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증시 종가(pt) 1D(%) 1W(%) 1M(%) 6M(%) P/E(배) P/B(배) 지표 종가 5D(%) 1M(%) 6M(%)
Dow 35,603.1 0.0 2.0 5.0 4.3 20.8 5.1 Dollar Index 93.77 -0.20 0.61 2.87

S&P500 4,549.8 0.3 2.5 4.5 9.0 26.8 4.8 원/달러 1,177.15 0.83 -0.16 -4.98

NASDAQ 15,215.7 0.6 2.6 3.2 9.1 113.4 5.3 원/엔 10.34 0.09 4.11 0.30

상해종합 3,594.8 0.2 1.0 -0.9 3.7 15.3 1.7 위안/달러 6.39 0.73 1.14 1.52

심천성분 14,444.9 -0.1 0.7 1.2 1.7 27.3 3.4 유로/달러 0.86 -0.21 0.55 3.38

항셍지수 26,017.5 -0.5 4.2 7.4 -9.5 10.7 1.1 미국 10년물 1.70 12.60 28.62 9.36

코스피 3,007.3 -0.2 0.6 -4.2 -5.4 15.9 1.1 미국 2년물 0.45 26.18 112.48 208.76

코스닥 993.7 -0.8 1.0 -5.0 -3.1 89.0 2.4 금(LBMA) 1,781.20 -0.86 0.29 -0.62

유로 Stocks 50 4,155.7 -0.4 0.2 0.1 3.5 21.5 2.1 구리(LBMA) 10,271.25 5.87 13.69 10.13

MSCI글로벌 3,152.3 0.1 1.4 3.4 7.5 24.3 3.2 WTI 83.25 2.39 17.98 35.70

Korea Market 한국 증시 추이

US Market 미국 증시 추이

China Market 중국 증시 추이

중국증시 주요 이슈 경제지표 주요일정
지표 발표일 예상 실제 이전

美 9월 광공업생산 MoM 10.19 0.2% -1.3% 0.4%

美 9월 설비가동률 10.19 76.5% 75.2% 76.4%

美 9월 주택착공건수 10.20 1613k 1555k 1615k

美 9월 건축허가 10.20 1680k 1589k 1728k

美 10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 10.22 25.0 23.8 30.7

美 9월 컨퍼런스보드 선행지수 10.22 0.4% 0.2% 0.9%

美 9월 기존주택매매 10.22 6.09m 6.29m 5.88m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글로벌투자정보센터) 당사는 본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

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전일 증시 동향(거래소 -0.19%, 코스닥 -0.79%)
- 국내 증시는 10월 수출 호조, 미 증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보합 마
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투자 심리 위축하는 요소로 작용
- 개인의 차익실현으로 1,604억원 순매도,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4억원, 1,280억원 순매수
- 섬유/의복 업종의 3분기 호실적 전망,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에 상승. 테슬라 LFP 배터리
로 교체 소식과 차익실현 물량으로 2차전지 관련주 급락

2. 금일 증시 이슈
- 미국 증시는 고용 지표 호조, 경제지표 개선세에 사상최고치 경산. 하지만 IBM 어닝 쇼크로 비중이 높은 다
우지수 하락 등 혼조
-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9만건으로 전주(29만6,000건) 대비 6,000건 감소.
팬데믹 이후 실업수당 건수가 2주 연속 30만 건을 밑돈 건 이번이 처음

1. 다우 -0.02%, 나스닥 +0.62%, S&P 500 +0.30%
-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9만 건을 기록, 전주 대비 6000건 감소하며 2주 연속 30만 건 하회
- 9월 기존주택판매 MoM 7% 증가, 2020년 이후 주택가격 중앙값 상승 최저 기록
- 10년물 금리는 4bp 상승한 1.68%, 2년물 금리는 5bp 상승한 0.43%. WTI는 배럴당 2.1% 하락한 82.49달
러 기록. 달러인덱스는 93.78으로 0.2% 증가. 9월 컨퍼런스보드 선행지수 MoM 0.2% 증가하며 예상치 하회

2. 22일 기준 80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 81%의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
- INTC, 부품 부족으로 PC가 포함된 사업 부문 매출이 YoY 2% 감소. 향후 투자로 현금흐름과 이익률 감소 전
망. 반도체 부족이 2023년까지 지속 전망. 데이터센터 매출은 예상치 하회, AMD 시장 점유율 확대 추정
- IBM, 3분기 매출 컨세서스 하회. 클라우드 사업의 부진과 일부 고객사들의 지출 중단 원인
- 상승 섹터: 자유소비재 +1.38%, 헬스케어 +0.44%, IT +0.41%, 부동산 +0.36%, 필수소비재 +0.36%, 산업
재 +0.22%, 유틸리티 +0.02%
- 하락 섹터: 에너지 -1.81%, 금융 -0.35%, 소재 -0.23%, 필수소비재 -0.16%

1. 상해증시 +0.22%, 심천증시 -0.05%, ChiNext -0.17%, 홍콩증시 -0.59%
- 정부개입 발언으로 급락한 석탄 업종에 저가매수세가 유입. 안원석탄(+10.08%), 상해대둔에너지
(+9.99%), 섬서석탄(+9.28%) 급등
- 당국의 헝다그룹 채권자와 자산보유자의 법적 권리 보호 발언으로 헝다 디폴트 우려가 감소하며 부동산 및
은행 업종 상승을 견인. 신성그룹(+6.23%), 보리부동산(+5.49%), 항주은행(+5.20%), 평안은행(+3.95%) 등
상승
- 거래대금은 1조 위안 하회. 외국인자금은 101.54억 위안 대거 순유입(후구퉁 +57.08억 위안, 선구퉁
+44.46억 위안)

2. 석탄, 은행, 부동산 상승
- 상승 섹터: 에너지 +2.53%, 은행 +2.15%, 부동산 +1.87%, 가전 +1.66%
- 하락 섹터: 통신 -1.38%, 방산 -1.30%, 기계설비 -1.12%, 유틸리티 -1.00%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에서 전재할 수 있는 매체를 관영매체 중심으로 1358개로 제한 지정

- 中 발개위, 신재생 에너지 산업 내 국영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개혁 밝힘. 현 중앙정부가 국가 주요
전략으로 시행하는 각종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업계 관련 정책, 에너지저장설비(ESS)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
업 소재 국영기업에 민간자본 및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대대적인 혼합소유제 개혁을 시행할 방침

- 중국기금보에 따르면 최근 여러 1선 도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매물 출회가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많은 집주인들이 기존 주택을 임대해 수익을 창출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주택 매각 규모가 커지는 상황

Global Morning Post2021.10.22 (금)

글로벌투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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