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F 퍼포먼스 

                    업종별 ETF  스타일, 자산별 ETF  테마별 ETF 

종목명 종가  1D 1W 1M  종목명 종가  1D 1W 1M  종목명 종가  1D 1W 1M 

필수소비재(XLP) 69.2 

 

0.1 -2.3 -1.6  성장주(VUG) 282.3 

 

1.0 1.5 7.8  친환경(ICLN) 22.9 

 

1.0 0.3 4.1 

자유소비재(XLY) 174.9 0.9 0.9 4.3  가치주(VTV) 137.2 0.1 -1.8 -0.7  혁신산업(ARKK) 121.0 1.3 2.3 17.5 

금융(XLF) 36.0 0.2 -3.2 -3.3  선진국(EFA) 79.6 0.0 -1.9 0.9  우주항공(UFO) 31.0 3.3 1.3 9.1 

IT(XLK) 144.7 0.9 0.9 7.7  신흥국(IEMG) 65.9 -0.4 -2.1 1.7  클라우드(SKYY) 105.1 0.5 1.4 11.2 

헬스케어(XLV) 125.0 0.2 0.3 1.6  채권종합(AGG) 115.1 0.1 0.1 1.1  온라인소매(ONLN) 79.7 1.2 0.5 8.7 

원자재기업(XLB) 82.4 0.4 -3.1 -4.6  국채(GOVT) 26.5 0.1 0.2 1.2  ESG(ESGU) 97.2 0.5 -0.2 3.6 

에너지기업(XLE) 54.4 0.7 -1.3 4.4  장기국채(TLT) 143.6 0.2 1.7 5.5  생명공학(IBB) 160.9 0.4 -0.6 7.9 

유틸리티(XLU) 64.0 -0.6 -3.3 -1.9  물가채(TIP) 127.7 0.6 0.0 0.6  엔터&레져(PEJ) 51.9 0.3 -2.4 19.2 

통신(XLC) 79.9 0.9 -0.6 5.4  IG회사채(LQD) 133.8 0.2 0.5 2.7  핀테크(ARKF) 52.2 0.9 1.9 12.1 

산업재(XLI) 101.6 0.1 -1.4 -0.7  HY회사채(HYG) 87.7 0.1 0.1 1.2  전기차(IDRV) 48.5 0.1 -1.7 7.0 

반도체(SMH) 249.2 0.7 -2.2 6.7  리츠(VNQ) 103.4 -0.5 -2.0 6.7  AI, 로봇(ARKQ) 82.8 1.2 1.0 7.8 

은행(KBE) 51.3 -0.2 -2.9 -5.3  한국(EWY) 92.0 -0.1 -1.1 2.1  농업(MOO) 91.0 0.6 -1.7 -0.7 

 

 
글로벌 증시 

 Global 증시 마감 시황 

▶ 미국/유럽 증시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되며 상승 마감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무서워서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업종 별로는 경기소비재, IT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유틸리티, 부동산 업종 약세 

 유럽증시도 조기 금리인상 우려 일부 완화되며 상승 마감 

▶ 중국 증시 

 중국 증시는 긴축 우려가 진정되며 상해 기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거래대금은 3거래일 연속 1조위안 돌파. 반면, 외국인은 2일 연속 순매도. 3일 연속 상승했던 과창판은 

하락 전환. 중국 인민은행의 예금 금리 개혁 소식에도 은행주 강세. 업종은 유가 관련주 대체로 강세.  

 업종별 수익률 제약/기계/농업/유틸리티/은행 상위. 반면, SW/통신/철강/가전/군수 하위 

 한편, 홍콩증시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며 하락 마감 

     Global Issue & News 

▶ 파월 연준의장,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는 입장 재확인 

 파월 연준의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경제 재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것이라고 

언급 

 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겠지만 너무 높은 상태를 지속한다면 조치하겠다고 강조 

 한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는 달성됐지만 고용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며 금리 인상 

논의는 너무 이르다고 언급 

▶ 미국 5월 기존주택 판매 -0.9%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미국 5월 기존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0.9%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 

기록 중 

 주택가격 중간값은 35만 달러 수준을 기록했으며 고가 주택 매매가 급증하며 일반 주택 가격 상승 견인 

▶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 이임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는 21일(현지시간) 대사관 웹사이트에 올린 고별 편지에서 이임 

소식을 전함. 그는 2013년 4월부터 8년넘게 주미 대사로 일해온 최장수 주미 중국 대사임. 중국 정부가 

아직 후임 대사를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정부 비축원자재 방출  

 중국 국가물자비축조정중심, 2021년 제1기 비철금속 정부 비축 원자재 방출 시작. 구리 재고 2만톤. 

아연 재고 3만톤, 알루미늄 5만톤. 2020년 중국 구리 소비량은 약 1,400만톤 

 

 

 글로벌 지표 

 미국 / 유럽 증시 / 국제 유가 

지 수 종가 1D(%) 1W(%) YTD(%) 

Dow ▲ 33,945.6  0.2  (1.0) 10.9  

S&P500 ▲ 4,246.4  0.5  0.0  13.1  

NASDAQ ▲ 14,253.3  0.8  1.3  10.6  

STOXX50 ▲ 4,123.1  0.3  (0.5) 16.1  

VIX   16.7  (6.9) (2.1) (26.8) 

WTI(현물) ▼ 73.1  (0.8) 1.3  50.6  

BRENT(현물) ▲ 74.6  0.2  1.0  45.8  

금 ▼ 1,778.7  (0.3) (4.3) (6.3) 

     전일 아시아 / 신흥국 증시 

지 수 종가 1D(%) 1W(%) YTD(%) 

KOSPI ▲ 3,263.9  0.7  0.2  13.6  

KOSDAQ ▲ 1,011.6  0.1  1.4  4.5  

일본(Nikkei) ▲ 28,884.1  3.1  (1.9) 5.3  

중국(상해종합) ▲ 3,557.4  0.8  0.0  2.4  

홍콩(H-Share) ▼ 10,469.8  (0.7) (1.9) (2.5) 

홍콩(항셍) ▼ 28,309.8  (0.6) (1.2) 4.0  

대만(가권) ▲ 17,075.6  0.1  (1.7) 15.9  

인도(Sensex) ▲ 52,588.7  0.0  (0.4) 10.1  

인니(자카르타) ▲ 6,087.8  1.5  (0.0) 1.8  

베트남(호치민) ▲ 1,380.0  0.5  0.9  25.0  

러시아(RTS) ▲ 1,645.6  0.2  (1.2) 18.6  

브라질(Bovespa) ▼ 128,767.5  (0.4) (1.0) 8.2  

     Global Event Calendar (현지시각 기준) 

 
23일 (수) 

 BOJ 4월 금정위 의사록 공개 

 미 1Q 경상수지, 5월 신규주택매매, 6월 Markit PMI 제조업, 서비스, 종합[P] 

 

24일 (목) 
 EU 정상회담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 결정) 

 남양유업 청문회 (세종공장 영업정지 결정) 

 

25일 (금) 
 한국 7월 기업경기 실사 제조업/비제조업 

 미국 5월 개인소득, 개인소비,PCE 디플레이터 

 

 글로벌 업종/종목 퍼포먼스 

                미국 / 중국 / 유로존 (GICS Lv.1)  미국 / 중국 전일 주가 상승폭 상위 16 종목 

국가별 산업별 종가 1D(%) 1W(%) 1M(%)  지수별 티커 종목명 종가 1D(%) 1W(%) 1M(%) 

미국 

에너지 213.1  0.7  (2.1) 5.3   

S&P500 

LB  L 브랜즈 69.1  5.0  6.9  6.6  

소재 369.8  0.4  (2.6) (4.9)  ETSY  엣시 178.0  4.2  7.2  6.2  

산업재 394.1  0.3  (1.2) (0.7)  CTAS  신타스 374.5  3.2  4.7  7.5  

경기소비재 598.0  1.1  2.1  4.7   TWTR  트위터 63.8  2.9  5.9  17.1  

필수소비재 273.6  0.2  (1.3) (1.9)  TSCO  트랙터 서플라이 180.4  2.9  0.4  (1.6) 

헬스케어 408.5  0.3  0.9  1.8   LYV  라이브네이션엔터테인먼트 91.5  2.8  6.5  2.5  

금융 195.0  0.1  (3.0) (3.7)  ENPH  인페이즈 에너지 167.3  2.6  15.4  17.6  

IT 587.5  1.0  2.0  7.0   NVDA  엔비디아 755.5  2.5  6.2  26.0  

커뮤니케이션 87.9  0.8  0.6  4.8   NFLX  넷플릭스 508.8  2.4  3.4  2.2  

유틸리티 188.5  (0.7) (3.0) (2.6)  BBY  베스트 바이 111.0  2.2  (2.0) (3.4) 

부동산 1,348.1  2.0  (0.2) 6.2   GPS  갭 32.3  2.2  (0.2) (0.8) 

중국 

에너지 370.7  2.9  (2.0) 0.7   BLL  볼 81.7  2.2  0.3  (5.9) 

소재 1,130.1  1.0  (1.6) (7.3)  NOW  서비스나우 546.0  2.1  8.0  16.3  

산업재 142.5  0.4  0.6  (0.9)  WELL  웰타워 82.2  2.0  1.3  12.2  

경기소비재 345.5  (1.5) 0.2  1.6   FB  페이스북 339.0  2.0  0.7  7.2  

필수소비재 2,039.3  (0.4) (2.6) (3.9)  FCX  프리포트 맥모란 36.5  2.0  (3.0) (10.7) 

헬스케어 415.4  1.0  5.4  3.6   

CSI300 

600297  광후이 기차 복무 집단 2.9  10.1  7.3  1.4  

금융 476.4  0.4  (2.1) (3.1)  603156  Zhihui Beverage 31.1  7.9  13.5  (3.3) 

IT 1,144.3  (1.4) 2.1  4.1   601100  장쑤 헝리 액압 79.4  7.7  5.4  0.0  

커뮤니케이션 170.8  (2.2) (3.0) (2.9)  600196  상하이 푸싱 의약집단 67.2  6.7  6.1  5.9  

유틸리티 743.5  1.2  (0.5) 1.1   600436  장저우 편자황제약 430.2  6.4  7.7  16.4  

부동산 1,453.6  (0.7) (2.2) (4.7)  601238  광저우 기차 집단 12.6  6.2  5.2  3.0  

유로존 

에너지 106.6  1.5  (2.3) 3.2   300015  아이에르 안과 그룹 87.3  5.4  2.8  9.5  

소재 340.7  1.2  (0.5) 0.9   601857  페트로차이나 5.4  5.3  2.9  14.7  

산업재 323.7  0.4  0.2  3.5   000876  신시왕 류허 14.2  5.3  5.0  (9.7) 

경기소비재 227.6  (0.1) (0.1) 5.0   601838  청두 은행 13.2  5.2  (0.2) 4.2  

필수소비재 292.7  0.2  0.2  2.8   600031  싼이 중공 28.2  4.4  0.5  (2.2) 

헬스케어 234.4  (0.5) (0.3) 4.8   000425  쉬저우 공정기계집단 6.4  4.4  3.2  (6.2) 

금융 61.9  (0.1) (1.9) (0.7)  000538  윈난 바이야오 집단 111.5  4.1  4.0  (0.3) 

IT 171.5  0.8  (0.7) 6.1   600111  베이팡 희토   20.5  4.1  2.5  2.9  

커뮤니케이션 55.8  0.6  (0.1) 2.7   600068  중국 거저우바 집단 7.2  4.0  4.8  1.3  

유틸리티 135.8  (0.2) (1.1) (2.9)  603986  Gigadevice  165.3  4.0  19.9  35.7  

부동산 902.5  1.0  0.2  6.7          

 

 

    미국 전일 신고가 리스트 

티커 종목명 신고가(USD) 

MSFT  마이크로소프트 265.8 

GOOG  알파벳 2545.4 

ADBE  어도비 576.3 

DHR  다나허 267.7 

COST  코스트코 홀세일 392.5 

TGT  타겟 237.9 

ISRG  
인튜이티브 

서지컬 
903.0 

SPGI  S&P 글로벌 404.9 

EW  
에드워즈 

라이프사이언스 
104.7 

MCO  무디스 360.3 

 
중국 전일 신고가 리스트 

티커 종목명 신고가(CNY) 

002129  톈진 중환 반도체 33.6 

300347  Hangzhou 

Tigermed 

Consulting C 

199.7 

600436  
장저우 

편자황제약 
430.3 

600763  퉁처 의료 406.3 

601117  중국 화학공정 8.3 

601857  페트로차이나 5.5 

601919  코스코 쉬핑  28.3 

 

2021년 6월 23일(수) l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전략팀 

 



 

 

 

 

 
 미국(선진국) 

 
테크 / 플랫폼 

▶ 알파벳(GOOGL.US): '불공정'에 대한 항의가 있은 후 ‘Engineering Resident’ 프로그램 철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신입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운영하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체계적

인 임금 불공정’을 강요했다고 말하자 프로그램 중단 계획을 밝힘 

 ‘Engineering Resident’는 2014년부터 수백 개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비평가들은 오랫동안 구글을 비롯한 테크 업계는 고용, 승진, 급여에서 백인, 아시아인, 남성 근로자들을 선

호한다고 주장했고, 1년 전 ‘Black Lives Matter’ 시위 이후 노동력의 다양성에 대한 우려에 더욱 민감 

 다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비교했을 때, ‘Engineering Resident’ 출신은 고용 수준 가장 낮은 급여와 연

말 보너스를 적게 받았고, 주식도 없어 "수만 달러"의 보상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함 

 구글은 ‘Engineering Resident’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높은 잠재력 엔지니어들에게 기술을 연마하고 경력

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함 

▶ 세일즈포스닷컴(CRM.US): 차세대 마케팅 클라우드 발표 

 세일즈포스는 고객 니즈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차세대 마케팅 클라우드와 미래형 이-커머

스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차세대 커머스 클라우드 발표 

 세일즈포스에 따르면, 기업의 마케팅 예산 중 절반 이상이 디지털화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마

케팅 클라우드 및 커머스 클라우드는 비용적, 기술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와의 접점 강화를 지원할 것으

로 전망 

 세일즈포스의 차세대 마케팅 및 커머스 클라우드는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판매 규모가 4조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및 커머스 활동에 최적화된 기능 포함 

 ‘차세대 마케팅 클라우드’는 데이터 시각화 툴인 ‘인터렉션 스튜디오’ 기능을 통해 마케팅 담당자가 고객 개

개인의 니즈를 쉽고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고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세일즈포스는 구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마케팅 담당자가 데이터 활용, 고객정보 보호, 마케팅 

캠페인 성과 측정 등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 

▶ 페이스북(FB.US): VR게임 광고 사업 계획 차질 

 미국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VR게임사 레졸루션 게임즈의 블라스톤(Blaston)을 통해 광고

를 게재할 계획이었으나 블라스톤은 이용자들의 반발에 광고 삽입을 포기하겠다고 밝힘 

 레졸루션 게임즈는 블라스톤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이용자의 피드백을 받고, 블라스톤은 이러한 형태의 광

고 사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광고 사업 테스트를 끝까지 이어나갈 계획이 없다"고 말함 

 서비스 사용자들은 광고에 어떤 사용자 데이터가 이용될지 모른다며 페이스북 VR 광고 우려. 이에 페이스

북은 헤드셋 마이크가 녹음한 대화와 추적 카메라로 찍힌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용자 우려 

해소 노력 

 그러나 사용자들은 이미 유료로 결제한 게임 앱 내에서 광고를 봐야 하는 것에도 불만 제기 

소비재 / 헬스케어 / 금융 

▶ 아마존(AMZN.US) & 월마트(WMT.US): 행사 기간 동안 패션 영향력 증대 

 올해 Amazon Prime Day와 월마트 Deals for Days 동안 의류 부문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 

 식료품에서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두 거대 소매업체는 기본적인 것 이상으로 확장하여 패션과 트렌디한 

옵션 추가 

 아마존은 액티브 및 라운지웨어를 최대 40% 할인하는 '프라임데이 빅 스타일 세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

마존 자체 의류 브랜드도 최대 30% 할인. 3월 웰스파고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월마트를 제치고 의류 

판매 1위 

 아마존 자사 브랜드 매출은 전체 매출의 15%. 여기에는 에코 스마트 스피커, 파이어 TV 스트리밍 스틱, 태

블릿과 같은 아마존이 만든 기기의 판매가 포함 

 월마트는 온라인 및 매장에서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드레스, 반바지 및 기타 의류들을 찾을 수 있으며, 

퍼즐에서 무선 청소기까지 다양한 할인 품목들을 함께 구입할 수 있음 

 1)미국인들이 가을에 사무실 및 교실로 복귀하면서 의류를 구매하고, 2)새로운 유행의 헐렁한 데님 패션의 

옷을 수요하며, 3)팬데믹 중 사이즈 변화로 여성의 약 40%와 남성의 30%가 새로운 사이즈의 옷을 구매하

고자 함 

▶ 맥도날드(MCD.US) & 치폴레(CMG.US): 로열티 프로그램 론칭 및 확대 

 맥도날드의 로열티 프로그램이 7월 8일 미 전역에서 론칭할 예정이며, 치폴레 역시 6월 22일 회원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로열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힘 

 이는 레스토랑브랜즈의 파파이스, 얌브랜즈의 타코벨과 같은 경쟁 체인의 경향에 합류하여, 팬데믹 기간동

안 확보한 디지털 고객들을 붙잡기 위한 노력 

 로열티 프로그램은 방문 빈도를 높이고, 평균적 지출액을 높이며, 소비자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 

 맥도날드는 11월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국내 시장 전반의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프

랑스 등에서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미국에서 전국적인 론칭은 처음 

산업재 / 에너지 / 통신 

▶ 항공업: 항공사들과 승무원들은 무례한 승객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을 요구 

 FAA는 올해 약 3,100건의 여행자들의 행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56만 달러 이상의 벌금 부과 

 욕설, 마스크 착용 명령 불이행, 폭행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고 있음 

 지난 달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승무원을 승객이 폭행한 보도가 있었으며, 2월 초에는 한 승객이 마스크 착용

을 거부하고 빈 술병과 음식을 던진 뒤 승무원을 폭행한 바 있음 

 승무원들은 항공사들의 객실에 대한 주류 판매 재개를 연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옴 

 상원의원 중 일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 

 

 
 추천 ETF 

 
분류 종목코드(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주식형 

XLF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미국 

금융주 

중장기 인플레이션 경계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 

주식형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미국 ESG 

우수기업 

전세계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 기간은 짧지만 

트랙레코드 우수. 장기적 우상향 전망  

주식형 

XLB 

(Materials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기초 

소재 

바이든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확정되는 

것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익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수혜 

주식형 

XLI 

(Industrial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산업재 

주식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와 인프라 중심의 

'Build Back Better' 정책 수혜가 예상 

 

 중국 

 
IT / 플랫폼 

▶ 하이크비전(002415.CH): 전일 블록딜 2건 발생 

 하이크비전은 전일(22일) 블록딜이 발생했음. 첫 거래는 가격 59.94위안에 채결되었고, 15만 주로 총 

899.10만위안 거래됨 

 두 번째 거래도 동일한 가격에 거래되었으며, 총 13.10만 주로 785.21만위안에 거래되었음. 매입 측은 동일

하게 안신증권으로 밝혀짐 

▶ 쑤닝이거우(002024.CH): 알리바바에게 매각설 부인 

 쑤닝이거우는 지난 22일 알리바바에게 매각설이 있었지만 즉각 부인했고, 고발 조치도 바로 진행함 

 관련 소식으로 쑤닝그룹 자회사인 쑤닝부동산은 7월 2일에 부도 공시를 밝힐 예정이고, 쑤닝이거우와 물류

가 알리바바에게 넘어가는 내용이었음 

 이에 쑤닝이거우는 즉각 부인한 것으로 전해짐 

▶ 샤오미(1810.HK): 샤오미, 러시아 6월 스마트폰 판매량 1위 기록 

 러시아 신문사 Kommersant 데이터에 따르면 샤오미가 6월에 최초로 삼성을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

유율 1위를 기록 

 샤오미와 산하 브랜드인 Roso 브랜드가 6월에 판매량 1위를 기록 

▶ 바이두(BIDU.US/9888.HK): 2030 탄소중립 목표 발표 

 6월 22일, 바이두그룹은 2030 탄소 중립 목표 발표. 이에 바이두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이미 녹색계획을 실

천하고 있다고 전함 

 바이두는 데이터센터, 오피스 환경, 탄소대체, 스마트 교통, 스마트 클라우드, 서플라이체인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함 

소비재 / 헬스케어 

▶ 이노벤트(1801.HK): 담관안 치료제 대만지역 승인획득  

 6월 22일 이노벤트는 pemigatinib는 대만 의약품 관리국으로부터 승인 획득 공시  

 해당 약물은 Incyte와 이노멘트가 공동개발한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이며 담관암 치료제로 승인 획득 

 이는 이노벤트의 5번째 출시 신약  

▶ 용허의료IPO: 중국 모발이식 시장 점유율 11%로 1위 

 6월 17일 중국 최대 모발이식 기업 용허의료는 홍콩 거래소에 상장 신청서 제출 

 2020년 연간 매출액 16.39억위안(YoY +33.8%), 순이익 1.63억위안(YoY +358.49%) 기록 

 용허의료는 시장 점융율 11%로, 2위 3위 기업 매출 합산보다 높은 매출 보유  

 마진율은 3년 연속 70%대 유지, 판매관리비용률 47% 기록, 고객수는 YoY +82.7% 증가한 9.1만명 

▶ 중국왕왕(00151.HK): FY2020 매출액 219억위안, 순이익 41억위안  

 FY2020 중국왕왕 매출액 219.98억위안(YoY +9.5%)으로 컨센서스 상회, 순이익 41.6억위안(YoY +14%)으

로 컨센서스 소폭 하회,  

 매출액은 쌀과자 제품 YoY -0.5%, 유제품 YoY +12.2%, 스낵류 YoY 14.7%, 왕왕우유 YoY +11.3% 기록 

 쌀과자 부문 성장률 부진은 올해 연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춘절 선물 감소, 해외 채널 부진에 기인  

전기차 / 신에너지 

▶ [태양광] 바이든 행정부, 중국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 금지 고려 

 6/21, 미국 매체인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

도 

 한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신장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조치 외에 특정 공장이나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힘 

▶ 장안자동차(000625.CH): 자사 전기차에 CATL과 CALB의 배터리 채용 중 

 최근 한 투자자는 장안자동차 IR활동 플랫폼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지 CATL의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 

 6/22 장안자동차는 CATL과 CALB의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다고 밝힘 

▶ 강봉리튬(1772.HK/002460.CH): 대주주 UBS, 강봉리튬 지분 매각 

 홍콩거래소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01년 6월 15일 강봉리튬 대주주인 UBS는 강봉리튬 H주 50.72만주 매

각 

 금번 매각 후, UBS의 강봉리튬 지분율은 5.16%에서 4.95%로 축소 

 

 

 
 투자유망종목 

 
투자유망종목 Weekly (6/23~6/29) 

종목 코드 시총(조) 편입일 1D(%) 누적(%)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2,267 3/24 1.10  12.51  

비자 V.US 590 4/7 0.69  7.71  

캐터필러 CAT.US 132 3/3 (0.04) (3.02) 

에스티 로더 EL.US 124 3/10 (0.32) 7.30  

벌컨머티리얼즈 VMC.US 26 3/31 0.57  (0.59) 

오메가헬스케어 OHI.US 10 6/9 (0.16) (2.45) 

TSMC TSM.US 672 1/5 0.17  4.85  

BYD 1211.HK 110 6/16 (4.04) (0.53) 

복성제약 2196.HK 28 4/14 3.75  62.93  

북방화창 002371.CH  22 4/28 (0.11) 5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