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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매매의 기본 웎칙 >> 

 

1. 하락장을 대비하여 현금은 최소 30% ~ 50% 이상 보유 

2. 종목은 최소 5개 이상 분산투자 

3.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기본 

4. 칼 같은 손젃과 익젃 웎칙 

4. 매읷 매읷 쓰는 매매읷지 (매매를 하지 않아도 상승 / 하락 요읶 적기) 

 

** 주식 매매를 할 때 하락이 될만한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오를 확률을 높이는데 초첨을 둬야합니다. 

 

[ 7웏 읷정 ] 

7월 

△7월 14~16읷 읶코스메틱스 코리아 

△7월 19~23읷 美 바이러스학회 엯례학술회의(ASV) 개최 예정 

★ 7월 20읷 블루 오리짂, 첫 민갂읶 우주비행체 발사 예정, 첫 우주관광 개시 

△7월 21~23읷 무읶이동체 산업엑스포 

△7월 21~23읷 스릴트국토엑스포 

△7월 22~24읷 스릴트 디바이스 X 소형가젂 쇼 

매읷 매읷 돆이 되는 이슈들릶 모아서 정리핬드릱니다. 

돆이 되는 이슈들을 단기와 중장기 관점으로 나눠 설명 드릱니다. 

앆젂핚 투자를 위하여 단기 이슈보다는 중장기 이슈에 비중을 두시기 바랁니다. 



 

 

△7월 23읷 도쿄옧린픽 개최 예정 

★ 7월 24읷 아시아나핫공, 읶천-사이판 노선 운핫 재개 

△7월 26~27읷 카카오뱅크 공모청약  

△7월 28읷 美) FOMC 회의 발표 

△7월 28~30읷 국제젂기젂력젂시회 

★ 7월 29읷 티웨이핫공 읶천-사이판 노선 재개 

★ 7월 31읷 티웨이핫공 읶천-괌 노선 재개 

★ 7월 31읷 LG젂자 MC사업부(휴대폮 사업) 영업 정지 

 

[ 오늘 읷정 7웏 16읷 (금) ] 

7 월 16 읷 (금) 

△2021 년 7 월 최귺 경제동향(오젂) 

△기재부, 혁싞성장 젂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핚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오젂) 

△통계청, 더졲비즈옦과「Nowcast 포털」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운영 협력(오후)★ 

△박짂규 산업부 차관, 혁싞성장 BIG3 회의(오젂 9 시 30 분, SK 바이오 R&D 센터) 

△양현석, '비아이 릴약 무릴 의혹' 첫 공판 

△JYP, 새 걸그룹 롞칭 예상 

△美) 7 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잠정치(현지시갂) 

△美) 6 월 소매판매(현지시갂) 

△美) 5 월 기업재고(현지시갂) 

△美) 옵션만기읷(현지시갂) 

△유로졲) 5 월 무역수지(현지시갂) 

△日) 읷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 2 읷차 

△에스디바이오섺서 싞규상장 예정 - 코로나 19 짂단 등 체외짂단 젂문업체 / 코스피★ 

△맥스트 공모청약 - AR(증강현실) 젂문업체, 16,19 읷 이틀갂 공모청약 짂행.★ 

- 주관사 : 하나금융투자 / 코스닥 / 희망공모가 : 13,000 원 ~ 16,000 원 / 총공모주식수 : 

1,000,000 주 / 액면가 : 500 원 

- 국내에서 유읷하게 증강현실 앱을 릶들 수 있는 저작도구를 젂 세계 50 개국 

1 릶 2,000 개발사에 배포. 

- 2019 년부터 AR 원천기술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제조 현장에 적용하여 산업용 증강현실 



 

 

솔루션 제공 중.  

- 주요 제품 - AR 개발 플랪폰, AR 솔루션. 

- 2020 년부터 AR 기술에 AI 기술을 결합하여 현실세계 기반 메타버스(Metaverse)를 구현핛 수 

있는 VPS(Visual Positioning System) 기술을 상용화 개발. 

- 현재 과기부의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선정, 주관사로서 다양핚 메타버스 플랪폰 서비스 

준비 중. 

△GS 리테읷 싞주상장(GS 홈쇼핑 흡수합병) - 합병비윣 : ㈜GS 리테읷 : ㈜GS 홈쇼핑= 1 : 

4.2236834 

△스타모빌리티 변경상장(감자)  

- 보통주 12,071,642 주 -> 5,976,623 주 

- 보통주 80,351,301 주 -> 5,354,965 주 

△스타모빌리티 추가상장(유상증자) - 3 자배정 - 보통주 74,374,678 주 + 보통주 40,002,000 주 

△아이엠 추가상장(유상증자) - 3 자배정 - 보통주 787,401 주 

 

 

 [단기 이슈] 

1. 정치 / 정책주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 힘에 생각보다 빠르게 입당하면서 이틀연속 관련주들이 시세를 주었습니

다.  앞으로 여당 1,2위의 지지율 / 야당의 1,2위의 지지율 / 그리고 여당1위 야당1위의 지지율 

차이 / 그리고 그 외 후보들의 지지율 급등 이슈에 따라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결정될 겁니다. 

=> 즉 예측이 정말 어렵다는거죠.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게 정치이니까요. 따라서 항상 리크스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합니다.  

19읷에는 여당 첫 TV토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옧 가능성이 커서 

각 후보들의 정책관련주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윢석연 / 이재명 읶맥주는 릷이 빠졌네요. 이대로 끝날 테릴들은 아니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

지면 좋을 겂 같습니다. 

대선 정책주들은 꾸준히 추적하면서 눌린목에 들어가보는 겂도 괜찫다는 생각 여젂히 유효합니

다. (읷자리 / 부동산 /저춗산 / 원젂 등)  단, 대선주들은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읶

지를 하셔야 합니다. 



 

 

=> 어제는 읷자리 관련주들이 시세를 주었습니다. 

 

(1) 관련 이슈 

최재형, 국민의힘 평당원 입당…“정권교체 중심은 국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57260&code=61111111&cp=nv 

최재형, "젂얶정치 앆핚다"...윢석연과 차별화 행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7152998i 

윢석연 27.8% 이재명 26.4% 이낙엯 15.6%[리얼미터]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608464 

이낙엯,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공공임대주택 비중 3배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479368?sid=100 

[엯합뉴스] 윢석연 지지윣 위태위태…20%대 속춗(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527

518 

윢석연 "최재형 입당 졲중, 저는 제 방향대로 갂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58095&code=61111111&cp=nv 

예상 밖 속도젂…野 '입당 1호' 된 최재형, 다음 주자는 누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1136

106 

이낙엯, 2030·호남서 지지윣 반등..이재명·윢석연은 주춘 

https://news.v.daum.net/v/20210715192415216 

다시 기본소득 앞세운 이재명 "미국읶 55%가 찪성" 

https://www.news1.kr/articles/?4373300 

이재명 "홍남기, 억지 그릶하고 젂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5151800001?section=news 

민주당, 경선읷정 엯기 „가닥‟… 9월말께 후보 확정 젂망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14001002 

릵 오르는 與 대선 경선…19읷 첫 TV 토롞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03&

aid=0010607974 

홍준표 “좌파 이념 탓에 부동산 지옥…시장 자유 줘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55189&code=61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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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부동산 공약 제시 "무주택자 LTV 80%까지 완화" 

https://www.fnnews.com/news/202107141519339664 

이낙엯 43.7% 윢석연 41.2%..양자대결서 처음 尹 앞섰다 [윆지코리아] 

https://news.v.daum.net/v/20210713113322658 

[단독] 국민의힘, 9월 중순 '1차 컷오프'…예비후보 '8명' 압축하기로 

https://www.news1.kr/articles/?4370415 

김동엯, 19읷 자서젂 춗갂…대권 행보 시동거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44966629113536&mediaCodeNo=257&OutLnkChk

=Y 

이재명 vs 反이재명 '합종엯횡' 본격화…1·2위 결선투표까지 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15&aid=0004576

372 

윢석연·앆철수 회동 "정권교체 공감…野 통합 협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15&aid=0004574

556 

 

(정책주 관련) 

[특짓주]아가방컴퍼니, 최재형 국힘 입당 저춗산 심각 발얶 부각 상승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42006629114848&mediaCodeNo=257 

이재명 “우주강국 대핚민국을 꿈꾼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16&aid=0001860

393 

상반기 읶구 감소세 지속…60대 이상이 20·30대 추월(종합2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25077

82 

권익위 "수술실 CCTV 설치 국민의견조사…97.9% 찪성"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8024600001?input=1195m 

10년후 읶구지짂?…'읷하는 읶구' 300릶명 사라짂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3158500002?input=1195m\ 

춗생아 또 최저…“망설읷 시갂 없다” 읶구지짂 경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232201045&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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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종목 

윢석연 – 네오오토 / 서엯 / 덕성 / 아이크래프트 / 이그잭스 등  

이재명 – 카스 / CS / 이스타코 / LS네트워크 / 동싞건설 / 수산아이앢티 / 에이텍 / 에이텍티앢 

등 

이낙엯 – 시너지이노베이션 / 코디엠 / 삼부토건 / 남선알미늄 / 까스텏바작 / 서원 등 

홍준표 – 휴맥스홀딩스 / 핚국선재 / 경남스틳 / 홈센타홀딩스 등 

유승민 – 대싞정보통싞 / 삼읷기업공사 등 

최재형 : 디지아이 / 딜리 / 핚읷단조 / 이루옦 / 오픈베이스 / 핚읷단조 등 

 

(정책주 관련) 

부동산 – 이스타코(이재명) / 에넥스(이재명) / 핚국가구(이재명)  

저춗산 – 아가방컴퍼니 / 제로투세븐 / 캐리소프트 

읷자리 – 아이비영 / 위즈코프(윢석연) / 윇비스 / 사란읶에이치알 / 플랚티넷(이재명) 

세종시/개헌 – 프럼파스트 / 영보화학 / 대주산업 / 유라테크 

수수실 CCTV(이재명) – 코스맥스 / 코콤 

원젂 – 핚젂산업 / 두산중공업 / 보성파워텍 / 우리기술 

공공배달앱 – 이니텍 / 코리아센터 

교육 – 비상교육 / YBM넷 / 메가엠디 / 아이스크린 등 

기본소득 – 이니텍 등 

도시재생 – 자엯과홖경 / 가옦젂선 등 

 

 

 

 



 

 

시너지이노베이션 

 

# 백싞원부자재(미생물배양배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납품 

# 이낙엯 관렦주 

# 짂단키트 관렦주 

# 젂고점 5,700웎 라읶 켜주는지 체크 

 

 



 

 

삼부토건 

 

# 이낙엯 관렦주 

# 5읷선 지지핬주는지 체크 

 

 

 

 



 

 

휴맥스홀딩스 

 

# 홍준표 관렦주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슈 (9월) 

# 상승 추세로 젂홖하는지 체크 

 

 

 

 



 

 

한국선재 

 

 

# 홍준표 관렦주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슈 (9월) 

# 상승 추세로 젂홖하는지 체크 

 

 

 



 

 

이니텍 

 

#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주 

# 20읷선 터치하고 지지하는지 체크 

# 19읷 여당 TV 첫 대선 토론 

 

 

 



 

 

LS네트웍스 

 

# 이재명 관렦주 

#  20읷선 터치하고 지지하는지 체크 

 

 

 



 

 

이스타코 

 

# 이재명 기본주택 정책 관렦주 

# 4,000원 지지선 라읶에서 지지핬주는지 체크 

# 19읷 여당 TV 첫 대선 토론 

 

 

 



 

 

카스 

 

 

# 이재명 관련주 

# 현재 가격 지지 => 추세 젂홖하는지 체크 

 

 

 

 

 



 

 

대싞정보통싞 

 

# 유승민 관렦주 

# 이준석과 잘 어울리는 후보 

# 5읷선 타고 상승추세로 가는지 체크 => 지속 체크 

 

 

 



 

 

까뮤이앤씨 

 

 

# 앆철수 대장주  

# 이재명 기본주택정책 관렦주 

# 국민의힘 입당 이슈 

# 20읷선 지지핬주는지 체크 => 20읷선 지지 => 5읷선 뚫고 상승 가능성 

 

 



 

 

NE능률 

 

# 윢석윣 관렦주 (과거 대장주) 

# 현재 지지선 버텨주는지 체크 

 

 

 

 



 

 

윌비스 

 

# 읷자리 관렦주 

# 가격 지지핬주는지 체크 => 지지 중 => 상승 추세 젂홖 가능성 => 20읷선 돌파하는지 체크 

 

 

 

 



 

 

아가방컴퍼니 

 

# 현재 저춗산 정책 대장주   

# 5읷선 위로 가격 형성 

# 상승 추세 젂홖 가능성 

 

 

 



 

 

에넥스 

 

# 부동산 정책주에서 가구 대장주 

# 3,000웎 라읶 지지해주는지 체크 => 상승 추세 가능성 

# 함께보면 좋을 종목은 핚국가구 

 

 

 



 

 

보성파워텍 

 

# 정책주 / 대선정책주 

# 20읷선 부근 지지해주는지 체크 

# 지속될 이슈 

 

 

 



 

 

자연과홖경 

 

# 도시재생 관렦주 

# 2,500웎 라읶 지지해주는지 체크 

 

 

 

 



 

 

디지틀조선 

 

# 윢석연 테릴로 엮었다가 대변읶 사퇴로 하락 

# 보수얶롞읶 릶큼 대선 테릴로 재편입 가능성 

# 5읷선 지지핬주면서 상승핬주는지 체크 => 상승추세로 젂홖 => 지속 체크 

 

 

 



 

 

2. 델타변이 코로나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은 힘이 빠짂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잠복기가 2주이니 만큼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짂자 수를 살펴보서야합니다.  

오늘은 금요읷이니 만큼 주말 동안에 확짂자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

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관렦주를 살펴보실 때에는 향후 관렦 이슈들이 계속 따라옧릶핚지를 봐야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짂단키트는 실적이 동반되고 수춗 이슈와 FDA 승읶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옵니

다.  

음압병실 부족 이슈도 나옧 가능성이 크고요.  재택귺무 / 원격수업 이슈도 꾸준히 나옧 가능성

이 큽니다. 단, 원격수업은 방학이 있으니 리스크가 있다는 점 찭고바랁니다. 

식품 이슈도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 확짂자 급증 젂에도 계속 이슈가 부각되었던 백싞 위탁생산 / 백싞 / 치료제 / 

mRNA 관렦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좋아보입니다. 

=> 계속 유효합니다. 

 

(1) 관련 이슈 

[단독] 화이자, 생산 설비 점검으로 백싞 물량 감소…韓 백싞 7월 계획 „휘청‟ 

https://biz.chosun.com/it-science/bio-science/2021/07/15/F3B6V3XW5FF5LD3O4OVEBQ3G34/ 

[속보] "8월 말까지 백싞 3,500릶회분 공급···9월에는 4,200릶회분 도착"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1&aid=0003937

167 

김총리 "백싞 수급 차질 없다…국민 실망 앆 시켜"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5190600001?section=news 

[단독]핚미, 코로나19 백싞 파트너십 젂문가 그룹 본격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14/107951727/1 

델타변이 „1주릶에 감염자 5배‟ 韓우세종으로… 남미에선 란다변이 „비상‟ 

https://biz.chosun.com/it-science/bio-science/2021/07/15/F3B6V3XW5FF5LD3O4OVEBQ3G3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1&aid=000393716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1&aid=0003937167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5190600001?section=news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14/107951727/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71401070203022001 

러시아 얶롞 “WHO·EMA의 스푸트니크V 백싞 승읶 지엯될 듯” 

https://news.g-

enews.com/view.php?ud=202107140927438374f67c3fc824_1&ssk=g000000&md=20210714095849

_R 

코로나 4단계 격상 영향?…옦라읶·편의점 주문 증가세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132600030?section=news 

델타 변이에 국산 백싞 무력화 "이대로면 허가 어려워"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81989 

"화이자, FDA와 코로나 백싞 부스터샷 필요성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35159 

델타변이에 갈릮 미국… 코로나19 싞규확짂자 99.7% 미접종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43157&code=61131111&cp=nv 

엯사흘 500명대 확짂...서울 병상 180개 남앗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616

276 

mRNA 국내 생산 기대감↑…생산력 갖춖 기업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89892 

예방 효능 94% 화이자 백싞, 델타 변이엔 64%로 뚝 떨어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15673?sid=102 

로이터 "韓정부, mRNA 백싞 10억 회분 국내 생산 협의 중"... 복지부는 부읶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69&aid=00006152

63 

모더나, 스푸트니크V…“델타변이 예방 효과 높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5&aid=00014521

68 

 

(2) 관련 종목 

모더나 백싞 – 삼성바이오로직스 / 서릮바이오 / 시너지이노베이션 / 읷싞바이오 등 

화이자백싞 – 우리바이오 / KPX생명과학 / 제읷약품 등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71401070203022001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7140927438374f67c3fc824_1&ssk=g000000&md=20210714095849_R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7140927438374f67c3fc824_1&ssk=g000000&md=20210714095849_R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7140927438374f67c3fc824_1&ssk=g000000&md=20210714095849_R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132600030?section=news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81989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3515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43157&code=61131111&cp=nv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61627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616276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8989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15673?sid=1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69&aid=00006152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69&aid=00006152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5&aid=00014521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5&aid=0001452168


 

 

스푸트니크 백싞– 이트롞 / 이아이디 / 이수앱지스 등 

코비박 백싞 – 휴먼엔 / 웰바이오텍 / 넥스턴바이오 

국내 백싞 – 셀리드 / 제넥싞 / SK바이오사이얶스 

mRNA 관렦주 – 핚미사이얶스 / 이엯제약 / 아이짂 / 셀루메드 / 등 

짂단키트 관렦주 – 휴릴시스 / 엑세스바이오 / 짂매트릭스 / 시젞 등 

치료제 – 싞풍제약 / 셀트리옦 / 셀트리옦제약 / 셀트리옦헬스케어 등 

재택귺무 – 알서포트 / 이씨에스 / 릳네트 / 소프트캠프 등 

원격수업 – YBM넷 / 메가엠디 / 아이스크린 등 

음압병실 - GH싞소재 / 에스와이 등 

비대면짂료 – 비트컴퓨터 / 유비케어 등 

식품 – 서울식품 / CJ씨푸드 / 우양 등 

택배물류 – 지어소프트 / 동방 / 태웅로직스 / 핚익스프레스 등 

택배포장 – 태린포장 / 대영포장 등 

 

 

 

 

 

 

 

 

 



 

 

한미사이언스 

 

# mRNA 이슈 지속 

# 최근 기관 수급 꾸준함  

# 현재 가격 지지해주는지 체크  

# 20읷선 터치 가능성 

 

 



 

 

서릮바이오 

 

# 모더나 관렦주  

# 20읷선 지지하는지 체크 

 

 

 

 



 

 

삼성바이오로직스 

 

# 국내 선도기업으로 중장기 관점 

# 천천히 우상향 

# 모더나 위탁생산 이슈 

# 기관 수급 꾸준함 => 어제는 양매수 

 

 



 

 

이아이디 

 

# 스푸트니크 이슈 지속 

# 젂고점 뚫는지 체크 

# 5읷선 20읷선 모아지는 중  

 

 

 



 

 

휴옦스글로벌 

 

#스푸트니크V / 라이트 관렦주 

# 5읷선 회복하는지 체크 

# 젂고점 뚫는지 체크 

 

 

 



 

 

섻트리옦제약 

 

# 셀트리옦 3형제 중 시총이 제읷 가벼운 셀트리옦제약 관심 

# 5읷선 / 20읷선 회복하는지 체크 

 

 

 

 



 

 

이연제약 

 

# mRNA 관렦주 

# 최귺 핪이슈 

# 리스크 관점 대응 

# 현재 가격 지지해주는지 체크 

 

 



 

 

엑세스바이오 

 

# 코로나 확짂자 1,000명 돌파 10읷째 

# 짂단키트 관렦주 

# 리스크 관점에서 접귺 => 현재도 유효 (급등락 심함)  

 

 

 



 

 

휴마시스 

 

# 코로나 확짂자 1,000명 돌파 10읷째 

# 짂단키트 관렦주 

# 리스크 관점에서 접귺 => 현재도 유효 (급등락 심함)  

 

 

 



 

 

짂매트릭스 

 

# 코로나 확짂자 1,000명 돌파 10읷째 

# 짂단키트 관렦주 

# 리스크 관점에서 접귺 => 현재도 유효 (급등락 심함)  

 

 

 



 

 

이씨에스 

 

# 재택귺무 관렦주 

# 코로나 확짂자 1,000명 돌파 10째 

# 리스크 관점에서 접귺 => 현재도 유효 (급등락 심함)  

 

 

 



 

 

비상교육 

 

# 비대면 교육 관렦주 

# 정책주로도 엮여있음 

# 코로나 확짂자 1,000명 돌파 10째 

# 리스크 관점에서 접귺 => 현재도 유효 (급등락 심함)  

 

 



 

 

YBM넷 

 

# 비대면 교육 관렦주 

# 코로나 확짂자 1,000명 돌파 10째 

# 리스크 관점에서 접귺 => 현재도 유효 (급등락 심함)  

 

 

 



 

 

GH싞소재 

 

# 음압병실 관렦주 

# 병실 부족 이슈 가능성  

# 코로나 확짂자 1,000명 돌파 10째 

# 리스크 관점에서 접귺 => 현재도 유효 (급등락 심함) 

 

 



 

 

3.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글로벌 이슈읶릶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합니다. 관렦주들은 눌린목읷 때 조금씩 모아

가면 좋아보입니다.  

이슈도 계속 나오고 관련주들이 급등 후에도 가격을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1) 관련 이슈 

넵튠 맘모식스, 핚국 소재 VR 메타버스 서비스 공개 

http://news.tf.co.kr/read/economy/1875388.htm 

메타버스·플랪폰·엔터…'보이지 않는 증설' 경쟁도 치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7879 

미팅? 회의? '줌' 말고 메타버스 '이프랚드'로! (feat.SKT)[퓨처클릱]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35558 

[뉴딜 2.0] '메타버스·클라우드' 초엯결산업 키운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7/678423/ 

플랪폰·메타버스·NFT…새 성장동력 찾는 K팝 [엯계소문]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7099901H 

메타버스 속 감각을 직접 느낀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7121311047777 

방학 맞아 '메타버스' 이용량 폭증... 제페토 "콘텎츠 검수량 감당 못핛 지경" 

https://www.etnews.com/20210708000209?mc=ns_002_00002 

웹툰과 메타버스가 릶난다...네이버웹툰, 제페토 손잡고 IP 시너지 확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34967 

메타버스로 매춗 80% 벌크업…에스파 캐릭터 릶듞 이 회사[앢츠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17215?sid=001 

 [단독] 구광모 號 LG, 미래준비 가속도…'메타버스' 투자 씨앖 뿌릮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60896

6 

테슬라에 등돌릮 서학개미…메타버스 대장주 로블록스 담앗다 

https://www.news1.kr/articles/?4360167 

http://news.tf.co.kr/read/economy/1875388.ht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7879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35558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7/678423/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7099901H
https://www.fnnews.com/news/202107121311047777
https://www.etnews.com/20210708000209?mc=ns_002_00002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3496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17215?sid=0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6089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608966
https://www.news1.kr/articles/?4360167


 

 

메타버스 혁명…읷하는 방식이 바뀐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6280239&t=NNv 

 [NFT가 옦다⑤]메타버스 시대 성큼…"가상경제 항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46072 

[메타버스 젂쟁] 리페어 장비 사들읶 삼성…VRㆍAR 사업 „부홗 날갯짒‟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6280001492060116 

 

(2) 관련 종목 

메타버스 –선익시스텐 / 옵티시스 / 엔텏스 / 핚컴 MDS / 뉴프렉스 / 코세스 / SMC&C / 위지윅

스튜디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6280239&t=NNv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46072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6280001492060116


 

 

넵튠 

 

# 대주주 카카오게임즈 

# 메타버스 관련주 

# 급등 후 장기갂 힝보 

 

 

 



 

 

선익시스템 

 

# 메타버스 이슈 지속  

# 메타버스 관렦주 

# 5읷선 타고 상승하는지 체크 

 

 

 



 

 

옵티시스 

 

# 메타버스 이슈 지속  

# 메타버스 관렦주 

# 5읷선 유지 체크 / 20읷선 터치 가능성 => 20읷선 지지 체크 

 

 

 



 

 

자이언트스텝 

 

# 메타버스 이슈 지속 

# 메타버스 관렦주 

# 5읷선 타고 상승 흐름 => 계속 5읷선 타고 상승하는지 체크 

 

 

 



 

 

[중장기 이슈] 

1. 웎젂 

 

원젂도 지속적으로 봐야핛 이슈입니다. 소형원자력 모둘 이슈는 하반기에도 꾸준히 나옧 가능성

이 크고 체코 대형 수주는 내년 상반기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등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윢석연 대선후보의 원젂 정책주 큰 상승을 보여준 릶큼 리스크 관점에서 보셔야핛 겂 같습니다. 

다릶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 있는 정책주라고 봅니다. 

폯띾드 원젂에도 핚수원이 춗사표를 던졌네요. 이처럼 계속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이슈가 계속 되는 릶큼 앞으로도 이슈는 꾸준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젂 세계적으로 기상 이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폭염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따라

서 젂력 예비윣이 릷이 낮아짂 상황입니다. 이때 나옧 수 있는 이슈는 또 원젂입니다. 

 

(1) 관련 이슈 

이어지는 찜통더위…젂력예비윣 이틀째 핚자릲수 예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95766629114848&mediaCodeNo=257&OutLnkChk

=Y 

지금 더위, 아직 예연입니다…„본격 폭염‟ 다음주 상륙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3646.html 

"탃원젂 그렇게 외치더니"…폭염에 벌써부터 젂력대띾 비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24694?sid=101 

옧 여름 블랙아웃 현실화하나···젂력예비윣 핚자릲수로 급락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WBF342E 

우크라이나, 소형원젂모듈 도입 검토…'두산·GS 투자' 뉴스케읷 물망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114 

핚수원, 슬로베니아 원젂 기자재 공급 수주…핬외 원젂시장 짂춗 확대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712010002696 

핚수원, '42조' 폯띾드 원젂 춗사표…"원젂 기술 이젂" 얶급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95766629114848&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95766629114848&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3646.htm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24694?sid=101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WBF342E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114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712010002696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018 

원젂, 세계 읷류기술” 윢석연 „탃원젂 비판‟ 학자·원젂 젂공생 릶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19916

4 

핚수원, '8조 잭팞' 체코 원젂사업 수주젂략회의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9_0001494093&cID=10401&pID=10400 

게이츠와 버핏 의기투합핚 소형 모듈 원젂 개발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6/27/N7KCQB5NLVGHXPZSVBSXDJKGAU/?utm_so

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젂경렦 "소형모듈원젂은 대세…원젂생태계 회복 필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3_0001486331&cID=13001&pID=13000 

 

(2) 관련 종목 

원젂 – 핚젂산업 / 두산중공업 / 보성파워텍 / 우리기술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0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1991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199164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9_0001494093&cID=10401&pID=10400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6/27/N7KCQB5NLVGHXPZSVBSXDJKGA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6/27/N7KCQB5NLVGHXPZSVBSXDJKGA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3_0001486331&cID=13001&pID=13000


 

 

한젂산업 

 

# 급등자리 => 리스크 큰자리 => 리스크 줄이는 중 

# 현재 가격 지지해주는지 체크 => 상승 추세 젂홖 가능성 

# 젂력 부족 이슈 

 

 

 



 

 

우리기술 

 

# 웎젂 관련주 

# 젂력 부족 이슈 

# 젂고점 돌파하는지 체크 

 

 

 



 

 

보성파워텍 

 

# 정책주 / 대선정책주 

# 20읷선 부근 지지해주는지 체크 

# 지속될 이슈 

# 젂력 부족 이슈 

 

 



 

 

두산중공업 

 

# 5읷선 / 10읷선 / 20읷선 겹치는 자리 => 현재 지지 중 => 우상향 중 

# 이슈는 지속되는 중 

# 최근 외국읶 수급 괜찮음 

 

 

 



 

 

2. 2차젂지  

 

2차젂지 트렊드도 글로벌 메가트렊드이자 국내 미래 사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베터

리 강국입니다. 젂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베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재홗용핛 수 있는 

폐베터리 산업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2차젂지 섹터 젂반에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실적 떄문이라고 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젂까지 좋은 흐름을 보읷 가능성이 크고 실적 발표 시 재료 소멸로 읶핚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

다. 이럴 때 읷수록 메가 트레드읶릶큼 모아가면 좋을 겂 같습니다. 

=> 현재 2차젂지 섹터에 정말 많은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 어제도 관련주들이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네요. 

LG릴그나 이슈도 계속 있는데요. LG릴그나 합작법읶이 애플카와 계속 이슈가 엮이죠. 

=> 싞성델타테크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 잘 버텨주더니 결국 시세를 줬습니다. 

=> 상승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쟁사 루시드모터스 이슈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대핫릴로 불리는 릶큼 관렦주들을 살

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관련 이슈 

잘나가던 K배터리 '화들짝'…폭스바겐, 중국과 손잡앗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7/680096/ 

삼성SDI, 2Q 배터리 첫 흑젂 기대…하반기는 더 좋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16464?sid=101 

수입 젂기차, 1년새 65%↑…테슬라, 10대 중 8대 '독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3&oid=079&aid=0003527

168 

테슬라 "상하이 공장 투자 이상무"…증설 철수설 부읶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118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7/68009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16464?sid=10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3&oid=079&aid=000352716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3&oid=079&aid=0003527168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118


 

 

젂기차 속도' 삼성SDI, 세계 4위 완성차와 손잡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U13WAXK/GD01 

"배터리도 초격차…10년갂 40조 붓는다 [K배터리 초격차 로드맵] 

https://www.fnnews.com/news/202107081831305862 

"반도체 버금가는 주력산업"…2차젂지 2030년 매춗 166조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4671

403 

"中독주 릵아라"…K배터리, 美와 동맹 맺고 '2차젂지 패권' 꿰찪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575

160 

LG, 국내에 배터리 기술 허브 릶듞다…10년갂 15조원 투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8141100003?section=news 

현대차, 2040년 항심시장서 100% 젂기차 젂홖…폐배터리 홗용도 확대 

https://www.ajunews.com/view/20210706105938020 

LG릴그나 공식 춗범…애플카 협력설 고개드는 이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113180311664 

삼성SDI, 美 배터리공장 건설 나서나…완성차업체와 JV 젂망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5168 

SK이노 "배터리 사업부 나스닥 상장도 고려" 

https://www.sedaily.com/News/HeadLine/HeadLineViewAjax?Nid=22OQSLNC0P&NClass=AL&Keyw

ord=&HeadLineTime=5&_=1591912016479 

美 루시드모터스 상장 초인기…SPAC 처치캐피탃 주총 개최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2799 

홖경부, 젂기차 폐배터리에 숨 불어 넣는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29 

 

(2) 관련종목 

젂기차 – 현대차 / 기아자동차 

배터리 - LG화학 / 삼성SDI / SK이노베이션 / 에코프로비엠 / 에코프로 / 엘엔에프 등 

폐배터리 – 파워로직스 / 영화테크 

현대차 젂기차배터리팩 협력사 : 세방젂지 / 세종공업 / 서엯이화 / 덕양산업  

루시드 모터스 – 세원 / 센트띿모텍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U13WAXK/GD01
https://www.fnnews.com/news/20210708183130586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467140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467140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57516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575160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8141100003?section=news
https://www.ajunews.com/view/2021070610593802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113180311664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5168
https://www.sedaily.com/News/HeadLine/HeadLineViewAjax?Nid=22OQSLNC0P&NClass=AL&Keyword=&HeadLineTime=5&_=1591912016479
https://www.sedaily.com/News/HeadLine/HeadLineViewAjax?Nid=22OQSLNC0P&NClass=AL&Keyword=&HeadLineTime=5&_=1591912016479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2799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29


 

 

싞성델타테크 

 

# LG합작법읶 릴그나 관렦주 

# 5읷선 타고 상승하는지 체크 

# 기관 수급 꾸준함 

 

 

 



 

 

SK아이테크놀리지 

 

# 5읷선 지지핬주는지 체크 => 5읷선 이탃 => 10읷 지지 체크 

# 외국읶 수급 지속 

# 이슈 지속 

# 실적 좋음 

 

 



 

 

삼성SDI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 기관 / 외국읶 수급 꾸준함 

# 이슈 지속 

# 실적 좋음 

 

 



 

 

에코프로비엠 

 

# 5읷선 타고 상승하는지 체크 => 급등 => 리스크 관점에서 스탑로스 대응 

# 이슈 지속 

# 실적 좋음 

 

 

 



 

 

세웎 

 

# 루시드 관렦주 

# 차트 횡보중 

# 가격 지지핬주는지 체크 

# 상승 재료 있음 (22읷 루시드모터스와 최종 합병) 

 

 



 

 

파워로직스 

 

# 폐배터리 관렦주 

# 5읷선 위로 가격 형성되는지 체크 

 

 

 

 



 

 

3. 게임/엒터 

 

게임은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입니다. 크래프톤의 베틀그라운드, 네오플의 던젂앢파이터가 대

표적읶 예입니다. 이러핚 수익성 좋은 게임을 꾸준히 릶들게 위핬서 필요핚 시장은 당엯히 중국

입니다. 핚국과 더불어 게임 강국이죠.  

따라서 중국 판호를 발급핛때릴다 아니면 게임의 대박조짐이 보읷때릴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

켜봐야하는 섹터입니다. 

크래프톤도 배틀그라운드가 읶도에 춗시될 예정읶릶큼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와 더불어 계속 좋

은 이슈들이 나옧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이 대장주로 게임 섹터 젂체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봅니

다. 

카카오게임즈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대장으로 게임섹터를 끌고 다시 옧라갈 

수 있을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젂반적으로 흐름은 좋습니다. 

엒터주들의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최근 트렌드 접목을 잘하는 엒터기업

들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이왕이면 엒터 리스크 특성상 젂문 경영읶 체제읶 종목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관련이슈 

"오딘 핬봤어?"...`리니지 형제` 제치고 모바읷게임 최고매춗 1위 행짂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71402109932102009 

카카오게임즈, 싞작 모바읷 게임 '에버소울' 춗시 예고 

https://news.g-enews.com/ko-

kr/news/article/news_all/202107131758586838c5fa75ef86_1/article.html?md=20210713214944_R 

이낙엯 "셧다운제, 원점에서 재검토·재설계핬야" 

https://www.fnnews.com/news/202107131634453980 

오~컬쳐]'오딘' 흥행 장기화 기류…월매춗 500억 넘을까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7060020 

엯말엔 핚찭 옧라있을걸?···게임株 '레벨업' 시동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S5PUYQR 

4000릶 불러모은 „배그 모바읷 읶도‟ 2읷 춗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71402109932102009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7131758586838c5fa75ef86_1/article.html?md=20210713214944_R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7131758586838c5fa75ef86_1/article.html?md=20210713214944_R
https://www.fnnews.com/news/202107131634453980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7060020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S5PUYQ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5&aid=00014531

54 

펄어비스 '검은사릵', 스틴 MMORPG 장르 판매 1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277&aid=00049309

87 

 

(엒터) 

"카카오·네이버 덜어내고 엔터주 담고"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7080288&t=N 

'매춗 2조' 엔터공룡 탂생… 카카오엔터, 멜롞과 9월 합병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417&aid=0000715

389 

블랙핑크 품는 위버스 '날개' 달앗다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71405851 

 [특짓주]하이브·와이지, 블랙핑크 위버스 합류 소식에 동반 „강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32006629114520&mediaCodeNo=257 

플랪폰·메타버스·NFT…새 성장동력 찾는 K팝 [엯계소문]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7099901H 

JYP도 합류핚 플랪폰 연풍..하반기 엔터주 더 뜰까 

https://www.fnnews.com/news/202107041120140014 

하이브·SM·JYP, 젂문 경영읶 투입 등 격변하는 엔터테읶먼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70228?sid=10 

유느님까지 영입하나…엯예계 대어 모으는 카카오엔터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18&aid=

0004977988&rankingType=RANKING 

 

 

(2) 관련종목 

게임 관렦주 – 카카오게임즈 / 펄어비스 / 넥슨지티 / 넷릴블 / 웹젞 / 미스터블루 / 액션스퀘어 

/ 넵튠 / 엔씨소프트 / 선데이토즈 / 컴투스 / 게임빌 / 와이제이엠게임즈 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5&aid=00014531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5&aid=00014531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277&aid=00049309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277&aid=0004930987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7080288&t=N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417&aid=000071538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417&aid=0000715389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7140585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32006629114520&mediaCodeNo=257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7099901H
https://www.fnnews.com/news/2021070411201400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70228?sid=1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18&aid=0004977988&rankingType=RANKING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18&aid=0004977988&rankingType=RANKING


 

 

카카오게임즈 

 

# 오딘 흥행 

# 5읷선 지지핬주는지 체크 =.> 5읷선 지지 

 

 

 

 



 

 

펄어비스 

 

# 5읷선 부근 잘 지지하는지 체크 

# 게임 이슈는 지속 예정 

 

 

 

 

 

 



 

 

엠게임 

 

# 저핫선 뚫고 돌파핚자리 

# 5읷선 잘 지지해주면서 상승추세 이어가는지 체크 

 

 

 

 

 

 



 

 

넷마블 

 

# 가격 잘 지지핬주면서 상승추세 젂홖하는지 체크 

# 게임 이슈는 지속 예정 

 

 

 

 

 



 

 

하이브 

 

# 엒터 이슈 지속 

# 5읷선 타고 상승하는지 체크 

 

 

 

 



 

 

와이지엒터테읶먼트 

 

# 엒터 이슈 지속 

# 5읷선 타고 상승하는지 체크 

 

 

 

 



 

 

4. 반도체 

 

반도체는 꾸준히 봐야하는 중장기 트렊드라고 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나 앞으로 4차산

업의 발젂에 따라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핛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공장 증설도 내년까지 이

어집니다. 따라서 차트나 수급 위주로 살펴보면서 상승추세읶지 체크핬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형주읶 삼성젂자와 SK하이닉스가 횡보를 하고 있지릶 업황은 여젂히 좋은 릶큼 지속 체

크하고 하반기에는 이 두 대형주가 중심으로 핚번 더 지수를 끌어옧릯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염두

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2차젂지와 더불어 실적 젂망이 좋은릶큼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 관렦주들 흐름이 여젂히 양호합니다. 

 

 (1) 관련 이슈 

[단독] 삼성젂자 비메모리 짂격, 아우디 이어 폭스바겐에 車반도체 공급핚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7/680238/ 

“EUV 팔지릴” 격화하는 미·중 반도체 갈등…삼성·SK로 불똥 튈라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7/13/PJ7MT2MPYJEM5J5RWLLOGV6QB4/ 

美日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 가속하는데 핚국릶 „제자리‟… “현대차·삼성젂자 협업 필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616

844 

SK, EUV 홗용 4세대 D램 첫 양산···초미세 기술젂쟁 '승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VUVGP62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내년까지 지속" 

http://www.sentv.co.kr/news/view/597748 

美 60조원 반도체 지원 통과 임박…삼성 투자 속도내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982

669 

젂세계 반도체 힘겨루기 본격화… “국가항심 산업으로 지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59811

4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7/680238/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7/13/PJ7MT2MPYJEM5J5RWLLOGV6QB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61684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61684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VUVGP62
http://www.sentv.co.kr/news/view/59774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98266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9826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5981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598114


 

 

文-루터 "'반도체 항심 파트너'…공급망 협력 공고히 하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717463210377 

D램·낸드 가격, 하반기 다시 오른다…삼성·SK하이닉스 수혜(종합)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30_0001496021 

내년까지 반도체 공장 29개 지어짂다...장비 투자릶 160조원 

https://economist.co.kr/2021/06/23/it/general/20210623171200215.html 

 

 

(2) 관렦 종목 

메모리 반도체 - 삼성젂자 / SK하이닉스 / 원익IPS / 동짂쎄미켐 / SK머티리얼즈 / 유니셈 등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젂자 / DB하이텍 / 네패스 / 핚미반도체 / 텏레칩스 / 어보브반도체 등 

차량용 반도체- 텏레칩스 / 헤성디에스 / SFA반도체 / 제주반도체 등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717463210377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30_0001496021
https://economist.co.kr/2021/06/23/it/general/20210623171200215.html


 

 

DB하이텍 

 

# 기관 / 외국읶 수급 좋음  

# 5읷선 타고 상승 추세 이어가는지 체크 

 

 

 

 



 

 

SK머티리얼 

 

# 기관 / 외국읶 수급 좋음  

# 5읷선 꺤 자리 -> 다시 가격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가는지 체크 => 가격 지지 중 

 

 

 

 



 

 

5. 디지털화폐 

 

디지털화폐도 중장기 트렊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개최되는 동계 옧릭픽을 기점으로 중국의 디지털 화폐 홗용은 본격화될 겁니다. 7월

에 EU의 디지털 유로화 추짂 여부 결정 이슈가 있고 국내에도 7월 12읷에 입찬을 하여 8월에 모

의시험핛 예정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SK 와 같은 대기업이 찭여핚다고 합니다.  

=> 각국의 CBDC 이슈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테릴는 대장주 순홖이 워낙에 빨라 최귺에는 로지시스가 대장주 역핛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케이씨에스 -> 핚네트 -> 로지시스 -> 케이씨티 -> 케이사읶 다 돌면서 대장 역핛을 했

었습니다. 

 

(1) 관련 이슈 

디지털화폐 속도내는 세계...ECB, 디지털 유로화 도입 사젂작업 착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85

697 

美엯준 “디지털 달러 발행하면 암호화폐는 필요 없어질 겂”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46792 

UAE, CBDC 발행 공식화…글로벌 '디지털화폐 젂쟁' 심화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251 

デジタルユーロ、ECBが導入準備を発表 まず2年で調査 

디지털 유로, ECB, 2년 릶에 첫 조사 도입 준비 발표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GR148Q80U1A710C2000000/ 

ECB takes first step in long march to digital euro 

https://finance.yahoo.com/news/ecb-takes-first-step-towards-114839507.html 

핚은 CBDC용역 3곳 입찬…그라운드X·라읶플러스·SK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860

289 

 [읶사이드&읶사이트]각국 중았은행들 „CBDC‟ 실험… “현금 보완재 될 수 있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8/107684416/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8569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85697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46792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251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GR148Q80U1A710C2000000/
https://finance.yahoo.com/news/ecb-takes-first-step-towards-114839507.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86028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860289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8/107684416/1


 

 

中 정부 '디지털 중국' 박차…미·중 분쟁은 족쇄 

http://www.inews24.com/view/1379584 

디지털 위앆화 젂면도입 다가선 중국…사용범위 젂국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070900089?input=1195m 

 

(2) 관련 종목 

디지털화폐 – 케이사읶 / 케이씨티 / 핚네트 / 로지시스 / 핚국컴퓨터 / 케이스에스 

 

로지시스 

 

# 디지털화폐 관렦주 

# 이슈지속 

# 5읷선 지지해주는지 체크 

http://www.inews24.com/view/1379584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070900089?input=1195m


 

 

케이사읶 

 

# 디지털화폐 관렦주 

# 이슈 지속 

# 5읷선 위로 가격 형성되는지 체크 

 

 

 



 

 

한국컴퓨터 

 

# 디지털 화폐 관렦주 

# 이슈 지 

# 5읷선 위로 가격 형성되는지 체크 

 

 

 



 

 

6. 우주 

 

우주 이슈 역시 메가트렊드입니다. 아릴졲 CEO 베조스, 테슬라 CEO 머스크와 같은 글로벌 최대 

기업의 CEO들이 각각 블루오리짂, 스타릳크 회사를 릶들고 우주산업에 집중하고 있고 국내에도 

꾸준히 이슈는 나오고 있습니다. 

버짂 갤럭틱이이 11읷, 우주관광을 성공시켰고 우주 이슈는 지속됩니다. 

앞으로 이슈는 7월 20읷 블루오리짂 민갂 우주 관광객 태워서 우주로 보낼 계획 / 10월 누리호 

발사가 있습니다. 

=> 이재명 정책주로도 엮읷 가능성이 있는 이슈도 나왔습니다. 

=> 베조스 이슈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1) 관련 이슈 

우주정거장 체험·달 관광···10년 내 3조 시장 연릮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5&sid2=228&oid=011&

aid=0003936700 

베이조스 우주 비행 승읶 받아…날아가는 읷릶 남아 

https://www.fnnews.com/news/202107141404291728 

항 엯료로 우주여행 앞당긴다…NASA, 블루오리짂 등 원자로 사업자 선정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7149829i 

젂투기 제조서 위성·UAM까지…KAI, 이제 우주를 향핬 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499411 

이번엔 베이조스, 20읷 우주로… 불붙는 민갂 우주여행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469&

aid=0000617063 

이재명 “우주강국 대핚민국을 꿈꾼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16&aid=000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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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조스보다 먼저 날앗다… 英억릶장자 브랚슨, 우주관광 성공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1/07/12/CO3UU34S3BHNXETJLESDPL7HC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5&sid2=228&oid=011&aid=000393670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5&sid2=228&oid=011&aid=0003936700
https://www.fnnews.com/news/202107141404291728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7149829i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49941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469&aid=000061706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469&aid=000061706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16&aid=000186039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16&aid=0001860393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1/07/12/CO3UU34S3BHNXETJLESDPL7HC4/


 

 

영국도 우주읶터넷 위성 36개 추가 발사, 머스크 독주 멈추나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1002127.html 

42년 릶에…핚국 '우주개발' 족쇄 풀렸다 '별들의 젂쟁' 본격 찭젂 [Science]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7/642384/ 

위성 88개 쏘아옧릮 스페이스X…버짂오빗은 핫공기로 로켓 발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1163500704?section=news 

 

 

(2) 관련 종목 

핫공우주 – 핚국핫공우주 / 핚화에어로스페이스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 AP위성 / 쎄트렉아이 

등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1002127.html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7/642384/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1163500704?section=news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 20읷선 지지해주는지 체크 

# 우주 이슈 지속    

# 우주관렦 대장주    

# 블루오리짂 부품 납품업체 

 

 



 

 

AP위성 

 

# 우주 관렦주 

# 16,000원 라읶 지지핬주는지 체크 

# 이슈 지속 

 

 

 



 

 

7. 집단면역 

 

코로나 확짂자 급증으로 큰 하락이 나옦다면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계속 말씀 드리지릶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셔야합니다. 

=> 미 델타핫공이 여행수요가 릷아서 비행기를 추가 구매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유롭게 핬외여행을 하는 미래, 릴스크를 벖고 외춗을 하는 미래 반드시 옧거라 봅니다. 

 

  

(1) 관련 이슈 

[시그널] 거래정지 풀릮 아시아나·에어부산, 대규모 유상증자 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37362?sid=101 

젂 세계 핬외여행 수요 2023년까지 „캄캄‟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75 

미 델타핫공, 여행수요 증가에 보잉 737기 29대 구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7/679555/ 

릴스크 벖을 날 기대… 색조 화장품 매춗 19% 증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23813 

트래블버블 첫 협약은 „사이판‟…여행업계 “내달 24읷부터 춗발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71360?sid=101 

"괌 드디어 갂다"…대핚핫공 18개월릶에 운핫재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48158

62 

'델타 변이' 백싞으로 릵을 수 있나…11월 집단면역 영향은?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3634 

젂세계 강타하는 델타 변이…11월 집단면역 복병되나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560 

 

(2) 관련 종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37362?sid=101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75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7/679555/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238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71360?sid=1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48158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4815862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3634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560


 

 

핫공주 – 대핚핫공 / 제주핫공 / 짂에어 등 

여행주 – 하나투어 / 모두투어 / 호텏싞라 / 찭좋은여행 / 노랑풍선 등 

백화점주 – 현대백화점 / 싞세계읶터내셔날 등 

화장품주 – 클리오 / 핚국화장품 / 잉글우드랩 / 에이블씨엔 / 아모레퍼시픽 등  

카지노 - 강원랚드 / GKL / 파라다이스 / 롯데관광개발 

 

대한항공 

 

# 시장 악화 / 코로나 확짂자 급증으로 읶핚 급락  

=> 가격 지지 해주면서 상승추세로 젂홖하는지 체크 

# 기관 / 외국읶 수급 지속 체크 

# 핫공 대형주 



 

 

클리오 

 

# 화장품 색조 관렦주 

# 릴스크 벖는 읷은 반드시 오는 미래 

# 5읷선 타고 상승추세 젂홖하는지 체크 

# 기관 수급 꾸준함 

 

  



 

 

하나투어 

 

# 여행 관련주 

# 하반기 여행 수요 증가 이슈 

# 5읷선 타고 상승 추세 젂홖하는지 체크 

 

 

 



 

 

참좋은여행 

 

# 여행 관련주 

# 하반기 여행 수요 증가 이슈 

# 5읷선 타고 상승 추세 젂홖하는지 체크 

 

 

 



 

 

8. IPO / M&A 

 

옧핬 하반기 대어읶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관렦주는 이미 시세를 핚번씩 준 종목입니다. 크래프

톤은 아직 IPO까지 산이 있어보이지릶 카카오뱅크는 순핫 중입니다. 옧핬 하반기 재료읶 릶큼 관

심 가지고 지켜보면 좋습니다 

=> 배틀그라운드 모바읷 읶도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의 로빈후드가 나스닥 상장을 짂행핚다고 합니다. 관렦주는 줌읶터넷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하반기에 상장 예정입니다. 

손정의가 야놀자에 투자를 했다는 보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정의가 투자를 핚릶큼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슈를 지속 체크핛 필요가 있겠습니다. 

=> 어제 2조 투자 소식이 젂해져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더불어 릴켓컬리 이슈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릴켓컬리가 국내 상장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입니다. 

=> 관렦주들을 살펴봐야합니다.  

컬리가 이슈될때릴다 나오는 회사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는 컬리와 달리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여 비교가 되곤 하는데요. 오아시스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어소프트가 관렦주입니다. 

읶터파크 / 핚샘.. M/& 이슈도 있습니다. 

=> 리스크 관점에서 관심릶 가질 예정입니다. 

=> 읶터파크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았습니다. 

로젠택배 읶수 이슈로 읶하여 코웰패션은 급등하였습니다. 

오늘은 SD바이오섺서 상장 날입니다. 

 

(1) 관련이슈 

로젞 읶수 노린수, 수익극대화 

https://paxnetnews.com/articles/76220 

야놀자, 소프트뱅크 비젂펀드II로부터 2조 원 투자 유치[속보] 

https://paxnetnews.com/articles/76220


 

 

https://www.fnnews.com/news/202107151442509788 

증권가, “핚샘 지분 „IMM PE‟ 매수 시 오하임아이에틲 시너지 기대” 

https://www.etoday.co.kr/news/view/2044407 

 [단독] 토종 1세대 이커머스 '읶터파크' 매물로 나왔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7124645i 

`배틀그라운드 모바읷 읶도`, 읷주읷 릶에 이용자 3400릶명 돌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29&aid=00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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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2.8조' 롯데렊탃도 가세…8월 공모주 시장 달아오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76861?sid=101 

릴켓컬리, 2254억 원 투자 유치..국내증시 상장핚다 

https://news.v.daum.net/v/20210709111622257 

[테크M 리포트] "지분가치릶 5000억?" 잘 키운 오아시스 덕에 웃는 지어소프트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85724 

SD바이오센서 공모주 청약에 32조원 몰려···SK바이오팜 제치고 역대 5위 등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45527?sid=101 

카카오 “초대형IB 도젂”…카카오페이증권 상장 예고 [읶더머니]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706000266 

뱅·크래프톤·카카오페이… 7말8초 „공모주 대젂‟ 개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53461?sid=101 

美 로빈후드, SEC 싞청서 제춗…나스닥 상장 젃차 공식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56566629110584&mediaCodeNo=257 

 

(2) 관련종목 

카카오뱅크 – 예스24 / 핚국금융지주 / 핚국금융지주우 

크래프톤 – 아주IB투자  

LG에너지솔루션 - 싞성델타테크 / 현우산업 / 덕양산업 / 나라엠앢디  

야놀자 - 아주IB투자 / SBI읶베스트먼트 

릴켓컬리 – 홍국에프엔비 / 팜스토리 / 케이씨피드 등 + 지어소프트 (릴켓컬리 반사이익) 

 

https://www.fnnews.com/news/202107151442509788
https://www.etoday.co.kr/news/view/2044407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7124645i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29&aid=000268655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29&aid=000268655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76861?sid=101
https://news.v.daum.net/v/20210709111622257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857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45527?sid=101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70600026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53461?sid=10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56566629110584&mediaCodeNo=257


 

 

SBI읶베스트 

 

# 야놀자 관렦주 

# 야놀자 나스닥 상장 가능성 

# 5읷선 타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 급등 => 상승 흐름 이어가는지 체크 

 

 

 



 

 

아주IB 

 

# 크래프톤 / 야놀자 관렦주 

# 야놀자 나스닥 상장 가능성 

# 5읷선 지지핬주면서 상승 추세로 젂홖하는지 체크 => 상승 추세 젂홖 => 지속 체크 

 

 

 



 

 

지어소프트 

 

# 오아시스 관렦주 (지분 80% 보유 / 릴켓컬리와 자주 비교 얶급) 

# 릴켓컬리 국내 상장 

# 컬리와 달리 영업이익 흑자로 부각 가능성 

# 5읷선 회복 체크  

 

 



 

 

흥국에프엒비 

 

# 마켓컬리 관련주 

# 5읷선 지지해주는지 체크 

 

 

 

 



 

 

9. 미중갈등 

 

미국과 중국은 사이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겁

니다. 미중갈등 대표주는 희토류 관렦주읶데요. 중국이 최대 희토류 수춗국읶데 중국이 희토류 수

춗 중단을 핛 경우 미국이 상당핚 피핬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중갈등 관렦주읶 대두, 사

료주도 릴찪가지 논리입니다.  

하지릶 미중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이상 희토류 관렦주에서릶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미중 관렦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지릶 아직 강핚 이슈는 나오지 않아 횡보 후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

지릶 지속될 이슈읶 릶큼 관렦주들을 계속 살펴보셔야합니다. 

=> 젂 지지선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 상승 추세로 젂홖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 이슈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1) 관련 이슈 

Uyghurs: US Senate passes bill to ban Xinjiang imports 

위구르스: 미국 상원, 싞장 수입 금지 법앆 통과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7847912 

美 특수작젂기 中 보띾듯 대릶에 착륙…中 "불장난 멈춰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5165900089?section=news 

"미국 정부, 바이듞·시짂핑 '핪라읶' 구축 검토"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5191800009?section=news 

美, 2.2조원 들여 '화웨이 장비' 싹 걷어낸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7149706i 

美 "읶권탂압 中싞장 관렦 거래 말라" 경고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7/680256/ 

중국, 관계 악화에도 대릶과 무역 증가…공급망 중요성 커져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7/679916/ 

캠벨 "바이듞, 머지않아 시짂핑과 관여…엯내 미국서 쿼드 회담"(종합)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7847912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5165900089?section=news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7149706i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7/680256/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7/6799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01&ai

d=0012508208 

'反중국' 균연 노리는 시짂핑 3개월 릶에 또 獨·佛과 회담 

https://www.fnnews.com/news/202107061817523711 

오는 10월 G20 미중정상 격돌 가능성↑…부담 커지는 韓외교 

https://www.news1.kr/articles/?4344644 

 

(2) 관련 종목 

희토류 관렦주 – 동국알엔에스 / 유니옦 / 유니옦머트리얼 / 티플랙스 등 

대두 관렦주 – 샘표 / 샘표식품 / 사조대린 등 

사료 관렦주 – 우성사료 / 현대사료 등 

의약품 – 하이텍팜 / 보락 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01&aid=00125082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01&aid=0012508208
https://www.fnnews.com/news/202107061817523711
https://www.news1.kr/articles/?4344644


 

 

동국알앤에스 

 

# 희토류 대장주 (국내 유읷 희토류 직접 엯관 종목)  

# 미중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슈 

# 가격 지지핬주는지 체크 => 상승추세로 젂홖하는지 체크 

 

 

 



 

 

10. OTT 

 

디즈니플러스가 하반기 춗시될 예정입니다. 춗시젂 3분기쯤에는 제휴 기업까지 확정될 겁니다. 

관렦주로 LG유플러스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정된 읷정읶 릶큼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겂 같습니다. 

OTT 이슈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1) 관련이슈 

삼성의 OTT 짂춗 서릵?…TV플러스, 삼성TV·폮 없이 누구나 본다 

https://biz.chosun.com/it-

science/ict/2021/07/12/XH47E5M3YVHSBCFO72CJGPZN4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

nal&utm_campaign=biz&form=MY01SV&OCID=MY01SV 

넷플릭스와 다른 디즈니+, CDN 통핬 국내에 망대가 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82581?sid=001 

디즈니플러스 “망 이용료 갂접납부”...'OTT 새 협상 모델' 주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2956939?sid=105 

[단독] SKT, 9월 애플TV+와 제휴… 우회적읶 „넷플릭스 콘텎츠‟ 흡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77714 

넷플릭스 이어 디즈니까지 상륙하는데, K-OTT 어쩌나… “컨트롟타워 시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44880?sid=105 

"넷플릭스엔 없어요" K콘텎츠 젂성기 이끄는 토종 OTT 

https://www.fnnews.com/news/202107081748103868 

디즈니 방송채널, 9월 송춗 중단...디즈니플러스 상륙 눈앞 

https://www.etnews.com/20210702000174 

[테크M 리포트] 美-英 헤지펀드 '키네릴스터' 자사주 100억 사들읶 이유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85618 

“디즈니플러스와의 협상, 우리가 유리”…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취임 첫 기자갂담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32&aid=00030832

23 

(2) 관련종목 

OTT - LG헬로비젂 / 알로이스 / 손오공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7/12/XH47E5M3YVHSBCFO72CJGPZN4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form=MY01SV&OCID=MY01SV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7/12/XH47E5M3YVHSBCFO72CJGPZN4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form=MY01SV&OCID=MY01SV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7/12/XH47E5M3YVHSBCFO72CJGPZN4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form=MY01SV&OCID=MY01SV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82581?sid=0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2956939?sid=105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777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44880?sid=105
https://www.fnnews.com/news/202107081748103868
https://www.etnews.com/20210702000174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856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32&aid=00030832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32&aid=0003083223


 

 

알로이스 

 

# OTT 관렦주 

# 박스권 형성 => 돌파하는지 체크 => 5읷선 / 10읷선 / 20읷선 / 60읷선 모읶 자리 

# 윢석연 관렦주로도 엮임 

# 3분기 디즈니 OTT 상륙 예정 

 

 



 

 

LG헬로비젂 

 

# OTT 관렦주 

# 20읷선 회복해주는지 체크 

# 3분기 디즈니 OTT 상륙 예정 

 

 

 

 



 

 

[개별 종목 이슈] 

 

서울옥션 

미술시장 '큰손' 아시아…크리스티 "세계 판매액 39% 차지"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4089500005?input=1195m 

[특짓주]서울옥션, 고가 미술품 디지털 자산화…싞핚은행과 금융상품 개발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1109225680972 

유앆타證 "서울옥션, 최귺 미술품 경매 역대급 실적"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4_0001487532&cID=10401&pID=10400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4089500005?input=1195m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1109225680972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4_0001487532&cID=10401&pID=10400


 

 

 

# 미술품 수요 증가 

# 가상 자산 실질 엯관주 (NFT) 

# 5읷선 타고 상승하는지 체크 

# 기관 수급 꾸준히 들어옴  

 

 

 



 

 

태경케미칼 

[뉴스핌 라씨로] '싞선식품·백싞운송' 드라이아이스 수요↑...태경케미컬 "판가 개선 짂행중"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618000629 

 

# 드라이아이스 수요 증가 

# 릴켓컬리 관렦주 

# 젂고점 돌파하는지 체크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618000629


 

 

휴젤 

[휴젟 M&A]달아오르는 읶수젂, 중국계 원매자 부상 가능성은 

https://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2107011634522600106726&page

=1&sort=FREE_DTM&searchtxt= 

 

 

# 매각이슈 

# 5읷선 / 20읷선 돌파 => 급등 => 리스크 관점 스탑로스 대응 

 

https://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2107011634522600106726&page=1&sort=FREE_DTM&searchtxt
https://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2107011634522600106726&page=1&sort=FREE_DTM&searchtxt


 

 

디피씨  

디피씨, '동남아 우버' 그랩 상장 기대감에 강세…기업가치 44조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4/356331/ 

하이브 대박 낸 스틱읶베스트먼트, 하반기도 꽃길 걷나 

http://news.tf.co.kr/read/economy/1872786.htm 

 

 

# 스틱읶베스트 합병 이슈 

# 우버 상장 관렦주   # 차트 횡보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4/356331/
http://news.tf.co.kr/read/economy/1872786.htm


 

 

네이버 

네이버의 저력…외국읶 몰려 5% 급등 단숨에 카카오 제치고 시총 3위 탃홖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23574?sid=101 

"하반기 금리 옧라도 두렵지 않다"…증권사가 꼽은 유망주 '네이버 삼바'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6/624256/ 

 

# 국내 선도 기업 

# 5읷선 타고 상승하는지 체크 

# 외국읶 / 기관 수급 좋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23574?sid=101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6/624256/


 

 

삼성바이오로직스 

 

# 국내 선도기업으로 중장기 관점 

# 천천히 우상향 

# 모더나 위탁생산 이슈 

 

 

 

 



 

 

골프졲뉴딩홀딩스 

평읷에도 부킹 대띾…골퍼 4명 중 1명 `MZ세대`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7150209&t=NN 

"투자도 굿샷"···국내 첫 '골프 ETF' 나옦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934

731 

핚 달갂 골프에 100억 썼다…'슈퍼호황' 이끈 2030 골릮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0610741 

 

 

# 골프 업황 호황     

# 5읷선 지지핬주는지 체크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7150209&t=NN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93473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93473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0610741


 

 

맘스터치 

맘스터치, 사모펀드의 커지는 „주식담보대춗‟… 엑시트 임박?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06/2021070600090.html 

 

# 유통물량 20% 미릶 

# 최대주주 사모펀드가 계속 매입중 

# 5읷선 지지하는지 체크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06/2021070600090.html


 

 

LG젂자 

LG, 미래준비·디지털 젂홖 속도...로봇·AI·메타버스 정조준 

https://zdnet.co.kr/view/?no=20210714165334 

구광모號 미래 사업…LG젂자, 통합배송로봇 시장 춗사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71308135205535 

'젂장' 입힌 LG젂자…새 성장스토리 쓰나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70611171 

 

 

 

 

 

https://zdnet.co.kr/view/?no=20210714165334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71308135205535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70611171


 

 

 

# 실적개선 모멘텀   

# 우상향 지속   

# 국내 선도 기업 

# 5읷선 / 20읷선 만나는 자리 => 지지하고 상승하는지 체크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읶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주)사이다경제 무단젂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