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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Qing Wang CFA FRM (중국) 
qingwang@yuanta.com 

번역: Yuanta Research (한국) 

공급망 차질 완화 중, 중국 5월 EV 판매량 
전월 대비 50% 증가한 42만대 

Yuanta Research 2

5월 중국 NEV 판매량 전년 대비 106%/전월 대비 50% 증가한 42.1만대: 중

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2022년 1~5월 중국의 신에너지차(NEV)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90.2만대를 기록했으며, 5월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6%/전월 대비 50% 늘어난 42.1만대, 승용차 판매량 내 비중은 26%였

다. 락다운과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5월 NEV 판매량은 기대치를(35만

대) 상회하며 NEV 소비의 견조함을 보여줬다. 현재 비야디(BYD)의 주문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며, 차량 인도 주기는 약 6개월로 중국 공급망 내 전방 

수요가 풍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상해의 락다운이 해제돼 중국 동부의 자동

차 공급망이 정상화됐고,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5월말 기준 일일 생산능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달했다. 따라서 2022년 중국의 NEV(승용차) 판매량이 

511만대에 달하고(전년 대비 54% 증가), 매출이 저점에서 고점으로 상승할 것

으로 기대된다.  

4월 해외 NEV 판매량 26.2만대 기록하며 전년 대비 36% 증가, 전월 대비 

33% 감소: Clean Techica에 따르면 2022년 1~4월 누적 해외 NEV 판매량은 

105.7만대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 4월 판매량은 26.2만대로 전년 대비 

36% 늘어나고, 전월 대비 33% 감소했으며, 시장 침투율은 6%였다. 상해 테슬

라의 수출 감소 여파, 일반적으로 낮은 분기 초 유럽 판매량으로 인해 4월 

NEV 판매량은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해 락다운이 해제돼 자동

차 공급망이 정상화되었다.

해외 시장에서는 수요가 생산능력을 상회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의 테슬라, 

유럽의 폭스바겐 ID 시리즈, 미국 포드의 평균적인 차량 인도 주기는 3~6개월

이다. 고유가 속에서 해외 시장의 NEV 침투율이 현재의 6%에서 급성장할 것

으로 기대된다. 2022년 해외 NEV 판매량은 525만대로 추정되며(전년 대비 

69% 증가), 4Q22의 판매량 증가율이 올해 중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관련 종목 

EV 배터리 
산업체인 

종목 
코드 

종목명 
주가  
(6/9) 

연초대비 
수익률 (%) 

리튬 002466 SZ 천제리튬 109.99 2.79 

리튬 002192 SZ 융제 149.50 14.87 

양극재 
전구체 

300919 SZ 중웨이신소재 119.32 (21.11) 

차량 002594 SZ 비야디 322.41 20.25 

자료: Wind, Yuanta 

주: 발간일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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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차질 완화 중, 여전히 생산능력보다 높은 EV 수요: 중국과 해외의 높은 

EV 수요로 테슬라, BYD, 포드 EV 픽업트럭, 폭스바겐 EV 의 주문이 가득 찬 

상태며, 인도 주기가 평균 3개월 이상으로 생산설비 가용성이 EV 판매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상해 락다운 해제와 공급망 회복으로 2H22 EV 판매량이 

1,036만대(전년 대비 50%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전

방과 후방산업의 이익률에 주목하는 것이 업계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에 EV 투

자도 마찬가지로 리튬 채굴과 OEM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배터리 신기술 부문이 향후 업계 평균 성장률을 크게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천제리튬(002466 SZ)과 리튬자원 자급률이 높은 융제(002192 SZ) 

등 리튬 섹터, 브랜드 가치가 상승중인 비야디(002594 SZ), 기술적 우위와 해

외 시장에서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웨이신소재(300919 SZ)에 주목하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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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Alex Su (대만) 
Alex.Su@yuanta.com 

번역: Yuanta Research (한국) 

휴대폰산업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미 휴대폰 판매 반등

중국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휴대폰 출하량의 전년 대비 감소폭 축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둔화됐으며 특히 브랜드 제조업체의 재

고가 6~7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휴대폰에 미친 영향이 가장 두

드러졌다. 한편 최근 중국의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휴대폰, 가전제품, 기

타 컴퓨터, 통신 및 소비전자제품 구매 시 할인 및 포인트 지급을 통해 구

매 열기가 회복됐다. 당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5월 중국 휴대폰 판

매량은 전년 대비 9~20% 감소했다. 6월 첫째 주 휴대폰 판매량은 591만 

대로 전년 대비 감소폭이 3%로 축소(애플 휴대폰 제외 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됐으며 이는 연초 이후 휴대폰 출하량이 전년과 가장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 글로벌 출하량은 작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휴대폰 판매량 터닝포인트, 안드로이드 휴대폰 판매는 여전히 부진: 

MarketIDX 자료에 따르면 618 온라인 쇼핑 축제는 일찍이 5월 26일부터 

시작됐으며 6월 13일 기준 전체 휴대폰 판매량은 229.6만 대(전년 대비

+9%), 매출은 RMB97억(전년 대비+22%)을 기록했다. 이중 안드로이드 휴

대폰 판매량은 110.5만 대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반면 애플 휴대폰 

판매량은 119.1만 대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으며 618 쇼핑 축제 기간 1

차 및 2차 판매 점유율은 각각 57%, 41%에 달해 인기 상품에 해당했다.

중국의 휴대폰 판매량은 경기부양책 실시로 6월 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다. 

2Q22 업계 저점 이후 3Q22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한다. 2022년 글로벌 휴대폰 출하량은 12.95억 대(전년 대비-

2.3%)로 전망한다. 장기적으로 업계 전망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수요 측면에서 급격한 감소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확실시된 삼성의 휴대폰 출하량 전망치 하향 조정, 당사 전망치와는 부합: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EU 국가에서 삼성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1위에 

해당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하락하고 있다. 현재 삼성 휴대폰의 재고 수준은 약 5.2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고 감소를 위해 수주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주: 발간일 2022.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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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종목 

업종 종목명 종목코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부품 프라이맥스 4915 TT BUY 75 

쿼츠 부품 TXC 3042 TT BUY 140 

IC 설계 
미디어텍 2454 TT BUY 1300 

성자전자 6732 TT BUY 450 

OSAT 시거 6257 TT BUY 75 

PCB 

컴펙매뉴팩처링 2313 TT BUY 66 

엘리트머티리얼 2383 TT BUY 270 

전딩테크 4958 TT BUY 150 

자료 Yuanta Investment Consulting 

글로벌 휴대폰 출하량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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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5월 휴대폰산업 리포트에서 유럽의 휴대폰 판매 부진을 감안해 

2022년 삼성 휴대폰 출하량 전망치를 2.75억 대로 하향했다. 한편 공급망 

조사에 따르면 삼성은 5월 휴대폰 출하량 전망치를 2.8억 대로 하향 조정

했으며 이는 당사 전망치와 부합하는 수치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전국적

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중국 시장에서 삼성의 시장점유율은 낮은 한 자릿

수%에 불과해 이에 따른 수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며 추후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 추이과 EU 국가의 수요 회복이 관건이다. 2Q22 미 주요 클

라우드 업체에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을 출하하고 있는 프라이맥스 (4915 

TT, BUY)를 최선호주로 제시하며 현재 주문 하향 조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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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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S미디어테크 5269 TW BUY 1200.00 1660.00 -34.1 83,062 22/6/8 -16.4

★ 탑코사이언티픽 5434 TW BUY 150.00 200.00 -5.1 27,255 22/6/8 -9.6

★ 웨이퍼웍스 6182 TP BUY 50.20 72.00 -41.3 27,155 22/6/8 -17.4

★ 아우라스 3324 TP BUY 173.50 210.00 -14.1 15,336 22/6/8 -6.2

★ 아카디안테크 3596 TW BUY 122.50 145.00 -3.9 26,993 22/6/8 -0.4

★ 포모사섬코 3532 TW BUY 198.50 310.00 -31.6 76,988 22/6/8 -18.6

★ 동양인더스트리 1319 TW BUY 42.65 42.00 28.9 25,226 22/6/8 2.0

★ 판짓인터내셔널 2481 TW BUY 66.10 105.00 -38.2 25,304 22/6/8 -18.2

★ 다청스테인리스파이프 2027 TW BUY 35.40 70.00 -23.5 71,100 22/6/8 -18.9

주: 1) 발간일 2022.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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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03 429.00 -6.8 60,570 22/5/10 3.6 

중국전력건설 601669 SH 
NOT 

RATED 
8.09 - 0.1 123,769 21/11/3 2.4 

중지쉬촹 300308 SZ BUY 32.37 40.50 -23.8 25,885 21/11/3 -7.1

★ 중웨이신소재 300919 SZ 
NOT 

RATED 
127.24 - -15.9 77,574 22/6/8 7.7 

국가 신규 종목명 종목코드 투자의견 
주가 

(HKD) 
목표주가 

(HKD) 
YTD 
(%) 

시가총액 
(HKD mn) 

추천일 
추천일 이후 
수익률 (%) 

홍콩 

광주자동차 02238 HK BUY 7.63 9.20 -0.8 171,493 22/5/10 21.5 

영달자동차서비스홀딩스 03669 HK BUY 8.03 13.50 -23.1 15,804 22/5/10 19.0 

★ NONGFU SPRING 09633 HK BUY 42.65 54.00 -17.1 479,662 22/6/8 0.0 

★ 알리바바그룹홀딩스 09988 HK BUY 104.40 116.50 -12.2 2,264,155 22/6/8 -4.0

★ NAYUKI 02150 HK BUY 6.27 8.00 -26.8 10,754 22/6/8 -2.6

국가 신규 종목명 종목코드 투자의견 
주가 

(VND) 
목표주가 

(VND) 
YTD 
(%) 

시가총액 
(VND mn) 

추천일 
추천일 이후 
수익률 (%) 

베트남 

번영은행 VPB VN BUY 27100.00  48820.00 -24.3  120,472,329 22/5/10 -18.6

★ 사이공트엉띤은행 STB VN BUY 18850.00  28860.00 -40.2 35,536,316 22/6/8 -12.7

★ 전력건설 PC1 VN BUY 42350.00  50728.00 7.6 9,959,011 22/6/8 2.0 

주: 1) 발간일 2022.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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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미디어테크 (5269 TW)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중국 락다운, 인플레이션으로 2Q22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 

▶ AMD의 신규 CPU 출시, 다양한 신제품들의 28nm 채택, 지속적인 스펙 업그레이드, 중국의 

신규 PC 주문으로 2H22 성장 재개 전망됨. 

▶ AMD의 신규 고급 칩셋 사업의 기여와 2023년 USB 4 채택을 반영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NT$1,660로 커버리지 개시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1200.00 

목표주가 (TWD) 1660.00 

시가총액 (TWD mn) 83,062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6.4 

탑코사이언티픽 (5434 TW) ▶ 중국 락다운으로 인한 물류 차질 속에서 2Q22 매출 전분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증가 전망. 

매출총이익률 개선 전망되며 EPS NT$3.72로 추정. 

▶ 노드 이전 속에서 파운드리 설비 확대 가속화, 자재 공급 부족, 가격 상승세, 메모리 용량 증가로 

매출 전망을 낙관적으로 봄. 

▶ 경영진은 2022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파운드리 설비 확대 가속화로 포토레지스트, 

실리콘 웨이퍼, 기타 소재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투자의견 BUY 

주가 (TWD) 150.00 

목표주가 (TWD) 200.00 

시가총액 (TWD mn) 27,255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9.6 

웨이퍼웍스 (6182 TP) ▶ 실리콘 웨이퍼 가격이 급등하며 12인치 설비 감가상각비를 상쇄해 1Q22 매출총이익률이 

43.3%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함. 

▶ 8인치 실리콘 웨이퍼의 공급-수요 비율이 110%에서 103%로 개선되며 2022년 동사의 8인치 

가격이 10% 인상됨. 

▶ 주요 IDM들이 12인치에 고농도 도핑을 채택함에 따라 12인치 고농도 도핑 제품의 매출 비중이 

2023년 말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50.20 

목표주가 (TWD) 72.00 

시가총액 (TWD mn) 27,155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7.4 

아우라스 (3324 TP)
▶ 1Q22 EPS는 NT$3.41로 전분기 대비 22%, 전년 대비 1% 감소해 당사 추정치를 1% 

상회했으나 컨센서스를 10% 하회함. 핵심 사업의 원자재 비용 상승 여파로 매출총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2.9% 감소함. 

▶ 생산 규모 확대, 경쟁력 강화, 노트북 점유율 확대의 수혜가 예상되며, 올해 노트북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4%로 경쟁업체들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됨. 

▶ 인텔의 Eagle Stream 서버 플랫폼 덕분에 방열모듈 ASP가 15~20% 증가함. 한국 고객사들이 

히트파이프에서 VC로 옮겨감에 따라 2022년 휴대폰 매출의 전년 대비 37% 증가가 전망됨. 

2022년 총 매출은 전년 대비 8% 증가 전망. 

투자의견 BUY 

주가 (TWD) 173.50 

목표주가 (TWD) 210.00 

시가총액 (TWD mn) 15,336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6.2 

아카디안테크 (3596 TW) ▶ 1Q22 EPS는 해외 기반 확대 및 엔지니어 채용에 따른 비용과 5G 로열티비용으로 기대치를 

17% 하회함. 

▶ 쿤샨 설비의 물류가 5월 점차 회복하면서 공급이 늘어났고, 6월 Broadcom이 신제품에 16nm 

IC를 채택함에 따라 3Q~4Q22 매출이 분기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5G CPE의 매출 비중이 1Q22 두배로 늘어나 수요 강세를 보여줌. 5G CPE가 2022~2023년 

이익의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122.50 

목표주가 (TWD) 145.00 

시가총액 (TWD mn) 26,993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0.4 



Yuanta Research 9

아시아 추천종목 – 대만 
▶ Yuanta Securities Investment Consulting (대만) 제공

포모사섬코 (3532 TW) 
▶ 계약 갱신으로 ASP 최대 15% 상승에 힘입어 1Q22 매출총이익률 전분기 대비 14.1%p 높은 

36.3%로 증가. 

▶ 현물 가격 상승, 반년주기 가격 협상, 2H22에 신규 Brownfield 설비 램프업에 따라 12인치 

설비가 5~10% 증설에 힘입어 강한 매출 증가 예상됨. 

▶ 타이트한 실리콘 웨이퍼 공급이 2024년 말까지 지속되며 성장세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198.50 

목표주가 (TWD) 310.00 

시가총액 (TWD mn) 76,988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8.6 

동양인더스트리 (2376 TW) 
▶ 성수기가 다가오고 OEM 반도체 공급이 완화되면서2H22 전체 매출/영업이익은 1H22대비 각각 

8%/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월간주행거리가 3월부터 반등하고 동사의 주요 A/S 부품 고객사가 낮은 재고일수와 

수주잔고 증가에 따라 북미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동사의 A/S 제품에 

대한 조기주문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동사의 OEM 고객사는 반도체 공급량 증가와 코로나-19 관련 악재가 완화되면서 1H22 대비 

2H22에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2022년 6~10%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사의 OEM 관련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42.65 

목표주가 (TWD) 42.00 

시가총액 (TWD mn) 25,226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2.0 

판짓인터내셔널 (2408 TW) ▶ 동사가 더 다양한 자동차 및 산업용 제어 적용분야에 진출하면서, 자동차 및 산업용 제어 매출

기여도가 2022/2023년 각각 40%/46%에 이르고 2022~2023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종합반도체 업체들의 가이던스에 따르면, 자동차(전장) 및 산업용제어(인더스트리4.0,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탄소감축 흐름)에 따라 파워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여전히 초과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지속될 전망. 

투자의견 BUY 

주가 (TWD) 66.10 

목표주가 (TWD) 105.00 

시가총액 (TWD mn) 25,304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8.2 

다청스테인리스파이프 (9938 TW) 
▶ 알루미늄/니켈 가격 4월 초 대비 각각 20%/6% 하락했으나, 전방 수요 강세에 힘입어 알루미늄 

강판 /스테인리스 스틸 가격 연초대비 8~10% 상승. 2Q22 매출총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2.1%p

높은 35.6%로 신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됨. 

▶ 2Q22/2H23에 각각 5,000톤/13,000톤의 신규설비가 가동되어2023년에는 월간 40,000톤의 

출하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국내 수요 강세 및 국내 자동차용 패스너 공급부족의 수혜로 동사의 패스너 자회사 BBI가 

판매량 및 가격상승의 수혜를 받고 있음. 1Q22 순이익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NT$13.1억을

기록하며 신고점을 경신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35.40 

목표주가 (TWD) 70.00 

시가총액 (TWD mn) 71,100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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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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03 

목표주가 (RMB) 429.00 

시가총액 (RMB mn) 60,570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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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목표주가 (RMB) - 

시가총액 (RMB mn) 123,769 

추천일 21/11/3 

추천일 이후 수익률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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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7 

목표주가 (RMB) 40.50 

시가총액 (RMB mn) 25,885 

추천일 21/11/3 

추천일 이후 수익률 (%) -7.1 

중웨이신소재 (300919 SZ) 

▶ Tesla가 LG에너지솔루션의 NCMA 배터리를 1Q22부터 장착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이 2022년 NCMA배터리 양극재 소재 수요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 조정함

투자의견 NOT RATED 

주가 (RMB) 127.24 

목표주가 (RMB) - 

시가총액 (RMB mn) 77,574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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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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예상 P/E 7.3배, P/B 0.7배에 불과하며, 2021년~2023년 EPS의 연평균

21% 성장이 전망돼 동사의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판단됨. 

투자의견 BUY 

주가 (HKD) 7.63 

목표주가 (HKD) 9.20 

시가총액 (HKDmn) 171,493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21.5 

영달자동차홀딩스 (0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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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배/4.5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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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목표주가 (HKD) 13.50 

시가총액 (HKDmn) 15,804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9.0 

알리바바그룹홀딩스 (09988 HK) ▶ FY4Q22 non-GAAP (비일반회계기준) 순이익은 당사 추정치/시장 추정치를 각각 29%/7% 

상회함. 높은 거래량과 수수료율이 기대보다 높은 FY4Q22 실적으로 이어짐.

▶ FY2H23 매출이 보다 강세를 보이며 FY2023년 매출이 전년 대비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로 이번 분기non-GAAP 순이익 전년 대비 14.5% 감소할 것으로 보임. 현재 주가는 

non-GAAP EPS 기준 FY2023F P/E의 12.0배며, FY2023~2025년 non-GAAP EPS의

연평균 11.3% 증가가 전망됨. 

투자의견 BUY 

주가 (HKD) 104.40 

목표주가 (HKD) 116.50 

시가총액 (HKDmn) 2,264,155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4.0 

NONHFU SPRING (09633 HK)
▶ 4월 동사 매출이 하락했으나 5월에는 한 자릿수 중반의 증가를 기록할 전망. 매출/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를 유지함. 6~9월이 음료시장 성수기이고 중국의 봉쇄조치가 해제되면서 가이던스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동사가 차/주스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 

▶ 2022/2023년 순이익 전년대비 22%/18% 증가 예상. 

투자의견 BUY 

주가 (HKD) 42.65 

목표주가 (HKD) 54.00 

시가총액 (HKDmn) 479,662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0.0 

NAYUKI (02150 HK) 
▶ 동사의 동일점포매출이 5월 마지막 2주간 -40~-50%에서 지난 연휴기간 -30~-40%로 

상승세를 지속함. 상해, 베이징 및 전국적인 봉쇄조치 완화와 음료 성수기 도래로 동사 주가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동사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투자의견 BUY 

주가 (HKD) 6.27 

목표주가 (HKD) 8.00 

시가총액 (HKDmn) 10,754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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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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00.00 

목표주가 (VND) 48820.00 

시가총액 (VND mn) 120,472,329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8.6 

사이공트엉띤은행 (STB VN) 
▶ 기존 부실자산(NPA)이 2023년까지 완전히 처리될 것으로 보여 구조조정 유효하다고 판단됨. 

▶ 구조조정 완료 이후 대출 증가율이 크게 확대될 것. 

▶ 동종업체 대비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나 P/B의 1.1배는 과도한 저평가라고 판단됨. 

투자의견 BUY 

주가 (VND) 18850.00 

목표주가 (VND) 28860.00 

시가총액 (VND mn) 35,536,316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2.7 

전력건설 (PC1 VN) 
▶ 에너지 설비 확대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것. 

▶ 수력 및 풍력에 주력하고 있어 탄소기반 업체들 대비 우위를 가지고 있음. 

▶ 비핵심사업인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적 상승여력이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투자의견 BUY 

주가 (VND) 42350.00 

목표주가 (VND) 50728.00 

시가총액 (VND mn) 9,959,011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2.0 



대만 / 중국 / 홍콩 / 베트남 시장 지표 

Yuanta Research 13

2022-06-21 

대만증시 주요지표 

211230 220614 220615 220616 220617 220620 
  가권지수 18,218.84 16,047.37 15,999.25 15,838.61 15,641.26 15,367.58 
  등락폭 -29.4 -23.6 -48.1 -160.6 -197.4 -273.7 
  등락률 -0.2% -0.2% -0.3% -1.0% -1.3% -1.8% 
  시가총액 (십억 대만 달러) 55,904 49,592 49,446 48,949 48,341 47,496 
  이동평균 5일 18,134.9 16,374.1 16,239.8 16,083.3 15,919.5 15,778.8 

20일 17,864.3 16,330.6 16,327.8 16,304.9 16,285.9 16,247.1 
  이격도 5일 99.5 102.0 101.5 101.5 101.8 102.7 

20일 98.1 101.8 102.1 102.9 104.1 105.7 
  투자심리 (%, 10일) 90 30 20 20 20 10 
  거래량 (백만 주) 4,140 3,101 3,014 3,695 4,465 4,048 
  거래대금 (십억 대만 달러) 255 214 212 262 295 250 

대만증시(GreTai) 주요지표 

211230 220614 220615 220616 220617 220620 
 GTSM 지수 237.55 199.25 198.63 195.21 192.89 186.37 
  등락폭 1.3 -0.5 -0.6 -3.4 -2.3 -6.5 
  등락률 0.5% -0.3% -0.3% -1.7% -1.2% -3.4% 
  시가총액 (십억 대만 달러) 5,777 4,868 4,853 4,769 4,712 4,553 
  이동평균 5일 235.2 202.4 201.5 199.6 197.2 194.5 

20일 231.2 199.5 199.7 199.5 199.3 198.8 
  이격도 5일 99.0 101.6 101.5 102.3 102.2 104.3 

20일 97.3 100.1 100.5 102.2 103.3 106.6 
  투자심리 (%, 10일) 80 50 40 30 30 30 
  거래량 (백만 주) 880 760 614 751 740 822 
  거래대금 (백만 대만 달러) 74 64 56 65 6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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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614 220615 220616 220617 220620 
  항셍지수 23,397.67 21,067.99 21,308.21 20,845.43 21,075.00 21,163.91 
  등락폭 285.7 0.4 240.2 -462.8 229.6 88.9 
  등락률 1.2% 0.0% 1.1% -2.2% 1.1% 0.4% 
  시가총액 (십억 홍콩달러) 24,606 22,855 23,115 22,570 22,770 22,851 
  이동평균 5일 23,220.1 21,565.1 21,423.8 21,219.1 21,072.8 21,092.1 

20일 23,457.0 20,978.9 21,014.2 21,024.3 21,072.0 21,094.3 
  이격도 5일 99.2 102.4 100.5 101.8 100.0 99.7 

20일 100.3 99.6 98.6 100.9 100.0 99.7 
  투자심리 (%, 10일) 80 30 30 30 40 40 
  거래량 (백만 주) 676 1,966 2,301 2,341 3,097 2,085 
  거래대금 (십억 홍콩달러) 25 59 65 61 89 53 

상해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614 220615 220616 220617 220620 
  상해종합지수 3,639.78 3,288.91 3,305.41 3,285.39 3,316.79 3,315.43 
  등락폭 20.6 33.4 16.5 -20.0 31.4 -1.4 
  등락률 0.6% 1.0% 0.5% -0.6% 1.0% 0.0% 
  시가총액 (십억 위안) 48,009 44,686 44,950 44,680 45,111 45,120 
  이동평균 5일 3,620.4 3,266.4 3,274.7 3,284.0 3,290.4 3,302.4 

20일 3,633.2 3,176.3 3,186.8 3,196.8 3,207.8 3,216.2 
  이격도 5일 99.5 99.3 99.1 100.0 99.2 99.6 

20일 99.8 96.6 96.4 97.3 96.7 97.0 
  투자심리 (%, 10일) 50 70 70 70 70 60 
  거래량 (백만 주) 30,444 43,186 52,460 41,338 37,836 39,612 
  거래대금 (십억 위안) 398 486 592 481 472 501 
  신용잔고 (십억 위안) 903 791 794 796 794 794 

선전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614 220615 220616 220617 220620 
  선전종합지수 2,530.14 2,089.12 2,098.99 2,106.75 2,131.22 2,158.34 
  등락폭 13.0 4.0 9.9 7.8 24.5 27.1 
  등락률 0.5% 0.2% 0.5% 0.4% 1.2% 1.3% 
  시가총액 (십억 위안) 39,623 33,257 33,410 33,524 33,937 34,374 
  이동평균 5일 2,510.1 2,077.7 2,080.8 2,093.1 2,102.2 2,116.9 

20일 2,520.0 2,007.4 2,015.3 2,023.6 2,032.5 2,041.2 
  이격도 5일 99.2 99.5 99.1 99.3 98.6 98.1 

20일 99.6 96.1 96.0 96.1 95.4 94.6 
  투자심리 (%, 10일) 70 70 70 70 70 70 
  거래량 (백만 주) 46,868 48,760 56,095 48,808 46,436 47,533 
  거래대금 (십억 위안) 627 585 677 575 596 637 
  신용잔고 (십억 위안) 809 680 682 683 683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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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614 220615 220616 220617 220620 
  하노이지수 473.99 290.08 283.25 287.77 280.06 267.92 
  등락폭 12.3 1.7 -6.8 4.5 -7.7 -12.1 
  등락률 2.7% 0.6% -2.4% 1.6% -2.7% -4.3% 
  시가총액 (십억 동) 457,874 297,874 291,075 295,659 287,968 276,563 
  이동평균 5일 460.2 301.7 296.2 291.2 285.9 281.8 

20일 453.3 307.8 306.5 305.5 304.1 302.5 
  이격도 5일 97.1 104.0 104.6 101.2 102.1 105.2 

20일 95.6 106.1 108.2 106.2 108.6 112.9 
  투자심리 (%, 10일) 60 30 30 40 40 40 
  거래량 (백만 주) 107 64 84 67 87 83 
  거래대금 (십억 동) 2,565 1,339 1,404 1,413 1,612 1,506 

호치민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614 220615 220616 220617 220620 
  호치민지수 1,498.28 1,230.31 1,213.93 1,236.63 1,217.30 1,180.40 
  등락폭 12.3 3.3 -16.4 22.7 -19.3 -36.9 
  등락률 0.8% 0.3% -1.3% 1.9% -1.6% -3.0% 
  시가총액 (십억 동) 5,838,114 4,880,265 4,815,247 4,905,706 4,829,029 4,682,867 
  이동평균 5일 1,490.7 1,271.4 1,252.6 1,238.4 1,225.0 1,215.7 

20일 1,472.5 1,270.0 1,268.6 1,268.4 1,267.2 1,265.3 
  이격도 5일 99.5 103.3 103.2 100.1 100.6 103.0 

20일 98.3 103.2 104.5 102.6 104.1 107.2 
  투자심리 (%, 10일) 70 50 40 50 50 40 
  거래량 (백만 주) 805 489 596 489 642 15,511 
  거래대금 (십억 동) 24,448 13,047 14,725 13,689 15,511 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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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가권지수 가격 등락(%) 등락(TWD) 가권지수 가격 등락(%) 등락(TWD) 
Chung Fu Tex-International C 54.1 9.96 4.9 Huang Hsiang Construction Co 42.7 -20.48 -11.0 
Bonny Worldwide Ltd 53.9 9.89 4.9 원예 과기 68.0 -12.03 -9.3 
Lung Hwa Electronics 22.0 4.76 1.0 중국 전기 19.0 -9.95 -2.1 
광딩 전자 14.0 4.10 0.5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얼 34.4 -9.95 -3.8 
Ocean Plastics Co Ltd 32.8 2.99 0.9 Draytek Corp 29.2 -9.89 -3.2 
즈방 과기 233.5 2.64 6.0 겅딩 기업 19.4 -9.79 -2.1 
실러지 2,315.0 2.43 55.0 쓰웨이 항업 34.0 -9.69 -3.7 
I-Sunny Construction & Devel 123.5 2.07 2.5 Taiwan Navigation Co Ltd 29.5 -9.51 -3.1 
Prime Oil Chemical Service C 22.3 1.83 0.4 야샹 공정 30.1 -9.49 -3.2 
China Wire & Cable Co Ltd 27.8 1.65 0.4 유니폼 인더스트리얼 22.0 -9.47 -2.3 
Southeast Cement Co Ltd 19.3 1.31 0.3 유왕 과기 12.2 -9.29 -1.3 

대만증시(GreTai)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GTSM 지수 가격 등락(%) 등락(TWD) GTSM 지수 가격 등락(%) 등락(TWD) 
Gongin Precision Industrial 59.9 9.91 5.4 Franbo Lines Corp 21.9 -10.82 -2.7 
바이옌 생화과기 25.1 9.87 2.3 Megawin Technology Co Ltd 38.3 -10.00 -4.3 
Fast Technologies Inc 26.2 9.85 2.4 주웨이 국제 28.4 -9.98 -3.2 
Taiwan Biomaterial Co Ltd 29.1 9.83 2.6 Skardin Industrial Corp 24.4 -9.98 -2.7 
Atech OEM Inc 11.9 9.72 1.1 Hotel Royal Chihpen 31.6 -9.97 -3.5 
Z-Com Inc 10.5 9.60 0.9 Solomon Data International C 33.0 -9.96 -3.7 
Astro Corp 11.5 9.57 1.0 리리 관광개발 21.7 -9.96 -2.4 
치양 과기 30.3 5.94 1.7 Shian Yih Electronic Industr 25.8 -9.95 -2.9 
Intech Biopharm Ltd 25.9 5.51 1.4 ASEC International Corp 20.9 -9.94 -2.3 
Abico NetCom Co Ltd 17.6 4.15 0.7 Chander Electronics Corp 32.2 -9.93 -3.6 
Apex International Financial 24.0 3.67 0.9 Gold Rain Enterprises Corp 37.7 -9.9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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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상하이종합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상하이종합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Guangdong Greenway Technolog 58.5 15.16 7.7 상하이 다툰 능원 17.9 -10.02 -2.0 
CareRay Digital Medical Tech 25.0 14.02 3.1 Jiangxi Hungpai New Material 31.0 -10.00 -3.4 
닝보 버드 3.8 10.12 0.4 Joinn Laboratories China Co 112.8 -10.00 -12.5 
바오성 과기창신 5.7 10.10 0.5 ZhongMan Petroleum and Natur 19.8 -9.98 -2.2 
룬엉 후이충 디지털 에너지 기 6.0 10.09 0.6 하얼빈 웨이디 전자 4.4 -9.92 -0.5 
화넝국제전력 7.0 10.08 0.6 징넝 공고 산시 매업 15.7 -9.72 -1.7 
허난 안차이 하이테크 7.1 10.05 0.7 광후이 능원 9.4 -9.48 -1.0 
파이스린 디지털 과기 7.5 10.04 0.7 산서 란화 과학기술 16.0 -8.86 -1.6 
푸젠 푸넝 14.0 10.04 1.3 연광능원집단 35.7 -8.59 -3.4 
Xiamen Solex High-Tech Indus 16.9 10.03 1.5 중국 중메이 능원 9.7 -8.21 -0.9 
Noblelift Intelligent Equipm 18.0 10.03 1.6 산서 루안 환보능원개발 14.3 -8.03 -1.3 

선전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선전성분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선전성분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Ginlong Technologies Co Ltd 181.2 20.00 30.2 Zhejiang Tianyu Pharmaceutic 31.2 -13.15 -4.7 
톈진 체이스 선 제약 6.7 13.11 0.8 산서 초매 능원 집단 12.7 -10.01 -1.4 
Keshun Waterproof Technologi 12.2 11.05 1.2 이치 제팡 집단 9.7 -8.90 -0.9 
셰신지청 과기 3.7 10.15 0.3 지중 능원 7.5 -7.71 -0.6 
다진 중공 38.0 10.01 3.5 헝이 석유화학 10.9 -7.00 -0.8 
Shenzhen Kedali Industry Co 173.3 10.00 15.8 Longshine Technology Group C 27.1 -6.55 -1.9 
아이플라이텍 42.5 9.99 3.9 WUS 인쇄 회로 쿤산 15.4 -6.32 -1.0 
쑤저우 둥산 정밀제조 21.5 9.99 2.0 네이멍구 뎬터우 능원 14.4 -6.15 -0.9 
장시 정방 과기 7.0 9.97 0.6 광저우 프렌드십 그룹 9.5 -5.37 -0.5 
Sinocare Inc 26.3 9.42 2.3 장쑤 궈타이 인터내셔널 그룹 11.3 -5.12 -0.6 
쒀페이야 홈 콜렉션 24.4 9.29 2.1 중국 전화 집단 과기 127.0 -4.94 -6.6 
주) 선전증시 상승/하락 주도주는 선전성분지수 기준 

홍콩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항생지수 가격 등락(%) 등락(HK$) 항생지수 가격 등락(%) 등락(HK$) 
Country Garden Services Hold 32.2 15.00 4.2 넷이즈 141.0 -6.68 -10.1 
중국 해외발전 23.7 8.97 2.0 페트로차이나 3.8 -4.52 -0.2 
비구이위안 공고 4.6 7.19 0.3 중국해양석유 10.1 -3.61 -0.4 
룽후 집단공고 33.8 5.96 1.9 JD닷컴 254.4 -2.60 -6.8 
신이 글래스 홀딩스 17.9 5.16 0.9 테크트로닉 인더스트리스 80.8 -2.59 -2.2 
Wharf Real Estate Investment 34.1 3.97 1.3 진사중국 14.6 -2.15 -0.3 
화룬 맥주 (공고) 51.3 3.85 1.9 중신 국제집성전로제조 17.8 -1.55 -0.3 
화룬토지 34.2 3.48 1.2 서니 옵티컬 테크놀로지 112.2 -1.49 -1.7 
Nongfu Spring Co Ltd 42.7 3.02 1.3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그룹 40.4 -0.98 -0.4 
비야디 301.2 2.80 8.2 차이나 유니콤 3.7 -0.82 0.0 
선저우 국제집단공고 92.7 2.60 2.4 차이나모바일 49.5 -0.7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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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하노이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하노이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Dong Nai Paint Corp 52,800 10.00 4,800 BGI Group JSC 9,000 -10.00 -1,000 
Haiha Confectionery JSC 94,000 9.94 8,500 Vien Lien JSC 16,200 -10.00 -1,800 
Petrolimex Information Techn 28,800 9.92 2,600 SCI JSC 9,000 -10.00 -1,000 
ALTA Co 24,000 9.59 2,100 Petrolimex Petrochemical JSC 22,500 -10.00 -2,500 
Ben Tre Construction Materia 15,400 8.45 1,200 Song Hong Aluminium JSC 5,400 -10.00 -600 
VKC Holdings Join Stock Co 3,900 8.33 300 Ninh Binh Phosphate Fertiliz 16,200 -10.00 -1,800 
Louis Land JSC 2,900 7.41 200 MST Investment JSC 9,000 -10.00 -1,000 
Lilama 7 JSC 4,500 7.14 300 Mediplantex National Pharmac 22,500 -10.00 -2,500 
VNECO 8 Electricity Construc 8,100 6.58 500 Licogi 14 JSC 109,400 -9.96 -12,100 
Hai Duong Pump Manufacturing 25,900 6.15 1,500 Son La Sugar JSC 107,100 -9.92 -11,800 
X20 JSC 9,100 5.81 500 Asia-Pacific Securities JSC 11,800 -9.92 -1,300 

호치민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호치민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호치민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꾸울롱 수산 26,400 6.88 1,700 듀엔하이 멀티 모달 트랜스포 9,300 -7.00 -700 
An Giang Import-Export Co 26,650 6.81 1,700 페트로베트남 드릴링 앤드 웰 18,600 -7.00 -1,400 
페트롤리멕스 인터내셔널 트레 7,300 5.95 410 HCD Investment Producing & T 7,440 -7.00 -560 
하시스코 11,600 5.45 600 하파코 그룹 6,510 -7.00 -490 
사이공 봉제 제조무역 23,300 3.56 800 리꼬기 16 9,170 -7.00 -690 
베트남 유제품 69,000 3.45 2,300 빈 즈엉 건설&토목 8,240 -7.00 -620 
아이멕스팜 제약 63,900 3.23 2,000 Thang Long Urban Development 5,450 -7.00 -410 
선하 인터내셔널 14,450 3.21 450 TDG Global Investment JSC 5,450 -7.00 -410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 인베 24,600 2.71 650 LDG Investment JSC 7,710 -7.00 -580 
사오따 식품 63,200 2.60 1,600 떤 따오 인베스트먼트 인더스 9,040 -7.00 -680 
시에우 타인 16,400 2.50 400 Fecon Mining JSC 4,520 -7.00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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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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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