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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0.09 -0.74 0.49 -2.16 8.93 34,751.32 -0.18 -0.37 -1.72 13.54 1.338 3.90 -0.33 2.90 42.46

409.22 -0.88 0.48 -2.52 5.12 4,473.75 -0.16 -0.43 -1.08 19.11 -0.302 0.40 2.80 8.10 26.70

1,039.43 -0.32 0.46 0.11 7.33 15,181.92 0.13 -0.44 -0.51 17.80 0.817 3.90 5.90 10.30 62.00

409.10 -0.94 0.42 -2.48 5.13 3,473.60 0.23 2.44 1.63 24.26 0.027 0.00 2.70 5.70 36.50

18.69 2.81 -0.59 13.41 -17.85 0.694 -0.80 -0.70 -1.50 15.10

4,169.87 0.58 -0.17 -0.63 17.37 0.339 -0.50 0.60 0.10 29.20

1D 5D MTD YTD 15,651.75 0.23 0.18 -1.16 14.09 0.248 0.10 1.70 3.70 21.80

KOSPI(십억원) 6,622.59 0.59 -0.93 -0.86 19.30 0.005 -0.10 2.60 5.60 38.80

26.0 241.0 661.3 -28,029.5 7,027.48 0.16 0.05 -1.30 8.78 0.809 0.20 1.00 4.20 18.10

-516.0 544.9 -2,242.6 -39,275.7 3,607.09 -1.34 -2.33 1.78 3.86 10.748 6.80 2.85 55.05 428.90

459.3 -1,076.8 1,258.7 69,748.7 30,323.34 -0.62 1.05 7.95 10.49 0.053 1.70 0.50 2.80 3.20

KOSDAQ(십억원) 17,278.70 -0.43 -0.15 -1.21 17.28 1.263 5.60 4.10 10.80 29.30

-120.5 211.4 -3.5 -1,400.8 24,667.85 -1.46 -4.08 -4.68 -9.41 

-70.9 -453.7 -883.8 -6,659.6 8,805.80 -1.46 -4.11 -4.12 -18.00 

210.0 368.1 1,152.1 11,849.1 59,141.16 0.71 1.53 2.76 23.55 종가 1D(%) 5D(%) MTD(%) YTD(%)

선물(계약) 1,345.87 0.00 0.14 1.08 21.92 1,171.80 0.11 0.22 1.06 7.87

-9,766 5,908 3,087 -39,271 113,794.30 -1.10 -1.36 -4.20 -4.39 1,176.00 0.78 0.51 1.44 8.20

7,680 252 -4,570 38,419 4,045.10 -0.50 1.29 3.22 22.99 10.7055 0.21 0.45 1.61 1.83

1,690 -5,081 1,542 425 8,733.70 1.14 -0.76 -1.28 8.17 92.93 0.41 0.30 0.33 3.33

25,963.93 0.78 0.21 -0.17 16.78 109.73 0.32 0.01 -0.26 6.28

D-1 D-2 D-3 D-4 D-5 909.16 0.56 1.11 -1.52 12.38 1.1767 -0.42 -0.49 -0.36 -3.68 

차익 순매수 -9.7 5.5 85.5 20.5 14.8 7,460.22 0.58 1.23 -0.99 13.25 6.4576 0.39 0.03 -0.05 -1.07 

비차익 순매수 26.7 250.9 434.2 202.8 -544.3 735.21 -0.25 -0.59 -0.82 13.76 5.2590 0.69 1.05 2.09 1.26

3,122.57 -0.16 -0.43 -0.60 16.08 107.72 -0.36 -0.19 -0.42 -1.45 

9/15잔고 1D 5D MTD YTD 1,276.78 -0.92 -1.78 -2.44 -1.12 

고객예탁금 65,623.7 -2,932.2 4,530.5 -3,971.6 0.3 637.62 -1.00 0.13 -3.65 -5.59 

신용잔고(KOSPI) 13,882.9 -44.6 116.9 322.5 4,266.4 종가 1D(%) 5D(%) MTD(%) YTD(%)

신용잔고(KOSDAQ) 11,645.3 -17.6 -5.9 285.1 2,032.1 72.61 0.00 4.15 6.00 49.65

미수금 281.6 20.4 19.1 14.9 -210.5 73.00 1.46 3.69 5.26 45.33

금액 금액 5.335 -2.29 6.04 21.89 110.12

전일대비 9월 누적 21년 누적 1 52.6 92.1 4,233 0.28 17.00 -0.05 210.79

국내주식(ETF제외) -41.6 -1,032.8 1,879.2 2 35.6 35.1 2.74 0.00 -0.72 -2.49 63.10

해외주식(ETF제외) 5.1 385.6 5,783.9 3 27.6 25.3 2.54 0.00 0.00 0.00 0.00

4 26.4 23.4 1,754.60 -2.12 -2.40 -3.37 -7.41 

5 24.4 19.0 22.752 -4.24 -5.72 -5.04 -13.86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9,627 1.96 4.09 2.31 22.68

통안채 1년 1.082 0.60 3.60 3.30 33.50 금액 금액 3,076 0.77 0.44 2.45 10.45

국고채 3년 1.510 1.80 1.10 11.50 53.20 1 76.5 170.0 713.00 0.11 4.62 0.88 11.32

국고채 5년 1.762 2.40 1.20 11.10 42.70 2 27.4 78.8 530 -0.75 6.75 -0.84 9.40

국고채 10년 2.043 1.80 4.30 13.10 33.00 3 25.4 45.3 1,296.0 0.12 2.96 -0.21 -1.46 

회사채 AA- 3년 1.958 1.60 3.70 12.90 -25.00 4 15.5 37.2 4,310.7 -1.37 1.46 1.83 24.99

회사채 BBB- 3년 8.191 1.10 0.70 6.50 -42.40 5 15.1 32.1 223.94 -0.67 2.50 2.65 33.46

금액 금액 1D(%) 5D(%) MTD(%) YTD(%)

1 18.13% 17.52% 1 25.4 15.4 일간 수익률 상위

2 15.24% 16.42% 2 10.6 12.4 1 1.77 0.28 1.51 22.56

3 15.00% 15.57% 3 5.9 9.0 2 1.41 0.00 -1.79 46.53

4 14.62% 15.10% 4 5.0 8.9 3 1.29 0.41 -1.19 7.23

5 14.29% 14.63% 5 5.0 7.2 4 1.16 -0.35 -0.92 0.43

5 1.06 -0.26 -3.75 26.16

금액 금액 일간 수익률 하위

1 11.89% 13.69% 1 11.3 16.0 1 -4.60 -0.77 -2.79 74.78

2 10.39% 12.56% 2 9.9 10.4 2 -4.58 -4.39 -6.03 -16.97 

3 10.23% 12.40% 3 7.2 7.4 3 -4.15 -3.25 -5.15 -14.16 

4 10.22% 12.03% 4 4.5 6.8 4 -4.15 -0.63 -1.71 19.53

5 10.20% 11.06% 5 3.0 6.2 5 -3.40 -2.47 -3.84 18.83

주요 원자재 동향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DAQ, 십억원)

외국인 순매도

기관 순매도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PI, 십억원)

 SK하이닉스                             

종목

종목

 두산중공업                             

기관 순매수

 크래프톤                               

외국인 순매수

종목

 금호석유                               

 삼성SDI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카카오뱅크                             

 에이치엘비                             

 씨젠                                   

 한국비엔씨                             

 하나마이크론                           

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국내 증시 동향 글로벌 증시 동향

▶ 미 연준, 내부 직원 윤리 규정 전면 재검토
- 연준이 중앙은행 관리들의 윤리 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 파월 의장이
이사회 직원들에게 고위 관리들의 허용 가능한 금융 활동과 보유에 대한 윤
리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
- 대규모 주식 거래로 논란을 빚은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와 로젠그린 보
스턴 연은 총재는 오는 30일까지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할 것이라고 밝힘
▶ 바이든, 의회 예산안 조기 처리 촉구
- 바이든 대통령이 3.5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의 의회 통과를 요구하며 부
자 증세를 강조함
▶ 중국,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신
청함.  CPTPP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때 미국이 탈퇴한 뒤 일본과 호주, 뉴
질랜드, 캐나다 등 나머지 11개 국가들이 새로 추진한 경제동맹체임
▶ 미국 8월 소매판매 MoM 0.7%로 예상(-0.7%) 상회
▶ 미국 9월 2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3.2만 건, 예상(32.2만 건) 상회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에 혼조세를 기록. 8월 소매판매가 시장 예
상을 상회했으나 주간 실업 지표 부진에 투자심리가 후퇴함. 장 중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으나 저가 매수 속 낙폭을 축소함. 3
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혼조 마감
- 달러 인덱스, 미 소매판매 호조에 상승
- 국제유가, 공급 부담 지속 및 변동성 우려에 보합세를 기록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경제 정상화 기대 및 저가 매수세에 상승함. 경기 회복 기대
가 지속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됨. 라가르드 ECB 총재의 경제 회복 지원
발언도 긍정적으로 작용. 유럽 항공사 라이언에어가 장기 교통량 전망을 상
향 조정하면서 여행/레저 수요 회복 기대감에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
임.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KOSPI
- KOSPI는 중화권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에 하락함.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가 부각
되면서 투자심리가 후퇴함. 외국인이 장 중 현/선물 시장에서 순매도한 점도 부담
으로 작용함.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전 거래일 대비
0.74% 하락한 3,130.09P로 마감
- KOSDAQ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에 하락함. 전 거래일 대비 0.32% 하
락한 1,039.43P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규제 우려와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에 하락함. 중국 당국이 리튬,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가격 안정화 발언에 관련주가 약세를 보임.
헝다그룹은 1.95조 위안 규모의 총부채를 보유한 가운데 신용 등급 강등, 채권 거
래 중지로 인한 파산설이 확산되면서 낙폭이 확대됨. 전 거래일 대비 1.34% 하락
한 3,607.09P으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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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H)

영국

중국(상해)

일본

대만

홍콩(항셍)

지수

DOW

S&P500

미국

독일

 기아                                   

MSCI DM

인도

브라질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MSCI ACWI

베트남

영국

프랑스

원/엔

달러인덱스

엔/달러

달러/유로

브라질

일본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그리스

원/달러

원/달러 NDF

구리

위안/달러

BDI 

DRAM

NAND

헤알/달러

아시아통화 인덱스

WTI

두바이유

천연가스

금

은

아연

밀

옥수수

대두

주요 업종 및 테마 ETF 동향

 노랑풍선                               

종목

 천보                                   

LME

RJ/CRB

 삼성전자                               

 삼성SDI                                

 KODEX 레버리지                         

 SK하이닉스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기관 순매도

외국인 순매도

 에스엠                                 

업종 및 테마(티커)

글로벌 카지노 (BETZ)

미국 소매 (XRT)

글로벌 전자결제 (IPAY)

글로벌 이커머스 (IBUY)

미국 주택건설 (ITB)

증시주변자금 (십억원)

주식형 펀드 (십억원)

국내 주요 금리 동향

26,830.2

9/15잔고

5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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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천보                                   

 동진쎄미켐                             

 에코프로                               

 엔케이맥스                             

종목

 KODEX 200선물인버스2X                  

 롯데케미칼                             

 KODEX 인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삼성전자                               

 LG화학                                 

MSCI EM

MSCI KOREA

외국인 순매수

종목

 데브시스터즈                           

 KH바텍                                 

 티앤엘                                 

기관 순매수

종목

 펄어비스                               

 오스템임플란트                         

신용잔고 비율 상위

KOSPI 종목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대차거래 잔고율 상위

KOSPI KOSDAQ

 LG디스플레이        

 KODEX 코스닥 150    

 ARIRANG 주도업종    

 KODEX MSCI밸류      

 HANARO Fn K-게임    

 에코프로            

 에이치엘비          

 씨아이에스          

 케이엠더블유        

 LX세미콘            

글로벌 희토류 (REMX)

글로벌 은 (SIL)

글로벌 금 (GDX)

KOSDAQ

 대성홀딩스         

 두올               

 까뮤이앤씨         

 에이플러스에셋     

 DSR제강            

 선광               

 아이텍             

 한국전자인증       

 랩지노믹스         

 비트컴퓨터         

글로벌 구리 (COPX)

글로벌 금속(ex 금/은) (PICK)

│ 2021. 9. 17 │ 투자전략팀

Start with I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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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한목소리로 “반도체 자체 제작”
- 글로벌 반도체 공급사슬에 큰 변화
- 삼성전자 득보나

- 자영업자 울리는 페이 결제
- '규제 사각지대' 빅테크, 자영업자 수수료 폭리
- 카드사의 3배 수준…피해는 자영업자 몫으로
- 지속되는 문제 제기에도…금융위 개선 노력 無

- 키 없이 제어 ‘페이스 커넥트’ 개발
- 첫 전기SUV ‘GV60’에 적용 예정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美이어 EU도 반도체 각자도생 선언… 반도체 지형은 삼성에 득일까 ▶ "손님이 네이버·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아차 싶죠" ▶ 제네시스, 얼굴 인식해 문 열고 시동까지

- '유럽 반도체법' 만들어 생산 지원
- "단순 경쟁 넘어서 기술주권 달려"
- 연구개발 강화하고 공급망도 정비
- 백악관, 23일 반도체회의 또 소집

-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 시너지로 4년만에 국대 대표 사업자로 성장
- 글로벌 기업과 견주는 포트폴리오·기술 확보
- "국내 톱2 굳히고 동남아·일본서 AWS·MS와 톱3 나란히"

- 귀여운 디자인으로 젊은 층 눈길 사로잡아
- 文대통령도 구매.."시장 성공적 안착" 평가
- 시동 꺼진 현대차 주가.."성장성 충분"

▶ 삼성, 3분기에도 글로벌 반도체 '1위'…인텔은 '車 반도체'로 승부수 ▶ 아마존, 배송망 강화로 주가 30% 상승할 것” ▶ 한화시스템, 자동차 전장사업 본격 진출

▶ 유럽도 "반도체 자립" 본격 시동… 글로벌 패권경쟁 가열 ▶ "네이버 자존심 걸었다"…네이버클라우드, 아태지역 톱3 도전 ▶ 심상찮은 ‘캐스퍼’ 인기..현대차 주가도 달릴까?
동아일보 | https://bit.ly/3zchgqx 데일리안 | https://bit.ly/3CnlL3c 이데일리｜https://bit.ly/2XBnqn7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씨티씨바이오, 최대주주 변경…지분 경쟁 본격화 ▶ 금호석유화학, ESG 비전 발표...Let's AAA for ESG ▶ SK이노, 배터리·석유개발 사업 분할 확정…각 10월1일 출범

이코노미스트 | https://bit.ly/3hEMaBT 이데일리 | https://bit.ly/3lNVpRF 세이프타임즈｜https://bit.ly/3hExsei

- 2025년 상각전영업이익 3.4조 규모 목표
- 반도체 소재와 배터리 소재, 전력·화합물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포트폴리오
를 구축하겠다는 전략

- "배송 네트워크 개선되면 멤버십 회원 및 충성고객 늘 것"
- 목표주가 $4200 → $4700

- 나이트비전의 핵심 부품인 IR(적외선) 센서, 전장 센서 등 MEMS 차량용 반
도체 생산에 돌입
- 트루윈과 IR 센서와 차량 부품용 센서의 개발·제조를 위한 합작법인과 생
산설비에 관한 합작투자 계약 체결식 진행

▶ 제약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활발…"선택 아닌 필수" ▶ 중국發 정유산업 위축… "그린플레이션이 온다" ▶ 김준 SK이노 총괄사장 "배터리 IPO, 내년 진행 어렵다"
디지털투데이 https://url.kr/32ftku 동아일보 | https://bit.ly/3Ej3jLf 이데일리 | https://bit.ly/3nzDK2x

데일리팜 https://url.kr/achjse sbtltm | https://bit.ly/3nCQg1h 뉴시스 | https://bit.ly/3AjX3jY

- 이민구 더브릿지 대표, 240억 규모 장내매수…9.98% 확보
- 전 최대주주 조호연 씨티씨바이오 회장 측근 9.93% 추월
-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 5% 등 뭉터기 지분 향방 주목

- ESG위원회 첫 공식 활동으로 ESG 비전 발표
- 지속적 ESG 경영 실천 통해 이해관계자 신뢰 제고

- 배터리·석유개발사업 분할 안건 '찬성 80.2%' 통과
- 배터리와 석유개발 사업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

팜이데일리 https://url.kr/cgtord 아시아경제 | https://bit.ly/3khw0jH 한국경제 | https://bit.ly/39aIH9p

- 지난 2018년 7월27일 SK케미칼로부터 분사한 SK바사
- 올 3월18일 상장과 동시에 시총 12.9조…3.2조 SK케미칼의 4배
- 반년만에 SK바사와 SK케미칼의 격차는 더 벌어져
- SK케미칼 제약부문은 올 상반기 영업익이 26.7% 감소

- 박화진 고용부 차관, 정유·석화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 282개 세부요인 중 47% '3대 산재예방 의무' 위반
- 박 차관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예산 대폭 확대"
- LG화학 "122명 보강, 5년간 1.5조 투자" 등 화답

- 자회사 에네르마, 포항규제자유특구에 1500억 원 투자
- 23년까지 4500톤 규모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귀금속 생산

- 신약 개발 실패 확률 줄이고 개발기간 단축 이점
- 라이선스 이전 2019년 36건→올해 1분기에만 85건
- 유한양행·종근당 등 대형 제약사 바이오벤처 투자

- 中, 탄소규제… 석유제품 수출 억제
- 친환경정책 영향 원자재 값 급등세
- 내년 석유 수요 팬데믹前 넘어설듯
- 글로벌 생산은 위축… 인플레 자극

- SK이노, 16일 주총서 배터리사업 분할
- "배터리사업, 보여줄 것 많지만 시간 걸려
- 적절한 가치 인정 받는 때 IPO 등 할 것"

▶ SK바사, 상장 반년만에 SK케미칼 시총 4배서 8배로…제약 권력이동 ▶ 정유·석화 근로자 절반 '끼임·추락사'…주요 세부요인 '3대 예방의무' 위반 ▶ GS건설, 포항 리튬이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본격 착공

이코노미스트 | https://bit.ly/3nCIpR7 머니투데이｜https://bit.ly/3EA0V2T 매일일보｜https://bit.ly/2Xp96OJ

- '글로벌 그린에너지 파트너십 펀드'에 800억원 규모 공동 출자
- 북미 등 전 세계 시장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계획

- 8월 소매판매가 전달 대비 0.7% 증가
- 아마존 등 인터넷 소매업체들은 7월의 큰 하락세에서 벗어나 지난달 가장
큰 폭으로 성장
- 높은 저축률, 강력한 일자리의 증가, 그리고 임금 상승 등이 영향

- 전문가, 기대와 우려 교차…평가 엇갈려
- 주거정비지수제 전격 폐지…재개발 활성화
- 노후 주택지 '갭투자' 증가 가능성
- 단기간 추진 가능성 미지수…예산 확보 과제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금융지주 빅2 KB-신한금융, 유럽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맞손' ▶ "델타변이 무섭다고 돈 못 쓰나?" 8월 美소비자 지갑 열었다 ▶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서울비전2030…서울 대규모 주택 공급 '청신호'

- 금융위, 카드사 가계대출 점검 회의…금감원, 저축은행 경영유의 조치
- 올 상반기 카드대출 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
- 특히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액 28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급
증

- 이동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급 매장 전략으로 현지 고객 관심 끌고 사업
을 확장
- 5년 내 300개점까지 점포 수를 확대하겠다는 목표

- 커지는 중국판 리먼사태 우려, 부채 355조원… 디폴트 위험
- 23일 채권이자 못 갚을수도, 달러채 266억弗… 가격 급락
- 글로벌 금융사 손실 눈덩이. 투자자들, 부동산업체 주식 투매
- 中정부 개입 여부에 생사 달려

▶ 몸집 불리는 인터넷은행…한달새 개인자금 1.4조 유입 ▶ 11번가 '선물하기' 론칭 1년만에 300만명이 썼다 ▶ 브랜드, 시공능력 앞세운 대형사들 추석이후 분양 러시

▶ "풍선효과 막아라"…당국發 대출규제, 카드사·저축은행 '정조준' ▶ 이마트24, 이달 말 말레이시아 4호점 개점 ▶ "헝다 무너지면 中 건설사·은행 줄파산"… 23일 1차 위기
이코노미스트 | https://bit.ly/3tMF1o4 여성소비자신문｜https://bit.ly/2XvQFYB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AduPXX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LGU+"5년 내 매출7배…통신사 잘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솔루션 발굴" ▶ '참치 회사' 꼬리표 뗀다…사업 확장 나선 동원그룹 ▶ 中 규제에 수난 겪는 엔터株…시장선 "저점매수 기회로"

이데일리 | https://bit.ly/3tInugG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hELFYx realcast｜https://bit.ly/2XtSbu9

- 지난달 수신 잔액규모 카뱅 27조·케뱅 11조
- 금리 인상, 파킹통장 한도확대로 고객 모아
- 다음달 토스뱅크 출범 시 경쟁 격화 예상

- 1년 만에 누적 이용 건수 400만건, 누적 이용자 수 300만명을 돌파
- 거래액은 월 평균 27% 증가
- 이달 6~13일 선물하기 거래액 전년동기 대비 약 9배, 결제상품 수량은 약
1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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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중동 최초 해저 초고압전력망 사업 수주 코앞 ▶ 성장 정체 탈출 나선 신세계푸드, 대체육에서 미래 찾는다 ▶ CJ ENM, SM 인수로 '글로벌 토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도약하나
이코노미스트 | https://bit.ly/3kf7r6J 씨이오스코어데일리 https://url.kr/iu9gce 청년일보 https://url.kr/qp2g3f

아시아경제 | https://bit.ly/3Emrmsz 한국경제 https://url.kr/dkytb2 아시아경제 https://url.kr/86qksc

- 안전하고 생산성 높은 'U+스마트팩토리' 선보여
- 5G B2B시장 선점 나서…고객 중심 '찐팬' 혁신

- 동원홈푸드, 축육부문 신설, "B2C 확대로 연매출 8000억", 종합 단백질 공
급회사로 도약
- '비욘드미트' 국내 독점 유통, 가정간편식 '더반찬' 인수도

- 8월말 中 규제 발표 이후 급락 이어져
- '위드 코로나'로 실적 성장 앞둬…잠재력 충분

한국경제 | https://bit.ly/3zdOJkf 소년한국일보 https://url.kr/u836ir 서울경제 https://url.kr/xzhtlu

- LG스마트파크 창원공장 1차 준공, 8000억 들여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
- 세계 최고 수준 지능형 자율공장 전환
- 생산공정 자동화·빅데이터 기반 무인창고·고공 컨베이어·5G 물류로봇
- 통합생산동 완성시 생산능력 50% 증가

- 채식 선호 인구 증가로 수요 빠르게 늘어 국내 대체식품 시장 규모 '5조 원'
훌쩍
- "환경문제 해결사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

- S2L파트너스 및 최대주주 보유 지분 매각
- 기업가치 3,000억 원 인정
- 재무적투자자로 프리미어파트너스 참여

- UAE 해저 HVDC 전력망 구축 사업, 총 35억 달러 규모
- 삼성물산, 한전 컨소시엄에 27억 달러 EPC 참여

- K-푸드, 친환경에서 미래를 찾다⑧/신세계푸드
- 신세계푸드 자체개발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 출시
- HMR '올반 미트프리 만두'로 공략하는 해외 대체육 시장

-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특수 관계인 지분 19.42% 매각
추진
- 플랫폼 사업자 규제로 카카오 등 발목…CJ ENM 미디어·음악 '퀀텀 점프'
가능성

▶ 구광모, 8000억 '통 큰' 투자 이유 있었네…LG공장 대변신 ▶ 3D 프린터로 꽃등심까지…발전하는 '대체육' 시장 ▶ 네이버·프리미어PE, 카카오·CJ 제치고 웹소설 1위 '문피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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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