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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Hope Liu (대만) 
Sl.Liu@yuanta.com 

번역: Yuanta Research (한국) 

PCB 산업 

견조한 4Q22 성장 전망, 환율 약세가 주요 모멘텀

4Q22 일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PCB 주문 증가 추세 예상: 4Q22 애플의 

휴대폰 PCB 주문이 전분기 대비 10~15% 증가하고 출하량은 11월에 고점

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애플의 노트북 PCB 주문은 전분기 대비 

5~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신형 노트북 모델에 10 레이어 보드를 

채택해 ASP 와 매출총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테슬라는 8월 상

하이 공장 설비의 30% 확충을 완료했으며 4Q22에는 차량용 PCB 주문이 

전분기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7~8월 TV 부품 수주를 중단한 

삼성은 현재 프로모션을 진행 중으로 4Q22 매출 전분기 대비 30% 증가와 

부품 조달량 전분기 대비 40%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4Q22 대다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망 낙관적으로 4Q22 매출 변동폭 크

지 않아: 고급형 스위치 PCB 와 데이터센터 서버용 PCB 주문은 높은 수준

을 유지하는 반면 기업용 서버 PCB 수요는 둔화가 예상된다. PCB 공급업

체는 레이어 수가 4에서 16으로 증가한 이글스트림 서버 보드를 소량 생산

하기 시작했다. 공급업체는 2023년 공정을 개선하거나 서버 PCB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차량용 PCB 는 4Q22에도 수주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

망한다. 최근 부품 부족 문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칩 가격 및 전기 요

금 상승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비용 하락을 목적으로 설비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한편 ABF 기판 공급업체는 제품 믹스를 조정함으로써 설비가 

거의 풀가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Q22와 1Q23에도 ABF 기판 가격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주로 출하량 증가와 고가형 제품 수주 획득

이 향후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휴대폰 브랜드, 패널 및 노트

북 고객사의 PCB 주문은 일찍이 2Q22에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3Q22에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4Q22에는 평이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다.  

브랜드 업체의 재고 조정이 PCB 공급업체에 영향: 현재 애플과 테슬라는 

재고 압박이 덜한 반면 삼성, 인텔, AMD, 엔비디아는 3Q22 적극적으로 재

고를 조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브랜드 업체의 재고 조정은 적정 수준이다. 브

랜드 업체의 재고자산회전일수가 정상 수준 대비 20일 더 많다고 가정하면 

10% 감산 시 재고 소진에는 약 200일이 소요되며, 20% 감산 시 재고 소진

에는 100일이 소요된다. 

주: 발간일 2022. 10. 4 

관련 종목 

종목명 종목코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NT$) 

진상전자 2368 TT BUY 132 

엘리트머티리얼 2383 TT BUY 190 

트라이포드테크 3044 TT BUY 129 

에이펙스인터내셔널 4927 TT BUY 95 

전딩테크 4958 TT BUY 148 

컴펙매뉴팩처링 2313 TT BUY 70 

자료 Yuanta Investment Consulting 

3Q22 미 달러 대비 위안화 3.6%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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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의 설비가동률 하락이 매출총이익률에 끼치는 타격이 커 대다수 브랜

드 업체는 적절하게 재고를 조정함으로써 실적을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이는 

재고 조정 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PCB 공급업체에 우호적인 환율 추세: 2Q22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평균 환율은 6.61:1로 이는 미 달러 대비 위안화 4.2% 평가절하를 의미한

다. 3Q22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85:1로 미 달러 대비 위안화가 

3.6% 평가절하됐으며 3Q22 평균 대비 3.5% 평가절하됐다. 2Q/3Q22 대

만달러는 미 달러 대비 각각 5.1%/3.1% 평가절하됐으며 3Q22 평균 대비 

4.4% 평가절하됐다. 미 달러 대비 대만달러/위안화가 3% 평가절하될 때마

다 PCB 공급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이 1%p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3Q/4Q22 환율 추세는 긍정적이다. 대다수 PCB 업체의 4Q22 매출 전망

은 긍정적이며 안정적인 마진 회복이 기대된다. 서버용 PCB 와 애플 공급

업체의 경우 제품 믹스 개선으로 이익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

상한다. PCB 관련주의 단기 모멘텀은 견조하며 밸류에이션은 부담 없는 수

준이다. 서버용 PCB 공급업체로는 진상전자(2368)와 엘리트머티리얼

(2383)을, 차량용 PCB 공급업체에서는 트라이포드테크(3044)와 에이펙스

인터내셔널(4927)을, 미 주요 브랜드의 PCB 공급업체에서는 전딩테크

(4958)와 컴펙매뉴팩처링(2313)을 추천한다. 

본 자료는 유안타 대만/중국/홍콩/베트남 리서치센터 현지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한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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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Lisa Chen CSIA & CFP (대만) 
Lisa.mf.chen@yuanta.com 

번역: Yuanta Research (한국) 

전자종이 산업 

아마존의 신규 이북리더기 출시가 업계 모멘텀

아마존, 스타일러스(펜슬)가 탑재된 신규 이북리더기 Kindle Scribe 출시: 

아마존은 이잉크의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와 메모를 위한 스타일러스가 탑

재된 이북리더기 Kindle Scribe 를 출시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기본형 또

는 프리미엄형 스타일러스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프리미엄 옵션이 US$30 

더 비싸며 지우개 기능과 단축키 버튼이 추가된다. 두 옵션 모두 본체 측면

에 마그네틱으로 고정할 수 있으며 자동 충전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선택한 단락에 메모를 추가할 수 있으며 페이지에 주석 달기가 가능

하다. 신규 이북리더기는 PDF 를 비롯해 TXT, GIF, JPG, HTML, PNG, 

GIF, JPG, JPEG, BMP 및 EPUB와 같은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한다. 아

마존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워드 문서를 Kindle Scribe

에 전송할 수 있다.  

사상 최대 크기의 10.2인치 디스플레이, 기본형 모델 가격 US$339: 

Kindle Scribe 에는 이전 모델(6~7인치) 대비 큰 10.2인치 디스플레이가 

채택됐으며 지금까지 출시된 킨들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크다. 또한 이전 

모델에는 4~17개의 LED 기능이 탑재된 반면 이번 모델에는 35개에 달하

는 웜 컬러의 LED 등이 탑재됐다. Kindle Scribe 에는 이전 두 세대에 걸

친 Kindle Oasis 모델과 동일한 비대칭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사

용자는 한 손으로 기기를 잡은 상태에서 스타일러스 사용이 가능하다. 두께

는 5.8mm, 무게는 430g 으로 아이패드 에어보다 가볍다. 기본형 모델 가

격은 US$339.99로 사전 예약 당시 솔드아웃됐으며 크리스마스 전 출하가 

개시될 예정이다. 2023년 아마존 Kindle 시장 규모는 US$6.0억에서 

US$7.7억으로 전년 대비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북 리더기 시장에서 아마존의 점유율 75%, 신제품 출시가 전체 시장 출

하량 확대에 긍정적: 이북리더기 시장에서 아마존의 시장점유율이 75%로 

가장 높고, Barnes & Noble의 Nook이 9%로 그 뒤를 잇는다. Kindle의 

전자 잉크 소재 및 모듈은 이잉크에서 제공하며 IC 의 경우 솔로몬시스텍

(2878 HK)과 톈위테크(4961 TT)로부터 제공받는다.  

주: 발간일 2022.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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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종목 

업종 종목명 종목코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NT$) 

패널 이잉크 8069 TT BUY 297 

반도체 

울트라칩 3141 TT NR - 

톈위테크 4961 TT NR - 

솔로몬시스텍 2878 HK NR - 

모듈 넷트로닉스 6143 TT NR - 

자료 Yuanta Investment Consulting 

이잉크의 이북리더기 매출(NT$ mn) 및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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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Yuanta Investment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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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넷트로닉스(6143 TT)와 같은 다른 모듈 공급업체도 있고 다른 브랜

드 업체의 이북리더기 모듈 또한 제공하나 여전히 이잉크의 전자 잉크 소

재가 채택된다. Kindle Scribe의 메모 기능이 이잉크의 모듈(2021년 매출 

기여도 60%) 출하 확대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2023년 이잉

크의 이북리더기 시장 가치는 NT$133억에서 151억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잉크는 전자 잉크 소재의 주요 공급업체로 낙관

적인 전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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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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0 160.00 -38.5 21,842 22/9/14 -12.2

TSEC 6443 TW BUY 36.50 45.00 -14.1 17,385 22/8/4 13.9

★ 지텍 3005 TW BUY 42.10 58.00 -24.4 25,308 22/9/14 -10.4

★ 이잉크 8069 TP BUY 218.50 297.00 44.7 249,178 22/9/14 -9.9

★ 타이완시멘트 1101 TW BUY 33.85 49.00 -29.5 228,020 22/9/14 -14.6

★ 트러스발테크 6667 TP BUY 68.70 110.00 -28.4 3,076 22/9/14 -5.4

★ 로터스제약 1795 TW BUY 167.00 215.00 71.3 43,853 22/9/14 -1.8

서콤 5388 TW BUY 84.50 120.00 11.6 21,327 22/8/4 -5.8

★ 그레이프킹바이오 1707 TW BUY 133.50 178.00 -16.6 19,776 22/9/14 -6.6

★ 
ALLIED SUPREME 
CORP 

4770 TW BUY 343.00 422.00 18.1 27,098 22/9/1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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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 - 35.8 109,886 22/9/14 -1.1

통위 600438 SH 
NOT 

RATED 
46.96 - 6.6 211,393 22/8/4 -6.7

★ 대복농 002385 SZ 
NOT 

RATED 
8.00 - -23.7 33,130 22/9/14 -7.0

국가 신규 종목명 종목코드 투자의견 
주가 

(HKD) 
목표주가 

(HKD) 
YTD 
(%) 

시가총액 
(HKD mn) 

추천일 
추천일 이후 
수익률 (%) 

홍콩 

NONGFU SPRING 09633 HK BUY 45.00 55.50 -11.4 506,091 22/6/8 6.9 

레지나 02199 HK BUY 4.39 6.50 -32.5 5,374 22/7/7 -8.5

국가 신규 종목명 종목코드 투자의견 
주가 

(VND) 

목표주가 

(VND) 

YTD 

(%) 

시가총액 

(VND mn) 
추천일 

추천일 이후 

수익률 (%) 

베트남 사이공트엉띤은행 STB VN BUY 18750.00  28860.00 -40.5 35347794.7 22/6/8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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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0 

목표주가 (TWD) 160.00 

시가총액 (TWD mn) 21,842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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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0 

목표주가 (TWD) 45.00 

시가총액 (TWD mn) 17,385 

추천일 22/8/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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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0 

목표주가 (TWD) 58.00 

시가총액 (TWD mn) 25,308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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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50 

목표주가 (TWD) 297.00 

시가총액 (TWD mn) 249,178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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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5 

목표주가 (TWD) 49.00 

시가총액 (TWD mn) 228,020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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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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0 

목표주가 (TWD) 110.00 

시가총액 (TWD mn) 3,076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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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0 

목표주가 (TWD) 215.00 

시가총액 (TWD mn) 43,853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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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0 

목표주가 (TWD) 120.00 

시가총액 (TWD mn) 21,327 

추천일 22/8/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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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50 

목표주가 (TWD) 178.00 

시가총액 (TWD mn) 19,776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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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00 

목표주가 (TWD) 422.00 

시가총액 (TWD mn) 27,098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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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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 

목표주가 (RMB) - 

시가총액 (RMB mn) 109,886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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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6 

목표주가 (RMB) - 

시가총액 (RMB mn) 211,393 

추천일 22/8/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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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목표주가 (RMB) - 

시가총액 (RMB mn) 33,130 

추천일 22/9/14 

추천일 이후 수익률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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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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목표주가 (HKD) 6.50 

시가총액 (HKDmn) 5,374 

추천일 22/7/7 

추천일 이후 수익률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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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 

목표주가 (HKD) 55.50 

시가총액 (HKDmn) 506,091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6.9 



Yuanta Research 12

아시아 추천종목 – 베트남 

베트남증시 추천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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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50.00 

목표주가 (VND) 28860.00 

시가총액 (VND mn) 35,347,795 

추천일 22/6/8 

추천일 이후 수익률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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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