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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5.24 -0.07 -0.75 -2.31 8.76 34,798.00 0.10 0.62 -1.59 13.69 1.451 2.08 14.02 14.21 53.77

409.84 -0.15 -0.61 -2.37 5.28 4,455.48 0.15 0.51 -1.49 18.62 -0.228 3.00 9.20 15.50 34.10

1,037.03 0.07 -0.07 -0.13 7.08 15,047.70 -0.03 0.02 -1.39 16.75 0.925 1.80 13.10 21.10 72.80

409.25 -0.07 -0.81 -2.44 5.17 3,453.92 -0.10 0.96 1.06 23.55 0.111 3.60 8.90 14.10 44.90

17.75 -4.72 -14.70 7.71 -21.98 0.781 6.00 6.60 7.20 23.80

4,158.51 -0.87 0.67 -0.90 17.05 0.409 3.40 7.50 7.10 36.20

1D 5D MTD YTD 15,531.75 -0.72 0.27 -1.92 13.22 0.319 4.20 7.40 10.80 28.90

KOSPI(십억원) 6,638.46 -0.95 1.04 -0.62 19.58 0.085 3.20 8.70 13.60 46.80

83.5 1,027.5 1,368.8 -27,322.0 7,051.48 -0.38 1.26 -0.96 9.15 0.838 5.70 1.60 7.10 21.00

-341.9 -1,536.7 -3,122.6 -40,155.7 3,613.07 -0.80 -1.18 1.95 4.03 10.615 4.95 -17.35 41.70 415.55

248.3 435.5 1,419.5 69,909.5 30,248.81 2.06 -0.86 7.69 10.22 0.060 2.10 0.60 3.50 3.90

KOSDAQ(십억원) 17,260.19 1.07 -0.54 -1.32 17.16 1.405 14.50 10.20 25.00 43.50

-78.1 39.6 62.4 -1,334.9 24,192.16 -1.30 -1.93 -6.52 -11.16 

-113.0 -207.1 -1,011.7 -6,787.4 8,604.99 -1.47 -2.28 -6.30 -19.87 

214.3 254.7 1,244.5 11,941.5 60,048.47 0.27 1.75 4.34 25.44 종가 1D(%) 5D(%) MTD(%) YTD(%)

선물(계약) 1,351.17 -0.12 -0.11 1.48 22.40 1,176.50 0.09 0.49 1.47 8.30

-3,258 -12,248 41 -42,317 113,282.70 -0.69 1.65 -4.63 -4.82 1,180.76 0.47 -0.15 1.85 8.64

2,194 9,707 -2,080 40,909 4,038.23 -0.34 0.08 3.04 22.78 10.6551 0.06 -0.81 1.13 1.35

950 2,150 2,264 1,147 8,873.10 -0.04 1.28 0.30 9.90 93.33 0.26 0.43 0.76 3.77

25,968.84 -0.43 1.01 -0.16 16.80 110.73 0.36 0.73 0.65 7.24

D-1 D-2 D-3 D-4 D-5 873.10 -1.54 -4.35 -5.42 7.92 1.1720 -0.16 -0.04 -0.75 -4.06 

차익 순매수 -1.5 -6.2 -23.9 -9.7 5.5 7,342.62 -0.37 -0.83 -2.55 11.47 6.4662 0.11 0.52 0.09 -0.93 

비차익 순매수 -110.5 183.1 250.6 26.7 250.9 730.46 -0.15 0.06 -1.46 13.02 5.3355 0.61 0.87 3.58 2.73

3,103.53 -0.09 0.22 -1.20 15.37 107.44 -0.13 -0.02 -0.67 -1.71 

9/23잔고 1D 5D MTD YTD 1,265.10 -0.58 -1.11 -3.33 -2.03 

고객예탁금 69,488.2 125.6 -923.2 -107.1 3,864.8 636.53 -0.25 -0.43 -3.81 -5.75 

신용잔고(KOSPI) 13,773.6 -4.7 -205.1 213.2 4,157.1 종가 1D(%) 5D(%) MTD(%) YTD(%)

신용잔고(KOSDAQ) 11,579.9 -27.0 -95.3 219.8 1,966.8 73.98 0.93 5.25 8.00 52.47

미수금 235.6 6.6 -86.5 -31.1 -256.5 74.54 1.48 3.07 7.48 48.40

금액 금액 5.140 3.30 0.69 17.43 102.44

전일대비 9월 누적 21년 누적 1 63.7 35.9 4,644 -0.15 8.63 9.66 240.97

국내주식(ETF제외) 9.1 -953.9 1,958.1 2 39.9 33.8 2.70 0.00 -1.46 -3.91 60.71

해외주식(ETF제외) -85.0 439.1 5,837.4 3 38.5 22.5 2.54 0.00 0.00 0.00 0.00

4 29.5 20.6 1,749.70 0.11 0.02 -3.64 -7.67 

5 26.0 17.5 22.388 -1.12 0.42 -6.56 -15.24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9,333 0.64 0.22 -0.82 18.92

통안채 1년 1.085 -0.40 -1.10 3.60 33.80 금액 금액 3,129 1.21 1.31 4.21 12.35

국고채 3년 1.575 1.70 4.00 18.00 59.70 1 18.6 76.8 723.75 0.84 2.12 2.41 13.00

국고채 5년 1.859 4.40 8.40 20.80 52.40 2 15.8 58.5 527 -0.47 -0.09 -1.36 8.83

국고채 10년 2.152 5.30 9.20 24.00 43.90 3 14.6 20.2 1,285.0 0.06 0.08 -1.06 -2.30 

회사채 AA- 3년 2.017 2.10 4.20 18.80 -19.10 4 13.0 18.3 4,342.4 0.45 0.94 2.58 25.91

회사채 BBB- 3년 8.232 1.40 2.00 10.60 -38.30 5 12.2 16.9 225.31 0.59 1.44 3.28 34.28

금액 금액 1D(%) 5D(%) MTD(%) YTD(%)

1 18.89% 18.68% 1 19.9 20.8 일간 수익률 상위

2 15.00% 16.97% 2 19.5 19.9 1 1.58 2.66 3.05 20.76

3 14.29% 15.46% 3 14.0 15.1 2 1.55 6.77 5.70 8.53

4 13.16% 15.10% 4 10.0 13.8 3 0.82 -0.83 -3.70 22.18

5 12.50% 15.09% 5 9.9 12.1 4 0.77 2.61 1.03 32.77

5 0.75 3.20 5.17 34.30

금액 금액 일간 수익률 하위

1 11.71% 13.77% 1 9.3 26.3 1 -6.06 -9.62 10.26 50.68

2 10.81% 12.25% 2 3.9 17.1 2 -2.85 -3.30 -12.21 2.23

3 10.45% 11.70% 3 3.0 9.1 3 -2.63 -3.63 -5.60 33.59

4 10.29% 11.67% 4 2.7 7.4 4 -2.11 -3.10 -4.67 19.22

5 9.69% 10.94% 5 2.1 6.1 5 -1.97 -1.80 -1.04 12.54

주요 원자재 동향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DAQ,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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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국내 증시 동향 글로벌 증시 동향

▶ 연준 인사 발언
-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의 속도와 강도, 많은 지역에서의 빠른 회복 속
도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
-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물가와 고용이 테이퍼링 기준에 이미 부합했
다고 밝힘. 만기가 긴 자산이 많은 대차대조표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수익률 곡선이 역전될 수 있으며, 향후 대차대조표와 금리와의 연관성
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
-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11월에 자산매입을 축소하고, 내년 상반기
에 완료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힘. 회복이 계속되면서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연준의 금리인상 조건은 내년말까지 충족될 것이라며 내년말 금리인상을 지
지한다는 입장
▶ 중국 정부, 가상화폐 불법화
- 중국 정부는 모든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함. 거래와 채굴(생
산)을 전면 금지를 발표함. 중국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를 언급
하며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률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밝힘
▶ 미국 8월 신규주택매매 MoM 1.5%로 예상(1.0%) 상회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헝다그룹 리스크와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 혼조세를 기록.
헝다 그룹이 23일 달러채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디폴트 우려가 고조됨.
하원이 임시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통과했으나 상원이 9월 말까지
통과시키지 않을 시 셧다운이 예고돼 불확실성 확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인 발언에 금융 업종이 상승했고, 화웨이 부회장 석방 소식에 미-중 갈등
우려 완화되면서 일부 지수는 반등함.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혼조 마감
- 달러 인덱스,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되며 상승
- 국제유가, 원유 공급 부족 우려 이어지면서 상승함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독일 경제 지표 부진과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에 하락함.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가 공급망 차질 우려로 하락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
됨. 독일 차기 총리 선거를 앞둔 불확실성과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도 지
속되면서 낙폭이 확대됨. 유럽 증시 주요 지수는 하락 마감

▶ KOSPI
- KOSPI는 헝다그룹 불확실성 지속되면서 약보합을 기록. 중국 헝다그룹이 달러채
이자를 미지급하면서 투자심리가 후퇴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
다를 기록한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함.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으나 기관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0.07% 하락한 3,125.24P로 마감
- KOSDAQ은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도에도 개인 매수세에 강보합을 기록. 2차
전지 관련주는 테슬라향 대규모 수주 기대감에 상승함. 전 거래일 대비 0.07% 상
승한 1,037.03P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위험 회피 심리에 하락함. 헝다그룹의 달러채 이자 미지급 소식
에 투자심리가 후퇴함.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규제를 예고해 원자재, 산
업재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국경절 휴일과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소
비재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지수 하단을 지지. 전 거래일 대비
0.80% 하락한 3,613.07P으로 마감

Midnight News증시 Comment (미국 & 유럽)증시 Comment (전일 아시아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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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및 테마 ETF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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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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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주변자금 (십억원)

주식형 펀드 (십억원)

국내 주요 금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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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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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3D 프린팅 (PRNT)

미국 바이오텍 (IBB)

│ 2021. 9. 27 │ 투자전략팀

Start with I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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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양호'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
- 코로나19에도 지역사회 지원 확대
-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 높이는 등 동반성장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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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저작권·수익분배 등 개선 관련 질의
-여행업계 상생 관련해서 플랫폼 사업자 불러
-확률형 뽑기 아이템 도마위…게임협회장 출석 요청

- 현금성 자산 다소 부족…300억원 교환사채 발행, 2200억원 유상증자도
-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 일며 해상풍력 늘어날 것으로 전망… 미래 먹거리
선점 효과 기대

-올들어 식음료기업 납품 5배 늘어
-이너보틀 '친환경 화장품 용기'
-국내외 협업 요청에 공장 풀가동
-제지업체 종이빨대 등 주문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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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축산업계 최초 ▶ 대체육 이어 ‘대체 생선’ 뜬다 ▶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여행·게임 등 문체위 국감 증인 의결

▶ 해저케이블 대규모 투자 LS전선, 실탄 확보에 분주 ▶ ESG 경영 가속에 친환경 포장소재 수요 폭증 ▶ 카카오엔터, 대규모 경력 개발자 뽑는다
아주경제 | https://bit.ly/3AMbJZb 서울경제 https://url.kr/qj1nrp 파이낸셜뉴스 https://url.kr/b34jvt

뉴시스 | https://bit.ly/39J9GsQ 파이낸셜뉴스 https://url.kr/zvc4d9 아주경제 https://url.kr/ljaqf5

-  IPTV·케이블TV 국내 독점 제휴 계약
- 모바일 서비스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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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디즈니+' 콘텐츠 국내 독점 제휴 계약 ▶ 스마트팜 등 스타트업 투자… 미래사업 영토 넓힌다 ▶ 소송부터 팬클럽 관리까지…엔터 산업 눈돌린 법조계

한겨레 | https://bit.ly/3o8IBI1 이데일리｜https://bit.ly/3lUpbE2 realcast｜https://bit.ly/2XtSbu9

- "금융기관, 인터넷 업체 등의 서비스 모두 단속”
- 비트코인 한때 5% 떨어져…이더리움은 8% 폭락

- 에뛰드 대표 심재완 전무, 설화수 유닛장으로 이동
- 설화수의 온라인 전환 이끌 적임자로 판단
- 에뛰드 신임 대표는 이창규 아모레G 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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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 6월 기준 은행 임직원수 공표
- 시중은행 임직원 수, 디지털화 등에 감소
- 저축은행, 영업 확대에 자산 커지자 채용 늘려

- SSG닷컴,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이 내년 상장 추진 중
- 오픈마켓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안착까지 상당
한 시간이 걸릴 것
- 규모 확대로 기업가치 높이려는 심산…"대규모 적자 키울 것" 우려도

-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높은 추첨제 비율로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인기
-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현저히 적은 상태
- 2011년 10%대로 떨어졌으며, 2019년 이후로는 10%대 이하로 하락

▶ 중국 중앙은행 "암호화폐 관련 거래 모두 불법"… 비트코인 폭락 ▶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브랜드 유닛장 심재완 전무 선임 ▶ 브랜드, 시공능력 앞세운 대형사들 추석이후 분양 러시

▶ 국내 은행 임직원은 줄어드는데…저축은행은 늘었다 ▶ 상장 앞둔 이커머스 공통 전략 '오픈마켓'…왜 ▶ 가점제 피하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 잇따라.... 가점 낮은 실수요자들 몰려
이데일리 | https://bit.ly/3zDFqdv 아이뉴스24｜https://bit.ly/3zB3jCo 워크투데이｜https://bit.ly/3EKoG8s

한국경제 | https://bit.ly/3zI0X4W 뉴스웨이｜https://bit.ly/3o1gScc 한경닷컴｜https://bit.ly/3kxznTt

- 공모주식 수와 공모가 그대로 '유지'
- 오는 11월3일 상장 예정

- 소프트뱅크·그린옥스캐피탈 등 대주주 4조원대 주식 처분
- 상장 이후 최저가 찍은 쿠팡…시총도 100조→50조 급감
- 美 IB들 “현 주가 저평가…미래 기업가치 여전히 긍정적”

- 지난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신고일 기준) 매입자 30대가 36.9%
- 20대 이하(5.0%)를 더하면 30대 이하(41.9%) 젊은 층이 올해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를 사들인 셈
- 담보인정비율(LTV) 제약으로 주택시장 진입 여지 충분치 않아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카카오페이, 오는 11월로 IPO 연기…금융규제 때문? ▶ "손정의도 2조 던졌다"… 쿠팡, 대규모 엑시트 우려 확산 ▶ 올해도 여전한 2030 '패닉바잉'…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 샀다

이데일리 https://url.kr/t1hc2o EBN | https://bit.ly/3hwtRig 마켓인사이트 | https://bit.ly/3htAy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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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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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9시 기준 2133명
-동시간대 집계 역대 최다 기록
-서울에서만 893명 발생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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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바람 부는 제약·바이오 ▶ 정유·화학설비 정비작업 로봇이 한다 ▶ 국민연금 "SK이노 배터리사업 분할에 반대"

▶우려가 현실로…연휴 지나자 코로나 확진 다시 2천명대 ▶ '부진의 늪' 빠진 주력 계열사…애경그룹 화학 3형제 '구세주' 될까 ▶ SK머티리얼즈, 배터리 소재 산업 진출…'실리콘 음극재' 내년 생산
경향신문 https://url.kr/fbsn83 한국경제 | https://bit.ly/3hsOMCI 뉴스1 | https://bit.ly/3hzh922

팜이데일리 https://url.kr/15j8vx 한국경제 | https://bit.ly/39lwAqp 뉴시스 | https://bit.ly/3lfwk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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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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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ADC 강자 피노바이오, 코스닥 기술성 평가서 고배 ▶ LG화학, 美 곡물기업과 '썩는 플라스틱' 생산 ▶ 자비스, 20억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검사장비 정부과제 선정

한경 | https://bit.ly/3kArywo theblockpost | https://bit.ly/3hYSzrG 서울신문｜https://bit.ly/3kv3qv7

- 기술·가격 경쟁력 앞세워
- TSMC 제치고 수주 유력
- 올 4분기부터 7㎚공정서 칩 생산
- 중장기협력 강화

- 스타트업지놈의 '글로벌창업생태계보고서(GSER) 2021'
- 글로벌 스타트업 10% 블록체인 분야
-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5년간 121% ↑

- SK, 현대차 '아이오닉 7' 배터리 물량 수주
- LG에너지솔루션 대신 SK이노베이션과 맞손
- "현대차-LG엔솔 배터리 동맹 약해졌다" 지적

- 세계 AI반도체 성능 경연대회
- 퓨리오사AI가 시장 지배자인 엔비디아 제쳐
- 퓨리오사 “AI 반도체, 내년 상반기 삼성전자에 위탁해 양산”

- "데이터 및 AI 전문가 중 26%만이 女…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12%"
- MS, 클라우드와 AI 기술 교육 및 인증 제공해 기업 인재 풀 늘릴 예정

-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
- 아라푸라, 호주에서 세계 희토류 수요 10%를 담당할 광산 개발 중
- 中의존도 낮추려 공급처 다변화

▶ 삼성전자, 테슬라 명운 걸린 '자율주행칩' 만든다 ▶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 회사 10개 중 1개는 블록체인 ▶ 탄탄해진 현대차-SK, 느슨해진 현대차-LG ‘배터리 동맹’

▶ 토종 스타트업, AI반도체 경연서 최강 엔비디아 넘었다 ▶ 마이크로소프트, 여성 IT 기업가 양성…'장벽 없는 코딩' 프로그램 운영 ▶ BMW 등 독일 완성차업체, 희토류 10% 쥔 아라푸라에 러브콜
조선일보 | https://bit.ly/3zwYUAE news1 | https://bit.ly/2ZtnZ39 한경글로벌마켓｜https://bit.ly/39vmaEr

매일경제 | https://bit.ly/3o40JCQ 한경 | https://bit.ly/3kC1qRR 중앙일보｜https://bit.ly/3lQkw63

- 지난 4·5월에 이어 세번째 화상회의
- 반도체 유통 전반 투명성 신뢰 요구

-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 중단 및 개편 진행
- 카카오페이는 "KP보험서비스 제공" 문구 추가
- 금융당국 "25일 이후라도 시정 의견 제출하면 조치 않을 것"

- 올해 10월 말 국내 등록 전기차 20만대 돌파 전망
- 전기차 시장을 주도한 건 화물차와 승용차
- 친환경차 7월 100만대 돌파
- 전기차 출시 늘며 전기차 증가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삼성전자 반도체 45일 재고 보고…바이든 또 소집했다, 올들어 세번째 ▶ 금소법 유예기간 종료…카카오 "보험판매 중단" 네이버는 "현행 유지" ▶ 10월에 '전기차 20만' 시대 열린다…2년새 10만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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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