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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Theme 1: 모빌리티

-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모빌리티.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신규 플레이어 진입 증가

- 전기차 파운드리의 등장. 생산능력이 강조되면서 위탁생산 전문업체들의 몸값 상승

- SONY, 애플 등 전통 소비 가전 회사들의 전기차 시장 진출 증가. 위탁생산 회사를 이용

• Theme 2: 가전/디스플레이

- Beyond the replacement를 향한 노력

- OLED, 진정한 대세가 되다

• Theme 3: 반도체

- 프로세서 시장 내 업체간 경쟁 심화

- 기존 컴퓨팅, 모바일 분야를 넘어 모빌리티로의 영역 확대 노력 지속

• Theme 4: 5G와 AR/VR

- 5G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connectivity를 위한 인프라로서 5G는 여전히 중요

- 올해도 등장한 다양한 AR/VR 기기들,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필수 하드웨어로 자리매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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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2의주제는 Beyond the everyday

CES의메인토픽

자료: CTA, 한국투자증권

•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2 특징
- 글로벌 세계 최대 가전쇼, 2년 만에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진행

- 2022년의 주제는 Beyond the everyday

• 올해 새로 등장한 테마는 푸드, 스페이스, NFT
- 2018년에 드론/자율주행차 등이 새로 등장. 이후 CES 주제가 가전에서 다양하게 확장 중

CES 2022 들어가기

자료: CTA,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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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할 4가지트렌드

자료: CTA, 한국투자증권

• 주관사인 CTA가 주목한 주제
- 주관사 선정 탑 트렌드: Transportation, Space Tech, Sustainable Technology, Digital Health

- 지난해에 이어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강조. 올해는 우주와 푸드 tech가 새롭게 주목

•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Consumer Tech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021년에는 consumer tech 분야의 서비스/하드웨어가 급격히 성장

- 성장성은 약해지나, 올해도 꾸준한 수요 기대

CES 2022 들어가기

자료: CTA, 한국투자증권

미국 consumer tech 산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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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의 모터쇼화 지속

- 자동차 회사들의 자체 행사를 통한 신제품 발표가 늘었지만 여전히 CES는 전기차 공개의 주요 무대

- GM은 전기 픽업트럭 실버라도 소개에 발표의 많은 시간을 할애, 2023년 출시 예정

- BMW iX M60 공개, 2개의 전기 모터로부터 455kW 출력을 통해 제로백 3.8초 가능. 대용량 배터리 탑재(111.5kWh), 

1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630km

- 스텔란티스 전기차 컨셉 '에어플로우' 공개, 1회 충전 주행거리 640km, 자율주행 레벨 3 및 아마존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탑재, 2025년 출시

모빌리티

BMW IX M60 Stellantis Airflow

자료: BMW, 한국투자증권 자료: Stellantis,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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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에 뛰어드는 업체들

- Sony의 깜짝 전기차 진출 선언. 컨셉카 비전-S02 공개, 200kW 전기모터 2개 탑재. 올해 봄에 소니 모빌리티 설립

- 자동차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IT/전장업체들의 전기차 진출에 관심이 커지는 중

- 화웨이도 북경기차, 싸이리쓰(중국 스타트업), 장안기차와 각각 전기차를 공동개발해 출시, 각자 다른 세그먼트 공략

- 샤오미 전기차 진출 공식화, 2024년까지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베이징 남동부에 건설할 계획

모빌리티

전기차진출을선언한소니 화웨이전기차 Marvel-R

자료: Sony, 한국투자증권 자료: Huawei,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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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를 둘러싼 동상이몽

- 차량용 반도체 관련 발표에도 주목. 단, 당장 부족한 8인치 전력반도체가 아닌 고도화된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하는 모습

- 퀄컴은 통신과 인포테인먼트를 넘어 자율주행 영역까지 진출 성공. GM에 ‘Snapdragon Ride’ 플랫폼 공급

- 모빌아이도 업그레이드 된 자율주행 통합 칩(SoC) EyeQ Ultra 공개, 176TOPS(초당 작업 수) 처리

모빌리티

퀄컴스냅드래곤라이드

자료: 퀄컴, 한국투자증권 자료: 모빌아이, 한국투자증권

모빌아이 EyeQ Ul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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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파운드리 시대

- Foxconn은 자동차 업계 내 track record 확대 중. 스텔란티스와 JV인 모바일 드라이브에서 차량용 반도체까지 협력 확대

- 마그나는 CES 참여를 마지막에 취소했음에도 Sony 전기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냄

- 한온시스템 인수전에 참여한 Nidec도 기존 모터 기술을 결합해 전기차 파운드리로 변신 할 수 있음

- 이 중 애플카를 가져가는 전기차 파운드리가 중요. 애플카 출시 스케줄 고려 시 2022년에 결정될 가능성

모빌리티

자동차내 영역확장중인 Nidec 다양한형태로예상되는애플카

자료: Nidec, 한국투자증권 자료: 한국투자증권



10

• 현실을 반영해 자율주행 목표 조절

- 자율주행 레벨 4/5에 해당하는 무인/완전자율화의 어려움에 직면한 완성차 업체

- 현실적인 목표를 반영해 레벨 3 출시에 집중. 레벨 3는 자율주행 구간과 사용시간을 늘려 침투율 확대 도모

- GM은 자율주행 고도화, 기존 슈퍼크루즈를 업그레이드해 도심까지 자율주행 가능한 울트라 크루즈 출시

- 울트라 크루즈는 2023년부터 캐딜락 플래그쉽 세단 셀레스틱(Cadillac Celestiq)에 첫 적용

모빌리티

GM 울트라크루즈 캐딜락셀레스틱

자료: General Motors, 한국투자증권 자료: General Motors,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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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 미국 농업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심각. Deere는 농기계의 자율주행화 집중. 카메라를 활용한 완전자율주행 트랙터 공개,

유지보수를 구독 매출로 연결

- GM은 오래된 차량을 부품 교환을 통해 전동화시키는 프로젝트 진행. 내연기관이 대부분인 기존 특수차와 상용차, 산업 장비

에 적용

모빌리티

Deere 자율주행트랙터 GM 전동화프로젝트

자료: Deere, 한국투자증권 자료: General Motors,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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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를 향한 다양한 상상력과 전략

- 미래차는 전동화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여러 기술을 끌어당기는 플랫폼이 될 전망

- 다양한 IT 기업들이 미래차/모빌리티 플랫폼에 진입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

- 산업 간 경계가 더욱 희미해지면서 기업마다 각자 주력영역을 찾는 단계 진입

모빌리티

미래차를전시한삼성전자 - AR 기반미래차운전 메타모빌리티컨셉을제시한현대차

자료: 삼성전자, 한국투자증권 자료: 현대차,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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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SUV 컨셉카를소개중

자료: 소니, 한국투자증권

• 소니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 진출 선언
- 올해 봄에 ‘소니 모빌리티’ 설립 발표. 회사 설립 및 컨셉카 공개 등 고려하면 완성차 시장에 진출할 전망

- 전통의 소비 가전 강자 소니, 미래의 차는 생활 공간으로 진화 함의

• 애플, 소니, 샤오미 …, 전기차 = 전자제품
- 애플의 자동차 시장 진출은 이미 잘 알려진 이슈

- 가전 회사들만의 강점(친숙한 브랜드파워,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을 들고 진출 중

IT for 모빌리티

자료: Google images, 한국투자증권

샤오미의전기차시장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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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2에공개된 LG의컨셉트카옴니팟

자료: LG전자, 한국투자증권

• 가전 회사들이 전기차에 집중하는 이유?
- 이동 수단에서 생활 공간으로 인식 변화

-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브랜드 파워,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등이 풍부

• LG전자도 옴니팟을 통해 전장 경쟁력을 뽐냄
- LG는 생활가전 및 자동차 전장(디스플레이, 통신 등) 분야 세계 최고 경쟁력 보유

- 완성차 진출 계획은 아직 없음, 그러나 대부분의 영역(구동계, 전장,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등)에서 경쟁력 보유

IT for 모빌리티

자료: LG전자, 한국투자증권

LG의컨셉트카옴니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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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및 스타트업

자료: 한국투자증권

• 아이폰 비즈니스 모델이 전기차 산업에도 적용 될까?
- 아이폰: 애플 설계/개발 + 폭스콘 생산

- 전기차: IT회사/스타트업 설계/개발 + 위탁생산

- IT HW/SW 회사들의 전기차 시장 직접 진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

IT for 모빌리티

완제품브랜드
(디자인등)

EMS 회사
(부품조달후
최종조립등)

각종부품회사
● ● ● ● ● ● ●

완제품브랜드
(디자인등)

각종부품회사
● ● ● ● ● ● ●

EMS 회사
(부품조달후
최종조립등)

● ● ● ● ● ● ●

아이폰생산 전기차생산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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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생산 회사들의 등장
- 완성차 생산 이력 / 전기차 전용 플랫폼 보유 / 파워트레인 능력 보유 등 각자의 장점을 보유

IT for 모빌리티

브랜드 위탁생산 내용

Fisker
마그나 - 소형 SUV 오션, 2022년말 출시 예정

폭스콘 - 미국 위스콘신주가 공장 부지로 유력. Fisker와 합작 모델은 2024년 출시 예정

샤오미 -
- 위탁 기업 모색 중. 중소 완성차 기업 인수 방안도 고려. 독일 보그바르트와 협상(중단 됨) 이력
- 중국 전기차 회사이자 위탁생산 회사인 JAC(니오, 폭스바겐 등과 협력)도 유력하다는 보도 있음

애플 - - 완성차 회사들과 접촉 이력 있음. 그러나 협상 결렬로 마그나 등 전문 위탁 생산 기업과 협력 가능성 지속 대두

소니 -
- 위탁 생산 기업을 통해 전기차 시장 진출 가능성 높음
- 2022년 봄 '소니 모빌리티' 설립 발표

화웨이 SERES - SERES의 차량에 화웨이의 Harmony OS 제공

위탁생산 내용

마그나
- 북미 1위, 글로벌 3위 전장 부품 회사. 벤츠, BMW, 도요타, 재규어 등의 완성차를 위탁 생산
- LG전자와 JV를 통해 파워트레인(구동계) 경쟁력도 갖춤

폭스콘
- 전기차 전용 플랫폼 MIH 발표. 2025년까지 전기차 시장 M/S를 1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
- 전세계 위탁생산 전자제품의 40% 가량을 폭스콘을 통해 제조. 애플, 아마존, 델, 구글 HP 등이 모두 고객사
- 회사는 Tesla를 전기차의 아이폰, 폭스콘을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 명명

주요위탁전문회사특징

IT/스타트업의전기차시장진출전략

자료: 한국투자증권

자료: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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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캡슐활용한전자종이적용 기술을차량에탑재

자료: Google Images, 한국투자증권

IT for 모빌리티

• 차 색깔이 바뀐다? BMW의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활용법
- 대만 E-ink 사의 기술 채용. 전기 영동 디스플레이(Electro Phoretic Display) 기술 활용

- 전기 영동 필름에 색을 입힌 마이크로캡슐을 넣고, 전기장을 걸었을 때 마이크로캡슐이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

- 전자종이, 전자책 등에 활용하는 저전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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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2에서유일하게배터리기술을홍보한 SK온

자료: SK이노베이션, 한국투자증권

EV 배터리

Walmart, GM의 Brightdrop(물류서비스) 합류. 전기밴사용

자료: General Motors, 한국투자증권

• 배터리, 여전히 고용량이 우세
- GM: 400마일 이상, 배터리 가격 1KWh당 100달러 미만 목표. Ultium 기반 EV(Silverado, Equinox, Blazer) 공개

- 벤츠: 1,000km 이상 주행 가능 목표, 에너지 밀도 400Wh/L까지 높인 고용량 배터리 탑재(콘셉트카 EQXX)

• CES 2022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기술을 홍보한 SK온. GM은 전기차 추가 활용 방안 제시
- 현대차의 경우 한국 배터리 3사와 미국에서의 협력 가능성 시사

- GM의 전기밴 활용 물류 서비스 Brightdrop에 Walmart가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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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소닉, 올해 Redwood Materials와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인 2차전지 재활용 사업 착수
- 작년 CES에서 파나소닉은 Redwood Materials와 협력을 언급. 올해는 22년 상반기 Redwood의 재활용 동박 생산 계획 제시

- 파나소닉은 22년 말부터 북미 공장에서 재활용 동박 사용할 것

- 미국 정부의 배터리 조달 핵심 계획 중 하나인 ‘소재 재활용(순환)’을 강조

- Redwood Materials는 Tesla 전 CTO인 JB Strauble이 설립

- 25년까지 100GWh 규모의 양극재 및 동박 생산 공장 투자를 발표(20억달러 소요). AESC, Ford, BlueOval과 파트너십

EV 배터리

Redwood Materials 홈페이지

자료: Redwood Materials, 한국투자증권

Redwood Materials 공장조감도

자료: Redwood Materials, 한국투자증권



02
가전/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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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들이향후 12개월내 구매할상품은? 

자료: CTA리서치, 한국투자증권

• 교체주기 단축 등으로 가전 호황 이어짐
- 스마트폰, 노트북, TV가 여전히 구매 희망 품목 중 상위권

- 프리미엄 수요 + 교체 수요의 결합

• 프리미엄 수요는 지속됐다
- 지난 1년간 TV와 PC(노트북/랩탑) 분야에서 프리미엄화가 이뤄짐

가전: Beyond the replacement

자료: CTA, 한국투자증권

미국소비자들의프리미엄소비는지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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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OLED 라인업확장

자료: LG, 한국투자증권

• LG전자는 OLED 생태계 확장에 총력
- 기존 OLED TV는 88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 추가로 42인치, 97인치 공개. 총 8개(97, 88, 83, 77, 65, 55, 48, 42)

- 가전 분야의 프리미엄화 지속

• Room to Room connectivity 강조
- 셋톱박스 연결된 TV 존재하면 디스플레이 기능을 통해 방 안 어디에서든 활용 가능

가전: Beyond the replacement

자료: LG, 한국투자증권

LG의스탠바이미 – Room to Room 쉐어를강조



23

삼성의프리스타일

자료: 삼성, 한국투자증권

• Beyond the replacement
- 지난 2년간 가전시장을 이끌었던 key word는 펜트업 수요, 이를 넘어선 새로운 수요 창출에 대한 고민

- 새로운 수요 창출, 삼성 프리스타일(포터블 스크린 디바이스)을 press conference에서 공개

• 삼성전자는 로봇을 강조, 신제품 선보여
- 라이프 컴패니언(Life Companion) 로봇 2종 공개

- 미래 가정에서의 로봇 역할 강조

가전: Beyond the replacement

자료: 삼성, 한국투자증권

삼성은로봇신제품 2종공개 – 가사/인터랙션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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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s Foldable laptop 폴더블랩탑용 OS의필요성

자료: Asus, 한국투자증권

• 폴더블 랩탑은 출시 2년차. 늘어나는 모델 수
- 작년 Lenovo의 제품 출시 이후 ASUS는 Zenbook 17 Fold OLED 발표. 2분기 출시 예정

- 17.3인치 폴더블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전체를 화면으로 사용하거나(블루투스 키보드 사용), 절반을 키보드로 활용

• 인텔은 폴더블 패널 탑재 PC 올해 말에 출시할 것이라 언급
- 폴더블 랩탑의 문제점인 ‘폴더블 랩탑용 OS 부재’ 해결의 필요성 제시

디스플레이: OLED, 더 우월해지다

자료: Windows Central,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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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QD-OLED TV QD 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홍보사진

자료: 소니, 한국투자증권

• 삼성디스플레이의 QD-OLED 패널 채용한 TV와 모니터 올해 출시
- 소니가 TV 제품으로 처음 QD-OLED 채용, 2022년 하반기 중 출시 예정

- Alienware도 QD-OLED 모니터를 공개하면서 QD-OLED 기술은 2022년 상용화 시작. 하지만..

• 삼성전자는 QD-OLED TV 제품을 공개하지 않음
- 삼성디스플레이는 QD-OLED(QD 디스플레이로 명명)가 기존 OLED와 LCD 대비해서 장점이 있음을 강조

- LG디스플레이의 WOLED 기술은 백색 OLED에 컬러필터 사용 vs. QD-OLED는 청색 OLED에 퀀텀닷 소재를 사용

- 삼성전자 65인치 QD 디스플레이 TV는 CES 혁신상을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음

자료: 삼성디스플레이, 한국투자증권

디스플레이: OLED, 더 우월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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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센스 Laser TV 하이센스 Mini LED TV

자료: 하이센스, 한국투자증권

• 중국 TV 제조사, TCL(글로벌 TV 3위)과 하이센스(글로벌 TV 4위)로 압축
- 하이센스, 8K/120Hz 가능한 Laser TV 소개

- Laser TV의 장점은 1) 화면 크기 조절 가능, 2) 반사광 사용(눈에 직접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일반 TV와 다름), 3) 저전력

- OLED TV는 여전히 출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

• TCL, QLED TV 신제품 공개
- 삼성전자 TV 대비 반값에 초대형 QLED TV 판매

- Mini LED TV가 OLED TV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 하지만 기술 측면에서 큰 진보는 없었음

자료: 하이센스, 한국투자증권

디스플레이: OLED, 더 우월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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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OLED 모니터, 게이밍에적합 LG디스플레이대형 OLED 패널, 사이즈다양화 = 사용처다변화

자료: LG디스플레이, 한국투자증권

• LCD는 구시대적. 모니터 업체들, OLED로의 전환 박차
- 소비자들은 초대형 OLED 게이밍 모니터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

- LG디스플레이, 대형 OLED 패널 출하량 중 15% 이상을 48인치(모니터 겸용)가 차지

• 대형 OLED, 다양한 사이즈로 시장 점유율 높일 계획
- LG디스플레이는 42인치와 97인치 OLED 패널 사이즈를 추가. 타겟 시장을 넓혀 침투율과 출하대수를 늘리는 전략

- 42, 48인치는 게이밍에 최적화

자료: LG, 한국투자증권

디스플레이: OLED, 더 우월해지다



03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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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시장내 CPU 점유율추이 AMD 3D V-캐시기술

자료: CPU 벤치마크, 한국투자증권

반도체: CPU 전쟁은 아직 진행형

자료: CPU 벤치마크, 한국투자증권

• 게이밍 노트북 시장 성장 지속
- 2020년 기준 게이밍 노트북 시장 규모는 $110억(약 12조원)로 추정

- 2026년 말에는 $178억(약 19.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

- CPU 벤치마크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노트북 CPU 시장 내 점유율은 인텔 90%, AMD 10% 수준. 2021년 4분기 기준 인텔

점유율은 76%까지 하락한 반면, AMD 점유율은 24%까지 확대

• 인텔, AMD 신규 제품 출시 가속화
- 인텔은 12세대 Alder Lake의 추가 제품을 공개, AMD는 Ryzen 6000 시리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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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 Ryzen 6000 시리즈발표 AMD 3D V-캐시기술

자료: AMD, 한국투자증권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개선에 집중하는 AMD

자료: AMD, 한국투자증권

• 신제품 출시 집중
- 노트북향 신규 CPU, GPU와 3D캐시 기술을 적용한 데스크탑향 CPU, 차세대 CPU 출시

- Flagship부터 Entry-level까지 모두 출시

- Ryzen 6000 시리즈는 최대 5GHz 쿨럭을 지원하고 전작대비 약 1.3배 높은 성능, 그래픽은 2배 향상됨

• 3D V-캐시 기술을 적용
- AMD는 3D V-캐시 기술을 최초로 적용한 Ryzen 7 5800X3D CPU를 출시

- 경쟁사 최신 CPU보다 최대 17% 향상된 게이밍 성능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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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12세대코어프로세서 인텔 Arc Graphics

자료: 인텔, 한국투자증권

반도체: 반전을 꿈꾸는 인텔

자료: 인텔, 한국투자증권

• 12세대 코어 프로세서 추가 출시
- 데스크탑, 노트북용 12세대 코어 프로세서(Alder Lake) 추가로 출시. i9, i7, i5, i3, Pentium, Celeron 등 총 22종

- 회사측은 게임할 때 자사 CPU가 AMD 칩 대비 20~65% 빠르게 반응한다고 강조

• 내장 그래픽 성능 또한 개선
- 자체 개발 GPU인 Arc Graphics(Arc Alchemist)도 공개. 현재 주요 PC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고 언급

- Arc Graphics는 소비자용으로 제공하는 고성능 그래픽 제품 브랜드. 인텔의 여러 외장 그래픽 플랫폼이 포함

- 현재 삼성전자, Acer, ASUS, CLEVO, Dell, HP, Lenovo 등에 공급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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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아이 EyeQ Ultra 출시 EyeQ 칩 생산량추이: 21년 1억번째칩 출하

자료: 인텔, 한국투자증권

반도체: 모빌아이의 진격

자료: 인텔, 한국투자증권

• 모빌아이, 자율주행 통합 칩 공개
- 모빌아이가 제작한 자율주행차에 탑재할 새로운 SoC인 ‘EyeQ Ultra’를 공개

- EyeQ Ultra는 2004년 생산하기 시작한 모빌아이 통합 칩의 최신 버전

- 초당 176TOPS 처리가 가능한 고성능 칩. 레벨4 수준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 폭스바겐그룹과 포드 CEO가 참여해 모빌아이와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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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RTX 3090 Ti 엔비디아 Drive Orin SoC

자료: 엔비디아, 한국투자증권

반도체: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 생태계 확장에 주력

자료: 엔비디아, 한국투자증권

• GPU 라인업 강화
- 온라인으로 새로운 GPU 플래그쉽 GeForce RTX 3090 Ti를 소개. 기존 제품 대비 성능이 크게 개선

- 삼성전자 TV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에 GeForce NOW를 탑재한다고 밝힘

• 엔비디아 Drive Orin 출시
- ‘Drive Hyperion’채택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

- 최신 버전인 Drive Experion8은 메인 칩 및 12개의 서라운드 카메라, 9개의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1개의

전면 라이더, 3개의 내부 감지 카메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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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 기반 PC 생태계확장 차세대 AR 안경을위한칩 개발 본격화

자료: 퀄컴, 한국투자증권

반도체: 모바일을 넘어 모빌리티로 향하는 퀄컴

자료: 퀄컴, 한국투자증권

• ARM 생태계 확장
- ARM 기반 PC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 퀄컴은 ACPC(Always Connected PCs) 생태계 확장에 집중해 옴

- ACPC는 5G나 Wi-Fi 등 네트워크에 언제 어디서나 연결할 수 있는 ARM 기반 노트북을 뜻함

- MS, ASUS, HP, Lenovo 등 PC 업체들은 Snapdragon Compute 플랫폼을 활용한 ARM 기반 PC 생태계에 참여 중

• AR 분야 협력 확대
- MS와 AR 분야 협력 확대도 발표. MS 차세대 AR 안경에 탑재될 특화 칩을 개발 중이라고 밝힘

- MS Mesh나 Snapdragon Spaces와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기기에 통합될 예정



35

퀄컴 Snapdragon Ride 플랫폼 Snapdragon Ride SoC

자료: 퀄컴, 한국투자증권

반도체: 모바일을 넘어 모빌리티로 향하는 퀄컴

자료: 퀄컴, 한국투자증권

• 차량용 플랫폼 사업 확장에 집중
- 퀄컴은 지난 ‘Snapdragon Tech Summit’에서 Snapdragon Digital Chassis를 올해부터 공급한다고 밝힘

- 차량용 통합 플랫폼인 Snapdragon Digital Chassis는 자율주행 플랫폼인 Ride,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ockpit 플랫폼, 

연결성을 제공하는 Auto Connectivity 플랫폼, 소포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Car-to-Cloud Services 등이 포함

• 협력 업체 확대
- 지난해 GM 산하 캐딜락의 프리미엄 전기차 리릭에 Snapdragon Digital Chasis가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음

- 올해에도 다양한 완성차 업체 및 부품 업체들과(Volvo, Renault, Honda, Alps Alpine)의 협력을 발표



04
5G와 AR/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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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4년, 5G 관련 session은 눈에 띄게 감소
- 기존 예정되어있던 미국 통신사 T-mobile의 기조 연설도 코로나19로 취소

• 강조되는 connectivity, B2B 영역에서의 본격적인 5G 활용 논의
- 기반 기술로서의 5G는 여전히 중요

- 코로나19로 빨라진 디지털 전환으로 클라우드 등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

- 2022년 산업용 사물인터넷 표준 제정, 기업들의 5G 적용이 본격화되며 B2B 영역에서의 5G 성장폭 클 것

5G와 AR/VR: 유달리 조용했던 5G

B2B에서의본격적인 5G 활용논의

자료: CTA,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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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5G 보급률은 2021년 8%에서 2027년 49%로 상승
- 북미 지역의 5G 보급률은 2021년 20%, 2027년 90%가 될 전망

- 5G 전환 속도는 4G 때보다 빠르지만 killer application의 부재로 사용자 체감 변화는 크지 않아

• 5G에서의 주력 B2C 어플리케이션은 AR/VR
-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필수 하드웨어는 AR/VR,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 AR/VR 관련 기기/기술 소개

- LG전자는 이번 오프라인 전시에서 실제 제품 없이 QR코드와 앱을 이용해 가상 제품 전시

- 다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지연, 용량 문제 등 빈번하게 발생

- 다양한 AR/VR 어플리케이션/하드웨어의 등장은 5G 인프라 투자 속도를 촉진시킬 것

5G와 AR/VR: B2C 시장은 AR/VR과 함께 열릴 것

지역별 5G 보급률전망 실제제품이없는 LG전자오프라인전시관 앱과 AR/VR을통해온라인으로제품경험

자료: 에릭슨, 한국투자증권 자료: LG전자, 한국투자증권 자료: LG전자,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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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R/VR 기기출하전망

자료: 한국투자증권

• AR/VR 시장은 VR 중심으로 성장, 장기 전망은 AR이 더 밝음
- AR/VR 2021년 1,740만대 출하 예상. 2025년에는 5,660만대로 가파르게 커질 것

- AR은 5G 등 통신 인프라 확보가 선결 조건

• 소니는 PS VR2를 공개
- PS5와 연계한 PS VR2를 공개, 더 강력해진 듀얼 센서 컨트롤러로 차별화된 feedback 제공

- VR의 핵심 콘텐츠는 게임. 강력한 소프트웨어(타이틀) 경쟁력을 앞세움

5G와 AR/VR: 중장기로는 더 커질 AR 시장

자료: 소니, 한국투자증권

컨트롤러를강조한 PS V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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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은 Micro-OLED 채용

자료: TCL, 한국투자증권

• TCL은 안경타입의 AR/VR을 동시에 공개
- TCL VR 공개. Micro-OLED 기술 적용, 75g으로 가벼운 무게

- AR 기기도 동시에 소개

• AR에는 도파관 기술 적용
- MicroLED를 활용, 도파관 기술 적용해 AR 구현

- (산업용이 아닌) 일반 소비자용 AR 제품들이 소개됨

5G와 AR/VR: 다양한 신제품/기술 공개

자료: TCL, 한국투자증권

AR 기기에는도파관기술적용

TCL은 VR/AR 신모델을공개

자료: TCL,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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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VR2: OLED 탑재

자료: 소니, 한국투자증권

5G와 AR/VR: PS VR2, OLED 패널 또 다시 탑재

• PS VR2, OLED 패널 또 다시 탑재
- 전작과의 차이는 높은 해상도(960x1080 2개 vs 2000x2040 2개(4K 해상도)

- 플레이스테이션5(PS5)용으로 새로운 기기에 맞는 진보된 기술 탑재 요구

- 전작의 가격은 399달러, VR2의 가격은 미정

• 다만 AR 기기들은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을 주력으로 사용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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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2 트렌드중 하나인우주테크 시에라스페이스의우주왕복선: CES에서우주선이공개된건 처음

자료: CTA, 한국투자증권

• 올해 CES 가장 화두 중 하나는 우주 테크
- CES 주관사 CTA는 이번 CES 2022에서 주목해야할 트렌드 중 하나로 우주 테크(Space Tech) 제시

- 시에라 스페이스는 왕복 우주 비행선 ‘드림 체이서’를 전시관에 공개

- 최근 저궤도 위성통신 인터넷 서비스 주목, 위성 제작, 발사 등 부대비용이 위성통신 기술 발달과 함께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

• 위성 통신은 향후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서의 좋은 보완재
- 엘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는 2020년 10월 출범 이후 2022년 1월 14만 5천명의 가입자 돌파. 

원웹과 텔레샛은 2022년, 아마존은 2026년 서비스 개시

- 위성통신이 광통신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를 모두 대체하긴 어렵지만 보완재로서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

5G와 AR/VR: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위성통신

자료: 시에라 스페이스, 한국투자증권



1. 제너럴 모터스(GM US): 모빌리티 본격화

2. 현대차(005380 KS): 메타모빌리티의 탄생

3. 애플(AAPL US): 참가 안했어도 계속 떠오른다

4. 소니(6758 JP): 과거의 영광이 생각난다

5. LG디스플레이(034220 KS): 축적돼 온 OLED 기술, 빛을 발할 때

6. 인텔(INTC US): 반전을 꿈꾼다

7. 퀄컴(QCOM US): 모바일을 넘어 모빌리티로05
추천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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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내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GM
- 전기차 플랫폼 전략 강화. 하드웨어 플랫폼 얼티엄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얼티파이 전략 구체화

- 2022년 출시되는 픽업트럭 '실버라도 EV'는 얼티엄과 얼티파이를 처음으로 동시적용한 차량이 될 것

- 대형 물류/유통업체들 공략해 초기 수익성 확보, 페덱스에 이어 월마트를 파트너로 추가

- 촘촘한 전기차 전략 구축. 충전 인프라 확대, 배터리 협력 강화, 전기차 설비 전환, 협력을 통한 반도체 확보 추진

1. 제너럴 모터스(GM US): 모빌리티 본격화

FY2018 FY2019 FY2020 FY2021F FY2022F

매출액 147,049 137,237 122,485 125,877 149,824 

영업이익 4,445 5,481 6,634 13,547 12,569 

영업이익률 3.0 4.0 5.4 10.8 8.4 

세전이익 8,549 7,436 8,095 12,423 12,664 

순이익 8,014 6,732 6,427 9,916 10,141 

순이익률 5.4 4.9 5.2 7.9 6.8 

EBITDA 18,114 19,953 19,766 15,377 18,118 

EBITDA 마진 12.3 14.5 16.1 12.2 12.1 

EPS 5.6 4.6 4.4 6.7 6.8 

EPS 증가율 (311.7) (17.6) (5.6) 54.5 1.3 

BPS 27.8 29.9 32.2 38.9 45.3 

DPS 1.5 1.5 0.4 0.0 0.6 

ROA 3.6 3.0 2.8 4.4 4.6 

ROE 21.7 16.7 14.8 19.6 18.2 

배당수익률 4.5 4.2 0.9 0.1 1.0 

배당성향 26.9 32.9 8.7 8.7 8.7 

순차입금 (5,581) (2,877) (4,773) (5,444) (10,730)

PER 4.9 7.6 8.4 9.2 9.1 

PBR 1.2 1.2 1.3 1.6 1.4 

EV/EBITDA 2.5 2.6 2.9 6.3 5.4 

제너럴모터스실적및 주요지표 GM Silverado EV

주: 1월 7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자료: General Motors, 한국투자증권

(단위: 백만달러, 달러, %,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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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 중인 현대차
- 로보틱스와 메타버스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방안에 대해 집중 발표. 제조 기술과 신기술 결합

- 메타모빌리티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

-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 액세스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Azure 위에서 구축

- 현실 세계의 모빌리티 디바이스 시장뿐만 아니라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모빌리티 디바이스 시장, 그리고 이를 움직

이는 시스템 시장까지 장악 가능

2. 현대차(005380 KS): 메타모빌리티의 탄생

FY2018 FY2019 FY2020 FY2021F FY2022F

매출액 96,813 105,746 103,998 117,200 125,893 

영업이익 2,422 3,606 2,395 7,060 7,841 

영업이익률 2.5 3.4 2.3 6.0 6.2 

세전이익 2,530 4,164 2,093 8,618 9,557 

순이익 1,508 2,980 1,424 5,954 6,740 

순이익률 1.6 2.8 1.4 5.1 5.4 

EBITDA 6,173 7,606 6,766 11,521 12,678 

EBITDA 마진 6.4 7.2 6.5 9.8 10.1 

EPS 5,632.0 11,310.0 5,454.0 24,128.5 27,327.8 

EPS 증가율 (62.4) 100.8 (51.8) 342.4 13.3 

BPS 331,033.7 345,473.1 344,753.9 275,949.0 297,168.9 

DPS 4,000.0 4,000.0 3,000.0 4,119.6 4,439.3 

ROA 0.8 1.6 0.7 2.9 3.1 

ROE 2.2 4.3 2.0 8.3 8.6 

배당수익률 3.4 3.3 1.6 1.9 2.1 

배당성향 70.6 35.2 55.0 55.0 55.0 

순차입금 46,495 56,766 62,310 64,269 59,104 

PER 21.0 10.7 35.2 8.9 7.9 

PBR 0.4 0.3 0.6 0.8 0.7 

EV/EBITDA 12.5 11.5 16.0 11.3 10.2 

현대차실적및 주요지표 현대차메타모빌리티

주: 1월 7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자료: 현대차, 한국투자증권

(단위: 십억원, 원, %,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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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19 FY2020 FY2021 FY2022F FY2023F

매출액 260 275 366 382 405 

영업이익 64 66 109 111 116 

영업이익률 24.6 24.1 29.8 29.0 28.7 

세전이익 66 67 109 111 117 

순이익 55 57 95 94 98 

순이익률 21.2 20.9 25.9 24.5 24.2 

EBITDA 76 79 122 123 128 

EBITDA 마진 29.4 28.7 33.3 32.1 31.6 

EPS 3.0 3.3 5.6 5.7 6.2 

EPS 증가율 (0.2) 10.3 71.0 2.2 7.5 

BPS 5.1 3.8 3.8 4.5 5.3 

DPS 0.8 0.8 0.9 0.9 1.0 

ROA 15.7 17.3 28.1 25.1 24.4 

ROE 55.9 73.7 147.4 133.3 135.9 

배당수익률 1.4 0.7 0.6 0.5 0.6 

배당성향 25.1 24.0 15.3 16.0 16.4 

순차입금 (98) (70) (54) (78) (101)

PER 18.4 34.3 26.3 30.0 27.9 

PBR 10.7 29.2 38.3 38.1 32.3 

EV/EBITDA 11.4 23.3 19.4 22.4 21.5 

3. 애플(AAPL US): 참가 안했어도 계속 떠오른다

애플실적및 주요지표 애플의 application 확장 story

주: 1. 1월 7일 종가 기준
2. FY2021 – 2020년 10월~2021년 9월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주: 회색 음영은 신규 device 출시 당해연도

자료: 한국투자증권

(단위: 십억달러, 달러, %, 배)

• CES에는 불참, 그러나 느껴지는 존재감
- 스마트폰/컴퓨터 등 소비 가전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 보유

- AR/VR, 전기차 등으로의 application 추가 trend를 주도

- VR은 2022년, AR은 2024년~2025년 추가될 것으로 기대

• 유망 application 추가는 multiple 상승의 기회
- 2016년 스마트폰 산업 peak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매출액 증가로 시가총액 1위 유지

- 2022년부터는 다시 하드웨어 확장 스토리로 신성장 동력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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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18 FY2019 FY2020 FY2021F FY2022F

매출액 8,666 8,260 8,999 9,926 10,549 

영업이익 897 836 960 1,083 1,195 

영업이익률 10.4 10.1 10.7 10.9 11.3 

세전이익 1,012 799 1,192 1,047 1,172 

순이익 916 582 1,172 786 871 

순이익률 10.6 7.0 13.0 7.9 8.3 

EBITDA 1,271 1,325 1,429 1,705 1,803 

EBITDA 마진 14.7 16.0 15.9 17.2 17.1 

EPS 707.7 461.2 936.9 618.3 704.8 

EPS 증가율 86.4 (34.8) 103.1 (34.0) 14.0 

BPS 2,995.3 3,381.0 4,499.4 5,295.0 5,912.3 

DPS 35.0 45.0 55.0 62.0 68.3 

ROA 4.6 2.6 4.7 3.1 3.3 

ROE 27.3 14.8 24.2 12.4 12.5 

배당수익률 0.8 0.7 0.5 0.4 0.5 

배당성향 4.8 9.5 5.8 10.0 9.7 

순차입금 (1,435) (1,501) (2,233) (2,698) (3,316)

PER 6.4 13.6 12.2 23.5 20.6 

PBR 1.6 1.9 2.6 2.7 2.5 

EV/EBITDA 4.0 5.3 8.5 11.2 10.6 

4. 소니(6758 JP): 과거의 영광이 생각난다

소니실적및 주요지표 전기차시장에진출

주: 1. 1월 7일 종가 기준
2. FY2020 – 2020년 4월~2021년 3월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자료: 소니, 한국투자증권

(단위: 십억엔, 엔, %, 배)

• 전기차 회사로의 공식 진출, 애플과 비슷한 행보
- 과거에는 애플 만큼이나 프리미엄 소비 가전 대명사

- 올해 봄에 ‘소니 모빌리티’ 설립. 디자인/설계 담당 후 위탁생산 업체와 협력 도모할 것

• PS VR2도 공개, 경쟁보다는 생태계 확장 중
- PS5는 PS시리즈 중 역대 가장 빠른 판매량 기록 중. 오큘러스와 함께 VR 생태계 확장

- 우수한 하드웨어 제조 경쟁력과 컨텐츠(뮤직, 게임) 파워 보유

- 애플과 함께 valuation re-rating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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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19 FY2020 FY2021 FY2022F FY2023F

매출액 23,476 24,230 29,143 28,476 30,297 

영업이익 (1,359) (29) 2,311 1,163 2,007 

영업이익률 (5.8) (0.1) 7.9 4.1 6.6 

세전이익 (3,344) (595) 1,831 917 1,904 

순이익 (2,830) (89) 1,261 675 1,432 

순이익률 (12.1) (0.4) 4.3 2.4 4.7 

EBITDA 2,336 4,106 6,791 5,910 7,047 

EBITDA 마진 9.9 16.9 23.3 20.8 23.3 

EPS (7,908) (250) 3,524 1,887 4,002 

EPS 증가율 NM NM NM (46.5) 112.1 

BPS 31,694 31,863 35,387 37,273 41,275 

DPS 0 0 0 0 0 

ROA (8.4) (0.2) 4.0 2.0 4.1 

ROE (22.4) (0.8) 10.5 5.2 10.2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배당성향 NM NM 0.0 0.0 0.0 

순차입금 10,104 9,971 8,852 7,910 7,997 

PER NM NM 7.0 12.8 6.0 

PBR 0.5 0.6 0.7 0.6 0.6 

EV/EBITDA 7.3 4.4 2.8 3.1 2.6 

5. LG디스플레이: 축적돼 온 OLED 기술, 빛을 발할 때

LG디스플레이실적및 주요지표 OLED 출하량증가, 증설이뒷받침될 전망

주: 1월 7일 종가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자료: 한국투자증권

(단위: 십억원, 원, %, 배)

• 폴더블 랩탑, 게이밍 모니터 등 OLED 중대형 제품군 확대
- 게이밍 OLED 모니터 수요 존재. 42인치 제품 라인업 추가

- 폴더블 디스플레이 및 OLED 적용 랩탑 제품 선보여

• 대형 OLED 증설 기대감 지속
- 경쟁 기술로 인식되는 QD-OLED 탑재 제품 수 많지 않아. 여전히 LG디스플레이 WOLED가 더 경쟁력 있음

- TV 사이즈 다변화하면서 대형 OLED 침투율 가속화. 늘어나는 출하량에 대형 OLED 증설 기대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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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18 FY2019 FY2020 FY2021F FY2022F

매출액 70,848 71,965 77,867 73,510 73,789 

영업이익 23,316 22,035 23,678 21,378 17,279 

영업이익률 32.9 30.6 30.4 29.1 23.4 

세전이익 23,317 24,058 25,078 23,793 17,113 

순이익 21,053 21,048 20,899 21,612 14,664 

순이익률 29.7 29.2 26.8 29.4 19.9 

EBITDA 32,401 33,046 36,333 32,626 30,727 

EBITDA 마진 45.7 45.9 46.7 44.4 41.6 

EPS 4.5 4.7 4.9 5.3 3.7 

EPS 증가율 125.1 5.1 4.9 7.0 (30.9)

BPS 16.6 18.1 20.0 23.1 24.9 

DPS 1.2 1.3 1.3 1.4 1.4 

ROA 16.8 15.9 14.4 13.0 8.5 

ROE 29.1 27.6 26.3 24.1 15.0 

배당수익률 2.6 2.1 2.8 2.6 2.7 

배당성향 26 26 27 N/A N/A

순차입금 8,667 12,461 7,881 3,610 4,586 

PER 10.6 13.7 10.2 10.1 14.6 

PBR 2.8 3.3 2.4 2.3 2.1 

EV/EBITDA 6.8 8.2 5.5 6.6 7.1 

6. 인텔(INTC US): 반전을 꿈꾼다

인텔실적및 주요지표 인텔 12세대코어프로세서

주: 1월 7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자료: 인텔, 한국투자증권

(단위: 백만달러, 달러, %, 배)

• 2022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 12세대 코어 프로세서(Alder Lake) 추가로 출시

- GPU 경쟁력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시장 평가가 중요하겠지만 업체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

• 모빌아이의 진격
- 모빌아이가 제작한 자율주행차에 탑재할 새로운 SoC인 ‘EyeQ Ultra’를 공개

- EyeQ Ultra는 2004년 생산하기 시작한 모빌아이 통합 칩의 최신 버전

- EyeQ 칩의 누적 출하량은 2021년 기준 1억대를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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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19 FY2020 FY2021 FY2022F FY2023F

매출액 24,273 23,531 33,566 39,656 43,053 

영업이익 7,667 6,255 9,789 14,543 15,551 

영업이익률 31.6 26.6 29.2 36.7 36.1 

세전이익 7,481 5,719 10,274 14,159 15,536 

순이익 4,386 5,198 9,043 12,165 13,072 

순이익률 18.1 22.1 26.9 30.7 30.4 

EBITDA 9,068 7,829 11,574 16,214 17,404 

EBITDA 마진 37.4 33.3 34.5 40.9 40.4 

EPS 3.6 4.5 7.9 10.5 11.4 

EPS 증가율 (205.9) 25.9 74.1 33.5 8.6 

BPS 4.3 5.4 8.8 14.2 21.4 

DPS 2.5 2.5 2.7 2.8 2.9 

ROA 13.4 15.2 23.5 25.9 24.6 

ROE 150.3 94.6 112.8 87.9 61.1 

배당수익률 3.2 2.2 2.0 1.5 1.6 

배당성향 68 55 33 N/A N/A

순차입금 3,673 5,017 3,885 911 (1,727)

PER 22.9 34.1 19.5 17.2 15.8 

PBR 17.9 21.3 15.1 12.7 8.4 

EV/EBITDA 10.1 17.2 13.3 12.7 11.8 

7. 퀄컴(QCOM US): 모바일을 넘어 모빌리티로

퀄컴실적및 주요지표 제품적용처확대에따른 성장본격화

주: FY2022 – 2021년 10월~2022년 9월, 1월 7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자료: 퀄컴, 한국투자증권

(단위: 백만달러, 달러, %, 배)

• ARM 생태계의 확산
- ACPC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 확대. Snapdragon Compute 플랫폼을 활용한 ARM 기반 PC 생태계 확대 중

- MS와 AR 분야 협력 확대도 발표. MS 차세대 AR 안경에 탑재될 특화 칩을 개발 중이라고 밝힘

• 모빌아이의 진격
- 차량용 플랫폼 사업 확장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 Volvo, Renault, Honda, Alps Alpine 등과의 협력을 발표

- 모바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 re-rating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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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2년 1월 10일현재현대차, LG디스플레이, 소니, 애플, 제너럴모터스, 인텔, 퀄컴종목의발행주식을 1%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 당사는동리포트의내용일부를기관투자가또는제3자에게사전에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 동리포트의금융투자분석사와배우자는상기발행주식을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 당사는현대차, LG디스플레이발행주식을기초자산으로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을발행중이며, 당해 ELW에대한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기업투자의견은향후 12개월간시장지수대비주가등락기준임

• 매 수 : 시장지수대비 15%p 이상의주가상승예상

• 중 립 : 시장지수대비 -15∼15%p의주가등락예상

• 비중축소 : 시장지수대비 15%p 이상의주가하락예상

• 중립및비중축소의견은목표가미제시

■투자등급비율 (2021.12.31 기준)

※최근 1년간 공표한 유니버스 종목 기준

■업종투자의견은향후 12개월간해당업종의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가총액비중대비포트폴리오구성비중에대한의견임

• 비중확대 : 해당업종의포트폴리오구성비중을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비중보다높이가져갈것을권함

• 중 립 : 해당업종의포트폴리오구성비중을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비중과같게가져갈것을권함

• 비중축소 : 해당업종의포트폴리오구성비중을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비중보다낮게가져갈것을권함

■본리포트는고객의증권투자를돕기위하여작성된당사의저작물로서모든저작권은당사에게있으며, 당사의동의없이어떤형태로든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수없습니다.

■본리포트는 당사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자료및정보를 기초로작성된것이나당사가그 자료및 정보의 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 수는없으므로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결과에대한어떠한보장도행하는것이아닙니다. 최종적투자결정은고객의판단에기초한것이며본리포트는투자결과와관련한법적분쟁에서증거로사용될수없습니다.

■본리포트에제시된종목들은리서치본부에서수집한자료및정보또는계량화된모델을기초로작성된것이나, 당사의공식적인의견과는다를수있습니다.

■이리포트에게재된내용들은작성자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매수 중립 비중축소(매도)

92.4% 7.6%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