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리서치팀(3771-7793, 7694) 

 
▶ 하나증권 4차산업 포트폴리오 종목별 수익률 현황  

편입 종목 주간수익률(%) PER(배) ROE(%) 매출액 성장률(%) EPS 성장률(%) 실적발표일 

애플 2.1  25.8  158.2  7.5  5.8  2022-10-28 

아마존닷컴 (0.1) 68.3  6.7  11.1  (40.9) 2022-10-28 

알리바바 (0.1) 15.7  10.6  7.8  112.8  2022-08-04 

바이두 0.4  20.4  5.3  2.0  3.8  2022-08-12 

페이스북 (5.1) 13.4  22.5  1.1  (21.5) 2022-10-25 

알파벳 5.9  19.0  26.4  66.5  3.0  2022-10-26 

마이크로소프트 6.2  26.8  39.5  12.2  6.4  2022-10-26 

엔비디아 3.8  33.6  40.4  24.0  38.8  2022-08-24 

텐센트홀딩스 (6.7) 22.3  13.3  3.4  (48.2) 2022-08-17 

삼성전자 0.2  9.5  13.5  13.3  9.4  2022-10-11 

넷플릭스 2.5  21.2  24.7  7.1  (6.2) 2022-10-19 

세일즈포스닷컴 (0.6) 38.1  8.0  20.0  5.5  2022-08-23 

페이팔 5.9  22.4  18.2  11.0  (18.4) 2022-08-02 

어도비 0.4  29.9  43.3  11.9  32.1  2022-09-15 

서비스나우 (2.3) 59.7  28.8  24.5  23.9  2022-10-27 

IBM 0.8  13.8  38.1  4.7  18.0  2022-10-18 

포티넷 (3.0) 58.1  117.1  31.1  40.7  2022-08-03 

팔로알토 (3.7) 66.0  140.8  29.1  29.4  2022-08-23 

크라우드스트라이크 (0.8) 150.4  11.9  51.8  80.5  2022-08-31 

평균 0.3    17.9  14.5   
주1: 22.7.28 종가 기준 

주2: PER, ROE, 매출액, EPS 성장률은 FY1년 Bloomberg 조정 실적 전망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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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주요 종목 주간 뉴스 

 

1) 알파벳 2Q22 실적: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주가 추이 

상장 국가 

  2분기 매출 697억 달러(YoY +12.6%, 환율 영향 제외시 

+16%), 영업이익 195억 달러(YoY +0.5%, OPM 27.9%) 

기록. 매출은 부합했으나, 영업이익은 컨센을 2% 가량 하회 

  구글의 전체 광고 매출(검색/유튜브/네트워크 멤버 광고)은 

YoY 12% 성장하며, 1분기 대비성장률이 10%p 이상 둔화. 

구글 자체 광고 매출은 13.5% 성장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

으나, 유튜브 광고 매출과 구글 네트워크 멤버 광고 매출이 

각각 4.8%, 8.7% 성장 

  클라우드 매출은 생산성 소프트웨어인 Workspace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YoY로 36% 성장. 유튜브 멤버십과 구글 스

토어 매출이 포함된 기타 매출은 스토어 수수료 정책 변화 영향

이 지속됨에 따라 YoY로 소폭 감소 

 이번 분기 구글 매출의 핵심은 광고. 팬데믹 수혜가 사라지

고, 지난주 먼저 실적을 발표한 스냅은 광고 매출이 역성장

하면서 주가가 30% 이상 급락. 구글 광고 매출은 우려보다

는 선방했다고 판단함 

  구글 서치, 유튜브, 네트워크 광고 중 역성장한 사업 부분은 

없으며, 광고 매출 역시 전체적으로 더블 디짓 성장을 유지. 

다만, 유튜브와 네트워크 광고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내려온 

데 대해서는 거시 경제 상황으로 인한 전방 수요 감소에 대

한 언급이 있었음 

  유튜브 내 숏폼 비디오 컨텐츠인 '숏츠'의 본격적인 수익화

는 향후 유튜브 매출 반등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함. 숏츠의 MAU는 15억명, 일 평균 시청 횟수는 300억 회

에 달함. 틱톡의 매출이 숏폼 비디오가 긴 동영상 대비 수익

화가 용이하다는 증거라면, 이는 아직 유튜브의 매출 성장동

력이 남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유튜브는 MAU 대비 수익화가 진행되지 않은 플랫폼. 10억 

명의 MAU를 보유한 틱톡의 21년 연간 매출은 580억 달러

로 추정되는 데에 반해, MAU가 30억 명에 달하는 유튜브

의 21년 연간 수익은 288억에 불과함. 프리미엄 멤버십 가

입자를 5,000만 명으로 가정해도, 이를 통한 연간 멤버십 

수익 60억 달러를 더해도 틱톡의 수준에 훨씬 못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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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소프트 2Q22 실적: 부진한 실적, 그러나 견조한 가이던스  최근 주가 추이 

상장 국가 

  MS의 2분기 매출 519억 달러(YoY +12.3%, QoQ 

+5.1%), EPS 2.23 달러(YoY +2.8%, QoQ +0.4%)를 기

록하며 컨센을 소폭 하회하는 실적 기록함. 사측에서 환율효

과를 고려해 6월에 다시 제시한 매출, 영업이익 가이던스 밴

드의 하단에 부합. 다만, 거시경제 악화에도 1분기에 발표한 

2023년 연간 매출, 영업이익 두자릿수 성장 가이던스를 유

지하면서 주가는 상승 마감 

  애져 매출이 포함된 Intelligent Cloud 매출은 YoY로 20% 

성장한 20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컨센을 소폭 하회. 애져 

매출은 연간으로 40% 성장하며 1분기 대비 성장률 6%p 감

소하며, 시장 기대치였던 43% 성장을 하회함. 사측에서는 

성장률이 수요 감소로 내부 기대치를 1%p 가량 하회했다고 

코멘트함 

  오피스 매출이 포함된 PBP(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es) 부문 매출은 YoY 13% 성장하며 166억 달러 매

출을 기록하며 컨센 부합 

  Xbox, 서치 광고 및 서피스 기기 매출이 포함된 MPC 부문

은 연간으로 2% 성장에 그침. Xbox 기기, 소프트웨어 매출

은 6% 역성장했으나, 서치 광고 매출은 Bing 검색량이 증

가하면서 18% 성장. 다만, 광고 매출에 대해서 기업 광고 

수요 감소로 서치, 링크드인 광고 매출이 1억 달러 가량 감

소했다고 코멘트함 

  MS의 러시아향 매출은 1.3억 달러 수준으로, 전쟁으로 인

한 러시아향 매출 감소 효과는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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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플랫폼스 2Q22 실적: 매출 하락, 비용 상승 시기  최근 주가 추이 

상장 국가 

  상장 후 처음으로 연간 역성장. 매출 288억 달러(YoY -

0.9%, QoQ +3.3%, ), 영업이익 84억 달러(YoY -32.4%, 

QoQ -1.9%, OPM 29.0%)을 기록. 환율 효과를 제외 시 

매출 YoY +3% 

  부진은 예견된 것으로 2분기 실적은 가이던스에 부합 

  메타 산하의 SNS 통합 일간 사용자 지표인 DAP는 28.8억 

명(YoY +4.3%, QoQ +0.3%), 월간 사용자 지표 MAP 역

시 36.5억 명(YoY +4.0%, 0.3%)로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

며 컨센부합 

  지역별 ARPU 아시아와 RoW 지역을 제외하고 하락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260억 달러에서 285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으며,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역성장 예상. AR/VR 

사업부인 리얼리티랩스 영업 적자 280억 달러  

  2분기 메타의 광고 실적은 아시아와 RoW 지역이 지탱. 아

시아 지역 광고 매출은 59억 달러로 1분기 대비 성장률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연간으로 더블 디짓 성장세를 유

지 

  아시아 지역의 분기 ARPU 역시 4.5달러로 전년 대비 9% 

성장. 3분기 메타의 전체 광고 지면이 연간으로 15% 늘어났

는데, 이러한 지면의 확대는 아시아와 RoW 지역에서 집중

적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 

  스냅부터 알파벳, 메타까지 글로벌 주요 광고 사업자들의 

매출 향방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에 근거해서 국내 기업들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의 실적에

서 근거해서 보면 1) 퍼스트파티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

어 iOS 업데이트 영향이 제한적이고, 2) 지면 확대의 여지

가 있을 경우 성장의 잠재력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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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자 3Q22 실적: 소비 변화는 수혜 요인, 여행 반등세 지속 전망  최근 주가 추이 

상장 국가 

 FY22년 3분기(6월결산) 실적은 견고한 소비자 지출 추이와 

해외여행 회복을 바탕으로 주요지표가 예상치 상회. 매출액 

73억 달러 (+19% yoy, 컨센 71억), 조정 EPS 1.98 달러

(+33%, 컨센 1.75). 3대 사업분야인 소비자 결제, B2B를 

비롯한 신규 결제, 기업향 부가가치 서비스 모두 20% 수준 

성장. GAAP기준 EPS 1.60달러(+36%)로 예상치(1.73)를 

하회한 것은 소송 충당금(7.2억 달러) 등을 포함한 일회성 

비용 발생 때문 

 글로벌 결제금액은 전년동기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신용카

드 결제가 +20%로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12% 증가. 시장에

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cross-border 지표는 여전히 예상

보다 빠르게 반등. 유럽내 거래를 제외한 cross-border 결

제금액은 48% yoy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로는 23% 증

가. Cross-border 여행 결제 금액은 129% yoy 증가했으

며, 2019년 대비로는 4% 증가하며 처음으로 Pre-Covid 수

준을 넘어섬. 월별 기준 5월에 8%로 처음으로 2019 수준을 

상회한 후 6월에는 12%. Cross-border 여행 지표가 비자

의 전망 (4분기에 2019 수준 회복)보다 빠른 회복을 보인 

것은 고무적. 

 4분기 가이던스 매출액 +17%~20%(환율 영향 제외 기준), 

조정 영업비용 +17%. 임금 인상분을 1개 분기 앞당겨서 4

분기에 반영한 전망치. 시장에서는 해외여행 모멘텀이 가을

부터 꺾일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 그러나 비자는 3분기

에 확인된 탄탄한 결제 트랜드가 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으

며, 여행 반등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그 동안 미

국, 유럽 대비 뒤쳐졌던 아시아에서 전반적으로 여행이 시작

되고 있고, 특히 유럽과 미국 인바운드 수요가 향후 해외여

행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 미국 주요 리테일 사업자의 

소비 둔화 우려와 달리 비자는 향후 소비 지출 추이에 대해

서 밝은 전망 유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결제 금액 증가 효과

를 보고 있으며, 소비패턴 변화(외식, 서비스 비중 상승)는 

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 3분기 대비 4분기에 여행지표를 

비롯한 주요 결제 지표의 안정적인 상승세가 전망되고 신규

결제, 기업향 서비스 등 전반적으로 견고한 추세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시장 대비 선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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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나우 2Q22 실적: 분기별 계절성에 주목  최근 주가 추이 

상장 국가 

 2분기 회원제 매출 16.6억 달러(+25% yoy), 달러강세로 가

이던스(+26%)를 소폭 하회했으나 환율영향 제외 (CC) 기준 

+29.5%로 전망치(29%) 상회. 비용 효율성이 개선되며 조

정 영업이익률은 23%로 가이던스(22%)를 앞섰으며 이익단 

지표 전체적으로 기대치 보다 좋은 실적. 12개월이내에 매

출로 인식되는 잔여계약가치 (CRPO)가 57.5억 달러

(+21%, CC +27%) 기록, 가이던스(+25%. CC +28%) 하

회. 달러 강세 영향도 있으나 매크로 요인으로 일부 계약 체

결이 뒤로 지연된 영향. 계약갱신률과 규모 확대는 여전히 

고무적. 갱신률은 99%로 산업 내에서 압도적이며, 연간계약

규모 백만달러 이상인 순신규 계약 수는 54건이 더해져 

1,463(+22%)으로 늘어났으며 천만 달러 이상 대형계약 수

는 100개를 상회, 50% 넘게 증가. 

 3분기 CRPO 가이던스는 +20%(CC +23.5%). 4분기에 계

약 갱신 비중이 높아 계약가치 증가 측면에서 3분기가 저점

이 되는 구조이며, 4분기에는 다시 반등을 전망. 2022년 연

간 가이던스 매출은 달러강세와 계약지연을 반영 기존 

26%(CC 28.5%)에서 24%(CC 28%)로 하향 조정, 결제 청

구 시점 연기를 반영하여 FCF 마진을 31%에서 30%로 낮

춤. 탑라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영업 효율성 개선을 바탕으로 

조정 영업이익률 가이던스 25% 유지는 긍정적. 

 소프트웨어 기업은 분기별 계절성(2~3분기 비수기)이 높고 

매크로 영향까지 고려되는 시기에는 더욱 두드러지는 특성. 

특히 서비스나우는 산업 평균보다 4분기 계약갱신 비중이 

높아 비수기 영향이 큼. 코로나 발생 초기 계약지연이 있었

으나 1~2개 분기 지연일 뿐 수요 추이는 전혀 꺾임이 없었

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업들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수

요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단

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그러나 사업 영역

과 대기업 비중이 높고 정부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고객 특

성을 고려해보면 분기별 추이에 따른 반등을 기대하면서 투

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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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마존닷컴 3Q22: 소비 변화는 수혜 요인, 여행 반등세 지속 전망  최근 주가 추이 

상장 국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 상회. 매출액 1,212억 달

러(+7% yoy)로 가이던스 상단 수준, 영업이익은 33억 달

러, 가이던스 상회. 물류 Capa와 인력 확대 대비 수요 둔화

로 인한 생산성 악화를 가이던스에 크게 반영하였으나 이 부

분에서 추정 대비 비용효율성을 높인 점이 가이던스 상회 요

인. 비영업단에서 리비안 지분 평가손실 39억 달러 영향으

로 순이익단에서는 20억 달러 적자 

 리테일 매출은 북미는 10% 증가, 해외 매출은 높은 기저와 

달러 강세로 전년대비 감소폭이 12%로 전분기보다 더 늘어

남. 북미는 여전히 적자이나 적자 규모를 줄이면서 OPM은 

-0.8%로 전분기 대비 개선된 반면 해외 리테일은 적자 규

모가 18억 달러로 확대. 시장에서 클라우드 수요 둔화에 대

한 우려가 있었으나 AWS는 여전히 예상보다 좋은 실적 기

록. 매출은 197억 달러(+33%)로 컨센을 상회했으며, 영업

이익 57억 달러(+36%), 영업이익률 29% 기록. 2분기에 주

식보상비용이 집중되어 계상되어 AWS 이익단에 영향을 주

었음에도 OPM이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고무적. 

클라우드 고객 기반 확대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

반기에 AWS 인프라 투자를 늘릴 계획이며 2022년 Capex

에서 AWS 인프라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3분기 가이던스는 매출액 1,250~1,300억 달러(+13~17%)

로 컨센 부합, 영업이익은 0~35억 달러로 컨센(47억) 하

회. 달러강세 영향(-390bps)이 전망보다 악화되지 않는다

면, 매출 성장 기저가 낮고 프라임데이 효과가 더해지기에 

가이던스보다 성장 반등이 클 수 있을 것. 영업이익 측면에

서는 물류 네트워크 운영 효율성은 2분기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AWS와 디지털 콘텐츠 투자 확대와 

인플레이션 등 매크로 요인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1)E-commerce 시장의 성장 둔화에도 아마존은 여전히 견

고한 매출 추이 지속, 2)클라우드 수요 증가와 고객 기반 확

대, 3)물류 시스템 비용 효율성 개선에 따른 수익성 상승을 

고려하면 3분기부터 아마존의 실적 반등 모멘텀 기대. 아마

존의 실적과 주가에 대한 기존의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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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애플 2Q22 실적: 분기별 계절성에 주목  최근 주가 추이 

상장 국가 

 회계 기준 22년 3분기 매출액 830억달러(YoY +2%, QoQ -

15%), 수정 EPS 1.2달러(YoY -8%, QoQ - 21%) 기록. 

컨센서스대비 매출액은 부합했고, 수정 EPS는 3% 상회. 

iPhone 매출액은 13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해 4~6월 분기 최대 매출액을 경신. Mac과 iPad 

매출액은 언택트 수혜 이후의 역기저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0%, 2% 감소. 웨어러블이 21개 분기만에 전년동기대비 역

성장했는데, 작년에 36% 성장률을 시현해 역기저 영향. 서

비스 부문의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1% 감소했는데 계절적 비

수기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12% 증가해 여전히 견조. 

서비스 부문의 매출총이익률은 71.5%로 전분기대비 0.9%p 

악화되었지만, 전년동기대비로 1.4%p 개선. 지역별로는 미

주, 유럽,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4~6월 기준 최대 매출액 

경신 

 10개 분기 연속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고, 비우호적인 환

율,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

은 상황임을 언급. 7~9월 분기가 신모델 출시와 함께 계절

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해야 하는 분기이지만, 불확실성이 높

은 상황. 비우호적인 환율로 인해 50억 달러 정도의 부정적

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언급.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는 이러

한 영향들을 반영해 41.5~42.5%로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

비 보수적인 수익성 제시. 현재 컨센서스는 42.5%로 가이던

스 상단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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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2022년 8월 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2022년 8월 1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