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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간 시황

Yuanta Research 2 

Analyst Vincent Huang (대만) 
vincent.cw.huang@yuanta.com 

번역: Yuanta Research (한국) 

저궤도 위성 산업 

SpaceX가 저궤도 위성 부문의 빠른 성장세 견인

SpaceX 위성 발사 가속화가 대만 공급업체의 출하 확대 뒷받침: 2020년 

글로벌 위성 시장 규모는 US$2,710억에 달하는 반면 저궤도 위성 시장 규

모는 US$31.1억에 불과했다. 그러나 저궤도 위성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4%로 2026년 규모는 US$113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중 지상 기반 

장비 시장이 가장 큰 점유율(50%)을 차지하고 위성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

(44%)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총 3,341개의 위성을 발사하

고 40만 명의 가입자 수를 보유한 SpaceX 의 성장세가 다른 저궤도 위성 

업체 대비 뛰어나다. 한편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으로 2021년 

말~2022년에 발사된 위성 수는 기대치를 하회했으며 2021년 11월~2022

년 3월 발사된 위성 수는 490개에 불과했다. 나아가 이는 대만 공급업체 

출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SpaceX는 매년 2,000개 위성 발

사를 목표로 위성 발사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2년 4~8월 총 926

개에 달하는 위성을 발사해 관련 공급망의 출하 확대를 견인했다.  

위상배열 안테나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 위스트론니웹의 수혜 예

상: 저궤도 위성은 지상에서 200~2,000Km 떨어진 고도에서 운행된다. 예

를 들어 Starlink의 경우 지구 표면에서 340~550km 떨어진 고도에서 운

행되며 초당 이동 속도는 7.8km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90분이 소요된

다. 고속으로 운행되는 위성은 위성 신호 범위의 빠른 변화와 도플러 효과

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주요 저궤도 위성 업체는 회전이 느리고 신

뢰성이 떨어지는 기계식 샤프트 대신 제어 가능한 무선 빔을 통해 신호 수

신 방향 변경이 가능한 위상배열 안테나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테

나는 정지 상태에서도 고속으로 운행하는 저궤도 위성의 신호를 추적하고 

방향 변경 시 안정적으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위상배열 안테나는 배열 안테나로서 안테나마다 위상을 다르게 제어한 뒤 

조향각을 조절함으로써 빔 패턴 형성이 가능하다. 현재 위상배열 안테나 기

술을 보유한 대만 공급업체는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 위스트론니웹과 안

테나 공급업체 화위인더스트리얼(3419 TT, NR), AUDEN TECHNO 

CORP(3138 TT, NR)가 있다.  

주: 발간일 2022.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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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종목 

업종 종목명 
종목 
코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NT$) 

Networking 

위스트론니웹 6285 BUY 85.0 

MTI 2314 NR - 

사이버탄테크 3062 NR - 

알파네트웍스 3380 NR - 

유니버설마이크로웨이브 3491 NR - 

Antenna 

화위인더스트리얼 3419 NR - 

Auden Techno 3138 NR - 

Intellian 189300 KS NR - 

자료 Yuanta Investment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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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저궤도 위성 선두업체 SpaceX: Starlink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14.5만 명에서 5월 4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2022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

하고 2023년에는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입자 수 증가가 장

비 수요 확대를 견인함에 따라 SpaceX 의 저궤도 위성 라우터 주요 공급

업체인 위스트론니웹이 주요 수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위스트론니

웹 매출에서 저궤도 위성 관련 제품의 매출 비중은 2022년 3~4%에서 

2023년에는 9~1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게이트웨이 멀티플렉서

를 생산하는 유니버설마이크로웨이브(3491 TT, NR) 또한 SpaceX 위성 

발사 가속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위성 관련 매출 기여도는 2022년 

15%에서 2023년에는 2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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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간 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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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Calvin Wei (대만) 
calvin.wei@yuanta.com 

번역: Yuanta Research (한국) 

ADVANCED ENERGY SOLUTION HOLDI (6781 TT) 

고마진 UPS 배터리의 기여도 확대 추세 

3Q22 매출 증가세 이어지나, 4Q22는 비수기로 매출 감소 예상: 동사의 

7/8월 매출은 NT$13.4억/13.41억으로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갔다. 

3Q22 매출은 전기자전거 사업 성수기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1%, 전년 대

비 38% 증가한 NT$40.3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매출총이익률은 

36.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EPS 전망치는 NT$9.77(전분기 대비-1%, 

전년 대비+30%)로 제시한다. 4Q22는 전기자전거 사업의 비수기이자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인한 EU 수요 둔화로 매출은 전분기 대비 

5% 감소한 NT$38.1억으로 전망한다. 4Q22 EPS 전망치는 NT$8.89(전분

기 대비-9%, 전년 대비+18%)로 제시한다. 2022년 매출은 NT$154억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고 EPS 는 NT$37.22로 전년 대비 23.3% 증가해 

동종업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4년 고마진 UPS 배터리의 매출 기여도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 동사

는 데이터 센터에 출하되는 주요 두 BBU(UPS 리튬 배터리) 고객사를 보유

하고 있으며 2018년과 2019년 소량 출하를 시작했다. 두 곳의 BBU 고객

사 중 한 곳은 팬데믹 영향으로 출하 확대 시점이 4Q19에서 2H20로 연기

됐다. BBU 부문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2020/2021년 약 

2%/15%/23%에서 2022/2023년에는 26%/29%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

며 이는 해당 부문 매출 전년 대비 56%/25% 증가를 의미한다. 동사는 

2024년까지 BBU 부문 매출 기여도가 약 33%에 달할 것이라는 가이던스

를 제시했다. BBU 부문의 ASP 와 매출총이익률이 전기자전거 사업 대비 

높아 BBU 부문의 기여도 증가가 매출총이익률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

한다. 또한 2019년부터 전기차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성과가 결실을 맺어 

2024년부터 매출 기여가 개시됨에 따라 동사의 또다른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 발간일 2022. 09. 26 

본 자료는 유안타 대만/중국/홍콩/베트남 리서치센터 현지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한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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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믹스 개선이 이익 증가세 뒷받침: 2022년에는 재택근무 수요 약세에 

따른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에 따른 EU 와 미국의 전기자

전거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전기자전거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사는 대부분의 R&D 자원을 EU 및 미국 시장

에 할당하며 적극적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상승과 같은 부정적 요소로 인해 유럽 수요가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전기자전거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자전거와 UPS 리튬 배터리 사업의 꾸준한 성장을 고려할 때, 

2022/2023년 매출은 NT$154억/NT$176억으로 전년 대비 34%/14% 증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ASP 가 높은 UPS 리튬 배터리의 매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 2022/2023년 매출총이익률은 36.5%/36.5%로 높은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2/2023년 EPS 전망치는 전년 대비 24%/13% 증

가를 의미하는 NT$37.22/42.02로 제시하며 유럽측 수요 둔화를 반영해 

각각 1%/1% 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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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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켓테크인터내셔널 6196 TW BUY 115.00 160.00 -36.8 22,427 22/9/14 -9.8

TSEC 6443 TW BUY 37.85 45.00 -10.9 18,028 22/8/4 18.1 

★ 지텍 3005 TW BUY 41.65 58.00 -25.2 25,037 22/9/14 -11.4

★ 이잉크 8069 TP BUY 215.50 297.00 42.7 245,757 22/9/14 -11.1

★ 타이완시멘트 1101 TW BUY 35.85 49.00 -25.3 241,492 22/9/14 -9.6

★ 트러스발테크 6667 TP BUY 69.00 110.00 -28.1 3,090 22/9/14 -5.0

★ 로터스제약 1795 TW BUY 162.00 215.00 66.2 42,540 22/9/14 -4.7

서콤 5388 TW BUY 84.30 120.00 11.4 21,276 22/8/4 -6.0

★ 그레이프킹바이오 1707 TW BUY 136.00 178.00 -15.0 20,147 22/9/14 -4.9

★ 
ALLIED SUPREME 
CORP 

4770 TW BUY 355.50 422.00 22.4 28,085 22/9/14 -2.6

주: 1) 발간일 202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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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쑤은행 600919 SH 
NOT 

RATED 
7.36 - 34.3 108,705 22/9/14 -2.1

통위 600438 SH 
NOT 

RATED 
48.68 - 10.5 219,135 22/8/4 -3.3

★ 대복농 002385 SZ 
NOT 

RATED 
7.95 - -24.2 32,923 22/9/14 -7.6

천순풍력에너지 002531 SZ 
NOT 

RATED 
13.42 - -30.4 24,190 22/7/7 -17.5

국가 신규 종목명 종목코드 투자의견 
주가 

(HKD) 
목표주가 

(HKD) 
YTD 
(%) 

시가총액 
(HKD mn) 

추천일 
추천일 이후 
수익률 (%) 

홍콩 

NONGFU SPRING 09633 HK BUY 44.75 55.50 -11.9 503,279 22/6/8 6.3 

NAYUKI 02150 HK BUY 5.38 8.20 -37.1 9,227 22/6/8 -16.5

레지나 02199 HK BUY 4.74 6.50 -27.1 5,803 22/7/7 -1.3

국가 신규 종목명 종목코드 투자의견 
주가 

(VND) 
목표주가 

(VND) 
YTD 
(%) 

시가총액 
(VND mn) 

추천일 
추천일 이후 
수익률 (%) 

베트남 

번영은행 VPB VN BUY 27600.00  48820.00 -22.9  123523065.5 22/5/10 -17.1

사이공트엉띤은행 STB VN BUY 20500.00  28860.00 -34.9 38646922.2 22/6/8 -5.1

★ 배트남캐피탈증권 VCI VN BUY 30700.00  47656.00 -45.2 13369847.0 22/9/14 -16.6

★ VNDIRECT증권 VND VN BUY 17450.00  26539.00 -46.4 21250987.5 22/9/14 -12.8

주: 1) 발간일 202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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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테크인터내셔널 (6196 TW) ▶ TSMC관련 턴키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으로 2Q22 매출은 전분기 대비 22%,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기대치 상회함. 현재 동사의 주문잔고는 TSMC의 설비 확충에 힘입어 NT$600억 

수준임. 따라서 3Q22 매출이 전분기 대비 9% 증가하고, EPS가 NT$3.12일 것으로 

전망됨(전분기 대비 +24%). 

▶ SEMI는 올해 글로벌 선단 웨이퍼 장비 지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TSMC의

설비 구축 초기 단계에서 공장 엔지니어링 수요로 동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비 

및 자재 중개와 유지 사업에서도 기회를 포착할 것으로 보여 전망이 긍정적임. 

투자의견 BUY 

주가 (TWD) 115.00 

목표주가 (TWD) 160.00 

시가총액 (TWD mn) 22,427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9.8 

TSEC (6443 TW) ▶ 2Q22 EPS는 NT$0.03로 낮은 이자비용과 세제혜택으로 전망치를 상회. 영업비용 증가로 

핵심이익은 당사 전망치를 18% 하회. 

▶ 신규 M6 생산라인의 가동률 개선과 미국 고객사향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 3Q22F 매출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30%로 예상됨. EPS는 2Q22에 NT$0.03에서 3Q22에는 NT$0.37에 이를 전망. 

▶ 2H22에 대만에서 설치가 가속화되고 4Q22에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BUY 

유지. 목표주가 NT$45는 2023년 예상 EPS의 18배 수준. 

투자의견 BUY 

주가 (TWD) 37.85 

목표주가 (TWD) 45.00 

시가총액 (TWD mn) 18,028 

추천일 22/8/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8.1 

지텍 (3005 TW) 
▶ 2H22 미 정부의 인프라 및 국방 지출 증가가 러기드 컴퓨터 매출을 뒷받침할 것임. 또한 동사는 

클라우드통합 제품을 새롭게 출시해 경찰용 카메라 주문을 획득함. 러기드 컴퓨터의 매출 비중이 

1H22 44%에서 2H22 48%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러기드 컴퓨터의 마진이 높기 때문에 전체 

매출총이익률도 26.9%로 증가 전망됨. 

▶ 자동차 기계부품/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핵심 이익이 점진적으로 개선 중임. 

2022년/2023년 EPS가 각각 전년 대비 46% 감소/23% 증가하며 NT$3.91/4.82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2021년 설비/사무실 매각손익과 2022년 Panasonic에 지급한 특허 침해 

보상금으로 인한 손실을 제외한 2022년 핵심 이익은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41.65 

목표주가 (TWD) 58.00 

시가총액 (TWD mn) 25,037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1.4 

이잉크 (8069 TP) 
▶ 유통업체의 비용통제 노력이 장기간 IoT 자동화 수요로 이어지면서 전자가격표시기(ESL) 수요가 경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태임. 3Q22 영업이익 추정치를 7% 상향 조정한 NT$21.5억으로 

제시함(전분기 대비 +9%, 전년 대비 +308%). 

▶ 기존 신주 공장 2개의 생산 라인에 4개 라인이 추가되었으며 1Q/2Q22부터 기여가 시작됨. 자재 설비 

규모가 2021년 대비 2022년/2023년 각각 150%/200% 증가할 전망임. 동사는 2023년 신주의 새로운 

공장에 2개의 생산라인을 더 추가할 계획임. 또한 관인과 타오위엔에 신규 설비 구축을 위해 NT$33.05억을 

투자하고, 양저우 공장 옆에 새로운 설비 구축을 위해 RMB3.25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 신규 설비들에 후방 자재 생산 공간이 생기면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임. 2023년/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34%/56% 증가하고, 자체 생산 자재의 비중이 늘면서 매출총이익률이 2022년의 47.3%보다 높은 

48.6%/50.6%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2023년/2024년 EPS 추정치는 전년 대비 46%/51% 증가한 

NT$10.23/15.40로 제시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215.50 

목표주가 (TWD) 297.00 

시가총액 (TWD mn) 245,757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1.1 

타이완시멘트 (1101 TW) 
▶ 시멘트 사업 전망이 여전히 좋지 않지만 계절성과 중국 내 특수채 발행에 힘입어 시멘트 ASP가 

4Q22 저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됨. 

▶ 2023년 점진적인 설비 확충과 자재 가격 상승 및 수요 강세에 따른 ASP 상승으로 배터리 사업이 

2023년/2024년 매출에 NT$125억/167억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에너지 저장 사업의 이익 기여도가 제한적이지만 향후 성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35.85 

목표주가 (TWD) 49.00 

시가총액 (TWD mn) 241,492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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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추천종목 – 대만 
▶ Yuanta Securities Investment Consulting (대만) 제공

트러스발테크 (6667 TP) ▶ 전세계 주요 파운드리 확장에 힘입은 역대급 수주잔고로 턴키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 

4월/5월 매출은 예상을 상회. 

▶ 동사가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주문을 우선시하고 원자재를 적절히 분배한다는 점에서 

2022/2023년 매출총이익률은 20~25%를 유지할 전망(vs 2021년: 17-23%). 

▶ 동사의 폐수 재활용 및 처리설비가 최근 정부 인증을 받은 후 2H22에 램프업될 예정. 또한, 

동사의 기능성수자원설비가 인증을 받고 2023년 램프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투자의견 BUY 

주가 (TWD) 69.00 

목표주가 (TWD) 110.00 

시가총액 (TWD mn) 3,090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5.0 

로터스제약 (1795 TW) ▶ 동사는 2022년 매출이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기존 가이던스의 상단). 2022년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는 50% 이상으로 유지. 

▶ 아태지역내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이 강한 증가세를 보이며 비마약성진통제 

매출 하락의 영향을 감소시켜줄 것으로 예상됨. 

▶ 3Q22에 미국에서 출시될 혈액암 치료제가 2022/2023/2024/2025년 EPS에 각각

NT$ 4.6/9.1/13.7/18.5 기여하며 견조한 중장기 성장전망을 지지해 줄 것으로 전망.

투자의견 BUY 

주가 (TWD) 162.00 

목표주가 (TWD) 215.00 

시가총액 (TWD mn) 42,540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4.7 

서콤 (5388 TW) ▶ Wi-Fi 6E와 OTT STB 신제품이 점차 매출에 기여하기 시작하면서3Q~4Q22 매출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고 EPS가 각각 8%/25% 증가할 전망. 

▶ 매출규모가 확대, IC 공급의 점진적 개선, 가동률 상승으로 2H22에 매출총이익률이 13%에 이를 

전망. 

▶ 유럽의 광섬유 침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 영국과 독일 정부가 기가비트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북미통신사업자도 DOCSIS 3.1 스펙을 업그레이드. 2022/2023년 매출 증가율 

각각 33%/14%, EPS는 87%/20% 증가 전망

투자의견 BUY 

주가 (TWD) 84.30 

목표주가 (TWD) 120.00 

시가총액 (TWD mn) 21,276 

추천일 22/8/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6.0 

그레이프킹바이오 (1707 TW) 
▶ 대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2Q22 면역력 강화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증가. 동사의 2Q22 

매출증가율은 전년 대비8.7%. 

▶ 상해 락다운 해제, 그레이프킹타이완과 프로파트너의 신제품 출시 및 코로나 이후 프로파트너 

신규모집의 수혜로 2H22~2023년에 순이익 증가가 가속화될 전망. 

투자의견 BUY 

주가 (TWD) 136.00 

목표주가 (TWD) 178.00 

시가총액 (TWD mn) 20,147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4.9 

ALLIED SUPREM CORP (4770 TW) 
▶ 7월 말 기준 수주잔고 NT$72억으로, 신규설비 가동시 생산물량 충분. 실적 점진적 증가 예상. 

▶ 최근 반도체 관련 부정적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플루오로 폴리머 장비 수요 강세. 전세계적

채용으로 2023년 미국 매출 기여도 30%로 예상됨. 

▶ 2022/2023년 EPS 전망치를 1%/3% 상향. 목표주가 NT$422는 2H22~1H23 예상 EPS의

18배 수준. 

투자의견 BUY 

주가 (TWD) 355.50 

목표주가 (TWD) 422.00 

시가총액 (TWD mn) 28,085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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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추천종목 – 중국 

중국증시 추천종목 

장쑤은행 (600919 SH) 
▶ 1) 장쑤은행의 1H22 영업수익은 RMB351억(전년대비 +14%), 지배주주귀속순이익은

RMB134억(전년대비 +31%)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영업의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줌. 

▶ 2) NPL 비율은 0.98%로 0.1%p 하락. 요주의 여신 비중이 2022년 초부터 3bp 낮은 1.31%로

하락

투자의견 NOT RATED 

주가 (RMB) 7.36 

목표주가 (RMB) - 

시가총액 (RMB mn) 108,705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2.1 

퉁위 (600438 SH) 
▶ 2Q22 실리콘 소재 매출이 6만톤에 달했고, 실리콘 소재 출하량은 5만톤을 기록함. 실리콘 

소재의 순이익은 톤당 RMB13~14만의 높은 수준에 유지될 것으로 보임. 2021년 말 기준 동사의 

전체 다결정 실리콘 설비용량은 18만톤에 달함. 설비용량이 5만톤인 Baotou프로젝트 2단계의 

생산이 7월 초 시작됨. 12만톤 규모의 Leshan 프로젝트 3단계는 3Q23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2026년까지 설비규모의 80만~100만톤 달성을 계획하고 있음. 

▶ 2Q22 태양전지 매출은 11GW 이상을 기록했고, 수익성(전지 W당)은 RMB0.03/W를 기록해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보여줌. 2021년말 기준 동사의 전체 태양전지 설비규모는 45GW였으며,

1GW HJT+1GW TOPCon의 양산에 성공했고, 2022년 말까지 총 설비 규모가 70GW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동사는 2026년까지 설비를 130~150GW 로 증설할 계획임. 태양전지의 놀라운 

수익성 개선이 주목할 만함. 

투자의견 NOT RATED 

주가 (RMB) 48.68 

목표주가 (RMB) - 

시가총액 (RMB mn) 219,135 

추천일 22/8/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3.3 

대복농 (002385 SZ) 
▶ 돼지고기 상승사이클이 다가옴에 따라 동사는 점진적으로 사육두수를 확대할 계획임. 향후 2년 내 

출하두수 규모가 2022년 목표치인 320만마리에서 최대치인 900만마리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적을 뒷받침할 것임. 또한 형질전환 종자의 상업화가 이르면 2023년 시작될 

전망이며, 상업화 이후 형질전환 옥수수와 대두 시장 규모가 RMB104억 이상에 달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중국 내 형질전환 종자 R&D의 선두업체 중 하나인 동사가 형질전환 종자 

상업화로 가장 먼저 점유율을 차지하고, 사업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임 

투자의견 NOT RATED 

주가 (RMB) 7.95 

목표주가 (RMB) - 

시가총액 (RMB mn) 32,923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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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2 

목표주가 (RMB) - 

시가총액 (RMB mn) 24,190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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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추천종목 – 홍콩 

홍콩증시 추천종목 

레지나 (02199 HK) 
▶ 유니클로의 양호한 실적을 감안할 때 레지나는 견조한 주문흐름이 예상됨. 베트남 생산비중 

증가로 구조개선 전망. 

▶ 동사 주가는 FY2023/2024년 예상 P/E 8.5배/7.1배 수준. 2023~2025년 EPS는 연평균

17.6% 증가할 전망. 매출 증가와 이익률 확대에 힘입어 FY2023년 EPS가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투자의견 BUY 

주가 (HKD) 4.74 

목표주가 (HKD) 6.50 

시가총액 (HKDmn) 5,803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3 

NONHFU SPRING (09633 HK)
▶ 경영진은 2H22 매출 성장률 전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2022~2024년 차(tea)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이 2019~2021년의 15%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또한 올해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를

56~57%로 상향 조정함. 

▶ 2H22/2023F 비-IFRS EPS가 각각 전년 대비 8%/12% 상승할 전망. 

투자의견 BUY 

주가 (HKD) 44.75 

목표주가 (HKD) 55.50 

시가총액 (HKDmn) 503,279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6.3 

NAYUKI (02150 HK) 
▶ 동사의 동일점 판매 증가율은 6월/7월의 -30%/-25%에서 8월에는 -5%로 회복됨(주문량 전년

대비 +35%). 2021년 7월에 비교해도 2022년 8월 주문량은 전년대비 5~10% 증가(8월

베이스가 비정상적으로 낮음). 

▶ 2H22/2023F 비-IFRS 순이익은 각각 –RMB2800만/+RMB1.51억으로 예상됨 

투자의견 BUY 

주가 (HKD) 5.38 

목표주가 (HKD) 8.20 

시가총액 (HKDmn) 9,227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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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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523,065 

추천일 22/5/10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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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배는 과도한 저평가라고 판단됨. 

투자의견 BUY 

주가 (VND) 20500.00 

목표주가 (VND) 28860.00 

시가총액 (VND mn) 38,646,922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5.1 

베트남캐피탈증권 (VCI VN) 
▶ 하반기 증시 모멘텀 회복의 수혜 예상 

▶ 3Q22 실적은 낮은 기대치보다는 높을 전망. 

▶ ROE와 IB사업에 초점이 맞춰지며 추가 상승 전망됨. 

투자의견 BUY 

주가 (VND) 30700.00 

목표주가 (VND) 47656.00 

시가총액 (VND mn) 13,369,847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6.6 

VNDIRECT증권 (VND VN) 
▶ 하반기 증시 모멘텀 회복의 수혜 예상. 

▶ 3Q22 실적은 낮은 기대치보다는 높을 전망

▶ 동사는 높은 리테일 위탁업 점유율로 향후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전망. 

투자의견 BUY 

주가 (VND) 17450.00 

목표주가 (VND) 26539.00 

시가총액 (VND mn) 21,250,988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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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대만증시 주요지표 

211230 220920 220921 220922 220923 220926 
  가권지수 18,218.84 14,549.30 14,424.52 14,284.63 14,118.38 13,778.19 
  등락폭 -29.4 123.6 -124.8 -139.9 -166.3 -340.2 
  등락률 -0.2% 0.9% -0.9% -1.0% -1.2% -2.4% 
  시가총액 (십억 대만 달러) 55,904 45,253 44,866 44,439 43,916 42,854 
  이동평균 5일 18,134.9 14,573.0 14,526.3 14,449.2 14,360.5 14,231.0 

20일 17,864.3 14,799.6 14,766.1 14,726.8 14,672.7 14,597.7 
  이격도 5일 99.5 100.2 100.7 101.2 101.7 103.3 

20일 98.1 101.7 102.4 103.1 103.9 105.9 
  투자심리 (%, 10일) 90 60 50 50 40 30 
  거래량 (백만 주) 4,140 2,467 2,757 3,167 2,622 3,192 
  거래대금 (십억 대만 달러) 255 160 168 196 188 200 

대만증시(GreTai) 주요지표 

211230 220920 220921 220922 220923 220926 
 GTSM 지수 237.55 190.04 188.31 188.76 184.74 176.87 
  등락폭 1.3 1.2 -1.7 0.5 -4.0 -7.9 
  등락률 0.5% 0.6% -0.9% 0.2% -2.1% -4.3% 
  시가총액 (십억 대만 달러) 5,777 4,670 4,626 4,637 4,538 4,343 
  이동평균 5일 235.2 191.9 190.5 189.5 188.1 185.7 

20일 231.2 194.3 194.0 193.7 193.1 192.0 
  이격도 5일 99.0 101.0 101.2 100.4 101.8 105.0 

20일 97.3 102.2 103.0 102.6 104.5 108.5 
  투자심리 (%, 10일) 80 40 40 50 40 30 
  거래량 (백만 주) 880 540 606 675 797 764 
  거래대금 (백만 대만 달러) 74 41 44 56 6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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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중국 / 홍콩 / 베트남 시장 지표 

홍콩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920 220921 220922 220923 220926 
  항셍지수 23,397.67 18,781.42 18,444.62 18,147.95 17,933.27 17,855.14 
  등락폭 285.7 215.5 -336.8 -296.7 -214.7 -78.1 
  등락률 1.2% 1.2% -1.8% -1.6% -1.2% -0.4% 
  시가총액 (십억 홍콩달러) 24,606 20,781 20,400 20,114 19,854 19,839 
  이동평균 5일 23,220.1 18,777.3 18,696.8 18,540.3 18,374.7 18,232.5 

20일 23,457.0 19,339.5 19,286.5 19,230.5 19,128.8 19,013.0 
  이격도 5일 99.2 100.0 101.4 102.2 102.5 102.1 

20일 100.3 103.0 104.6 106.0 106.7 106.5 
  투자심리 (%, 10일) 80 30 30 30 30 20 
  거래량 (백만 주) 676 1,478 1,629 1,729 1,777 2,557 
  거래대금 (십억 홍콩달러) 25 34 36 39 37 53 

상해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920 220921 220922 220923 220926 
  상해종합지수 3,639.78 3,122.41 3,117.18 3,108.91 3,088.37 3,051.23 
  등락폭 20.6 6.8 -5.2 -8.3 -20.5 -37.1 
  등락률 0.6% 0.2% -0.2% -0.3% -0.7% -1.2% 
  시가총액 (십억 위안) 48,009 43,800 43,727 43,611 43,330 42,810 
  이동평균 5일 3,620.4 3,160.4 3,136.3 3,118.1 3,110.5 3,097.6 

20일 3,633.2 3,213.4 3,205.5 3,200.2 3,192.3 3,183.0 
  이격도 5일 99.5 101.2 100.6 100.3 100.7 101.5 

20일 99.8 102.9 102.8 102.9 103.4 104.3 
  투자심리 (%, 10일) 50 50 40 30 30 20 
  거래량 (백만 주) 30,444 21,082 22,199 21,152 23,190 24,771 
  거래대금 (십억 위안) 398 252 253 252 266 274 
  신용잔고 (십억 위안) 903 792 792 791 787 787 

선전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920 220921 220922 220923 220926 
  선전종합지수 2,530.14 2,011.66 2,004.31 1,991.85 1,963.69 1,949.00 
  등락폭 13.0 21.3 -7.3 -12.5 -28.2 -14.7 
  등락률 0.5% 1.1% -0.4% -0.6% -1.4% -0.7% 
  시가총액 (십억 위안) 39,623 32,539 32,428 32,234 31,780 31,542 
  이동평균 5일 2,510.1 2,032.1 2,012.7 2,000.8 1,992.4 1,984.1 

20일 2,520.0 2,103.7 2,092.5 2,084.1 2,074.5 2,064.7 
  이격도 5일 99.2 101.0 100.4 100.4 101.5 101.8 

20일 99.6 104.6 104.4 104.6 105.6 105.9 
  투자심리 (%, 10일) 70 50 40 30 30 20 
  거래량 (백만 주) 46,868 32,049 33,391 32,163 34,093 32,703 
  거래대금 (십억 위안) 627 382 366 369 383 374 
  신용잔고 (십억 위안) 809 693 694 693 690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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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중국 / 홍콩 / 베트남 시장 지표 

하노이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920 220921 220922 220923 220926 
  하노이지수 473.99 266.91 265.09 265.64 264.44 255.68 
  등락폭 12.3 2.7 -1.8 0.6 -1.2 -8.8 
  등락률 2.7% 1.0% -0.7% 0.2% -0.5% -3.3% 
  시가총액 (십억 동) 457,874 278,874 277,773 278,508 277,879 268,538 
  이동평균 5일 460.2 272.6 269.8 267.0 265.3 263.6 

20일 453.3 287.1 285.7 284.0 282.1 279.8 
  이격도 5일 97.1 102.1 101.8 100.5 100.3 103.1 

20일 95.6 107.6 107.8 106.9 106.7 109.4 
  투자심리 (%, 10일) 60 30 30 40 30 30 
  거래량 (백만 주) 107 58 46 61 60 87 
  거래대금 (십억 동) 2,565 1,104 781 1,091 1,083 1,682 

호치민증시 주요지표 

211231 220920 220921 220922 220923 220926 
  호치민지수 1,498.28 1,218.93 1,210.55 1,214.70 1,203.28 1,174.35 
  등락폭 12.3 13.5 -8.4 4.2 -11.4 -28.9 
  등락률 0.8% 1.1% -0.7% 0.3% -0.9% -2.4% 
  시가총액 (십억 동) 5,838,114 4,846,410 4,813,058 4,829,558 4,783,553 4,668,479 
  이동평균 5일 1,490.7 1,229.0 1,222.9 1,216.7 1,210.6 1,204.4 

20일 1,472.5 1,256.7 1,254.2 1,251.4 1,247.7 1,242.0 
  이격도 5일 99.5 100.8 101.0 100.2 100.6 102.6 

20일 98.3 103.1 103.6 103.0 103.7 105.8 
  투자심리 (%, 10일) 70 40 40 50 40 30 
  거래량 (백만 주) 805 387 305 791 416 9,882 
  거래대금 (십억 동) 24,448 9,402 7,484 10,126 9,882 1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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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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xe Green Energy Technology 20.5 6.22 1.2 타이화 국제 투자공고 63.9 -10.00 -7.1 
Yuen Jen Enterprises Co Ltd 22.4 3.71 0.8 Leadtrend Technology Corp 50.6 -9.96 -5.6 
프레지던트 체인 스토어 277.5 2.02 5.5 웨이성 전자 79.8 -9.93 -8.8 
Elitegroup Computer Systems 24.9 1.63 0.4 Luo Lih-Fen Holding Co Ltd 63.8 -9.89 -7.0 
상웨이 투자공고 100.5 1.41 1.4 All Cosmos Bio-Tech Holding 59.9 -9.79 -6.5 
청화 텔레콤 116.5 1.30 1.5 타이야 반도체 32.5 -9.72 -3.5 
NAN Yang Dyeing & Finishing 40.7 1.24 0.5 Thunder Tiger Corp 20.7 -9.61 -2.2 
Long Bon International Co Lt 16.8 1.20 0.2 TZE Shin International Co Lt 13.7 -9.60 -1.5 
파이스톤 텔레커뮤니케이션스 71.0 1.00 0.7 Leadtek Research Inc 25.7 -9.51 -2.7 
Yusin Holding Corp 108.0 0.93 1.0 E-Lead Electronic Co Ltd 78.3 -9.16 -7.9 
위안슝 건설 57.8 0.87 0.5 Fortune Information Systems 15.9 -9.14 -1.6 

대만증시(GreTai)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GTSM 지수 가격 등락(%) 등락(TWD) GTSM 지수 가격 등락(%) 등락(TWD) 
Sunvic Technology Co Ltd 12.8 9.91 1.2 Est Global Apparel Co Ltd 18.9 -10.00 -2.1 
Landis Taipei Hotel Co Ltd/T 20.6 9.87 1.9 Foresee Pharmaceuticals Co L 85.5 -10.00 -9.5 
Unitel High Technology Corp 6.8 9.85 0.6 Grand Process Technology Cor 216.0 -10.00 -24.0 
Daito Me Holdings Co Ltd 22.7 6.59 1.4 MacroWell OMG Digital Entert 71.2 -9.99 -7.9 
Orient Europharma Co Ltd 40.2 6.22 2.4 허징 과기 40.2 -9.98 -4.5 
G&E Herbal Biotechnology Co 65.5 5.65 3.5 뎬징 과기 20.4 -9.97 -2.3 
포야 인터내셔널 436.0 5.57 23.0 Ultra Chip Inc 91.4 -9.95 -10.1 
Inalways Corp 18.8 5.04 0.9 Z-Com Inc 9.1 -9.95 -1.0 
Analog Integrations Corp 101.0 4.88 4.7 중화 정측과기 394.5 -9.93 -43.5 
Baotek Industrial Materials 26.1 3.57 0.9 Radiant Innovation Inc 24.5 -9.93 -2.7 
성이 개발 28.0 3.51 0.9 바이옌 생화과기 47.7 -9.9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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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상하이종합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상하이종합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WindSun Science & Technology 43.3 20.01 7.2 Bomesc Offshore Engineering 13.5 -10.01 -1.5 
Hainan Jinpan Smart Technolo 32.6 10.40 3.1 Xuelong Group Co Ltd 24.0 -10.01 -2.7 
Guizhou Broadcasting & TV In 11.7 10.05 1.1 네이멍구 이타이 매탄 1.5 -10.00 -0.2 
상하이 후이퉁 에너지자원 10.1 10.04 0.9 구이저우 중이다 14.2 -9.99 -1.6 
Zhejiang Tuna Environmental 14.4 10.04 1.3 구이저우 중이다 0.5 -9.98 -0.1 
Solareast Holdings Co Ltd 9.3 10.01 0.9 Beijing Changjiu Logistics C 9.6 -9.97 -1.1 
Ningbo Deye Technology Co Lt 453.2 10.00 41.2 상하이물자무역 0.4 -9.93 0.0 
창페이 광섬광람 45.2 10.00 4.1 SVA 전자 0.4 -9.87 0.0 
Zhejiang Dayuan Pumps Indust 28.2 10.00 2.6 산서 궈신 에너지 0.5 -9.86 -0.1 
Hainan Haiqi Transportation 28.6 9.99 2.6 상하이링윈실업 0.6 -9.76 -0.1 
Shanghai Huafon Aluminium Co 18.1 9.99 1.6 구이저우 와이어 로프 22.3 -9.72 -2.4 

선전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선전성분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선전성분지수 가격 등락(%) 등락(RMB) 
광둥 젠랑우진 제품 91.4 10.00 8.3 Beijing Tongtech Co Ltd 19.5 -7.19 -1.5 
Shenzhen Kedali Industry Co 110.7 10.00 10.1 궈청 광업 18.5 -7.13 -1.4 
저장 싼화 28.0 7.37 1.9 에스티오 익스프레스 12.6 -6.39 -0.9 
Ginlong Technologies Co Ltd 248.8 7.30 16.9 산둥 후몬 제련 9.3 -5.89 -0.6 
선그로우 파워 서플라이 120.0 6.26 7.1 윈난 석업 12.5 -5.61 -0.7 
Imeik Technology Development 483.2 5.97 27.2 중톈 금융집단 1.5 -5.52 -0.1 
Shenzhen Megmeet Electrical 30.6 5.64 1.6 지중 능원 6.8 -5.42 -0.4 
Huizhou Desay Sv Automotive 147.8 5.55 7.8 허강 2.3 -5.37 -0.1 
저장 웨이싱 신건축자재 19.7 5.30 1.0 Hangzhou Dptech Technologies 12.3 -5.23 -0.7 
Yunnan Botanee Bio-Technolog 171.3 5.14 8.4 산둥 덩하이 종자 19.2 -5.09 -1.0 
차차식품 46.2 4.91 2.2 윈난 여업 9.2 -5.07 -0.5 
주) 선전증시 상승/하락 주도주는 선전성분지수 기준 

홍콩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항생지수 가격 등락(%) 등락(HK$) 항생지수 가격 등락(%) 등락(HK$) 
진사중국 20.4 15.65 2.8 청콩실업집단 48.2 -8.63 -4.6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그룹 47.1 7.18 3.2 HSBC 홀딩스 42.3 -7.55 -3.5 
Haidilao International Holdi 15.5 6.29 0.9 CITIC 7.3 -7.10 -0.6 
Meituan 167.5 4.49 7.2 차이나 훙차오 그룹 6.7 -6.66 -0.5 
야오밍 생물기술 48.0 3.34 1.6 CK 허치슨 홀딩스 44.4 -5.83 -2.8 
ANTA 스포츠 프로덕츠 89.0 3.07 2.7 중국해양석유 9.7 -5.58 -0.6 
알리바바 건강 정보 기술 3.8 3.01 0.1 신스제 발전 23.7 -5.20 -1.3 
텐센트 홀딩스 283.2 2.98 8.2 OOIL 132.7 -5.15 -7.2 
JD닷컴 210.0 2.44 5.0 페트로차이나 3.3 -4.94 -0.2 
화룬 맥주 (공고) 53.8 2.38 1.3 헨더슨 랜드 디벨롭먼트 23.2 -3.54 -0.9 
샤오미 집단 9.7 2.22 0.2 중국석유화공 3.4 -3.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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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하노이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하노이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Tan Phu Vietnam JSC 11,200 9.80 1,000 Licogi 14 JSC 78,300 -10.00 -8,700 
CONSTREXIM No 8 Investment & 6,100 8.93 500 Halong Canned Food JSC 53,500 -9.93 -5,900 
Hai Minh Corp 13,900 7.75 1,000 Higher Education and Vocatio 37,300 -9.90 -4,100 
Pharmedic Pharmaceutical Med 66,900 7.56 4,700 Development Investment Const 36,000 -9.77 -3,900 
Phuc Thinh Design Constructi 15,000 7.14 1,000 Investment and Construction 33,300 -9.76 -3,600 
Lamdong Foodstuffs JSC 22,500 7.14 1,500 VNECO 1 Electricity Construc 3,800 -9.52 -400 
Doan Xa Port JSC 13,600 6.25 800 CEO Group JSC 23,900 -9.47 -2,500 
Ha Long Viglacera JSC 22,300 6.19 1,300 Viet Nam Industrial & Commer 6,700 -9.46 -700 
Lilama 7 JSC 3,500 6.06 200 Vietnam Germany Steel Pipe J 16,800 -9.19 -1,700 
Song Da Urban Investment Con 36,900 6.03 2,100 Viet Thai Electric Cable Cor 7,000 -9.09 -700 
Vinaconex Trading and Manpow 19,000 5.56 1,000 Central Petrovietnam Fertili 24,600 -8.89 -2,400 

호치민증시 상승/하락 주도주 

상승주 하락주 

호치민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호치민지수 가격 등락(%) 등락(VND) 
벤 탄 러버 12,850 6.64 800 Hai An Transport & Stevedori 48,550 -6.99 -3,650 
꾸찌 상업산업개발투자 30,950 6.54 1,900 페트로베트남 드릴링 앤드 웰 20,650 -6.98 -1,550 
Southern Fertilizer JSC/The 13,300 6.40 800 PC1 Group JSC 36,000 -6.98 -2,700 
City Auto Corp 21,300 5.97 1,200 FPT Securities JSC 30,700 -6.97 -2,300 
Hoang Minh Finance Investmen 13,550 5.04 650 Ha Noi South Housing and Urb 22,050 -6.96 -1,650 
Hoang Huy Investment Financi 11,450 4.09 450 바리아-붕따우 주택개발 39,450 -6.96 -2,950 
Vietnam Construction and Imp 26,000 3.17 800 빈 즈엉 무역개발 21,400 -6.96 -1,600 
끄엉투언 인베스트먼트 16,300 3.16 500 띠엔 랜 철강 9,230 -6.96 -690 
미엔동 15,450 2.66 400 DABACO Vietnam Group JSC 24,750 -6.95 -1,850 
드라이셀 & 스토리지 배터리 34,900 2.65 900 Duc Giang Chemicals JSC 87,000 -6.95 -6,500 
리젠 11,950 2.58 300 빈선 - 송힌 하이드로파워 40,850 -6.95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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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