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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INTC US)
CEO 교체, 파운드리 도입 기대

인텔 CEO 교체, 1월 13일 주가 +6.97% 상승 마감
— 1월 13일 (현지시각) 인텔의 주가는 CEO 교체로 +6.97% 상승 마감했다. 2017년 이후 인텔은 10나노
공정 제품의 지연, AMD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로 실적과 주가의 부침을 겪은 것이 CEO 교체의 이유로
추정된다. 한편 인텔은 2020년 하반기 공정전환 지연에 따른 문제를 향후 아웃소싱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고, 연말 미국 행동주의 펀드의 팹라이트 전환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CEO의 교체로
인텔의 구조 개혁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
2021E TSMC Capex 추정치 +4% YoY, 6개월간 32% 상승
—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TSMC의 올해 설비투자 금액은 5,276억 대만달러로 전년대비 4%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언론에서는 TSMC의 인텔 GPU 파운드리 수주, 인텔 전용 라인 구축, 삼성전자와
TSMC의 CPU 수주 가능성 등 다양한 위탁생산 방안이 보도되고 있어 설비투자 금액 추정치가 상승하고
있다. 2020년 사상 최대 설비투자를 집행하여 2021년 설비투자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인텔의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6개월간 capex 추정치는 32% 상승했다.
메모리, 파운드리 시장 성장, 대형주 중심 주가 상승 지속 전망
— IT 수요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장 성장과 인텔의 파운드리 도입 가능성으로 글로벌
대형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의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다. 2020년 11월부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주가는 평균 55% 상승했고, 2021년 P/E는 18.4배에서 27.1배로 확대되었다 (AMAT, KLA, LRCX,
TEL, Teradyne, Brookings, Entegris, UCTT). 파운드리 시장의 구조적 성장이 전망되고, 업황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각화된 제품군과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주 중심의 주가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된 국내 종목으로 SK머티리얼즈와 원익IPS를 제시한다.

TSMC 2021년 capex 추정치 추이
TSMC 2021년 capex 추정치 6개월간 3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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