 -6.18 -0.7 

선전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선전성분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선전성분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중궁 교육 과기 4.9 10.11 0.5 선전시 이야퉁 공응련 7.9 -7.69 -0.7 
광둥 링이 쯔자오 4.9 9.91 0.4 우후 싼치 호오망락 과기집단 21.4 -5.44 -1.2 
톈진 광위 개발 12.1 6.92 0.8 Sonoscape Medical Corp 24.2 -5.10 -1.3 
항진 과기 34.6 6.46 2.1 베이징 신 건재 28.8 -4.60 -1.4 
CNHTC 지난 트럭 12.3 6.42 0.7 Yunnan Botanee Bio-Technolog 175.8 -4.57 -8.4 
Shenzhen Dynanonic Co Ltd 290.5 6.08 16.7 진커 지산집단 3.8 -4.30 -0.2 
저장 NHU 25.8 5.91 1.4 Huizhou Desay Sv Automotive 124.5 -4.26 -5.5 
New Hope Dairy Co Ltd 11.8 5.35 0.6 퍼펙트 월드 14.2 -4.18 -0.6 
중국 바오안 집단 11.8 5.08 0.6 하이신 가전 집단 11.7 -3.72 -0.4 
광저우 톈치 고신재료 40.8 4.89 1.9 산서 초매 능원 집단 12.5 -3.70 -0.5 
옌타이 솽타 식품 8.1 4.50 0.4 Guangdong Shunkong Developme 18.3 -3.59 -0.7 
주) 선전증시 상승/하락 주도주는 선전성분지수 기준 

홍콩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항생지수 가격 등락(%) 등락(HK$) 항생지수 가격 등락(%) 등락(HK$) 
테크트로닉 인더스트리스 106.6 4.72 4.8 야오밍 생물기술 53.0 -2.49 -1.3 
신이 광능 공고 13.2 3.94 0.5 Haidilao International Holdi 14.0 -1.68 -0.2 
신아오가스 114.2 3.44 3.8 전능실업 54.1 -1.28 -0.7 
선저우 국제집단공고 111.7 3.14 3.4 CSPC 제약그룹 7.8 -1.26 -0.1 
비야디 260.2 2.44 6.2 항셍은행 137.6 -1.22 -1.7 
Country Garden Services Hold 31.0 2.31 0.7 JD닷컴 212.4 -1.12 -2.4 
리닝 60.7 2.27 1.4 Meituan 172.0 -0.98 -1.7 
룽후 집단공고 39.3 2.21 0.8 텐센트 홀딩스 365.6 -0.76 -2.8 
차이나모바일 52.6 2.14 1.1 알리바바 그룹 홀딩 90.0 -0.61 -0.5 
항룽 지산 14.7 2.08 0.3 CITIC 8.3 -0.60 -0.1 
초상 은행 47.2 1.73 0.8 Nongfu Spring Co Ltd 41.6 -0.6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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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하노이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하노이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Van Lang Technology Developm 60,500 10.00 5,500 Transportation and Trading S 15,400 -14.92 -2,700 
Hoc Mon Trade JSC 39,900 9.92 3,600 40 Investment and Constructi 24,500 -9.93 -2,700 
Viteco Vietnam Telecommunica 8,900 9.88 800 Art Design and Communication 19,100 -9.91 -2,100 
ALTA Co 19,500 9.55 1,700 Mineral and Mechanical JSC 8,300 -9.78 -900 
Bim Son Packing Co 11,500 9.52 1,000 Thaiholdings JSC 66,300 -9.43 -6,900 
Tiasang Batteries JSC 11,500 9.52 1,000 Asia-Pacific Securities JSC 19,200 -9.00 -1,900 
VTC Telecommunications JSC 15,300 9.29 1,300 Vinaconex 25 JSC 19,000 -8.65 -1,800 
Hai Duong Pump Manufacturing 26,200 8.71 2,100 VI NA TA BA Trading & Invest 5,500 -8.33 -500 
Lilama 45.3 JSC 5,100 8.51 400 Construction JSC No 9 13,700 -8.05 -1,200 
Telecommunication Technical 13,000 8.33 1,000 Lam Dong Pharmaceutical JSC 16,600 -7.78 -1,400 
Bac Kan Mineral JSC 9,700 7.78 700 Viet Thanh Plastic Manufactu 10,200 -7.27 -800 

호치민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호치민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호치민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PetroVietNam Ca Mau Fertiliz 29,850 6.99 1,950 아이디코 어반 앤드 하우스 디 51,000 -5.56 -3,000 
Thien Viet Securities JSC 31,450 6.97 2,050 럼동 미네랄 앤드 빌딩 머티리 90,300 -4.95 -4,700 
디벨롭먼트 인베스트먼트 컨스 55,400 6.95 3,600 비엔 동 인베스트먼트 디벨롭 9,540 -3.73 -370 
마산그룹 103,200 6.94 6,700 Sai Gon Real Estate Corp 21,000 -3.67 -800 
Viet Capital Securities JSC 35,500 6.93 2,300 따이 닌 러버 40,500 -3.57 -1,500 
Digiworld Corp 106,600 6.92 6,900 도메스코 메디컬 수출입 50,200 -3.28 -1,700 
하도 그룹 43,350 6.91 2,800 Hanoi Plastics JSC 17,000 -3.13 -550 
사이공 트엉 틴 상업은행 21,750 6.88 1,400 Vu Dang Investment & Trading 7,220 -3.09 -230 
Viglacera Corp JSC 35,050 6.86 2,250 타인 꽁 텍스타일 가먼트 인베 59,000 -2.96 -1,800 
Dat Xanh Real Estate Service 22,650 6.84 1,450 호앙 꾸언 5,290 -2.94 -160 
VIX Securities JSC 12,550 6.81 800 티엔 남 트레이딩 수출입 10,650 -2.74 -300 



 

 

 

 

 

 

서울 강남 금융센터압구정 (02)540-0451 금융센터선릉역 (02)558-5501 골드센터강남 (02)554-2000 금융센터도곡 (02)3460-2255 금융센터방배 (02)595-0101 

금융센터서초 (02)525-8822 금융센터청담 (02)3448-7744 Finance Hub 강남 (02)567-3900 W Prestige 강남 (02)552-8811 반포PIB센터 (02)563-7500 

서울 강북 골드센터영업부 (02)3770-2200 금융센터종로 (02)2075-5500 금융센터은평 (02)354-0012 금융센터동북 (02)934-3383 상  봉 (02)2207-9100 

W Prestige 강북 (02)3770-2300 GWM센터 (02)3770-5760 

서울 강동 MEGA센터잠실 (02)423-0086

서울 강서 영업부(여의도) (02)3770-4000 금융센터신림 (02)884-2800 골드센터목동 (02)2652-9600 금융센터디지털밸리 (02)868-1515 

인천/경기 금융센터수원 (031)234-7733 이      천 (031)634-7200 금융센터일산 (031)902-7300 금융센터평촌 (031)386-8600 금융센터인천 (032)455-1300 

MEGA센터분당 (031)781-4500 금융센터동탄 (031)8003-6900 금융센터안산 (031)485-5656 금융센터부천 (032)324-8100 

강     원 삼 척 (033)572-9944 태  백 (033)553-0073 금융센터춘천 (033)242-0060 금융센터강릉 (033)655-8822 금융센터원주 (033)744-1700 

대전/충청 골드센터대전 (042)488-9119 논      산 (041)736-8822 금융센터청주 (043)257-6400 금융센터서산 (041)664-3231 금융센터충주 (043)848-5252

금융센터제천 (043)643-8900 금융센터천안 (041)577-2300 

광주/전라 금융센터광주 (062)226-2100 금융센터순천 (061)727-7300 금융센터상무 (062)385-5200 전  주 (063)284-8211 해  남 (061)536-2900 

대구/경북 금융센터구미 (054)471-3636 금융센터침산 (053)355-8121 금융센터포항 (054)275-9001 금융센터대구 (053)256-0900 대  구  서 (053)524-3500 

금융센터수성 (053)741-9800 

부산/경남 골드센터부산 (051)808-7725 김  해 (055)321-5353 골드센터울산 (052)258-3100 금융센터창원 (055)274-9300 금융센터센텀 (051)743-5300 

진      해 (055)543-7601 

제    주 금융센터제주 (064)749-291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 유안타증권 

Tel: 1588-2600

유안타증권 지점망 



 

 

 

 

 

 

 

 

 

 

 

 

 

 

 

 

 

 

 

 

 

 

 

 

 

 

 

 

 

 

 

 

 

 

 

 

 

 

 

본 자료는 유안타(대만/중국/홍콩/베트남) 리서치센터 현지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한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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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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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타(대만/중국/홍콩/베트남)는 본 자료에 언급된 기업과 현재비즈니스 관계에 있거나 미래에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동 자료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결정시 동 자료를 하나의 고려 대상으로 참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