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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84.53 0.44 0.75 1.69 14.63 1.269 3.66 -0.70 -19.87 35.61

4,419.15 0.42 1.18 2.83 17.65 -0.450 0.00 -3.00 -24.30 11.90

14,778.26 0.11 0.64 1.89 14.66 0.573 -0.20 -1.10 -14.30 37.60

3,333.24 1.86 2.26 -0.36 19.24 -0.096 -0.90 -0.80 -22.20 24.20

17.70 -3.33 0.06 11.81 -22.20 0.625 0.90 0.70 -19.40 8.20

4,116.77 0.33 1.42 1.29 15.88 0.273 0.00 0.20 -13.90 22.60

15,640.47 0.45 0.81 0.70 14.01 0.181 -0.70 -1.10 -20.90 15.10

6,633.77 0.37 2.35 1.94 19.50 -0.113 -0.80 -0.30 -21.50 27.00

7,078.42 0.88 1.58 0.58 9.56 0.614 -1.00 -4.90 -21.90 -1.40 

3,411.72 1.49 -4.56 -5.00 -1.77 9.101 2.90 5.40 -55.60 264.15

27,782.42 0.73 1.44 -3.50 1.23 0.021 0.10 0.30 -3.70 0.00

17,402.81 1.56 -0.96 -1.99 18.13 1.154 0.10 -4.30 -37.60 18.40

26,315.32 3.30 -5.08 -9.24 -3.36 

9,415.69 3.80 -5.90 -12.47 -12.32 

52,653.07 0.40 -0.35 0.32 9.99 종가 1D(%) 5D(%) MTD(%) YTD(%)

1,293.60 1.29 -0.01 -8.16 17.19 1,146.50 -0.70 -0.30 1.81 5.54

종가 1D(%) 5D(%) MTD(%) YTD(%) 125,675.30 -0.48 -0.37 -0.89 5.59 1,143.59 -0.65 -0.66 1.13 5.22

KOSPI 3,242.65 0.18 -0.23 -1.64 12.85 3,804.33 0.58 1.33 -0.98 15.67 10.4424 -0.26 -0.02 2.70 -0.67 

KOSPI200 429.49 0.08 -0.44 -2.13 10.33 8,786.30 0.60 1.91 -0.40 8.83 91.89 -0.47 -0.93 -0.59 2.17

KOSDAQ 1,044.13 0.82 -0.58 1.38 7.82 25,516.46 1.01 2.87 1.65 14.77 109.48 -0.39 -0.60 -1.47 6.03

K200 선물 429.40 0.17 -0.49 -2.15 10.34 882.74 0.54 2.87 -0.24 9.12 1.1887 0.35 0.99 0.24 -2.69 

7,417.39 0.52 0.42 1.43 12.60 6.4564 -0.53 -0.22 -0.01 -1.08 

1D 5D MTD YTD 729.68 0.84 0.95 1.35 12.90 5.0811 -0.70 -2.32 2.26 -2.16 

KOSPI(십억원) 3,089.82 0.66 1.42 2.41 14.86 107.84 0.27 0.28 -0.37 -1.34 

-226.2 -867.8 -4,360.7 -21,605.8 1,295.41 2.14 -2.33 -5.76 0.32

258.4 429.4 -2,183.4 -38,018.3 683.73 0.72 -0.25 -4.13 1.24

-17.5 482.0 6,601.4 61,699.2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73.62 1.70 2.15 0.20 51.73

96.5 -149.8 344.9 -1,552.8 72.92 0.23 2.68 -0.07 45.17

-5.4 -229.6 -827.4 -4,491.4 금액 금액 4.059 0.37 1.40 11.21 59.87

-34.5 499.7 906.2 8,984.6 1 46.2 208.8 3,154 -0.38 3.14 -7.72 131.57

선물(계약) 2 42.2 61.2 3.08 0.00 -0.32 -0.65 83.33

1,275 3,653 -8,502 -38,786 3 40.9 37.1 2.54 0.00 0.00 0.00 0.00

-1,500 -7,521 8,123 42,875 4 39.2 36.7 1,831.20 1.75 1.43 3.36 -3.37 

90 3,726 1,147 -3,976 5 24.8 35.3 25.782 3.73 1.64 -1.46 -2.39 

9,686 -0.74 3.63 3.77 23.43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2,980 -0.10 1.72 0.98 7.00

차익 순매수 6.4 9.7 12.7 -14.4 3.3 1 64.2 24.8 705.25 2.40 1.88 5.03 10.11

비차익 순매수 -251.4 -116.4 211.7 -400.2 -21.6 2 35.0 20.7 558 1.59 -1.15 -22.50 15.29

3 29.2 18.1 1,434.3 0.16 1.27 -1.09 9.05

7/28잔고 1D 5D MTD YTD 4 17.3 11.9 4,281.1 0.05 3.45 2.99 24.14

고객예탁금 66,012.7 2,941.8 -1,930.3 -120.1 389.3 5 14.8 11.6 221.21 0.97 2.25 3.67 31.83

신용잔고(KOSPI) 13,516.6 -1.5 -124.2 348.3 3,900.1

신용잔고(KOSDAQ) 11,080.2 -1.9 2.6 417.2 1,467.1

미수금 324.5 51.0 -11.0 39.1 -167.6 금액 금액

1 30.7 12.6 1 13.82% 18.12%

전일대비 7월 누적 21년 누적 2 12.4 8.2 2 13.15% 17.58%

국내주식(ETF제외) -87.8 -503.9 854.3 3 12.4 4.1 3 12.71% 16.45%

해외주식(ETF제외) -6.7 747.5 4,271.8 4 11.6 4.0 4 10.53% 15.09%

5 8.1 3.8 5 10.28% 13.61%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945 0.70 2.20 -4.90 19.8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431 1.20 3.40 -1.70 45.30 1 18.8 12.5 1 11.81% 12.64%

국고채 5년 1.657 1.70 -0.50 -8.20 32.20 2 8.9 8.5 2 10.66% 11.16%

국고채 10년 1.889 2.70 -3.20 -20.30 17.60 3 7.6 4.1 3 10.44% 11.08%

회사채 AA- 3년 1.862 0.90 1.90 -10.40 -34.60 4 7.2 3.4 4 10.39% 10.73%

회사채 BBB- 3년 8.216 0.90 1.70 -12.80 -39.90 5 5.2 3.3 5 9.7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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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 부진에도 긴축 우려 진정으로 상승함.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하회하고 실업 지표가 부진했으나 조기 테이퍼링 우려
완화되며 영향은 제한적. 2분기 기업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위험자산 선
호는 계속됨. 아마존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며, 장 후반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달러 인덱스, 미 경제 지표 부진에 하락
- 국제유가, 미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경제 지표 호조에 상승 마감. 경제 지표 호조에 경기 낙관론
속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함. 영국 로열더치쉘 등의 기업이 자사주 매
입 발표하면서 에너지 업종은 강세를 보임.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
비 상승 마감

▶ 일본증시
- NIKKEI225지수는 FOMC에서 연준의 완화적 기조 재확인과 기업 실적 기
대감에 상승함. 나스닥 상승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 2분
기 기업 실적 기대감도 지속됨.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발
령 지역 확대 소식은 지수 상승폭을 제한. 전 거래일 대비 0.73% 상승한
27,782.42엔으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저가 매수세에 상승함. FOMC에서 연준의 완화적 기조
재확인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함. 전일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역외 상
장을 지속적으로 허용함을 밝히고, 규제 우려를 다소 진정시키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됨. 전 거래일 대비 1.49% 상승한
3,411.72P으로 마감

▶ KOSPI
- KOSPI는 FOMC에서 연준의 완화 기조 유지에 상승함. 파월 연준 의장의 완화
적 기조 재확인 속 투자심리가 개선됨. 중화권 증시가 규제 리스크 우려 완화 및
저가 매수에 상승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 전 거래일 대비 0.18% 상승한
3,242.65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외국인 순매수에 상승함.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하
면서 상승을 주도함. 정부가 BIG3(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산업에 내년 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0.82%
상승한 1,044.13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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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군인 접종 의무화 계획 세우라"…코로나 방역지침 강화
-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연방 공무원들이 직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함. 각 주(州)와 지방 정부가
백신을 맞는 지역 주민들에게 100달러를 줄 것을 제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
함됨
▶ 미국 2분기 GDP QoQ 연율 예비치 6.5%로 예상(8.4%) 크게 하회
▶ 미국 6월 미결주택매매 MoM -1.9%로 예상(0.0%) 하회
▶ 미국 7월 4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0.0만 건으로 예상(38.5만 건) 상회
▶ 유로존 7월 경기신뢰지수 119.0P로 예상(118.2P) 상회
▶ 독일 7월 CPI YoY 잠정치 3.8%로 예상(3.2%) 상회
▶ 아마존 회계년도 2Q21 EPS $15.12로 예상($12.28) 상회
▶ 마스터카드 회계년도 2Q21 EPS $1.95로 예상($1.75) 상회
▶ 컴캐스트 회계년도 2Q21 EPS $0.84로 예상($0.66) 상회
▶ T-모바일 회계년도 2Q21 EPS $1.15로 예상($0.50)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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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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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금융지주 순익 발표… 보험·증권사 나란히 호실적
- 비은행 부문 순익 비중서 증권사 압도적 우위
- 보험 계열사 2~3곳 합쳐도 증권사 순익 못 넘어

-신세계푸드, 브랜드 베러미트 론칭
-첫 제품 대체육 햄 콜드컷 선보여
-CU, 채식안주 ‘베지크리스프’ 출시

-공모주 청약 앞두고 26일 기자간담회
-IP 확장 총력…스튜디오 등 M&A 큰손
-메타버스 3차원 가상세계 기술도 투자

- ABC 기술 활용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목표와 활동 성과 공개
- 구현모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해 최선"

-코로나19 이후 비건 소비 확대되자 식품기업 비건 사업 육성 박차
-"비건 제품 출시 후 국내에서 성공할 경우 해외 판로 개척도 가능"

 
 

-글로벌 OTT 한국 진출 성장 요인
-덱스터 등 VFX 기술 기업도 주목

▶ '금융지주 효자'였던 보험사, 순익 커진 증권사에 자리 내주나 ▶ 대체육 식품 속속 개발… 커지는 비건 시장 ▶ IPO 최대어 크래프톤, 상장후 경쟁력 '미디어'

▶ KT 'ESG 보고서' 첫 발간…구현모 "사회적 책임 다해야" ▶ 식품업계, 비건용 제품 출시…선택 아닌 필수될까 '주목' ▶ 기지개 켜는 엔터주, 원석 넘친다
newsis20 | https://bit.ly/3BQN6vm 뉴시스20 https://url.kr/61xaio 팩트경제신문 https://url.kr/rs1lbd

jtbc | https://bit.ly/3BRqWZQ 파이낸셜뉴스 https://url.kr/i3tjob 데일리안 https://url.kr/h39dg8

- '할인'에서 '적립'으로 바꾸려다
- 고객 반발 사자 한달 만에 재개편

-中 식품기업 조이비오와 손잡고
-1000억원대 투자펀드 조성
-英 대체육생산기업 투자도 추진

-제페토 드라마 유튜브서 인기
-10대 취향 반영, 소통 핵심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SKT, 'T멤버십' 또 바꾼다… 할인·적립 중 선택 가능 ▶ SK㈜, 美 이어 中대체식품시장 공략 나선다 ▶메타버스 드라마·영상, 'MZ세대 유입' 노리는 엔터도 관심

메가경제｜https://bit.ly/3j30svM 더팩트｜https://bit.ly/3l4GMuk 동아 | https://bit.ly/2TMmuuq

- 상반기 당기순이익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 반기 기준 역대 최대
- 이자이익 증가, 지역 건설 경기 회복으로 비이자 수익도 크게 증가
- 상반기 말 기준 비은행 계열사 이익 기여도는 41.6%에 달해

- CU, 대용량 생필품 배송 서비스 선보여
- 예약구매 기능을 진열 판매가 어려웠던 대용량 상품들로 확대
- 양곡, 과일∙채소, 생필품 등을 온∙오프라인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무료
배송 실시

- 지하연속벽 패널간 연속성 확보
- 지진에 저항 가능한 PSS 내진 공법 개발

- 상반기 순이익 4,680억원,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로 역대 최대
- 상반기 비은행 순익 기여도 30% 수준까지 증가
- 금융감독원 내부등급법 승인 효과 등에 따라 자본비율도 큰 폭 상승

- 다음달 1일부터 대구 달성군을 제외 7개구 대상 새벽배송 확대
- 컬리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출고한 상품을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CJ대한통
운 대구 지역 물류센터에 옮긴 후 배송
- 지난 5월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 체결. 충청권 5개 도시에 진출

- 총 7만347개사 대상 평가
- 내달 1일부터 입찰·수주제한 근거로 활용

▶ DGB금융, 상반기 순이익 2788억원...분기·반기 역대 최대 ▶ 편의점 이커머스에 도전장...CU, 모바일 무료 배송 서비스 ▶ 한화건설, ‘PSS 내진 지하연속벽 공법’ 개발

▶ BNK금융, 역대 최대 반기순이익 4680억...전년비 51% 성장 ▶ 마켓컬리, 8월부터 대구도 새벽배송...“전국으로 서비스 확대” ▶ 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8년 연속 1위…2위 현대건설·3위 GS건설
화이트페이퍼｜https://bit.ly/3i8tj2L 투데이코리아｜https://bit.ly/3xd3PWj 아시아경제 | https://bit.ly/3l7bZwY

시사오늘(시사ON)｜https://bit.ly/3xaX2fQ 메트로신문｜https://bit.ly/3zPUncS 뉴스1 | https://bit.ly/3iUEsDi

- 이자이익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한 4조 1652억원
- 비이자이익 1조 178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1.6% 증가
- NH투자증권 당기순이익 전년동기 대비 101.7% 증가 하며 이익 증대 견인

- 올 상반기 20~30대의 명품 매출 신장률 전년 동기 대비 42.2%
- 27일 1층 리뉴얼 마치고 국내 최대 규모 100여개 럭셔리 브랜드체험 공간
인 '아뜰리에 드 보떼(Atelier de Beaute)' 오픈
- 루이 비통과의 두 번째 협업 진행

- 매출 4.1조원 연간 목표치 42% 달성…"원가율 개선"
- "활발한 분양사업, 해외 매출 확대로 개선흐름 지속"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NH농협금융, 상반기 순이익 1조 2819억원…역대 최대 ▶ 신세계百 강남점, 럭셔리 전략으로 '매출 1위' 공고히 ▶ 대우건설, 상반기 영업이익 4217억원…시장 전망치 상회

메디파나 https://url.kr/43hq8a 이투데이 | https://bit.ly/3xcDNCu 뉴시스 | https://bit.ly/3j1AVDn

-'팜톡' 전년 대비 151% 성장…상반기 점유율 9.2%
-제네릭 점유율 60% 돌파…전체 시장 규모는 위축

- 9월물 WTI 가격 1.7% 상승한 73.62달러
- 미국 원유 재고 410만 배럴 감소

- 매출 11조4561억원, 전년비 65.2% 증가
- 석화, 첨단, 생명 등 전 사업부문 실적 개선 지속
- 차동석 부사장 " 전 사업부문 고른 성장 통해 최대 성과 창출”

-CJ제일제당, 천랩 인수… 지분 44% 보유
-일동제약, 아이리드비엠에스 계열사로 편입
-엠투엔, 美 GFB 이어 신라젠 지분도 확보

- 매출 2조7775억,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영업이익 2211억원...전년 동기 대비 72.1% 늘어

- BS 산하 CEM 부문 5,250억원에 인수
- 청주, 中 항저우, 폴란드 등 생산시설 포함
-“분리막 사업 수년 내 조 단위 규모로 육성”

▶ 동구바이오, '알리톡' 제네릭 지배력 강화… 고성장 지속 ▶ 국제유가, 미 원유재고 감소에 2주만에 최고치 ...WTI 1.7%↑ ▶ LG화학, 2분기 영업익 2조2308억…분기 사상 최대 실적

▶ "신약개발 긍정적 시너지 효과" M&A에 푹 빠진 제약·바이오 ▶ 한화솔루션 2분기 매출 2조7775억원 '사상 최대' ▶ LG화학, LG전자 분리막 사업 인수 세계 최대 종합 배터리 소재 회사 시동
디지털타임스 https://url.kr/91puz3 디지털투데이 | https://bit.ly/3rHup8F 서울경제 | https://bit.ly/2TGhUO6

뉴시스1 https://url.kr/ang3w1 뉴스1 | https://bit.ly/3C4NTcr 머니투데이 | https://bit.ly/3f7Lzre

-매출, 14.1% 오른 2897억원…순이익 90억원
-보툴리눔톡신 '나보타' 매출 전년비 56억→232억

- 'FMM 기술 보유' 더블유오에스 지분 100% 600억원 인수
- 전자소재 사업 모바일 중심에서 디스플레이 영역으로 확대

-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역에 10GWh 규모 배터리셀 합작공장 설립
- 전기차 年15만대분 배터리셀 2024년부터 양산..E-GMP 모델 우선 탑재
- 원자재 공급-배터리셀 제조-완성차 생산 비용·시간 최소화..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대웅제약, 2Q 영업익 187억…흑자 전환, 매출 역대 최다 ▶ 한화솔루션, 고부가 소재 사업 강화…"OLED 핵심기술 국산화" ▶ 현대차-LG그룹 전기차 1등 승부수..배터리셀 1.2조 합작투자

아시아경제 | https://bit.ly/3BP0Wym newsis20 | https://bit.ly/3rJISRM 파이낸셜뉴스｜https://bit.ly/2VljSUv

- 당기순이익 140% 급증
- 코로나19 기저효과 반영됐다는 분석도

- LG전자 보이스봇, 日 AEON 외국어 학습 앱 등 고객사례 인정받아
- 구글의 공인 AI 개발자 자격증 취득 직원 170여명 보유

- 인도네시아 일본차 점유율 96.8%에 달해
-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전기차를 본격 생산해 일본 업체들의 텃밭 공략에 나
선다는 전략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전기차 관련 산업 육성 적극 추진 중

- 2분기 영업이익 12조5천억원, 3년 만에 최대
- 반도체 호황 덕보고 모바일·TV·가전도 작년보다 선전
- "3분기는 더 좋다"…올해 영업이익 50조원 돌파 기대

- 자회사 고평가·독과점 논란…
- “플랫폼 제공자로서 벤처기업과 공생해야”
- 하반기 IPO 대어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시작부터 삐끗?

- 올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 +31%YoY 증가. 사상 최고치 경신
- 5년 만에 폭스바겐 제치고 세계 판매 1위 자리 올라
- 주요 시장인 북미와 중국에서의 신차 수요 강세 덕
- HEV, PHEV, BEV 등 친환경차 판매량도 +64%YoY 증가

▶ 퀄컴 실적 날았다…반도체 수요 급증에 매출 63%↑ ▶ 구글도 인정한 LG CNS AI 기술력…'머신러닝 전문' 인증 ▶ '베트남-싱가포르-인니 벨트' 완성…현대차, 아세안서 日 넘는다

▶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덕에 '훨훨'…상반기 매출 역대 최대 ▶ 계열사 114개 카카오 왕국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 도요타, 폭스바겐 제치고 상반기 기준 2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연합뉴스 | https://bit.ly/2TKTweq 주간동아 | https://bit.ly/3l5a0cn 이투데이｜https://bit.ly/3rNwrnR

이데일리 | https://bit.ly/3ybELQx 연합뉴스 | https://bit.ly/3BNXDHT 아주경제｜https://bit.ly/2VcbXsJ

-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전방위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3대 국가전략기술, 하반기 투자분부터 조기 세제 지원
-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확충, 2030년대 인공혈액 실용화

- 차세대 인터넷, 소셜 테크놀로지의 궁극적인 표현
- 소셜미디어 회사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인식하게 될 것
- 향후 투자 계획과 수익 창출 시점에는 모호한 답변

- 연료전지 기반 이동형 발전기와 항만 육상 전원 공급 장치 개발 및 상용화에
돌입할 방침
- 현대차는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과 기술 지원 담당. 현대일렉트릭은 해당 연
료전지 탑재 발전용 패키지 개발과 관련 사업모델 개발 담당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홍남기 “반도체 등 BIG3산업에 내년 5조 이상 재정 지원” ▶ 저커버그 "페이스북 미래는 메타버스, 새 기회 창출" ▶ 현대차, 수소 연료전지 사업 다각화 박차...현대일렉트릭과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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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