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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우려했던 변동성 장세에 진입했다. 주요국 주가지수는 연초 이후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고 펀더멘탈 우위는 주가 속락을 제어하지 못했다. 시장 참여자가

느낀 내상의 깊이만큼 불확실성은 고조되고 있다. 게임스탑 대란의 기(奇)현상을 겪으며 향후 장세 전망에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듯 하다. 경험한 적

없는 가격에서 경험한 적 없는 이벤트들이 산적한다. 단기 장세에 매몰되기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주식시장이 처해있는 장세 판단과 위험 요인들을 점검해

나가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2021년 수정전망을 통해 과열과 버블의 차이를 되짚어 봤고 엄습할 위험요인을 점검해 기존 시각을 재조명 해보고자 한다.

주식시장의 과열은 부정될 수 없겠다. 과열 이외의 단어로 작금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겠다. 다수의 낙관이 지배한 무차별적 위험 수용이 과열을 야기하고

있다. 과거 주식시장 과열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투자자 심리, 기술적 지표, 수급, 밸류에이션 모두에서 과열의 징후가

확인된다. 주식시장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낙관 편향]→[위험 수용]→[주가 급등]→[가격 버블]→[주가 급락]의 과정이 반복돼 왔다.

강세장 기대는 접어야만 할까? 지난 연간전망에서 강세장을 기대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1) 구조적(=기술혁신), 2) 상대적(=주식의 상대 매력), 3)

순환적(=이익 회복과 통화 확장 동반) 접근 모두에서 올해 증시에 낙관 편향을 가져가기 충분했었다. 기술혁신과 주식이 갖는 상대적 매력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순환적 시각에서 기대했던 통화확장에 갖는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이 아쉽지만 강세장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겠다.

주식시장이 경계해야 할 위험은 경기 위축이 아닌 경기 회복 과정에서의 파열음이다. 우리는 세 가지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금리 상승이다. 백신 보급은

경기 회복의 신뢰를 높이고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동반하고 있다. 둘째,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기 회복이다. 과거 미국의 강한 회복은 통화긴축 우려와 달러

강세로 이어져 위험자산에 불편한 환경을 조성했다. 셋째, 밸류에이션 부담 노출이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은 펀더멘탈 대비 주가의 속도감과

균형감에서의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 버블의 영역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주가 속등 이후 가격 부담 노출과 높아진 실적 기대감이 채워질지는 의문이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과열 해소 과정에 진입했으나 이는 펀더멘탈 훼손이나 통화정책 변화가 야기한 추세 조정의 시작점은 아니다. 과열 해소 과정은 필요하나

버블로 단정해 급격한 포지션 변화를 가져가지 않길 권고한다. 그간 주가 상단은 유동성(Multiple) 상승이, 하단은 펀더멘탈(EPS) 우려에 기인했으나 향후

Multiple과 EPS의 역할론 변화가 예상된다. 단기 조정을 거치고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는 복원 과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여전히 주식을 우위에 두고 있지만

기대 수익률 축소, 변동성 제어 자산 편입도 강구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망 자산 선별 기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성장주에서 민감주로의

로테이션 변화 이후 이익 모멘텀이 상대 부각 받을 테마를 선별해야 한다. 경기 민감주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나 이익 증가는 여전히 기술주가 주도한다.

실적 전망 개선과 구조적 성장이 동반된 테마 비중 확대 전략을 이어간다. 유망 자산 선별 기준과 리스트는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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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정점에서확인되는현상

하늘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

 시장의 확신: 1) 백신 보급 확대와 바이러스

소강, 2) 경기 회복, 3) 기업이익 증가, 4)

기술 혁신이 주도한 미래, 5) 지속적 유동성

공급의 믿음이 낙관 편향적 강세장을 견인

 적극적 위험 수용은 탐욕의 형태로도 확산.

우호적 수급 환경으로 강세장에 갖는 확신

대중화. 적정 자산가치의 합리성 점차 결여

 자신이 투자한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에서

자산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 팽배

 과거 주식시장 과열과 주가 고점에서의 반복

된 시그널이 곳곳에서 확인. 다수의 지배적

낙관이 무조건적 위험 수용으로 확산되는 구

간에 진입

주가 정점에서 확인되는 현상들….

1.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다.
2. 기업이익 증가하고 있으며 기대를 뛰어넘는다.
3. 매스컴은 좋은 뉴스만 전달한다. 주식시장이 강화된다.
4. 가격이 새로운 고점에 도달한다. 
5. 자산가격이 내재가치 이상으로 오른다.
6. 매스컴은 이 신나는 사건을 축하한다.

7. 투자자들이 점점 자산감을 가지고 낙관적인 성향을 갖는다.
8.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험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리스크는 드물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10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 투자 기회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11. 투자자들은 손실 가능성을 무시한 채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 염려한다.
12. 모두가 상황이 영원히 좋을 거라 생각한다.

13. 주식 보유자는 자신의 똑똑함에 감탄한다. 아마 더 많이 매수할 것이다.
14. 회의론적인 시각이 적고, 신뢰도는 높다. 즉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15. 방관자들이 후회하며 항복하고 매수한다. 아무도 상황이 잘못될 거라 상상치 못하다.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본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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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낙관에갖는경계

개인(AAII), 기관(NAAIM) 투자자 미래 장세 판단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다수의 지배적 낙관

 투자자 심리 대변하는 주요 서베이 지수

와 기술적 지표에서 주식시장 과열 양상

(=지배적 낙관)이 확인

 미국, 개인(AAII), 기관(NAAIM) 투자자

공히 미래 6개월 시장 전망에서 강세장

지속과 주식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

 이러한 판단은 과거 수준과 비교할 때

표준편차 +2SD를 상회하는 영역에 위치

 다수의 낙관에 동의를 해야할 지 경계감

을 가져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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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수급, 새로운변동성의주체

미국, 중국, 한국 신용거래 잔고

자료: 미국 금융규제감독협회, WIND, QuantiWise, 신한금융투자

시장을 주도한 개인투자자

 팬데믹 심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금융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이 중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식시장

참여는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화

 1) 대규모 실업, 2) 낮아진 금리, 3) 재난

지원금 , 4) 미래 불확실성 , 5) 빈부

격차 심화가 개인의 위험자산 선호 배경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광풍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확

인되며, 대규모 차입을 수반하며 진행

 이들은 위험을 관리하기보다 기대수익률

이 높은 자산을 적극적으로 선호.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정보 습득과 집단 행동

주의 행태를 보이며 강세장을 주도할 뿐

아니라 변동성까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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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의엔딩스토리는?

한국 개인투자자의 이유있는 변심

 한국 개인투자자는 2020년 이후 62조원 규모의 순매수 단행. 동 기간 기관과 외국인은 37조원, 24조원을 순매도.
개인 신용 매수 거래 총액 70조원 육박. 해외주식 매매도 급증. 미국주식 잔액은 1년만에 425% 폭증. 500조원 육박

 주식 고객 예탁금은 80조원 상회. 시중은행 예금 잔액과 부동산에 편중된 기형적 자산 구도 고려 시 주식시장에 추가
자금 유입이 기대.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개인자금 유입 지속과 매수 우위를 기정 사실로 인지

한국 증시 고객예탁금과 신용잔고

자료: QuantiWise, 신한금융투자

한국의 對 미국, 중국 해외주식 투자잔액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신한금융투자

한국 증시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자료: Infomax, 신한금융투자



9I

경험한적없는가격

주요국 밸류에이션과 코로나 이후 주가수익률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회귀적 시각에서 분명한 부담

 풍부한 유동성, 낮아진 할인율, 높아진

이익 회복의 기대는 주식의 상대적 매력

부각과 밸류에이션 할증을 정당화

 다만, 현재 주요국 증시 밸류에이션은

코로나 이전 가격 최상단 대비해서도

20~30% 할증된 가격에 위치

 주요국 주가지수 역사적 신고가 도달. 국

가별 차별화 존재하나 코로나 전고점의

80~140% 복원

 회귀적 시각에서 현재의 주가 위치는

가격 부담과 누적된 상승에 따른 기술적

부담에 노출됐음은 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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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지표는과열의정점을시사

과열을 시사하는 기술적/수급 지표: 이격도, Call/Put 비율, 펀드플로우

자료: Refinitiv, EPFR, 신한금융투자

기술적 지표는 거짓말을 못한다

 기술적/수급 지표로 보면 미국 증시는

중기, 단기 모두에서 과열 영역에 진입

 추세선(200일 이평선)과의 괴리를 뜻하

는 이격도는 13%에 도달해 중기 과열을

의미. 지난 40년간 레이건 랠리, 테크

버블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치

 수급 상으로도 단기 과매수가 확인. 개별

종목의 Call 옵션(매수 포지션) 거래량은

Put 옵션(매도 포지션) 거래량의 250%

도달. 지난 5년내 최고 수준의 매수 과열.

대부분 개인투자자로 추정

 선진국 주식 3개월 누적 펀드플로우는

2천억 달러에 근접. 전례없는 수준으로,

단기 매수 여력의 소진 가능성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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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과열진정과정을거쳐야한다

현재 랠리와 유사한 역사적 과열과의 비교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 주: 주가 수익률은 S&P 500지수 수익률로 표기

과열에 갖는 비이성 인지될 필요. 버블에 갖는 판단은 별개

 과거 주가 과열은 시장의 [낙관 편향]→[위험 수용] →[주가 급등] →[가격 버블] →[주가 급락]의 과정을 거침

 현 장세와 유사한 과거 시장의 비이성을 걱정할 시점에 도래하였음을 부정하지는 말아야 함. 다만, 주식시장의 과열에
갖는 우려는 인지하나 가격 버블과 적정 가치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해석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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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장의조건: ①첨단기술과혁신

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강세장 구간과 반등폭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강세장의 필요충분조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10차례 강세장은

평균 71개월 진행. 평균 상승률 199%

 과거 강세장은 강한 경기가 주도하지

않았음을 확인

 역사적 강세장 연출 사례는 1) 전후 호황,

2) 기술 혁신, 3) 패러다임 시프트가 주

도. 코로나 저점 이후 70% 이상 상승

 이번 강세장은 코로나 이후로 재단하기

보다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4차산업 기술 주기로 접근하면 2016년

이후로 60개월 동안 110%의 반등 진행

 가파른 주가 반등에도 과거 역사를 상기

하거나 기술혁신 진행 과정을 고려하면

추가 강세장이 이어질 공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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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장의조건: ①첨단기술과혁신

1~3차 산업 모두에서 진행되는 패러다임 시프트

자료: Refinitiv, BNEF, 신한금융투자

기술 혁신은 시작됐다

 패러다임 시프트(기술 혁신)는 비단 코로

나 이후 언택트 산업뿐만 아니라 1~3차

산업 전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중

 1차 산업은 그린 에너지, 농업 분야에서

혁신이 심화되고 있으며

 2차 산업은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개

선이 AI, 자동화 설비로 확산

 3차 산업은 언택트 중심의 유통, 물류 서

비스망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기술의 변화를 낙관 편향으로 가

져갈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저금리, 저성

장의 구조적 배경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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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장의조건: ①첨단기술과혁신

침투율 확대: 기업+정부투자 확대 본격화와 이종 산업간의 융합

 기술 혁신 주기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팬데믹 정상화 이후 1) 수요 정상화, 2) 첨단 기술 분야로의 정부 투자와
기업 투자 동반 확대, 3) 인수합병, 신산업 진출 등 이종 산업간 결합까지 가속화

 2021년 첨단 산업의 수요, 공급 모두에 우호적 변화가 기대. 첨단산업 침투율 급격히 확대될 구간에 진입할 전망

기업 IT 지출 확대 본격화

자료: Gartner, 신한금융투자

이종 산업 간 결합 가속화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 주: 분기 합산 기준

첨단산업 침투율 확대 기대

자료: 신한금융투자
주: 2020년. 자율주행 LVIII, 핀데크 소매금융, 5G 스마트폰 판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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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의 반복된 주가 조정 구간에서의 자산별 수익률 비교

강세장의조건: ②주식의상대적매력

주식을 대체할 자산은 아직도 부재하다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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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별 1) 2020년 수익률과 2) 현 밸류에이션 유지 시 기대수익률

강세장의조건: ②주식의상대적매력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 기대수익률은 현 밸류에이션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산출. 주식=12MF EPS 연초-연말 성장률.

금=물가 상승률. 채권=금리

주식의 상대적 매력 점검

 2020년 미국 증시는 18.4% 상승. 코로나

발 속락(-35%) 모두를 회복

 주가 속등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여전히

여타 자산 대비 매력이 높음. 풍부한 유동성

과 경기의 회복 구간에서 이익 증가 기대를

감안하면 상대적 기대수익률 여전히 부각

 풍부한 유동성 여건과 경기 개선 모멘텀의

상충을 감안하면 자산들의 밸류에이션은

금년 유지가 가능하다고 가정

 이를 감안한 인컴 자산의 합리적 기대

수익률은 일드에 제한되는 반면 주식은

EPS 성장률만큼의 상승이 가능

 12MF EPS 추정치를 감안한 미국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16.8%. 현 시점에서 여전히

주식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안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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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대비 배당수익률과 Yield Gap으로 본 주식의 상대매력

강세장의조건: ②주식의상대적매력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식을 대체할 자산 여전히 부재

 주식시장 가격 부담, 금리 상승의 상대적

환경 변화가 진행. 일드 갭의 상대 매력과

주식시장 구간별 역할론 짚어볼 시점

 채권 일드 상승에 대비해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국채 금리를 상회. 향후

경기 회복 가속화를 감안하면, 기업이익과

배당수익률 추가적 반등까지 기대

 아직 채권 금리가 절대적으로 낮은 레벨에

머무르는 만큼, 추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자금이 위험자산(주식)에서 안전자산(채권)

으로 이동할 유인은 제한적이라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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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장의조건: ③이익회복과유동성공급

강세장의 두 가지 필요충분 조건: 1) 통화 확장과 2) 기업이익 회복

 통화 확장과 기업이익 반등이 동반된 국면에서는 예외없이 강세장이 연출. 과거 네 번의 사례에서 주가의 저점은 기업
이익 반등 3개월 이전에 형성. 기업이익 반등한 이후 주가는 평균 12개월간 23.7% 상승

 팬데믹 공포 이후 이익 저점 확인에 5개월이 소요됐고 이후 주가는 27% 상승. 과거 경험에 대입해 강세장 연장의
기대감 유지될 필요.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 동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강세장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S&P 500 기업이익과 Fed 기준금리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 EPS는 Log Scale. 음영은 기업이익 반등 + 통화완화 동반 국면

통화완화 국면에서 기업이익 반등 전후 S&P 500 추이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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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장의조건: ③이익회복과유동성공급

유동성 공급은 상수(常數)가 아닐 수 있다

 Fed의 결연한 정책 의지와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경험 축적은 금년 Fed의 통화정책을 상수로 인식하게 함. Fed의
기준금리 가이던스는 2023년 이후까지 동결. 시장 역시 금년 제로금리 유지 확률을 100%로 반영. 프라이머리 딜러
서베이에 따르면 월가는 금년 말까지 2조달러 이상의 추가 자산매입 집행을 기대

 다만 백신 보급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 본격화. 기대 인플레 상승 구간에서 실질 금리 바닥 확인 진행

프라이머리 딜러 자산매입 서베이

자료: FRB of New York,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 막대 위 숫자는 반기 순 자산매입. 서베이 중간값 기준

기대인플레 상승과 실질금리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기준금리, 국채 10년 컨센서스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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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과거약세장진입경험의시사점

주가 상승 여부에 따라 리스크 소화의 깊이는 달라진다

 과거 다섯 번의 약세장은 4가지 조건 충족에서 진행. 급격한 금리 상승과 통화 긴축 역시 주식시장 가격 조정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 이 중 내외부 수요 충격 위기는 반드시 신용경색(=경기 침체) 우려를 동반

 향후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혹은 주가 추세 전환의 리스크는 첫째, 자산가격 상승 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 대표적
추가 조정 요인으로 금리 상승(통화긴축 여부), 신용 경색(국가/산업 간 경기 차별화) 여부에 있을 것으로 판단

주가 조정 촉발 원인 구분

자료: 신한금융투자 정리
주: 음영은 약세장(20% 하락). 음영 없을 시 조정장(15% 하락)

1980년 이후 15% 조정 사례 분류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 하늘색 음영은 약세장(20% 하락). 회색 음영은 조정장(15% 하락). 주가는 Log Scale

경기
침체

금리
상승

신용
경색

자산
밸류

볼커 긴축 ○ ◎ - -

블랙 먼데이 - ○ - ○

90년 침체 ○ ◎ - -

LTCM 파산 - - ◎ -

테크 버블 ○ ◎ - ◎

금융 위기 ○ - ◎ ◎

남유럽 위기 ◎ - ◎ -

미국 신용등급 강등 ◎ - ◎ -

G2분쟁+ Fed 긴축 - ◎ - -

코로나1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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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리: 금리상승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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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과 주가 충격의 관계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Risk: ①금리상승의부담

통화정책 변화와 주가 변곡점

 과거 주식시장 추세 변수의 시작점은 금리

상승과 통화 긴축 우려

 과거 블랙 먼데이와 테크 버블 붕괴는 금리

상승 우려 노출 이후 발생.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도 Fed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우려가

주가 조정을 야기

 통화정책 영향력 과거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금리 상승 여부 반드시 점검될 필요

 최근 美 국채 10년 금리 60bp 상승, 1%

안착. 금리 상승과 긴축에 갖는 경계감 부상

 일드 갭과 절대 금리 레벨은 여전히 주가에

우호적. 다만, 백신 보급 가속화는 경기

하방의 강한 지지선임을 확인했고 인플레

우려도 부상 중



25I

Risk: ①금리상승의부담

금리 상승 최대 우려는 인플레이션

 최근 금리 상승은 1) 백신 보급 이후 경기 하방의 강한 저항선 형성, 2)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 동반, 3) 채권
에서의 자금 이동 가속화와 채권 발행 확대의 수급 우려 동반. 이 중 인플레가 최근 금리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

 2021년 CPI 전망치는 저점 대비 1% 상승. 원자재, 주택, 재화 가격 급등이 물가 전망 개선을 견인. 상반기 기저효과
극대화. 특히 실질금리 하락이 제한되며 물가 상승분은 고스란히 금리 상승에 전가될 수 있는 환경임을 인지해야 함

물가 전망 지속적으로 개선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상반기 기저효과 극대화: 유가, 구리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 점선은 현재 수준 가격 유지 시의 YoY 상승률

금리는 성장과 물가의 함수

자료: Refinitiv,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주: 2021년 이후 값은 컨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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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①금리상승의부담

인플레의 확신은 여전히 부족하다

 기저효과와 부양적 정책 기조에 상반기 물가 상승 가시적. 그러나 하반기까지의 지속 가능성은 미지수

 금융시장과 소비자의 체감 물가는 높지만 실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 GDP 갭, 경기선행지수도 기준을 하회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도 미흡. 원자재, 주택 비중이 높은 소비자물가와 달리 Fed 정책 목표인 근원 PCE 물가는
2%를 2022년까지 하회. Fed도 디플레 압력 잔존을 시사 중. 물가 발 금리 상승 우려를 낮추는 요인

금리 상승을 이끌기 부족한 수요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목표치에 미달한 정책 물가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요국 GDP대비 가중

체감물가와 실제 물가압력의 괴리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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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①금리상승의부담

금리 상승은 통제 가능한 위험: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의 해석

 정책 입안자(Fed) 입장에서 금리 상승을 통제할 세 가지 이유: 1) 불안정한 고용, 2) 재정정책 효과, 3) 신용 부담 상존

 천문학적 재정 부양책은 그만큼의 채권발행과 자산매입을 수반. 현재 이자비용은 GDP의 1.5% 수준에서 통제. 현
수준에서 금리 1% 상승의 이자비용은 GDP의 0.9%에 달해 재정 부양 효과를 희석. 국채금리 상승은 회사채 금리
상승과 신용 위험으로도 확산. Fed의 임계치 예단할 수 없으나 공격적 수단(자산매입+YCC) 시행 가능성 농후

미국 정부 국채 발행잔액 전망

자료: Refinitiv, US Treasury, 신한금융투자

회사채 발행잔액

자료: SIFMA, 신한금융투자

금리 상승 시 재정정책 부담 심화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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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기: 예상보다강한미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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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②경기정상화의반작용

글로벌 경기 회복에 갖는 기대와 경계

 지난 1월 IMF는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5%로 상향 조정. 1) 백신 조기 보급, 2) 재정 부양책, 3) 이연
수요 효과 등이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 지난 1년간 2021년 전망치는 2.7%p 상향 조정

 실물경제 참여자 입장에서 수요 회복은 긍정적 변수이나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은 경계해야 할
변수이기도 함. 당사는 2021년 주식시장의 위험 중 미국 경제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주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음

글로벌 백신 확보 현황

자료: Refinitiv,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주요국 재정 부양책

자료: IMF, Refinitiv, 언론 종합, 신한금융투자

IMF 글로벌 경기 전망

자료: IMF, 신한금융투자

권역 및 국가
2021E

20.01 20.04 20.06 20.10 21.01 변화율

글로벌 3.4 5.8 5.4 5.2 5.5 0.3

선진국 1.6 4.5 4.8 3.9 4.3 0.4

미국 1.7 4.7 4.5 3.1 5.1 2.0

유로존 1.4 4.7 6.0 5.2 4.2 (1.0)

영국 1.5 4.0 6.3 5.9 4.5 (1.4)

일본 0.5 3.0 2.4 2.3 3.1 0.8

신흥국 4.6 6.6 5.9 6.0 6.3 0.3

중국 5.8 9.2 8.2 8.2 8.1 (0.1)

인도 6.5 7.4 6.0 8.8 11.5 2.7

러시아 2.0 3.5 4.1 2.8 3.0 0.2

브라질 2.3 2.9 3.6 2.8 3.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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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②경기정상화의반작용

미국 경기 2분기 이후 강한 회복세 돌입을 예상

 2분기 이후 미국 경제 회복 속도의 빠른 진전이 기대되며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를 큰 폭으로 상회할 전망

 이는 미국의 재정 부양책 집행이 본격화되는 구간에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현재
미국 백신 계약량은 이미 10억도즈 이상이며 보급 속도도 최우선, 부양책 집행과 추가 규모 확대까지도 가능

미국 감염 확산 커브 급속한 진정이 기대

자료: Bloomberg, 언론 종합, 신한금융투자

미국 부양책 시행 효과 가시화

자료: 언론 종합,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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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②경기정상화의반작용

시장보다 강한 미국 경기를 예상하는 이유

 미국 경기가 시장 예상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는 세부적 이유까지 강조될 필요

 현재 미국의 재고순환, 출하재고 사이클 모두 생산 활동 회복 속도 확대가 기대되고 추가 부양책과 바이러스 통제
가능 구간에서 서비스와 재화 소비 성장 여력도 높음. 마지막으로 테크 지출 확대의 최대 수혜국도 미국으로 귀결

미국 제조업: 생산 정상화 가속화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미국 서비스: 소비심리 개선 본격화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미국 GDP, 기업이익 추정치 변화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 주: 이익 추정치 주간 변화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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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②경기정상화의반작용

미국의 긴축 여파의 소화 과정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미국 경기 회복의 반작용

 미국 경기의 강한 회복은 펀더멘탈(=EPS)

개선에 긍정적 재료이고 현재의 강세장을

정당화할 배경으로 작용

 다만, 그간 강세장을 주도한 저금리, 유동성

공급의 반작용이 진행될 가능성 존재.

변동성 확대와 주도주 컬러 변화도 예상

 과거 미국 경기의 강한 회복세가 야기한

자산매입 축소와 금리인상 우려는 미국

증시 뿐만 아니라 신흥국 및 주변국 주식

시장과 신용에 중대한 위험으로 작용

 Fed는 연내 금리 인상과 자산 매입 축소

단행 가능성을 일축하나 점도표 조정 및

자산매입 전망치 수정이 야기할 위험의

경계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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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②경기정상화의반작용

2021년 실물경기, 주식시장 예상 경로

자료: 신한금융투자

K자형 차별화 성장

 지난 연간 전망에서 조망한 국가별 경기

복원 차별화의 기조는 변화되지 않음

 경기 회복의 기대는 1) 바이러스 소강,

2) 이연 수요, 3) 재정 부양책에 기인

 하지만 경기 복원의 한계에도 직면. K자

형 성장 구도 심화 우려

1) 선순환 경제 회복 구도 단절

2) 글로벌 경제 순환주기 변화 야기

3) 첨단기술 진화와 침투율 확대

 미국, 선진국 경기 회복의 동인이 재정

부양과 백신 보급이라면 동 구간 신흥국

성장 동력은 선진국의 낙수 효과 기대에

불과. 권역별 경제 차별화는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용 위험 등의

리스크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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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격: 비이성적가격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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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소로스의 재귀성 이론

 2021년 글로벌 주식시장의 최대 리스크는

비이성적 주가 상승에 있음. 이는 주가의

펀더멘탈 반영 속도감과 펀더멘탈 회복을

반영하는 주가 강도(과도한 기대)를 지칭

 조지 소로스의 재귀성 이론에서 주식시장

참여자의 자산 가치와 주가는 합리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강조

 대중 심리의 결집 시 비이성적 가격 랠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반복

 결국 긍정적 펀더멘탈의 대중적 인지는

주가 과열과 버블을 야기할 수 밖에 없고

이후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과정이 반복

조지 소로스: 재귀성 이론

Risk: ③가격상승의비이성

A C D E G

Institutional investor

B F H I

Public money

Smart money

Stock Price

Fundamental

추세형성

1차의심

버블형성

추세인식

현실인식

투매

수렴

자료: George Soros, 신한금융투자

equilibrium dis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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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③가격상승의비이성

실적이 증가해도 주가는 급락할 수 있다

 경기 회복, 기업이익 증가는 최근 강세장을 이끈 핵심 배경. 다만 펀더멘탈 회복 기대가 주가 상승으로 확산되는
구간에서 이익 추정치의 후행적 상향이 주가 속등을 다시 한번 주도하고, 이는 또 다시 주가 속락의 단초가 됨

 과거 니프티피프티, 닷컴버블 붕괴 과정에서도 강세장에 후행한 이익 추정치의 급격한 상승이 어닝 쇼크와 주식시장
속락을 야기. 현재에도 주가 강세에 후행한 이익 추정치의 급격한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음

주가와 이익수정 비율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경기, 이익 복원 경로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닷컴버블 당시 기업이익 성장 추정치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 실적 달성률은 1년전 12MF EPS와 1년후 12MT EPS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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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③가격상승의비이성

적정 밸류에이션을 감히 논하기 힘든 이유

 현재 주식 적정 가치를 둘러싸고 ‘합리적 할증’라는 의견과 ‘비싸다’라는 의견이 시장에서 대립.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1) 기술혁신, 2) 성장성, 3) 낮은 금리, 4) 풍부한 유동성 환경과의 상대 비교에서 어느 정도 정당화가 가능

 그러나 적정 밸류에이션의 판단은 다른 차원의 문제. 성장성과 금리를 감안하면 주가는 적정하나, 성장 기대가
과도하지 않은지는 의문. 반면 PBR – ROE 상 현재 주가는 분명한 고평가. 특정 잣대로 밸류 적정성을 재단할 수 없음

② 위험프리미엄: 회사채 금리와 P/E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 2006년 이후

③ 자산가치: 수익성과 P/B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 2006년 이후

① 성장성: 기업이익 성장과 P/E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 2006년 이후. 과거 5년 성장률과 미래 5년 성장률 전망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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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③가격상승의비이성

S&P 500: 3,400 ~ 4,250

 상단: EPS 190pt × PER 22.5배
하단: EPS 170pt × PER 20.0배

 상단 EPS는 내년 이익 추정치에
PER은 코로나 이후 평균 밸류 적용

상해종합 12MF PER 밴드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KOSPI 12MF PER 밴드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S&P 500 12MF PER 밴드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상해종합: 3,200 ~ 4,000

 상단: EPS 292pt × PER 13.5배
하단: EPS 275pt × PER 11.5배

 상단 EPS는 내년 이익 추정치에
PER은 코로나 이후 평균 밸류 적용

KOSPI: 2,600 ~ 3,300

 상단은 정책과 백신 기대감 반영, 
타겟 PER 15배까지 확장 가정

 하단은 12개월 후행 PBR 1.1배에
마디 조정 가능성 고려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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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rtfolio 구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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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세 판단과 시장 전략 변화

Portfolio 구성전략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새로운 장세 변화에 대비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은 과열 해소 과정에

진입했으나 이는 펀더멘탈 훼손이나 금리

상승에 따른 추세적 조정의 시작은 아님

 4Q20 실적 시즌 이후 EPS 상승 가속화된

구간에서 주가 조정 진행. 밸류에이션 부담

상당부분 경감. 주식 상대 매력 여전히 부각

 새로운 박스권 형성이 예상. 주가 상단은

Multiple, 하단은 EPS에 기인했으나 향후

Multiple과 EPS의 역할론 변화 예상

 전술적 자산배분은 여전히 주식을 우위에

두고 있지만 기대수익률 축소, 변동성 제어

자산의 적극 편입 전략을 제시

 주도 업종은 성장주와 민감주 로테이션에서

이익 모멘텀 가능 부각 테마의 선별적 랠리

예상. 유망 업종 선별 전략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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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구성전략

기
대
와

우
려

자
산
배
분

전
략

구
간
별

대
응

백신 출시, 감염 소강

경기 복원, 리플레이션

통화확장 → 재정확장

K자형 위험: ① 금리 상승

K자형 위험: ② 신용 리스크

리플레이션: 인플레 헷지 자산 편입

금리 상승: money move 진행

경기 복원: 국가 간 차별화 심화 예상

채권: 보유 매력 감소

주식: 주도주 우위 지속

안전자산 차별화 진행

위험선호 → 위험회피

채권: 금리 상승 압력, 비중 축소 주기 진입

주식: 지속 우위, 국가/업종별 차별화 전개

상반기: 선별적이나 위험자산 우위

대체자산의 재평가와 편입 비중 확대

하반기: 위험자산 가격부담 직면과

금리 상승 이후 위험 관리 전략 모색

대체/안전자산 간 수익률 차별화 대비

중위험-중수익: 수익성 회복, 위험 감소

위험자산: 가격 부담 직면, 선별적 우위

안전자산: 금리 상승, 캐리 매력 훼손

기대

우려

위험자산: 구간별 대응, 가격 부담
대체: 투자 매력 상승 대체: 인플레 헷지 수단, 일드 회복 기대

Risk
adj.
Return

Time

주식

2020.2H 2021.1H 2021.2H 2022.1H

주식

주식

주식채권

채권 채권
채권

대체 대체

대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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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성장우위자산에갖는신뢰

성장 테마 선별: 업종별 2021년 매출 전망 변화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 원의 크기는 업종 장기 EPS 성장률 전망

업종별 이익 기여 분해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차별적 성장: 반도체, IT H/W, 플랫폼, 소재(배터리/태양광), 신형 소비재(전기차, D2C)

 과거와 차별화된 주식 장세가 진행 중. 경기 복원(=실적 장세) 구간에 진입하며 경기민감주 이익 기여도 높아지나
이익 증가는 여전히 성장주, 기술주가 주도. 성장주 이익 비중은 2019년에서 43%에서 2021년 50%로 추세적 확대

 실적 전망 개선과 구조적 성장을 배경으로한 세 가지 성장. 기술 테마 비중 확대 전략 이어갈 필요. ① 테크 (반도체, IT
H/W, 플랫폼), ② 친환경 (배터리, 태양광 소재주), ③ 신형 소비재 (전기차, D2C, 온라인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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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Bottom Fishing

소외 업종 이익 개선 기대 부상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기업 체질 변화를 선반영한 주가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S&P 500 대비 상대 주가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재평가가 필요한 테마: 에너지, 레저, 헬스케어, 금융

 강세장 지속되며 주도주 로테이션 변화가 진행. 다만 펀더멘탈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음에도 저평가되거나
소외된 업종이 존재. 본격적 경기 복원 과정에서 Old Economy의 변심에 주목할 필요

 ① 상대적 저평가 (헬스케어, 금융), ② 코로나 정상화 이후 실적 복원 가능 업종 (에너지, 레저), ③ 풍부한 투자 여력과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신산업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기업(GM, 엑슨모빌, 인텔, 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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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변동성제어의목표

금리 상승 시 수혜 ETF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 음영은 금리 상승 구간

물가 상승 시 수혜 ETF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 음영은 기대인플레 상승 구간

주가 변동성 제어 대상 리스트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변동성 제어를 위한 자산배분 방법론

 1) 높아진 밸류, 2) 기술적 부담, 3) 통화정책 모멘텀 훼손으로 기대 수익률 하락 뿐 아니라 변동성 장세 반복이 예상

 주식과 다르거나 유사한 성질 간의 자산 충돌, 배분을 통해 위험과 변동성을 제어할 필요

 위험 헷지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자산 편입보다 변동성 요인과 결부된 자산(금리 상승, 인플레, 달러강세) 포지션
선별. 주식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으나 하방이 견고한 저위험, 배당, 원자재, 대체자산 비중 확대 전략도 강구

대분류 중분류 분류 ETF명

위험헷지 매도포지션 인버스 SH

보험 변동성 VXX

테일 리스크 TAIL

금리상승 금융주 XLF

레버리지론 BKLN

인플레이션 물가채 TIP

원자재주 XOP, PICK, REMX

미국 달러 UUP

위험분산 저위험 하이퀄리티 QUAL

로우볼 USMV

방어섹터 XLP, XLU

인컴 고배당주 VYM

우선주 PFF

대체 농산품 DBA(농산품), GLD(금)

리츠 V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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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테마: 1) 차별적성장, 2) 블루웨이브, 3) 바텀피싱

Tech 세부분류 ETF/기업

5G 인프라
NXTG,FIVG, 

에릭슨(ERIC.US) 키사이트(KEYS.US)

핸드셋/웨어러블 애플(AAPL.US) 퀄컴(QCOM.US)

통신서비스 버라이즌(VZ.US) 티모바일(TMUS.US)

6G UFO, ROKT 버진갤럭틱(SPCE.US) 막사테크놀로지(MAXR.US)

반도체 메모리

SOXX,SMH

마이크론(MU.US) 웨스턴디지털(WDC.US)

비메모리/팹리스 엔비디아(NVDA.US) 케이던스(CDNS.US)

아날로그/ MCU NXP(NXPI) TI(TXI.US)

파운드리/장비 ASML(ASML.US) 램리서치(LRCX.US)

플랫폼 세부분류 ETF/기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SRVR 델(DELL.US) 마벨(MRVL.US)

클라우드서비스 SKYY, CLOU 아마존(AMZN.US) 마이크로소프트(MSFT.US)

IoT SNSR 알파벳(GOOGL.US)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US)

플랫폼/빅테크 전자상거래 IBUY, EMQQ 아마존(AMZN.US) 알리바바(BABA.US)

포털/SNS SOCL 페이스북(FB.US) 텐센트(0700.HK)

게임 GAMR, HERO 액티비전블리자드(ATVI.US)EA(EA.US)

인공지능 IRBO, AIQ 알파벳(GOOGL.US) 세일즈포스(CRM.US)

미디어/스트리밍 IEME 넷플릭스(NFLX.US) 월트디즈니(DIS.US)

사이버보안 HACK,CIBR 팔로알토(PANW.US)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US)

원격근무/교육 WFH,EDUT 줌(ZOOM.US) 체그(CHGG.US)

디지털헬스케어 EDOC 덱스컴(DXCM.US) 텔라닥(TDOC.US)

소비 세부분류 ETF/기업

밀레니얼+ Z 소비+ 테크 MILN, GENY 나이키(NKE.US) 스타벅스(SBUX.US)

웰빙/피트니스 BFIT 룰루레몬(LULU.US) 비욘드미트(BYND.US)

뷰티 로레알(OR.FP) 에스티로더(EL.US)

패션 나이키(NKE.US) 패스트리테일링(9983.JP)

명품 GLUX LVMH(MC.FP) 케링(KER.FP)

여행/레저 AWAY, PEJ 부킹홀딩스(BKNG.US) 윈덤호텔스&리조트(WH.US)

리커버리 세부분류 ETF/기업

의료 백신/치료제 XBI, ARKG 화이자(PFE.US) 모더나(MRNA.US)

재정부양 인프라 NFRA, ITB 캐터필라(CAT.US) 삼일중공업(600031.SH)

보복소비 명품/레저 AWAY LMVH(MC.FP) 중국중면(601888.SH)

경기회복 에너지 XLE 엑손모빌(XOM.US) 쉐브론(CVX.US)

금융 XLF JP모건(JPM.US) 웰스파고(WFC.US)

산업재 XLI GE(GE.US) 허니웰(HON.US)

China 세부분류 ETF/기업

공급망재편 식량 대북농(002385.SZ) 제일트랙터(601038.SH)

에너지 2809 / 9809.HK 융기실리콘(601012.SH) 금풍과기(002202.SZ)

기술자립 5G CHIC 선난써키트(002916.SZ) 광신과기(002281.SZ)

반도체 3191 / 9191.HK 베이팡화창(002371.SZ) 아극과기(002409.SZ)

전기차 2845 / 9845.HK BYD(002594.SZ) 창신신소재(002812.SZ)

소비진작 서비스 텐센트(0700.HK) 춘추항공(601021.SH)

플랫폼 CHIQ 알리바바(9988.HK) 중국중면(601888.SH)

로컬브랜드 2086 / 9806.HK 구양(002242.SZ) 마루비(603983.SH)

금융 전통금융 중신증권(600030.SH) 화태증권(601688.SH)

디지털금융 평안보험(601318.SH) 항생전자(600570.SH)

그린 세부분류 ETF/기업

신재생에너지 풍력 FAN 금풍과기(002202.SZ) 동방케이블(603606.SH)

태양광 TAN 융기실리콘(601012.SH) JinkoSolar(JKS.US)

ESS ICLN 상해전기(601727.SH) 테슬라(TSLA.US)

모빌리티 전기차/플랫폼 DRIV 테슬라(TSLA.US) 제너럴모터스(GM.US)

배터리/충전소 LIT CATL(300750.SZ) 파나소닉(6752.JP)

농업 생산/유통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US)

종자/비료/백신 DBA,MOO 조에티스(ZTS.US) 금우바이오(600201.SH)

농기계/스마트팜 디어&코(DE.US) AGCO(AGC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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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국가 : 국가선별기준

세 가지 그룹 분류: 미국, 중국, 한국, 대만의 상대 우위 지속

 국가에서도 K자형 이익 복원 차별화가 전개. 2020년 견고한 펀더멘탈이 돋보인 미국, 중국, 한국, 대만 상대 우위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 이들 국가는 1) 높은 제조업, 테크 비중과 2) 선진/신흥 내 경기 차별적 이익 모멘텀 확보

 금년 부진한 국가 중에선 독일, 아세안, 브라질에 반등 모멘텀 존재해 Trading 관점의 접근 가능. 민감주 및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프랑스/영국/이탈리아/러시아의 이익 전망도 최악 통과했으나 아직은 펀더멘탈 위험 모니터링 구간

국가별 평균 이익 회복 경로 전망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 MSCI 기준. 점선은 3개월전 이익 전망

2019-2021 이익 증가율와 IT 이익 비중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주: MSCI 기준. 파란색 음영은 금년과 내년 지속 성장 국가. 회색 음영은 내년도 차별적 반등 기대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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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국가: 국가별우선순위

2021년 국가별 선호도

내용 변수

• 경기순환과 더불어 이익 반영
• 성장성과 성장에 대한 신뢰도
• 경기와 주가 민감도

성장성
Momentum
이익 Proxy

성장성

• 기업이익 수준 및 회복 강도
• 이익에 기반한 배당
• 과거 및 상대 밸류에이션

EPS/ER
DPS
PER

이익
/밸류
에이션

• 이동평균을 이용한 추세 판단
• 주가 모멘텀
• 상승 혹은 하락 추세 강도

MACD
STCH
ADX

가격
모멘텀

• 리스크 대비 수익률 판단
• 할인률 Proxy
• 금리 및 CDS 스프레드 등

변동성
CDS 등

Risk

항목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한국

인도

러시아브라질

중국

베트남

유럽

독일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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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2021년 ETF 유니버스

분류 투자테마 Ticker 중요도
3M 
(%)

시총
(Mil$)

일거래량
(천주)

국가 선진 미국 / S&P 500 SPY US ★★★ 10.5 318,568 69,966 

미국 / 나스닥 QQQ US ★★★★ 13.2 148,771 31,184 

유로존 FEZ US ★★★ 12.1 1,830 1,614 

일본 EWJ US ★★ 13.4 13,334 6,629 

신흥 신흥국 VWO US ★★★ 19.5 74,283 11,828 

중국 / A주 ASHR US ★★★★ 19.9 2,549 2,968 

중국 ChiNext CNXT US ★★★★ 25.7 51 23 

인도 INDA US ★★★ 15.6 4,828 4,204 

아세안 ASEA US ★★★ 20.2 36 55 

러시아 ERUS US ★★ 11.8 445 175 

베트남 VNM US ★★★★ 13.9 450 410 

베어마켓 미국 인버스 SH US ★★★ (10.9) 1,965 10,564 

VIX VXX US ★★ (15.3) 1,617 50,158 

인컴 배당 미국 배당가중 DVY US ★★★★ 18.6 14,629 809 

미국 배당성장 NOBL US ★★★ 8.4 6,916 497 

미국 배당+로우볼 SPHD US ★★★★ 15.8 3,020 858 

미국 우선주 PFF US ★★★ 3.8 19,046 5,675 

선진국 고배당 IDV US ★★★ 18.5 3,750 900 

신흥국 고배당 DEM US ★★★ 15.2 1,722 270 

채권 미국 국채 GOVT US ★★ (3.0) 14,894 7,980 

미국 물가연동채 TIP US ★★★★ 1.2 27,607 2,341 

미국 회사채 LQD US ★★ 0.7 51,962 12,843 

미국 하이일드 HYG US ★★★ 3.7 21,542 29,689 

미국 레버리지론 BKLN US ★★★★ 2.2 5,702 8,919 

신흥국 국채 EMB US ★★★ 2.7 18,717 3,630 

중국 채권 CBON US ★★★★ 5.3 70 74 

외환 기축통화 달러 UUP US ★★★★ (3.7) 349 970 

대체 상품 금 GLD US ★★★★ (2.5) 68,923 9,682 

원유 USO US ★★★★ 24.4 3,209 5,179 

산업금속 DBB US ★★★★ 11.2 182 169 

농산물 DBA US ★★★★★ 11.2 701 1,083 

리츠 글로벌 리츠 SRET US ★★ 13.1 381 422 

미국 리츠 VNQ US ★★★★ 7.6 31,997 5,113 

데이터 센터 리츠 SRVR US ★★★ 2.5 1,047 375 

물류/산업 리츠 INDS US ★★★ 7.8 140 49 

헬스케어 리츠 OLD US ★★★★ 17.1 24 4 

분류 투자테마 Ticker 중요도
3M 
(%)

시총
(Mil$)

일거래량
(천주)

성장테마 4차산업 4차산업 전반 ARKK US ★★★★ 49.4 22,616 7,133 

혁신기술 NXTG US ★★★★ 20.2 890 86 

H/W 반도체 SOXX US ★★★★★ 28.5 5,206 652 

5G NXTG US ★★★★★ 20.2 890 86 

AI/산업자동화 IRBO US ★★★★ 33.6 341 106 

IoT SNSR US ★★★ 24.3 375 118 

6G/우주산업 UFO US ★★★★ 30.1 85 125 

China 반도체 9191 HK ★★★ 24.4 169 251 

S/W China Tech KWEB US ★★★★ 27.3 4,027 1,473 

클라우드 SKYY US ★★★★ 25.9 6,146 445 

핀테크 FINX US ★★★ 18.5 1,082 266 

사이버보안 HACK US ★★★ 28.6 2,154 348 

글로벌 플랫폼 SOCL US ★★★★ 34.4 351 78 

신흥국 플랫폼 EMQQ US ★★★★ 32.3 1,752 350 

AI/딥러닝 LRNZ US ★★★★ 24.1 29 14 

게임 테크 GAMR US ★★★ 57.9 177 56 

그린 신재생에너지 ICLN US ★★★★★ 61.2 6,502 9,775 

전기차/배터리 LIT US ★★★ 63.7 2,756 1,632 

자율주행/전기차 DRIV US ★★★★ 53.0 38 1,267 

농업 VEGI US ★★★★ 22.1 40 14 

신소비 신유통 IBUY US ★★★★ 40.5 1,667 284 

글로벌 신유통 XBUY US ★★★ 30.1 25 9 

밀레니얼 소비 MILN US ★★★★ 20.2 143 37 

웰빙/피트니스 BFIT US ★★★ 14.9 24 10 

여행 플랫폼 AWAY US ★★★★ 32.6 93 116 

신흥국 소비 ECON US ★★★ 16.8 190 34 

글로벌 럭셔리 GLUX FP ★★★★ 21.7 153 3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XBI US ★★★★ 37.2 7,644 5,199 

의료기기 IHI US ★★ 11.3 8,753 250 

유전공학 ARKG US ★★★★ 60.0 10,708 6,409 

디지털 헬스케어 EDOC US ★★★★★ 21.9 430 646 

리커버리 글로벌 인프라 IGF US ★★★ 10.5 2,950 418 

원유생산기업 XOP US ★★★★ 52.9 2,624 7,737 

금융 XLF US ★★★★ 20.3 28,435 53,886 

산업재 XLI US ★★★★ 10.1 15,206 11,169 

여행&레저 PEJ US ★★★★ 29.5 858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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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산배분투자의견

2021년 자산배분 전략

 자산군은 초안전 / 채권 / 대체 / 원자

재 / 위험자산으로 구성

 상반기 자산 배분 전략 방점은 채권

비중 축소와 주식 비중 확대. 대체

자산의 선별적 비중 확대 의견 제시

 대체자산과 원자재 중 일부 자산군에

투자 의견 비중 변화

 위험자산 군내 미국, 중국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한국 비중확대 의견

제시. 스타일 전략보다는 업종 내

차별화된 성장 기대되는 일부 테마

향 비중 확대 의견 제시

2021년 자산별 투자의견(2020.2H → 2021.1H)

주식 채권

국 가

미국

국 채

미국 국채

유로존 미국 물가채

중국 유럽 국채

한국 중국 국채

신흥 한국 국고채

스타일

성장

크레딧

미국 IG

가치 미국 HY

배당 글로벌 IG

업 종/
테 마

IT S/W 글로벌 HY

IT H/W 신흥 국채

헬스케어 대체

경기민감

리 츠

미국 리츠

금융 글로벌 리츠

소비 헬스케어 리츠

방어주 데이터센터 리츠

원자재 물류센터 리츠

원자재

금
기 타

수익형 리츠

귀금속 인프라

원유 안전자산

농산품
Cash

현금

산업금속 단기국채

U/W NT O/W

U/W NT O/W

U/W NT O/W

U/W NT O/W

U/W NT 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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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망투자테마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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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반도체 업황은 1) 5G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한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 2) 콘솔 신제품 출시 효과, 3)

전장 및 기업향 이연 수요 급증으로 Big cycle 재진입 기대. 데이터센터는 하반기부터 성장 재개 전망

 반도체 사이클에서 비메모리 업체은 업황을 선반영, 메모리 업체들은 후행하는 패턴 반복. 동일한

전방산업을 공유해 실적, 주가의 방향성은 일치하나 시점의 차이 존재. 주 요인은 제품의 가격 변동성

 비메모리는 가격 변동성이 낮아 수요 변화에 실적, 주가 모두 즉각적으로 반응. 제품 성능 우위와 선점을

요구하는 독과점 구도는 선두 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 ’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 이상 전망

 메모리는 가격에 따라 수요 변동성이 높아 고객사들의 재고 축적 수요가 발생. 재고 소진 구간은 수요

급감. 업사이클 국면의 후반부에서는 가격 상승 효과로 실적, 주가의 급격한 반등 확인. ’21년 DRAM은

DDR5 교체 수요로 24% 성장, NAND는 ‘Double stack’ 적용으로 공급 둔화, 수요는 37% 증가 전망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20년 752억달러에서 ’21년 879억달러로 16.9% 성장 전망. TSMC는 올해

생산설비 및 연구개발에 최대 280억달러 투입 예정. 7나노 이하 공정의 급격한 수요 확대로 증설 모멘텀

유효. 장비 업체들의 낙수효과 기대. 반도체 장비 시장은 상위 4개 업체(AMAT, 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가 전체 매출의 70% 차지하는 과점 시장. 상위 업체들은 제품 성능을 좌우하는 전공정에

특화돼 후공정 대비 고부가가치 창출. 주요 장비 업체들 중 수혜 강도가 큰 기업의 선별 필요

기업명 티커 시총 매출액성장률(% YoY) EPS 성장률(% YoY) 수익성(%) 밸류에이션(배)

(조원) 19 20F 21F 19 20F 21F OPM ROE PER PBR

TSMC 2330.TW 612.4 3.7 25.2 14.4 (1.6) 49.9 12.1 41.7 28.5 26.4 7.1 

엔비디아 NVDA.US 362.3 20.6 (6.8) 51.0 35.0 (12.8) 70.2 40.3 44.9 53.0 20.3 

ASML ASML.US 257.4 8.0 18.3 14.0 1.2 37.8 17.2 30.6 29.6 43.7 12.6 

마이크론 MU.US 98.3 (23.0) (8.4) 16.2 (46.9) (55.4) 44.3 20.1 10.1 19.2 2.2 

NXP반도체 NXPI.US 51.5 (5.6) (3.4) 13.9 6.1 (20.0) 36.5 30.1 16.4 19.9 5.0 

[Theme ①반도체] 구조적성장에갖는신뢰

비메모리 시장 전망

자료: 가트너, 옴디아, 신한금융투자

메모리 시장 전망

자료: 가트너, 옴디아, DRAMeXchange, 신한금융투자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 주: 1) 종가기준일 2021년 1월 28일, 2) 수익성, 밸류에이션 지표는 FY21 예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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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TSMC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M/S 52%) 업체. 팹리스, 파운드리로 양분화된 반도체 시장 구조의 고착화로 시장 영향력 확대 지속

 팹리스 업체들의 성장은 파운드리 수요의 구조적 성장으로 귀결. 인텔의 7나노 공정 개발 지연, 미국의 SMIC 제재 등은 동사의

시장 영향력 확대 요인. 파운드리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고가 수주 독식이 가능할 전망. 기술 난이

도가 높은 파운드리 특성상 시장 선점을 통한 안정적 성장세 지속 전망. ’21년 CAPEX는 역대 최대치인 280억달러 집행 예정

티커 2330.TW

시가총액 466조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최초 개발한 GPU 1위(M/S 80%) 업체. 5G 시대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축. 하이엔드 GPU 시장의 절대 강자

 게이밍 부문은 RTX30 시리즈 출시로 견조한 실적 성장세 지속 전망. 하이엔드 GPU 시장에서 동사의 입지는 압도적. 이는 그

래픽 기술력과 시스템 호환, 범용성에 기인. GPU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올해 3분기까지 견조한 수요가 이어질 전망
티커 NVDA.US

시가총액 364조원

ASML  EUV(극자외선)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반도체 노광 장비 1위(M/S 85%) 업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 2위(17.6%)

 노광 공정은 빛을 이용해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패턴을 그려 넣는 포토 공정의 핵심. 파운드리 및 로직에 집중됐던 EUV 수요는

’21년부터 메모리로 확산. EUV 장비는 대당 1,90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장비이나, 공정 미세화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10나노 이하 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장비로 인식. 파운드리 업체들의 공격적 설비투자 확대는 동사의 수혜로 이어질 전망

티커 ASML.US

시가총액 198조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별 매출액 추이

자료: Trendforce, 신한금융투자

프로세서(Logic), 아날로그 시장 전망

자료: DRAMeXchange,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메모리 CAPEX 추이 및 전망

자료: DRAMeXchange,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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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 종료(’20년 말) 및 파리기후협약 시행(’21년)에 따라 기후 대응 정책 및 관련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노력은 범국가적 현상. 바이든 내각 수립 이후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관련 정책 발의 가속화와 투자 확대가 기대. EU는 탄소 중립사회 구축(’50년),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을 통한 非석화 에너지 비중 확대, 미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배출 제로 달성(’35년) 목표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환경 문제 뿐 아니라 기술혁신과 코로나로 인해 훼손된 선진국 고용 창출 동력.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고용 유발 효과는 화석 연료의 2.5배로 고용인력은 ’17년 1,230만명에서 ’50년

4,190만명으로 확대 기대. 중국도 에너지 수급 안정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투자 확대를 시사

 발전원별 전력생산단가를 나타내는 LCOE(총 투자비용/총 발전량) 하락 기대. 특히 태양광과 풍력

LCOE는 기술발전 및 생산 단가 하락 추세로 구조적 성장 강세 지속될 전망

 태양광 에너지: 그린 뉴딜을 필두로 정책 모멘텀 반영돼 ’21년 태양광 수요는 미국 +51%, 중국 +27%,

EU +23% 전망. 미국은 ITC(투자세액공제) 종료(’22년) 전 선제적 설치, 중국은 전력 전량 구매보장 등

정부지원, 유럽은 독일의 보조금 지급 상한 폐지 등 그린 딜 정책에 따른 수요 확대 효과

 풍력 에너지: 터빈 대형화에 따른 LCOE 감소로 전력 발전 효율성 증가 추세. 육상풍력은 이미

화석연료와 비슷한 수준. 글로벌 에너지 발전 중 풍력 비중은 ’15년 4%에서 ’50년 36%까지 확대 전망

기업명 티커 시총 매출액성장률(% YoY) EPS 성장률(% YoY) 수익성(%) 밸류에이션(배)

(조원) 19 20F 21F 19 20F 21F OPM ROE PER PBR

넥스트에라에너지 NEE.US 176.9 14.8 (6.3) 16.3 22.4 10.4 8.4 32.0 12.1 32.3 3.8

CATech 300750.CH 143.3 54.6 8.3 38.4 34.9 6.7 43.1 13.8 12.5 110.7 13.0 

베스타스 VWS.DC 49.1 19.9 21.1 6.0 0.6 (15.2) 63.1 8.5 23.4 36.5 8.1 

솔라엣지 SEDG.US 16.5 52.1 2.3 18.6 30.5 (10.5) 16.4 13.9 21.2 62.4 11.4 

플러그파워 PLUG.US 35.1 31.8 31.3 47.1 2.2 (14.1) 47.9 (9.9) (2.6) - 55.4 

[Theme ②신재생에너지] 새로운패러다임의시작

2020년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율

자료: IRENA, 신한금융투자

신재생에너지원별 LCOE 추이

자료: IRENA, 신한금융투자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 주: 1) 종가기준일 2021년 1월 28일, 2) 수익성, 밸류에이션 지표는 FY21 예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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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넥스트에라에너지  북미 에너지 1위 업체. 자회사로 세계 1위 신재생에너지 업체 ‘NextEraEnergyResource(NEER)’ 보유.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

장의 최대 수혜 기업. 플로리다 내 독과점 전력 공급 자회사 FloridaPower&Light(FPL)에서 안정적 고정 수익 확보

 ’21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분야에 동종업계 최고 수준인 10억달러 이상 투자해 1,200MW 저장 설비 설치 계획.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른 ESS 수요 확대. ESS 도입 확대로 저장비용 절감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발전 효율 증가

티커 NEE.US

시가총액 177조원

베스타스  글로벌 풍력터빈 시장점유율 1위. 사업 구조는 풍력터빈 개발/제조(Power Solutions) 84.6%, 설치/유지보수(Services) 

15.4%,  해상풍력으로 구성. 그 중 고마진의 Service 사업 비중 확대로 수익 안정성 향상 기대

 미쓰비시 중공업과 50:50으로 출자한 MVOW 합병으로 해상풍력에 공격적인 투자 예상. 해상풍력의 고성장성 실적반영 기대
티커 VWS.DC

시가총액 49조원

베스타스 서비스 부문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Factset, 신한금융투자

미국 유틸리티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신한금융투자

솔라엣지테크놀로지  미국 최대 점유율(13%) 태양광 인버터 솔루션 업체. ’20년부터 캘리포니아에 신축되는 모든 주택에 솔라 패널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요 확대 기대. 다른 주 또한 의무화 법안이 발의돼 수요 증가 가속화. 미국 최대 규모(690MW)의 솔라팜 건설 프로젝트

(Gemini Project) 수주 확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으로 향후 시행될 대규모 솔라팜 프로젝트 수주 또한 받을 것으로 기대

 유틸리티 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규제 도입 및 확대 적용 통해 대규모 태양광 유틸리티 설비의 지속적 신규 수요 창출

티커 SEDG.US

시가총액 16조원

에너지저장장치 충전비용(4시간 기준)

자료: 넥스트에라에너지,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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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리더십은 첨단산업 패권 유지의 배경. 중국,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한국 등 5G 인프라 투자

모멘텀 본격 시작. 에릭슨은 ’25년까지 북미 지역 통신 서비스 구독자 74%(3.25억명)가 5G 가입 전망

 미국은 민간 주도의 인프라 구축을 강조해온 만큼 1) 규제 완화, 2) 지역 보조금 지원, 3) 주파수 대역

민간 개방 확대 등 우호적 정책 동반 예상. 지역 보조금 규모(90억달러)는 4G 상용화 시점 대비 2배 증가

 5G 상용화 초기 FCC(美연방통신위원회)는 민간 사업자용 주파수 대역을 High-band(mmWave,

24GHz 이상)로 한정. 이는 인프라 구축 비용, 기술적 한계 등을 야기해 커버리지 확대를 제한, 5G

가입자 수 부진으로 직결. 전체 5G 가입자 수는 ’20년 말 400만명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

 지난 9월 커버리지 확장의 핵심 대역인 Mid-band(1차: 3.5GHz, 2차: 3.7GHz) 경매 완료. ’21년

12월에는 군용으로 사용하던 3.4~3.5GHz 대역까지 민간 사업에 할당 계획. 2.5GHz도 추가 경매 예정.

주요 통신사들의 Mid-band 확보 시점인 올해 상반기부터 5G 인프라 투자 가속화 전망

 버라이즌, T-모바일, AT&T의 합산 CAPEX 전년대비 최소 8% 증가 전망. 反화웨이 전선의 글로벌

확대로 미국과 유럽의 5G 시장 성장 수혜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005930.KS), 에릭슨(ERIC.US),

노키아(NOK.US)에 집중.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애플(AAPL.US), 퀄컴(QCOM.US), 마벨(MRVL.US) 등

핸드셋 및 부품 업체로의 낙수 효과 기대. 5G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26년 1.3조달러에 이를 전망

기업명 티커 시총 매출액성장률(% YoY) EPS 성장률(% YoY) 수익성(%) 밸류에이션(배)

(조원) 19 20F 21F 19 20F 21F OPM ROE PER PBR

애플 AAPL.US 2580.2 (2.0) 5.5 20.4 0.1 10.2 33.4 26.4 132.8 31.4 45.0 

퀄컴 QCOM.US 198.1 (14.7) 11.6 40.9 (4.1) 18.4 72.7 32.2 100.8 21.5 19.1 

에릭슨 ERIC.US 43.9 7.8 1.6 1.9 흑전 591.0 9.2 11.7 17.0 17.2 3.2 

마벨 MRVL.US 39.3 19.0 (5.8) 9.7 흑전 적전 흑전 24.1 7.4 55.6 4.2 

키사이트 KEYS.US 30.3 10.2 (2.1) 11.6 45.7 2.8 15.2 26.3 27.0 26.0 6.7 

[Theme ③ 5G] 성장모멘텀재개

글로벌 5G 시장 전망

자료: ETRI, KT경제경영연구소,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5G 통신장비 점유율

자료: 델 오로, 신한금융투자 / 주: 2020년 상반기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 주: 1) 종가기준일 2021년 1월 28일, 2) 수익성, 밸류에이션 지표는 FY21 예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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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애플  아이폰12 출시로 5G 시장 진출 본격화. 코로나 반사 수혜는 Mac, iPad의 견조한 수요에서 확인. 북미 5G 서비스 확산이 기대

돼 ’21년 아이폰 출하량 성장세 지속 전망(+12% YoY). 서비스 부문은 FY1Q21 기준 유료 구독자 수 6.2억명 달성

 신규 서비스, 번들 상품 확대로 마진 개선. 비용은 대부분 집행 완료. 올해도 H/W, 서비스 부문 모두 외형 성장 모멘텀 유효
티커 AAPL.US

시가총액 2,249조원

퀄컴  글로벌 모바일 AP(스마트폰 구동 칩) 시장 1위(M/S 30%)로 AP, RF모듈, 안테나, 모뎀까지 통합 솔루션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

 주요 사업은 QCT(칩 설계)와 QTL(라이선스) 부문으로 구성.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의 5G 적용 모델 증가 지속. 사실상 하이실

리콘의 플래그십 AP 시장 퇴출로 관련 수요 흡수 가능. Cash-cow인 라이선스 사업도 FTC와의 반독점 소송 승리로 완전 정상

화. ’20년 말부터 실적 Top-line의 성장 본격화. ’21년 5G 스마트폰 출하 전망치 6억대 상회할 전망. 직접적 수혜 기대

티커 QCOM.US

시가총액 181조원

에릭슨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 2위 업체. 5G 통신장비 점유율 20%로 추정. 북미, 유럽 시장 反화웨이 전선 확대로 직접적 수혜 기대

 북미 통신장비 점유율이 68%에 달해 5G 인프라 투자 재개의 단기 수혜 집중될 가능성 유력. 경쟁사 노키아가 내부 R&D,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배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경영 환경 악화가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

국에서 로컬 기업 외 유일하게 5G 장비 수주. ’21년 북미 이동통신 3사 합산 CAPEX 520억달러로 전년대비 8.3% 증가 전망

티커 ERIC.US

시가총액 44조원

애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및 전망

자료: SA, 산업 자료, 신한금융투자

퀄컴 QCT(칩 설계) 사업부 유효 시장 전망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미국, 중국 이동통신사 CAPEX 전망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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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여파로 오프라인 활동이 멈추면서 세계 각국에서 전례 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소비자들의 디지털 채널 이용률은 ’20년 6월 기준 58%로 ’19년 말 대비 22%p 확대. 속도 측면으로

봤을 때 세계가 6개월 만에 3년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

 글로벌 팬데믹은 넷플릭스, 아마존과 같은 B2C 업체는 최고의 호황을 누려왔으나 음식료, 항공, 호텔과

같은 산업은 물론 B2B 업체의 투자 속도는 대폭 감소. 코로나 중 대부분의 업체는 경영 환경 악화 및

비용 감축으로 투자 집행이 어려워져 글로벌 IT 지출은 3.7조달러로 전년대비 3.2% 감소

 코로나발 타격이 컸던 업체들의 투자는 팬데믹 완화 이후 재진행될 전망. ’21년 글로벌 IT 지출은

4.1조달러로 11.1% 증가 예상.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OTT와 같은 디지털 채널 이용 확대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지속될 전망.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 위해 ’21년에 IT 투자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기업들의 디지털 채널 도입은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확대로 귀결. 클라우드는 디지털 채널 운영을 위한

필수 플랫폼. 코로나에도 글로벌 클라우드 지출이 ’20년 6.1% 확대되면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B2B 업체들 필두로 투자 본격화, ’21년과 ’22년 각각 18.4%, 18.8% 증가 전망

 관련 수혜는 시장 과점을 통해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한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들(MS, 아마존, 알파벳)과

높은 점유율을 통해 가격 경쟁 우위에 있는 상위 B2B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집중될 전망

기업명 티커 시총 매출액성장률(% YoY) EPS 성장률(% YoY) 수익성(%) 밸류에이션(배)

(조원) 19 20F 21F 19 20F 21F OPM ROE PER PBR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2,019.9 13.6 13.6 14.2 24.3 21.3 26.4 39.8 44.4 32.8 11.3

아마존닷컴 AMZN.US 1,820.9 20.5 35.3 18.6 14.2 43.0 22.6 6.7 23.2 54.7 13.1

알파벳 GOOGL.US 1,409.0 18.3 11.8 22.6 10.8 26.3 21.1 26.3 17.6 26.7 4.9

인튜이트 INTU.US 109.0 13.2 13.2 16.4 17.4 16.4 4.7 33.7 37.0 44.9 9.4

트윌리오 TWLO.US 61.1 74.5 47.0 32.1 45.5 (25.0) (25.8) 0.1 0.1 - 10.2

[Theme ④클라우드] 수요는 ’20년, 매출은 ’21년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 주: 1) 종가기준일 2021년 1월 28일, 2) 수익성, 밸류에이션 지표는 FY21 예상 기준

글로벌 클라우드 지출 전망

자료: Gartner, 신한금융투자

소비자들의 디지털 채널 이용률

자료: McKinsey,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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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시작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석권한 IT 업체. 매출 기준 글로벌 클라우드 S/W 매출 1위, 플랫폼 매출 2위

 1) 디지털+비대면 소비 확대로 이를 유통하는 클라우드 수요 급증. 2) 사업장 폐쇄가 잇따르면서 업체들의 피해 불가피했지만

클라우드 이용 업체들은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음. 디지털 채널 도입 및 업무 연속성 감안 시 클라우드 도입 필요성 부각
티커 MSFT.US

시가총액 2,020조원

인튜이트
 중소기업, 개인, 회계사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및 재무 관리 솔루션 제공. 미국 내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9%. ’21년 중소기업 회복세 가장 돋보일 전망. 이들에게 필수 재무/회계 솔루션 제공. 대표 DIY 세금 S/W TurboTax(점유율

67%) 보유. 락다운으로 인해 전문가 서비스(회계사 위탁) 수요 감소한 반면 비대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DIY 확대
티커 INTU.US

시가총액 109조원

트윌리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메시징과 통신 기능을 기존 또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CPaaS(클라우드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 글로벌 점유율 32%로 1위 업체. 코로나 이후 온라인상 고객 응대의 중요성 강조. 기업들은 관련

투자 절실하나 자금 부족. 동사 서비스는 기업들의 커뮤니케이션 툴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수요 증가 돋보일 전망
티커 TWLO.US

시가총액 61조원

글로벌 SaaS 시장 점유율

자료: Synergy,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CPaaS 시장 규모 전망

자료: Statista, 신한금융투자

미국 세금 산업 서비스별 매출 추이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61I

 인공지능(AI)은 모바일을 잇는 차세대 핵심 플랫폼. AI 기술 응용은 의료(AI 진료), 자동차(자율주행),

제조(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금융, 에너지, 법률 등 전 산업으로 확산. IT 분석 기관 IDC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은 연평균 17.1% 성장하면서 ’24년 3,000억달러(vs. ’20F 1,565억달러)를 상회할 전망

 5G 핵심 플랫폼 선점 위해 Tech Giants는 ‘Mobile First’에서 ‘AI First’로 진화 중. AI는 이미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차세대 대표 기술로 부상. 이미 애널리틱스, 스트리밍, 헬스케어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기술들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

 ’20년 5G 본격 개화 및 클라우드 도입 확대 통해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성장 가속화 기대. AI 관련

지출도 ’20년 501억달러에서 ’24년 1,100억달러로 두배 이상 확대될 전망

 기업 투자를 넘어 대규모 정부 지원도 기대. 미국의 <AI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을 필두로 각국 정부는 AI 지원 정책을 우선시하는 추세.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핵심 요소로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및 경쟁력으로 인지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AI 매출 비중 80%를 상회해 가장 큰 규모를 자랑. AI 경쟁력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결정하기 때문. 기술력과 응용력이 뛰어난 업체들 중심의 차별화된 성장 기대

기업명 티커 시총 매출액성장률(% YoY) EPS 성장률(% YoY) 수익성(%) 밸류에이션(배)

(조원) 19 20F 21F 19 20F 21F OPM ROE PER PBR

알파벳 GOOGL.US 1,409.0 18.3 11.8 22.6 10.8 26.3 21.1 26.3 17.6 26.7 4.9

세일즈포스 CRM.US 232.4 28.7 28.7 24.2 103.7 8.7 54.2 17.4 12.4 49.1 5.2

IBM IBM.US 119.8 (3.1) (4.6) 0.9 (7.2) (32.3) 28.5 15.9 42.6 10.8 4.6

바이두 BIDU.US 93.6 5.0 (0.4) 14.2 (31.5) 20.8 5.4 15.9 10.9 23.9 2.6

도큐사인 DOCU.US 49.0 35.2 38.9 49.1 흑전 244.4 141.0 10.4 970.9 313.4 93.0

[Theme ⑤인공지능] 기업이이끌고정부가민다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 주: 1) 종가기준일 2021년 1월 28일, 2) 수익성, 밸류에이션 지표는 FY21 예상 기준

글로벌 AI 시장 매출 및 투자 전망

자료: IDC, 신한금융투자

미 연방정부의 非국방 AI 연구 예산

자료: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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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AI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인 알고리즘, 데이터, 컴퓨팅 파워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 보유. 특히 데이터 경쟁력

은 압도적. MAU 10억명 이상 서비스 9개 보유(유튜브,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플레이스토어, 지도, 검색, 드라이브, 포토)

 핵심 역량의 우수성은 개발과정에서도 나타남. 경쟁사들은 특정 산업군에 집중해서 AI를 개발하는데 반해, 동사는 자율주행,

헬스케어, IoT, 사이버 보안, 금융에 걸쳐 다방면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 지위 구축

티커 GOOGL.US

시가총액 1,409조원

세일즈포스  글로벌 CRM(고객관계관리) 시장 점유율 20%(vs. 2위 5%)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업체. 포춘 100대 기업 중 96곳이 고객사

 ’16년 AI 플랫폼 아인슈타인 출시, 서비스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및 예측 기능 제공. CRM 시장 내 우월한 점유율을 통해 데이

터 확보가 용이하며, 이를 통해 AI 성능을 개선시키고, 다시 CRM 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달성. AI 활용을 통해

경쟁사들과의 격차 확대 중. ’20년에는 처음으로 ‘필드 서비스 관리’ 포함한 3개 부문에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리더로 선정

티커 CRM.US

시가총액 232조원

바이두
 중국 내 AI 기술 상업화가 가장 기대되는 업체. 본업인 검색 포털, 뉴스피드에 AI 알고리즘 활용해 광고 효율성 개선하고 있으

며, ’19년부터 AI 스피커를 포함한 인공지능 시스템(DuerOS)의 매출 성장 본격화. ’20년 1Q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4%로

3위 달성. 특히 ’20년 10월에는 동사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Apollo)이 탑재된 자율주행 택시가 베이징에서 정식 서비스 시작
티커 BIDU.US

시가총액 94조원

주요 업체별 AI 논문 발표 수

자료: ICML,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CRM 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IDC,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스마트 스피커 점유율

자료: Strategy Analytics, 신한금융투자 / 주: 2Q20 기준



63I

 2020년 글로벌 명품 시장은 전년대비 20~35% 역성장. 온라인 수요 급증에도 해외여행 제한과

오프라인 매장 셧다운 사태로 상반기 실적 부진. 중국과 한국 중심으로 한 아시아 내 폭발적 구매로

2020년 하반기부터 반등세. 럭셔리 시장 내 아시아 소비자 영향력 지속 확대

 아시아 소비자의 강력한 수요 견인으로 2021년 명품 업종 매출 회복력 부각. 아시아 명품 시장 반등은

소비 양극화, 해외여행 대신 명품 구매로 소비심리 분출, 젊은 소비층 유입 영향. 글로벌 명품시장 규모는

2020년 2,851억달러(약 318조원)에서 2025년 3,880억달러(약 432조원)로 연평균 6% 성장이 예상

 럭셔리 산업 내 MZ세대 존재감 부상. 해당 시장에서 지난해 40% 비중 차지했던 MZ세대는 2025년

60%, 2035년 85%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 향후 15년간 이들 구매력이 부각됨에 따라 럭셔리

브랜드의 디자인도 MZ세대의 취향에 맞춰 변화하고 있음. 중후하고 무거운 이미지였던 명품

브랜드들은 스트릿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트렌드 변화에 대응

 팬데믹 이후 명품 시장 내에도 온라인 플랫폼 역할 부각. 이는 MZ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음. 럭셔리 시장 내 온라인 침투율은 2019년 12%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 예상. 이는 디지털

경쟁력 보유한 명품 업체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도 이어질 전망

기업명 티커 시총 매출액성장률(% YoY) EPS 성장률(% YoY) 수익성(%) 밸류에이션(배)

(조원) 19 20F 21F 19 20F 21F OPM ROE PER PBR

LVMH MC.FP 352.7 14.6 (16.8) 24.5 12.8 (34.6) 61.0 21.0 18.6 34.5 6.0 

에르메스 RMS.FP 122.9 15.4 (9.1) 17.5 12.1 (26.7) 42.1 32.6 20.6 56.9 10.9 

케링 KER.FP 93.9 16.2 (16.1) 16.9 14.5 (38.6) 44.8 27.5 23.3 24.4 5.4 

파페치 MONC.IM 23.0 69.5 62.8 32.7 (106.8) (39.4) 54.8 (19.2) - - 33.1 

몽클레어 FTCH.US 16.8 14.6 (14.9) 26.8 6.7 (42.7) 56.8 28.0 18.2 38.5 6.7 

[Theme ⑥명품] 코로나이후의새로운사치

명품업종, 2021년 매출 회복력 부각

자료: FactSet, 신한금융투자

명품시장 큰손으로 떠오르는 MZ세대

자료: Bain & Company, 신한금융투자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 주: 1) 종가기준일 2021년 1월 28일, 2) 수익성, 밸류에이션 지표는 FY21 예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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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MH  글로벌 최대 럭셔리 그룹. M&A 거듭해 70여개 브랜드 법인 보유. 패션부터 면세점, 주류, 호텔까지 광범위한 사업 영위

 루이비통과 크리스찬 디올로 대표되는 패션·가죽 사업부 매출은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아시아 소비심리 폭발로 2020년

3Q 13%, 4Q 21% 성장하며 코로나 타격에서 빠른 회복 견인. 해외 여행 재개 시 면세점 보유한 유통 사업부 반등 또한 기대
티커 MC.FP

시가총액 353조원

케링  럭셔리 패션 브랜드 그룹. 밀레니얼 세대에게 핫한 브랜드인 구찌, 생 로랑,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알렉산더 맥퀸 등 보유

 구찌는 리브랜딩으로 폭발적 성장 주도 후 현재는 안정적 단계 진입. 차기 브랜드 약진이 이어지고 있어 구찌의 성장 둔화 폭을

상쇄할 전망. 생 로랑은 9년 연속 두 자릿 수 성장 지속, 보테가 베네타는 수석 디자이너 교체 효과가 본격화 되고 있음
티커 KER.FP

시가총액 94조원

파페치
 글로벌 최대 온라인 럭셔리 플랫폼. 큐레이션 경쟁력 인정받으며 중국 텐센트와 징둥닷컴, 샤넬로부터 투자 유치 성공. 최근에

는 알리바바와 스위스 명품 시계 그룹 리치몬드도 투자. MZ세대 인기 브랜드 ‘오프 화이트‘ 보유한 뉴가즈 그룹도 인수해 플랫

폼과 브랜드 시너지 확대 기대. 명품 시장 내 온라인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어 동사는 최대 수혜 기업으로 부상할 전망
티커 FTCH.US

시가총액 23조원

LVMH 지역별 매출 성장률 추이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 주: 환율 영향 제외한 성장률

케링 주요 브랜드 매출 성장률 추이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 주: 환율 영향 제외한 성장률

명품시장 내 온라인 침투율 확대

자료: Bain & Company, 신한금융투자



65I

 여행/레저는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화됐던 산업. 2020년 글로벌 여행 수요는 전년대비 56% 감소.

락다운 조치가 정점에 달했던 4월과 5월에는 전년동기대비 98%까지 급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에는 향후 3~4년 소요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이동제한에 피해가 컸던 업종인 만큼 백신 출시 기대감에 따른 실적 회복력이 부각될 전망.

팬데믹 기간 구조조정을 거치며 비용 절감 효과까지 동반돼 매출 반등 시 이익 회복 속도는 가파를 것

 타 업종 대비 높은 주가 회복 여력에도 주목. 호텔/레저 업종의 낙폭 회복률은 83%로 코로나 반사

수혜가 집중돼 신고가 경신하는 IT,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주가와 상반. 호텔/레저 업종은 기술적

부담이 낮은 만큼 시장수익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여행 산업 내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국 여행 기업 중 61%가 향후 5년 내 AI가 여행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AI, 자동화, 사물 인터넷 등 기술 접목에 성공한 기업에도 관심 필요

 봉쇄 조치의 점진적 완화와 백신 안정성 검증 과정에 시간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로컬 여행

수혜주부터의 선별적 투자가 필요. 입국 후 격리 대신 사전 검진 방식 채택 시에는 아웃바운드 수요

정상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농후

기업명 티커 시총 매출액성장률(% YoY) EPS 성장률(% YoY) 수익성(%) 밸류에이션(배)

(조원) 19 20F 21F 19 20F 21F OPM ROE PER PBR

부킹홀딩스 BKNG.US 93.0 3.7 (55.2) 52.4 10.8 (97.1) 1793.6 28.5 54.0 35.7 12.7 

메리어트인터내셔널 MAR.US 43.7 1.0 (48.5) 34.0 (3.4) (103.0) 1390.5 9.8 171.1 52.3 55.8 

익스피디아 EXPE.US 20.0 7.5 (55.4) 47.7 5.7 (229.5) 114.1 10.8 18.6 113.2 14.5 

춘추항공 601021.SH 9.5 12.9 (33.6) 56.6 20.4 (92.9) 1181.7 13.0 10.1 33.1 3.3 

윈덤호텔스&리조트 WH.US 6.2 9.9 (36.4) 25.8 21.0 (69.5) 119.5 23.0 23.0 27.2 5.4 

[Theme ⑦여행/레저] 바닥을지나다

코로나 이전 수준은 2023년 회복 가능

자료: McKinsey, 신한금융투자 / 주: 상위 10개국 국내외 여행 매출

로컬 여행 수요부터 순차적 반등

자료: McKinsey, 신한금융투자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 주: 1) 종가기준일 2021년 1월 28일, 2) 수익성, 밸류에이션 지표는 FY21 예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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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피디아  미국 최대 OTA(Online Travel Agency) 업체.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트리바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텔 예약부터 렌터

카, 액티비티 등 여행 전반의 종합 서비스 제공. 2019년 57%, 43%였던 미국과 해외 매출 비중은 올해 각각 68%, 33% 예상

 팬데믹 완화 후에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은 지속될 전망이며 여행 수요 반등 시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업체인 동사에 수혜 기대
티커 EXPE.US

시가총액 20조원

춘추항공
 중국 최초 민영 항공사이자 대표 LCC(저비용 항공사). 연간 국내 여객 운송 인원 및 여객 회전율 1위. 단일 항공기 모델, 단일

좌석 클래스, 높은 좌석 이용률, 높은 항공기 운행율, 낮은 관리 비용률이라느 전략 통해 매년 좌석 이용률 90% 이상 유지. 코로

나상황에서 경영 전략 적극 조정하며 5월 공급(ASK)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 중국 로컬 여행 수요 반등에 따른 최대 수혜 예상
티커 601021.SH

시가총액 10조원

윈덤 호텔스&리조트  글로벌 대표 호텔 체인 중 하나로 90개국 9,280개 호텔, 83만개 객실 보유. 핵심 브랜드는 라마다, 데이즈 인 등이 있음

 미국 호텔 객실 점유율은 하이엔드보다 이코노미 중심의 회복 확인. 이코노미/미드스케일에 포지셔닝된 객실 비중 88%에 달

하는 만큼 관광 수요 반등 시 타사 대비 실적 복원력 부각될 전망. 코로나 타격에도 배당 지급 지속 계획으로 배당 매력도 보유
티커 WH.US

시가총액 6조원

익스피디아 지역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FactSet, 신한금융투자

춘추항공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FactSet, 신한금융투자

윈덤 호텔스&리조트 세그먼트별 객실 비중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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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국으로 진화. 2019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및

발전량 기준 태양광, 풍력, 수력 분야에서 모두 세계 1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밸류체인 주도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월 UN 총회에서 2060년 전까지 ‘탄소중립화(carbon neutrality)’, 2030년까지

‘탄소 배출 피크제 달성’ 공식 선언. 14.5 기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대적 투자 예고

 정부는 1차 에너지원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9년 15.3%에서 2030년 20%까지 확대 목표.

2025년 17.5% 가정 시 14.5 기간 태양광은 연평균 최소 60GW, 풍력은 30GW 이상의 설치 수요 예상.

13.5 기간 대비 각각 53%, 21% 늘어난 규모

 美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미주, 유럽, 아시아 그린 뉴딜 수요까지 가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약 50% 증가하며 세계 최대 전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구축, 규모의 경제 우위 등 주도적 위치 선점한 중국 기업들의 수혜 강도는 더욱 클 것

 에너지원별로 보면 신규 설치 모멘텀이 가장 큰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은 육상보다 해상 풍력에 주목.

중앙정부 보조금 지급 올해까지 유효(지방정부 보조금은 제한 없음). 또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컨트롤 해주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도 주목. 정부 정책 지원으로 2024년까지 20배 급성장 기대

기업명 티커 시총 매출액성장률(% YoY) EPS 성장률(% YoY) 수익성(%) 밸류에이션(배)

(조원) 19 20F 21F 19 20F 21F OPM ROE PER PBR

융기실리콘자재 601012.SH 73.6 49.6 63.4 44.2 59.8 52.7 31.4 16.9 24.4 38.4 9.2 

FLAT GLASS 601865.SH 12.7 56.9 28.5 49.1 60.9 74.9 59.7 28.7 26.8 35.5 8.9 

상해전기 601727.SH 12.7 26.0 14.1 14.6 13.3 10.3 15.2 4.9 6.3 18.6 1.1 

금풍과기 002202.SZ 10.8 33.1 31.6 2.3 (42.1) 50.0 20.9 8.6 10.8 16.1 1.8 

동방케이블 603606.SH 3.0 22.0 37.3 31.5 102.9 90.3 42.1 21.1 32.9 14.4 4.5 

[Theme ⑧ China Green] Big cycle 도래

중국의 에너지 수급 의존도 지속 확대

자료: WIND,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 중국 점유율

자료: WIND, 신한금융투자자료: WIND, 신한금융투자 / 주: 1) 종가기준일 2021년 1월 28일, 2) 수익성, 밸류에이션 지표는 2021년 예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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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융기실리콘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태양광 업체. 태양광 밸류체인 중 폴리실리콘을 제외하고, 단결정 실리콘 잉곳부터 웨이퍼, 셀, 모듈, 발

전소 운영까지 수직계열화 구축. 주력 제품인 단결정 웨이퍼 생산능력은 2020년 기준 글로벌 M/S 45%로 1위, 셀&모듈 M/S 

11%로 4위. 업계 최고의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사를 압도하는 수익성. 태양광 업계 최선호 기업
티커 601012.SH

시가총액 73.6조원

금풍과기
 중국 최대 풍력발전 기업. 덴마크의 베스타스,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GE와 함께 글로벌 4대 풍력발전 터빈 메이커. 9년 연속

중국 풍력발전 시장 점유율 1위(M/S 28%), 글로벌 점유율 3위(M/S 14%). 동사 풍력 발전단가 일부 지역에서 화력 발전을 능

가하기 시작. 14.5 기간 풍력 발전 업황 호황 도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글로벌 풍력발전 사업자 중 밸류에이션 가장 저평가
티커 002202.SZ

시가총액 10.8조원

동방케이블  중국 1위 해상풍력 발전 케이블 제조 업체. 현재 로컬 업체 중 유일하게 엄빌리컬 케이블(Umbilical Cable) 제조 기술과 생산

능력 보유. 또한 중국 최초로 500kV 해저케이블 시스템 구축에도 성공. 중국 해저케이블 시장 점유율 40%로 압도적 1위

 풍력 발전 설치 수요에서 해상 풍력 비중 ‘20년 3.4%에서 ‘25년 10% 이상까지 확대될 것. 해저케이블은 해상 풍력 건설 비용

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설비로서 동사 가장 큰 수혜 누릴 전망

티커 603606.SH

시가총액 3.0조원

중국 태양광, 풍력 연평균 설치 수요

자료: 국가에너지국 / 주: ‘2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7.5% 가정

중국 태양광 단결정 웨이퍼 시장 점유율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 주: 2019년 생산능력 기준

중국 해저케이블 시장 점유율

자료: WIND,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 주: 2019년 매출액 기준

태양광:풍력
설치 비율

태양광발전 연평균
설치 수요 (GW)

풍력 발전 연평균
설치 수요 (GW)

40:60 45 38

45:55 51 35

50:50 56 32

55:45 62 28

60:40 68 25

2019년설치량 45 29

동방케이블

40%

중천과기

35%

기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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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기간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국산화 정책 예상.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는 파운드리.

글로벌 팹리스(설계) 시장에서 중국 업체 M/S 15%, 파운드리(위탁 생산)는 5%에 불과. 12인치 웨이퍼

시장에선 3% 미만. 정부는 작년 8월 <신시기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미세공정 파운드리 육성을

위한 대대적 세제 지원책 발표. 국산화 대체 가능한 장비/소재 기술 선두 업체 지속적 관심 필요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나설 계획. 차세대 반도체는 실리콘 단일 소재보다 고전력, 고주파에서 높은

효율 가진 화합물 반도체를 의미.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이 대표적. 아직 세계적으로 기술

주도권을 가진 업체가 없어 중국이 선제적으로 진출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석. 14.5 계획에도 정식

포함돼 정부의 대대적 투자와 R&D, 세제 혜택 예고. 관련 시장 규모는 2019년 86억위안에서 2022년

608억위안으로 7배 가까이 대폭 확대될 전망. 화합물 반도체에 선제적으로 진출한 선두 업체에 주목

 첨단산업 부양책도 가속화 될 것. 14.5 기간 ‘신인프라’에 17.5조위안(약 3천조원) 규모의 정부&민간

합작 투자 예상. 신인프라의 핵심은 5G. 중국 독자 기술력으로 밸류체인 공급망 확보. 5G 기지국 신규

설치량은 지난해 60만개, 올해 80만개 예상. 민간 수요도 폭발적. 서비스 상용화 1년만에 5G 가입자

1.6억명 돌파, 5G 스마트폰 비중 68%까지 확대. 올해 가입자 2억명, 내년 3억명 돌파 유력. 코로나19

완화, 스마트폰 교체 주기까지 맞물려 강력한 업황 회복 기대. 5G 핵심 부품 국산화 업체에 주목할 필요

기업명 티커 시총 매출액성장률(% YoY) EPS 성장률(% YoY) 수익성(%) 밸류에이션(배)

(조원) 19 20F 21F 19 20F 21F OPM ROE PER PBR

베이팡화창 002371.SZ 17.2 22.1 42.6 37.7 31.5 48.7 48.3 12.8 10.5 135.7 14.0 

아극과기 002409.SZ 4.9 18.4 51.7 30.5 101.4 49.8 28.4 19.1 10.5 50.8 5.3 

삼안광전 600703.SH 23.1 (10.8) 14.4 27.2 (53.6) 7.5 43.1 23.7 8.5 60.9 5.1 

ZTE 000063.SZ 24.0 6.1 11.7 15.4 흑전 (22.1) 44.1 7.3 13.0 23.8 3.2 

순락전자 002138.SZ 4.1 14.0 30.8 27.4 (15.3) 40.6 31.0 18.8 13.5 32.0 4.3 

[Theme ⑨ China Tech] 더욱강력해진국산화모멘텀

중국 반도체 팹리스/파운드리 점유율

자료: SEMI, 산업자료, 신한금융투자 / 주: 2019년 기준

중국 5G 기지국 연간 신규 설치 수 추이

자료: 공신부, 신한금융투자 추정자료: WIND, 신한금융투자 / 주: 1) 종가기준일 2021년 1월 28일, 2) 수익성, 밸류에이션 지표는 2021년 예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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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수혜기업

아극과기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선두 업체. 적극적 M&A와 투자로 반도체 소재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중국 반도체 특수가스 국산화율은

15%에 불과. 동사는 로컬 육불화황(SF6)과 삼불화질소(NF3), 사불화탄소(CF4) 생산능력 공히 1위. 이밖에 자회사 UP케미칼

을 통해 반도체 전구체 소재인 프리커서 중국 내 유일 생산, Cotem을 통해 포토레지스터까지 생산하며 업계 독과점 지위 구축
티커 002409.SZ

시가총액 4.9조원

삼안광전
 중국 선두 화합물 반도체 업체. 주력 사업은 LED 칩 제조. 글로벌 점유율 20%로 1위.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화합

물 반도체에 대대적 투자 단행. 2016년 미국 화합물 반도체 기업 ‘GCS 홀딩스’까지 인수. 현재 중국 내 유일하게 GaN, GaAs, 

SiC 에피텍셜 및 칩 양산 체제 구축. 여기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인 Mini/Micro LED 생산에도 나서며 추가 성장 동력 확보
티커 600703.SH

시가총액 23.1조원

순락전자  글로벌 3위(M/S 7%) 인덕터 제조사로서 5G에서 요구되는 주파수 및 출력 인덕터, 필터 제품 전반을 생산. 중국 내 유일한

01005(0.4㎜ x 0.2㎜) 초소형 인덕터 양산 가능 업체. 주요 고객사는 화웨이, 샤오미, OPPO, vivo, 테슬라, CATL 등

 5G 스마트폰의 인덕터 탑재량은 4G 폰 대비 30~50% 증가, 5G 기지국은 50% 이상. 올해 중국 5G 스마트폰 출하량 2억대

(+23% YoY) 상회, 5G 신규 기지국 수는 80만개(+33% YoY)에 달할 전망. 파워 인덕터 분야 중국 내 최대 수혜 기업

티커 002138.SZ

시가총액 4.1조원

아극과기 반도체 특수가스 시장 점유율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삼안광전 화합물 반도체 생산 라인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 주: 에피와 칩은 이미 양산 중

중국 5G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자료: 중국 신통원, 신한금융투자

화합물 반도체 양산 라인 연 생산능력 (piece)

에피 (Epi) 36

- GaAs (6인치) 30

- GaN (6인치) 6

칩 (Chip) 36

- GaAs (6인치) 30

- GaN (6인치) 6

파운드리

- SiC MOSFET (6인치) 2.4
*개발 완료 후 고객사 test 중
**160억위안 투자해 2년 뒤 SiC 36만장으로 capa 확대



71I

 코로나19 여파에 급락했던 중국 전기차 시장은 올해 2분기부터 다시 글로벌 1위 시장으로 회복.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기간도 2년 연장. 전기차 시장 부양을 위한 정부 의지 여전히 확고. 충전 인프라 산업

‘신인프라’ 육성 정책에 포함. 5중 전회 직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2021~2035)>까지 발표

 정책 골자는 2025년까지 1) 연간 신차 판매의 20%를 전기차로 대체, 2) 국가 생태 보호 시범 지역과

대기오염 중점 방지 지역 내 대중교통 차량의 신에너지차 비중 80% 이상, 3) 순수전기차 평균 전기

소모량 100km 당 12kWh로 감축, 4)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 및 금융 서비스 강화가 핵심

 2025년 전기차 침투율 20% 가정 시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향후 5년간 시장 규모 4배 이상 확대, 연평균

34% 안팎의 고성장 지속 가능. 로컬 전기차 메이커도 BYD의 독점 구도에서 테슬라, Geely, X Peng,

NIO, Li Auto 등으로 다변화 시작. 이에 따른 배터리, 충전 인프라 사업 동반 고성장 기대

 전기차 밸류체인 투자 매력 측면에선 2차전지 소재 업체를 최선호. 완성차의 경우 판매량(Q)의 증가는

필연적이나 향후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P) 인하 압력과 보조금 축소 영향에 수익성 우려 부각될 것

 반면 향후 capa 증설 계획 고려 시 배터리 시장은 CATL과 BYD의 2강 체제 더욱 견고해질 전망. 따라서

메이저 배터리 업체에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했던 레퍼런스 확보 기업들 중심으로 수혜가 지속될 전망.

실제로 CATL과 BYD 점유율 확대 과정에서 소재 업체들의 시장 집중도 역시 상승 흐름을 동반

기업명 티커 시총 매출액성장률(% YoY) EPS 성장률(% YoY) 수익성(%) 밸류에이션(배)

(조원) 19 20F 21F 19 20F 21F OPM ROE PER PBR

BYD 002594.SZ 107.5 (1.8) 15.7 19.6 (46.2) 220.5 24.8 4.8 8.4 122.1 10.2 

국전남서과기 600406.SH 23.4 13.6 14.8 15.5 1.1 19.3 17.6 17.3 15.8 22.3 3.5 

창신신소재 002812.SZ 20.3 28.6 29.3 37.4 (12.4) 10.2 48.2 33.8 20.3 76.8 14.1 

천사첨단신소재 002709.SZ 9.1 32.4 53.5 35.4 (97.8) 4,057 26.5 18.6 21.0 61.4 12.8 

따주레이저 002008.SZ 8.2 (13.3) 22.1 17.7 (62.1) 80.8 41.1 12.9 15.2 28.5 4.3 

[Theme ⑩ China EV] 5년연평균 34% 확정성장

중국 월별 전기차 판매량 추이

자료: WIND, 신한금융투자

2020~2025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 추정

자료: WIND, 신한금융투자자료: WIND, 신한금융투자 / 주: 1) 종가기준일 2021년 1월 28일, 2) 수익성, 밸류에이션 지표는 2021년 예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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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수혜기업

창신신소재(=은첩고분)  세계 1위 2차전지용 습식 분리막 제조 업체. 중국 M/S 57%로 압도적 지배력 구축. 로컬 최대 2차전지 업체인 CATL과 BYD에

이어 LG화학, 테슬라 등 글로벌 업체까지 고객사로 확보.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 습식 분리막 생산 capa ‘20년 37억㎡에

서 ’21년 45억㎡, ’22년 63억㎡에 달할 전망 (20년 기준 도레이BSF 15억㎡, 아사히카세이 11억㎡, SK이노베이션 5억㎡)

 분리막 사업은 대표적 장치 산업으로 높은 영업 레버리지 보유. 추가 증설에 따른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개선 기대

티커 002812.SZ

시가총액 20.3조원

따주레이저  중국 최대 레이저 설비 제조 업체. 작년 4분기 CATL로부터 총 11.9억위안의 2차전지 레이저 설비 수주. ‘19년 매출 비중의

12.5% CATL향 매출은 최근 3년간 4,843만위안에서 11억위안으로 20배 이상 급증

 주목할 점은 CATL이 최근 390억위안 규모의 초대형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2차전지 설비 사업 성장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2차전지 장비주로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필요 시점

티커 002008.SZ

시가총액 8.2조원

국전남서과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의 최대 수혜 기업. 9월 기준 중국 전기차(479만대)와 충전기(142만대) 비율은 1:0.3. 14.5 기간 정부

목표는 1:1까지 확대 가능성 높음. 충전 인프라 관련 대대적 정책 지원 예상. 동사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M/S 1위(14.5%)

 전력망 자동화 설비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 구축. 특고압 전력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2차설비 제품(안전 제어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설비) 점유율도 40%로 압도적 지위 확보. ‘신인프라’ 정책에 특고압 산업도 포함되어 있어 동반 수혜 가능

티커 600406.SH

시가총액 23.4조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자료: SNE리서치, 신한금융투자 / 주: 2020년은 10월 기준

중국 배터리 전해액&습식 분리막 점유율

자료: GGII, CIAPS, 신한금융투자 / 주: 2020년 상반기 기준

중국 전기차 충전기 대비 전기차 비율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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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석중, 최원석, 조용민, 김형태, 김성환, 김민수, 이현지)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회사(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AMD)를 기초자산으로 ELS가 발행된 상태입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종목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섹터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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