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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4.70 -1.53 -1.93 -2.64 8.40 34,879.38 -0.43 -1.23 -1.36 13.96 1.297 -4.05 -2.52 -1.17 38.39

407.28 -1.75 -2.07 -2.98 4.62 4,493.28 -0.46 -0.68 -0.65 19.63 -0.361 -3.80 0.00 2.20 20.80

1,034.62 -0.25 -1.20 -0.36 6.84 15,248.25 -0.25 -0.40 -0.07 18.31 0.736 -0.80 1.90 2.20 53.90

407.40 -1.71 -2.21 -2.88 4.69 3,390.84 0.39 -0.27 -0.79 21.30 -0.034 -5.30 -1.70 -0.40 30.40

18.80 4.68 16.70 14.08 -17.36 0.670 -8.20 -3.60 -3.90 12.70

4,177.11 -0.00 -1.30 -0.46 17.58 0.303 -6.30 -3.30 -3.50 25.60

1D 5D MTD YTD 15,623.15 0.08 -1.37 -1.34 13.88 0.198 -5.90 -2.50 -1.30 16.80

KOSPI(십억원) 6,684.72 0.24 -1.16 0.07 20.41 -0.053 -4.70 -1.10 -0.20 33.00

-317.3 -203.9 420.4 -28,270.5 7,024.21 -1.01 -1.95 -1.34 8.73 0.785 -9.80 -0.80 1.80 15.70

-931.5 -1,265.7 -2,787.6 -39,820.7 3,693.13 0.49 2.67 4.21 6.34 10.751 -1.05 23.15 55.30 429.15

1,202.8 1,497.3 2,335.5 70,825.5 30,008.19 -0.57 5.13 6.83 9.34 0.043 -0.20 0.10 1.80 2.20

KOSDAQ(십억원) 17,304.33 0.20 -0.09 -1.06 17.46 1.270 -2.80 4.70 11.50 30.00

-46.1 -190.3 -214.9 -1,612.1 25,716.00 -2.30 -1.44 -0.63 -5.56 

-64.7 -334.5 -430.1 -6,205.9 9,183.58 -2.81 -1.69 -0.00 -14.48 

161.6 612.0 784.0 11,481.0 58,305.07 0.09 0.78 1.31 21.80 종가 1D(%) 5D(%) MTD(%) YTD(%)

선물(계약) 1,343.98 0.78 0.94 0.94 21.75 1,169.20 0.21 0.66 0.84 7.63

199 1,867 -2,821 -45,179 115,360.90 1.72 -3.38 -2.88 -3.07 1,170.00 0.21 0.97 0.92 7.65

-1,041 -4,658 -4,822 38,167 3,993.56 -0.59 0.07 1.90 21.42 10.6580 0.68 1.14 1.16 1.38

-668 623 6,623 5,506 8,800.60 -0.43 -2.01 -0.52 9.00 92.48 -0.19 0.03 -0.16 2.83

25,909.83 0.13 -1.23 -0.38 16.54 109.72 -0.48 -0.20 -0.27 6.27

D-1 D-2 D-3 D-4 D-5 899.22 -0.69 -1.95 -2.59 11.15 1.1825 0.08 -0.42 0.14 -3.20 

차익 순매수 -73.2 63.3 14.9 11.8 32.2 7,369.53 -1.90 -1.55 -2.19 11.88 6.4554 -0.10 -0.02 -0.08 -1.10 

비차익 순매수 -417.6 -24.1 -198.2 29.3 180.9 739.58 -0.43 -0.82 -0.23 14.43 5.2045 -2.18 0.34 1.03 0.21

3,136.04 -0.35 -0.80 -0.17 16.58 107.93 0.08 -0.21 -0.22 -1.26 

9/8잔고 1D 5D MTD YTD 1,299.97 -1.04 -0.91 -0.66 0.67

고객예탁금 61,093.2 -8,293.9 -6,323.1 -8,502.1 -4,530.2 636.82 -1.86 -2.59 -3.77 -5.71 

신용잔고(KOSPI) 13,766.0 19.1 133.6 205.6 4,149.5 종가 1D(%) 5D(%) MTD(%) YTD(%)

신용잔고(KOSDAQ) 11,651.2 37.2 248.0 291.0 2,038.0 68.14 -1.67 -2.64 -0.53 40.44

미수금 262.5 16.9 -16.0 -4.2 -229.6 70.40 0.99 0.76 1.51 40.16

금액 금액 5.031 2.38 9.01 14.94 98.15

전일대비 9월 누적 21년 누적 1 87.6 171.6 3,618 -2.40 -9.84 -14.57 165.64

국내주식(ETF제외) -415.8 -459.4 2,452.6 2 57.5 156.1 2.76 0.00 -1.78 -1.78 64.29

해외주식(ETF제외) 55.4 304.9 5,703.2 3 43.6 92.1 2.54 0.00 0.00 0.00 0.00

4 41.2 58.8 1,797.80 0.37 -0.88 -0.99 -5.13 

5 19.9 50.6 24.133 0.50 -0.18 0.72 -8.63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9,249 -1.09 -0.93 -1.71 17.86

통안채 1년 1.046 1.30 0.50 -0.30 29.90 금액 금액 3,062 0.59 2.70 2.00 9.97

국고채 3년 1.499 1.00 7.70 10.40 52.10 1 155.7 258.3 681.50 -2.40 -2.78 -3.57 6.40

국고채 5년 1.750 0.50 6.60 9.90 41.50 2 143.0 103.9 496 -0.45 -3.78 -7.12 2.48

국고채 10년 2.000 -1.60 5.90 8.80 28.70 3 53.3 84.4 1,258.8 -0.94 -1.49 -3.08 -4.30 

회사채 AA- 3년 1.921 1.30 6.60 9.20 -28.70 4 38.1 64.8 4,243.0 -0.13 0.33 0.23 23.03

회사채 BBB- 3년 8.184 0.60 3.80 5.80 -43.10 5 21.1 59.2 218.47 -0.38 0.23 0.14 30.20

금액 금액 1D(%) 5D(%) MTD(%) YTD(%)

1 18.02% 17.91% 1 19.7 45.3 일간 수익률 상위

2 12.65% 16.30% 2 19.2 13.1 1 2.07 1.13 -2.04 76.13

3 12.54% 15.27% 3 15.0 9.5 2 1.91 0.09 -0.04 2.64

4 11.42% 14.84% 4 14.4 9.4 3 1.25 2.83 2.06 44.19

5 10.74% 14.26% 5 8.5 7.1 4 1.02 0.80 -0.85 37.08

5 0.97 -2.51 -1.79 46.53

금액 금액 일간 수익률 하위

1 12.20% 13.80% 1 23.6 60.7 1 -2.03 -2.12 -0.55 27.14

2 11.94% 12.09% 2 19.9 29.9 2 -1.43 -2.12 -0.96 21.31

3 10.33% 11.51% 3 11.5 14.4 3 -1.40 -1.14 -0.86 6.83

4 10.18% 11.34% 4 10.3 9.5 4 -1.39 -1.42 -0.17 -1.69 

5 10.16% 11.30% 5 8.2 8.3 5 -1.30 12.89 16.18 58.77

주요 원자재 동향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DAQ, 십억원)

외국인 순매도

기관 순매도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PI, 십억원)

 카카오                                 

종목

종목

 SK케미칼                               

기관 순매수

 현대모비스                             

외국인 순매수

종목

 POSCO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NAVER                                  

 SK하이닉스                             

 네패스아크                             

 네이처셀                               

 LX세미콘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국내 증시 동향 글로벌 증시 동향

▶ ECB, 기준금리 동결…자산매입 속도 4분기 완만히 조절
-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고, 기존 자산매입 규모
(PEPP)를 1.85조 유로로 유지한다고 밝힘. 매입 시기는 최소 2022년 3월까
지이나 매입 속도는 4분기에 적당히 느린 속도로 유지하겠다고 밝힘
- 라가르드 ECB 총재는 테이퍼링이 아닌 PEPP의 속도 조절이라고 밝혔으
며 자세한 논의는 12월에 진행할 것이라 밝힘
▶ 연준 인사 발언
-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올해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으나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힘. 2022년 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존 전망은 유지
▶ 미국 9월 1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1만 건으로 예상(33.5만 건) 하회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실업 지표 개선에도 델타 변이 우려로 하락함. 주간 실업 지
표는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
화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지수는 하락함.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
감
- 달러 인덱스, ECB의 자산매입 속도 조절 방침에 하락
- 국제유가, 중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소식에 하락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ECB 금리 결정 및 방향성 확인하며 혼조세를 기록. ECB가
기준금리는 동결했으나 자산매입 속도를 완만히 조절할 것이라는 신호를 확
인. 라가르드 ECB 총재는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속도 조절에 대
해 테이퍼링과는 다르다고 언급하며 지수 낙폭은 제한됨. 유럽 주요국 지수
는 전 거래일 대비 혼조 마감

▶ 한국증시
- KOSPI는 경기 둔화 우려, 선물옵션 만기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하락함. 선물옵
션 만기일을 앞두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됨.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이 부
담으로 작용했으며, 국내 플랫폼 규제 우려도 지속됨. 전일 대비 1.53% 하락한
3,114.70P로 마감
- KOSDAQ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에 하락함. 전 거래일 대비 0.25% 하
락한 1,034.62P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경기 민감주 강세에 상승함. 8월 생산자물가가 시장 예상을 상
회하면서 석탄, 철강, 정유 등 원자재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임. 중국 당국이 게임
업체와의 면담에서 미성년자 게임 제한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는 소식에 지수 상승
폭은 제한됨. 전 거래일 대비 0.49% 상승한 3,693.13P로 마감

Midnight News증시 Comment (미국 & 유럽)증시 Comment (전일 아시아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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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DM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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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및 테마 ETF 동향

 에스엠                                 

종목

 에코프로비엠                           

LME

RJ/CRB

 삼성전자                               

 카카오                                 

 NAVER                                  

 KODEX 레버리지                         

 기아                                   

기관 순매도

외국인 순매도

 덕산네오룩스                           

업종 및 테마(티커)

글로벌 희토류 (REMX)

글로벌 항공 (JETS)

미국 에너지 탐사&생산 (XOP)

글로벌 2차전지 (LIT)

미국 소매 (XRT)

증시주변자금 (십억원)

주식형 펀드 (십억원)

국내 주요 금리 동향

26,749.5

9/8잔고

59,017.5

외국인

외국인

기관

기관

개인

개인

프로그램 (십억원)

KOSPI

KOSPI200

KOSDAQ

K200 선물

외국인

기관

수급동향

개인

NASDAQ

PHIL 반도체

VIX

EUROSTOXX50

호주

독일

프랑스

 젬백스                                 

 덕산네오룩스                           

 네패스아크                             

 엘앤에프                               

 이엔드디                               

종목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KODEX 200선물인버스2X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게임즈                           

 기아                                   

 KODEX 200선물인버스2X                  

MSCI EM

MSCI KOREA

외국인 순매수

종목

 피엔티                                 

 에이치엘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기관 순매수

종목

 천보                                   

 HK이노엔                               

신용잔고 비율 상위

KOSPI 종목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대차거래 잔고율 상위

KOSPI KOSDAQ

 LG디스플레이        

 HMM                 

 금호석유            

 신풍제약            

 롯데관광개발        

 에코프로            

 에이치엘비          

 씨아이에스          

 케이엠더블유        

 씨젠                

미국 부동산 (VNQ)

글로벌 리츠 (REET)

미국 제약 (IHE)

KOSDAQ

 두올               

 대성홀딩스         

 까뮤이앤씨         

 KODEX 코스닥150선물

 에이플러스에셋     

 선광               

 아이텍             

 랩지노믹스         

 시스웍             

 비트컴퓨터         

글로벌 E-Sports (ESPO)

글로벌 우라늄 (URA)

│ 2021. 9. 10 │ 투자전략팀

Start with I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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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양행, 종근당홀딩스 지분 줄고 테스나, DB하이텍 늘어
- 국민연금이 최근 반도체 업종의 종목의 비중을 늘린 것은 저가매수 전략이
라는 분석

- 증권가 "네이버·카카오 우려 과도…
- 금융업 접근 방식에 변화 있을 것"

- 8월 세단ㆍ해치백 등 33.9% 그쳐…RV는 47.9%
- RV의 누적 판매 비중 상용차까지 포함한 전체 판매에서 40%대 넘어서ㅌ
- RV는 베뉴, 코나, 투싼, 싼타페, 팰리세이드 등 차급별로 촘촘하게 구성
- 승용은 경차, 엑센트, 아이오닉 단종. 대표 모델 아반떼, 쏘나타 부진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국민연금, 제약·콘텍트株 비중 줄이고 반도체 늘렸다 ▶ 네이버·카카오 주가 '폭락의 날', 증권가 "이건 너무 과하다" ▶ 현대차ㆍ기아, 승용차 판매 비중 역대 최저 수준. 신차 라인업도 RV 중심

- 산업부,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사업 2차년도 대상 선정
- 시급성·전략적 측면 중점 고려…6대분야에 400억 지원

- 디즈니코리아, 2016년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 2017년 신외감법 시행, 유한회사도 공시 대상
- 넷플릭스, 유한회사로 올해 첫 감사보고서 제출
-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대상서 제외…깜깜이 경영 비판

- 현재 전국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수소충전소 대략 28~30개 정도
- 10㎞, 즉 15분가량을 달릴 때마다 주유소 또는 충전소 보여야 대중화 기준
- 대중화 요건은 전국에 450개 충전소 구축

▶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4종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 ▶ 콘텐츠 업계에 웹툰 IP가 몰려오는 이유 ▶ 현대차 '수소대중화' 선언. 2028년 버스·트럭에 수소차 전진배치

▶ 차량용반도체 등 소부장 136품목 판로개척 지원 ▶ 디즈니+, 韓 상륙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실적 공시의무 비켜가 ▶ "전국에 수소충전소 100여개…450개까지 늘려야 대중화"
뉴데일리 | https://bit.ly/3nd5Yjm 조선일보 | https://bit.ly/3tq6KdT 매일경제｜https://bit.ly/3l5aJsD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올해만 국내 바이오 4곳 기술반환…성공률 높이려면 ▶ LG화학, 쿠팡과 손잡고 배송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나서 ▶ SK이노, 에코프로와 10조원대 양극재 구매계약

newsis20 | https://bit.ly/2YGQA4A 시사저널 | https://bit.ly/3C9nMjN 매일경제｜https://bit.ly/3nb9ydW

- 공정가스 줄이고 처리 효율 높여 탄소 배출↓
- 메모리에서 시스템반도체로 인증 제품 확대

- 주류가 된 웹툰, 글로벌 콘텐츠의 중심에
- 1조원 웹툰 시장, 동력은 ‘OSMU(원 소스 멀티 유즈)’

- 2023년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부피 30% 줄이고 출력 2배 높여
- 전기차 수준으로 수소차값 내려
- 무인조종 수소 트레일러에 재난현장 화재진압 수소 드론
- 고성능 수소전기차 예고 눈길

▶ 국제학회에서 점검 나서는 K-바이오 기술수출 선봉장들 ▶ '시멘트·석유화학 ' 다배출 업종 탄소포집 기술에 950억 지원 ▶ SK이노, 파나소닉 정조준…첫 단추는 배터리 사업 분사
머니투데이 https://url.kr/oav65j 이데일리 https://bit.ly/38VnOil 아시아경제 https://bit.ly/2X8kle8

팜데일리 https://url.kr/2azy5f 뉴시스 https://bit.ly/3z1ZCW5 뉴시스 https://bit.ly/2X9nOZV

-2015년부터 6년간 6개사, 총 13건 기술반환
-메디톡스, 8년 만에 美 애브비로부터 통보
-글로벌사 전략변화? 임상문제? 원인 파악부터
-한미약품·유한양행 등 재수출 사례도 있어

- 플라스틱 재활용 및 자원 선순환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포장필름 등 배송 폐기물 재활용 방안도 적극 협력

- 2024~2026년 10조원대 고성능 하이-니켈 양극재 구매키로
- 양극재 관련 소재사업,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서 협력 확대 계획

팜데일리 https://url.kr/q68xvw 디지털타임스 https://bit.ly/3nh531f 비즈니스포스트 https://bit.ly/3tFjkpX

-고객사 신약개발정보 악용 의심받을 수 있어
-반도체 생산업체인 TSMC가 자체 휴대폰 만드는 꼴

- HPC 상업 가동 준비 가속도
- 친환경 신사업 중심 무게 이동
- 정유매출, 40%로 감축 목표
- 3수 만에 상장 성공할지 주목

- 26년까지 5천억 투자해 전구체 증설
- 17년부터 포항에서 사업 시작

-유한·한미, 수출 물질 임상 중간결과로 가치 입증
-브릿지바이오·이수앱지스, 기술이전 동력 확보 나서

- 산업부, '넷제로 수요관리사업' R&D 과제 공고
- 2025년까지 탄소중립 핵심기술 CCUS 고도화
- "CCUS 신산업 육성 박차…글로벌 경쟁력 확보

- 7월 누적 시장점유율 5.4%
- 내년 10% 예상…업계 전망보다 빠른 성장
- 합작사 통해 생산 능력 확대 가속도
- 10월 1일 배터리 신설 법인 출범

▶ 삼성바이오로직스, 신약개발 도전하나? 못하나? ▶ IPO 앞둔 현대오일뱅크 脫정유 드라이브 ▶ 에코프로 포항에 2차전지용 전구체공장 증설 추진

뉴시스 | https://bit.ly/38SApCY 디지털투데이｜https://bit.ly/3BY0PQv 아이뉴스24｜https://bit.ly/2WVjhu1

- 차질 없이 진행시 연내 완전 민영화 달성
- 입찰가격 순 낙찰…비가격요소 일부 반영
- 4% 이상 지분 신규 취득시 사외이사 추천

- 쿠팡, 중소상공인 판매 상품 수 810% 증가...오픈마켓이 견인
- 풀필먼트 서비스 등 통해 오픈마켓 규모 키우기 '계속'
- SSG닷컴도 판매자 입점 진행 중... 이베이코리아 인수 후 시너지 전략 주목

- 건설업계, 팬데믹 확산에 따른 해외수주 난항에 국내 정비사업에 눈 돌려
- 현재까지 국내 정비사업에서 DL이앤씨가 2조4천960억원 수주하며 1위.
- 이어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2조클럽' 이름 올려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정부, 우리금융 잔여지분 또 판다…최대 10% 매각 추진 ▶ 쿠팡·SSG닷컴 부상 속 오픈마켓 시장 재편 주목 ▶ 건설업계, 정비사업 수주 사활…'3조 클럽' 초읽기

- 금융위 "일부 금융플랫폼 서비스는 미등록 중개행위"
- 24일까지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 가능
- 금융업계 "그동안 금융규제 피하는 특혜, 늦었지만 환영"

- 사모펀드와 인수 타진…현대·신세계와 백화점 '3파전'
- 한샘이 제시한 매각 가격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전해져
-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달성
- 백화점은 물론 하이마트, 롯데건설 등 계열사 간 시너지 전망

- 10년 뒤 분양전환가 확정해 임차인 수익 보장
- 확정분양가에 공급잔 집값 올라도 수익 제한
- 전문가 "건설사 입장에선 이득이 적은 사업"

▶ 4대 코인거래소 모두 금융당국 관문 통과한다…"실명계좌 확보"(종합) ▶ 국민지원금 특수 잡기 나선 편의점 업계 ▶ 2분기 부동산업 대출 12조1000억원 올라, 역대 최고

▶ 카카오·네이버 금융 플랫폼에서 펀드·연금 등 추천판매 못한다 ▶ 롯데그룹, 한샘 인수 검토…'유통·가구' 시너지 확대 기대 ▶ "누구나집 민간건설사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
조선비즈 | https://bit.ly/2X05PoT 프라임경제｜https://bit.ly/2YAFoX9 스카이데일리｜https://bit.ly/3n6MXit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쿠팡과 경쟁하고 콘서트 열고…요즘 통신사 얘기입니다 ▶ 식음료업계, 메타버스 활용한 다양한 시도 '눈길' ▶ 카카오엔터 ‘카카오웹툰’, 태국 진출 3개월 만에 1위 올라

뉴스원 | https://bit.ly/2X3G1Yi 대구신문｜https://bit.ly/3yICoEw 이코노미스트｜https://bit.ly/2WV6dVf

- 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신한은행, 코빗에 계좌 발급
- 9월24일까지 실명계좌 확보 거래소 추가로 나올지 ‘주목’

- GS25, 육우 선물세트 2+1 판매
- CU, 대용량 생필품 주문 배송
- 이마트24, 프리미엄 과일 선봬
- 홈플러스, 결제 시 할인쿠폰 증정

- 지난 2분기 부동산업 상업용 시설자금 대출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
- 지난 6월 기준으로 총 산업 대출금 1478조5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42조
7000억원 증가

▶ 디즈니 플러스, 韓 출시일 확정…LG유플러스 손잡을까 ▶ 식음료·유통家, 대목 잡아라…마케팅 강화하고 고객몰이 나서 ▶ 타파스 '떡잎' 알아본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
파이낸셜투데이 | https://bit.ly/3jXv97E 이지경제 https://url.kr/1gq3uo 비즈니스와치 https://url.kr/cs74um

한국경제 | https://bit.ly/2Xc6wv4 뉴시스20 https://url.kr/92h8j1 이데일리 https://url.kr/qby4ps

- 40조 구독시장 정조준한 SKT, 론칭 일주일새 15만 가입자
- 콘서트 제작·송출 도맡은 LG유플러스, 자사 아이돌 플랫폼 U+아이돌Live
에 단독 공급
- 5G 요금제 인하 압박 또한 부담…"탈통신 기조 강화될 것"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행사 어려워지자 가상 플랫폼 마케팅에 적극
-MZ세대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향후 플랫폼 성장성 높아 '주목'

-카카오웹툰은 태국 엔터테인먼트 분야 웹툰 플랫폼 가운데 8월(8월 1~31
일) 매출 1위를 기록
-8월 한달 동안 IOS 기준 전월 대비 매출이 35%가량 오르며, 가장 빠른 매출
성장세를 기록

매일경제 | https://bit.ly/3zSswt8 새전북신문 https://url.kr/r2a1kx 이데일리 https://url.kr/cuo9ir

- 중국시장 진출 10년만에 지분 100% 500억에 넘겨
- 韓기업, 속속 탈중국 행보

-거리두기 강화...줄줄이 ‘폐업, 임대’
-배달 음식 주문 폭주...배달 오토바이 즐거운 비명
-배달업 일자리 인기, ‘하늘의 별 따기’

-상반기 호실적 타고 주가 상승했지만, 규제 이후 하락
-한주간 와이지 -3.5%, JYP -3.0%, 하이브 -1.2%
-중국 '21세기 정풍운동'…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등 차단
-中의존도 낮아져 실적 영향 미미…"저가 매수 기회"

- ‘디즈니 플러스’, 11월 12일 한국 출시
- 월 9900원?연 9만9000원에 콘텐츠 제공
- LG유플러스 “디즈니와 막판 협상 중”

-BBQ 추석선물 인기…묶음선물 3종 등, 실속·건강 모두 잡아
-하이트진로, 물량공세…포도주 선물 30종 선봬, 가성비 탁월

-2016년 포도트리 시절 투자, 지분가치 50배↑
-카카오와 긴 인연 끝에 북미 공략 전초기지로

▶ [단독] SK, 中사업 재편 가속…도요타에 렌터카 매각 ▶ 매장은 한숨, 배달업종은 신바람 ▶ 中규제, 엔터산업까지 확산…국내 엔터株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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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