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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Yuanta Research (대만) 
+886 2 8770 6078/ research@yuanta.com

번역: Yuanta Research (한국) 

재고 소진 압박으로 7월 대만 제조업 PMI 2012년 7월 
이래 가장 큰 하락폭 기록 

중화경제연구원은 8월 1일 7월 대만 제조업 PMI를 발표했다. 수요 감소와 누적된 재고 

소진 압박 확대로 7월 제조업 PMI는 53.6에서 47.8로 하락했으며 50 기준선을 하회하

면서 2012년 7월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고 소진이 이어지고 있다. 업체별로 재고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수요가 함께 하락하

면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업체 재고지수는 여전히 50을 상회(59.1에서 

57.9로 하락)하고 있다. 전방 수요 둔화로 고객재고는 7개월 연속 높은 수준(56.9에서 

59.9로 상승)을 보였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둘째, 수주 가시성이 크게 하락했다. 7월 신규수주는 47.4에서 36.6으로, 신규 수출수주는 

39.1에서 37.0으로 하락했다. 수주잔량지수는 42.9에서 39.2로 하락해 50 기준선을 크

게 밑돌았다. 향후 6개월 전망에 대한 업체 입장도 보수적으로 돌아섰으며 관련 지수는 

37.1에서 30.1로 하락했다.  

셋째, 7월 공급자 인도지수는 54.8에서 49.3으로 하락해 2019년 11월 이래 처음으로 

50을 하회했다.  

넷째, 7월 원재료 가격지수는 62.5에서 49.8로 하락했다. 

전세계 제조업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누적된 재고 압박이 큰 대만 제조업 PMI는 다른 나

라 대비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7월 대만 비제조업 PMI 상승 

중화경제연구원이 8월 1일 발표한 7월 대만 비제조업 PMI는 국내 코로나-19가 점차 통

제됨에 따라 49.7에서 56.7로 상승해 2개월 연속 수축 국면을 마감하고 확장세로 돌아섰

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숙박 및 요식(72.5), 교육 및 과학(60.3) 및 소매(61.7)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계의 확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국내 코로나-19가 통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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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주 가시성이 확대됐다. 7월 기업활동지수는 48.0에서 58.2로 확대됐으며 수주 가

시성과 관련이 있는 신규수주(46.3에서 57.7로 상승)와 수주잔량지수(41.6에서 50.4로 

상승)가 일제히 크게 상승했다.  

셋째, 7월 고용지수는 50.8에서 55.8로 확대됐다. 

넷째, 다만 경기 하방 압력으로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업체는 많지 않았다. 향후 6

개월간의 전망을 보여주는 지수는 4개월 연속 50을 하회했으며 41.5에서 43.7 상승에 그

쳤다. 이는 내수 회복이 국내 코로나-19 통제에 따른 일회성 효과가 비교적 크게 작용했으

며 장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가격지수는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서비

스업가격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71.0에서 70.2 하락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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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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SI 2377 TW BUY 116.00 185.00 -27.7 98,003 22/7/7 13.7 

★ 젠허싱터미널 3003 TW BUY 82.30 100.00 -10.3 12,810 22/7/7 14.6 

★ TXC 3042 TW BUY 86.70 140.00 -17.8 26,856 22/7/7 3.2 

★ 볼트로닉파워 6409 TW BUY 1430.00 1850.00 -7.4 124,733 22/7/7 0.4 

★ 성자전자 6732 TP BUY 280.50 250.00 -45.7 13,720 22/7/7 11.5 

★ 에이펙스인터내셔널 4927 TW BUY 57.70 136.00 -55.8 10,959 22/7/7 -10.3

★ 폭스세미콘 3413 TW BUY 191.00 280.00 -25.1 18,460 22/7/7 10.7

★ 중화항공 2610 TW BUY 21.55 34.00 -21.8 128,033 22/7/7 -5.5

★ TSMC 2330 TW BUY 492.00 540.00 -20.0 12,758,430 22/7/7 7.5

★ 포모사섬코 3532 TW BUY 167.00 310.00 -42.4 64,771 22/7/7 0.0

주: 1) 발간일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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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넝수력발전 600025 SH 
NOT 

RATED 
6.95 - 8.1 125,100 22/7/7 -4.4

중지쉬촹 300308 SZ BUY 32.40 40.50 -23.2 25,909 21/11/3 -6.3

중웨이신소재 300919 SZ 
NOT 

RATED 
126.49 - -16.4 77,117 22/6/8 7.1 

★ 천순풍력에너지 002531 SZ 
NOT 

RATED 
17.18 - -10.9 30,967 22/7/7 5.6 

★ 아이메이크기술개발 300896 SZ BUY 595.36 787.50 11.5 128,812 22/7/7 4.2 

국가 신규 종목명 종목코드 투자의견 
주가 

(HKD) 

목표주가 

(HKD) 

YTD 

(%) 

시가총액 

(HKD mn) 
추천일 

추천일 이후 

수익률 (%) 

홍콩 

★ 장성자동차 02333 HK BUY 12.70 18.00 -52.2 284,934 22/7/7 -15.4

영달자동차서비스홀딩스 03669 HK BUY 6.73 13.50 -31.2 13,246 22/5/10 6.4 

NONGFU SPRING 09633 HK BUY 45.60 53.50 -10.2 512,839 22/6/8 8.3 

NAYUKI 02150 HK BUY 5.52 8.00 -35.5 9,467 22/6/8 -14.3

★ 레지나 02199 HK BUY 4.85 6.50 -25.4 5,938 22/7/7 1.0 

국가 신규 종목명 종목코드 투자의견 
주가 

(VND) 

목표주가 

(VND) 

YTD 

(%) 

시가총액 

(VND mn) 
추천일 

추천일 이후 

수익률 (%) 

베트남 

번영은행 VPB VN BUY 28800.00  48820.00 -19.6  128,029,634 22/5/10 -12.8

사이공트엉띤은행 STB VN BUY 22500.00  28860.00 -28.6 42,417,354 22/6/8 15.5 

★ 사이공증권 SSI VN BUY 22500.00  28211.00 -28.6 42,417,354 22/7/7 21.5 

★ 호치민증권 HCM VN BUY 26650.00  31744.00 -41.4 12,184,698 22/7/7 13.9 

주: 1) 발간일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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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I (2377 TW) 
▶ 기존 세대 대비 Hopper는 플롭이 130% 높고, 성능이 개선되었으며, 메모리 대역도 확장되었고, 

내장 캐쉬용량도 큼. 게임용 GPU로 전세대 대비 50% 이상 성능이 개선됨. 

▶ 동사는 게임용 시장 비중이 높아 경쟁사 대비 실적 안정성이 높음. 2019/2020 불황기 게임 부문 

순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8%/16% 하락한 반면, 가격하락과 재고 조정속에 경쟁사 순이익은 

20% 이상 하락. 

▶ 2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NVIDIA의 GPU 신모델 출시가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게임용 제품의 비중이 70%인 동사에 미치는 영향은 경쟁사 

대비 적을 것으로 전망됨. 동사의 높은 배당수익률을 감안하여 동사에 대해 BUY를 유지. 

투자의견 BUY 

주가 (TWD) 116.00 

목표주가 (TWD) 185.00 

시가총액 (TWD mn) 98,003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3.7 

젠허싱터미널 (3003 TW) ▶ 공급망 차질로 인해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Q22 매출은 전분기 대비 불과 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제품믹스 개선과 가격인상으로 매출총이익률이 3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공급망이 일상을 회복하고 자동차 및 신규 인프라 부문의 성수기 도래로 2H22 매출/영업이익은 

1H22 대비 각각 18%/26% 증가 예상. 

▶ 자동차/EE 부문의 매출기여도 증가와 원가 압박 완화로 2022/2023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전년 대비 12%/18%로 예상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82.30 

목표주가 (TWD) 100.00 

시가총액 (TWD mn) 12,810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4.6 

TXC (3042 TW) 
▶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자동차 및 네트워크 부문 매출 비중 증가에 힘입어 2Q22F 매출총이익률이 

증가할 전망. 

▶ 3Q22에 아이폰14의 후방카메라 업그레이드와 안드로이드 진영의 반도체 스냅드래곤8+Gen1 

탑재로 휴대폰 수요가 추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3월 일본의 크리스탈 가격과 판매량이 모두 증가하며 최종수요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줌. 

투자의견 BUY 

주가 (TWD) 86.70 

목표주가 (TWD) 140.00 

시가총액 (TWD mn) 26,856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3.2 

볼트로닉파워 (6409 TW) 
▶ 2Q22 매출전망치를 NT$62.7억으로26% 상향하고, EPS 전망치를 NT$11.22로 23% 상향. 

전분기 대비 95%, 전년 대비 131% 증가 예상. 이는 중국의 봉쇄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지연된 주문이 재개되면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 

▶ 고마진 인버터 사업이 중남미와 유럽으로 확대되고 전력부족과 전세계적인 배전 이슈로 인해 매출 

비중이 증가. 

▶ 2022년 소재가격 인상 둔화 및 반도체 부품 공급부족 완화에 힘입어 매출총이익률 회복이 

예상됨. 코로나-19 완화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동사의 2022년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29%일 

것으로 예상됨(vs 기존 10~15%). 이는 전세계 주요 UPS 벤더의 아웃소싱 흐름이 지속된 반면 

동사의 온라인UPS 사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증가의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 

투자의견 BUY 

주가 (TWD) 1430.00 

목표주가 (TWD) 1850.00 

시가총액 (TWD mn) 124,733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0.4 

성자전자 (6732 TP) 
▶ 4월 매출은 전월 대비 12%, 전년 대비 20% 하락, 5월 매출은 최근 제한이 점차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송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6월에는 매출 증가 모멘텀의 회복이 

예상됨. 2Q22 매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8%, 매출총이익률은 전분기 수준, EPS는 NT$7.26로

전망. 동사는 후방카메라용 RGB+Flicker 센서를 출시, 2~3개 추가 중국 고객이 이 제품을 여러 

모델에 채용하면서 이 제품라인의 매출기여도가 2022년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작년에 발생한 생산능력 부족현상에 따라 전세계 MEMS 종합반도체회사의 관심이 고급사양 

센서로 이동한 가운데, 동사의 저전력 G-센서 출하량이 강한 성장세를 보임. 해당 제품라인의 

매출기여도가 기존 5% 에서 현재 10%로 증가. 2H22에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동사는 전년 대비 30~50%의 MEMS 센서 출하량 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있음. 

투자의견 BUY 

주가 (TWD) 280.50 

목표주가 (TWD) 250.00 

시가총액 (TWD mn) 13,720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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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추천종목 – 대만 
▶ Yuanta Securities Investment Consulting (대만) 제공

에이팩스인터내셔널 (4927 TW) 
▶ 미니 LED TV 백라이트 PCB와 자동차 PCB가 2022년 주요 성장동력 될 것임. 2021년 동사의 

미니 LED TV 백라이트 PCB 매출은 NT$35억이었으며 2022년 전년 대비 70% 증가한 

NT$60억 기록할 것으로 보임. 미니 LED 백라이트 PCB의 매출총이익률은 동사 평균보다 높은 

23~25%로 추정됨. 동사는 2017년 자동차 PCB 양산을 시작했고,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NT$18억, 2021년 39% 증가한 NT$25억을 기록함. 올해 자동차 PCB 매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NT$38억으로 전망됨. 

▶ 신규 HDI 설비 램프업이 2023년 시작되면서 제품믹스가 보다 개선될 것임. HDI 생산라인은 

대체로 프리미엄 TV PCB, 메모리 모듈, 자동차 PCB를 생산하며, 현재 경쟁업체들의 HDI 사업

매출총이익률은 25~30%로 동사 평균보다 높음. 

▶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NT$173.4억, 순이익 전년 대비 44% 증가한 

NT$19.8억, EPS NT$10.45로 전망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57.70 

목표주가 (TWD) 136.00 

시가총액 (TWD mn) 10,959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0.3 

폭스세미콘 (3413 TW) ▶ 중국 지역봉쇄가 4월/5월 매출에 20~25% 영향을 미치면서 2Q22 매출 전분기 대비 10% 감소, 

매출총이익률 1~2%p 감소, EPS 22% 급락한 NT$4.64로 전망됨. 

▶ 동사는 지난 2년간 PVD와 ALD 아웃소싱을 수주했으며, 이들의 1Q22 매출 비중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15%를 기록했고, 향후 추가적 상승세가 기대됨. 

▶ 동사의 AMAT 내 침투율이 증가하고, 주요 고객사인 AMAT와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동사의 4월 사모펀드를 통해 AMAT가 전략적 주주가 되면서 기술, 제품, 전반적 사업 발전에 

동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191.00 

목표주가 (TWD) 280.00 

시가총액 (TWD mn) 18,460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0.7 

중화항공 (2610 TW) 
▶ 5월 매출은 NT$123억으로 화물 사업 비중이 87%(전월 대비 -0.5%/전년 대비 +32%)였음. 

소폭의 화물가격 인상, 예상보다 더딘 상해 락다운 해제와 유가의 전분기 대비 24% 상승 여파로 

2Q22 매출/이익 추정치를 각각 5%/58% 하향 조정함. 

▶ 5월 여객 사업의 매출 비중은 6%를 기록함(전월 대비 -6%/전년 대비 +94%). 대만 

질병관제서가 9월 국내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동사는 항공운항을 증편함. 따라서 

향후 여객 사업 매출의 전월 대비 성장이 기대됨. 

▶ 유가 급등을 반영해 2022년/2023년 실적 추정치를 16%/22% 하향 조정함. 국제 여객 사업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장기 투자자들은 2Q22 밸류에이션이 실적 약세를 반영하면 매수할 

것이 권고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21.55 

목표주가 (TWD) 34.00 

시가총액 (TWD mn) 128,033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5.5 

TSMC (2330 TW) ▶ 동사는 주요 고객사들에게 현금흐름 확보와 오버부킹 리스크 축소를 위해 대금 지불 기간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함. 

▶ 경쟁업체와의 가격차와 생산비 상승을 반영해 프로세스 가격이 5~8% 인상될 것으로 보임. 

고급노드 비중 확대로 2023년 전체 ASP는 10~1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2022년/2023년 EPS를 각각 3.6%/11% 상향 조정한 NT$33.61/39.51로 제시하며,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NT$800 유지함. . 

투자의견 BUY 

주가 (TWD) 492.00 

목표주가 (TWD) 540.00 

시가총액 (TWD mn) 12,758,430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7.5 

포모사섬코 (3532 TW) 
▶ 8인치와 12인치 실리콘웨이퍼의 수요 공급 격차가 확대되면서 매출과 ASP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음. 

▶ 8인치/12인치 제품의 현물가격 상승과 LTA의 침투율 확대로 ASP가 2Q22/3Q22/4Q22 각각 

1/5/2% 증가할 것으로 보임. 

투자의견 BUY 

주가 (TWD) 167.00 

목표주가 (TWD) 310.00 

시가총액 (TWD mn) 64,771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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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추천종목 – 중국 

중국증시 추천종목 

화넝수력발전 (600025 SH) 
▶ 동사는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개발, 건설,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함. 연초부터 물 생산량이 

견조했으며, 1Q22 Langcang강 댐과 Xiaowan댐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각각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수력발전의 저장용량 또한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보임. 연간 강수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우기가 3Q22에 있어 수력발전 용량을 뒷받침할 것임.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전기가격의 상승, 전체 전기 거래 중 66.57%를 차지하는 도매시장 거래 비중으로 

종합전기요금산정에 따른 동사의 전기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021년 동사의 

종합전기요금산정(세금 포함)에 따른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RMB0.018/kwh 증가한 

RMB0.241/kwh였음. 3Q22 계절성과 전기공급 부족이 추가적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이에 주목하기를 바람. 

투자의견 NOT RATED 

주가 (RMB) 6.95 

목표주가 (RMB) - 

시가총액 (RMB mn) 125,100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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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목표주가 (RMB) 40.50 

시가총액 (RMB mn) 25,909 

추천일 21/11/3 

추천일 이후 수익률 (%) -6.3 

중웨이신소재 (300919 SZ) 

▶ 테슬라는 1Q22에 LG에너지솔루션의 NCMA 배터리를 채용하기 시작.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NCMA 배터리 양극물질 수요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함. 

투자의견 NOT RATED 

주가 (RMB) 126.49 

목표주가 (RMB) - 

시가총액 (RMB mn) 77,117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7.1 

천순풍력에너지 (002531 SZ) 
▶ 동사는 중국 내 우수한 육상 풍력 타워 제조업체임. 대규모 풍력 블레이드 트렌드, 풍력

블레이드와 세트 사업의 거래 증가를 봤을 때 전망이 밝다고 판단됨. 1Q22와 2Q22 풍력 

설치용량은 12.9GW였으며, 3Q22와 4Q22 35~45GW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동사의 풍력 

타워 설비 용량은 2021년 말 90만톤에 달했으며, 2022년부터 1Q23 신규 설치 용량이

90만톤에 달하면서 전체 규모가 풍력 타워 업계 중 가장 클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낙관적 

전망이 예상됨. 또한 최근 철강 가격의 하락세가 풍력 타워 수익성을 뒷받침할 것임. 

투자의견 NOT RATED 

주가 (RMB) 17.18 

목표주가 (RMB) - 

시가총액 (RMB mn) 30,967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5.6 

아이메이크기술개발 (300896 SZ) 
▶ 4월부터 5월까지 선전, 중국 동부, 베이징에 강력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6월에는 상해 봉쇄조치 완화 및 미용의학기업의 점진적 영업 재개로 전월 대비 약간의 

개선이 예상됨. 2Q22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기준 증가율은 50% 

이상을 유지할 전망. 동사 신제품인 CureWhite 이익이 전체 이익의 10%를 차지하며 

이익구조가 1Q22와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 주요제품인 Hearty는 매출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아 

향후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Redensity의 출하량은 빠르게 램프업되고 있어 현재 30~40%에

불과한 채널 커버율이 9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의 최악을 지나가고 있음. 

코로나-19로부터 크게 타격을 입었으나 소비회복력이 강한 의료미용 부문의 회복이 예상됨. 

따라서, 타사 대비 전망이 확실한 대표종목인 동사에 주목하기 바람. 

투자의견 BUY 

주가 (RMB) 595.36 

목표주가 (RMB) 787.50 

시가총액 (RMB mn) 128,812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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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추천종목 – 홍콩 

홍콩증시 추천종목 

장성자동차 (02333 HK) 
▶ 동사는 Wingle 5와 Tank 500을 제외하면(현재 판매량 거의 없음) 배기량 2.0L 미만의 PV를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최근 소형차 50% 구매세 인하의 주요 수혜주로 판단됨. 

▶ 동사 주가는 2022년 예상 P/E 13.3배 수준으로 2022/2023년 판매량 증가율이 각각 전년대비

15.7%/15.0%로 예상되고 2021~2024년 연평균 EPS 증가율은 24.5%로 예상됨을 감안할 때 

주가수준이 매력적. 

투자의견 BUY 

주가 (HKD) 12.70 

목표주가 (HKD) 18.00 

시가총액 (HKDmn) 284,934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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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배/3.7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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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 

목표주가 (HKD) 13.50 

시가총액 (HKDmn) 13,246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6.4 

레지나 (02199 HK) 
▶ FY2022년 실적은 기존 가이던스에 부합함. 매출 및 이익률 증가를 반영해 FY2023~FY2024년 

EPS 추정치를 1~4% 상향 조정함. 

▶ 현재 주가는 FY2023/FY2024F P/E의 8.6배/7.2배임. FY2023~2025년 EPS의 연평균 17.6% 

증가가 전망되며, 매출 증가와 이익률 확대가 FY2023년 EPS의 연평균 32% 증가를 견인할

것임. 

투자의견 BUY 

주가 (HKD) 4.85 

목표주가 (HKD) 6.50 

시가총액 (HKDmn) 5,938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0 

NONHFU SPRING (09633 HK)

▶ 도시간 여행 증가, 중국내 생수 소비 저조, 2022~2024년 코어 EBITDA 연평균 증가율이 

18%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가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됨. 

▶ 1H22 순이익은 전년 대비 4% 하락, 2022/2023년에는 전년대비 8%/23% 증가 예상

투자의견 BUY 

주가 (HKD) 45.60 

목표주가 (HKD) 53.50 

시가총액 (HKDmn) 512,839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8.3 

NAYUKI (02150 HK) 
▶ 6월 매출증가율이 -25%로 축소됐으며, 판매량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함. 동사가 

가성비가 좋은 제품과 Lite 시리즈를 출시함에 따라 ASP가 하락했고, 이로 인해 기존점신장률이 

감소함. 그러나 가이던스대로 매출총이익률은 유지된 것으로 보임. 

▶ 매출 증가, 눈에 띠는 비용 절감과 non-IFRS 순이익 달성 등 2025년 까지 투자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투자의견 BUY 

주가 (HKD) 5.52 

목표주가 (HKD) 8.00 

시가총액 (HKDmn) 9,467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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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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00.00 

목표주가 (VND) 48820.00 

시가총액 (VND mn) 128,029,634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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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00.00 

목표주가 (VND) 28860.00 

시가총액 (VND mn) 42,417,354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5.5 

사이공증권 (SSI VN) 
▶ 하반기 증시 모멘텀 회복의 수혜 예상수력 및 풍력에 주력하고 있어 탄소기반 업체들 대비 

우위를 가지고 있음. 

▶ 2Q22 실적은 낮은 기대치보다는 높을 전망

▶ 증자(추가)로 향후 신용거래 1위 지위를 유지할 전망 

투자의견 BUY 

주가 (VND) 22500.00 

목표주가 (VND) 28211.00 

시가총액 (VND mn) 42,417,354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21.5 

호치민증권 (HCM VN) 
▶ 하반기 증시 모멘텀 회복의 수혜 예상 

▶ 2Q22 실적은 낮은 기대치보다는 높을 전망

▶ 동사는 높은 기관 위탁업 점유율로 향후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전망 

투자의견 BUY 

주가 (VND) 26650.00 

목표주가 (VND) 31744.00 

시가총액 (VND mn) 12,184,698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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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증시 주요지표 

211230 220727 220728 220729 220801 220802 
  가권지수 18,218.84 14,921.59 14,891.90 15,000.07 14,981.69 14,747.23 
  등락폭 -29.4 114.8 -29.7 108.2 -18.4 -234.5 
  등락률 -0.2% 0.8% -0.2% 0.7% -0.1% -1.6% 
  시가총액 (십억 대만 달러) 55,904 46,172 46,081 46,416 46,359 45,637 
  이동평균 5일 18,134.9 14,910.4 14,901.2 14,911.3 14,920.4 14,908.5 

20일 17,864.3 14,541.3 14,544.6 14,577.4 14,615.6 14,635.5 
  이격도 5일 99.5 99.9 100.1 99.4 99.6 101.1 

20일 98.1 97.5 97.7 97.2 97.6 99.2 
  투자심리 (%, 10일) 90 70 6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4,140 2,602 2,944 3,224 2,760 3,211 

  거래대금 (십억 대만 달러) 255 178 210 213 170 200 

대만증시(GreTai) 주요지표 

211230 220727 220728 220729 220801 220802 
 GTSM 지수 237.55 182.07 181.66 183.58 182.75 179.30 
  등락폭 1.3 1.6 -0.4 1.9 -0.8 -3.5 
  등락률 0.5% 0.9% -0.2% 1.1% -0.5% -1.9% 
  시가총액 (십억 대만 달러) 5,777 4,460 4,451 4,498 4,478 4,393 
  이동평균 5일 235.2 182.5 182.1 182.1 182.1 181.9 

20일 231.2 176.3 176.3 176.9 177.5 177.8 
  이격도 5일 99.0 100.2 100.2 99.2 99.6 101.4 

20일 97.3 96.8 97.1 96.3 97.1 99.1 
  투자심리 (%, 10일) 80 60 50 50 40 40 
  거래량 (백만 주) 880 682 712 693 630 695 
  거래대금 (백만 대만 달러) 74 52 57 53 46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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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727 220728 220729 220801 220802 
  항셍지수 23,397.67 20,670.04 20,622.68 20,156.51 20,165.84 19,689.21 
  등락폭 285.7 -235.8 -47.4 -466.2 9.3 -476.6 
  등락률 1.2% -1.1% -0.2% -2.3% 0.1% -2.4% 
  시가총액 (십억 홍콩달러) 24,606 22,066 22,023 21,525 21,406 20,913 
  이동평균 5일 23,220.1 20,664.5 20,674.1 20,583.6 20,504.2 20,260.9 

20일 23,457.0 21,101.6 21,032.9 20,947.7 20,864.5 20,756.3 
  이격도 5일 99.2 100.0 100.2 102.1 101.7 102.9 

20일 100.3 102.1 102.0 103.9 103.5 105.4 
  투자심리 (%, 10일) 80 40 40 40 40 40 
  거래량 (백만 주) 676 1,730 1,965 2,182 1,971 2,291 
  거래대금 (십억 홍콩달러) 25 39 43 63 56 57 

상해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727 220728 220729 220801 220802 
  상해종합지수 3,639.78 3,275.76 3,282.58 3,253.24 3,259.96 3,186.27 
  등락폭 20.6 -1.7 6.8 -29.3 6.7 -73.7 
  등락률 0.6% -0.1% 0.2% -0.9% 0.2% -2.3% 
  시가총액 (십억 위안) 48,009 45,039 45,150 44,752 44,852 43,856 
  이동평균 5일 3,620.4 3,269.1 3,271.2 3,267.9 3,269.8 3,251.6 

20일 3,633.2 3,313.4 3,307.6 3,300.9 3,293.6 3,282.7 
  이격도 5일 99.5 99.8 99.7 100.5 100.3 102.0 

20일 99.8 101.1 100.8 101.5 101.0 103.0 
  투자심리 (%, 10일) 50 40 50 50 50 40 
  거래량 (백만 주) 30,444 23,557 27,402 29,385 27,928 37,619 
  거래대금 (십억 위안) 398 318 370 383 374 445 
  신용잔고 (십억 위안) 903 820 820 818 819 819 

선전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727 220728 220729 220801 220802 
  선전종합지수 2,530.14 2,194.54 2,203.24 2,181.25 2,202.49 2,138.17 
  등락폭 13.0 7.3 8.7 -22.0 21.2 -64.3 
  등락률 0.5% 0.3% 0.4% -1.0% 1.0% -2.9% 
  시가총액 (십억 위안) 39,623 35,034 35,182 34,876 35,227 34,210 
  이동평균 5일 2,510.1 2,185.3 2,187.2 2,186.3 2,193.8 2,183.9 

20일 2,520.0 2,198.6 2,197.5 2,195.6 2,193.5 2,188.7 
  이격도 5일 99.2 99.6 99.3 100.2 99.6 102.1 

20일 99.6 100.2 99.7 100.7 99.6 102.4 
  투자심리 (%, 10일) 70 60 6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46,868 44,386 50,487 48,546 45,477 59,642 
  거래대금 (십억 위안) 627 528 611 604 595 705 
  신용잔고 (십억 위안) 809 711 711 710 712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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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727 220728 220729 220801 220802 
  하노이지수 473.99 284.52 289.84 288.61 294.62 295.84 
  등락폭 12.3 1.6 5.3 -1.2 6.0 1.2 
  등락률 2.7% 0.6% 1.9% -0.4% 2.1% 0.4% 
  시가총액 (십억 동) 457,874 291,581 296,442 295,571 300,986 302,164 
  이동평균 5일 460.2 285.9 286.3 286.3 288.1 290.7 

20일 453.3 281.7 282.3 282.8 283.5 284.4 
  이격도 5일 97.1 100.5 98.8 99.2 97.8 98.3 

20일 95.6 99.0 97.4 98.0 96.2 96.1 
  투자심리 (%, 10일) 60 50 5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107 48 88 64 86 111 
  거래대금 (십억 동) 2,565 878 1,720 1,217 1,567 1,957 

호치민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727 220728 220729 220801 220802 
 호치민지수 1,498.28 1,191.04 1,208.12 1,206.33 1,231.35 1,241.62 

  등락폭 12.3 6.0 17.1 -1.8 25.0 10.3 
  등락률 0.8% 0.5% 1.4% -0.2% 2.1% 0.8% 
  시가총액 (십억 동) 5,838,114 4,732,529 4,800,404 4,793,139 4,892,491 4,933,971 
  이동평균 5일 1,490.7 1,191.6 1,193.5 1,195.8 1,204.4 1,215.7 

20일 1,472.5 1,181.7 1,182.2 1,182.6 1,184.3 1,187.4 
  이격도 5일 99.5 100.0 98.8 99.1 97.8 97.9 

20일 98.3 99.2 97.9 98.0 96.2 95.6 
  투자심리 (%, 10일) 70 50 50 50 60 60 
  거래량 (백만 주) 805 362 586 501 640 15,141 
  거래대금 (십억 동) 24,448 7,966 13,912 12,867 15,141 1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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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가권지수 가격 등락(%) 등락(TWD) 가권지수 가격 등락(%) 등락(TWD) 
Super Dragon Technology Co L 21.6 9.92 2.0 Paiho Shih Holdings Corp 28.5 -9.24 -2.9 
Taiwan Taffeta Fabric Co Ltd 14.4 9.92 1.3 We & Win Development Co Ltd 8.3 -8.60 -0.8 
쥐헝 기업 9.5 7.36 0.7 리룽 전자 공업 53.4 -7.45 -4.3 
어소시에이티드인더스트리스차 12.7 6.72 0.8 Bonny Worldwide Ltd 63.2 -7.33 -5.0 
Chung Fu Tex-International C 54.0 6.30 3.2 Hiyes International Co Ltd 79.8 -7.21 -6.2 
전화 전자 153.0 5.52 8.0 San Neng Group Holdings Co L 40.9 -7.05 -3.1 
China Steel Structure Co Ltd 59.9 3.99 2.3 Everspring Industry Co Ltd 13.9 -6.71 -1.0 
겅딩 기업 26.9 3.67 1.0 Favite Inc 26.1 -6.62 -1.9 
Golden Bridge Electech Inc 23.9 3.25 0.8 Leadtek Research Inc 33.0 -6.38 -2.3 
Crowell Development Corp 19.6 2.89 0.6 궈숴 과기공업 20.9 -6.29 -1.4 
HannsTouch Solution Inc 9.7 2.87 0.3 Space Shuttle Hi-Tech Co Ltd 14.4 -6.19 -0.9 

대만증시(GreTai)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GTSM 지수 가격 등락(%) 등락(TWD) GTSM 지수 가격 등락(%) 등락(TWD) 
징다 광전 39.6 10.00 3.6 Info-Tek Corp 58.0 -9.94 -6.4 
GoMax Electronics Inc 21.6 9.95 2.0 RDC Semiconductor Co Ltd 305.0 -9.90 -33.5 
Jiin Yeeh Ding Enterprise Co 31.5 9.95 2.9 Medigen Vaccine Biologics Co 188.0 -9.83 -20.5 
Pacific Image Electronics Co 17.8 9.91 1.6 IROC Co Ltd 25.5 -8.77 -2.5 
ATrack Technology Inc 20.7 9.84 1.9 환톈스퉁 과기 17.2 -8.02 -1.5 
Techcential International Lt 17.9 9.82 1.6 G&E Herbal Biotechnology Co 55.7 -7.93 -4.8 
Transtouch Technology Inc 19.1 9.80 1.7 Homenema Technology Incorpor 33.5 -7.33 -2.7 
Z-Com Inc 10.1 9.78 0.9 Taiwan Oasis Technology Co L 22.2 -7.32 -1.8 
Array Inc 10.4 9.59 0.9 Taiwan Kong King Co Ltd 120.0 -6.98 -9.0 
Acon Holding Inc 13.9 7.36 0.9 Ampak Technology Inc 115.0 -6.88 -8.5 
Chander Electronics Corp 36.0 7.30 2.5 쉬롼 전자과기 22.6 -6.4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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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상하이종합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상하이종합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Shenzhen Xinyichang Technolo 119.4 15.59 16.1 상하이 드래곤 6.3 -10.06 -0.7 
파이스린 디지털 과기 8.9 10.06 0.8 Qingdao Huijintong Power Equ 12.0 -10.01 -1.3 
산둥 진징 과학기술 9.9 10.06 0.9 Jiangxi Hungpai New Material 18.9 -10.00 -2.1 
Anhui Great Wall Military In 13.4 10.04 1.2 Tangshan Sunfar Silicon Indu 43.0 -9.82 -4.7 
후난 진젠 시리얼 산업 9.0 10.02 0.8 Shanghai ZJ Bio-Tech Co Ltd 45.4 -9.80 -4.9 
Allied Machinery Co Ltd 22.3 10.01 2.0 Hubei Zhenhua Chemical Co Lt 18.7 -9.36 -1.9 
상하이 퉁다 벤처 캐피털 23.3 10.01 2.1 Ningbo Techmation Co Ltd 9.1 -9.21 -0.9 
Shanghai Moons' Electric Co 40.8 10.01 3.7 커신 디벨롭먼트, 산시 9.1 -9.18 -0.9 
Ningbo Heli Technology Co Lt 48.5 10.00 4.4 Zhejiang Xinzhonggang Therma 9.9 -9.16 -1.0 
Suzhou Douson Drilling & Pro 33.2 10.00 3.0 상하이카이카이실업 9.4 -9.06 -0.9 
Jiangsu Riying Electronics C 24.8 10.00 2.3 장쑤 춘란 냉장장비 5.4 -9.05 -0.5 

선전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선전성분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선전성분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항톈 공업발전 13.8 10.03 1.3 Beijing Bei Mo Gao Ke Fricti 54.0 -9.99 -6.0 
장쑤 둥팡 성훙 22.0 10.00 2.0 Kidswant Children Products C 13.4 -9.59 -1.4 
항저우 그레이트 스타 산업 23.5 9.99 2.1 선전시 이야퉁 공응련 5.9 -8.68 -0.6 
톈산 려업 집단 8.7 8.98 0.7 지린 전력 6.6 -8.45 -0.6 
안후이구징주류 250.0 6.53 15.3 판강 그룹 강철 바나듐 티타늄 6.7 -8.39 -0.6 
Levima Advanced Materials Co 50.5 5.87 2.8 CNCC 화 위안 티타늄 다이옥사 9.0 -7.78 -0.8 
장쑤 요커 기술 55.1 5.58 2.9 톈진 광위 개발 11.9 -7.57 -1.0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 270.0 5.28 13.6 중차이 과기 26.4 -7.45 -2.1 
Wuhan Raycus Fiber Laser Tec 32.3 5.11 1.6 CSG 홀딩 6.2 -7.31 -0.5 
한스 레이저 기술 산업 그룹 35.5 5.03 1.7 Guangdong Shunkong Developme 19.9 -7.28 -1.6 
Chengdu RML Technology Co Lt 109.2 5.00 5.2 궈자 전투 집단 산융 공고 4.6 -7.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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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0.52 0.5 Country Garden Services Hold 14.5 -7.88 -1.2 
- - - - 신이 글래스 홀딩스 14.5 -6.92 -1.1 
- - - - 비구이위안 공고 2.7 -6.87 -0.2 
- - - - Haidilao International Holdi 15.1 -5.62 -0.9 
- - - - 룽후 집단공고 25.4 -4.88 -1.3 
- - - - 신이 광능 공고 12.6 -4.69 -0.6 
- - - - CSPC 제약그룹 8.0 -4.64 -0.4 
- - - - 샤오미 집단 11.6 -4.45 -0.5 
- - - - 항셍은행 124.5 -4.38 -5.7 
- - - - 진사중국 17.7 -4.33 -0.8 
- - - - 서니 옵티컬 테크놀로지 107.1 -4.2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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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하노이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하노이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Louis Land JSC 4,400 10.00 400 Vinacomin Coal Import & Expo 88,400 -9.98 -9,800 
Lilama 69.1 JSC 9,900 10.00 900 Visicons Construction and In 11,000 -9.84 -1,200 
Vinacontrol Group Corp 34,300 9.94 3,100 Viet Thai Electric Cable Cor 7,400 -8.64 -700 
Cotana Group JSC 66,500 9.92 6,000 Trang Corp JSC 7,100 -7.79 -600 
Thang Long Wine JSC 14,500 9.85 1,300 Hanoi Battery JSC 35,000 -7.41 -2,800 
Nha be Water Supply JSC 20,200 9.78 1,800 Educational Book JSC/Hanoi 9,300 -7.00 -700 
Central Area Electrical Mech 28,100 9.77 2,500 PC3 - Investment JSC 14,700 -6.37 -1,000 
VKC Holdings Join Stock Co 4,500 9.76 400 Vietnam Construction JSC No 15,000 -6.25 -1,000 
CMH Vietnam Group JSC 17,000 9.68 1,500 Lam Dong Pharmaceutical JSC 15,000 -6.25 -1,000 
Construction JSC No 9 10,300 9.57 900 Gypsum and Cement JSC 5,000 -5.66 -300 
IDICO Investment Consultant 17,200 9.55 1,500 Hai Phong Electricity Water 44,400 -3.90 -1,800 

호치민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호치민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호치민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An Duong Thao Dien Real Esta 5,810 7.00 380 An Giang Import-Export Co 27,000 -4.76 -1,350 
DRH 홀딩스 9,790 6.99 640 아이멕스팜 제약 64,000 -3.76 -2,500 
비날링크 국제화물배송 22,250 6.97 1,450 OPC 제약 26,500 -3.64 -1,000 
꾸옥 끄엉 자 라이 8,770 6.95 570 베트남 내셔널 시드 그룹 91,100 -3.50 -3,300 
Tien Bo Group JSC 4,930 6.94 320 Thai Nguyen International Ho 43,350 -3.34 -1,500 
Create Capital Vietnam JSC 7,420 6.92 480 담센 워터파크 54,400 -2.68 -1,500 
떤 따오 인베스트먼트 인더스 8,040 6.91 520 빈호안 80,000 -2.68 -2,200 
빈 즈엉 무역개발 16,250 6.91 1,050 쯔엉 즈엉 음료 19,000 -2.56 -500 
테크노-애그리컬처럴 서플라잉 7,600 6.89 490 Duc Giang Chemicals JSC 88,700 -2.53 -2,300 
FLC STONE Mining & Investmen 3,260 6.89 210 사이공 비엔 동 테크놀로지 12,500 -2.34 -300 
Sunstar Investment JSC 6,860 6.85 440 드라이셀 & 스토리지 배터리 35,700 -2.19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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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