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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미국 특징주/이슈 체크 

[테마] 테크/플랫폼 

로블록스 

(RBLX.US) 
2분기 매출액 6.4억 달러(컨센 6.44억 달러), EPS -0.3 달러(컨
센 -0.21 달러) 

[테마] 소비재/헬스케어/금융 

노르웨이안 크루즈 

(NCLH.US) 
2분기 티켓 판매율 65%, 내년 2분기에야 2019년 수준 회복 
가능할 것으로 전망 

[테마] 산업재/에너지/리츠 

노스롭그루먼 

(NOC.US) 
Antares 로켓 엔진 생산지를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동 

보잉 

(BA.US) 
7월 상업용 항공기 26기 인도. 최근 5개월래 최저 

엑슨모빌 

(XOM.US) 
나이지리아 감독 당국으로부터 13억 달러 규모 나이지리아 법
인 지분 매각 거절 

차지포인트 

(CHPT.US) 
스타벅스, 볼보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스타벅스 매장 
위치 발표 

 

전일 중국 특징주/이슈 체크 

[테마] 테크/플랫폼 

바이두 

(BIDU.US) 
8일, 바이두 Apollo 로보택시는 충칭, 우한에서 L5 무인 
자율주행 상업화 허가  

[테마] 소비재/헬스케어 

중국면세 

(601888.CH) 
9일, 중국면세는 홍콩거래소 상장 심의 통과. 5일부터 
영업이 중단되었던 해남도 면세점은 9일부터 영업 재개 

항서제약 

(600276.CH) 
당뇨병 치료제 HR20014에 대한 임상허가 획득. 이와 동일한 
약물은 출시된 바 없으며 누적 연구개발비 1964만위안 

[테마] 전기차/신에너지 

전기차 
7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56.4만대로 YoY 124% 증가, 

MoM 1% 감소. 테슬라 공장 일시 중단이 주요하게 작용 

전기차 
올해 중국 전기 승용차 연간 판매량을 기존 전망치인 

550만대(YoY +67%)에서 600만대(YoY +82%)로 상향 조정 

전기차 
7월에 시장 평균보다 아웃퍼폼 기업은 BYD(MoM +21%), 

장안자동차(MoM +38%), 상해승용차(MoM +10%)였음 

 

오늘의 이벤트(한국시간 기준) 

일본 7월 생산자물가 예상 8.4 전월 9.2 

중국 7월 소비자물가 예상 2.9 전월 2.5 

미국 7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예상 8.8/6.1 전월 9.1/5.9 

  

오늘의 리포트 

보잉 

(BA.US) 

 미국 연방항공국, 787 Dreamliner 인도 재개 

  737 Max의 선전과 맞물려 인도 및 수주 속도에 탄력 
받을것 

중국 전기차 
 7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 YoY +124% 

 올해 전기차 연간 판매량 전망치 상향 조정  
 

글로벌 투자유망종목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거시경제 악화에도 2023년 연간 매출, 영업이익 두자릿수 
성장 가이던스 유지 

포드 

(F.US) 
 2분기 글로벌 도매판매 103.2만대(YoY +35%)로 공급망 
개선 영향. 하반기 수익성 개선 및 전기차 모멘텀 기대감 

ASML 

(ASML.US) 
 EUV NXE 3600s 출하량 증가로 높은 매출 총이익 기록할 
것으로 예상. 부품 공급난에도 꾸준한 장비 수주, 증설 

동방케이블 

(603606.CH) 
 중국 지방정부의 해상풍력 설치 계획이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추가적인 수요 기대 

 
글로벌 추천 ETF 

XLK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대형기술주 ETF. 경기침체 우려와 불확실성 변수의 해석 
변화 가운데 펀더멘털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국면. 
모멘텀과 실적 견조한 대형 기술주 주가의 상대 우위 전망 

SPHD 
(SPDR Portfolio S&P 
Low Volatility High 

Dividend ETF) 

 고배당 저변동성주 ETF. 현금 흐름 높으면서도 주가 
변동성이 낮은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금융 섹터 등을 
중심으로 구성. 경기방어주 비중이 약 50% 차지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ETF) 

 친환경 에너지 ETF.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중요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모멘텀 부각. 바이오 연료, 
태양광 에너지, 배터리 분야 등 관련 종목들의 수혜 기대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글로벌 반도체 ETF. 공급망 지연 개선 기대 가운데 
금리안정 및 재고 소진 과정에서 긍정적 모멘텀 부각 

 

전일 글로벌 증시 리뷰 

 미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 약세에 하락 마감. 마이크론이 이번/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자 여타 반도체 업종도 부진 

 중국 본토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강보합 마감 

 
전일 글로벌 증시 주요 지표 

지수 종가 1D 1W YTD 

Dow ▼ 32,774.4  (0.2) 1.2  (9.8) 

S&P500 ▼ 4,122.5  (0.4) 0.8  (13.5) 

NASDAQ ▼ 12,493.9  (1.2) 1.2  (20.1) 

STOXX50 ▼ 3,715.4  (1.1) 0.8  (13.6) 

KOSPI ▲ 2,503.5  0.4  2.6  (15.9) 

KOSDAQ ▲ 833.7  0.3  3.6  (19.4) 

일본(Nikkei) ▼ 28,000.0  (0.9) 1.5  (2.8) 

중국(상해종합) ▲ 3,247.4  0.3  1.9  (10.8) 

홍콩(H-Share) ▼ 6,794.8  (0.4) 1.4  (17.5) 

홍콩(항셍) ▼ 20,003.4  (0.2) 1.6  (14.5) 

대만(가권) ▲ 15,050.3  0.2  2.1  (17.4) 

인도(Sensex) ■ 58,853.1  0.0  1.2  1.0  

인니(자카르타) ▲ 7,102.9  0.2  1.6  7.9  

베트남(호치민) ▲ 1,258.9  0.2  1.4  (16.0) 

VIX ▲ 21.8  2.3  (9.0) 26.4  

WTI(현물) ▼ 90.5  (0.3) (4.2) 20.3  

BRENT(현물) ▼ 99.3  (0.7) (3.3) 28.2  

금 ▲ 1,794.3  0.3  1.9  (1.9) 

      
전일 글로벌 주요 뉴스 

미국 
 마이크론(-3.74%)은 개장 전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를 이유로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 

 엔비디아에 이어 마이크론 실적 악화 경고에 관련주 투심 악화 

미국 
 바이든 미 대통령은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찬성 비준안과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법에 서명 

중국 
 중국의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600만 대로 사상 최대치에 이를 듯 

 이는 중국에서 신에너지 차 수요의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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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중국 / 유로존 (GICS Lv.1) 

국가별 산업별 종가 1D 1W 1M 

미국 

에너지 293.0  1.8  (2.2) 5.9  

소재 347.1  (0.4) 0.7  6.1  

산업재 368.1  (0.5) 1.2  9.4  

경기소비재 527.9  (1.6) 0.3  11.7  

필수소비재 294.5  (0.1) (0.5) 2.1  

헬스케어 422.6  (0.4) 0.5  0.5  

금융 181.7  0.5  2.4  5.4  

IT 563.8  (1.1) 1.0  8.4  

커뮤니케이션 63.6  (0.8) 1.6  (1.0) 

유틸리티 220.3  1.0  1.6  7.6  

부동산 1,301.9  0.7  1.4  6.3  

중국 

에너지 427.4  2.1  2.3  2.2  

소재 954.1  0.7  4.5  (6.3) 

산업재 120.6  0.2  2.0  (4.9) 

경기소비재 193.9  (1.0) (1.3) (15.4) 

필수소비재 1,552.7  (0.3) 1.5  (6.5) 

헬스케어 217.4  (0.3) 4.9  (7.9) 

금융 354.9  (0.2) 1.5  (8.6) 

IT 674.6  0.4  4.6  (4.5) 

커뮤니케이션 96.2  (0.6) (1.1) (13.0) 

유틸리티 629.0  (1.2) 0.4  (11.2) 

부동산 677.6  0.0  0.5  (22.3) 

유로존 

에너지 144.4  1.4  1.8  6.0  

소재 310.6  (1.1) 0.6  4.0  

산업재 291.2  (1.2) (0.6) 7.0  

경기소비재 189.6  (2.0) 0.4  7.8  

필수소비재 298.1  (0.2) (0.9) 3.1  

헬스케어 252.9  0.2  (2.1) (1.5) 

금융 59.9  (0.2) 2.5  4.6  

IT 148.7  (3.2) (1.3) 11.7  

커뮤니케이션 53.3  0.1  (0.8) (1.8) 

유틸리티 137.6  0.8  1.4  6.6  

부동산 656.7  (1.3) (2.3) 7.0  

 

ETF 퍼포먼스 

업종별 ETF 

종목명 종가  1D 1W 1M 
필수소비재(XLP) 75.3 

 
 

0.7 2.4 4.4 

자유소비재(XLY) 166.5 -0.4 -8.0 -7.6 
금융(XLF) 33.6 0.3 -10.1 -13.5 
IT(XLK) 146.7 -0.5 -2.4 -5.0 
헬스케어(XLV) 132.2 0.5 -5.1 -3.2 
원자재기업(XLB) 76.8 -0.1 -14.1 -11.2 
에너지기업(XLE) 74.4 3.9 -6.5 -2.2 
유틸리티(XLU) 74.3 -0.2 -2.2 5.0 
통신(XLC) 57.6 -0.4 -14.9 -14.6 
산업재(XLI) 95.6 -0.4 -4.4 -6.9 
반도체(SMH) 242.8 -1.0 -1.2 -9.6 
은행(KBE) 48.7 0.6 -2.4 -9.8 
      

스타일, 자산별 ETF 

종목명 종가  1D 1W 1M 
성장주(VUG) 256.9 

 

-0.5 -7.0 -8.2 
가치주(VTV) 138.0 0.6 -7.1 -6.7 
선진국(EFA) 65.1 -0.5 -10.0 -11.1 
신흥국(IEMG) 48.8 -0.7 -11.7 -11.3 
채권종합(AGG) 103.6 -0.2 -1.1 -3.2 
국채(GOVT) 24.2 -0.2 -1.0 -2.9 
장기국채(TLT) 119.4 0.0 -3.1 -8.4 
물가채(TIP) 116.4 0.0 -4.0 -7.4 
IG회사채(LQD) 114.4 -0.2 -2.0 -4.8 
HY회사채(HYG) 78.2 -0.3 -3.2 -4.1 
리츠(VNQ) 97.2 0.2 -11.0 -8.1 
한국(EWY) 60.5 -0.4 -13.9 -13.7 
      

테마별 ETF 

종목명 종가  1D 1W 1M 
친환경(ICLN) 21.8 

 

-1.9 3.8 3.9 
혁신산업(ARKK) 49.8 -0.8 -19.4 -22.2 
우주항공(UFO) 21.9 0.0 -13.4 -13.8 
클라우드(SKYY) 74.3 -0.2 -14.5 -15.5 
온라인소매(ONLN) 37.9 -0.6 -14.8 -18.0 
ESG(ESGU) 92.6 0.0 -6.6 -7.4 
생명공학(IBB) 127.3 -2.2 -3.9 -1.5 
엔터&레져(PEJ) 40.5 -0.6 -14.3 -13.6 
핀테크(ARKF) 20.1 -2.3 -24.5 -30.5 
전기차(IDRV) 41.7 0.4 -3.9 -7.8 
AI, 로봇(ARKQ) 58.2 -0.3 -9.9 -12.7 
농업(MOO) 91.0 0.6 -15.5 -12.6 

 

미국 / 중국 전일 주가 상승폭 상위 16 종목 

지수별 티커 종목명 종가 1D 1W 1M 

S&P500 

NLSN  닐슨 홀딩스 27.5  21.2  14.7  16.0  

PFG  프린시플 파이낸셜 그룹 73.7  7.1  11.3  10.1  

NWS  뉴스 코퍼레이션 18.5  5.5  7.8  15.7  

NWSA  뉴스 코퍼레이션 18.3  5.2  7.5  16.0  

VLO  발레로 에너지 110.7  4.0  (2.1) 3.4  

OXY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62.4  3.9  (4.1) 2.9  

STZ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242.7  3.7  (0.9) 0.2  

VTRS  Viatris Inc 10.5  3.7  7.7  1.1  

OKE  원오케이 61.4  3.7  4.4  8.0  

MPC  매러선 페트롤리엄 93.4  3.3  (0.3) 12.1  

MOS  모자이크 54.0  3.2  3.4  19.4  

CF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 102.6  3.2  4.5  19.3  

ABC  아메리소스버겐 144.7  2.9  1.3  1.5  

DVN  데번 에너지 59.0  2.6  (2.6) 8.4  

HES  헤스 106.6  2.5  (2.8) 6.4  

AIG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53.6  2.4  5.6  4.0  

CSI300 

600600  칭타오 맥주 109.5  5.3  3.0  10.9  

601872  중국 머천트 에너지 해운 6.9  4.7  (2.7) 21.2  

600522  장쑤 중톈 기술 23.9  4.6  5.0  (3.0) 

000708  중신 타이푸 특강집단 20.6  4.2  4.3  5.5  

601888  중국여행집단 중? 197.5  4.2  (4.3) (6.8) 

600760  중항 선페이 67.0  4.0  9.8  9.2  

600487  장쑤 헝퉁 광전 16.3  3.5  4.3  1.9  

002129  TCL 중환 신능원 과기 51.6  3.5  2.2  (13.7) 

688008  
Montage Technology Co 

Ltd 
63.9  3.4  10.2  13.7  

002024  쑤닝 이거우 집단 2.1  3.4  5.0  1.9  

601111  중국국제항공 9.6  3.3  (0.5) (4.8) 

601231  
유니버설 사이언티픽 인더

스트리 
18.8  3.2  6.5  31.2  

600893  중국항발동력 54.6  3.2  11.5  4.4  

600438  통웨이 52.2  3.2  2.2  (18.1) 

601698  
China Satellite 

Communications 
11.7  3.1  4.3  5.7  

002179  중항 광전과기 64.1  2.9  4.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