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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주가: 2,260.16

현재가 1,727.00위안

시가총액(중국) 21,695억위안
1. 최근 이슈 내용

중국 1위 백주업체인 동사는 2022년 연간 잠정 실적으로 매출액 1,272억위안(+16.2%yoy), 지배주주순이익 626억위안

(+19.3%yoy)을 제시했다. 부문별로 모태주는 1,077억위안, 계열주는 157억위안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4분기 매출액은

374.1억위안(+15.4%yoy)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했으며, 지배주주순이익은 182억위안(+19.8%yoy)으로 시장예상치

를 크게 상회했다. 4분기 모태주의 매출액은 333억위안(+17%yoy)으로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모태주의 온라인 및 직영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견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동기간 계열주의 매출액은 31.6억위안(+3.4%yoy)에 그쳤는데, 이는

모태 1935 제품의 물량을 통제한 데 기인한다.

2022년 기주(원액) 생산량을 살펴보면 계열주의 생산시설 개조로 계열주의 기주 생산량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모태주

기주 생산량은 5.68만톤으로 전년(5.65만톤)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계열주의 기주 생산량은 3.5만톤으로 전

년(2.82만톤) 대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동사는 155억위안을 투자해 모태주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

라고 밝혔으며, 완공 후 신규 모태주 생산량은 연간 1.98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모태주 관련 3개 생산 프로젝

트를 추진 중으로 향후 모태주 연간 생산능력은 8만톤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 공급부족 문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동사는 백주계 에르메스로 불리는 중국 대표 백주업체로 최근 중국증시에 상장한 이래 처음으로 주주에게 특별 배당을 지

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별 배당 총액은 275.2억위안으로 앞서 실시한 일반 배당(272.3억위안)과 특별 배당을

합한 올해 배당 총액은 547.5억위안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1년 지배주주순이익(524.6억위안)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

다.

2. 최근 주가동향 및 전망

최근 중국의 급격한 방역 정책 완화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으나,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점차 확산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개선될 전망으로 중국 대표 백주업체인 동사의 실적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주가에 선반영되며 동사의 주가는 작년 10월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해 현재 1,700위안대까지 회복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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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비중축소 비중확대

상대수익률 -2.7 +9.2 -5.6

2022년 매출액 1,272억위안(+16.2%yoy), 지배주주순이익 626억위안(+19.3%yoy)

선후강퉁 후구퉁

시가총액(한국) 394.23조원

FTSE 포함

MSCI 포함

　 기준 환율:182원/1위안

기업명

CSI300 포함

필수 소비재

ISIC 세부분류 증류주 및 기타 주류

*등락률 단위:%,   수익률 단위:%p

1W 1M 3M

주가등락률 -1.3 +7.0 -8.7

ISIC 대분류

2022E

1,197.8

영업이익률 66.4 68.0 70.0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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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1.7

70.9

지배주주순이익 467.0

연간 2020A 2021A

979.9

666.4

1,268.8 1,467.3 1,688.3

yoy +10.3

ROE 29.0 27.7 24.8

PBR 16.9 14.8 8.6 6.6 5.3

850.9

1,033.6

58.29 67.7449.78

*단위: 매출액/영업이익/지배주주순이익(억위안), EPS(위안), PER/PBR(배), ROE(%)[표1] 연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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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리포트 - 심화

▪ 본 자료는 ㈜차이나인포리서치에서 작성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는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 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

사분석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 본 보고서의 판권은 당사의 소유이며 당사는 본 보고서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가집니다. 사전에 서면 권리 부여 동의 없이

는 어떠한 방식 혹은 형식으로도 복사하거나 제본할 수 없고, 제본된 보고서를 다른 사람에게 발행할 수 없으며, 또한 판권

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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