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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추천 유망 종목

중신증권(中信证券) -통화 정책으로 수혜 입는 비철금속, 화공, 농업 종목

중신건투(中信建投)
-전세계적으로 특정 가격과 주기가 있는 산업 비철금속, 원

유, 희토류, 공업용 금속 

궈타이쥔안(国泰君安)
-원자재 관련 산업 비철금속, 석유화학, 기계
-제약, 가구, 호텔, 여행 종목

하이통증권(海通证券)
-단기적으로는 자원과 금융 관련 종목
-2021년 한 해로 보면, IT와 소비 관련 종목

초상증권(招商证券) -중소형주 중 저평가 되고 있는 종목

광파증권(广发证券)
-내수와 수출 동시에 하는 자동차, 가전
-가격 상승 중인 비철금속, 화학공업, 반도체, 패널, 신에너지

흥예증권(兴业证券) 
-화학공업, 비철금속, 기계, 가전, 신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실적 회복세인 영상, 성형, 항공, 요식업, 면세점, 제약

톈펑증권(天风证券) -양회(两会) 개최 전까지 1분기 A증시 최고점

안신증권(安信证券) -식음료, 화학공업, 은행, 의약, 비철금속, 가구, 가전, 군수

궈성증권(国盛证券)
-경기 회복 수혜주인 화학공업, 석유화학, 비철금속
-성장주인 신에너지, 반도체, 군수

中 10대 증권사가 본 A주 전망은?
韩 증권가, 제2의 중국발 랠리 기대

긴 춘절 연휴가 끝나고 교민들은 

또 한번 신축년 새해 재테크 각오를 

다진다. 낮아진 금리, 부동산 시장 

조정 등으로 교민들은 자연스럽게 

중국 A주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2018년 9월 15일부터 외국인도 상

하이 A주를 살 수 있게 되면서 실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교민들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 증시 또한 중국

발 랠리를 보인 전례가 많아 한국 

증권가에서는 ‘제2의 중국발 랠리’

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신축년 첫 날(음력 기준) 상하이와 

선전 증시 모두 상승으로 시작했다. 

상하이 종합지수 1.81% 상승, 선전

지수 1.97% 상승했고 창업판(创业

板) 1.82%, 커촹반(科创板·상하이

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

시) 1.45% 상승했다. 특히 상하이

와 선전의 우량주를 모아놓은 후선 

300지수(沪深300指数)는 5922.07

포인트로 1.97% 상승해 모든 지수 

중 역대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으로의 중국 증시 흐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

데 중국 10대 증권사들의 전망은 

모두 ‘회복장’이라며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춘절 이후 ‘강세장’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중신증권(中信证券)

충분한 유동성이 A주 상승 뒷받침

중국 국내 펀드의 신규 조성 규

모가 활발하고 해외 자금 유입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정적 

부양책의 증가와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 펀더멘털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증시에 

중국 통화 정책에 대한 예상이 거

의 반영된 상태로 보고 향후 거시 

경제 유동성 변화에 따른 민감도는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신건투(中信建投)

A주, 경제회복 탄력

춘절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유동

성을 조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

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덕분에 춘절 

이후 경제 회복에 탄력을 받은 A주

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

다봤다. 앞으로 중앙은행이 계속 유

동성 균형 기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

문에 유동성은 더 이상 증시에 걸

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초상증권(招商证券)

저평가 종목에 주목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전세계 위험 

자산 대부분이 상승했다. 전세계 투

자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호전, 수

요 상승으로 인한 펀더멘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거시 경제 변

화와 펀더멘털 변화로 기업들의 ‘가

치 회복’이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궈타이쥔안(国泰君安)

춘절 후 3700포인트까지 전망

전체적으로 춘절 이후의 A주 장

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3450~3700포인트에서 

요동칠 것으로 판단했다. 전세계적

으로 기업의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있지만 제한된 유동성 내에서는 우

량주, 대장주가 더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통증권(海通证券)

중국 증시 펀더멘털 회복 신호

춘절 기간 동안 해외 증시 대부

분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것이 A

주의 춘절 후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이다. 2021년 시작부터 중국 증시 

펀더멘털이 회복되는 신호가 곳곳

에서 나타나고 있다. 

톈펑증권(天风证券)

양회 전까지 1분기 최고점 전망

이 외에 광파증권(广发证券)은 

현재 A시장은 경기 회복 지속 기조

가 확립된 상태로 크게 내수와 수

출을 동시에 하는 자동차, 가전 종

목을 추천했다. 흥예증권(兴业证

券) 역시 춘절 기간 동안 전 세계 

증시가 상승했고 닛케이225지수가 

30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한 것 역

시 시장 회복의 신호탄으로 여기고 

A주 상승으로 인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톈펑증권(天风证券)

은 춘절이 끝난 시점부터 양회(两

会) 개최 전까지를 1분기 A증시 최

고점으로 전망했다. 

이민정 기자

● 모집인원: 0명 

● 활동기간: 

2021년 3월~2022년 2월까지(1년) 

● 지원자격: 

10~11학년(2021년 3월 기준) 

●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1500자 내외 

● 서류접수: 

2월 22일(월) 오후 4시까지 

● 접수방법:

master@shanghaibang.com

상하이저널 23기 고등부 학생기자 모집
(자세한 안내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