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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0.51 0.33 0.47 -1.84 9.29 34,258.32 1.00 -1.60 -3.12 11.93 1.301 -2.20 -3.72 -0.82 38.74

410.99 0.43 0.56 -2.10 5.57 4,395.64 0.95 -1.90 -2.81 17.03 -0.324 -0.70 -2.20 5.90 24.50

1,046.12 0.64 0.79 0.75 8.02 14,896.85 1.02 -1.75 -2.37 15.58 0.799 -0.80 -1.80 8.50 60.20

410.75 0.40 0.62 -2.09 5.55 3,412.02 2.00 -1.55 -0.17 22.05 0.010 -1.00 -1.70 4.00 34.80

20.87 -14.33 14.80 26.64 -8.26 0.664 -3.20 -3.00 -4.50 12.10

4,150.19 1.29 0.10 -1.10 16.82 0.312 -1.30 -2.70 -2.60 26.50

1D 5D MTD YTD 15,506.74 1.03 -0.70 -2.07 13.03 0.214 -2.70 -3.40 0.30 18.40

KOSPI(십억원) 6,637.00 1.29 0.81 -0.65 19.56 -0.014 -1.00 -1.90 3.70 36.90

53.1 811.4 714.4 -27,976.5 7,083.37 1.47 0.95 -0.51 9.64 0.761 -1.20 -4.80 -0.60 13.30

-302.0 4.6 -2,544.6 -39,577.7 3,628.49 0.40 -2.34 2.39 4.48 1.255 -1.50 -0.80 -894.25 -520.40 

223.1 -1,132.8 1,481.8 69,971.8 29,639.40 -0.67 -3.36 5.52 8.00 0.039 -0.20 -1.40 1.40 1.80

KOSDAQ(십억원) 16,925.82 -2.03 -2.98 -3.23 14.89 1.270 -3.30 6.30 11.50 30.00

89.3 183.3 85.9 -1,311.4 24,221.54 0.51 -5.02 -6.40 -11.05 

-28.7 -401.4 -912.5 -6,688.2 8,640.37 0.02 -4.86 -5.92 -19.54 

-56.3 334.3 1,095.8 11,792.8 58,927.33 -0.13 0.35 2.39 23.10 종가 1D(%) 5D(%) MTD(%) YTD(%)

선물(계약) 1,350.68 0.81 0.36 1.44 22.36 1,175.00 0.27 0.50 1.34 8.17

996 3,693 4,083 -38,275 112,282.30 1.84 -2.42 -5.47 -5.66 1,182.51 -0.21 1.33 2.00 8.80

1,207 1,792 -3,363 39,626 4,030.98 1.52 -0.85 2.86 22.56 10.7670 -0.72 0.79 2.20 2.42

-2,045 -5,699 -503 -1,620 8,808.40 0.60 2.00 -0.43 9.10 93.46 0.28 0.91 0.90 3.92

25,717.46 1.44 -0.17 -1.12 15.67 109.78 0.50 0.37 -0.22 6.32

D-1 D-2 D-3 D-4 D-5 894.30 -0.00 -1.08 -3.13 10.55 1.1687 -0.33 -1.10 -1.03 -4.33 

차익 순매수 -23.9 -9.7 5.5 85.5 20.5 7,296.94 0.32 -1.62 -3.16 10.78 6.4622 -0.06 0.16 0.02 -1.00 

비차익 순매수 250.6 26.7 250.9 434.2 202.8 724.24 0.73 -1.74 -2.30 12.06 5.2899 0.33 1.28 2.69 1.86

3,074.36 0.81 -1.71 -2.13 14.29 107.41 -0.01 -0.65 -0.70 -1.74 

9/16잔고 1D 5D MTD YTD 1,262.79 0.11 -2.01 -3.51 -2.20 

고객예탁금 68,917.4 3,293.7 7,914.6 -677.9 3,294.0 639.26 0.00 -0.75 -3.40 -5.34 

신용잔고(KOSPI) 13,814.2 -68.6 -59.7 253.8 4,197.7 종가 1D(%) 5D(%) MTD(%) YTD(%)

신용잔고(KOSDAQ) 11,642.0 -3.3 -59.2 281.8 2,028.8 72.23 2.37 -0.52 5.45 48.87

미수금 258.8 -22.8 -16.4 -7.9 -233.3 72.83 1.24 1.22 5.02 44.99

금액 금액 4.805 0.00 -12.00 9.78 89.25

전일대비 9월 누적 21년 누적 1 254.2 186.6 4,410 2.46 4.48 4.13 223.79

국내주식(ETF제외) -39.2 -1,072.0 1,840.0 2 134.5 89.6 2.72 -0.73 -1.45 -3.20 61.90

해외주식(ETF제외) 66.9 452.5 5,850.8 3 40.5 54.4 2.54 0.00 0.00 0.00 0.00

4 35.2 27.6 1,776.70 0.03 -0.89 -2.15 -6.25 

5 34.4 25.7 22.869 1.31 -3.75 -4.55 -13.41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8,976 -0.64 -4.94 -4.62 14.37

통안채 1년 1.086 0.40 2.00 3.70 33.90 금액 금액 2,978 -1.19 -2.42 -0.80 6.95

국고채 3년 1.535 2.50 3.40 14.00 55.70 1 147.5 145.5 705.75 2.25 -0.91 -0.14 10.19

국고채 5년 1.790 2.80 4.00 13.90 45.50 2 89.6 62.3 526 1.64 -1.50 -1.59 8.57

국고채 10년 2.068 2.50 6.20 15.60 35.50 3 20.6 57.9 1,282.8 0.69 -0.91 -1.23 -2.47 

회사채 AA- 3년 1.978 2.00 4.20 14.90 -23.00 4 19.1 51.1 4,179.2 -0.72 -4.37 -1.27 21.18

회사채 BBB- 3년 8.205 1.40 1.90 7.90 -41.00 5 17.5 27.7 221.79 1.59 -1.62 1.66 32.18

금액 금액 1D(%) 5D(%) MTD(%) YTD(%)

1 18.13% 17.52% 1 32.9 34.7 일간 수익률 상위

2 15.24% 16.42% 2 24.8 27.8 1 3.77 -2.64 8.45 71.66

3 15.00% 15.57% 3 10.2 6.2 2 3.70 -2.46 6.13 49.95

4 14.62% 15.10% 4 9.9 5.2 3 3.58 -8.68 -6.95 67.30

5 14.29% 14.63% 5 7.6 4.7 4 3.21 -3.73 -5.13 34.25

5 3.08 -2.88 0.85 28.79

금액 금액 일간 수익률 하위

1 11.83% 13.70% 1 17.4 13.4 1 -0.22 -0.59 -1.62 12.61

2 10.64% 12.46% 2 7.3 6.2 2 -0.06 -3.60 -4.35 4.56

3 10.21% 11.93% 3 6.4 6.1 3 -0.06 -0.94 -3.04 11.25

4 10.20% 11.80% 4 4.6 4.5 4 -0.05 -3.80 -5.45 19.96

5 10.17% 11.47% 5 4.2 4.2 5 -0.05 -1.38 -4.18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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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국채 10년물국내 증시 동향 글로벌 증시 동향

▶ FOMC 요약 및 기자회견 (22일)
-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 자산매입 유지
- 파월 연준 의장, 11월 테이퍼링 시작을 시사했고 테이퍼링이 2022년 중순
에 종료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힘. 완전 고용 및 물가 안정 등의 목표 달성
을 위한 진전을 이뤘으며, 테이퍼링 시작 시점은 진전이 지속되는 경우 곧 개
시할 것이라고 언급. 다만 테이퍼링 프로세스가 금리 인상의 신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 헝다 그룹 이슈는 중국에 국한된 것이며, 미국에 직접적인 노출
정도는 낮다고 밝힘
▶ 미 하원, 채무상한 2022년 12월 16일로 유예하는 패키지 통과 (21일)
▶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 자산 매입 유지 (22일)
▶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 1년물, 5년물 동결
▶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71, 예상(72) 하회 (17일)
▶ 미국 8월 주택착공 MoM 3.9%로 예상(1.0%) 상회 (21일)
▶ 미국 8월 건축허가 MoM 6.0%로 예상(-1.8%) 상회 (21일)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17일~20일 소비자심리 지표 부진 및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 FOMC 경계감 지속되면서 하락함. 21일은 중국발 위기가 진정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으나 FOMC 경계 속 혼조세를 보임. 22일은 FOMC에서
파월 의장의 테이퍼링 시작 시점(11월) 언급에도 헝다그룹 리스크 완화, 하
원 부채 한도 합의 등으로 상승함
- 달러 인덱스, 17~22일 경제 지표 및 FOMC 주시하며 상승
- 국제유가, 17~22일 변동성 보인 가운데 저가 매수 유입되며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17일 FOMC를 앞둔 경계심에 하락함. 20일은 중국 헝다그
룹 파산 우려에 급락했으나 21~22일은 파산 우려가 진정된 가운데 저가
매수세 유입돼 상승

▶ KOSPI
- KOSPI는 17일 저가 매수세에 상승함. 연휴와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된
가운데, 대형주, 전기전자 업종의 저가 매수세에 상승함. 전 거래일 대비 0.33% 상
승한 3,140.51P로 마감
- KOSDAQ은 외국인 순매수에 상승함. 셀트리온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관련주
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0.64% 상승한 1,046.12P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22일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상승함. 휴장 기간(20~21일)
동안 헝다그룹 파산 우려로 하락 출발했으나, 인민은행이 1,200억 위안의 유동성
을 공급하면서 상승 전환함. 전 거래일 대비 0.40% 상승한 3,628.49P로 마감

Midnight News증시 Comment (미국 & 유럽)증시 Comment (전일 아시아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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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 대기업 산하 CVC 설립 봇물 전망
- VC 생태계 풍부해지는 반면 긴장 태세도

- 토마토로 만든 참치, 콩으로 만든 성게알
- 해양 생태계 파괴·중금속 섭취 걱정 없어
- 타이슨푸드·네슬레 등 글로벌 기업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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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급단말 이용률, 이통3사 11.5%…알뜰폰사 80.4%
- 변재일 의원, 자급단말 구매 편의 확대 위한 '단통법' 개정 추진

- 우리나라고령화율 2019년 기준 14.9%…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
- 식자재업계 중심으로 유업계·식품업계 등 고령식품 출시 활발해시

-최대 세 자릿수에 달하는 공개채용
-최적화된 개발환경 및 인프라 제공

▶ 올 연말 지주회사 CVC 설립 본격화…달라지는 부분은 ▶ 대체육 이어 '대체 생선' 뜬다 ▶ 中 규제에 수난 겪는 엔터株…시장선 "저점매수 기회로"

▶ "이동통신 가입자 10명 중 2명 꼴로 자급제 단말기 이용" ▶ 식품업계, 브랜드·제품군 강화 추진 ▶ 카카오엔터, 대규모 경력 개발자 뽑는다
뉴시스 | https://bit.ly/3zJxCHv 뉴시스20 https://url.kr/9kzxsr 파이낸셜뉴스 https://url.kr/b34jvt

데일리안 | https://bit.ly/3u4Lyud 파이낸셜뉴스 https://url.kr/zvc4d9 아주경제 https://url.kr/ljaqf5

- 최근 6년간 유무선 통신요금 과오납 발생 1103억원
- 미환급 요금, 무선 SKT 15억원·유선 KT 8억원으로 최다
- 과오납 방지·미환급 알림 등 개선책 불구 미환급 발생 지속

- 하이트진로, 그린·엔티 지분투자… 특수작물·나물 유통 등 지원
- 오비맥주는 데모데이서 선정된 우수업체 ‘라피끄’와 협력 약속
- CJ·롯데·SPC 등도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젝트 줄이어

-저작권 소송부터 악플·팬클럽 관리까지
-웹툰 업계 급성장에 작가 보호 목소리도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통신사, 과오납 요금 1100억원 넘어…49억원은 '방치' ▶ 스마트팜 등 스타트업 투자… 미래사업 영토 넓힌다 ▶ 소송부터 팬클럽 관리까지…엔터 산업 눈돌린 법조계

한국일보 | https://bit.ly/3o2tFLA 데일리굿뉴스｜https://bit.ly/3AyRnm8 realcast｜https://bit.ly/2XtSbu9

- 4대 시중은행 PB 고객 70만 명 중 100억원 이상 맡긴 고객은 '891명'
- 이들이 예치한 돈만 20조원 넘어
- '0.1%'가 전체 PB 예치금의 14% 보유

- 슈퍼마켓 및 잡화점 7월 판매액 3.9조원으로 4.0% 늘어
-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5개월 만에 증가세
- 대형마트(12.4%)와 백화점(12.1%), 편의점(7.7%), 전문소매점(7.2%), 면세
점(5.2%)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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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銀 대출증가율 2주새 5%로 국민銀도 4.37%로 가파른 상승
- 5대은행 개인대출 절반이 '전세'... 실수요자 많지만 억제 불가피
- 2금융에도 DSR 40% 적용 관측

- 오프라인 반격…이커머스와 '진검승부'
- '위드 코로나'시 면세점의 부활 예상
- 편의점과 퀵커머스 경쟁도 치열해질 듯

- 부동산 대마 헝다 파산설에 홍콩, 유럽, 미일도 출렁… 디폴트 유력 관측 속
파산설 까지...
- 시진핑 집값 규제 본격화 후 부동산 위축되며 유동성 악화… 국유은행 충격
전이 가능성에 긴장

▶ 은행이 모시는 '상위 0.1%' 부자들... 평균 234억원 맡겨 ▶ 슈퍼마켓·잡화점 판매액 5개월만에 늘어 ▶ 브랜드, 시공능력 앞세운 대형사들 추석이후 분양 러시

▶ 전세대출에…은행 가계빚 '마지노선' 뚫리나 ▶ '보복소비' 끝난다…본격 경쟁 예고 ▶ '중국판 리먼사태' 오나… 부채 350조 위기의 헝다 23일 고비
서울경제 | https://bit.ly/3zAn4Km 비즈니스워치｜https://bit.ly/3krb0qw 서울이코노미뉴스｜https://bit.ly/3lJeTXh

매일신문 | https://bit.ly/3nZrTLa 이뉴스투데이｜https://bit.ly/3EEhSZN 매일경제｜https://bit.ly/3AtPBCX

- 코픽스 등 지표금리 상승 속 대출규제 압박에 우대금리까지 깎여
- KB, 이달에만 0.3%p… 농협, 0.2%p 추가 인상
- 더 조이는 대출 규제 … DSR 규제 확대 일정

- 당국 계획대로면 10월부터는 위드코로나 전환 논의
- 백화점은 체험과 재미, 휴식 기능을 강화한 매장으로 전환
- 대형마트·SSM, 구조조정에 디지털전환까지
- 편의점, 근거리채널 급부상…고객 접점 확대하고 사업 다각화

- 수도권에만 9만3000가구 분양…작년보다 44% 늘어
-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 둔촌주공 일반분양 4786가구, 관악·은평구
재개발도 주목
- 전국 미분양 주택수 역대 최저.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관심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무섭게 뛰는 은행 대출금리…2주새 0.22%p '껑충' ▶ 유통업계, 위드코로나 시대 ‘정조준’ ▶ 추석이후 17만가구 '분양 큰장'…둔촌주공·방배5구역에 쏠린 눈

이데일리 https://url.kr/t1hc2o 한국경제 | https://bit.ly/3kfxH13 디지털데일리 | https://bit.ly/2Z0Hfor

- SK바사·휴온스·삼바 등 ESG 위원회 신설
- 친환경 패키지·차량 교체 등 다양한 방안 뒤따라

- 美 허리케인으로 공급차질 우려, WTI 배럴당 70달러 재진입
- 경기 회복으로 원유 수요 증가, 유가 강세 연말까지 이어질 듯
- 에쓰오일 강세…10만원대 회복, "올 최대 실적전망…아직 저평가"

- 리비안 전기트럭 'R1T'
- GM 올해 하반기, 테슬라, 포드 내년 출시 예정

- 백신 공급부족 계속...CMO, 토종백신 개발 관련 주 관심
- 소외된 非코로나, 리오프닝으로 신규임상 재개 등 기대

- "물적분할, 得보다 失 크다"
- SK이노베이션 3.12% 빠져
- 계열사 합치는 셀트리온은 비용 절감 기대로 상승곡선

- 초기 단계로 딜 성사시 내년 딜 클로징 전망
- 고체전해질 생산라인 구축 관련 MOU 체결

▶ ESG경영 바람 부는 제약·바이오 ▶ "올겨울 유가 100달러 간다"…정유주·ETF '가열' ▶ 삼성SDI 손잡은 美 리비안, 업계 최초 '전기트럭' 출시

▶ '위드 코로나' 임박...추석이후 들여다 볼 제약바이오 재료들 ▶ 지배구조 변화에… SK이노 '뚝' 셀트리온 '쑥' ▶ LG엔솔, 씨아이에스 지분 투자 검토…'CIS+TSI'와 전략적 협업하나
뉴스핌 https://url.kr/yzh6e2 서울경제 | https://bit.ly/399fnAf 아시아경제 | https://bit.ly/3kczh3H

팜이데일리 https://url.kr/15j8vx 이데일리 | https://bit.ly/3kbxEDa 이데일리 | https://bit.ly/3Ajl6zm

- 3세대 ADC 플랫폼 기술 기업
- 지난 17일 기술성평가 A, BB 등급 받아
- 통과 등급인 A, BBB에 못 미쳐

- 이달 첫째 주 평균 정제마진 배럴당 5.2달러
- 경유·항공유 마진 확대…공급 위축도 영향
- 정제마진 상승세에 정유업계 실적 개선 기대

- 반도체 소재-전력·화합물반도체-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 구축
- 2025년 상각전영업이익 3.4조 규모 목표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ADC 강자 피노바이오, 코스닥 기술성 평가서 고배 ▶ 올해 첫 5달러대 기록한 정제마진…'코로나 터널' 빠져나오나 ▶ SK㈜, 2025년 세계 첨단소재 1위로 올라선다…5.1조원 투자

한경 | https://bit.ly/3Az8tAv 한경 | https://bit.ly/3CB6Mmz 한경비즈니스｜https://bit.ly/39E7Iu9

- 기약없는 용인 클러스터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 착공 연기만 다섯번째

- 199달러 가격의 '포털 고' 선보여
- 화상회의 전용 기기
- 10인치 화면 1200만화소 전면 카메라
- 기존 태블릿으로도 화상회의 가능

- 지난달 유럽시장에서 처음으로 두자릿수 점유율을 기록
- 미국 10.5%·유럽 10.1%…탄탄한 SUV 수요에 친환경차 더해져
- 이 흐름대로라면 현대차, 기아 올해 역대 최대실적 기록 전망

- 3분기 실적 증권가 추정치 분석
- 매출 74조6000억·영업익 16조원
- 메모리반도체 호황·파운드리 약진
- 4분기 비메모리 실적 개선 본격화

- IBM 엑스포스 분석 결과…
- 모니터링 부족·패스워드 취약 문제도 사고 유발

- 1~8월 1억 이상 수입차 판매량 4만5042대…전년比 65.5%↑
- '벤츠' 판매 가장 많아…BMW·포르쉐·아우디·마세라티 순

▶ "반도체 공장?…우리가 만만하냐" 용인시에 무슨 일이 ▶ 화상회의 시장 노리는 페이스북…휴대용 화상 채팅 기기 3년 만에 출시 ▶ 현대차·기아, 미국·유럽서 첫 동시 두자릿수 점유율 기록…

▶ 삼성전자 '반도체의 힘'… 사상 첫 분기매출 70兆 돌파 전망 ▶ 클라우드 보안 사고, 3건 중 2건 예방할 수 있었다 ▶ 보복소비에 억대 수입차 웃었다…가장 많이 팔린 차는?
파이낸셜뉴스 | https://bit.ly/3nZBxO8 Zdnet | https://bit.ly/3lMKTKo 이데일리｜https://bit.ly/3zsMAkV

서울경제 | https://bit.ly/3lMEoqV 아이뉴스24 | https://bit.ly/3AznD8N 아시아경제｜https://bit.ly/3hV4sit

- Si 대비 전기에너지 변환 효율 높아
- 채택률 현 30%→2025년 60% 이상
- DB하이텍·LX세미콘 등 수혜 예상

- 네이버,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
- '상생' 이미지 구축…성장성도 잡아

- 글로벌 업체들 소형 차만 출시할 때 현대·기아차 라인업 다양화
-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전기차 확대에…'SiC' 전력반도체株 뜬다 ▶ '갑질'논란 정면돌파 앞서간 네이버…카카오도 가능할까 ▶ 'GM·포드' 철수하는 인도…현대차·기아, '맞춤전략'으로 쾌속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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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