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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8.64 1.50 2.76 -2.61 4.01 34,912.56 1.56 0.45 3.16 14.07 1.511 -2.61 -6.22 2.34 59.75

389.59 1.43 2.01 -2.92 0.08 4,438.26 1.71 0.88 3.03 18.16 -0.191 -6.40 -0.60 0.80 37.80

983.43 3.14 6.62 -1.98 1.55 14,823.43 1.73 1.16 2.59 15.01 1.042 -4.70 -3.50 2.00 84.50

389.40 1.25 1.83 -3.01 0.06 3,291.24 3.08 0.51 1.02 17.73 0.144 -6.20 -1.50 -1.10 48.20

16.86 -9.55 -13.72 -27.14 -25.89 0.833 -7.10 -2.30 -2.50 29.00

4,149.06 1.61 1.24 2.49 16.79 0.436 -5.80 -2.60 -2.30 38.90

1D 5D MTD YTD 15,462.72 1.40 1.39 1.32 12.71 0.325 -5.50 -3.60 -3.00 29.50

KOSPI(십억원) 6,685.21 1.33 1.29 2.53 20.42 0.111 -6.50 -1.70 -1.20 49.40

-384.9 -1,629.9 -2,829.2 -30,426.6 7,207.71 0.92 1.83 1.71 11.57 0.900 -2.90 1.20 2.30 27.20

503.7 1,237.8 1,070.1 -40,159.3 3,558.28 -0.10 -0.28 -0.28 2.45 10.560 2.45 -20.15 -21.30 410.05

-115.1 261.1 1,546.8 72,779.7 28,550.93 1.46 3.15 -3.06 4.03 0.081 -1.20 1.00 0.90 6.00

KOSDAQ(십억원) 16,387.28 0.24 -0.04 -3.23 11.23 1.628 -6.20 4.30 13.80 65.80

186.4 376.5 348.4 -1,126.6 24,962.59 -1.43 3.56 1.57 -8.33 

51.1 82.8 323.6 -6,940.8 8,849.17 -1.67 3.92 1.41 -17.59 

-203.6 -375.6 -577.4 12,013.2 61,305.95 0.94 2.73 3.69 28.39 종가 1D(%) 5D(%) MTD(%) YTD(%)

선물(계약) 1,391.85 -0.00 1.89 3.71 26.09 1,186.80 -0.59 -0.46 0.24 9.25

616 9,397 5,534 -45,469 113,185.50 -0.24 2.38 1.99 -4.90 1,183.09 -0.39 -0.76 -0.18 8.73

-1,423 -6,833 -6,134 45,720 4,259.13 0.36 0.74 3.79 29.50 10.4002 -0.80 -2.53 -2.30 -1.07 

913 -2,158 1,223 83 8,925.00 0.49 -0.42 1.46 10.54 93.97 -0.11 -0.26 -0.27 4.49

26,277.57 1.23 1.10 2.31 18.19 113.68 0.38 1.84 2.15 10.10

D-1 D-2 D-3 D-4 D-5 888.59 0.51 -0.06 2.69 9.84 1.1597 0.03 0.39 0.15 -5.07 

차익 순매수 -90.7 44.3 -8.0 -1.9 23.3 7,311.73 0.54 0.76 -0.28 11.00 6.4398 0.18 -0.08 -0.08 -1.34 

비차익 순매수 -71.9 48.8 -416.4 -184.1 178.7 726.63 1.38 1.23 2.41 12.43 5.5126 -0.07 0.35 1.28 6.14

3,084.59 1.50 1.25 2.59 14.67 107.56 0.04 0.31 0.20 -1.60 

10/13잔고 1D 5D MTD YTD 1,266.67 0.51 1.07 1.08 -1.90 

고객예탁금 65,138.6 -1,927.3 -5,740.8 -4,456.7 -484.8 595.67 2.05 0.56 -3.52 -11.80 

신용잔고(KOSPI) 12,488.3 27.6 -855.9 -1,072.1 2,871.8 종가 1D(%) 5D(%) MTD(%) YTD(%)

신용잔고(KOSDAQ) 10,408.7 62.5 -727.8 -951.5 795.5 81.31 1.08 3.84 8.37 67.58

미수금 320.8 -69.0 -26.8 54.1 -171.3 82.13 1.07 5.03 8.21 63.51

금액 금액 5.687 1.74 0.18 -3.07 123.99

전일대비 10월 누적 21년 누적 1 52.2 262.2 5,206 -3.20 -7.81 0.75 281.11

국내주식(ETF제외) 397.1 -286.0 1,819.1 2 24.5 45.1 2.64 0.38 0.38 -0.38 57.14

해외주식(ETF제외) -83.3 501.5 6,462.4 3 23.4 38.6 2.54 0.00 0.00 0.00 0.00

4 20.6 31.0 1,796.70 0.17 2.21 2.36 -5.19 

5 19.1 29.0 23.477 1.32 3.61 6.49 -11.11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9,651 1.97 6.69 8.00 24.27

통안채 1년 1.174 -0.80 1.00 7.20 42.70 금액 금액 3,402 4.24 12.84 13.84 23.65

국고채 3년 1.813 -1.10 9.40 22.00 83.50 1 117.6 42.7 724.75 0.83 -2.23 -0.10 13.15

국고채 5년 2.101 -2.90 1.90 17.20 76.60 2 69.7 37.2 517 0.88 -3.23 -3.73 6.77

국고채 10년 2.351 -5.00 -4.80 11.40 63.80 3 67.5 35.4 1,206.3 0.92 -3.29 -3.96 -8.29 

회사채 AA- 3년 2.261 -0.90 9.00 21.20 5.30 4 56.4 22.2 4,506.5 1.53 6.79 8.30 31.98

회사채 BBB- 3년 8.344 -1.20 2.20 10.00 -27.10 5 45.5 20.5 238.13 1.03 1.62 4.02 41.92

금액 금액 1D(%) 5D(%) MTD(%) YTD(%)

1 19.34% 30.39% 1 45.8 32.9 일간 수익률 상위

2 18.45% 18.86% 2 13.9 18.0 1 3.20 9.21 4.74 27.37

3 18.18% 17.86% 3 11.4 12.9 2 3.10 0.68 -3.63 18.99

4 16.72% 15.45% 4 8.8 11.7 3 2.73 2.78 -4.87 24.70

5 15.00% 14.45% 5 5.4 7.1 4 2.47 1.16 -4.31 19.14

5 2.45 8.75 -3.52 -14.75 

금액 금액 일간 수익률 하위

1 11.65% 14.02% 1 37.8 17.6 1 -2.89 14.28 33.32 82.19

2 11.43% 11.15% 2 10.7 15.0 2 -0.39 6.28 -2.01 -19.05 

3 9.96% 10.35% 3 6.3 10.5 3 0.06 -0.44 1.33 13.38

4 9.46% 10.31% 4 4.8 6.5 4 0.37 2.01 1.27 18.05

5 9.35% 10.01% 5 4.8 5.8 5 0.42 2.50 -2.33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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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국채 10년물국내 증시 동향 글로벌 증시 동향

▶ 연준 인사 발언
-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준 인사들의 기대 만큼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빨리 낮아지지 않을 수 있으며,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
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팬데믹 관련 영향 축소 속 인플레이션 범위는
점차 광범위해지며 테이퍼링 논의할 타당한 시기라고 밝힘
▶ IEA, 14일(현지시간)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에너지 위기가 글로벌 경
기 회복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
▶ 중국, 17일까지 러시아와 해안 군사 합동훈련 진행…미-중 갈등 부각
▶ 미국 9월 PPI MoM 0.5%로 예상(0.6%) 하회
▶ 미국 10월 2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9.3만 건, 예상(32.0만 건) 하회
▶ TSMC 회계년도 3Q21 EPS $1.1로 예상($1.0) 상회
▶ BoA 회계년도 3Q21 EPS $0.9로 예상($0.7) 상회
▶ 모건스탠리 회계년도 3Q21 EPS $2.0로 예상($1.7) 상회
▶ 웰스파고 회계년도 3Q21 EPS $1.2로 예상($1.0) 상회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 호조 속 기업 어닝 서프라이즈로 상승함. 생산자
물가 상승세 둔화 및 실업 지표 개선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 확대. 인플레
이션 상승 속 비용 압박에도 금융주 호실적에 투자심리가 개선됨. 3대 지수
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달러 인덱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속 위험자산 선호로 하락
- 국제유가, IEA의 원유 수요 증가 지속 전망에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기업 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상승함.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도 미 주요 기업들의 잇따른 어닝 서프라이즈가 유럽 기업들에 대한 호
실적 기대로 이어짐.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한국증시
- KOSPI는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기대로 상승함. 전일 백악관의 글로벌 공급난 대
책회의를 위한 민간기업 소집과 에너지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소식에 투자심
리가 개선됨. 정부의 환율 정책 개입 발언에 원/달러 상승 우려가 진정된 부분도 긍
정적으로 작용.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
전 거래일 대비 1.50% 상승한 2,988.64P로 마감
- KOSDAQ은 연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로 상승함. 전 거래일 대비
3.14% 상승한 983.43P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생산자물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함. 중국 9월
생산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10.7%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됨. 소비자물가 상승세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며 기업 이익 둔화 우려가 증시
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조치는 증시의 하단을 지지. 전 거
래일 대비 0.10% 하락한 3,558.28P로 마감

Midnight News증시 Comment (미국 & 유럽)증시 Comment (전일 아시아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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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출처:비즈니스포스트 | https://bit.ly/3FKaNay 씨이오스코어데일리 https://url.kr/a5lf8s 시사저널 https://url.kr/6avgz2

- LS전선, LS머트리얼즈 유상증자 참여
- 전선→머트리얼즈→알스코 수직 계열

- 개별인정형 원료 연구 진행 중…
- 휴온스내츄럴 5건, 휴온스네이처 3건

- '런닝맨' 등 7개 콘텐츠 선보여
- 11월 서비스… 월 구독료 9900원

- 13일 현설 예정, 시공사 선정 등 '초미의 관심사'
- 삼성물산·GS건설 수주경쟁 유력… 진검승부 예상
- 래미안첼리투스·LG한강자이 청사진 제시하며 홍보

- 이원택 "수급조절·가격안정 실패 반복"
- "현행 비축·방출 프로세스 전반 실태조사·개선해야"

- 수수료 최대 45% 떼 가는 경우 많아…
- 사실상 거절 어려운 MG 계약 관련 지적도

▶ LS전선, 전기차 부품 사업 수직 계열화 단행 ▶ 휴온스 자회사 2곳, 건기식 R&D 전초기지 역할 ▶ 디즈니플러스, 11월 한국 상륙… 강풀 웹툰 원작 '무빙'으로 첫 선

▶ 서울 마지막 노른자 재건축 '한강맨션', 삼성물산vsGS건설 '혈전' ▶ aT, 작년 농산물값 안정에 4800억 투입…실효성 미미 ▶ 매출 70% 준다는데…웹툰·웹소설 작가 카카오엔터 분노 '왜?'
뉴스웨이 | https://bit.ly/3azoR8H 현대경제신문 https://url.kr/ntipou 시사오늘 https://url.kr/zt1g7v

파이낸셜뉴스 | https://bit.ly/3vaIM78 조세일보 https://url.kr/3rnvlh 한국금융 https://url.kr/mt8jiu

- 빠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기대감..시너지 극대화 추구
- 외형확장 텔레콤, 자회사 IPO 스퀘어 숙제도 상당
- SK텔레콤에서 임원 13명 포함 100여명 SK스퀘어로
- 아마존, 11번가 투자 밸류 관심

- 디저트-아이스크림 등 배달… 그룹사 4400여개 매장서 가능
-밀키트 업체 등… 푸드테크 기업과 협업도 활발
-계열사 디지털 전환도 가속도

- 에스엠, 와이지엔터인먼트, JYP 등 K-pop 관련주 급등세
- 오징어게임 흥행에 콘텐츠 관련주도 주가 강세 뚜렷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새로운 도전 SKT…직원들, SK텔레콤·SK스퀘어 주식 갖는다 ▶ 빵 배달하고 밀키트 시장 공략… 영토 확장하는 식품기업 ▶ 하락장 엔터·콘텐츠株의 역주행… "준비된 K·콘텐츠 통했다"

헤럴드경제 | https://bit.ly/3BF6qLK 글로벌경제신문｜https://bit.ly/30qOA1n 아주경제｜https://bit.ly/3DCa9do

- '완전 민영화' 연말 내 마무리 - 오아시스마켓, 오프라인 매장 연내 49개, 내년 100개까지 늘릴 계획
- 오프라인 매장 보유한 덕에 홍보 및 효율적인 재고 폐기율 관리 가능
- 매장 거점화 통한 '퀵커머스' 서비스 선봬…'신선식품 무인화 매장' 시장 진출
가능성도

- 부동산 시장 급랭에 산업 위기도 고조돼
- 헝다, 23일 이자 상환 유예기간 맞아
- 가장 강력한 규제책인 대출 규제 완화설 '솔솔'

- 은행 점포 통폐합 바람 타고 편의점 경쟁
- L페이 계좌 세븐일레븐 출금시 수수료 '0'
- 면제 시행 9월 한 달간 출금액 3033% 증가
- CU·하나은행, GS25·신한은행 협업 추진 중

-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지하 1층 천장에서 지난 12일 물이 쏟아져 백
화점 측이 긴급 복구
- 사고 다음 날부터 정상 운영 중

-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같은 면적 아파트의 2배
- 분당·과천 등에서도 인근 아파트와 비슷한 값에 분양

▶ 우리금융지주 지분인수에 18개 투자자 참여 ▶ 경쟁사 온라인 집중하는데…오프라인 키우는 '오아시스마켓' ▶ 결국 백기 든 中, 대출 규제 축소 등 부동산 정책 완화할 듯

▶ 은행 ATM 편의점이 대신하나…수수료 없앴더니 출금액 30배 ▶ 백화점 천장서 물 쏟아져…"현재는 정상운영" ▶ 아파트값 넘보는 오피스텔 시장…신축 프리미엄에 규제 완화 영향
뉴시스 | https://bit.ly/3mMriKG 연합뉴스TV｜https://bit.ly/3lGTrDC 이데일리｜https://bit.ly/3AJNHNN

뉴시스 | https://bit.ly/3p1HISg 동아일보｜https://bit.ly/2YMGPBR e대한경제｜https://bit.ly/3mY0gQq

- 5년 만기 연 0.048% 금리
- 10억 유로 상회 주문 확보
- 친환경 프로젝트 등 사용

- 이커머스 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신설된 법인 지분의 70%를 야놀자에 넘기
는 방식으로 진행
- 인터파크는 자회사인 아이마켓코리아와 헬스케어, 바이오 사업 부문만 유지

- 올해 대구 내 정비사업 공사비 1조원 돌파
- 연말 2개월 남기고 시공사 선정에 속도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KB국민은행, 5억 유로 규모 '그린 커버드본드' 발행 ▶ 야놀자, 인터파크 사업부문 2940억에 인수 ▶ 대구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청신호’

스포츠동아 https://url.kr/g62pdr 데일리안 https://bit.ly/3mWoFWB 국민일보 https://bit.ly/3aG8Hdv

- mRNA 백신 기술 전문가 인력 쟁탈전
- 바이오 소부장 수요 커지며 인력 수급 어려워

- 정제마진 상승에 아시아 공급과잉 완화로 '질적개선'
- 주요국 '위드 코로나' 정책에 석유제품 소비 더 늘어날 듯
- 원유 상승에 재고평가이익도…환율 상승은 '부담'

- 배터리 산업 육성 전초 기지 역할 수행
- 포항에 GS건설,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대규모 기업투자

- CMO 시장, 2025년 253억 달러(약 30조원) 성장 전망
- 바이오 CMO 수익률도 높아…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질
주
-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기존 제약사에 바이오벤처도 CMO 경쟁력 확보

- 바이든, 경제팀에 연료부족 해결 지시
- 물가 상승 압박…바이든에 정치적 악재
- 폴리티코 "탄소중립 정책 차질…불편한 변화"

- 원자재 확보 위한 새로운 광산 개발에 7년 소요
-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원자재 투자 부실

▶ 코로나로 뜬 mRNA·바이오 원부자재 인재 '인력난' ▶ "본업의 반란"…4Q 정유 이익, 非정유 역전할 듯 ▶ 포항에 K-배터리 선도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오픈

▶ 30조원 시장 열린다…제약·바이오, CMO 시장 진출 ▶ 에너지 대란 위기에 바이든, 정유업계에 '유가 안정' 도움 요청 ▶ 유럽 자동차업계, 배터리 필수원자재 공급부족 겪을수도
팜데일리 https://url.kr/2azy5f 뉴시스 https://bit.ly/2YUjWgg 연합뉴스 https://bit.ly/2YNUJ6W

이데일리 https://url.kr/t1hc2o 머니S https://bit.ly/3j1swAC 한국경제 https://bit.ly/3aD2or4

- 백신 등 안정적 바이오 사업 영위
- 'SK바사 주관 경험' 미래에셋證 주관사 포함돼

- 정유사 수익성 지표 정제마진 손익분기점 넘겨
- 19년9월 이후 최고치

- 블루밸리산단에 107억 투입
-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
-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구분해
- 핵심소재 수입 30% 대체 효과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보령제약 3세 회사' 보령바이오파마, IPO 주관사 선정 ▶ 정유 정제마진 7달러대… 손익분기점 넘었다 ▶ 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나선 포항

zdnet | https://bit.ly/3FKDKTL 동아일보 | https://bit.ly/3iZH6ZB Hellot｜https://bit.ly/3mXZwec

- 닛케이아시아 보도…"8조4천억원 투자, 日정부도 지원"
- 전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 조사원이 직접 호출해 실태 확인
- 연말까지 승차거부 집중단속

- 1∼9월 1억 원 이상 수입 전기차 판매량은 총 150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2대)보다 54.7% 증가
- 국내 시장 선점 두고 수입차 브랜드 간 경쟁 치열

- 인텔·AMD·엔디비아 등 빅 팹리스가 수요 견인
- 일본 이비덴, 신코덴키 투자 늘리며 시장 장악
- 삼성전기 향후 수년간 1조원 이상 투자
- LG이노텍도 신사업으로 FC-BGA 주목

- 김범수 의장 필두로 주요임원 참여해 '플랫폼 사업 기준 세운다'
- 9월 14일 발표한 쇄신 및 상생안과 국감 이슈 취합 검토

- 테슬라 비트코인 보유 가치, 25억달러로 10억달러 평가 차익 발생
-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은 4만3200개
- 지난 2분기 순이익과 맞먹는 수준

▶ "TSMC, 소니와 손잡고 日에 반도체공장 건설" ▶ 서울시, 카카오택시 '골라태우기' 암행조사 ▶ 출시 바람 부는 고급형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대비 1.5배 증가

▶ 고성능 반도체 기판 수요 폭발 1조 투자로 일, 대만 추격 나선 삼성·LG ▶ 카카오 공동체 '난상토론'...김범수 의장 직접 주재 ▶ 테슬라, 비트코인 상승으로 1조2천억 평가차익...'비트코인 매거진' 분석
조선일보 | https://bit.ly/3AzHPXe 파이낸셜뉴스 | https://bit.ly/30pZog5 글로벌경제신문｜https://bit.ly/3aEOwga

매일경제 | https://bit.ly/3lEtdBN 한겨례 | https://bit.ly/3DG7ijO 아시아타임즈｜https://bit.ly/3p4cfP6

-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 수요보다 공급증가율 더 빨라
- 내년 D램값 최대 20% 뚝 전망
- 스마트폰·서버용 시장도 위축

- 프로게임단 로고 박힌 카드부터
- 2030세대 전용 금융 상품까지

- 제네시스의 첫 전용 전기차 GV60이 계약 1만대를 돌파
-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 계약이 압도적
- 선택품목(옵션)을 하나도 고르지 않은 '깡통차'도 전체 13%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6만전자 갈 길 바쁜데…내년 반도체 비관론 고개 ▶ 핀테크 기업부터 시중은행까지…금융권 'MZ세대 잡아라' ▶ '1만대 계약 돌파' 제네시스 GV60…10대 중 1대는 '깡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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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