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부품 
 

산업이슈 

 News              

갤럭시S21 공개: 삼성전자는 1월 14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갤럭시 언팩 2021 행사를   

통해 ‘갤럭시S21 시리즈’3종을 공개했다. 이번 시리즈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은 가격과 S펜이다.  

 Comment         

파격적인 가격대의 갤럭시 S21, S21+: 이번 갤럭시S21 시리즈의 가장 주목할만한 특징은 단연코 

가격이다. 갤럭시 S21와 S21+의 256GB 모델 기준 가격은 각각 99만원과 119만원 가량으로 책정

됐다. 이는 이전 S20와 S20+ 대비 평균적으로 15~25만원 정도 낮아진 것으로 국내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 처음으로 100만원 아래로 책정된 것이다, 다만 일부 사양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 기본 

구성품에서 충전기와 유선 이어폰을 제외했고 전작의 12GB 대신 8GB, WQHD+ 대신 FHD+ 해상

도의 플랫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이처럼 일부 사양을 하향 조정하면서까지 파격적인 가격대를 선

보인 것은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며 판매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격은 똑같이 + 사양은↑+ 갤럭시 노트20 Ultra = 갤럭시 S21 Ultra: 최고 사양 모델인 갤럭시

S21 Ultra의 키워드는 S시리즈에 최초로 지원되는 S펜과 가격이다. Note시리즈의 최신 모델인 갤럭

시 노트20 시리즈의 최고 사양 모델 갤럭시 노트20 Ultra와 같은 가격대에 카메라, 배터리 등 사양

은 업그레이드되었다. 갤럭시 S21 Ultra는 12/16GB RAM과 5,000mAh 배터리가 탑재된다. 후면 카

메라는 1억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1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2개로 구성되

며 레이저 AF 센서도 지원된다. 두 망원 카메라는 각각 광학 3배, 10배 촬영이 가능하다 

 Action             

갤럭시 S21 시리즈, 5년만에 전작 대비 플러스 성장 기대: 갤럭시 S21는 1월 29일부터 전세계 시

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갤럭시S21 시리즈는 S7 시리즈 이후 5년만에 출

시 첫 해 출하량이 전작 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갤럭시 S8~10 시리즈는 

3,500만대 전후에서 머물렀고, S20 시리즈는 2,600만대 가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3월 제

품 출시가 이루어진 것 대비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출시 시점과 기존의 S, Note 시리즈와 경쟁사 대

비 파격적인 가성비를 나타내는 것을 감안 시 갤럭시S21 시리즈는 전작보다 판매량이 증가하며 S

시리즈의 점진적인 판매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1Q21부터 본격 반영될 부품업체의 실적 개선 기대: 폴디드 줌은 현재 삼성전기가 생산을 주도하고 

있고 관련 업체로는 동운아나텍, 액추에이터 업체 자화전자와 액트로, 폴디드 줌용 프리즘을 생산하

는 옵트론텍 등이 있다. 카메라모듈 메인 공급사와 AF모듈 공급사로는 각각 나무가와 재영솔루텍이 

선정됐다. PI첨단소재는 5G 저유전 MPI 필름을 공급한다. 디지타이저는 인터플렉스가 공급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OLED 소재 기업인 삼성SDI, 덕산네오룩스, 솔루스첨단소재 등과 전자파 흡

수 방지(SAR) 센서 업체 어보브반도체가 갤럭시S21 시리즈 공급 업체로 알려졌다. 한 달 이상 앞당

겨진 출시 일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급 업체는 20년 말부터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Q21부터 본격 반영될 국내 업체향 휴대폰 부품업체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CB 등 부품은 지난 20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업체 1Q21부터 본격 반영될 

삼성전자향 휴대폰 부품업체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2021. 01. 15 갤럭시S21, 가격과 S펜 확실해진 차별화 

 serakwon9494@db-fi.com  02 369 3352  Analyst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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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가격대의 갤럭시 S21, S21+ 

삼성전자는 1월 14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갤럭시 언팩 2021 행사를 통해 ‘갤럭시S21   

시리즈’3종과 무선 이어폰 신제품 ‘갤럭시 버즈 프로’를 공개했다. 이번 갤럭시 S21 시리즈의 가

장 주목할만한 특징은 단연코 가격이다. 갤럭시 S21와 S21+의 256GB 모델 기준 가격은 각각 99만

원과 119만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이는 이전 S20와 S20+ 대비 평균적으로 15~25만원 정도 낮아진 

것으로 국내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 처음으로 100만원 아래로 책정된 것이다, 

도표 1. 갤럭시 언팩 2021에서 공개된 갤럭시S21 시리즈 

 

자료: 삼성전자, DB금융투자 

 

다만 일부 사양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 갤럭시 S21+은 전작 대비 배터리가 300mAh 개선됐고, 카메

라 등 스펙은 같다. 다만 기본 구성품에서 충전기와 유선 이어폰을 제외했다. 그리고 S21, S21+에는 

전작인 S20, S20+의 12GB 대신 8GB, WQHD+ 대신 FHD+ 해상도의 플랫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도표 2.  갤럭시 S21 시리즈 주요 스펙  

 Galaxy S21 Galaxy S21+ Galaxy S21 울트라 

공개일 21.01.14(미국 샌프란시스코) / 15일 오전 0시 (한국 기준) 

출고가 999,900원(256GB) 1,199,000원(256GB) 1,452,000원(256GB) / 1,599,400원(512GB) 

5G 지원 여부 LTE/5G 

크기/무게 71.2x151.7x7.9mm / 169g 75.6x1161.5x7.8mm / 200g 75.6x165.1x8.9mm / 227g 

AP 퀄컴 스냅드래곤 888 / 삼성 엑시노스 2100 

메모리 
8GB RAM 

128/256GB 내장메모리 

12GB RAM+128/256GB 내장메모리 

16GB RAM+512GB 내장메모리 

디스플레이 
6.2'' FHD+ 다이내믹 AMOLED 2X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 (2400x1080) 

6.7'' FHD+ 다이내믹 AMOLED 2X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 (2400x1080) 

6.8'' QHD+ 다이내믹 AMOLED 2X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 (3200x1440) 

카메라 
후면: 트리플 12+12(초광각)+64(망원, 3배줌)MP 

전면: 싱글 10MP(광각) 

후면:쿼드 108+12(초광각)+10(망원, 

3배줌)+10(망원, 10배줌)MP+레이저AF센서 

전면: 싱글 40MP(광각) 

S펜 X X O (보관 슬롯 X): S펜+S펜 케이스 별도 판매 

배터리 4,000mAh, 일체형 4,800mAh, 일체형 5,000mAh, 일체형 

기타 충전기, 번들 이어폰 미포함 / 주사율 120Hz /  25W 

자료: 삼성전자, DB금융투자 

국내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 

처음으로 출고가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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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부 사양을 하향 조정하면서까지 파격적인 가격대의 갤럭시 S21, S21+을 선보인 것은 경쟁

사 대비 우위를 점하며 판매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0년 하반기에 출시된 애플의 첫 5G 라인

업인 iPhone 12 시리즈의 경우 출시 2달만에 삼성전자가 판매한 전체 5G 단말기 판매량을 넘어섰다. 

20년 10~11월 내 iPhone의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의 iPhone 판매량을 살펴보면, 4가지 모델 중 

iPhone12, 12 Pro, 12 Pro Max는 모두 비슷한 판매량을 보였다. 하지만 엔트리급인 iPhone 12 mini의 

경우 같은 기간 내 전체 iPhone 판매량의 단 6%밖에 차지하지 못하며 iPhone 12 판매 호조에 힘을 

실어줬다. 가격이 낮아진 레거시 모델 대비 높은 가격에 불과 100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iPhone 

12 일반 모델과는 대부분 동일한 스펙을 탑재하며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를 확실히 진행하지 못한 것이 

판매량 부진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도표 3. 2020년 10~11월 미국 시장 iPhone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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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IRP, DB금융투자 

 

하지만 갤럭시S21, S21+의 경우 전작 대비 10~20% 낮아진 가격으로 레거시 모델과의 차별화를 진

행했고, 경쟁사 엔트리급 모델보다 낮은 가격대에 2배 가량 높은 RAM 및 배터리와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다. 그야말로 ‘갓성비’5G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판단된다. 

도표 4. 갤럭시S21, S21+ vs 갤럭시S20, S20+ vs iPhone 12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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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B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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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똑같이 + 사양은↑+갤럭시노트S20 Ultra = 갤럭시S21 Ultra 

최고 사양 모델인 갤럭시 S21 Ultra의 키워드는 S시리즈에 최초로 지원되는 S펜과 가격이다. Note시리

즈의 최신 모델인 노트20 시리즈의 최고 사양 모델 갤럭시 노트20 Ultra와 같은 가격대에 카메라, 배

터리 사양은 업그레이드됐다. 갤럭시 S21 Ultra는 12/16GB RAM과 5,000mAh 배터리가 탑재된다. 후

면 카메라는 1억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1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2개로 구성

되며 레이저 AF 센서도 지원된다. 두 망원 카메라는 각각 광학 3배, 10배 촬영이 가능하다. 

 

도표 6. 갤럭시 S21, S20 울트라 vs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vs iPhone12 Pro 시리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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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B금융투자 

도표 5.  갤럭시 S21 울트라와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주요 스펙 비교  

 Galaxy S21 울트라 Galaxy Note20 울트라 

공개일 21.01.14(미국 샌프란시스코) / 15일 오전 0시 (한국 기준) 20.08.05 (한국시간 오후 11시) 

출고가 
1,452,000원 (256GB) 

1,599,400원 (512GB) 
1,452,000원 (256GB) 

5G 지원 여부 LTE/5G 

크기/무게 75.6x165.1x8.9mm / 227g 77.2x164.8x8.1mm / 208g 

AP 퀄컴 스냅드래곤 888 / 삼성 엑시노스 2100 퀄컴 스냅드래곤 865 

메모리 
12GB RAM+128/256GB 내장메모리 

16GB RAM+512GB 내장메모리 

12 RAM 

256GB 내장메모리 

마이크로SD(최대1TB) 

디스플레이 
6.8'' QHD+ 다이내믹 AMOLED 2X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 

(3200x1440) 

6.9'' WQHD+ 플랫 다이내믹 AMOLED 

(3088x1440) 

카메라 

후면: 쿼드 108+12(초광각) 

+10(망원, 3배줌)+10(망원, 10배줌)MP+레이저AF센서 

전면: 싱글 40MP(광각) 

후면: 트리플 108+12(초광각)+12(망원)MP+레이저AF센서 

전면: 싱글 10MP(광각) 

S펜 
O (보관 가능한 슬롯 X) 

: S펜과 S펜 별도 케이스 판매 
O 

배터리 5,000mAh, 일체형 4,500mAh, 일체형 

기타 
충전기, 번들 이어폰 미포함 

주사율 120Hz 

충전기, 번들 이어폰 포함 

주사율 120Hz 

자료: 삼성전자, DB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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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시리즈 판매량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갤럭시 S21시리즈는 1월 29일부터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갤럭시 S21 시리즈는 갤럭시S7 시리즈 이후 5년만에 출시 첫 해 출하량이 이전 시리즈 대

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갤럭시S8~S10 시리즈는 각각 3,500만대 전후에서 머

물렀고, S20 시리즈의 경우 약 2,600만대 가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S21, S21+가 갤럭시 S20, S20+ 대비 약 15~20만원이 낮게 책정되며 iPhone 12 대비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지만, RAM, 배터리, 카메라 등 스펙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갤럭시 

S21 울트라의 경우에도 S시리즈 처음으로 S펜을 탑재하며 갤럭시 노트20 울트라와 같은 가격대에 

더 나은 카메라, 배터리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전 S시리즈보다 판매량이 증가하며 갤

럭시S시리즈의 점진적인 판매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7. 역대 갤럭시S 시리즈 출시년도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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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시장자료, DB금융투자 

 

폴디드 줌은 현재 삼성전기가 생산을 주도하고 있고 관련 부품 업체로는 동운아나텍, 액추에이터를 생

산하는 자화전자와 액트로, 폴디드 줌용 프리즘을 생산하는 옵트론텍 등이 있다. 카메라모듈 메인 공

급사와 카메라 AF모듈 공급사는 각각 나무가와 재영솔루텍이 선정됐다. PI첨단소재는 갤럭시S20에 이

어 5G용 안테나 저유전 MPI 필름을 공급한다. 디지타이저는 인터플렉스가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OLED 소재 기업인 삼성SDI, 덕산네오룩스, 솔루스첨단소재, 듀폰, UDC와 전자파 흡수 방지

(SAR) 센서 업체 어보브반도체 등이 갤럭시 S21 공급 업체로 알려졌다. 통상 3월에서 올해는 1월로 

앞당겨진 출시 일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급 업체는 20년 말부터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Q21부터 본격 반영될 삼성전자향 휴대폰 부품업체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갤럭시 S21 

시리즈, 이전 

S20시리즈보다 

물량이 많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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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갤럭시 S21 시리즈 관련 Supply Chain  

분류  기업 

카메라 

폴디드 줌 

삼성전기 

동운아나텍 

자화전자(액추에이터) 

액트로(액추에이터) 

옵트론텍(폴디드 줌용 프리즘) 

카메라모듈 나무가 

카메라AF모듈 재영솔루텍 

MPI필름 PI첨단소재 

디지타이저 인터플렉스 

OLED소재 

그린호스트 삼성SDI 

레드프라임, 그린프라임 덕산네오룩스 

A-ETL 솔루스첨단소재 

레드호스트 듀폰 

레드도판트 UDC 

전자파 흡수 방지(SAR) 센서 어보브반도체 

자료: 시장자료, DB금융투자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1년간 투자의견 비율 (2021-01-06 기준) - 매수(89.6%) 중립(10.4%) 매도(0.0%)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