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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KVISION(심천, 002415)
(세계 최대 카메라 회사 하이크비젼)
기업개요

2001 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카메라 생산 회사 하이크비젼이다. 155 개 국가 및 지역의
2400 개 이상의 업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감시 카메라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2010 년 5 월 심천주식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본사는 항저우에 위치한다. 영상
감시설비의 전후방 산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다. 비디오를 핵심 역량으로 하는 세계
최고의 IO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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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ouli2@naver.com

당사는 보안카메라, 스피드돔, NVR, DVR,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보안 산업외에도 하이크비젼은 스마트 홈
기술, 산업 자동화, 자동차 전자 산업으로 범위를 확장해나가며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시장 점유율에서 하이크비젼은 중국시장에서 약 54%, 그뒤를 대화기술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2019 년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8 년 연속 세계 비디오 보안 감시 시장
점유율은 24%로 1 위를 차지하였다.
세계에서 감시카메라가 가장 많은 도시 10 곳 중에 8 곳이 중국이다. 중국정부에 따르면
중국의 감시카메라는 2020 년 4 억대에서 2022 년까지 6 억 2600 만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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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개 국가이상의 100,000 개 이상의 파트너, 2019 년까지 연 평균 36% 성장, 59 개의 자회사 및 해외지사, 40,000 명 이상의
임직원, 19,000 명 이상의 연구 개발자들이 있다.

중국 보안시장에서의 하이크비젼의 시장 점유율은 53.8%로 압도적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Guosheng 증권 연구소에 따르면 회사의 매출액은 2019 년 576 억원에서 2022 년에 851 억 위안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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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매출액
국가
Front-end Product
Central Control products
Other
Back-end product

매출 비중
47.13%
15.3%
14.94%
9.59%

사업부문별 매출액
국가
해외

매출 비중
28%

정부

27%

대기업

22%

중소기업

16%

기타

7%

동사의 정부매출은 27%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회사는 5 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매출 총이익율은 회사가 그만큼 경쟁력이 높고 생산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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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형태로 회사는 CeTHIK Group 이 38.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중인 상황인 만큼 정부의 지원 역시 적극적일 것이다.
2020 년 실적
2020 년 상반기 매출은 242.71 억원(+1.5% YoY), 영업이익 55.95 억 위안(+9.1% YoY)를 기록하였다.
2 분기 실적에서 법인 사업부 매출 성장 덕분에 실적이 회복되었다. 그렇지만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공사 중단 및 제품 주문
연기가 이어지면서 공공서비스 사업부와, 중소기업 사업부 매출은 감소하였다.
EBG(법인 사업부 매출) 59.1 억 위안(+20.2%)
PBG(공공서비스 사업부) 59.7 억 위안(-5.2%)
SMBG(중소기업 사업부) 30 억 위안(-26.9%)
2020 년 10 월 26 일에 3 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은 177 억위안(+11.5% YoY) 순이익 38 억 위안(+0.1% YoY)를 기록하였다.

신호등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어 신호위반을 절대 할 수 없다고 한다. 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실제로 카메라가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 듯 하다. 보통 큰 사거리에 기본 24 개의 CCTV 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워낙 교통신호를 안지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하기 위해 교통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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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정책 수혜주 하이크비젼 - 최근 중국내에 분리수거, 교통 신호 및 과속 감시 카메라, 하이패스 확대 정책 등으로 CCTV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는 500 개 이상으로 파악된다. 스마트시티 투자규모가
2018 년 투자규모가 약 200.53 억에서 2023 년 약 389.23 억 위안으로 성장될 전망이며 하이크비전은 스마트시티 핵심기술인
안면/차량 인식, 위치정밀화 등의 특허 4733 건을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시티 건설 기대감이 더욱 커질것으로 전망된다.
1 년 일봉 차트

전망
코로나 19 로 비대면 거래 확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무인화, 자동화 매장 증가 전망 등도 동사의 매출 증가에 힘을 더할
것이다. 중국정부의 스마트시티 등 투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리스크 요소
하이크비젼 카메라 생산에는 반도체가 필요하다. 하이크비젼은 SMIC 로부터 반도체 수급을 받는다. 하지만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에서 SMIC 제재가 이루어진 만큼 생산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하이크 비젼이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6 개월치 이상의 재고확보를 위해 물량을 싹쓸이 해 갔었지만. 만약 미국의 제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만큼 SMIC 기업의 타격이
갈것이며 하이크비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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