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F 퍼포먼스 

                    업종별 ETF  스타일, 자산별 ETF  테마별 ETF 

종목명 종가  1D 1W 1M  종목명 종가  1D 1W 1M  종목명 종가  1D 1W 1M 

필수소비재(XLP) 71.5 

 

0.2 0.7 3.3  성장주(VUG) 299.9 

 

0.1 3.4 6.2  친환경(ICLN) 22.4 

 

-0.8 1.3 -2.1 

자유소비재(XLY) 184.6 0.7 3.7 5.6  가치주(VTV) 138.6 0.3 1.2 1.1  혁신산업(ARKK) 121.6 -0.7 4.4 0.5 

금융(XLF) 36.5 0.6 1.0 1.4  선진국(EFA) 79.3 0.1 1.3 -0.3  우주항공(UFO) 29.8 0.3 2.5 -3.9 

IT(XLK) 154.4 -0.1 2.8 6.8  신흥국(IEMG) 63.2 -1.7 -3.4 -4.2  클라우드(SKYY) 106.9 0.2 3.8 1.8 

헬스케어(XLV) 130.6 -0.6 1.6 4.5  채권종합(AGG) 116.1 -0.1 0.2 0.9  온라인소매(ONLN) 77.3 -1.5 -0.1 -3.0 

원자재기업(XLB) 82.4 0.8 1.6 0.0  국채(GOVT) 26.8 -0.1 0.1 1.0  ESG(ESGU) 101.5 0.2 2.4 4.4 

에너지기업(XLE) 49.7 2.5 2.1 -8.7  장기국채(TLT) 148.1 -0.3 -0.1 3.1  생명공학(IBB) 163.6 -1.9 1.8 1.7 

유틸리티(XLU) 65.7 0.0 -0.8 2.6  물가채(TIP) 130.2 0.4 0.9 2.0  엔터&레져(PEJ) 50.3 1.1 3.2 -3.1 

통신(XLC) 83.9 0.5 3.8 5.1  IG회사채(LQD) 135.5 -0.2 0.4 1.3  핀테크(ARKF) 52.3 -2.3 2.9 0.1 

산업재(XLI) 103.6 0.0 1.6 1.9  HY회사채(HYG) 87.8 -0.1 0.2 0.2  전기차(IDRV) 49.0 0.2 2.1 1.1 

반도체(SMH) 257.0 -0.1 4.1 3.1  리츠(VNQ) 105.9 0.0 0.6 2.5  AI, 로봇(ARKQ) 79.8 -1.2 0.8 -3.6 

은행(KBE) 49.2 0.8 0.6 -4.1  한국(EWY) 90.0 -0.1 -0.7 -2.1  농업(MOO) 91.4 0.0 1.4 0.4 

 

 
글로벌 증시 

 Global 증시 마감 시황 

▶ 미국/유럽 증시 

 미국 증시는 주요기업 실적 주시하는 가운데 상승 마감 

 업종 별로는 에너지, 소재, 경기소비재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헬스케어, 산업재 업종 약세 

 한편 미국 6월 신규 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6.6% 감소했고 7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는 전월 

대비 3.8pt 하락한 27.3 기록 

 유럽 증시는 FOMC 앞두고 혼조 마감 

▶ 중국 증시 

 중국 증시는 특정 주도주와 소비재 비중 추가 축소로 하락 마감 

 업종별 수익률 비철/군수/전자/유틸리티/전기장비 상위. 반면, 음식료/레저/제약/부동산/미디어 하위 

 한편, 홍콩 증시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당국 규제가 외국인과 강구퉁 자금의 공포와 낙담까지 

유도하며 급락 마감. 7월 이후 1)반독점법으로 시작된 우려가 데이터안보/VIE지배구조/APP규제 공포로 

확산, 2)단순 사교육 억제 우려에서 인구정책 연동된 교육기관 영리활동 제한, 3)이런 논리라면 부동산, 

헬스케어 등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공포. 즉 단순 마진 영역에서 시작한 규제 우려가 매출, 

사업성, 국유화, 상폐 등 공포까지 확산되며 적정 가격 판단이 어려운 투자심리에 돌입 

     Global Issue & News 

▶ 미국 보훈부 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데니스 맥도너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 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며 최일선 의료 담당 인력 11.5만 

명에게 적용 

 현재 미국 내 백신 거부자로 인해 접종률이 둔화하는 와중에 델타 변이 확산 중 

 미국 내 50개 의료보건 단체에서도 의료요원과 장기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 

▶ 프랑스 백신 여권 국회 통과 

 프랑스는 전국적 항의 시위에도 백신 여권 제도 국회 통과 

 백신 여권 제도는 문화시설/음식점 등 이용 시 백신 접종 완료했다는 증명서 의무화 조치로 이후 

헌법재판소 최종 승인 필요 

▶ 미중 톈진회담서 치열한 공방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중국 톈진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을 가짐 

 중국은 이날 미국에 요구하는 개선사항과 중점 관심사안을 담은 두 가지 리스트를 처음으로 제시. 

개선요구사항 목록에는 중국 관리 비자 제한 철폐, 제재 해제 등이 담겼고, 중점 관심사안에는 미국 내 

중국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반중 감정의 부상, 중국인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한 조속한 해결 등이 포함 

▶ 중국 난징시 27일부터 봉쇄 조치 

 중국 난징시 27일부터 사실상 봉쇄 조치. 난징 당국은 방역과 확산방지 위해 27일 00시부터 난징 전체 

도시 모든 8개 장거리 교통수단과 택시 운행 중단, 난징시 이탈 금지 명령 

 

 

 글로벌 지표 

 미국 / 유럽 증시 / 국제 유가 

지 수 종가 1D(%) 1W(%) YTD(%) 

Dow ▲ 35,144.3  0.2  3.5  14.8  

S&P500 ▲ 4,422.3  0.2  3.9  17.7  

NASDAQ ▲ 14,840.7  0.0  4.0  15.2  

STOXX50 ▼ 4,102.6  (0.2) 4.4  15.5  

VIX   17.6  2.2  (21.9) (22.7) 

WTI(현물) ▼ 71.9  (0.2) 8.3  48.2  

BRENT(현물) ▲ 74.2  0.6  7.9  44.9  

금 ▼ 1,797.6  (0.3) (0.8) (5.3) 

     전일 아시아 / 신흥국 증시 

지 수 종가 1D(%) 1W(%) YTD(%) 

KOSPI ▼ 3,225.0  (0.9) (0.6) 12.2  

KOSDAQ ▼ 1,047.6  (0.8) (0.2) 8.2  

일본(Nikkei) ▲ 27,833.3  1.0  0.7  1.4  

중국(상해종합) ▼ 3,467.4  (2.3) (2.0) (0.2) 

홍콩(H-Share) ▼ 9,355.2  (4.9) (6.1) (12.9) 

홍콩(항셍) ▼ 26,192.3  (4.1) (4.7) (3.8) 

대만(가권) ▼ 17,403.6  (1.0) (2.2) 18.1  

인도(Sensex) ▼ 52,852.3  (0.2) 0.6  10.7  

인니(자카르타) ▲ 6,106.4  0.1  1.5  2.1  

베트남(호치민) ▲ 1,272.7  0.3  2.4  15.3  

러시아(RTS) ▲ 1,602.5  0.4  2.8  15.5  

브라질(Bovespa) ▲ 126,003.9  0.8  1.3  5.9  

     Global Event Calendar (현지시각 기준) 

 
27일 (화) 

 미국 FOMC(~28) 

 한 2Q GDP(QoQ +1.7%, YoY +1.9%)[P] 

 

28일 (수) 
 BOJ 금정위 요약본 공개 

 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 / 미 6월 도/소매 재고 

 

29일 (목) 
 6월 금융기관 가중편균금리 

 미 2Q GDP, 주요 개인소비지출, 6월 미결주택매매 

 

 글로벌 업종/종목 퍼포먼스 

                미국 / 중국 / 유로존 (GICS Lv.1)  미국 / 중국 전일 주가 상승폭 상위 16 종목 

국가별 산업별 종가 1D(%) 1W(%) 1M(%)  지수별 티커 종목명 종가 1D(%) 1W(%) 1M(%) 

미국 

에너지 195.3  2.5  5.8  (9.7)  

S&P500 

ALXN  알렉시온 파마수티컬스 182.5  - - (0.1) 

소재 369.8  0.9  3.8  0.3   HAS  해즈브로 103.7  12.2  13.0  10.9  

산업재 400.9  (0.1) 3.6  0.9   AON  Aon PLC 251.6  8.2  10.9  3.2  

경기소비재 631.5  0.7  4.8  4.5   FTI  테크닙FMC 7.4  6.5  2.4  (22.3) 

필수소비재 281.9  0.2  0.9  2.5   LYV  라이브 네이션 엔터 82.2  5.8  9.9  (11.3) 

헬스케어 426.6  (0.7) 2.5  3.9   CCL  카니발 23.2  5.5  17.4  (17.7) 

금융 198.0  0.5  4.0  (1.2)  NOV  NOV 14.3  5.0  7.6  (9.0) 

IT 626.2  (0.0) 4.4  6.1   PKI  퍼킨엘머 172.1  4.7  11.1  12.9  

커뮤니케이션 93.3  0.6  6.1  5.1   NCLH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26.0  4.6  19.0  (16.1) 

유틸리티 192.9  (0.1) 0.7  2.3   AAL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22.1  4.2  16.4  (0.6) 

부동산 1,390.3  0.9  1.9  3.7   FCX  프리포트 맥모란 36.7  4.1  13.1  (1.6) 

중국 

에너지 333.2  (2.2) (0.9) (13.5)  RCL  로얄캐리비안 크루지스 80.9  4.1  16.4  (9.3) 

소재 1,262.0  (1.0) 3.5  6.0   UAL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49.5  4.1  13.8  (8.2) 

산업재 136.8  (3.7) (3.6) (6.4)  DVN  데번 에너지 26.7  4.0  6.9  (10.5) 

경기소비재 310.5  (6.7) (7.9) (15.0)  ALK  알래스카 에어 그룹 60.6  4.0  14.6  (4.3) 

필수소비재 1,825.3  (4.7) (7.8) (12.6)  DISCK  디스커버리 27.9  3.9  6.5  (4.8) 

헬스케어 358.8  (8.0) (12.0) (16.8)  

CSI300 

600406  궈뎬 난루이 과기 29.8  8.4  14.9  24.9  

금융 428.6  (2.6) (2.4) (11.7)  688012  AdvancedMicro-Fa 212.9  8.0  37.5  31.3  

IT 1,080.8  (2.6) (4.0) (8.7)  002945  Chinalin Securities Co  13.4  6.2  10.3  1.6  

커뮤니케이션 144.7  (7.7) (10.8) (19.0)  601877  저장 친트 전자 37.9  5.8  21.0  16.9  

유틸리티 737.9  (1.2) (0.5) (0.9)  002049  쯔광궈신 미전자 180.6  5.6  11.5  23.0  

부동산 1,307.3  (2.6) (0.3) (12.0)  601669  중국 전력건설집단 4.6  5.1  14.6  18.8  

유로존 

에너지 100.5  2.6  5.8  (6.9)  688008  Montage Technology  67.1  4.6  15.7  6.6  

소재 355.0  1.0  5.2  2.8   002414  우한 가이드 적외선 28.0  4.2  7.8  (0.2) 

산업재 331.2  (0.3) 4.8  2.0   600111  중국 베이팡 희토  41.0  4.1  18.2  101.6  

경기소비재 224.4  (0.5) 4.6  (1.5)  002120  윈다 홀딩 14.5  3.9  (3.4) 11.1  

필수소비재 289.4  (0.8) 0.2  (0.7)  002460  장시 간펑 리업 196.2  3.8  17.8  57.0  

헬스케어 239.4  (1.3) 0.4  1.8   603993  뤄양 롼찬 목업집단 7.3  3.3  7.0  36.0  

금융 61.8  0.9  6.3  (1.0)  600584  장쑤 창뎬 과기 36.9  2.7  (0.8) (1.3) 

IT 181.6  (0.0) 5.1  5.1   600150  중국선박공업 16.1  2.7  3.2  (5.1) 

커뮤니케이션 54.8  (0.4) 2.7  (0.7)  600872  중쥐 고신기술 실업  38.7  2.5  4.3  (8.8) 

유틸리티 137.0  (0.1) 3.2  2.1   600362  장시동업 26.5  2.4  7.1  12.9  

부동산 915.8  (0.4) 1.2  1.6          

 

 

    미국 전일 신고가 리스트 

티커 종목명 신고가(USD) 

MMC  마시앤 맥레넌  149.3 

CARR  Carrier Global  52.1 

FTNT  포티넷 277.0 

ROK  로크웰오토메이션 300.1 

IPG  인터퍼블릭 그룹  36.0 

UDR  UDR 55.2 

OTIS  Otis Worldwide  90.2 

TGT  타겟 262.4 

EXPD  익스피다이터스 130.8 

 
중국 전일 신고가 리스트 

티커 종목명 신고가(CNY) 

300408  차오저우 싼환  49.2 

600845  상하이바오신  62.7 

601600  중국 여업 6.5 

603986  Gigadevice 

Semiconductor 

Beiji 

204.5 

002049  쯔광궈신 미전자 186.1 

601618  중국 야금 과공 4.2 

600406  궈뎬 난루이 과기 30.3 

601633  장성 자동차 56.0 

002179  중항 광전과기 92.4 

 

2021년 7월 27일(화) l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분석팀 

 



 

 

 

 

 
 미국(선진국) 

 
테크 / 플랫폼 

▶ 페이스북(FB.US): 웹을 통해 클라우드 게임 제공 

 페이스북은 웹 앱을 통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iPhone 및 iPad에 제공할 예정. Solitaire 및 Match-

Three와 같은 간단한 웹 게임과 레이싱 게임과 같이 그래픽이 화려한 게임까지 스트리밍 할 수 있음 

 그러나 애플 앱스토어 규칙 때문에 페이스북과 같은 타사 개발자는 앱 사용자를 타 구매 사이트로 유도 하

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iOS 결제에 대한 애플의 장악에 강력하게 항의해 온 

에픽과 같은 다른 게임 회사들과도 큰 마찰을 빚고 있음 

 클라우드에서 직접 스트리밍되는 고급 타이틀과 함께 HTML5 기반 게임을 포함하는 페이스북의 웹 게임 

라이브러리는 ‘Facebook Pay’라는 소셜 네트워크의 맞춤형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게임 내 구매가 가능함 

 페이스북의 클라우드 게임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할 수 있으며 HTML 게임은 클라우드 게임

이 더 많은 지역으로 제공됨에 따라 다른 곳에서 액세스 할 수 있을 예정 

 

▶ 애플(AAPL.US): 애플 뮤직의 공간음향 및 무손실 음원 서비스, 안드로이드에서 사용 가능 

 애플에 따르면, 지난 달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했던 애플뮤직의 공간 음향, 무손실 음원 서비스

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에도 도입됐다고 보도 

 지난 달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된 이후 애플뮤직의 Dolby Atmos 공간음향, 무손실 음원 서비스

는 iOS, 아이패드OS, 맥OS에서 한 달여간 적용되어 사용 중에 있음 

 이번 애플뮤직 음향 서비스 업데이트는 무료라는 점이 타 스트리밍 서비스와 차별점을 가짐. 스포티파이는 

무손실 음원 서비스 HiFi를 출시할 예정이고, 이는 프리미엄 요금제에 도입될 예정. 유튜브뮤직은 음향 품질 

업데이트 관련 아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음. 

 공간음향, 무손실 서비스 이용 시 이전보다 많은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다고 설명 

▶ 인텔(INTC.US): 2025년까지 파운드리 라이벌 잡기 목표 

 인텔은 퀄컴 칩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2025년까지 TSMC 및 삼성전자와 같은 경쟁업체를 잡기 위해 새로운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밝힘 

 인텔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작고 빠른 컴퓨팅 칩 제조 기술을 선도해왔고 아마존이 파운드리 칩 비즈니스의 

또 다른 새로운 고객이 될 것이라고 말함 

 인텔은 2025년까지 선두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4년 동안 출시할 5가지 칩 제조 기술 세트에 대

해 설명 

 빠르면 2025년부터 네덜란드 ASML의 차세대 기기 사용할 예정 

 인텔은 또한 TSMC와 삼성이 경쟁 기술을 시장에 내놓는 방식에 맞춰 "인텔 7"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 칩 

제조 기술에 대한 명명 체계를 변경할 것이라고 말함 

소비재 / 헬스케어 / 금융 

▶ 루이비통모에헤네시(MC.FP): 1H21 순이익 및 매출 컨센 상회 

 [1H21 실적] 조정 순이익 52.9억 유로(vs컨센 42.8억 유로) / 매출 286.7억 유로(vs 컨센 283.6억 유로) 

 [매출 자체성장(Organic Growth)] 2020년 대비 +53% / 2019년 대비 +11% 

 [2020년 대비 부문별 자체성장] 패션 +81% / 특수 리테일 +12% / 향수 & 화장품 +37% / 주류 +44% / 

시계 & 쥬얼리 +71% 

 [2019년 대비 부문별 자체성장] 패션 + 38% / 특수 리테일 -25% / 향수 & 화장품 -3% / 주류 +12% / 

시계 & 쥬얼리 +5% 

 [지역별 자체성장] 미국 2020년 대비 +60%, 2019년 대비 +23% / 일본 +42%, -3% / 일본외 아시아 

+70%, +30% / 유럽 +25%, -16% 

 팬데믹 이후 상반기 성장 모멘텀으로 회복. 특히 최대 부문인 패션 부문은 기록적 매출 달성. 루이비통, 크

리스찬 디올, 펜디, 셀린 등은 시장 점유율 확대 

 미국과 아시아는 연초부터 가파르게 상승, 유럽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티파니 인수 이후 통합 성공적으로 진행 중 

 매장 및 온라인에서의 DTC 매출 강한 성장성 보이고 있음 

 해외여행이 아직 제한적으로 회복되고 있어, 여행자 리테일 수요와 호텔에서의 영업은 제한적 

▶ 테슬라(TSLA.US): 2Q21 조정 EPS 및 매출 컨센 상회 

 [2Q21 실적] 조정 EPS $1.45(vs 컨센 $0.98) / 매출 $119.6억(vs 컨센 $113.0억) 

 [부문별 매출] 매출 자동차 부문 $102.1억 / 에너지 부문 $8억 / 기타 $9.5억 

 자동차 부문 매출 중 regulatory credit에서 발생한 매출은 3.5%에 불과. 자동차 부문 GPM 28.4% 

 2분기 중 전기차 20만 1,250대 인도, 20만 6,421대 생산 

 분기 중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2,300만 손해 발생 

산업재 / 에너지 / 통신 

▶ 아메리칸항공(AAL.US): 연료 부족이 부담으로 작용 

 연료 공급 지연이 아메리칸 항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영진이 예상한 것보다 빨리 실현된 여행 

수요 급증으로 노동력 부족에도 직면 

 제트 연료 공급 지연은 처음에는 미국 서부 도시 대부분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미국 전역에서 보고되

고 있음. 공급 지연은 8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 

 연료 부족 영향을 받는 공항으로 추가 연료를 수송할 계획. 영향 최소화 위해 노력 

 

 
 추천 ETF 

 
분류 종목코드(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주식형 

XLF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미국 

금융주 

중장기 인플레이션 경계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 

주식형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미국 ESG 

우수기업 

전세계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 기간은 짧지만 

트랙레코드 우수. 장기적 우상향 전망  

주식형 

XLK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기술주 

그ㅁ리 박스권 등락 가운데 이익률이 

높은 기술주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을 것 

주식형 

QUAL 

(iShares MSCI USA Quality Factor 

ETF) 

미국 

퀄리티 

주식 

펀더멘털에 의한 수익률 차별화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중국 

 
IT / 플랫폼 

▶ [인터넷] 공신부, 인터넷산업 점검 계획 밝혀 인터넷 기업 주가 급락 

 7월 26일 중국 현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신부는 인터넷 산업 조사 및 관련 행위 교정 계획

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공신부는 본 조사를 2021년 하반기에 걸쳐 진행할 의사를 밝혔고, 구체적으로 1)시장질서 교란 행위, 2)사

용자 권익 침해, 3)데이터 안전 위협, 4)자원 및 자질 관리 규정 위반 등 4가지 큰 항목 틀에서 총 8가지 문

제가 적용된 22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조사를 펼칠 예정 

▶ GDS(GDS.US): 에너지효율 조사로 인한 주가 급락 

 최근 공신부는 각 관련 부처에게 중국 공업 기업 에너지효율 조사 명령 전달했고, 조사 대상에서 언급된 전

력 소모가 큰 데이터센터 업체 급락 마감 

 업종별 특성, 기업규모, 소재지역과 감사내용 등을 고려해 총 3,535개 기업을 에너지효율감사의 첫 조상 대

상으로 확정 

 중국 최대 IDC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GDS(9698.HK)는 총 5곳이 검사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각각 허베이 

1곳, 상해 2곳, 광동 1곳, 사천 1곳으로 나타남. 피어 그룹인 DR.PENG(600804.CH)은 총 1곳, 

21Vianet(VNET.US)은 총 3곳으로 각각 상해, 북경 및 광동지역에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됨 

소비재 / 헬스케어 

▶ 농부산천(9633.HK): 골드만삭스 목표가 48HKD에서 51HKD로 상향 조정 

 1H21 매출액 YoY +24% 증가, 주당 EPS YoY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당사 가이던스 대폭 상회  

 골드만삭스는 중국 야외활동 정상화로 인해 음료 업계 전반 수요 회복세, 적극적인 채널 확장으로 시장 점

유율 상승할 것으로 전망  

 골드만삭스는 농부산천에 대해 매수 의견 유지하며 목표가 48HKD에서 51HKD로 상향 조정 

▶ 하이디라오(6862.HK): 실적 컨센서스 하회, 주가 -16.7% 하락 마감  

 1H21 매출액 200억위안(YoY +104%), 순이익 0.8-1억위안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나 컨센서스 하회 

 이로 인해 26일 주가는 장중 연간 최저가인  33HKD까지 하락, 이는 2월 최조가 85.8HKD 대비 60% 이상 

하락한 수준, 26일 종가는 -16.7%로 하락 마감  

 현재 계약만 체결하고 오픈하지 않은 매장이 500 여개로 재무 부담 여전, 직원 급여는 YoY +20% 증가해 

재무 상태 악화 

▶ 백윤투자(002568.CH): 1H21 순이익 YoY +73.9% 증가 

 1H21 매출액 12.1억위안(YoY +53.7%), 순이익 3.69억위안(YoY +73.9%), 칵테일 부문이 매출의 88%차지  

 상반기 온오프라인 균형잡힌 채널 확장, 기존 제품 리뉴얼, 신제품 안정적 성장이 긍정적으로 작용 

 음식료 섹터 전반 -6.4% 약세 마감 영향으로 백윤투자 전일 주가 -5.8% 하락 마감 

전기차 / 신에너지 

▶ 리오토(LI.US): 홍콩 증시 추가 상장심사 통과 

 7/26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리오토가 홍콩증권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힘 

 구체적인 상장 시기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지난 7/7,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사 중 하나인 샤오펑(9868.HK/XPEV.US)이 홍콩 증시에 이중 상장한 바 

있음 

▶ [이차전지] 5월 非중국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 순위 

 7/26 SNE Research 발표에 따르면, 5월 非중국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은 11.1GWh로 전년 대비 

249.7% 증가 

 5월 LG에너지솔루션의 중국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은 4.2GWh(YoY +369.0%)로 非중국 글

로벌 시장점유율 38.0%(YoY +9.7%p)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그 뒤를 이어 파나소닉 29.5%(YoY -3.2%p), SKI 9.1%(YoY -1.6%p), 삼성SDI 9.0%(YoY -3.1%p)로 非중

국 글로벌 시장점유율 2, 3, 4위를 차지 

 5위인 CATL의 중국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은 1.0GWh(YoY +469.3%)로 非중국 글로벌 시장

점유율 8.6%(YoY +3.3%p)를 차지. 테슬라 중국산 Model 3의 유럽향 매출과 푸조 e-2008, 오펠(복스홀) 

코르사 등의 BEV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CATL의 非중국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

로 증가 

 

 

 
 투자유망종목 

 
투자유망종목 Weekly (7/21~7/27) 

종목 코드 시총(조) 편입일 1D(%) 누적(%)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2,510 3/24 (0.21) 22.48  

비자 V.US 636 4/7 0.49  14.25  

캐터필러 CAT.US 133 3/3 0.72  (3.97) 

에스티 로더 EL.US 139 3/10 (0.07) 19.01  

유나이티드렌탈 URI.US 27 7/14 1.19  1.97  

오메가헬스케어 OHI.US 10 6/9 (0.37) (0.72) 

TSMC TSM.US 691 1/5 (0.98) 6.06  

BYD 1211.HK 114 6/16 (4.14) (2.94) 

안타스포츠 2020.HK 67 7/21 (2.18) (9.58) 

통위 600438.CH 34 7/7 (1.19) 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