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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7.86 0.07 -2.36 -2.23 8.85 34,869.63 0.76 -1.41 -1.39 13.93 1.326 -1.52 -4.73 1.71 41.27

409.70 0.24 -2.54 -2.40 5.24 4,468.73 0.23 -1.47 -1.19 18.97 -0.331 -0.10 -0.90 5.20 23.80

1,026.34 -1.11 -2.53 -1.15 5.98 15,105.58 -0.07 -1.68 -1.01 17.20 0.745 -1.30 0.80 3.10 54.80

409.70 0.37 -2.49 -2.34 5.28 3,449.68 0.97 0.55 0.94 23.40 -0.001 -0.10 -2.60 2.90 33.70

19.37 -7.54 18.04 17.54 -14.86 0.686 -1.50 -6.70 -2.30 14.30

4,189.53 0.46 -1.33 -0.16 17.93 0.329 -0.40 -4.00 -0.90 28.20

1D 5D MTD YTD 15,701.42 0.59 -1.45 -0.84 14.45 0.226 -0.50 -2.90 1.50 19.60

KOSPI(십억원) 6,676.93 0.20 -0.99 -0.05 20.27 -0.020 0.10 -2.00 3.10 36.30

144.5 -1,223.6 47.4 -28,643.4 7,068.43 0.56 -1.65 -0.72 9.41 0.785 -1.40 -11.10 1.80 15.70

199.6 -796.9 -2,349.6 -39,382.7 3,715.37 0.33 2.58 4.84 6.98 10.612 -10.80 9.25 41.40 415.25

-335.5 2,007.0 2,279.1 70,769.1 30,447.37 0.22 2.66 8.39 10.94 0.049 0.10 0.60 2.40 2.80

KOSDAQ(십억원) 17,446.31 -0.16 -0.28 -0.25 18.42 1.273 5.10 1.50 11.80 30.30

-95.2 -166.0 -192.7 -1,590.0 25,813.81 -1.50 -1.34 -0.25 -5.20 

-217.3 -532.6 -728.4 -6,504.1 9,238.99 -1.58 -1.41 0.60 -13.96 

342.4 799.9 1,103.9 11,800.9 58,177.76 -0.22 0.08 1.09 21.54 종가 1D(%) 5D(%) MTD(%) YTD(%)

선물(계약) 1,341.43 -0.29 -0.37 0.75 21.52 1,176.00 0.59 1.69 1.42 8.26

5,878 9,918 6,268 -36,090 116,403.70 1.85 -0.45 -2.00 -2.20 1,174.25 0.26 1.45 1.29 8.04

-1,521 -3,107 -6,676 36,313 4,041.16 0.96 0.32 3.12 22.87 10.6753 0.28 1.35 1.33 1.54

-4,336 -6,932 860 -257 8,816.10 1.39 -0.75 -0.34 9.20 92.68 0.10 0.70 0.05 3.04

25,925.73 0.93 -1.29 -0.32 16.61 109.99 0.05 0.12 -0.03 6.53

D-1 D-2 D-3 D-4 D-5 905.37 0.47 -1.12 -1.93 11.91 1.1811 -0.03 -0.50 0.02 -3.32 

차익 순매수 20.5 14.8 -73.2 63.3 14.9 7,425.21 0.25 -1.37 -1.46 12.72 6.4518 0.12 -0.10 -0.14 -1.16 

비차익 순매수 202.8 -544.3 -417.6 -24.1 -198.2 737.62 0.05 -1.42 -0.49 14.13 5.2157 -0.59 0.44 1.25 0.43

3,126.10 0.13 -1.37 -0.49 16.21 107.87 -0.08 -0.29 -0.28 -1.32 

9/10잔고 1D 5D MTD YTD 1,301.54 -0.57 -1.72 -0.54 0.80

고객예탁금 73,341.9 12,339.1 3,591.7 3,746.6 7,718.5 636.62 -0.30 -4.12 -3.80 -5.74 

신용잔고(KOSPI) 13,868.9 -5.0 237.8 308.5 4,252.4 종가 1D(%) 5D(%) MTD(%) YTD(%)

신용잔고(KOSDAQ) 11,706.0 4.8 196.7 345.8 2,092.8 70.45 1.05 3.07 2.85 45.20

미수금 307.1 31.9 51.8 40.4 -185.0 71.12 1.02 2.04 2.55 41.59

금액 금액 5.231 5.93 11.01 19.51 106.03

전일대비 9월 누적 21년 누적 1 120.1 32.6 3,864 6.07 -2.03 -8.76 183.70

국내주식(ETF제외) -141.4 -1,300.3 1,611.7 2 73.1 22.0 2.76 0.00 -0.36 -1.78 64.29

해외주식(ETF제외) -33.5 298.8 5,697.1 3 67.6 21.2 2.54 0.00 0.00 0.00 0.00

4 26.1 16.8 1,792.30 0.13 -2.14 -1.29 -5.42 

5 24.9 14.4 23.753 -0.43 -4.07 -0.86 -10.07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9,695 3.27 2.79 3.02 23.54

통안채 1년 1.087 2.10 5.80 3.80 34.00 금액 금액 3,119 1.41 4.09 3.90 12.01

국고채 3년 1.525 2.40 6.60 13.00 54.70 1 80.6 40.3 674.50 -0.07 -5.60 -4.56 5.31

국고채 5년 1.760 1.00 4.10 10.90 42.50 2 43.1 22.9 497 -1.19 -2.21 -6.98 2.63

국고채 10년 2.037 3.10 6.70 12.50 32.40 3 29.0 19.7 1,272.5 -0.22 -0.82 -2.02 -3.25 

회사채 AA- 3년 1.962 2.60 8.10 13.30 -24.60 4 28.9 18.8 4,429.1 2.69 3.75 4.63 28.43

회사채 BBB- 3년 8.202 1.60 3.90 7.60 -41.30 5 22.6 18.2 221.20 0.35 0.49 1.39 31.83

금액 금액 1D(%) 5D(%) MTD(%) YTD(%)

1 18.57% 17.94% 1 69.6 27.1 일간 수익률 상위

2 16.88% 16.27% 2 12.1 8.0 1 4.98 2.26 2.80 24.02

3 15.00% 15.24% 3 10.4 7.7 2 4.47 3.03 7.23 69.73

4 14.62% 15.12% 4 6.8 6.5 3 4.12 3.08 5.41 48.92

5 14.29% 14.20% 5 6.7 5.8 4 3.15 13.54 29.69 77.23

5 2.87 1.11 1.57 29.71

금액 금액 일간 수익률 하위

1 12.64% 13.73% 1 14.8 47.1 1 -1.90 -5.52 -3.16 -5.08 

2 11.94% 12.35% 2 4.0 10.4 2 -1.68 -3.12 -1.14 12.43

3 10.33% 11.68% 3 3.7 9.1 3 -1.67 1.53 -2.17 35.26

4 10.13% 11.32% 4 3.5 8.9 4 -1.53 -4.21 -1.61 10.71

5 9.90% 11.07% 5 3.3 8.8 5 -1.50 -2.56 -0.7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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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국내 증시 동향 글로벌 증시 동향

▶ 미 민주당, 3조5천억 달러 지출안 재원 위한 증세안 공개
- 미 하원 세입 위원회는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6.5%로 인상하고, 개인
소득세율 최고한도를 기존 37%에서 39.6%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 연 소
득 500만 달러 이상은 3%의 가산세가 추가됨
▶ 쿼드 정상, '중국 견제' 또 뭉친다…24일 백악관서 첫 대면회의
-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대면으로 열리는 첫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개
최한다고 밝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할 예정
▶ 뉴욕 연은, 8월 소비자기대 1년 후 물가 전망치 5.2%로 전월(4.9%) 대비
상승. 집계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 기록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소비자물가 발표 경계에 혼조세를 기록. 8월 소비자물가 발
표를 앞둔 가운데 뉴욕 연은이 1년, 3년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인
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됨. 민주당이 하원에서 증세안을 공개했다는 소식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킴. 원자재 가격 회복에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
였으나 기술주는 차익실현에 하락함.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혼조 마감
- 달러 인덱스, 미 소비자물가 발표 경계 속 강보합을 기록
- 국제유가, 멕시코만 공급 차질 우려 지속에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저가 매수세에 상승함. 미 8월 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두고 인
플레이션 경계가 지속된 가운데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
됨.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한국증시
- KOSPI는 반도체 수출 부진에도 대형주 중심 상승에 강보합을 기록. 9월 1~10
일 수출이 전년대비 선전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됨. 반도체 수출은 다소 감소하면
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부각됐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
형주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지수는 소폭 상승함. 9월 FOMC 회의 경계, 미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지수 상단을 제한함. 전 거래일 대비
0.07% 상승한 3,127.86P로 마감
- KOSDAQ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에 하락함. 전 거래일 대비 1.11% 하
락한 1,026.34P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규제 우려에도 저가 매수세에 상승함. 정부 규제 압력을 받은 앤
트 그룹의 대출 사업 분할 소식으로 인해 빅테크를 중심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 원
자재 가격 상승세에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 전 거래일 대
비 0.33% 상승한 3,715.37P로 마감

Midnight News증시 Comment (미국 & 유럽)증시 Comment (전일 아시아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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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DAQ,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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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with I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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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공공연구기관 간담회
- 차세대 성장동력형 '실증 기반' 조성
- 정책 연계 강화…제조 경쟁력 극대화
- 지식재산권 공유·DB 구축 등도 논의

- 리얼미터, 성인 500명 대상 설문
- 與 지지층 82.8% '적절' vs 국힘 지지층 60.5% '과도'

- 중국 전기차 기업 최소 400개
- "회사수 줄여도 보급 늘릴 것"
- 인수합병 부추기는 발언 주목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정부, 반도체 등 5대 미래성장 분야 '소부장 테스트베드' 로드맵 만든다 ▶ 카카오·네이버 규제 강화 '적절' 51.0% vs '과도' 35.3% ▶ "전기차 회사 너무 많다" 中, 옥석가리기 나서나

- EUV 도입 가능성↑…TSMC·인텔과 경쟁 불가피
- TSMC도 향후 3nm 또는 2nm까지 확장하는 것을 고려
- 삼성전자는 3nm 반도체부터 GAA(Gate-All-Around) 공정을 적용

- 지난달 6일 스노우플레이크코리아 유한회사 설립
- SW기업 사상 최대 IPO, 클라우드 종류·위치 관계없이 데이터 공유
- 연내 한국지사 설립…멀티 클라우드 전략 늘며 수요 증가
- AWS 국내 데이터센터서 서비스 시작

- 아산공장 오는 15일~17일 생산 중단
- 생산 재개는 추석 연휴인 20~22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
- 연간 약 30만대의 생산 능력으로 소나타와 그랜저 생산
- 동남아 지역 셧다운 영향으로 반도체 수급 차질 심화

▶ 패권 다툼에 흔들리는 반도체 빅딜… 삼성 ‘3년내 M&A’ 전략 빨간불 ▶ 12개국 직접 진출 아마존, 한국서만 11번가 손잡은 이유 ▶ 현대車 '아이오닉5', BMW·아우디 제치고 전기차 평가 1위

▶ 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 美 파운드리서 만드나 ▶ 버핏이 투자한 클라우드 기업, 한국 상륙한다 ▶ 현대차, 아산공장 또 멈춘다...車반도체 수급 차질
디지털테일리 | https://bit.ly/3C7IUa0 이데일리 | https://bit.ly/3yZBgwc 뉴스웨이｜https://bit.ly/3k8Mbjf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바이오벤처 주름잡는 'LG사단', "K-바이오 선도세력 발돋움" ▶ LG화학,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나선다 ▶ 경쟁사 주가 폭등에 덩달아 뛴다…5일새 36% 올랐다

조선일보 | https://bit.ly/3tD6DMb 주간동아 | https://bit.ly/3k5WPY3 뉴스1｜https://bit.ly/3k3PNCX

- 각국 정부, 반도체 힘 쏠림 원치 않는 듯
- 반독점심사에서 M&A 무산되는 경우 발생
- 대형 M&A 3년 내 하겠다는 삼성도 쉽지 않아

- 아마존 ·알리바바가 장악 못 한 유일한 시장
- OTT 등 제휴 영역 확대 관건
- 전에 없던 전담 고객센터 운영
- 위험 부담 줄이려 우회 진출

-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자이퉁' 콤팩트 크로스오버 전기차 비교 평가…
BMW과 아우디 제치고 1위
- 파워트레인(752점), 주행 다이내믹(738점), 환경 및 비용(357점) 등 3개의
항목에서 1위

▶ 美 중소형 바이오주, 바닥 없는 추락 ▶ 정제마진 2년 만에 최고…정유 빅4, 힘받는다 ▶ `中배터리 탑재` 전기차 또 화재… 다시 불붙은 안전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https://url.kr/qjmae7 한국경제 https://bit.ly/3z6uoNP 디지털타임스 https://bit.ly/3C6SF8l

조선비즈 https://url.kr/ckdtsg 세계일보 https://bit.ly/2Xk7fKW 매일경제 https://bit.ly/3nrBPgg

- 연구협업 필수인 신약개발에 LG네트워크 자산
- "코로나로 중단했던 LG오비모임 내년부터 재개"

- 전문기업 티케이케미칼과 협력
- 친환경 생분해소재 개발 MOU

- 2차전지 수요 급증 기대감
- 엘앤에프, 올해 매출액 1조 돌파 전망

스포츠동아 https://url.kr/g62pdr 데이터뉴스 https://bit.ly/2YRSe3r 뉴스1 https://bit.ly/3z6L9Z6

- 4월 MOU 큐라티스와 결핵백신 中상용화 박차
- 암 조기진단 지노믹트리에도 5월 50억원 투자
- "한국의 기술력으로 中서 K-바이오 시대 연다"

- 상반기 윤활유 영업이익률 20~30%대
- 에쓰오일 가동률 99.6%, 현대오일뱅크 100% 넘어

- 16일 임시주총, 배터리·E&P 사업부문 물적분할 의결 예정
- '현금 외 주식 등 배당' 정관 변경도…"주주환원 계획 일환 해석"

- 휴머니젠 이틀 연속 최저점
- 국내 관련주도 하락 못면해
- 케이피엠테크 제한폭까지 '뚝'

- 손익분기점 배럴당 5달러 돌파, 한달 만에 70% 가까이 급등
- 항공유 등 수요 회복 조짐, 유가 오르고 비정유도 잘 나가
- 에쓰오일·GS칼텍스 호실적 기대

- CATL 배터리 탑재차 충전중 불
- 中업체가 안전성 내세운 LFP
- 현지 이어 해외서도 잇단 사고
- 제조공정서 관리 문제도 제기

▶ 오리온 中제약·바이오 공략 가속화, 국내 백신기업 50억 투자 ▶ 정유업계, 고수익 윤활유 공장가동률 높여라 ▶ SK이노, 이번 주 배터리 분할 주총…자사주소각·주식배당 나설까

한국경제 | https://bit.ly/3k6QAD8 더퍼블릭｜https://bit.ly/3C7xUt7 업다운뉴스｜https://bit.ly/3tBGb5K

- 임원들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
- "완전 민영화 달성, 기업가치 상승 모멘텀"

-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확대로 백화점 업계 연일 가구회사 인수
- 국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 41.5조원. 작년대비 1.5배 증가
- 사생활이 중시되는 추세와 가구·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성향 확대 등도 모델
링 시장 확대 가속화

- 지하6층~지상 5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937세대, 오피스텔 703실
및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
- 공사비 7,183억원
- GS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약 2조6400여억원의 수주액 기록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추가 매입…'완전 민영화' 의지 ▶ 롯데쇼핑 가구 1위 한생 인수…백화점 ‘리빙’ 경쟁 본격화 ▶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부산 좌천·범일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주

- 토스뱅크, 사전접수 사흘만에 50만건 돌파
- 연 2% 수시입출금통장 등 파격 혜택 '흥행'
- 케이뱅크, 신용대출 한도 '최대 1억5000만원'

- 편의점 출점 제한 규약 12월 종료, 연장 가능성↑
- 이마트24 점포 확장 절실, 점포 늘려 적자폭 줄여야
- 퀵커머스·무인 매장 등 확장에도 경쟁력 확보 난항

- 가산비 등 일부 제도개선으론 분양가 정상화 어려워
- 택지비 현실화 및 고분양가 규제도 손봐야 민간시장 활성화
- 안전진단 및 초과이익환수제 등도 개정 요구 목소리

▶ 핀테크, 금융 서비스 중단에도 가이드라인 '혼선' ▶ 코리아센터, 이커머스 전문 '다나와' 인수 추진 ▶ 홍남기 "단기 주택공급 확대, 민간 활성화 방안 다각적 검토"

▶ 토뱅〮케뱅 인터넷은행발 파격실험…금융권 판 흔드나 ▶ 편의점 출점 제한 연장, '막내' 이마트24에 득일까 독일까 ▶ 분양가상한제 완화 시사에도 기대감은 '미미'…"폐지 수준 손질해야 효과"
아시아타임즈 | https://bit.ly/3lhxv0y 톱데일리｜https://bit.ly/3k5qaSg 뉴스핌｜https://bit.ly/2XcxJy3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회원정보 유출'됐던 KT... 7000만원 과징금 취소 확정 ▶ 매출 소폭 늘었지만 이익 줄어 법인세 56% 감소 ▶ 네이버웹툰, DC코믹스 '배트맨' 시리즈와 만나다

아시아경제 | https://bit.ly/3tBvxM1 서울경제｜https://bit.ly/3Ca4uue 뉴시스｜https://bit.ly/2XiG2YQ

- 당국, 금소법 엄격 적용
- 업체들 "명확한 해석 필요"
- 몇몇 핀테크 업체는 상품별로 정확한 가이드라인 금융위에 문의

- 계열사 써머스플랫폼 가치증대 노려
- MBK·IMM·스카이레이크 등도 준비
- 단독협상 깨진 롯데도 재출격 관심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물가안정 주문
- "공직자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정치적 중립 견지"

▶ 두산인프라코어, 80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 "음료부터 간장까지"…식음료업계, 무라벨 제품 출시 박차 ▶ 100억 원대 수익 기록한 웹툰 무엇? 웹툰·웹소설 인기 '폭증'
헤럴드경제 | https://bit.ly/3EaW3Rs 뉴시스20 https://url.kr/o2pvn5 엠비엔뉴스 https://url.kr/rqg5fx

파이낸셜뉴스 | https://bit.ly/2VzOHFw 조세일보 https://url.kr/3rnvlh 세계일보 https://url.kr/imk3vn

- 980만명 정보 유출.. 방통위, 과징금 부과
- 대법 "KT, 보호조치의무 위반 안 했다" 판단

- 상위 10위 업체 상반기 법인세 1449억…전년동기 比 56% 감소
- 식음료업계, 원자재·물류비용 상승으로 순이익↓
- 법인세 업계 1위 CJ제일제당, 전년比 80% 감소

- 네이버웹툰·DC코믹스 협업 첫 작품 '배트맨: 웨인 패밀리 어드벤처'
- DC코믹스 세계관의 팬덤 유입을 통해 웹툰이란 콘텐츠의 매력을 알리고 웹
툰 저변을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

인베스트조선 | https://bit.ly/3hsk0Ke 새전북신문 https://url.kr/r2a1kx 시사저널 https://url.kr/6avgz2

- SK·한화종합화학, 각각 '지오센트릭'·'임팩트'로
- '화학' 위상 변화…비용은 늘고 평가는 박하고
- 빈번해질수록 결국 투자자 혼란·불편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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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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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속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유상증자 결정 13일 공시
- 신주 발행 수는 1억1510만7913주, 주당 예정 발행가는 6950원
- 조달 목적은 채무상환과 기타자금

- 롯데칠성음료·코카콜라 등 주요 음료기업 주력 제품 무라벨로 선보여
- 요거트, 장류 제품도 무라벨로 등장…무라벨 제품군 확대 예상도 나와

- 업계 관계자, "웹툰·웹소설은 화수분…산업 성장에 맞춘 지원책 필요"강조
- 네이버는 웹툰 연재 이후 웹소설 거래액이 최대 41배, 월간 다운로드 수도
최대 50배까지 상승

▶ SK·한화, '화학' 떼고 영어로…탄소중립 압박에 줄지어 사명변경 ▶ 매장은 한숨, 배달업종은 신바람 ▶ 콘텐츠 업계에 웹툰 IP가 몰려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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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