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 240조 원 투자의 반도체 수혜주 단상(斷想) 

 

산업분석 

반도체 Overweight 
 

 

Semiconductor analyst 

김경민, CFA 

clairekm.kim@hanafn.com 

 
Research Assistant 변운지 

bwg7007@hanafn.co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삼성그룹은 향후 3년간 투자를 총 240조 원으로 확대하고, 그중에서 180조 원

을 국내에 투자한다. 보도 자료에는 과감한 인수합병과 더불어 메모리 반도체 

절대 우위 유지, 시스템 반도체 1위 도약 기반 마련이 목표로 언급됐다.  

 반도체 설비 투자의 경우, [1] 선행적 인프라 투자, [2] 비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

자 확대가 가시적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는 최근 연도에 10조 원 

초반이었는데, 올해에는 이를 웃도는 방향으로 전망된다. 

 동 뉴스가 발표되자, 삼성전자와 KRX 반도체 지수는 전일 대비 각각 +3.1%, 

+2.9% 상승했다. 삼성전자의 경쟁사 SK하이닉스도 +1.9% 상승했다.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변동성이 컸을 때 이런 뉴스가 보도됐다면 아마 

대형주 주가는 혼조세를 기록(삼성전자 상승, SK하이닉스 하락)했을 것이다. 반

도체 중소형주는 메모리 반도체 수혜주 위주로 급등했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설비 투자의 방향성이 [1] 메모리에 대해서는 기술 지배력 강화

에 집중하며, [2]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한다는 점이 명확

하므로,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이었다.  

 이번 발표 내용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Cash flow를 기반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활로를 찾는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최근 1개월 이내에 하나금융투자에서 발간했던 반도체 중소형주 기업 분석 자료

를 기준으로 수혜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관적, 전통적 의미의 수혜주는 

원익IPS이다. 신규 라인에서 공정 소재 공급사 대비 먼저 수주와 매출이 발생한

다는 점, 메모리 및 비메모리 장비를 모두 공급한다는 점 때문이다. 

 반도체 장비의 대장주가 원익IPS라면 반도체 공정 소재의 대장주는 한솔케미칼

이다. 과산화수소 및 프리커서에서 비메모리향 매출이 발생한다. 보도 자료에 언

급된 QD 디스플레이 분야의 공정 소재 공급사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국내(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해외(글로벌 기업)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적

극 전개된다. Top-down 관점의 수혜주는 피에스케이, 코미코, 월덱스이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수혜주들은 많다.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40~50% 이상인 곳은 응용처의 디바이스가 메모리이든, 비메모리이든 모두 수

혜주이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최근 1개월 이내에 자료를 발간했던 기업 중에 하

나머티리얼즈, 유니셈, 테스나, 네패스가 이에 해당된다. 

 추가적으로 NAND 고단화 수혜주 중에 원익머트리얼즈를 언급하고자 한다. 원

익머트리얼즈는 주가 측면에서 아쉬웠던 기업이다.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사로

서 SK머티리얼즈가 대장주 역할을 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SK머티리얼즈는 특수가스 등의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법인을 신설하

고, 나머지 존속지주 사업 부문은 SK와 합병한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용 특수

가스 공급사/상장사 중에 연간 3,0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는 곳은 원익머트리얼즈뿐이다. 동사의 최대 고객사는 삼성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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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문에 언급된 관련주/지수 (시총 순서) (단위: 십억 원, 원, %, 십억 원, 배) 

기업 시총 종가 1W 1M YTD 
매출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순이익 PER PER 

제품/서비스 
2020 2021F 2020 2021F 2020 2021F 2021F 2022F 

삼성전자 451,316  75,600  +3.1% -4.7% -6.7% 236,807  275,144  35,994  53,051  26,408  40,164  13.1  10.8  반도체, 휴대폰, 가전, 디스플레이 

KRX 반도체 111,856  3,681  +2.9% -7.1% +7.2% 46,735  59,169  6,693  15,169  5,898  11,692  9.1  6.8    

SK하이닉스 76,440  105,000  +1.9% -11.4% -11.4% 31,900  42,689  5,013  12,548  4,759  9,628  7.9  5.8  반도체 

한솔케미칼 3,282  289,500  +1.6% +1.9% +47.3% 619  776  152  219  130  178  19.4  16.7  공정 소재 

원익IPS 2,199  44,800  +9.1% -7.1% +1.2% 1,091  1,324  141  224  98  173  12.6  10.8  반도체 장비 

하나머티리얼즈 927  47,000  +7.2% -8.9% +64.3% 201  257  53  76  38  60  15.3  13.4  소재/부품 

코미코 815  81,300  +1.2% +24.7% +62.8% 201  258  36  61  23  45  18.3  16.2  부품 세정, 코팅 

네패스 809  35,100  +4.6% -11.1% -17.4% 344  412  -4  7  -63  -3  (95.2) 13.5  후공정 서비스 

테스나 809  54,800  +4.0% +3.6% -2.5% 133  195  31  44  37  37  25.4  13.5  후공정 서비스 

피에스케이 580  39,250  +5.1% -8.5% -3.2% 266  353  32  73  22  57  10.3  8.1  반도체 장비 

유니셈 442  14,400  +3.6% -6.2% +68.0% 215  286  32  50  21  41  10.6  9.0  반도체 장비 

원익머트리얼즈 399  31,650  +1.4% -9.8% -9.7% 277  301  46  49  33  50  7.9  9.4  공정 소재 

월덱스 384  23,250  +5.0% -16.7% +32.1% 156  192  36  43  22  35  10.3  8.1  소재/부품 

자료: FnGuide, 하나금융투자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 공시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 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 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 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4.25% 5.75% 0.00% 100% 

* 기준일: 2021년 08월 25일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경민, CFA)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2021년 08월 25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경민, CFA)는 2021년 08월 25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