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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8.83 0.67 -1.21 -1.58 9.58 34,577.57 -0.84 -1.49 -2.21 12.97 1.284 -4.23 -5.40 -2.52 37.04

412.36 0.65 -1.30 -1.77 5.93 4,443.05 -0.57 -1.70 -1.76 18.29 -0.340 -0.90 -1.70 4.30 22.90

1,037.74 1.11 -1.58 -0.06 7.16 15,037.76 -0.45 -2.19 -1.45 16.68 0.738 -0.70 -0.60 2.40 54.10

412.60 0.71 -1.41 -1.64 6.03 3,449.39 -0.01 0.87 0.93 23.39 -0.015 -1.40 -3.40 1.50 32.30

19.46 0.46 7.28 18.08 -14.46 0.647 -3.90 -10.50 -6.20 10.40

4,191.67 0.05 -0.79 -0.11 17.99 0.306 -2.30 -6.00 -3.20 25.90

1D 5D MTD YTD 15,722.99 0.14 -0.76 -0.71 14.61 0.203 -2.30 -5.40 -0.80 17.30

KOSPI(십억원) 6,652.97 -0.36 -1.09 -0.41 19.84 -0.033 -1.30 -2.70 1.80 35.00

293.9 -619.3 341.3 -28,349.5 7,034.06 -0.49 -1.61 -1.20 8.88 0.775 -1.00 -10.80 0.80 14.70

763.7 87.0 -1,586.0 -38,619.1 3,662.60 -1.42 -0.38 3.35 5.46 10.626 1.45 -13.50 42.85 416.70

-1,295.1 278.2 984.0 69,474.0 30,670.10 0.73 2.52 9.19 11.75 0.051 0.20 0.60 2.60 3.00

KOSDAQ(십억원) 17,434.90 -0.07 0.03 -0.32 18.34 1.253 -2.00 -4.50 9.80 28.30

215.4 9.0 22.7 -1,374.5 25,502.23 -1.21 -3.23 -1.46 -6.35 

-76.2 -583.7 -804.5 -6,580.3 9,081.73 -1.70 -4.08 -1.11 -15.43 

-114.0 699.0 989.9 11,686.9 58,247.09 0.12 -0.09 1.21 21.68 종가 1D(%) 5D(%) MTD(%) YTD(%)

선물(계약) 1,339.70 -0.13 -0.16 0.62 21.36 1,170.80 -0.44 1.12 0.97 7.78

6,021 17,465 12,289 -30,069 116,180.50 -0.19 -1.43 -2.19 -2.38 1,172.42 -0.16 0.83 1.13 7.87

-5,111 -8,622 -11,787 31,202 4,055.70 0.36 1.14 3.49 23.31 10.6834 0.08 1.39 1.40 1.62

-746 -8,646 114 -1,003 8,780.00 -0.41 -1.29 -0.75 8.75 92.62 -0.06 0.64 -0.00 2.99

26,027.07 0.39 -0.18 0.07 17.07 109.69 -0.27 -0.54 -0.30 6.24

D-1 D-2 D-3 D-4 D-5 906.81 0.16 -0.27 -1.77 12.09 1.1803 -0.07 -0.31 -0.05 -3.38 

차익 순매수 85.5 20.5 14.8 -73.2 63.3 7,437.30 0.16 -1.24 -1.30 12.91 6.4386 -0.20 -0.43 -0.34 -1.36 

비차익 순매수 434.2 202.8 -544.3 -417.6 -24.1 735.17 -0.33 -1.46 -0.82 13.75 5.2402 0.47 1.36 1.73 0.90

3,116.08 -0.32 -1.36 -0.80 15.84 107.92 0.05 0.01 -0.23 -1.27 

9/13잔고 1D 5D MTD YTD 1,296.15 -0.41 -2.23 -0.96 0.38

고객예탁금 70,411.4 -2,930.5 820.8 816.1 4,788.0 642.69 0.95 -2.46 -2.88 -4.84 

신용잔고(KOSPI) 13,978.8 109.9 230.5 418.4 4,362.3 종가 1D(%) 5D(%) MTD(%) YTD(%)

신용잔고(KOSDAQ) 11,675.2 -30.7 113.0 315.1 2,062.1 70.46 0.01 1.67 2.86 45.22

미수금 322.1 15.0 43.6 55.4 -170.0 71.90 1.10 2.47 3.68 43.14

금액 금액 5.260 0.55 15.15 20.17 107.17

전일대비 9월 누적 21년 누적 1 246.7 235.9 4,163 7.74 8.92 -1.70 205.65

국내주식(ETF제외) 138.4 -1,161.9 1,750.1 2 53.2 85.6 2.76 0.00 -0.36 -1.78 64.29

해외주식(ETF제외) 75.8 374.6 5,772.9 3 50.2 42.9 2.54 0.00 0.00 0.00 0.00

4 49.1 35.8 1,805.00 0.71 0.48 -0.59 -4.75 

5 32.2 32.9 23.842 0.37 -2.02 -0.49 -9.73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9,563 -1.36 1.19 1.62 21.85

통안채 1년 1.096 0.90 6.80 4.70 34.90 금액 금액 3,085 -1.11 2.56 2.75 10.77

국고채 3년 1.535 1.00 7.10 14.00 55.70 1 125.1 38.5 685.00 1.56 -3.35 -3.08 6.95

국고채 5년 1.775 1.50 5.90 12.40 44.00 2 56.1 33.4 503 1.26 1.46 -5.81 3.93

국고채 10년 2.060 2.30 8.50 14.80 34.70 3 53.4 21.1 1,276.5 0.31 0.61 -1.71 -2.95 

회사채 AA- 3년 1.975 1.30 8.70 14.60 -23.30 4 44.9 13.6 4,370.4 -1.33 1.99 3.24 26.73

회사채 BBB- 3년 8.212 1.00 4.40 8.60 -40.30 5 35.7 13.4 221.52 0.15 1.66 1.54 32.02

금액 금액 1D(%) 5D(%) MTD(%) YTD(%)

1 18.57% 17.78% 1 59.3 8.9 일간 수익률 상위

2 15.00% 16.61% 2 34.6 8.3 1 2.56 0.95 0.33 38.71

3 14.62% 15.26% 3 25.4 7.8 2 1.42 1.27 -0.74 78.47

4 14.29% 15.16% 4 9.0 5.7 3 0.89 -1.81 0.14 20.38

5 14.29% 14.30% 5 8.9 5.6 4 0.50 -0.25 -1.01 -10.41 

5 0.18 -3.81 -1.47 39.42

금액 금액 일간 수익률 하위

1 12.41% 13.73% 1 9.3 22.5 1 -3.30 -9.17 -10.47 4.25

2 11.89% 12.36% 2 6.9 18.1 2 -2.50 0.78 2.77 45.20

3 10.27% 11.90% 3 6.1 9.4 3 -2.20 1.39 4.87 65.99

4 10.16% 11.87% 4 3.5 5.9 4 -2.14 -1.33 -2.36 25.92

5 9.85% 11.06% 5 3.1 5.1 5 -2.12 0.32 0.6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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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국채 10년물국내 증시 동향 글로벌 증시 동향

▶ 미 SEC, "미 감리 받지 않는 중국 종목 2024년부터 퇴출"
-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미국 감독당국의 감사절차 준수 관
련 법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2024년부터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강제
퇴출할 것이라고 밝힘
▶ 미 SEC,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필요
-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필
요성을 역설함.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에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등이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밝힘
▶ 영국, 다음 주 부스터샷 시작…마스크 등 '플랜B'도 마련
- 영국 보건부는 의회에서 전문가 권고에 따라 50세 이상과 일선 의료 인력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힘
▶ 애플 '아이폰13' 시리즈 공개
- 새로운 모바일 프로세서(AP) 탑재에 따른 속도 향상, 배터리 성능 개선, 카
메라 및 동영상 기능 발전 등 강조
▶ 미국 8월 CPI MoM 0.3%로 예상(0.4%) 하회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 진정에도 차익실현에 하락함. 8월 소비자물
가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됐으나 연내 테이퍼링
발표에 대한 경계가 지속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3대 지수는 전 거
래일 대비 하락 마감
- 달러 인덱스, 다음주 9월 FOMC를 앞둔 경계감 이어지며 소폭 하락
- 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에도 공급 차질 우려로 소폭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진정에도 차익실현에 혼조세를 기록.
미국 8월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을 하회했으나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됨.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혼조 마감

▶ 한국증시
- KOSPI는 경제 정상화 기대 속 저가 매수세에 상승함.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66.2%를 기록하고, 정부와 여당이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를 10월 말에서
11월로 언급하면서 경제 정상화 기대가 부각됨. 전 거래일 대비 0.67% 상승한
3,148.83P로 마감
- KOSDAQ은 외국인 순매수에 상승함. 전 거래일 대비 1.11% 상승한 1,037.74P
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밸류에이션 부담 속 차익실현에 하락함. 지수가 전고점에 근접
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속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경기 민감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업종은 증설 기대감 이어지며 강세를 보임. 전 거래
일 대비 1.42% 하락한 3,662.60P으로 마감

Midnight News증시 Comment (미국 & 유럽)증시 Comment (전일 아시아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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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T, 200mm CMP 시스템 통해 웨이퍼에서 SiC 소재 제거…칩 성능·수
율 극대화
- SiC 전력반도체는 배터리 전력을 토크로 효율적으로 변환하는데 도움

- 이달 내 ‘집화완료 다음날 빠른정산’ 도입
- 주문 후 약 3.3일로 일반정산보다 6일 이상 빨라져
- 이달 내 빠른정산 누적 지급액 5조 원 달성 예상
- 중소상공인 데이터 금융 시장 열겠다”

- 운서역 공영주차장에 E-pit 초고속 6기·완속 100기 등 충전기 설치 추진
- 도심형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위해 지자체-민간사업자 협력
- 충전소 추가 개소에 힘입어 E-pit 회원 가입자 다섯 달 만에 1.4만명 육박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SiC 반도체 제조사, AMAT 덕에 200mm 웨이퍼 전환 시 성능 높인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소상공인 정산 도입 ▶ 현대차그룹-인천경제청,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맞손'

- 세미다이제스트, IC인사이츠 자료 인용
- 中, 반도체 웨이퍼 생산 능력 日 제칠듯
- 작년 기준 중국(15.3%), 일본(15.8%) 근접

- 카카오 주요 계열사 대표, 전체회의서 상생 방향 결정해 발표
- "이른 시일 내 합의된 내용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 실행 돌입"
- 김범수 의장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 버리겠다"

- 방산부문 밀고 민수부문 끌고, 이익창출력 극대화…하반기와 내년 실적 흐
름 모니터링
- EBITDA 증가, 현금성자산 두둑...부채비율은 아직 미충족

▶ 삼성, 3분기에도 글로벌 반도체 '1위'…인텔은 '車 반도체'로 승부수 ▶ 미, '세계 최대' 아마존 상대 반독점 소송 전선 확대 ▶ 7월 누계 건설기계 완성차 생산 및 판매 전년비 각 35.8%, 33.2% 증가

▶ "中, 반도체 생산 능력 올해 韓 이어 세계 3위…日 넘어선다" ▶ 카카오,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상생기금 3000억 마련 ▶ 한화에어로, 등급 상향 트리거 도달…지속성 주시
이데일리 | https://bit.ly/3AdI2Aa newsis20 | https://bit.ly/3EfcZq4 더벨｜https://bit.ly/3nxeDxb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제약·바이오 화두 'mRNA'…후발주자 한국, 기업간 협치로 맹추격 ▶ LG화학, 美 곡물기업과 '썩는 플라스틱' 생산 ▶ 자비스, 20억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검사장비 정부과제 선정

이코노미스트 | https://bit.ly/3hu9gLA 헤럴드경제 | https://bit.ly/3hwhHpp 철강금속신문｜https://bit.ly/3CaRlBb

- IC인사이츠, 삼성전자 3분기 10% 성장 전망
- 반도체 기업 상위 15개 중 인텔만 역성장

- 제3자 소매업체와 불공정 관행 조사 중 협력업체 문제 추가
- 도매업자와 맺은 계약이 반(反)경쟁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을 추가

- 완성차 누계 내수 및 수출은 전년비 각 31.1%, 34.4% 증가
- 국내 시장은 주택 부문 경기 회복과 공공건설 투자 증가로 건설기계 수요 증
가
- 해외 시장은 주요국들 인프라 투자확대와 광산시장 호황으로 증가

▶ 美 바이오 산업, 원부자재 공급망 확대 움직임 ▶ '부진의 늪' 빠진 주력 계열사…애경그룹 화학 3형제 '구세주' 될까 ▶ SK머티리얼즈, 배터리 소재 산업 진출…'실리콘 음극재' 내년 생산
뉴시스20 https://url.kr/rahpm2 한국경제 | https://bit.ly/3hsOMCI 뉴스1 | https://bit.ly/3hzh922

뉴시스1 https://url.kr/7zgyb8 한국경제 | https://bit.ly/39lwAqp 뉴시스 | https://bit.ly/3lfwki4

- 코로나19 예방백신 계기…모더나·바이오앤텍 mRNA 선두
- 국내 개발 회사들 '이합집산'…연구개발·생산 협력해 상업 가능성↑

- 세계 4대 메이저 기업 ADM와 2025년부터 年 7만5000t 양산
- 옥수수 원료 공급받아 발효·정제, 수개월내 자연분해 친환경 제품
- 신학철 부회장 "바이오 플라스틱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울 것"

- 엑스레이 검사장비 전문기업 자비스
- AI기반 15PPM X-ray 배터리 검사장비 개발

더중앙 https://url.kr/d18qoe EBN | https://bit.ly/3hwtRig 마켓인사이트 | https://bit.ly/3htAyBK

- JW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암 진단 지적재산권이 해외로 수출
- 국내 제약사로는 18번째로 기술 수출로, K-바이오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 GS칼텍스 '질소 상 촉매 교체' 로봇 도입
- 허세홍 사장 "시도하지 않은 방식 수용, 외부와 협업 중요"

- 수탁위 16차 회의서 반대 키로
- 물적분할 의결에는 영향 없을듯

- 미국 정부, 생산용량 확대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추진
- 원료의약품의 경우 미국은 2004년 이래 항생제 페니실린을 전량 수입

- 화학으로 '제2 도약' 시동거는 애경그룹
- 통합 법인 애경케미칼 11월 출범 앞둬
- "10년 내 매출 4조원 이룬다"

- 美 합작사-경북·상주시 MOU 체결
- 총 8500억원 투자

▶ 이번엔 췌장암 기술 이전·K-바이오 역대 최대 기술 수출 '눈앞' ▶ 정유·화학설비 정비작업 로봇이 한다 ▶ 국민연금 "SK이노 배터리사업 분할에 반대"

머니투데이 | https://bit.ly/3nvHnXe UPI뉴스｜https://bit.ly/3AfKaak 세계일보｜https://bit.ly/3kcqTBm

- 6월말 기준 국내은행 점포수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79개 감소
- 비대면 거래 확대 및 점포 효율화 추진으로 점포 감소 추세 지속
- 노령층 등 금융이용자 불편 대책 마련 필요

- 직매입 운영에 위탁매매 추가 도입...우수상품 선별시스템은 유지
- 매년 적자 확대·완전자본잠식...오픈마켓 도입에 적자 확대 우려도

- 강남 동남권 88만·서남권 52만
- 보증금은 5683만7000원 집계
- GTX 건설·3기 신도시 여파에
- 과천·안양 등 평균 100만 육박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늘어나는 언택트 금융에…올 상반기 은행 지점 79개 줄었다 ▶ 내년 상장 앞둔 컬리, 오픈마켓 준비...적자 돌파구될까 ▶ 서울 빌라 월세도 훨훨… 평균 62만원 '사상 최고'

- 외환위기 계기 충청은행·충북은행 1998년·1999년 문 닫아
- 지역금융낙후·지역자금 역외유출·수도권집중 등 문제 속출
- 충남도, 대전·세종·충북과 공조해 지방은행 설립 본격 추진
- 자본금 마련 및 기존 은행들과 차별성·경쟁력 확보 등 관건

- 신세계 정 부회장이 보유한 광주신세계 주식 83만3330주(52.08%)를 약
2285억원에 취득
- 신세계 광주신세계 지분은 기존 10.4%에서 62.5%로 늘어나며 최대주주
- 지배력 강화, 지배구조를 단순화, 연결 회계 편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 올해 안에 일반분양 추진
- 정부 분양가상한제 완화 의지. 재건축 시공 맡은 현대, HDC현대산업개발,
대우, 롯데건설 등 시공 사업단 분양 실적 가능성 확대
- 시공사업단의 시공지분은 25%대로 비슷

▶ 번개장터, 신한금융그룹에서 300억 규모 투자 유치 ▶ 백화점 없는 김포에 신세계 복합쇼핑시설 들어서나 ▶ 브랜드, 시공능력 앞세운 대형사들 추석이후 분양 러시

▶ 지방은행 없는 충청…설립 성공 여부에 지역민·금융권 '촉각' ▶ 정용진, 광주 신세계 지분 매각… 증여세 재원 마련 ▶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올해 분양하나, 건설사 실적 더하기 기대품어
이데일리 | https://bit.ly/3k83Ze2 세계일보｜https://bit.ly/3nvAYer 비즈니스포스트｜https://bit.ly/3CbiS5B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양자암호가 뭐길래?" 통신 3사 속도전 돌입 ▶ 신사업 배고픈 식품업계, 스타트업 투자 열풍 ▶ CJ ENM, SM 품고 '엔터 공룡' 될까…넘어야 할 산은?

뉴시스 | https://bit.ly/3tFxNC1 경인일보｜https://bit.ly/3EecBbn realcast｜https://bit.ly/2XtSbu9

- 작년 4월 560억 투자 유치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투자
- 금융·중고거래 시너지 기대…기존 투자자, 추가 투자 예정

- 김포시 걸포동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6만6천㎡ 부지에 (주)신세계프
라퍼티가 운영하는 커뮤니티형 복합쇼핑시설이 들어설 전망
- 오는 2026년 준공 목표
- 단순 수익형 쇼핑시설이 아닌 미래형 복합 커뮤니티 공간 구상

- 상반기 등 저조했던 실적… 하반기 공격적으로 공급에 나서
- 5대 건설사들이 9월~12월 중 전국에서 총 46개 단지, 3만8,000여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

▶ 유심없는 스마트폰 시대… 'e심' 국내 도입 속도낸다 ▶대체육류 시장 年 13.5% 성장 2027년 40억弗 ▶ 中 팬덤규제, 엔터주 실적 문제없다
파이낸셜뉴스 | https://bit.ly/3tCfGgt 약업닷컴 https://url.kr/hlfcqv 한스경제 https://url.kr/l8comy

이코노믹리뷰 | https://bit.ly/3AdlAH6 한경 https://url.kr/luoyr7 뉴스토마토 https://url.kr/u4953q

- 양자컴퓨터 공격 막는 양자암호기술
- SKT·KT는 QKD, LG U+는 PQC 채택
- SKT, IDQ 인수해 QKD 시장 선도 중
- 후발주자 LG U+, PQC로 차별화 전략

-SPC, 게임빌 창업멤버 등 영입, 전담 부서도 신설 "떡잎 찾아라"
-CJ제일제당, 배양육 기업 투자
-농심이 키운 간식회사 '스낵포'

- SM, 이수만 대표이사 지분(18.8%) 등 매각 대상 물색
- 미디어·영화·음악 등 부문에서 시너지 클 것으로 기대
-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분 가치…거품 논란도 존재

이데일리 | https://bit.ly/3hxoKym 브레이크뉴스 https://url.kr/u1d4st 파이낸셜뉴스 https://url.kr/m6chvj

- 흩어진 계열사 효율적 운용 위해 신사옥 인수 고려
- 현재는 종로 서린빌딩에 지주사 SK그룹 및 SK이노베이션 등 입주
- 최근 ESG, 딥체인지 등 키워드 중심의 변화 진행 중

- 국민 1명 1년 먹는 GMO만 40kg..
- 수입산 식품 섭취 최대한 자제해야

- 닉 트랜 틱톡 글로벌 마케팅 총괄 "틱톡은 단순한 소셜 플랫폼 아냐"
- "사람들이 문화를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는 엔터 플랫폼" 강조

- 정부 'e심' 내년 7월 상용화 추진
- 단말기 내장된 모듈에 번호 등록... 번호이동·가입해지 등 손쉬워져
- 요금제 조합해 통신비 절감 가능

- 올해 19억弗 규모서 괄목할 만한 성장 거듭 전망
-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가 부쩍 높아짐에 따라 대체육류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 中 팬덤 규제로 4대 엔터주 시총 1조420억원 증발
- 비이성적인 추종 금지에 팬덤 문화 철퇴 휘둘러
- 한류 축소 우려에 증권가 영향 미미할 것이라 전망
- K-POP 글로벌 시장 개척 성공해 과거와 상황 달라

▶ 변화 거듭하는 SK, 이번에는 종로타워 인수 검토 ▶ GMO 유전자조작 식품은 안전할까? ▶ '국내 시장 공략' 틱톡 "소셜? 엔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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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