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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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 

 

0.0 -1.6 -2.6  성장주(VUG) 304.0 

 

0.0 -0.7 0.6  친환경(ICLN) 22.3 

 

-1.9 -0.7 -3.1 

자유소비재(XLY) 184.9 0.4 0.1 2.8  가치주(VTV) 138.0 -0.5 -0.7 -2.2  혁신산업(ARKK) 117.1 -1.9 -1.2 -2.0 

금융(XLF) 38.2 0.5 1.2 0.6  선진국(EFA) 80.3 -0.9 -1.6 0.1  우주항공(UFO) 30.5 -0.2 0.8 2.5 

IT(XLK) 156.7 0.1 -0.8 -0.7  신흥국(IEMG) 62.3 -1.1 -1.5 1.3  클라우드(SKYY) 110.5 -0.6 -0.5 3.9 

헬스케어(XLV) 132.0 -0.4 -0.7 -3.1  채권종합(AGG) 115.4 -0.2 -0.5 -0.6  온라인소매(ONLN) 68.6 -0.9 -1.4 1.3 

원자재기업(XLB) 81.1 -0.1 -2.4 -4.1  국채(GOVT) 26.6 -0.3 -0.7 -1.0  ESG(ESGU) 102.0 -0.2 -0.7 -0.7 

에너지기업(XLE) 50.9 0.8 2.4 6.9  장기국채(TLT) 146.9 -1.0 -2.0 -2.4  생명공학(IBB) 170.5 -2.0 -1.2 -0.8 

유틸리티(XLU) 65.1 -0.1 -3.4 -5.6  물가채(TIP) 127.8 -0.2 -1.0 -1.0  엔터&레져(PEJ) 51.4 0.7 3.4 5.9 

통신(XLC) 82.5 0.8 -1.9 -1.5  IG회사채(LQD) 134.9 -0.2 -0.5 -0.3  핀테크(ARKF) 52.0 -1.4 -1.1 -0.1 

산업재(XLI) 100.9 0.2 -0.6 -2.5  HY회사채(HYG) 87.9 -0.1 -0.2 0.4  전기차(IDRV) 49.4 -0.3 -0.8 0.3 

반도체(SMH) 272.4 -0.3 -1.3 3.3  리츠(VNQ) 104.8 -1.7 -2.4 -1.5  AI, 로봇(ARKQ) 81.7 -0.4 -1.0 1.4 

은행(KBE) 51.8 0.8 2.7 0.9  한국(EWY) 82.5 -1.7 -1.3 -1.7  농업(MOO) 93.3 -0.2 0.3 2.3 

 

 
글로벌 증시 

 Global 증시 마감 시황 

▶ 미국/유럽 증시 

 미국 증시는 정부부채 한도 유예 불확실성 및 중국 헝다 그룹 리스크 부각되며 혼조 마감 

 헝다 그룹은 2025년 9월 만기 역외 채권 20억 달러에 대한 이자 1개월 유예 

 업종 별로는 에너지, 금융 업종 강세, 부동산, 헬스케어 업종 약세 

 한편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에 미국채 10년물은 13bp 상승한 1.453%로 마감 

▶ 중국 증시 

 중국 증시는 본토 연휴 앞두고 기관 포트 조정 지속되며 하락 마감 

 시클리컬은 선물가격 약세, 당국 규제, 수요둔화 경계로 석탄, 철강, 화학 중심 차익실현. 반면, 국경절과 

10월 실적 시즌 염두해 두고 필수소비재 집중 매수 

 업종별 수익률은 레저/음식료/전기장비/제약/SW 강세, 철강/건자재/화학/비철금속/경공업 약세 

 홍콩 증시는 오전 헝다그룹주 급락하며 시클리컬/에너지 약세 출발. 오후장은 은행, 보험, 빅테크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며 장막판 항생테크와 항생H 2%대 급락 마감 

     Global Issue & News 

▶ 연은 총재 테이퍼링 지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11월 테이퍼링과 2022년 말 금리 인상 지지한다고 언급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현재 목표치인 2%보다 높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에스도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고용과 물가 모두 테이퍼링 기준에 부합했다며 테이퍼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 미국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시작 

 3월 백신 접종자 및 백신 2차 접종 6개월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취약층 대상 부스터샷 접종 시작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팬데믹이 지속될 것이며 신규 감염 및 

입원자들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라며 백신 접종 촉구 

 바이든 대통령도 백신 미접종자들이 경제 회복을 지연시킨다며 백신 접종 촉구 

▶ 중국 코인 고강도 규제 시사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사업활동은 불법 금융활동으로 교환, 매매, 토큰 

발행, 상품 거래 등 비즈니스 활동은 법에 따라 금지되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 

▶ 헝다그룹 달러채 이자 미지급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가 23일까지 헝다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밝힘 

 헝다는 23일까지 달러 채권 이자 8천350만 달러(약 993억 원)와 위안화 채권 이자 2억 3천200만 

위안(약 425억 원)을 채권 보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했음 

 위안화 채권 이자 지급 문제는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달러 채권 이자 지급 여부는 별도 공식 입장이 

없었음. 전문가들은 헝다가 달러채는 계약서상 30일 이내까지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도 공식 

디폴트를 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아 헝다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글로벌 지표 

 미국 / 유럽 증시 / 국제 유가 

지 수 종가 1D(%) 1W(%) YTD(%) 

Dow ▲ 34,798.0  0.1  0.6  13.7  

S&P500 ▲ 4,455.5  0.2  0.5  18.6  

NASDAQ ▼ 15,047.7  (0.0) 0.0  16.8  

STOXX50 ▼ 4,158.5  (0.9) 0.7  17.1  

VIX   17.8  (4.7) (14.7) (22.0) 

WTI(현물) ▲ 74.0  0.9  2.8  52.5  

BRENT(현물) ▲ 77.7  1.0  3.7  51.8  

금 ▲ 1,750.4  0.4  (0.2) (7.8) 

     전일 아시아 / 신흥국 증시 

지 수 종가 1D(%) 1W(%) YTD(%) 

KOSPI ▼ 3,125.2  (0.1) (0.5) 8.8  

KOSDAQ ▲ 1,037.0  0.1  (0.9) 7.1  

일본(Nikkei) ▲ 30,248.8  2.1  (0.8) 10.2  

중국(상해종합) ▼ 3,613.1  (0.8) (0.0) 4.0  

홍콩(H-Share) ▼ 8,605.0  (1.5) (3.8) (19.9) 

홍콩(항셍) ▼ 24,192.2  (1.3) (2.9) (11.2) 

대만(가권) ▲ 17,260.2  1.1  (0.1) 17.2  

인도(Sensex) ▲ 60,048.5  0.3  1.8  25.8  

인니(자카르타) ▲ 6,144.8  0.0  0.2  2.8  

베트남(호치민) ▼ 1,351.2  (0.1) (0.1) 22.4  

러시아(RTS) ▼ 1,747.6  (0.3) 0.1  26.0  

브라질(Bovespa) ▼ 113,282.7  (0.7) 1.7  (4.8) 

     Global Event Calendar (현지시각 기준) 

 
27일 (월) 

 미 8월 내구재 주문[P], 9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유 8월 통화공급 M3 

 

28일 (화) 
 BOJ 7월 금정위 의사록 공개 

 미 7월 FHFA 주택가격지수, 8월 도매 재고,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29일 (수)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미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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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0.8  4.7  4.3   

S&P500 

COST  코스트코 홀세일 467.8  3.3  1.8  4.1  

소재 363.9  (0.2) 0.0  (5.7)  EXPE  익스피디아 172.0  3.1  12.9  19.6  

산업재 390.8  0.1  0.9  (3.4)  CCL  카니발 25.4  3.0  8.0  8.4  

경기소비재 627.0  0.3  0.2  1.7   NCLH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홀딩 28.1  3.0  9.8  10.9  

필수소비재 280.5  0.2  (0.4) (1.0)  RCL  로얄 캐리비안 크루지스 90.7  2.9  8.2  12.2  

헬스케어 431.2  (0.4) (0.4) (1.7)  COG  캐벗 오일 & 가스 20.3  2.8  4.8  38.3  

금융 208.1  0.5  1.9  (1.7)  CRM  세일즈포스닷컴 285.6  2.8  9.6  6.7  

IT 636.0  0.0  0.9  (0.7)  UAL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48.8  2.8  9.5  3.8  

커뮤니케이션 92.6  0.7  (0.6) (2.1)  TSLA  테슬라 774.4  2.8  2.0  10.4  

유틸리티 191.3  (0.2) (1.1) (4.3)  PXD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162.0  2.6  3.2  11.4  

부동산 1,375.5  (1.3) (1.4) (1.9)  MOS  모자이크 35.9  2.5  6.7  12.9  

중국 

에너지 387.5  (3.1) (1.8) 12.8   CF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 54.8  2.5  11.7  23.2  

소재 1,317.1  (4.2) (5.7) 0.4   CNP  센터포인트 에너지 25.4  2.5  4.0  0.2  

산업재 143.4  (0.8) 0.3  1.2   AAL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21.4  2.3  8.4  7.5  

경기소비재 276.4  (1.8) (5.0) (4.6)  CME  CME 그룹 198.0  2.3  5.0  (0.7) 

필수소비재 1,735.7  1.0  (0.7) (0.8)  CE  셀라니즈 코퍼레이션 152.9  2.3  2.6  (3.4) 

헬스케어 348.5  (1.1) (2.6) 4.2   

CSI300 

603288  포샨 하이톈 플래이버링 & 푸드 100.7  10.0  16.7  (5.6) 

금융 415.0  (0.7) (3.0) (4.3) 
 

600872  
중쥐 고신기술 실업 

집단 
31.9  8.4  6.4  0.5  

IT 1,013.3  (1.3) (2.3) (5.5)  300413  Mango Excellent Media 44.2  6.9  2.4  (15.6) 

커뮤니케이션 134.2  (1.0) (1.2) (2.2)  688036  Shenzhen Transsion Holdings 149.2  6.1  8.3  (1.8) 

유틸리티 789.8  (3.6) (0.9) 3.8   601727  상하이 전기집단 5.5  5.6  11.6  15.4  

부동산 1,050.2  (2.4) 3.2  (9.2)  601888  중국여행집단 247.0  5.3  5.1  0.8  

유로존 

에너지 109.2  0.0  4.1  5.7   000568  루저우 라오자오 186.4  5.2  7.8  9.6  

소재 331.0  (1.0) (0.4) (7.1)  000876  신시왕 류허 14.1  5.1  21.4  26.1  

산업재 336.2  (1.2) (0.2) (1.1)  000596  안후이구징주류 218.0  5.0  (0.2) 6.6  

경기소비재 217.2  (1.1) 0.6  (0.1)  300529  Jafron Biomedical 55.6  4.5  14.1  10.3  

필수소비재 284.6  (0.8) 0.3  (1.8)  000661  창춘 고신기술산업집단 252.0  4.3  6.5  (4.9) 

헬스케어 242.6  (0.8) 1.0  (3.5)  300003  러푸 베이징 의료 기계 26.9  4.3  7.1  7.0  

금융 62.4  (0.2) 0.1  (1.7)  600276  장쑤 헝루이 의약 49.8  4.2  8.9  9.9  

IT 197.0  (1.4) 0.6  1.2   601877  저장 친트 전자 58.2  3.8  0.8  7.5  

커뮤니케이션 54.8  (0.6) 0.5  (3.6)  600887  네이멍구 이리산업 37.1  3.8  6.5  12.0  

유틸리티 133.2  (1.3) (0.6) (4.6)  600519  구이저우 마오타이 1,694.0  3.6  4.8  6.2  

부동산 889.2  (1.2) 0.1  (5.7)         

 

 

     
미국 전일 신고가 리스트 

티커 종목명 신고가(USD) 

TMO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616.9 

IT  가트너 327.2 

SIVB  SVB 파이낸셜 그룹 653.5 

NTAP  넷앱 93.8 

TXN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00.9 

PAYC  페이콤 소프트웨어 515.5 

APH  암페놀 77.7 

CRM  세일즈포스닷컴 286.4 

IPG  인터퍼블릭 그룹  39.0 

ADI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178.8 

     
중국 전일 신고가 리스트 

티커 종목명 신고가(CNY) 

600795  궈뎬 전력발전 3.7 

601857  페트로차이나 6.3 

601872  중국 머천트 에너지 해운 6.0 

601669  중국 전력건설집단 10.0 

600011  화넝국제전력 8.7 

002939  China Great Wall Securities  14.8 

 

2021년 9월 27일(월) l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분석팀 

 



 

 

 

 

 
 미국(선진국) 

 
테크 / 플랫폼 

▶ 블랙베리(BB.US): 보안 사업부 강화 위해 전 McAfee 대표 영입 시도 중 

 블랙베리는 전 McAfee 대표 겸 매출 책임자인 John Giamatteo를 5억 달러 규모의 자사 사이버 보안 사업

부 책임자로 영입하기 위해 시도 중 

 블랙베리는 비즈니스 연속성과 원격 작업 환경을 지원하는 엔드포인트 보안 및 생산성 기술에 대한 고객 

수요 증가로 이번 회계연도에 4.95억 달러에서 5.15억 달러 사이의 사이버 보안 수익을 기대하고 있음 

 Giamatteo는 McAfee에서 총 6년을 근무했고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대표 겸 매출 

책임자로서 플랫폼 보안 영업, 마케팅 및 고객 퍼포먼스 조직을 책임짐 

 Giamatteo는 블랙베리의 AI 기반의 사이버 공격 예방 기술은 글로벌 기업들의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할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 아마존닷컴(AMZN.US):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회원 대상 홀푸드(Whole foods) 무료 배송 중지 

 아마존닷컴(AMZN.US):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회원 대상 홀푸드(Whole foods) 무료 배송 중지 

 아마존에 따르면,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들도 홀푸드 마켓에서 주문시 배송료가 책정될 것이라고 공

지 

 기존에 적용됐던 프라임 멤버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홀푸드 마켓 무료 배송 정책을 변경했다고 발표 

 10월 25일부터 모든 가입자들은 홀푸드 마켓에서 35달러 이상 주문을 하더라도 배송료 9.95달러가 추가로 

책정될 예정이고 1시간 이내 배송 옵션 추가시 수수료 부가 예정 

 이는 배달 주문과 관련된 장비나 기술,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고, 아

마존 프레시 배송 주문에는 별도 배송료가 붙지 않는다고 말함 

소비재 / 헬스케어 / 금융 

▶ 코스트코(COST.US): 생활 필수품 구매 한도 재도입 

 코스트코 CFO인 리처드 갈란티는 휴지와 생수, 청소용품 등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 한도를 재도입할 것을 

언급 

 이와 같은 조치는 운송 지연에서부터 트럭 운전사 부족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문제에 대처하여 필수품 재고

를 관리하기 위한 것 

 또 코스트코는 재고 확보를 위해 더 일찍 주문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 미국, 캐나다를 잇는 컨테이너 수송

을 위해 세 척의 해양 선박을 임대하였음. 각 선박은 800~1,000 개의 컨테이너를 동시에 운반할 수 있음 

 갈란티는 4분기에 가정용 가구, 스포츠 용품, 보석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일부 반지는 10만 달러

대에 판매했다고 밝힘 

▶ 디즈니(DIS.US): '샹치', 2021년 미국 개봉작 중 최고 매출달성 

 9월 3일 개봉 이후 "샹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965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유니버설의 "F9"와 디즈니의 또 

다른 마블 영화인 "블랙 위도우"의 티켓 판매를 앞지르며 2021년 미국 개봉작 중 가장 높은 수익 달성 

 "샹치"는 팬데믹 동안 극장 전용으로 개봉된 최초의 디즈니 블록버스터. 이 영화의 흥행으로 2021년 나머지 

영화들도 같은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되었음 

 샹치는 글로벌 3.634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2021년 4번째로 흥행. Boxoffice.com의 애널리스트 Shawn 

Robbins는 "이 영화의 흥행은 극장 개봉이 영화 산업계에 얼마나 수익성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 이라고 

분석 

산업재 / 에너지 / 통신 

▶ 보잉(BA.US): 737 Max, 10월 5일부터 인도 상공 비행 재개 

 보잉의 737 Max가 약 2년 반 만인 10월 5일부터 인도 상공 운항을 재개할 예정 

 인도에서 유일하게 737 Max 기종을 운항하고 있는 SpiceJet은 현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교체를 완료하

였으며 9월 30일까지 파일럿 재교육을 완료함으로써 인도 민간항공국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할 예정 

 2022년 영업 개시 예정인 또 다른 인도 항공사인 Akasa 또한 737 Max 100기를 발주할 것으로 예상 

 현재 세계 17개 감독 기관이 737 Max 운항 재개를 승인하였으며, 34개 항공사가 345기의 737 Max 기체를 

실제로 운항 중 

▶ 델타항공(DAL.US): 항공사들에게 탑승객 블랙리스트 공유 요구 

 델타항공의 항공 서비스 부문 SVP인 Kristen은 효과적인 기내 난동 방지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항공사들 간 

탑승객 블랙리스트 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함 

 델타항공은 로비, 게이트, 객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탑승객을 조사한 뒤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필요할 경

우 법적 처벌까지 실시하고 있음 

 현재 델타항공은 1600명의 블랙리스트를, 유나이티드항공은 약 1000명의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짐 

 2021년 지금까지 미국 연방항공국에 보고된 항공기 난동은 총 4,385건으로 이중 4분의 3이 마스크 착용 

지시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남 

 

 
 추천 ETF 

 
분류 종목코드(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주식형 

FDN 

(First Trust Dow Jones Internet 

Index Fund) 

미국 

인터넷 

기업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문화 

가속화로 인터넷 산업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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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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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플랫폼 자가 실천 공약이 담긴 자율공약 발표 

 중국음반디지털협회의 게임공위는 지난 9월 23일 저녁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인터넷게임산업중독방지자

율공약> 발표 

 미성년자 인터넷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게입 산업 및 기업이 자체 점검을 통해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자율공약을 제정했다고 전함 

 1)게임 기업은 철저한 책임감을 갖고 관리수칙에 맞게 경영, 2) 실명인증 시스템 도입 의무화, 3) 불건전한 

내용을 선별, 4) 플랫폼 광고 관리, 5) 합법적 사업 수칙 준수, 6) 국가 신고 전용 웹사이트와의 원활한 접속

을 유지 등 설명 

▶ 메이퇀(3690.HK): 추석 기간 배달앱 이용 데이터 공개 

 메이퇀이 지난 21일에 발간한 <추석 음식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에 발생한 타지역 주문건

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달 31.49% 증가 

 또한, 퀵 서비스가 노인들의 일상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올해는 노인 사용률이 증가

해 전체 주문건 수 증가를 이끈 것으로 판단  

 '노인 돕기' 주문이 전년 동기 대비 15.1%, 생활용품 배달, 약 배달, 일상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스

마트기기 사용 가이드 주문이 121.43% 늘어남 

▶ 텐센트(700.HK): 자사주 매입 현황 

 지난 24일, 텐센트는 1.02억HKD 규모의 자사주 22만주 매입을 실행해 가격은 456.4~472.4 HKD 

 9월초부터 텐센트 주사주를 총 16번 매입했으며, 총 15.85억HKD가 소모된 것으로 전해짐 

소비재 / 헬스케어 

▶ 마루비(603983.CH): 대주주 L Capital 지분 2% 매도 

 중국 로컬 화장품 회사 마루비 지분 6.7% 보유한 대주주 L Capital은 향후 6개월 이내 지분 2% 매도할 것

으로 공시   

 마루비 주가는 연초대비 22% 하락 

▶ 위너메디컬(300888.CH): 대주주 홍산싱위안 지분 2% 매도 

 24일 지분 8%를 보유한 대주주 홍산싱위안은 보유 지분 2.4% 매도할 것으로 공시  

 22일 지분 5%를 보유한 대주주 샤먼러위안은 지분 0.05% 매도할 것으로 공시  

 22일 위너메디컬은 스톡옵션 발행을 위해 자사주를 최대 1% 매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트립닷컴(TCOM.US): 2Q21 매출액 YoY +86% 증가, 순손실 확대 

 2Q21 매출액 59억위안(YoY +86%), EBITDA 9억위안(YoY +639%), 순손실 6억위안(전년동기 4.8억위안) 기

록   

 숙박, 교통, 여행 부문 각각 YoY +96%/80%/182% 증가, 중국 내 호텔 및 항공권 GMV YoY +150% 증가

해 Peer 그룹인 메이퇀, 퉁청이룽 대비 높은 성장세 시현  

 마카오 정부, 싱가포르 여행국과 협력, 마카오향 매출 YoY +244% 증가, 싱가포르 로컬 여행 주문건 YoY 

+434% 증가 

전기차 / 신에너지 

▶ [태양광발전] 8월 중국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량 YoY +98%, MoM -17% 

 8월 중국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량은 4.11GW로 YoY +98%, MoM -17% 

 올해 8월 누적 기준 중국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량 규모는 22.05GW로 YoY+45% 

▶ [풍력발전] 8월 중국 풍력발전 신규 설치량 YoY +39%, MoM +19% 

 8월 중국 풍력발전 신규 설치량은 2.06GW로 YoY +39%, MoM +19% 

 올해 8월 누적 기준 중국 풍력발전 신규 설치량 누적 규모는 14.63GW로 YoY +46% 

 

 

 
 투자유망종목 

 
투자유망종목 Weekly (9/15~9/28) 

종목 코드 시총(조) 편입일 1D(%) 누적(%)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2,653  3/24 (0.07) 26.52  

비자 V.US        579  4/7 1.44  1.69  

월트 디즈니 DIS.US        373  9/15 (0.14) (6.12) 

에스티 로더 EL.US        136  3/10 (0.21) 13.74  

유나이티드렌탈 URI.US          30  7/14 0.35  7.56  

ASML ASML.US        423  9/15 (1.25) (0.75) 

징동 JD.US        140  8/25 (2.82) 15.50  

BYD 1211.HK        121  8/4 0.33  (6.18) 

창신신소재 002812.CH          49  9/15 (0.16) (2.99) 

통위 600438.CH          40  7/7 3.35  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