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가 1D(%) 5D(%) MTD(%) YTD(%)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35,061.55 0.68 1.08 1.62 14.56 1.276 -0.20 8.75 -19.17 36.31

4,411.79 1.01 1.96 2.66 17.46 -0.420 0.60 -3.40 -21.30 14.90

14,836.99 1.04 2.84 2.30 15.12 0.584 1.80 2.40 -13.20 38.70

3,280.06 0.63 4.28 -1.95 17.33 -0.088 -0.40 -4.90 -21.40 25.00

17.20 -2.77 -6.78 8.65 -24.40 0.618 -1.90 -9.50 -20.10 7.50

4,109.10 1.23 1.82 1.10 15.66 0.271 -1.50 -0.60 -14.10 22.40

15,669.29 1.00 0.83 0.89 14.22 0.192 -0.80 -5.70 -19.80 16.20

6,568.82 1.35 1.68 0.94 18.33 -0.110 -0.30 -4.80 -21.20 27.30

7,027.58 0.85 0.28 -0.14 8.78 0.663 -1.10 -3.00 -17.00 3.50

3,550.40 -0.68 0.31 -1.14 2.23 9.047 4.60 8.10 -61.00 258.75

27,548.00 0.58 -3.71 -4.32 0.38 0.018 0.00 0.30 -4.00 -0.30 

17,572.92 0.00 -1.80 -1.03 19.28 1.197 0.50 -4.80 -33.30 22.70

27,321.98 -1.45 -2.44 -5.77 0.33

9,839.05 -1.67 -3.09 -8.54 -8.38 

52,975.80 0.26 -0.34 0.94 10.67 종가 1D(%) 5D(%) MTD(%) YTD(%)

1,268.83 -1.92 -2.35 -9.92 14.94 1,150.80 0.08 0.99 2.19 5.94

종가 1D(%) 5D(%) MTD(%) YTD(%) 125,052.80 -0.87 -0.72 -1.38 5.07 1,152.63 0.13 0.87 1.93 6.05

KOSPI 3,254.42 0.13 -0.69 -1.28 13.26 3,734.54 -0.53 -0.94 -2.79 13.55 10.4208 -0.23 0.43 2.49 -0.88 

KOSPI200 431.55 0.04 -0.75 -1.66 10.86 8,717.20 1.11 2.48 -1.18 7.97 92.91 0.10 0.31 0.51 3.31

KOSDAQ 1,055.50 0.50 0.33 2.48 8.99 25,124.91 1.29 1.34 0.09 13.01 110.55 0.37 0.44 -0.50 7.07

K200 선물 431.50 0.00 -0.60 -1.67 10.88 864.44 0.74 -0.27 -2.31 6.85 1.1771 0.00 -0.30 -0.73 -3.64 

7,394.35 0.11 0.63 1.11 12.26 6.4813 0.16 0.03 0.37 -0.70 

1D 5D MTD YTD 727.13 0.60 1.11 0.99 12.51 5.2001 -0.03 1.66 4.65 0.13

KOSPI(십억원) 3,072.38 0.85 1.58 1.83 14.21 107.50 -0.04 -0.16 -0.68 -1.66 

111.9 -957.3 -3,380.9 -20,626.0 1,311.30 -1.14 -2.15 -4.61 1.55

-14.6 216.4 -2,627.4 -38,462.3 684.91 -0.08 -1.85 -3.96 1.41

-88.2 742.2 6,031.2 61,129.0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72.07 0.22 8.51 -1.91 48.54

69.1 273.9 563.8 -1,333.9 72.17 1.62 -1.66 -1.10 43.68

5.8 -250.4 -592.0 -4,256.0 금액 금액 4.060 1.42 10.51 11.23 59.91

-56.5 45.7 350.1 8,428.4 1 205.8 92.1 3,199 3.09 5.26 -6.41 134.88

선물(계약) 2 76.6 80.2 3.09 0.00 -0.96 -0.32 83.93

448 5,774 -11,707 -41,991 3 64.7 62.9 2.54 0.00 0.00 0.00 0.00

-2,630 -4,991 13,014 47,766 4 64.6 52.1 1,801.80 -0.20 -0.73 1.70 -4.92 

1,699 -961 -880 -6,003 5 51.5 49.5 25.218 -0.58 -2.17 -3.62 -4.52 

9,516 0.79 0.94 1.94 21.26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2,963 0.83 -1.33 0.42 6.41

차익 순매수 3.3 36.5 -15.5 -3.8 -27.4 1 97.5 275.5 684.00 -1.19 -1.23 1.86 6.79

비차익 순매수 -21.6 137.6 -440.1 53.5 -376.5 2 56.1 116.8 547 -3.06 -1.57 -23.99 13.07

3 48.7 64.0 1,401.0 -1.08 -3.69 -3.38 6.52

7/22잔고 1D 5D MTD YTD 4 41.2 33.0 4,225.1 0.90 0.99 1.64 22.51

고객예탁금 68,073.4 130.4 -1,245.0 1,940.6 2,450.0 5 38.3 27.7 216.60 0.12 1.89 1.50 29.08

신용잔고(KOSPI) 13,583.4 -57.3 55.5 415.1 3,966.9

신용잔고(KOSDAQ) 11,036.6 -41.1 29.5 373.5 1,423.4

미수금 337.8 2.3 -36.6 52.4 -154.3 금액 금액

1 18.2 58.1 1 13.35% 17.91%

전일대비 7월 누적 21년 누적 2 10.2 20.1 2 12.95% 17.31%

국내주식(ETF제외) 672.7 -538.2 820.0 3 9.6 7.9 3 12.79% 16.49%

해외주식(ETF제외) 59.1 662.3 4,186.6 4 9.2 7.7 4 12.00% 16.04%

5 8.1 4.4 5 10.53% 14.72%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922 -0.10 -2.60 -7.20 17.5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393 -0.40 -5.80 -5.50 41.50 1 5.8 5.3 1 11.78% 12.85%

국고채 5년 1.639 -2.30 -7.90 -10.00 30.40 2 5.6 5.0 2 10.66% 11.37%

국고채 10년 1.888 -3.30 -12.00 -20.40 17.50 3 3.6 4.6 3 10.03% 10.98%

회사채 AA- 3년 1.841 -0.20 -6.70 -12.50 -36.70 4 3.2 4.2 4 9.97% 10.92%

회사채 BBB- 3년 8.197 -0.20 -6.50 -14.70 -41.80 5 2.6 3.7 5 9.90%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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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 혼조에도 2분기 기업 호실적에 상승함. 미국 제조
업 PMI는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서비스업 PMI가 부진하면서 경제 피크아웃
우려가 부각. 다만 기술주가 실적 호조에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확대됨.
종가 기준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
- 달러 인덱스, 경제 지표 혼조에 상승
- 국제유가, 델타 변이 우려에도 수요 회복 기대에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 기대와 경제 지표 호조에 상승. 유로존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경제 회복 기대감이 확대. ECB의
완화적인 기조 재확인과 자동차 업종의 2분기 호실적 기대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일본증시
- 일본 증시는 체육의 날로 휴장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차익실현에 하락함. 전주 지수 상승을 주도한 제약, 백주
등 소비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업종 순환매가
나타남. 전일 디디추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사 강화 소식에 외국인 매도세
가 확대된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 전 거래일 대비 0.68% 하락한 3,550.40P
으로 마감

▶ KOSPI
- KOSPI는 2분기 기업 실적 기대와 성장주 강세에 상승함.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2차전지 등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됨. 전 거래일 대비 0.13% 상승한
3,254.42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연중 최고치 경신. 2차전지, 5G 등 성장주
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 정부의 5G 특화 디지털 뉴딜 정책 소식에 통신장비 업종
이 강세를 보였고, 카카오뱅크의 IPO 기관수요예측 흥행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0.50% 상승한 1,055.50P로 마감

증시 Comment (미국 & 유럽)증시 Comment (전일 아시아 증시)증시 Comment (전일 국내증시)

▶ 러시아, 기준금리 5.5%에서 6.5%로 100bp 인상
▶ 옐런, 부채한도 상향 불발 때 8월 2일 비상조치
-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디폴
트를 막기 위해 8월 2일 비상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는 7월 말까지 추가 차입을 제한하기 위해 채권 매각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
보함
▶ ECB, 은행 배당 지급 제한 해제 예정
- ECB가 23일(현지시간) 은행들에게 부과한 주주 배당금 지급 제한을 9월 말 종
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다만, ECB는 유로존 은행들에게 신중할 것을 촉구함
▶ 유럽의약품청, 모더나 백신 12∼17세 접종 승인 권고
- 유럽의약품청(EMA)은 23일(현지시간)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12∼17세 접종
승인을 권고했다고 밝힘
▶ 미국 7월 제조업 PMI 63.1로 예상(62.0) 상회
▶ 미국 7월 서비스업 PMI 59.8로 예상(64.5) 하회
▶ 유로존 7월 제조업 PMI 62.6로 예상(62.5) 상회
▶ 유로존 7월 서비스업 PMI 60.4로 예상(59.3) 상회
▶ 독일 7월 제조업 PMI 62.5로 예상(60.7)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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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누적 순이익 전년동기 대비 3717억원 증가
- 1조4197억원 시현한 우리금융에 못 미쳐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제품…선택 폭 넓힌 것"
-'찐 비건'도 환영…공장식 사육·도축 폐해 자연스레 알게될 것"

-네이버웹툰, ‘유미의 세포들 더 퍼즐’ 사전등록시작
-8월 19일 글로벌 정식 출시..경쟁 및 협력모드 제공

- 빅데이터 센터 구축 국책사업 선정
-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과 라이프로그 데이터 융합 생산

-대중에게 위로 주는 스포츠맨십 지켜보며 인기∙인지도로 이어져
-스포츠의 인기 너머 스포츠 스타의 인기까지 넘보는 박인비∙김연경 선수
-세계적 스포츠 스타는 인간미도 넘쳐 흐르는 손흥민∙김동현 선수

-여름맞이 마케팅 및 신작 출시도 본격화…카카오 '픽코마' 추격 나서
-카카오재팬 '픽코마'와의 1위 다툼이 격화될 전망

▶ 농협금융, 반년 만에 ‘4대 금융지주’ 자리 우리금융에 뺏겼다 ▶ "비건 제품, 건강식"…식음료업계 "라면부터 대체육까지" ▶ 32억 뷰 웹툰 ‘유미의 세포들’, 모바일 게임으로 나온다

▶ LG유플러스, 통신 빅데이터 센터 선정…데이터댐 구축 ▶ 식음료업계, "광고모델, ‘스포츠 스타 전성시대’" ▶ 日 웹툰 1위 탈환 선언한 네이버…핵심은 편의성 강화
아시아경제 | https://bit.ly/2UCtRVu 스마트경제 https://url.kr/jqtdhf 아이뉴스24 https://url.kr/i1kwpa

디지털타임스 | https://bit.ly/3iGnCrW 한국금융 https://url.kr/sh1wel 조선비즈 https://url.kr/l2pyar

- 가입자 감소에 망 운용비 부담
- 대안으로 KT와 망 공유 검토
- SKT "장기적으로 추진할 일"

-오리온, 해외실적 성장 바탕 1위 굳히기
-롯데제과, 1위 재탈환 다방면 전략 강화

-카카오페이지 콘텐츠 합쳐 경쟁력 강화
-AI 추천·움직이는 썸네일 등 변화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2G 이어 3G도 종료하나… SKT 보고서에 "경영 위험요소" ▶ 이경재 vs 민명기, 제과업 매출 1위 자리 ‘불꽃’ 경쟁 ▶ 다음웹툰, 다음 달 1일 ‘카카오웹툰’으로 확대 개편

디지털타임스｜https://bit.ly/3y5Mlwg 조선비즈｜https://bit.ly/2VfC9Tu 뉴스1 | https://bit.ly/36SfG1j

- 상반기 사상 첫 20조 돌파할 듯
- 예대마진 늘며 수익 구조 개선
- 금리 상승 등 하반기 전망 밝아

- 지분 추가 작업으로 지분 70%의 최대 주주 오를 전망
- 상장 추진설엔 “전혀 검토 안 해”

-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 현장서 점검 실시
- 코로나 방역관리 현황, 무더위 쉼터 설치, 휴식보장 실태 등

- 26~27일 오전 10~오후 4시 공모청약 진행
- 중복청약 금지로 1인 1계좌 청약만 가능해
- KB증권 현대차증권 신규계좌 개설 종료돼

- 오는 8월 2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신규 점포 오픈
- 경기도 최대 규모로, 야외 스트리트 몰과 백화점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
드 몰 형 백화점을 구현
- 롯데의 남부 상권 공략 돌입으로 백화점 4개 업체가 경쟁 예정

- ‘번영/지구/사람/원칙’ 4P 추진체계 토대,
- ESG 정보 공개 확대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 이사회 결의 통해 결정된 ‘탈(脫)석탄 선언 이해관계자 서신’ 수록

▶ 5대 금융 최고실적, 이자이익이 이끌었다 ▶ 신세계, 스타벅스 추가 지분 인수 속도… “상장 검토 안해” ▶ LH, 코로나19·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

▶ 카카오뱅크 오늘부터 공모청약…1주라도 더 받으려면? ▶ '37만 젊은 상권' 동탄에서 롯데百 '백화점 새모델' 만든다 ▶ 현대건설,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글로벌 수준 ESG경영
이데일리｜https://bit.ly/3iEMZKE 머니투데이｜https://bit.ly/2VdWZlR 한국경제 | https://bit.ly/2UJ2wRw

동아일보｜https://bit.ly/3zw70tC 디지털타임스｜https://bit.ly/3BFKkJ9 뉴스1 | https://bit.ly/2W3eJAU

- 농협 지난달 1조9800억 급증
- 저축은행은 80% 늘어난 곳도 있어
- 금융당국 “대출한도 축소” 경고

- 롯데온·SSG닷컴 사용률 40%대
- 삭제·이탈 최소화 대책도 절실
- 대규모 쇼핑할인행사로 승부수

- 상반기 신규 수주액 18.4조원 "연간 목표치 72.4% 달성"
- "하반기 해외 대형 프로젝트 매출 본격화…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시중은행 이어 저축銀-농협도 가계대출 조인다 ▶ 롯데·신세계 `모바일 쇼핑앱 묘책` 고심 ▶ 현대건설, 상반기 영업이익 3419억원…실적 성장세 지속

메디파나 https://url.kr/s87kyo 한국경제 | https://bit.ly/2TvvIuV 더벨 | https://bit.ly/3y2zpqR

-에이비온,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레몬헬스케어는 심사철회
-8월 기대주 에이치케이이노엔 상장 앞둬…하반기 흐름에 관심

- 셰브런·셸 등 투자등급 낮춰
- 고유가보다 기후변화 및 신재생 에너지 주목 필요

- 테스터 등 관련 장비 개발 완료, 선점 효과 노려
- 2030년 20조 규모 전망

-중국 의약품 시장 163조원 '세계 2위'
-성과 큰 만큼 기술 유출 등 위험부담도

- 한국조선해양 '어닝쇼크'에도 타계열사 고른 실적
- 반기 기준 최대 실적

-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美 2공장 부지 탐색" 보도
- 4월에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쓸 계획 밝혀

▶ 제약·바이오 IPO 관심 점차 커지는데…일부 기업은 ‘주춤’ ▶ 고유가에도 "석유株 전망 어둡다"는 HSBC ▶ 하나기술, 2차전지 폐배터리 시장 '도전장'

▶ 제약바이오, '거대 시장' 중국 진출 고민하는 까닭 ▶ 현대중공업지주, 정유부문 선전에 2분기도 흑자…작년비 77%↑ ▶ 삼성 배터리 쓸 계획인 리비안 "전기차 2공장 부지 물색 중"
비즈니스와치 https://url.kr/c37odt 연합뉴스 | https://bit.ly/36TOfE2 헤럴드경제 | https://bit.ly/3rrHAuu

서울경제 https://url.kr/kr6amy 조선비즈 | https://bit.ly/36VXjIE 아시아경제 | https://bit.ly/3rGwlP3

-수십년 키워온 R&D 경쟁력에 코로나 계기 러브콜 이어져
-상반기에 벌써 10조 훌쩍…수출 시작 30년만에 최대 실적
-자가면역 치료제 인기 높은 獨 수출 13.5억弗로 배로 급증

-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고무(NBR)에 대한 반덤핑 조사
- 한국과 멕시코, 프랑스산 NBR 지난 20일 반덤핑 조사 개시

- "폭스바겐에 이어 가장 큰 규모"
- 30년 전차종 전기차전환에 400억 유로 투입
- 전기차 배터리도 자체 생산 계획
- 8개 공장 구축해 200GWh 생산능력 확보 목표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올해 의약품·기술 수출 20조 간다"···새 역사 쓰는 K바이오 ▶ 美 상무부, 금호석화·LG화학 합성고무 반덤핑 조사 개시 ▶ 벤츠, 전기차에 54조원 투자...8개 배터리 공장 짓는다

아시아경제 | https://bit.ly/3hUI0q2 이코노미스트 | https://bit.ly/3f6aMlV 동아일보｜https://bit.ly/3eV8QfM

- 주요그룹 반도체 관련 사업 급부상
- 팹리스·파운드리 매출 급증
- 소재·부품·장비 사업도 재평가
- 사업 비중 확대 등 귀한 대접

- 4G 시대, 이미 한번 실패…5G 시대 맞아 새롭게 급부상
- 구글·MS 등 글로벌 IT 공룡들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
- 국내 시장 성공 가능성은 아직 ‘회의적’

- 벤츠, 35년 유럽 내연차 판매금지 맞춰 2년만에 전환시기 더 앞당겨
- 폭스바겐 “2030년 전기차 비중 50%”
- 현대차, 제네시스 전기차 출시 등 25년까지 글로벌 점유율 10% 목표

- "반도체 부족, 하반기 바닥찍지만 이후도 공급 제한적"
- "공장 짓는데 오래 걸려…수급 정상화 1~2년 가능성"

- 빅테크와 선택적 협업 전략
- 대출·부동산 영역 등에서 손잡아
- ‘전략적 공생관계’를 구축

- 2년여에 걸쳐 약 12조907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
- 아마존과 포드자동차, 글로벌 자산운용사 티로프라이스 투자 주도
- 일리노이주 노멀 공장에서 이미 순수 전기 픽업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V) 생산 시작

▶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알짜 계열사 떴다 ▶ 게임업계의 미래 먹거리 클라우드 게임…성공 가능성은? ▶ 가속페달 밟는 전기차… 벤츠 “2030년까지 모든 차종 바꾸겠다”

▶ 인텔 CEO "반도체 공급난, 2023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 ▶ 네이버와 손잡는 은행들…'적과의 동침' 선언 ▶ 2년간 12조 투자받은 美 전기차 리비안…테슬라 꺾나
이데일리 | https://bit.ly/36ZVzxW 아시아경제 | https://bit.ly/3i06Ch4 헤럴드경제｜https://bit.ly/3eTTwAe

조선일보 | https://bit.ly/3i07kee 매일경제 | https://bit.ly/36Xf7mF 한국금융신문｜https://bit.ly/2UEZNsE

- 올해 40여대 생산, 2023년 60대로 확대
- EUV 장비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
- 삼성·TSMC 장비 확보 총력…반도체 패권경쟁 상징으로

- 26일부터 일반 청약...사상 최대 증거금 기록 깰까
- "뭐 어때, 카카오잖아"...고평가 논란 불식
- 공모가는 희망 범위 최상단인 3만9000원으로 결정

- 최대 실적 이끈 GV80·G80 하반기 출시
- 전략 차종부터 전기차까지 추가 투입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이재용이 찾아간 ASML, 올해 핵심 반도체장비 EUV 40대 생산 ▶ 카카오, 카게 이어 카뱅에 2600조 몰렸다…공모가 3만9천원 확정 ▶ 제네시스, 국내 흥행 유럽·중국에서 잇는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할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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