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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44.31 0.24 3.48 1.86 14.83 1.290 1.33 6.78 -17.84 37.64

4,422.30 0.24 3.85 2.90 17.74 -0.418 0.20 -0.80 -21.10 15.10

14,840.71 0.03 3.96 2.32 15.15 0.571 -1.30 0.70 -14.50 37.40

3,276.92 -0.10 4.11 -2.04 17.22 -0.076 1.20 -1.90 -20.20 26.20

17.58 2.21 -21.87 11.05 -22.73 0.629 1.10 -5.70 -19.00 8.60

4,102.59 -0.16 4.43 0.94 15.48 0.280 0.90 1.90 -13.20 23.30

15,618.98 -0.32 3.21 0.57 13.85 0.203 1.10 -3.20 -18.70 17.30

6,578.60 0.15 4.49 1.09 18.50 -0.099 1.10 -1.60 -20.10 28.40

7,025.43 -0.03 2.65 -0.17 8.74 0.653 -1.00 -3.50 -18.00 2.50

3,467.44 -2.34 -2.03 -3.45 -0.16 9.047 4.60 8.10 -61.00 258.75

27,833.29 1.04 -1.58 -3.33 1.42 0.012 -0.60 0.20 -4.60 -0.90 

17,403.56 -0.96 -2.17 -1.98 18.13 1.182 -1.50 0.10 -34.80 21.20

26,192.32 -4.13 -4.72 -9.66 -3.81 

9,355.24 -4.92 -6.06 -13.03 -12.88 

52,852.27 -0.23 -0.54 0.70 10.41 종가 1D(%) 5D(%) MTD(%) YTD(%)

1,272.71 0.31 2.35 -9.64 15.30 1,155.00 0.36 0.63 2.57 6.32

종가 1D(%) 5D(%) MTD(%) YTD(%) 126,003.90 0.76 1.29 -0.63 5.87 1,153.28 0.06 0.11 1.99 6.11

KOSPI 3,224.95 -0.91 -0.59 -2.18 12.23 3,750.10 0.42 1.53 -2.39 14.02 10.4429 0.21 -0.71 2.71 -0.67 

KOSPI200 427.47 -0.95 -0.56 -2.59 9.81 8,775.20 0.67 5.70 -0.52 8.69 92.65 -0.28 -0.04 0.23 3.02

KOSDAQ 1,047.63 -0.75 -0.21 1.72 8.18 25,296.40 0.68 5.55 0.77 13.78 110.39 -0.14 0.85 -0.65 6.92

K200 선물 428.00 -0.81 -0.30 -2.47 9.98 869.90 0.63 4.41 -1.69 7.53 1.1803 0.27 0.03 -0.46 -3.38 

7,394.27 -0.00 1.49 1.11 12.25 6.4829 0.02 -0.12 0.40 -0.68 

1D 5D MTD YTD 726.67 -0.06 2.72 0.93 12.44 5.1778 -0.43 -1.41 4.20 -0.30 

KOSPI(십억원) 3,080.41 0.26 3.52 2.09 14.51 107.45 -0.05 0.19 -0.73 -1.70 

-375.4 -878.4 -3,756.3 -21,001.4 1,279.99 -2.39 -2.83 -6.89 -0.87 

-338.2 334.0 -2,965.6 -38,800.5 676.39 -1.24 -1.24 -5.16 0.15

724.1 530.3 6,755.2 61,853.1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71.91 -0.22 6.66 -2.12 48.21

-181.4 126.7 382.4 -1,515.3 71.90 -0.37 -1.80 -1.47 43.14

-36.1 -229.8 -628.1 -4,292.1 금액 금액 4.102 1.03 8.55 12.38 61.56

229.6 168.3 579.6 8,658.0 1 26.3 98.1 3,199 3.09 5.26 -6.41 134.88

선물(계약) 2 24.4 86.7 3.08 -0.32 -1.28 -0.65 83.33

-8,588 1,420 -20,295 -50,579 3 22.5 76.0 2.54 0.00 0.00 0.00 0.00

3,748 -4,647 16,762 51,514 4 20.7 38.4 1,799.20 -0.14 -0.55 1.56 -5.06 

5,225 2,834 4,345 -778 5 17.8 30.1 25.295 0.31 0.67 -3.33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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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3.3 36.5 -15.5 -3.8 1 39.5 64.1 677.00 -1.02 -2.97 0.82 5.70

비차익 순매수 -400.2 -21.6 137.6 -440.1 53.5 2 14.4 54.6 550 0.46 -1.12 -23.65 13.58

3 13.9 51.7 1,412.8 0.84 -1.07 -2.57 7.41

7/23잔고 1D 5D MTD YTD 4 11.4 30.7 4,225.1 0.90 0.99 1.64 22.51

고객예탁금 67,797.4 -276.0 -1,105.1 1,664.6 2,174.0 5 10.8 30.6 219.51 1.35 6.77 2.87 30.82

신용잔고(KOSPI) 13,571.8 -11.7 -46.9 403.5 3,955.3

신용잔고(KOSDAQ) 11,076.5 40.0 25.0 413.5 1,463.4

미수금 357.2 19.4 -35.2 71.8 -134.9 금액 금액

1 18.2 70.9 1 13.62% 18.06%

전일대비 7월 누적 21년 누적 2 11.3 11.7 2 12.97% 17.37%

국내주식(ETF제외) 78.2 -460.0 898.2 3 9.1 7.3 3 12.95% 16.49%

해외주식(ETF제외) 54.5 716.8 4,241.1 4 7.8 5.1 4 12.00% 16.12%

5 5.5 5.1 5 10.53% 14.90%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915 -0.70 -3.90 -7.90 16.8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369 -2.40 -9.00 -7.90 39.10 1 9.5 10.9 1 11.72% 12.72%

국고채 5년 1.609 -3.00 -9.40 -13.00 27.40 2 8.2 10.0 2 10.54% 11.06%

국고채 10년 1.863 -2.50 -10.90 -22.90 15.00 3 6.3 7.1 3 10.18% 10.94%

회사채 AA- 3년 1.821 -2.00 -8.70 -14.50 -38.70 4 3.8 6.6 4 9.97% 10.83%

회사채 BBB- 3년 8.176 -2.10 -8.70 -16.80 -43.90 5 3.5 6.3 5 9.77%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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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 실적 기대감에 상승함. 장 초 차익실현과 중화권
증시 약세로 인해 하락 출발한 증시는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에 상승 전환. 테슬라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기대가 확대
됐고,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형 기술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기록
- 달러 인덱스, FOMC를 앞둔 경계심에 하락
- 국제유가, 델타 변이 우려 및 차익실현에 하락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FOMC 경계 속 차익실현에 혼조세를 기록. 중화권 증시 급락
및 FOMC 경계심에 투자심리가 위축됨.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주 상승에 대
한 부담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유럽 주요국 증시는 전 거래일 대비 하
락 마감

▶ 일본증시
- NIKKEI225지수는 연휴 간 이슈 반영하며 상승함. 연휴 이후 미 증시 강
세를 반영한 가운데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는 상승함. FOMC 대기 및 중국 증시 약세에 상승폭은 제한됨. 전 거래일 대
비 1.04% 상승한 27,833.29엔으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미-중 갈등과 정부 규제 리스크에 하락함.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의 양국 충돌에 대외 갈등 우려 부각돼 외국인 매도세 확대. 중국
정부의 사교육 제한 및 부동산 규제 압력 등이 주요 악재로 작용. 전 거래일
대비 2.34% 하락한 3,467.44P으로 마감

▶ KOSPI
- KOSPI는 FOMC 경계 심리와 중화권 증시 급락에 하락함. 7월 FOMC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부각됨. 중국과 홍콩 증시가 중국 정부의 규제 우려로 낙폭을 확대하
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됨.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견인. 전
거래일 대비 0.91% 하락한 3,224.95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에 하락함. 중화권 증시 급락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차익실현 매물을 출회해 지수는 하락함. 카카오
뱅크 관련주는 국내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 발간 소식에 약세를 보임. 전 거래일 대
비 0.75% 하락한 1,047.63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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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캘리포니아, 백신접종 의무화…공무원·의료진에 명령
-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가 백신 미접종자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한 데 따라
백신 접종 의무화 강제 조치에 착수. 교사, 경찰, 공무원,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촉구
▶ 방중 셔먼, '인권탄압·코로나기원' 압박…북한문제 협력도 강조
-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홍콩과 신장 등지에서의 인권탄압 등 중국이 규
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 코로나19 기원 조
사 불허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기후위기 등의 이슈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미국 6월 신규주택매매 MoM -6.6%으로 예상(3.7%) 하회
▶ 독일 7월 IFO 기업환경지수 100.8로 예상(102.5) 하회
▶ 테슬라 회계연도 2Q21 EPS $1.45로 예상($0.97) 상회

홍콩(H)

영국

중국(상해)

일본

대만

홍콩(항셍)

지수

DOW

NASDAQ

PHIL 반도체

VIX

EUROSTOXX50

주요 원자재 동향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DAQ, 십억원)

대차거래 잔고율 상위

신용잔고 비율 상위

KOSDAQ

KOSDAQ

외국인 순매도

기관 순매도프로그램 (십억원)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PI, 십억원)

증시주변자금 (십억원)

주식형 펀드 (십억원)

국내 주요 금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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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with I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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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부문 2018년 말 5만2095명
- 2021년 3월 6만1374명…
- 반도체 미래 인재 영입 사활

- 한국기업으로 최초로 최고 등급 ‘Tier-3’ 획득
- 글로벌 공공 시장 진출 포문 확대
- 국내 금융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 기본보호조치 점검 생략 가능
- 효율적 금융 고객 유치 가능

- 올해 전체 예상 영업익의 30% 타격
- 친환경소재값 급등탓…1년새 리튬 2배·코발트 80%↑
- 도요타·혼다 영업익 각각 18%·38% 감소할듯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삼성전자, 반도체 총력…2년간 DS 직원 17.8% 늘렸다 ▶ 네이버클라우드, 싱가포르 보안인증(MTCS) 취득…국내 최초 ▶ 탈석탄화 여파…日 자동차업계 올해 영업익 10조원 줄듯

- D램·낸드 가격 상승에 메모리 반도체 호황
- 영업익 삼성 7조원·SK 2조7000억원 전망

- 카페24 마케팅센터,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 전략 소개
- 카카오 관계자, 카톡 기반 광고 서비스 활용 방안 공유

- 하이브리드차는 환경친화적일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 전기·수소 자동차의 일몰기한(2022년말) 등과 연계해 향후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일몰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

▶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연구·개발에 최대 50% 세액공제 ▶ "아마존, 연내 비트코인 결제 시작할수도" ▶ 현대모비스 늘어나는 자사주...지배구조 개편 재시동 거나

▶ 1분기 희비 갈린 삼성·SK, 2분기 반도체 성적표는? ▶ "카카오 광고로 매출 400%↑"…카페24, 마케팅 전략 소개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 1년 연장…최고 '100만원'
한국금융 | https://bit.ly/3i2HrdK newsis | https://bit.ly/2Vfvdp2 세정일보｜https://bit.ly/3x6KnKP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CJ제일제당, 제약 재진출… 바이오 구조 재편하나 ▶ 에쓰오일 '화학-윤활' 쌍두마차, 호실적 속 '최대 영업익' 정조준 ▶ LG엔솔, 1~5월 中 제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

중앙일보 | https://bit.ly/3wZI6B7 fnnews | https://bit.ly/3x3tUa7 매일일보｜https://bit.ly/3i0tJbo

- 34개 국가기술 연구비, 30~50% 공제
- 반도체·배터리 경쟁 과열에
- 세수 1조1600억원 줄을 듯

- 아마존 연내 비트코인(BTC) 결제도입 관측
- "CBDC 도입 추진국, 전세계 GDP의 90% 이상 차지"
- FTX, 가상자산 레버리지 한도 100배에서 20배로 축소

- 자사주 추가 취득…정의선 회장 취임 때부터 자사주 지분 점증
- 현대차 1대주주 현대모비스, 시나리오상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
- 이번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계획을 적용시 보유량은 354만9915주. 현 발행
주식 총수 대비 3.74% 지분

▶ 시총 1조 바이오헬스 기업…'컨디션' 만드는 그 회사였다 ▶ 전기차 윤활유, 돈 될까? 정유업계 의견 분분 ▶ 배터리 업계, 국가 차원 세제지원 환영…"지속적이어야"
중앙일보 https://url.kr/5bqjad 이투데이 | https://bit.ly/2TBV8Hl 이데일리 | https://bit.ly/3kThJtZ

머니투데이 https://url.kr/xq6npj 뉴데일리경제 | https://bit.ly/3BEowh7 뉴시스 | https://bit.ly/3i6bpOg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연구기업 천랩 인수…
-건기식 조직 분사 후 합병 가능성도

- 2분기 영업익 4820억… 4분기 연속 회복세 이어가
- 정제마진 부진 불구 석유화학 및 윤활유 강세 기반 선방
- '수요 회복-공급 제한-설비 본격화' 등 연간 영업익 '2조' 기대도

- 삼성SDI 3위, SK이노베이션 4위 탈환
- 5위 CATL, 테슬라 모델3 필두로 맹추격

이코노미스트 https://url.kr/jkif1u 시장경제 | https://bit.ly/3y8eO4m 한겨레 | https://bit.ly/3i3G5Q0

- 계약금 1000만 달러, 마일스톤 총 9500만 달러… 일본 파트너사와 나눠 수
령
-생산은 동아쏘시오 계열사 디엠바이오가 담당

- GS칼텍스·GS에너지, 300억원 전략적 투자 결정
-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해 주유소 인프라 고도화 추진
- 전기차 충전, 경정비, 세차, 소화물 운송... 주유소의 변신

- 대상 명시 않고 “부품 준비되면 통보”
- 충전률 하향 등 조치에도 또 화재
- 배터리 아닌 조립과정 하자 지적나와

- 강석희 HK이노엔 대표이사 기자 간담회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 선전
-매출 1000억 국내 1위…해외 진출 준비
-한국콜마와 합작해 더마코스메틱 진출”

- 전기차 수요 증가세로 전망 밝은 한편 성장성 한계 지적도
- 내연기관차용 대비 현저히 적은 소모량

- 정부 '2021 세제개편안' 발표
- 3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에 '배터리' 포함
-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10%P 확대
- 업계, 국가 차원 지원 환영…"체계적·지속적 기대"

▶ 동아에스티, 인도 제약사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기술 수출 ▶ GS칼텍스 '모빌리티 거점' 가속... 카카오T 손잡았다 ▶ 전기차 볼트, 배터리 리콜만 세번째…왜?

e대한경제｜https://bit.ly/3x399vm 브릿지경제｜https://bit.ly/3iTbcNA 뉴스1 | https://bit.ly/371XO44

- 30일부터 9개 기업대출 상품 판매 중지
- 대출구조가 같은 상품을 하나의 대체 상품으로 통합하려는 취지
- 예적금, 대출상품도 줄이는 방향. 향후 구체적인 감축 계획은 미정

- 폭염 지속으로 백화점 찾는 발걸음 늘어. 12일 전 점 휴점일을 제외, 13일부
터 22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 날씨가 안 좋을 때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가족 단위 고객의 증가가 반영
되는 것

- 1137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짓는 사업
- 공사비는 2882억원
- 단지는 41층 높이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전망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신한은행, 적금 이어 기업대출도 구조조정 ▶ '폭염 피해 백화점갔다'… 거리두기 4단계에도 매출 올라 ▶ HDC현산·포스코건설, 2882억원 규모 인천 갈산1구역 재개발 수주

- 은행권 메타버스 활용한 가상지점 계획중
- 카드업계도 메타버스 통해 MZ세대 마케팅
- 더딘 보험업계...국책은행도 계획 無

- 23일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에 '비디비치' 공식 채널 열고, 마일드 아미노 페
이셜 폼 등 주요 제품 판매
- 지난 10일 상하이 쇼핑몰에 팝업 스토어도 열고 3개월 동안 운영

-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의결
- 23년 7월까지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
-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 조절대상에 추가 포함

▶ 은행, 신탁시장서의 부활…사모펀드 사태 딛고 일어서다 ▶ CU, 페이코 오더 입점... 페이코 앱에서 주문, 결제, 배달까지 한 번 ▶ 동부건설, 광주 내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 은행·카드업계가 메타버스에 집중하는 이유는? ▶ '정유경 1호 뷰티' 비디비치, 中 티몰에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 건설기계 4종, 2023년 7월까지 신규등록 제한
아시아경제｜https://bit.ly/2UFr4Lz 더구루｜https://bit.ly/3rByTgY 헤럴드경제 | https://bit.ly/3yjmQYB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SKT, 사회 이해관계자 간 소통 플랫폼 '뉴스룸' 오픈 ▶ 식음료업계, 저칼로리 메뉴로 '다이어터' 공략 ▶ 카카오 왕국…멜론 품은 카카오엔터 기업가치 20조 노린다

아시아타임즈｜https://bit.ly/3zxrNNq 머니S｜https://bit.ly/3y7MSxA 뉴시스 | https://bit.ly/3zEgEu7

- 올 상반기 국민·하나·우리은행 신탁보수 총 3143억원으로 전년 동기
2195억원 대비 43.3% 급증
- 올 상반기 ELT 판매가 재개되고, 지속된 증시활황에 따른 특정 금전신탁 성
장에 수익성 개선

- 배달 오더는 고객 위치 반경 1.5km 이내의 CU에서 필요한 상품을 주문하고
페이코로 결제하면 상품이 목적지까지 배달되는 서비스
- 요기요, 카카오톡, 네이버 등 업계에서 가장 많은 배달 플랫폼 확보
- 이번 제휴를 통해서만 1,100만 페이코 사용자를 잠재 고객으로 확보

- 내방동 590-3번지 일대…지상 24층 규모
- 일반경쟁 입찰방식서 동부건설 시공사로 선정

▶ KT, 현대HCN 인수 마무리 단계…내달 공정위 결론 예상 ▶ 식음료 사업 키우는 해외 명품업계 ▶ 넥슨, 엔터사업 본격 추진...투자에 조직신설까지
연합뉴스 | https://bit.ly/3wZxBO4 e대한경제 https://url.kr/ef8d9m ZDNET https://url.kr/nir3pm

미디어펜 | https://bit.ly/3x3uMeT 뉴시스20 https://url.kr/khyf2g 매일경제 https://url.kr/h8rmfg

- 랩(LAB) 영역 통해 실험적이고 색다른 콘텐츠 선봬
- ESG 영역서는 기초 설명 포함 SKT 활동 괂련 콘텐츠 게재

-코로나19로 '집콕' 시간 늘자 식단을 통한 다이어트 더욱 인기↑
-맛과 영양을 모두 고려한 저칼로리 메뉴 내세워 소비자 공략중

-음악 플랫폼 멜론 합치면서 엔터산업 마지막 퍼즐 맞춰
-기획·제작·유통 생태계 구축, 9월 합병 완료땐 연매출 2조

조선일보 | https://bit.ly/3zv6MTw 이데일리 https://url.kr/g67tdi 뉴데일리경제 https://url.kr/xuaw28

- 시중금리 상승해 은행 이자이익 증가 효과
- 사상 첫 5대 금융지주 동시 중간배당 전망

-지난해 개인카드 사용액 증가율 전년보다 낮아…팬데믹 타격
-올 3월 카드사용액 늘었지만 품목별 증감 격차 뚜렷
-자동차와 전자상거래 늘었지만 여행, 교육, 항공은 줄어
-"품목별 소비증감 격차 더 커질 듯…어려운 업종 지원 필요"

-카카오엔터·멜론, 9월 중 합병 시너지 노려
-네이버, 하이브·SM 등 경쟁력 갖춘 엔터사 협력
-KT, 스튜디오지니 중심 엔터·콘텐츠 사업 활성화

- 심사보고서 발송 후 의견수렴…조건부 승인 유력
- 경쟁사 전례 +@ 조건 예상…과기부 심사까지 9월 완전 종료

-에르메스ㆍ디올 등 카페·레스토랑 운영
-브랜드 영향력 활용… 고객 확대 전략

-디즈니 출신 잇따라 영입…
-게임 IP 활용 영화·드라마 사업 진출 예상

▶ 5대 금융지주, 코로나에도 역대급 실적 상반기 순익 10조원 육박 ▶ 코로나에 소비격차 뚜렷…식음료·車 ‘늘고’, 여행·교육 ‘줄고’ ▶ '엔터' 사업 공들이는 ICT업계… 콘텐츠 발굴 한 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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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