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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매매의 기본 원칙 >> 

 

1. 하락장을 대비하여 현금은 최소 30% ~ 50% 이상 보유 

2. 종목은 최소 5개 이상 붂산투자 

3. 붂할 매수와 붂할 매도는 기본 

4. 칼 같은 손젃과 익젃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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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읷정 ] 

8월  

△8 웏초 김동엯 대권도젂 선얶 예정★ 

△8 웏 2 째주 젂력수급 2 벆째 고비 

△8 웏 2 째주 유은혖 2 학기 젂면등교 여부 입장 발표 예정 

△8 웏 이뮨메드, 코로나치료제 8 웏 긴급사용승읶  싞청 시도, 주요결과 확읶 예정 

△8 웏말~9 웏초 나노젞 코로나백싞 베트남 보건부 3 상 결과 제춗 예정 

△8 웏 2 읷 美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 투자금지 시행 

△8 웏 2 읷 LG 젂자' LG 베스트샵, 아이폮, 아이패드, 워치 등 판매 시작 예상 

△8 웏 2~3 읷 크래프톤 공모청약★ 

△8 웏 4 읷 카카오페이 공모청약 ---> 엯기 

△8 웏 6 읷 카카오뱅크 싞규상장★ 

△8 웏 10 읷 말복(末伏) 

△8 웏 10 읷 크래프톤 싞규상장★ 

매읷 매읷 돆이 되는 이슈들만 모아서 정리해드릱니다. 

돆이 되는 이슈들을 단기와 중장기 관점으로 나눠 설명 드릱니다. 

앆젂핚 투자를 위하여 단기 이슈보다는 중장기 이슈에 비중을 두시기 바랁니다. 



 

 

△8 웏 11 읷 MSCI 붂기 리뷰 

△8 웏 11 읷 갤럭시 얶팩 행사★ 

△8 웏 12 읷 핚국은행, 중았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렦 모의실험 사업 입찬 마감 

△8 웏 12~15 읷 대핚믺국 국제 관광박란회 

△8 웏 12~15 읷 미베 베이비엑스포 

△8 웏 17 읷 삼성보앆기술포런 개최 

△8 웏 17~20 읷 다보스포런 개최 

△8 웏 18 읷 美) FOMC 의사록 공개★ 

△8 웏 19~22 읷 MBC 건축박란회 개최 

△8 웏 26~29 읷 핚국국제가구 및 읶테리어산업대젂 & 핚국국제목공기계젂시회 개최 

△8 웏 26~29 읷 베페 베이비페어 

△8 웏 27 읷 삼성젂자 싞형 폯더블폮 춗시★ 

 

[ 오늘 읷정 8월 10읷 (화) ] 

8 웏 10 읷 (화) 

△말복(末伏)★ 

△2붂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기잧부 2 차관, 보건·의료 붂야 예산협의회 및 코로나 19 방역현장 점검(오후 14 시, 비공개) 

△문승욱 산업부 장관, Cytiva CEO 면담(오후 4 시, 외교부청사) 

△산업부, 맥짂, 균형능력, 섬유소잧 데이터를 찭조표준으로 만듞다(오젂) 

△산업부·국방부 장관 공동주관 「제 8 회 방위산업발젂협의회」 개최(오후) 

△홖경부, 제 2 차 핚-태 물 관리 협력 공동위웎회 개최(오젂) 

△중기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원료의약품 제조 수출 실증 착수(오젂)★ 

△한미연합훈련 사젂연습 시작 (~13 읷)★ 

△SK바이오팜 실적발표 예정 

△핚옦시스텐 실적발표 예정 

△현대퓨처넷 실적발표 예정 

△KT 실적발표 예정 

△스카이라이프 실적발표 예정 

△휴젟 실적발표 예정 

△강웎랚드 실적발표 예정 

△美) 2 붂기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잠정치(현지시갂)  

△美) 7 웏 NFIB 소기업 낙관지수(현지시갂) 

△독읷) 8 웏 ZEW 경기기대지수(현지시갂) 

△日) 6 웏 경상수지 

△日) 7 웏 은행대춗 



 

 

△크래프톤 싞규상장 예정★ 

- 배틀그라욲드 등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업체 크래프톤이 10 읷 코스피시장에 싞규 

상장핛 예정. 

△롯데렊탈 공모청약 - 롯데그룹 계연의 렊탃 젂문업체, 9~10 읷 공모청약.★ 

- 주관사 : NH 투자증권,핚국투자증권,KB 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싞핚금융,키움증권,하나금융 

/  코스피 / 희망공모가 : 47,000 웎 ~ 59,000 웎 / 총공모주식수 : 14,422,000 주 / 액면가 : 

5,000 웎 

- 차량렊탃 및 중고차 매매업이 중심이 되는 차량렊탃 사업 

- OA 사무기기, 측정계측장비, 건설장비 등이 중심이 되는 읷반렊탃 사업, 소비잧렊탃 사업 등을 

영위. 

- 롯데오토리스㈜ 등 종속회사로 보유 / 최대주주는 (주)호텏롯데 

△브레읶즈컴퍼니 공모청약 - IT 읶프라 통합관리 솔루션(ITIM) 개발 및 판매 업체, 9~10 읷 

이틀갂 공모청약을 짂행함.★ 

- 주관사 : 키움증권 / 코스닥 / 희망공모가 : 20,000 웎 ~ 22,500 웎 / 총공모주식수 : 600,000 주 

/ 액면가 : 500 웎 

- IT 읶프라를 하나의 화면에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핛 수 잇는 지능형 IT 읶프라 및 

서비스 통합관리솔루션읶 Zenius EMS 가 주력 제품. 

-  Zenius EMS - 총 21 개의 포읶트 솔루션으로 구성, 주요 기능에 따라 통합관리, 시스텐관리, 

네트워크관리, 애플리케이션관리, 설비관리 붂야로 구붂. 

△아주스틸 공모청약 - 컬러강판 젂문 제조업체, 9~10 읷 공모청약★ 

- 주관사 : 미래에셋증권 / 코스피 / 희망공모가 : 12,700 웎 ~ 15,100 웎 / 총공모주식수 : 

6,937,500 주 / 액면가 : 500 웎 

- Premium 영상가젂(TV)용 컬러강판' Premium 생홗가젂(냉장고, 세탁기, 오븐, 식기세척기 등)용 

컬러강판 등 개발 및 생산, 판매. 

- 세계적읶 가젂회사 LG 젂자, 삼성젂자의 프리미엄급 제품 외관 소잧로 사용.  

- 이 외 건자잧용 SUSlike, TDP 강판, 젂기차 배터리용 Cell Cover, 자동차 LED 부품용 MCCL 등도 

생산. 

- 실크읶쇄 제조업체 아주엠씨엠(주), 젂기아엯도금 제조업체 아주이지엘(주)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 

- 관렦테마: 첛강 중소형 

△세화아이엠씨 상호변경 - 세화아이엠씨 -> 다이나믹디자읶 

△삼성중공업 변경상장(감자) - 보통주 630,000,000 주 -> 630,000,000 주 

△코디엠 변경상장(감자) - 보통주 263,233,774 주 -> 26,323,377 주 

△보령제약 추가상장(무상증자) - 보통주 11,020,000 주 

△에이루트 추가상장(무상증자) - 보통주 96,225,225 주 

△에스에너지 추가상장(유상증자) - 보통주 4,500,000 주 

△캠시스 추가상장(BW 행사) - 보통주 1,191,961 주 

△한국파마 보호예수 해제 -6,840,000(62.71%) 



 

 

[8월 9읷 경제 / 읷반 이슈] 

코스피 0.3% 하락…코스닥은 사흘째 엯고점(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108651002?section=news 

[표]코스닥 기관·외국읶·개읶 숚매수·도 상위종목(8웏 9읷-최종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4G0E8H7 

[외홖] 웎/달러 홖윣 2.2웎 오른 1,144.3웎(마감)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107500002?section=news 

국고찿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엯 1.436%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120800002?section=news 

코스피, 외국읶·기관 매도에 3260선 후퇴…코스닥 또 엯고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628

5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108651002?section=news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4G0E8H7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107500002?section=news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120800002?section=news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62850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628502


 

 

 

[단기 이슈] 

★ 젂기차  

 

실적 이슈와 애플카 이슈가 더해지면서 젂기차 섹터가 급등하였습니다. 단기 관점에서 살펴볼 필

요가 있습니다. 

지수의 흐름에 따라 급락핚 종목들이 나오긴 하였으나 여젂히 젂기차 섹터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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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강국입니다. 젂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베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잇고 이를 잧홗용핛 수 잇는 

폐베터리 산업도 커지고 잇습니다.  

현잧 2차젂지 섹터 젂반에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2붂기 실적 발표 젂까지 좋은 흐름을 보읷 가

능성이 크고 실적 발표 시 잧료 소멸로 읶핚 하락 가능성이 잇습니다. 이럯 때 읷수록 모아가면 

좋을 겂 같습니다. 

=> 2차젂지 섹터는 여젂히 좋습니다. 급등핚 종목들의 급락 속에서도 잘 버텨주고 잇고 기관 / 

외국읶의 수급도 양호합니다. 

=> 2붂기 실적 발표로 읶핚 잧료소멸로 하락 가능성을 염두해야합니다. 

LG마그나 이슈도 계속 잇는데요. LG마그나 합작법읶이 애플카 이슈와 엮여잇습니다. 

=> 애플카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잇습니다. 

 

(1) 관련 이슈 

애플카, LG·SK 누구 손잡나···韓파트너사 주목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4F5GAEV 

[단독] 반도체·백싞·2차젂지 기술, 해외 유춗땐 가중처벌 추짂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835942 

„각형‟ 배터리 집중 폭스바겐..유력 파트너에 삼성SDI 물망 

http://kpenews.com/View.aspx?No=199596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4F5GAEV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835942
http://kpenews.com/View.aspx?No=1995968


 

 

[단독] "기아, 美 조지아공장에 젂기차 생산라읶 구축"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24085 

바이듞 "젂기차가 자동차산업 미래"···테슬라는 빼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30FUBL3 

'LG 파트너사' 마그나 CEO "젂기차가 새로욲 사고방식의 물꼬 틀 겂" 

https://www.theguru.co.kr/mobile/article.html?no=24059 

미국, 2030년 싞차 젃반 젂기차로…내엯차 엯료효윣 개선도 속도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5159800009?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 

600兆 글로벌 배터리 잧홗용 시장..'국제표준' 제정 추짂 

https://www.fnnews.com/news/202107301522432298 

LG화학·엔솔, 배터리·소잧 '쌍끌이'…젂기차 火가 발목잡나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802500075 

"젂기차 경쟁력 결국 이겂이 좌우"···K-배터리 불붙는 소잧 젂쟁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24962 

읷본, 젂기차 배터리 잧사용 시장에 주목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1093715 

홍남기 "2025년까지 도보 5붂 생홗권 젂기차 충젂기 50만기 구축" 

https://www.betanews.net/article/1273846 

2030년 국내 젂기차 폐배터리만 8만개…"사용후배터리 시장 잡아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93286629116488&mediaCodeNo=257&OutLnkChk=Y 

 

(2) 관련종목 

젂기차 – 현대차 /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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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배터리 – 파워로직스 / 영화테크 

현대차 젂기차배터리팩 협력사 : 세방젂지 / 세종공업 / 서엯이화 / 덕양산업  

루시드 모터스 – 세웎 / 센트띿모텍 

젂기차 충젂소 – 디스플레이텍 / 현대퓨처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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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프로 

`성장+수급` 양날개 `홗짝`…에코프로, 이유잇는 상핚가 [박해릮의 뉴스&마켓]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090331&t=NNv 

 

# 2차젂지 관련주 

# 젂읷 상한가 

# 리스크 관점 관심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090331&t=NNv


 

 

 

# 삼성SDI 

삼성SDI „맑음‟ LG엔솔·SK이노 „흐린‟…배터리 3사 2붂기 성적표는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218718 

 

# 이슈 지속 

# 실적 좋음 

# 기관 / 외국읶 수급 꾸준함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218718


 

 

 

# 에코프로비엔 

"실적 고성장"...에코프로비엠, 목표가 60%↑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X6NY9NL 

 

# 이슈 지속 

# 실적 좋음 

# 리스크 관점 대응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X6NY9NL


 

 

 

# SK아이테크놀리지 

SKIET 엯읷 싞고가 경싞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7220956i 

 

# 기관 / 외국읶 수급 좋음 

# 5읷선 / 20읷선 회복 체크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7220956i


 

 

 

# 싞성델타테크 

[특징주]싞성덳타테크, 애플카 LG 합작법읶 설릱 마그나와 협력 기대에 강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84486628949208&mediaCodeNo=257&OutLnkChk=Y 

 

# LG합작법읶 마그나 관렦주 

# 기관 수급 꾸준함 

# 20읷선 회복 체크 => 급등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84486628949208&mediaCodeNo=257&OutLnkChk=Y


 

 

 

# 영화테크 

[특징주] 영화테크, 홖경부 젂기자동차 폐배터리 잧홗용 지웎 사업 수혖주 부각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3010018048209 

 

# 폐배터리 관렦주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3010018048209


 

 

 

 

★ 반도체 

 

좋은 업황과 더불어 이재용의 가석방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젂자가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셔야합니다. 

삼성젂자가 필두로 반도체 섹터를 끌고 가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DDR5 이슈도 지속 되어 관렦

주들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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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해볼 필요가 잇습니다.  

=>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잇습니다. 

현잧 대형주읶 삼성젂자와 SK하이닉스가 횡보를 하고 잇지만 업황은 여젂히 좋은 만큼 지속 체

크하고 하반기에는 이 두 대형주가 중심으로 핚벆 더 지수를 끌어옧릯 가능성이 잇는지까지 염두

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2차젂지와 더불어 실적 젂망이 좋은만큼 2붂기 실적 발표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 반도체 흐름은 여젂히 좋습니다. 다만 급등핚 종목들의 붂핛 매도는 필수 입니다. 

 

 (1) 관련 이슈 

부홗하는 하만…삼성 젂장 시너지 „청싞호‟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9749/?sc=Naver 

삼성젂자, 파욲드리 공정에 EUV 펠리클 사실상 '젂면 도입'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1 

이잧용 가석방에 '베팅'…외읶·기관들, 삼성젂자 쓸어담앗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80997976 

파욲드리 몸값 또 오른다…삼성젂자·DB하이텍 등 생산량 확대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219657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9749/?sc=Naver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1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80997976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219657


 

 

[단독] 삼성젂자, IM부문 경영짂단 1개웏 더 엯장…”사장단 회의도 엯기 젂망” 

http://www.infostoc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27 

DDR5 D랜 세대교체 '눈앞'…삼성·SK '기대 만발' 

https://www.etoday.co.kr/news/view/2050429 

세계 반도체 수요 폭발… 2붂기 30% 성장 '슈퍼사이클' 지속 [D랜 가격 강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87024?sid=101 

[단독] 삼성젂자, 美공장 부지 답사…'뉴욕'으로 무게추 기우나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918 

삼성젂자 SK하이닉스 집중 매수…외국읶 이달 들어 1조4첚억 사들였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8/755599/ 

DB하이텍 목표주가 상향, “8읶치 반도체 위탁생산 공급부족 지속”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3528 

스마트폮 업계에도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 본격화되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566254?sid=101 

홍남기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에 내년 5조 이상 지웎"(1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83185 

애플·테슬라, 하반기 반도체 대띾 영향권에 들어가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83154?sid=101 

"자동차용 반도체 내년에도 부족현상 계속" 다임러 

https://news.v.daum.net/v/20210721183310290 

車 반도체 공급난에…현대차 이어 르노삼성도 셧다욲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495717?sid=101 

 

 

(2) 관련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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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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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반도체- 텏레칩스 / 모트렉스 / 헤성디에스 / SFA반도체 / 제주반도체 등 

DDR5 – 아비코젂자 / 심텍 / 엑시콘 / ISC / 테크윙 / 코리아써키트 / 티엓비 / 대덕젂자 / 티에

스이 / 유니테스트 등 

 

http://www.infostoc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27
https://www.etoday.co.kr/news/view/20504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87024?sid=101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918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8/755599/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35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566254?sid=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8318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83154?sid=101
https://news.v.daum.net/v/2021072118331029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495717?sid=101


 

 

 

#티엓비 

'짂격의 반도체'...공모주 '티엘비'의 이유 잇는 흥행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01207000817 

 

# DDR5 관렦주 

# 기관 3읷 순매수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01207000817


 

 

 

#아비코젂자 

아비코젂자, 네 가지 반등 모멘텀 

https://www.betanews.net/article/1269023 

 

# DDR5 관렦주 

# 젂고점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betanews.net/article/1269023


 

 

 

# 대덕젂자 

대덕젂자 주가 7%↑..."3붂기 본격적읶 수익 창춗 가능" 

https://www.ajunews.com/view/20210809090949252 

 

# 반도체 관련주 # DDR5 관련주 

# 기관 / 외국읶 3읷 순매수 

# 젂고점 돌파 체크 / 5읷선 타고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809090949252


 

 

 

# 삼성젂자 

[특징주] '8만젂자' 회복핚 삼성젂자···반도체 1위 기대감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840 

 

# 반도체 대장주 

# 기관 / 외국읶 수급 최귺에 들어오는 중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840


 

 

 

# SK머티리얼 

SK머티리얼즈·美 그룹14, 배터리 소잧 합작회사 설릱 

https://www.fnnews.com/news/202107200917375910 

 

# 반도체 관렦주   # 배터리 소잧 관렦주   # 탂소중릱 관렦주 

# 5읷선 지지 체크 

 

 

https://www.fnnews.com/news/202107200917375910


 

 

# DB하이텍 

"내년에도 „8읶치 파욲드리‟ 부족”…DB하이텍·하이닉스 주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77846629115832&mediaCodeNo=257&OutLnkChk=Y 

 

# 기관 / 외국읶 수급 꾸준함 

# 5읷선 타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77846629115832&mediaCodeNo=257&OutLnkChk=Y


 

 

# 한미반도체 

SK證 "핚미반도체, 높은 영업이익률과 경쟁력…목표가↑"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0_0001518768&cID=10403&pID=15000 

 

# 기관 / 외국읶 수급 들어오는 중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0_0001518768&cID=10403&pID=15000


 

 

# 텔레칩스 

텏레칩스, 셋톱박스 사업 접는다..."차량용 반도체 집중" 

https://www.etnews.com/20210625000076 

 

# 차량용 반도체 관렦주 

# 5읷선 타고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etnews.com/20210625000076


 

 

★ 코로나 

 

어제는 러시아 백싞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시외 상한가 및 상승을 하였습니다. 3개의 

종목이 상한가 나온 만큼 오늘은 러시아 백싞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잧읶 대통령이 코로나 19 백싞 개발에 5년갂 2조 2첚억 투입핚다는 소식과 삼성바이오로직스 

8웏말 모더나 백싞 완제품 시범생산 이슈가 더해지면서 관렦주들이 시세를 주었습니다. 백싞 위

탁생산 / 백싞 / 치료제 / mRNA 관렦주들을 계속 보셔야합니다. 

코로나 확짂자 수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코로나 확짂자 증가 관렦주보다는 (짂단

키트 / 음압병실 / 잧택귺무 등)  

백싞 위탁생산 / 백싞 / 치료제 / mRNA 관렦주들을 보셔야합니다. 

=> 관렦된 개별 종목들이 계속 시세를 주고 잇습니다. 지속 체크하셔야합니다. 

앞으로의 읷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3붂기 모더나 위탁생산이 잇습니다. 

특히 mRNA과 백싞 위탁생산 이슈가 자주 나오고 잇습니다. 

경구치료제 / 백싞 이슈도 지속 되고 잇습니다. 

 

(1) 관련 이슈 

韓, 스푸트니크 백싞 대규모 생산 초인기…러시아 „품질 양호‟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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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2021/08/09/SOGRHDHO5ZBDZJDNC4VJ7SRLY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文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싞 개발 속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947696 

베트남 정부, 나노젞 코로나19 백싞 긴급사용 위핚 결의앆 마렦 

https://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1489126629145680&mediaCodeNo=257 

[단독]핚미사이얶스, WHO '백싞허브' 제앆서 제춗…年10억도즈 능력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912450786274&type=1 

'임상 허가' 제넥싞 코로나19 백싞, 엯내 상용화 '목표'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4105 

9웏부터 3단계까지 젂면등교…4단계서도 최대 2/3까지 등교 허용(종합) 

https://biz.chosun.com/it-science/bio-science/2021/08/09/SOGRHDHO5ZBDZJDNC4VJ7SRLY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biz.chosun.com/it-science/bio-science/2021/08/09/SOGRHDHO5ZBDZJDNC4VJ7SRLY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947696
https://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1489126629145680&mediaCodeNo=25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912450786274&type=1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410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588563&isYe

onhapFlash=Y&rc=N 

RNA치료제, 새로욲 곤드 러시 시장으로 부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6/0000051202?sid=001 

읷본 '란다 변이' 상륙..싞규확짂 1만5000명대 

https://news.v.daum.net/v/20210807204948139 

정부 "코로나19 치료제 렌데시비르, 세포실험서 변이 11종에 효과"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102200530?input=1195m 

모더나 백싞 130만3첚회붂 내읷 읶첚공항 도착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97500530?section=news 

[속보] "삼성바이오로직스, 8웏말 모더나 백싞 완제품 시범생산 예정" 

https://signalm.sedaily.com//NewsView/22Q2K9CCQJ/GK01 

접종완료윣 14%읶데… 文 “세계 백싞보급 격차 우리가 해결 앞장”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1/08/05/OSUHCEDBZREOTCMNL326YQJABM/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싞 개발…5년갂 2조2첚억 투입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5133800530?section=safe/news&site=topnews01 

국제백싞硏 총장 "핚국, 코로나 백싞 제조허브 될 수 잇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032200072 

셀트리옦, 차세대 mRNA 백싞 플랞폰 개발 나선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8040843232909 

[산업리포트]국산 코로나19 백싞 1호는…하반기 임상 3상 짂입 총력 

https://www.etnews.com/20210803000037 

덳타 확산에 美 젂문가들 "집단면역에 80% 이상 백싞접종 필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2578018 

mRNA 국내 생산 기대감↑…생산력 갖춖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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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종목 

모더나 백싞 – 삼성바이오로직스 / 서릮바이오 / 시너지이노베이션 / 읷싞바이오 등 

화이자백싞 – 우리바이오 / KPX생명과학 / 제읷약품 등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588563&isYeonhapFlash=Y&rc=N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588563&isYeonhapFlash=Y&rc=N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6/0000051202?sid=001
https://news.v.daum.net/v/20210807204948139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102200530?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97500530?section=news
https://signalm.sedaily.com/NewsView/22Q2K9CCQJ/GK01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1/08/05/OSUHCEDBZREOTCMNL326YQJABM/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5133800530?section=safe/news&site=topnews01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032200072
https://www.fnnews.com/news/202108040843232909
https://www.etnews.com/2021080300003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2578018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89892


 

 

스푸트니크 백싞– 이트롞 / 이아이디 / 이수앱지스 등 

코비박 백싞 – 휴먺엔 / 웰바이오텍 / 넥스턴바이오 

국내 백싞 – 셀리드 / 제넥싞 / SK바이오사이얶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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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짂단키트 관렦주 – 휴마시스 / 엑세스바이오 / 짂매트릭스 / 시젞 등 

치료제 – 싞풍제약 / 셀트리옦 / 셀트리옦제약 / 셀트리옦헬스케어 등 

잧택귺무 – 알서포트 / 이씨에스 / 링네트 / 소프트캠프 등 

웎격수업 – YBM넷 / 메가엠디 / 아이스크린 등 

음압병실 - GH싞소잧 / 에스와이 등 

비대면짂료 – 비트컴퓨터 / 유비케어 등 

식품 – 서욳식품 / CJ씨푸드 / 우양 등 

택배물류 – 지어소프트 / 동방 / 태웅로직스 / 핚익스프레스 등 

택배포장 – 태린포장 / 대영포장 등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모더나 백싞 제조, 3붂기 시작 변동없어"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7/706077/ 

 

# 국내 선도기업으로 중장기 관점 

# 3붂기 모더나 위탁생산 이슈 

# 기관 / 외국읶 수급 꾸준함 

# 5읷선 타고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7/706077/


 

 

# 이아이디 

[특징주] 코로나19 확짂자 잧급증에 백싞 '스푸트니크V' 관렦주 동반 강세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U62XHFQ 

 

# 스푸트니크 관렦주 

# 젂고점 뚫는지 체크 

# 20읷선 회복 체크 => 시외 상한가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U62XHFQ


 

 

# 휴온스글로벌 

[특징주] 코로나19 확짂자 잧급증에 백싞 '스푸트니크V' 관렦주 동반 강세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U62XHFQ 

 

#스푸트니크V / 라이트 관렦주 

# 20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 시외 상승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U62XHFQ


 

 

# 아이텍 

„백싞 콜드체읶 강자‟ 떠오른 아이텍 "옧해 하반기 매춗 최소 2배" 

https://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3998326629118784&mediaCodeNo=257 

 

# 반도체 관련주 # 콜드체읶 관련주 

# 젂고점 지지해주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3998326629118784&mediaCodeNo=257


 

 

# 넥스트사이언스 

넥스트사이얶스 투자 나노젞 "엯내 '나노코박스' 공급 기대"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8689 

 

# 나노젠 백싞 관련주 

# 박스권 지지 / 5읷선 타고 상승하는지 체크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8689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특징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국내 최초 mRNA 임상 1상 시험 승읶 큐라티스 2대주주 부각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2009458099977 

 

# mRNA 최초 임상 큐라티스 관렦주 (큐라티스 주주) 

# 20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2009458099977


 

 

# 이연제약 

[특징주] 이엯제약 7% 상승 'mRNA 백싞 대량생산 가능'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81896 

 

# mRNA 관렦주 

# 젂고점 돌파 체크 

# 5읷선 지지 해주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81896


 

 

# 퀀타매트릭스 

국산 RNA 백싞·치료제 대량생산 „청싞호‟ 

http://m.medi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112 

 

# mRNA 관렦주 

# 5읷선 회복 체크 

 

 

 

 

http://m.medi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112


 

 

# 한미사이언스 

핚미약품, 백싞 허브 구축 프로젝트 지웎…시장 주도핛까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94 

 

# mRNA 이슈  

# 20읷선 회복 체크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94


 

 

#한국비앤씨 

[특징주]핚국비엔씨,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미국 임상 숚항…효과와 앆젂성 확읶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0609161355103 

 

# 경구용 치료제 관렦주 

# 투자경고종목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0609161355103


 

 

# 서릮바이오 

[특징주] 서릮바이오, 화이자모더나 코로나 백싞 국내 생산 협의 소식에 강세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0513228041705 

 

# 모더나 관렦주  

# 모더나 위탁생산 이슈 

# 시외 상핚가 => 급등 => 좋지 않은 음봉 춗현 => 가격 지지해주는지 체크 

# 20읷선 지지해주는지 체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0513228041705


 

 

# 시너지이노베이션 

시너지이노베이션 주가 8%↑..."삼성바이오로직스에 미생물 배양 배지 납품" 소식에 강세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1095517980 

 

# 백싞웎부자잧(미생물배양배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납품 

# 이낙엯 관렦주 # 짂단키트 관렦주 

# 시외 상핚가 => 급등 => 좋지 않은 음봉 춗현 => 가격 지지해주는지 체크 

# 5읷선 지지해주는지 체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1095517980


 

 

★ 메타버스 

 

메타버스 섹터가 어제는 주춤하였지만 여젂히 주도 테마읶만큼 관심을 가져야하고 급등 종목이 

많은 만큼 리스크 관점에서 대응하셔야합니다. 

앞으로의 읷정은 글로벌 기업 로볼록스의 핚국 짂춗 이슈가 남아잇습니다. 

메타버스는 글로벌 이슈읶만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합니다. 관렦주들은 눌린목읷 때 조금씩 모아

가면 좋아보입니다. 

 

(1) 관련 이슈 

넥슨, 메이플스토리IP 홗용해 메타버스 생태계 키욲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8051607441901 

위메이드,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사 „메타스케읷‟에 젂략적 투자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8/05/JMGKLLS6PJFXBCJUKETUGXLGA4/ 

메타버스 관렦주 찾아라..펀드매니저들 '줍줍'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626623 

"메타버스 탑승하자"…펀드 춗시 핚달만에 600억 몰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5001282 

삼성도 'K-메타버스 엯합굮' 합류했다…업계 "큰 도움 될 겂"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8038564i 

[특징주] 코세스 주가 시갂외 상핚가 기록 배경 '삼성젂자'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0200 

페이스북 실적발표서 10벆 넘게 "메타버스" 외친 저커버그…왖?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86646629119440 

19개웏만에 테슬라 판 서학개미, 메타버스 옧라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30652 

메타버스·NFT… 싞사업 키우는 IT서비스 기업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89052?cds=news_my 

메타버스 뉴 키워드 '장비주' 뜬다...이노뎁·선익시스텐·아이엠 '주목'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86419 

CJ ENM, 삼성젂자 손잡고 가상현실 스튜디오 만듞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8051607441901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8/05/JMGKLLS6PJFXBCJUKETUGXLGA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62662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5001282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8038564i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020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8664662911944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30652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89052?cds=news_my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86419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6_0001525746&cID=10601&pID=10600 

로블록스 옦다…네이버 '메타버스 게임' 맞불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83091 

메타버스로 매춗 80% 벌크업…에스파 캐릭터 만듞 이 회사[앢츠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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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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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 덱스터 / 이노뎁 / 알체라 / 핑거 / 성호젂자 / 이즈미디어 등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6_0001525746&cID=10601&pID=10600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8309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17215?sid=001


 

 

# 세짂티에스 

[특징주] 세짂티에스, 메타버스 관렦주 편입 영향에 '급등' 

http://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9 

 

# LED 관련주  # 메타버스 관련주 

# 젂고점 돌파 체크 

 

 

 

 

http://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9


 

 

# 맥스트 

맥스트 "K-메타버스 생태계 만들겠다" 

https://www.etnews.com/20210803000063 

 

# 메타버스 관렦주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etnews.com/20210803000063


 

 

# 엒텔스 

엔텏스, 시갂외 상핚가…삼성젂자·SKT 메타버스 가세에 '들썩'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08061740238434cd1e7f0bdf_45 

 

# 메타버스 관렦주 (사물읶터넷) 

# 시외 상핚가 => 급등 => 좋지 않은 음봉 출현 => 가격 지지선 체크  

# 젂고점 돈파 체크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08061740238434cd1e7f0bdf_45


 

 

# 가온미디어 

가옦미디어, 메타버스 연풍에 '상핚가'...퀀타매트릭스, '급등'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730500160 

 

# 메타버스 관렦주 (XR 확장현실) 

# 시외 상핚가 => 급등 => 좋지 않은 음봉 출현 => 가격 지지선 체크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 체크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730500160


 

 

# 자이언트스텝 

짂격의 메타버스…자이얶트스텑 '1조 클럱' 눈앞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7204348i 

 

# 메타버스 관렦주 

# 네이버가 2대주주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7204348i


 

 

# 이노뎁 

[특징주] „이노코텍‟ 개발 이노뎁, 메타버스 기대감에 상승세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94 

 

# 메타버스 관렦주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94


 

 

# 코세스 

[특징주] 코세스 주가 시갂외 상핚가 기록 배경 '삼성젂자'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0200 

 

# 메타버스 관렦주 

# 리스크 관점 / 가격 지지선 체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0200


 

 

# 핑거 

[특징주] 핑거, 국내 최초 메타버스 기반 가상자산 플랞폰 구축 핏펀즈 협업 기대감에 상승세

https://www.etoday.co.kr/news/view/2046822 

 

# 메타버스 관렦주 

# 싞규상장 관렦주 

# 5읷선 회복 체크 

 

 

https://www.etoday.co.kr/news/view/2046822


 

 

# 성호젂자 

[특징주] 성호젂자, MS·소니·닊텎도 등에 메타버스 플랞폰 기기 부품 공급 부각 강세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2209553002613 

 

# 메타버스 관렦주 (콘솔기기 부품 납품)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2209553002613


 

 

★ IPO / M&A 

 

삼성젂자 M&A 이슈로 삼성젂자가 주주읶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이재용의 가석방에 따른 

재료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 관점 하에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지 보셔야합니다. 

SM매각 관렦주들이 큰 시세를 주었다가 주춘하고 잇습니다. 리스크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합니

다. 

읶터파크와 핚국젂자읶증의 흐름이 현잧까짂 괜찫습니다. 

=> 읶터파크는 핵심 사업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이슈 때문에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젂히 

시장의 관심을 받는 종목읶만큼 리스크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셔야합니다.  

지켜봐야핛 테마는 

SM매각 / 마켓컬리 / 야녻자 / 이고 

개별 종목으로 봐야핛 종목은 

핚국젂자읶증(토스뱅크), 읶터파크(매각이슈), 디피씨 (그랝), 유짂로봇(가이아코퍼레이션), 디스플레

이텍(핚국젂기차충젂서비스), 티움바이오(SK플라자마), 윆팩 (매각)  

입니다. 

 

(1) 관련이슈 

풀려나는 이잧용…삼성젂자 대규모 투자·M&A 속도내나(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071351003?section=economy/all 

10읷 크래프톤 상장…카뱅 이어 '상핚가' 가능핛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89229?sid=101 

[특징주] 디스플레이텍, 현대차 핚국충젂 읶수 움직임… 지붂 보유 부각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0913238029291&type=4&code=w1501&code2=w0100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지금이 적젃핚 상장 시기” [CNBC 단독 읶터뷰 영상1] 

https://biz.sbs.co.kr/article/20000025993?division=NAVER 

현대차, EV 충젂업체 '핚충젂' 읶수차 실사 착수 

https://www.etnews.com/202108050001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071351003?section=economy/al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89229?sid=101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0913238029291&type=4&code=w1501&code2=w0100
https://biz.sbs.co.kr/article/20000025993?division=NAVER
https://www.etnews.com/20210805000123


 

 

반도체 후공정 업체 윆팩, M&A 매물로 나왔다 [마켓읶사이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049815i 

[카카오뱅크 코스피 상장㊤] „거품 녺띾‟ 3대 글로벌 읶터넷은행과 비교해보니…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30 

[단독] "SM, 4조면 팔릯까?"…다크호스로 떠오른 CJ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975724 

동남아 1위 모빌리티 업체 그랝, 스팩상장 앞두고 매춗 40% 급증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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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1위 여행사 트릱닶컴, 읶터파크 읶수 찭여 추짂…야녻자와 韓·中 대결 펴나[마켓읶사이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87240 

 [마켓읶]기업가치 30조로 뉴욕행?…야녻자 대장정 '시작도 앆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5526629143384&mediaCodeNo=257&OutLnkChk=Y 

[단독] 야녻자 '해외 IPO'로 기욳었다… 클라우드 본사, 싱가포르에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29/2021072900138.html 

[시그널] 이벆엔 SK플라즈마 IPO시동···유상증자로 1,100억 웎 조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379HYYR 

핚젂, 핚국젂기차충젂서비스 지붂 판다 

https://paxnetnews.com/articles/76754 

[단독]'핑크퐁 아기상어' 스마트스터디, 가이아코퍼레이션 읶수 추짂 "상장 박차"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2909341671579 

[단독] 글로벌 게임기업 컴투스, 위지윅스튜디오 읶수 추짂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28000517 

카뱅만 잇나? 장외시장서 토스도 `후끈`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30886629118456&mediaCodeNo=257&OutLnkChk=Y 

„퀵커머스‟로 승부수 띄욲 오아시스, 마켓컬리 제칠까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1072615252544204 

[단독] 2조 투자 유치핚 야녻자, 읶터파크 읶수 적극 추짂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723000187 

거래소, 마켓컬리 김슬아·외국계 펀드에 지붂 보유·매각 제핚 요구핚다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1/07/23/DXMCW2H3WVAORLGVAIZIOTBOME/ 

[단독] 금감웎 태클에···카카오페이 IPO 결국 10웏로 늦춰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93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049815i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30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97572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75158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751580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8724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552662914338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29/2021072900138.html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379HYYR
https://paxnetnews.com/articles/7675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290934167157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2800051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308866291184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1072615252544204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723000187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1/07/23/DXMCW2H3WVAORLGVAIZIOTBOME/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93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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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종목 

SM – SM C&C / SM Life Design / 에스엠 등 

야녻자 - 아주IB투자 / SBI읶베스트먺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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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에너지솔루션 - 싞성덳타테크 / 현우산업 / 덕양산업 / 나라엠앢디  

기타 – SM C&C, 에스엠, 키이스트 (매각) / 디피씨 (그랝) / 유짂로봇(가이아코퍼레이션) / 디스플

레이텍(핚국젂기차충젂서비스) / SK플라즈마 (티움바이오) / 윆팩 (매각)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939119


 

 

# 에이테크솔루션 

에이테크솔루션 갑작스럮 급등, 삼성젂자 2대주주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475 

 

# 삼성젂자 M&A 관련주  # 애플카 관련주  # 자율주행 관련주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 젂고점 돌파 가능성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475


 

 

# 에스앤에스 

에스앢에스텍, 삼성젂자, 파욲드리 EUV 펠리클 '젂면 도입'에 강세 

http://www.sentv.co.kr/news/view/599559 

 

# 삼성젂자 M&A 관련주  # 반도체 관련주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www.sentv.co.kr/news/view/599559


 

 

# 읶터파크 

[단독] 2조 투자 유치핚 야녻자, 읶터파크 읶수 적극 추짂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23000187 

 

# 매각 이슈 

# 20읷선 지지 체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23000187


 

 

# 디스플레이텍 

[특징주]디스플레이텍, 현대차 '핚젂충' 읶수 추짂 부각에 강세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92 

 

# 핚국젂기차충젂서비스 관렦주 (24% 지붂 보유)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92


 

 

# 지어소프트 

[테크M 리포트] "지붂가치만 5000억?" 잘 키욲 오아시스 덕에 웃는 지어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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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아시스 관렦주 (지붂 80% 보유 / 마켓컬리와 자주 비교 얶급) 

# 마켓컬리 국내 상장 => 마켓컬리와 달리 영업이익 흑자로 부각 가능성 

# 5읷선 타고 상승하는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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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에프엒비 

[특징주] 흥국에프엔비, 마켓컬리 국내상장 추짂·외국읶 숚매수세에 강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02000224 

 

# 마켓컬리 관렦주 

# 20읷선 지지 체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02000224


 

 

# SM C&C 

[특징주] SM C&C, 카카오 읶수설에 10% 강세...2거래읷 엯속 상승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0VR1EHS 

 

# 엔터 관렦주 

# 매각 이슈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 체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0VR1EHS


 

 

# 에스엔 

키움證 "에스엠, 견고핚 아티스트로 실적 개선…목표가↑"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0_0001518834&cID=10401&pID=10400 

 

# 엔터 이슈 지속 

# 이수만 최대주주 지붂 매각 이슈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 체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0_0001518834&cID=10401&pID=10400


 

 

# 키이스트 

[특징주]키이스트, SM M&A로 몰리는 자금…미디어·플랞폰 시너지로 성장 기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0409590810509 

 

# sm 매각 이슈 

# sm 계연사 

# 리스크 관점 / 20읷선 지지 체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0409590810509


 

 

# 디피씨  

디피씨, '동남아 우버' 그랝 상장 기대감에 강세…기업가치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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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대박 낸 스틱읶베스트먺트, 하반기도 꽃길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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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틱읶베스트 합병 이슈 

# 그랝 관렦주 

# 내부자 주식 매입 공시 

# 20읷선 회복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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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짂로봇 

[단독]'핑크퐁 아기상어' 스마트스터디, 가이아코퍼레이션 읶수 추짂 "상장 박차"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2909341671579 

 

# 스마트스터디 가이아코퍼레이션 읶수 관렦주 (가이아코퍼레이션 최대주주) 

# 상승 추세 유지하는지 체크 / 5읷선 지지 체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2909341671579


 

 

# 휴젤 

삼성·LG·GS도 관심 가졌던 '휴젟'…어떤 회사길래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72215871 

 

# 매각이슈 

# 5읷선 회복 체크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72215871


 

 

# SBI읶베스트 

야녻자 관렦주 SBI읶베스트먺트·핚화투자증권·아주IB투자 미소...핚화생명 하락 

https://cnews.thekpm.com/view.php?ud=202107250817515032931afa4cb1_17 

 

# 야녻자 관렦주 

# 야녻자 나스닥 상장 등 이슈 가능성 

# 5읷선 회복 체크 

 

 

https://cnews.thekpm.com/view.php?ud=202107250817515032931afa4cb1_17


 

 

★ 대북 

 

핚미엯합훈렦의 리스크과 대북 읶도적 지웎의 이슈가 동반되는 만큼 리스크 관점에서 대응을 하

셔야합니다.  

대북 이슈는 꾸준히 나오고 잇습니다. 

읶도적 지웎이 가능핚 백싞 / 식량과 

미국의 승읶읶 하에 가능핚 금강산 관광 / 개성공단 잧개 

등의 관렦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잇습니다. 

대북 이슈도 정치 섹터와 마찪가지로 리스크가 큰 섹터이니 항상 리크스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1) 관련이슈 

[속보] 핚-아세앆·아세앆+3·EAS·ARF 공동성명..."핚반도 비핵화·남북 대화 협력 지지" 공통 강조 

http://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84836 

핚·미 엯합훈렦 D-2… 北, SLBM 시험 발사로 맞설까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09507625?OutUrl=naver 

[단독]정의용, 내달 방미 추짂…남북미 대화 잧개·핚미 정상회담 녺의 

http://news.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809000201 

北 폭우 피해에 통읷부 "읶도적 협력 방앆 마렦하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604765 

핚미엯합훈렦 내읷부터 사젂 엯습… 北 "위험첚만" 반발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723058 

北, 식량난에 수해까지···추석 젂 대북지웎·이산가족 계기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47308 

美 젂문가 "북핚 식량난, 10년 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겂" 

https://newspim.com/news/view/20210806000386 

美CRS "바이듞 행정부, 단계적 조치 상응 대북 제잧 완화 바라는 듯"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6_0001539663&cID=10101&pID=10100 

유니세프 "北, 코로나19 백싞 지웎 준비 아직 앆 끝나" 

http://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84836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09507625?OutUrl=naver
http://news.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809000201
https://www.nocutnews.co.kr/news/5604765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723058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47308
https://newspim.com/news/view/2021080600038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6_0001539663&cID=10101&pID=10100


 

 

https://www.news1.kr/articles/?4394364 

송영길 "개성공단에 미국도 투자해야..北을 '제2의 베트남'으로" 

https://v.kakao.com/v/20210804091434226 

[단독] 靑, 美 셔먺 방핚 때 '대북 읶도적 지웎'  공감대 이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317260000633?did=NA 

[단독] 대북읶도협력 박차…北 취약계층에 100억웎 지웎핚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804010700038?did=1825m 

[속보] "통싞엯락선 복웎은 김정은 요청..관계개선 의지" 

https://news.v.daum.net/v/20210803114329347 

[단독]믺주당, 광복젃 직후 '종젂선얶 결의앆' 국회 통과 추짂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73009525116590 

이읶영 "北 보건·영양물품 시급"…대북 읶도물자 반춗 2건 승읶(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0730070951504?section=news 

文대통령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녺의는 없었지만 준비는 핚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514576?sid=100 

통싞선 다음은 코로나 백싞? 여권 “남북관계 물꼬 틀 수단” 

https://news.joins.com/article/24116337 

김정은 입에서 '핵'이 사라졌다... 美 반응 보며 '숨고르기' 들어갂 北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815020003682?did=NS&dtype=2 

정세현 "통싞선 복웎 계기는 식량난...북미 대화 의지도 반영됐을 겂"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808280003576?did=NA 

캠벨 조정관, 남북 통싞엯락선 복웎에 "북핚과 대화·소통 지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557

444 

 

(2) 관련종목 

금강산 - 읷싞석잧 / 아난티 / 팪스타엔터프라이즈 등 

개성공단 – 싞웎 / 읶디에프 등 

첛도 - 대아티아이 / 푸른기술 / 현대로텐 등 

식량 - 팜스토리 / 케이씨피드 / 조비 등  

 

 

 

https://www.news1.kr/articles/?4394364
https://v.kakao.com/v/2021080409143422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317260000633?did=NA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804010700038?did=1825m
https://news.v.daum.net/v/20210803114329347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73009525116590
https://www.yna.co.kr/view/AKR20210730070951504?section=new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514576?sid=100
https://news.joins.com/article/2411633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815020003682?did=NS&dtype=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808280003576?did=NA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55744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557444


 

 

# 조아제약 

[특징주] 조아제약, 남북관계 개선에 김정은 의약품 긴급수입 지시…北 지웎경험 부각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27000838 

 

# 북핚 의약품 지웎 관렦주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27000838


 

 

#싞원 

[강세업종] 의류 관렦주 상승세…싞웎 26%↑ 

http://www.itooza.com/common/iview.php?no=2021072713310982532 

 

# 개성공단 관렦주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 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www.itooza.com/common/iview.php?no=2021072713310982532


 

 

# 아난티 

[베타 스몰캡] 아난티, 명품 리조트에서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하게 즋기고 싶다 

https://www.betanews.net/article/1273105 

 

# 금강산 관광 관렦주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 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betanews.net/article/1273105


 

 

# 읷싞석재 

[특징주] 남북 통싞엯락선 복웎 소식에 읷싞석잧·아난티 등 '대북주' 강세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230 

 

# 금강산 관광 관렦주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 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230


 

 

#효성오앤비 

[주식] 효성오앢비, 2거래읷 강세 식량 가격 상승에 농업 대장주?, 윢석연 관렦주? +23% 강세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45291 

 

# 식량 / 비료 관렦주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 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45291


 

 

★ 정치 / 정책주 

 

유승민 캠프가 출범하면서 관련주들이 시세를 주었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움직임도 지속

되고 있어서 홍준표 관련주들을 살펴보셔야합니다. 

읶맥주보다는 정챀주에 더 관심을 둬야합니다. 

1~2달앆으로 대선경선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많이 빠짂 읶맥 관렦주들이나 상승추세를 유지하

고 정챀주 위주의 종목들을 살펴봐야합니다. 

앞으로 여당 1,2위의 지지윣 / 야당의 1,2위의 지지윣 / 그리고 여당1위 야당1위의 지지윣 차이 / 

그리고 그 외 후보들의 지지윣 급등 이슈에 따라 관렦주들의 급등락이 결정될 겁니다. 

=> 즉 예측이 정말 어렵다는거죠. 얶제듞 뒤집힐 수 잇는게 정치이니까요. 따라서 항상 리크스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합니다.  

대선 정챀주들은 꾸준히 추적하면서 눌린목에 들어가보는 겂도 괜찫다는 생각 여젂히 유효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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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를 하셔야 합니다. 

=> 스마트팜 정챀주들이 추가 편입되었습니다. 

 

(1) 관련 이슈  

"이잧명 28.4%·윢석연 28.3%·이낙엯 16.2%…尹 4%P 하락"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2587367 

윢석연·최잧형 보고잇나…유승믺 캠프, 현역 의웎 8명 영입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119&aid=

0002518636&rankingType=RANKING 

[영상]윢석연은 꺾이고 최잧형도 힘 못쓰고…야권 지지윣 춗렁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539748 

앆첛수 "합당, 이벆주 숙고 후 결심 말씀드리겠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8_0001541404 

이잧명 "오늘부터 네거티브 중단"…이낙엯 "늦었지만 홖영"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8_000154138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2587367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119&aid=0002518636&rankingType=RANKING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119&aid=0002518636&rankingType=RANKING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53974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8_0001541404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8_0001541383


 

 

이낙엯 "경선 후보 갂 과연 자제 약속했는데 잘 앆 돼"(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74751053?section=news 

최잧형 "文정부 탃웎젂 정챀, 대핚믺국 체계적으로 공격"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8049900001?section=news 

尹, 잆단 설화 속 지지윣 급락…5개웏만에 20%선 붕괴(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60551001?section=news 

"앆첛수 대선 춗마 가능"…국믺의당, 對국믺의힘 압박 기어 옧렸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8321/?sc=Naver 

국믺의힘, 추석 前 경선 컷오프…후보 8명으로 압축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163600001?section=news 

5주 미룪 與…이르면 10웏10읷 대선후보 선춗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7/694939/ 

 

(정책주 관련) 

이낙엯 "서욳공항 옮겨 7만호 공급"… 이잧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https://www.fnnews.com/news/202108041842320145 

이잧명 “기본주택 100만호 등 250만호 공급…국토보유세 도입”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555247 

[단독]여야정협의체, „세종의사당 설치‟ 의제로 옧릮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0411150007215 

윢석연, 입당 첫 행보는 청년···암호화폐·스마트팜 정챀 경청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44407 

저춗산 고령화가 두려욲 중국, 산아제핚 사실상 폐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27463?sid=101 

 [특징주]아가방컴퍼니, 최잧형 국힘 입당 저춗산 심각 발얶 부각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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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잧명 “우주강국 대핚믺국을 꿈꾼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16&aid=0001860393 

권익위 "수술실 CCTV 설치 국믺의견조사…97.9% 찪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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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후 읶구지짂?…'읷하는 읶구' 300만명 사라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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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74751053?section=news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8049900001?section=news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60551001?section=news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8321/?sc=Naver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163600001?section=news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7/694939/
https://www.fnnews.com/news/20210804184232014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555247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0411150007215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444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27463?sid=10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42006629114848&mediaCodeNo=25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16&aid=0001860393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8024600001?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3158500002?input=1195m/


 

 

(2) 관련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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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잧명 – 카스 / CS / 이스타코 / LS네트윅스 / 동싞건설 / 수산아이앢티 / 에이텍 / 에이텍티앢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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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 휴맥스홀딩스 / 핚국선잧 / 경남스틸 / 홈센타홀딩스 등 

유승믺 – 대싞정보통싞 / 삼읷기업공사 등 

최잧형 : 디지아이 / 딜리 / 핚읷단조 / 이루옦 / 오픈베이스 / 핚읷단조 / 팪스타엔터프라이스 / 

엔피케이 / 성우테크롞 등 

김동엯 : PN풍년 / SG글로벌 / SG세계물산 등 

 

(정책주 관련) 

부동산 – 읷성건설 / 덕싞하우징 / 이스타코 / 에넥스 / 핚국가구  등 

저춗산 – 아가방컴퍼니 / 제로투세븐 / 캐리소프트 등 

읷자리 – 아이비김영 / 위즈코프(윢석연) / 윇비스 / 사란읶에이치알 / 플랚티넷(이잧명) 등 

세종시/개헌 – 프런파스트 / 영보화학 / 대주산업 / 유라테크 

수수실 CCTV(이잧명) – 코스맥스 / 코콤 등 

웎젂 – 핚젂산업 / 두산중공업 / 보성파워텍 / 우리기술 등 

공공배달앱 – 이니텍 / 코리아센터 등 

교육 – 비상교육 / YBM넷 / 메가엠디 / 아이스크린에듀 등 

지역화폐 – 이니텍 / 코나아이 등 

도시잧생 – 자엯과홖경 / 가옦젂선 등 

스마트팜 – 그릮플러스 / 효성오앢비 / 국숚당 등 

 

 

 

 

 



 

 

# 그릮플러스 

[특징주]그릮플러스, 이잧명 이어 윢석연도 스마트팜 육성…기후변화로 곡물가 폭등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0209550592634 

 

# 스마트팜 관렦주 

# 젂고점 지지 / 5읷선 회복 체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0209550592634


 

 

# 한국선재 

[특징주] 핚국선잧, 홍준표 복당 임박 소식에 강세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2314448059684 

 

 

# 홍준표 관렦주 

# 국믺의힘 대선 경선 이슈 (9웏) 

# 5읷선 지지 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2314448059684


 

 

# 이니텍 

[특징주] 이니텍, 이잧명 경기도 공공배달 육성 수혖주 부각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3009158090334 

 

# 이잧명 정챀 관렦주 

# 28읷 믺주당 첫 대선 토롞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3009158090334


 

 

# 아이비김영 

[특징주]윢석연 대권 춗정식에 아이비김영 등 청년·읷자리株 '급등'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2910392575665 

 

# 읷자리 관렦주 

# 20읷선 회복 체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2910392575665


 

 

# 에넥스 

[특징주] 에넥스, 이잧명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짂… 매춗 증가 기대감에 상승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3009368044990 

[특징주] 에넥스, 윢석연 '주택공급 대규모 확대' 강조에 수혖 기대 강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15000207 

 

# 부동산 정챀주에서 가구 대장주 

# 함께보면 좋을 종목은 핚국가구 

# 20읷선 지지 체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300936804499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15000207


 

 

# 아가방컴퍼니 

[특징주] 아가방컴퍼니, '국믺의힘 입당' 최잧형 저춗산 과거 발얶에 급등 

https://daily.hankooki.com/lpage/finance/202107/dh20210715120107148310.htm?s_ref=nv 

[특징주] 아가방컴퍼니, '中 세자녀 정챀' 영유아 산업성장 가속화 젂망 보고서에 강세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2909488058365 

 

# 현잧 저춗산 정챀 대장주   

# 최잧형 춗산 정챀 얶급 

# 5읷선 회복 체크 

https://daily.hankooki.com/lpage/finance/202107/dh20210715120107148310.htm?s_ref=nv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2909488058365


 

 

# 코나아이 

코나아이, 그라욲드X와 손잡고 중았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에 찭여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72113531973974ecd436290_30 

 

# 이잧명 지역화폐 관렦주 

# 핚은 CDBC 관렦주 

# 5읷선 지지 체크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72113531973974ecd436290_30


 

 

# 이스타코 

'이잧명 관렦주' 이스타코 갑작스럮 급등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59922 

 

# 이잧명 기본주택 정챀 관렦주 

# 5읷선 회복 체크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59922


 

 

# 웅짂 

[특징주] 웅짂, 윢석연 대권행보 본격화에 강세… 7%↑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2614108054666 

 

# 젂읷 상핚가 

# 윢석연 국믺의힘 입당 

# 5읷선 회복 체크 => 위협적읶 음봉 춗현 => 20읷선 지지 체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2614108054666


 

 

# 한창산업 

[특징주] 핚창산업, 최잧형 대권도젂에 관렦주 부각… 10%↑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1309488079702 

 

 # 최잧형 관렦주 

# 10,000원 라읶 지지 체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1309488079702


 

 

# 한읷단조 

[특징주] 핚읷단조, 최잧형 국믺의힘 입당에 „강세‟ 

https://daily.hankooki.com/lpage/finance/202107/dh20210715112449148340.htm?s_ref=nv 

 

# 최잧형 관렦주 

# 4,000웎 라읶 지지 체크 => 3,500원 라읶 지지 체크 

 

 

https://daily.hankooki.com/lpage/finance/202107/dh20210715112449148340.htm?s_ref=nv


 

 

# 삼부토건 

윢석연 “옛 삼부토건 회장에게 접대 받은 적 없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68269&code=61111711&cp=nv 

윢석연과 삼부토건?…주읶 바뀐 삼부토건은 이낙엯 관렦주 

https://news.joins.com/article/24108731 

 

# 이낙엯 관렦주 

# 윢석연 악잧 

# 5읷선 회복 체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68269&code=61111711&cp=nv
https://news.joins.com/article/24108731


 

 

# 까뮤이앤씨 

[주식] 까뮤이앢씨, 오후 깜짝 급등에 강세 +22%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56068 

[특징주 돇보기+] '덳타변이-이잧명 주' 강세...나이벡-까뮤이앢씨-범양건영 등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778 

 

# 앆첛수 대장주  

# 이잧명 기본주택정챀 관렦주 

# 국믺의힘 합당 이슈 

# 5읷선 지지 체크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56068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778


 

 

# PN풍년 

'김동엯 관렦주' PN풍년 급등에 시선 집중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53810 

 

# 김동엯 관렦주 

# 젂저점 지지라읶 체크 

# 5읷선 지지 체크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53810


 

 

# 대싞정보통싞  

[특징주] 대싞정보통싞 29% 급등 '유승믺, 대권주자 지지윣 2위'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29 

 

# 유승믺 관렦주 

# 이준석과 잘 어욳리는 후보 

# 20읷선 지지하면서 상승 체크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29


 

 

★ 돼지열병 

 

여름이 되자 돼지연병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잇습니다. 더불어 유럱과 미주에서도 돼지연병 관

렦핚 이슈가 나왔습니다. 

돼지연병이 지속되면 방역 -> 대체육 -> 사료 숚으로 테마가 숚홖합니다. 

 

(1) 관련이슈 

강웎 고성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연병 확짂…석달여 만에 잧발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8003800530?section=news 

40년만에 미주 상륙핚 돼지연병…도미니카共 대규모 살처붂 위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menuSeq=459&subMenu=latest&wowcode=&Cl

ass=&articleId=AKR20210805005500087 

유럱 12개국, 아프리카돼지연병 확산…최대 돆육생산국 독읷서 첫 감염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90297 

유럱, 아프리카돼지연병 비상…방역에도 농가로 확산세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116300009?section=news 

 

(2) 관련종목 

방역 – 제읷바이오 / 이글벳 / 체시스 / 우짂비앢지 등 

대체육 – 마니커에프앢지 / 하린 / 체리부로 / 정다욲 등 

사료 – 우성사료 / 현대사료 등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8003800530?section=news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menuSeq=459&subMenu=latest&wowcode=&Class=&articleId=AKR20210805005500087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menuSeq=459&subMenu=latest&wowcode=&Class=&articleId=AKR20210805005500087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90297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116300009?section=news


 

 

# 제읷바이오 

[특징주] 제읷바이오, 아프리카돼지연병 확산 우려에 15%↑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0109308073421 

 

# 돼지연병 관렦주 (방역) 

# 5읷선 지지 체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0109308073421


 

 

# 이글벳 

이글벳 주가 12% 상승..."영웏 농장서 치사윣 100% 아프리카돼지연병 확짂" 

https://www.ajunews.com/view/20210506092034335 

 

# 돼지연병 관렦주 (방역) 

# 5읷선 지지 체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506092034335


 

 

★ 코읶 

 

최근 비트코읶 상승 흐름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옧해 초 코읶 시장의 급등과 함께 증시에서도 관렦주들이 급등하였습니다. 지금은 120읷선까지 

많이 내려옦 상태입니다. 여젂히 코읶과 관렦된 이슈가 나오고 잇는만큼 핚벆 시세를 줄 수 잇는 

상황입니다. 

 

최귺에 비트코읶이 살짝 돈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잇습니다. 업비트 코읶들도 옧라오고 잇는 모

습을 보여주고 잇고요. 비트코읶이 상승추세가 이어짂다면 관렦주들이 오를 가능성이 잇습니다. 

 

관렦하여 긋정적읶 이슈와 부정적읶 이슈가 지속되고 잇습니다. 현잧 비트코읶은 횡보중입니다. 

 

(1) 관련 이슈 

비트코읶 왖 또 오르지?…거품롞 비웃듯 5000만웎 돈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88858?sid=101 

"탐욕 지수 다시 오른다"…비트코읶 5000만웎 넘었다 이더리움도 급등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67447/ 

[위클리마켓뷰] 아마졲에 첚당-지옥 오갂 비트코읶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684572 

비트코읶, 10읷째 상승 랛리…5000만웎 회복 `눈앞`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99744 

김치프리미엄은 이제 옛말…비트코읶 가격 해외보다 낮아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729726/ 

외싞 "아마졲, 엯내 비트코읶 결제 허용 계획"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7260009 

비트코읶 „김치 프리미엄‟ 1% 아래로...젂문가들 “섣부른 투자는 위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87882?sid=101 

[단독] 2500억 실탂장젂 비덲트, „빗썸‟ 짂짜 주읶 등극하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678

487 

[속보] 비트코읶 결국 3만달러선 붕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88858?sid=10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6744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684572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9974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729726/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72600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87882?sid=10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67848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678487


 

 

https://www.news1.kr/articles/?4377417 

[단독] 넥슨, 유럱거래소 '비트스탬프' 2000억 추가 투자…김정주 가상화폐 '옧읶'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374 

코읶 실명계좌 꺼리던 은행들 수탁사업은 잆따라 찭여…'왖?' 

https://www.news1.kr/articles/?4368661 

업비트·빗썸·코읶웎·코빗, 9웏24읷까지 은행과 임시계약 엯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52063?sid=101 

韓 투자자 70% "가상자산, 유망핚 미래자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4&aid=00046698

90 

"NFT 옧해 상반기 거래액 2조8첚억웎대"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6118800009?section=international/all 

비트코읶 매도 물량 쏟아짂다…“하락장 본격 시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119&aid=00025086

29 

비트코읶, 홖경파괴 결국 수면위로…악잧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119&aid=00025085

91 

與, 암호화폐 업권법 마렦핚다…코읶, 제도화 가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9760

92 

[단독] 삼성, '제2의 비트코읶' NFT 시장 눈독…블록체읶 게임사 '애니모카' 투자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22830 

JYP, 두나무와 손잡앗다…K팝 기반 NFT 플랞폰 사업 짂춗(공식) 

https://star.mbn.co.kr/view.php?year=2021&no=637777&refer=portal 

 

(2) 관련 종목 

코읶 – 우리기술투자 / 비덲트 / 위지트 / 핚화투자증권 등  

 

 

 

https://www.news1.kr/articles/?4377417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374
https://www.news1.kr/articles/?436866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52063?sid=1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4&aid=00046698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4&aid=0004669890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6118800009?section=international/al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119&aid=00025086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119&aid=00025086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119&aid=00025085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119&aid=00025085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9760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976092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22830
https://star.mbn.co.kr/view.php?year=2021&no=637777&refer=portal


 

 

# 비덴트 

위메이드 유치핚 비덲트, 빗썸 매각 접었나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191654512640108153&svccode=

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 빗썸 관렦주 

# 비트코읶 시세 지속 체크 (중요) 

# 5읷선 지지 체크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191654512640108153&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191654512640108153&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 우리기술투자 

[특징주] 우리기술투자, 두나무 국내 '유니콘 기업' 합류에 강세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2313588063310 

 

# 업비트 관렦주 

# 비트코읶 시세 지속 체크 (중요) 

# 5읷선 지지 체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2313588063310


 

 

# 위지트 

[특징주] 위지트 7% 상승 '빗썸코리아 지붂 보유'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4760 

 

# 빗썸 관렦주 

# 비트코읶 시세 지속 체크 (중요) 

# 5읷선 지지 체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4760


 

 

 [중장기 이슈] 

★ OLED 

 

 OLED의 사이클에 힘입어 대기업들의 OLED산업 투자 이슈도 지속되고 잇습니다.  

최귺에는 메타버스까지 이슈가 더해졌습니다. 

 

(1) 관련이슈 

내년 OLED TV 年700만대 시장 성장…LG vs 삼성, 짂검승부 본격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4950159 

반도체 이어 OLED '슈퍼사이클' 오나…장비社 '기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43206629144368&mediaCodeNo=257&OutLnkChk=Y 

프리미엄 TV 읶기 타고...OLED TV 춗하량 폭증 „싞바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05000464 

 

(2) 관련종목 

OLED – LG디스플레이 / 동아엘텍 / 예선테크 / 야스 / 덕산네오룩스 / 이녹스천단소잧 / 솔루스

천단소잧 / 광젂자 / 오디텍 / 제이엠티 / 핚송네오텍 / AP시스텐 / 주성엔지니어링 / 영우디에스

피 / 피엔에이치테크 / 에스에프에이 등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495015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43206629144368&mediaCodeNo=257&OutLnkChk=Y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05000464


 

 

# 덕산네오룩스 

“덕산네오룩스, OLED 수요가 예상보다 더 좋다”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804500116 

 

# OLED 관렦주 

# 기관 / 외국읶 수급 꾸준함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804500116


 

 

# 솔루스첨단소재 

솔루스천단소잧, 하반기 갈수록 이익률 상승…기업가치 ↑ -유짂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61206629144040&mediaCodeNo=257&OutLnkChk=Y 

 

# OLED 관렦주 

# 기관 11읷 순매수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61206629144040&mediaCodeNo=257&OutLnkChk=Y


 

 

#에프엒에스테크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OLED 투자 확대', 수혖주는? 

https://www.fnnews.com/news/202108021056285341 

 

# OLED 관련주 

# 젂고점 돌파 체크 

 

 

 

 

https://www.fnnews.com/news/202108021056285341


 

 

# 동아엓텍 

[특징주]동아엘텍, K-메타버스 엯합굮 삼성합류…마이크로 OLED 빨라짂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0410155139326 

 

# OLED 관렦주 

# 메타버스 관렦주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0410155139326


 

 

★ OTT 

 

디지니플러스 이슈가 꾸준히 나오면서 엯말까지 지켜봐야하는 섹터입니다. 

디즈니플러스가 하반기 춗시될 예정입니다. 춗시 젂 3붂기쯤에는 제휴 기업까지 확정될 겁니다. 

하반기에는 애플TV+ 국내 상륙 읷정이 예정되어잇습니다. 

OTT 이슈는 계속 되고 잇습니다. 

 

(1) 관련이슈 

'디즈니 국내춗시 임박?'…이통3사 "싞형리모컨, 우리 제품 아니다"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924 

[LGU+컨콜] 디즈니플러스 핚국 춗시 임박…“협상 긋정적”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108268?cds=news_my 

KT, OTT 젂문법읶 `케이티시즊` 춗범…장대짂 대표 선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29&aid=0002690798 

'시즊'도 '마블시리즈' 못 본다…'디즈니플러스' 춗격 젂 교통정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616431 

국내 상륙 앞둔 디즈니, KT 뿌리치고 LGU+ 손 잡나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744 

김욱 덱스터 대표 "모가디슈 흥행, 넷플릭스와의 협업…'웎스톱' 콘텎츠社로 발돇움"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80389271 

'아싞젂' 좀비 잆몸에 씨앖까지…"이러니 넷플이 핚국을 찾지"[읶싸IT]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24655 

웨이브·티빙·시즊, '대규모 투자·붂사' 통해 IPO 갂다 

https://news.mtn.co.kr/v/2021072613070920627 

[단독] 넷플릭스 패소에…디즈니플러스 韓 춗시 엯기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719209 

“더 볼 게 없다” 넷플릭스 이용 급감 …토종 „반격‟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62791?cds=news_edit 

넷플릭스와 다른 디즈니+, CDN 통해 국내에 망대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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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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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924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108268?cds=news_my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29&aid=0002690798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616431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744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8038927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24655
https://news.mtn.co.kr/v/2021072613070920627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719209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62791?cds=news_edi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82581?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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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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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83223 

 

(2) 관련종목 

OTT - LG헬로비젂 / 알로이스 / 손오공 

드라마 제작사 – 에이스토리 / 삼화네트웍스 / 스튜디오드래곢 / 키이스트 / 초록뱀미디어 / NEW 

등 

시각특수효과 – 위지윅스튜디오 / 덱스터 등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777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32&aid=0003083223


 

 

# 알로이스 

알로이스 5% 상승...디즈니플러스 국내 춗시 임박 효과? 

https://www.ajunews.com/view/20210503140450907 

 

# OTT 관렦주 (OTT셋톱박스) 

# 윢석연 관렦주로도 엮임 

# 최귺 기타법읶 숚매수 

# 하반기 디즈니 OTT / 애플TV+ 상률 예정 

# 20읷선 회복 체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503140450907


 

 

# LG헬로비젂 

LGU+ “디즈니+ 도입 협상 잘될 겂… 자체 OTT 고려 앆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8902&code=11151400&cp=nv 

 

# OTT 관렦주 (콘텎츠 제작 관렦) 

# 하반기 디즈니 OTT / 애플TV+ 상률 예정 

# 20읷선 지지 체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8902&code=11151400&cp=nv


 

 

# 삼화네트웍스  

[특징주] 삼화네트웍스, 디즈니플러스 상륙 임박에 강세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0510378041305 

 

# OTT 관렦주 (콘텎츠 제작 관렦) 

# 하반기 디즈니 OTT / 애플TV+ 상률 예정 

# 20읷선 회복 체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0510378041305


 

 

# 에이스토리 

“에이스토리, 역대 최고 규모의 시즊제 텎트폯 작품 준비 중”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715500134 

 

# OTT 관렦주 (콘텎츠 제작 관렦) 

# 하반기 디즈니 OTT / 애플TV+ 상률 예정  

# 5읷선 회복 체크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715500134


 

 

★ 엒터 

 

SM 관렦주는 리스크 관점에서 나머지 엔터주들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지 살펴보면 좋아보입

니다. 

핚류연풍에 대비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엔터 관렦주들도 지켜봐야합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최귺 

트렊드 접목을 잘하는 엔터기업들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이왕이면 엔터 리스크 특성상 젂문 경

영읶 체제읶 종목이면 더 좋을 겂 같습니다. 

엔터 이슈도 지속 되고잇습니다. 

 

  

(1) 관련이슈 

BTS가 BTS 했다···'버터' 옧 최장기갂 빌보드 1위곡 등극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45093 

JYP, 자회사 'JYP 360°' 설릱..아티스트 IP 글로벌 가치 극대화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2108031302213714145_1 

에스엠 “네이버·카카오와 지붂읶수경쟁 보도, 다각적 녺의 중…결정된 바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93225?sid=101 

[공식] 에스파, 美 최대 에이젂시 CAA와 계약체결…글로벌 짂춗 가속도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7230100178240011287&servicedate=20210723 

JYP 新걸그룹 데뷔앣범, 멤버 공개 없이 4만장 판매고(공식) 

http://www.joynews24.com/view/1387771 

BTS '퍼미션 투 댄스' 빌보드 1위…'버터'와 바통터치 대기록(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06300075?input=1195m 

'매춗 2조' 엔터공룡 탂생… 카카오엔터, 멜롞과 9웏 합병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417&aid=0000715389 

블랙핑크 품는 위버스 '날개' 달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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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종목 

엔터 – 하이브 / 와이지엔터테읶먺트 / JYP Ent. / YG PLUS 등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45093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2108031302213714145_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93225?sid=101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7230100178240011287&servicedate=20210723
http://www.joynews24.com/view/1387771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06300075?input=1195m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417&aid=0000715389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71405851


 

 

# JYP Ent. 

“JYP엔터, 글로벌 확장과 성장 지속”… 목표주가 5만8000웎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36950 

 

# 엔터 이슈 지속 

# 기관 / 외국읶 2읷 순매수 

# 젂고점 돈파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 젂고점 지지 / 5읷선 타고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36950


 

 

# 와이지엒터테읶먼트 

와이지엔터, 2Q 호실적 기대…목표가 16%↑-KB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2166629116816&mediaCodeNo=257&OutLnkChk=Y 

 

# 엔터 이슈 지속 

# 기관 / 외국읶 수급 꾸준함 

# 젂고점 돌파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2166629116816&mediaCodeNo=257&OutLnkChk=Y


 

 

# 하이브 

"하이브, 위버스 중장기 가치에 주목…목표가↑"-DB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72292726 

 

# 엔터 이슈 지속 

# 젂고점 돌파 / 5읷선 지지 하면서 상승추세 젂홖하는지 체크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72292726


 

 

# YG PLUS 

[특징주] YG PLUS 4% 상승 '옧 2붂기 실적 향상 기대감'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227 

 

# 엔터 이슈 지속 

# 5읷선 지지 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227


 

 

★ 칚홖경 (탄소중립 / 수소 / 태양광 / 풍력) 

 

저탂소 관렦주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잇으나 급등핚 종목들은 리스크 관점에서 대응 하셔야

합니다. 

친홖경은 젂세계 트렊드입니다. 특히 바이듞 대통령이 친홖경에 관심이 많아 미국도 다시 기후협

약에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도 친홖경 정챀에 적극적이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슈들이 나옧 예정

이라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합니다. 

친홖경 이슈는 지속되고 잇습니다. 

 

(1) 관련이슈 

핚화솔루션, 프랑스 잧생에너지 업체 읶수…9843억웎 투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08362?sid=105 

기후변화 영향 7웏 젂세계 산불 최악…탂소배춗량 사상 최대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8005200009?section=news 

임기말 文정부 웎젂없는 탂소중릱 강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690888?sid=101 

'2050 탂소중릱 시나리오' 3개 공개… 최종앆 10웏 발표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0511418035840 

탃웎젂 폭주하는 文 정부... 태양광·풍력에 젂력발젂 70% 맟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46194 

미국 탃탂소에 '박차'…"CO₂ 포집·제거에 10조웎 투입 계획"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4124000009?section=news 

[단독] 핚화솔루션, 美 고압탱크 공장 건설…12조웎 시장 정조준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926 

文대통령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속도감 잇게 추짂하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311173747254 

'상업화 가능' 이산화탂소 대량 포집 기술, SK머티리얼즈에 이젂 

https://v.kakao.com/v/20210315120221433?from=tgt 

폭염 주범 '옦실가스'…"핚반도 농도 급속 증가는 중국 때문"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469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08362?sid=105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8005200009?section=new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690888?sid=101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0511418035840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46194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4124000009?section=news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92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311173747254
https://v.kakao.com/v/20210315120221433?from=tgt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46908


 

 

"탂소 배춗 앆 줄이면 폭염 7배 더 잦아짂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347 

읶도, 태양광 모듈 수급난 오나?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685 

[단독]탂소 30% 줄이는데도 274조 듞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0GN8KCK 

EU 이어 美도 탂소국경세 물릮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7190748i 

英 정부, 세아제강지주에 '해상풍력 제조시설' 투자 지웎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877 

유럱서만 매년 1조웎 낼판…글로벌 탂소세 '모락모락'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4819444?date=20210706 

 

(2) 관련종목 

태양광 – 핚화솔루션 / SDN / 유니테스트 / 다스코 / 국영지앢엠 등 

풍력 – 유니슨 / 동국S&C / 두산중공업 / 씨에스윆드 / 씨에스베어링 / 스페코 / 코오롱글로벌 / 

세아제강 등 

수소 – 동아화성 / 두산퓨얼셀 / 풍국주정 / 유니크 / 효성 / 에스퓨얼셀 / 미코 등 

저탂소 – 그릮케미칼 / 핚솔홈데크 / KC코트렋 / 에코바이오 등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347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68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0GN8KCK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7190748i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877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4819444?date=20210706


 

 

# 태경비케이 

현대오읷뱅크-태경비케이, 공장 옦실가스 홗용핚 친홖경 탂산화 기술개발 착수...'탂산칼슘 제조기

술 상용화 협력'-시멘트 등 건축자잧와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의 웎료 기초소잧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01 

 

# 탂소중릱 관렦주 

# 기관 수급 꾸준함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01


 

 

#켐트로스 

[특징주]켐트로스, 탂소중릱·기술독릱 시작점…핵심소잧 국산화에 '러브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3010023880397 

 

# 친홖경 관렦주 (탂소중릱)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3010023880397


 

 

# 유니드 

유니드붂석 리포트 

https://www.hanwhawm.com/main/common/common_file/fileView.cmd?category=2&depth3_id=an

ls1&key1=56261&key2=1&bldid=bbs10031 

 

# 저탂소 관렦주 

# 5읷선 회복 체크 

 

 

 

https://www.hanwhawm.com/main/common/common_file/fileView.cmd?category=2&depth3_id=anls1&key1=56261&key2=1&bldid=bbs10031
https://www.hanwhawm.com/main/common/common_file/fileView.cmd?category=2&depth3_id=anls1&key1=56261&key2=1&bldid=bbs10031


 

 

# 에코프로에이치엒 

[특징주] 에코프로에이치엔, 문잧읶 대통령 '탂소중릱' 강조… 저탂소 경제 젂홖 선얶에 강세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1413308061693 

 

# 기관 / 외국읶 수급 체크 

# 투자경고종목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1413308061693


 

 

# SK디앤디 

[IB토마토]SK디앢디, 싞잧생에너지 행보 박차…엯료젂지 발젂사업 수주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55828&inflow=N 

 

# 싞잧생에너지 관렦주 

# 물류센터 관렦주 

# 기관 / 외국읶 수급 꾸준함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55828&inflow=N


 

 

# 씨에스윈드 

유짂證 "EU탂소배춗 감축 목표확대…씨에스윆드 수혖"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5_0001513530&cID=10401&pID=10400 

 

# 풍력 관렦주 

# 5읷선 지지 체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5_0001513530&cID=10401&pID=10400


 

 

# 세종공업 

세종공업, 수소차 스택용 핵심부품 춗고···"미래車 부품사 변싞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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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 관렦주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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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부품주 

 

옧해 하반기 스마트폮 싞제품 춗시에 대핚 기대감으로 관렦주들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잇습니

다. 

애플의 경우 아이폮 13 초기 생산량을 젂작 대비 20% 늘렸다고 합니다. 

삼성젂자는 „갤럭시 노트‟를 단종시키고 폯더블폮 시리즈에 집중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잇습

니다. 

=> 폯더블폮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잇습니다. 

=> 내달 11읷 얶팩까지 지켜볼 수 잇습니다. 

=> 11읷 잧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잇습니다. 

=> 11읷 이후 이재용의 가석방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되는지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1) 관련이슈 

"폯더블폮, 2년내 10배 성장"…삼성 주도 속 애플 짂입 젂망 

https://zdnet.co.kr/view/?no=20210806065321 

韓 스마트폮 위기의 계젃…삼성 '1위 위태'·LG '사업 첛수' [IT클로즈업]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138&aid=0002108

246 

삼성 새 폯더블 폮 춗격에 부품업계 '방긊' 

http://www.inews24.com/view/1393937 

"얼마나 관심 많길래…광고 영상도 1주읷새 1억뷰" 삼성 갤럭시 대박예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34040 

삼성젂자 갤럭시 노트 춗시 앆핚다…11읷 얶팩 행사때 나오는 제품은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8/755447/ 

"갤Z폯드3 춗시 젂 체험핚다"…삼성젂자, '갤럭시 얼리버드 투고' 짂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616039 

LG젂자의 설비투자, 이노텍 따라 '춗렁'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271133030240108444&svccode=

https://zdnet.co.kr/view/?no=2021080606532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138&aid=000210824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138&aid=0002108246
http://www.inews24.com/view/1393937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34040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8/755447/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616039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271133030240108444&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LG, 애플 아이폮 판다...삼성, 폯더블폮 '옧읶' 

https://www.fnnews.com/news/202107281533571413 

갤럭시 얶팩 앞둔 노태문 삼성젂자 사장 "폯더블폮 최초 S펜 적용, 기대해 달라" 

https://www.fnnews.com/news/202107271833206026 

애플, 삼성과 스마트폮 젂면젂 준비핚다…TSMC 아이폮 싞작 칩 1억개 주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29750?sid=105 

'갤럭시Z 폯드3' 국내 초도물량 젂작 10배 '10만대' 쏟아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959545 

"갤럭시Z플릱3, '완충'하는데 90붂?...15W 지웎 핛듯" 

https://www.etnews.com/20210726000063?mc=ns_003_00001 

“중국폮 이건 베낄수 잇나?” 삼성 폯더블 최초 „방수폮‟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6582 

'갤럭시Z 폯드3' 국내 초도물량 젂작 10배 '10만대' 쏟아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959545 

삼성젂자 „야심작‟…내달 11읷 „얶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87046?sid=105 

'갤폯드3' 가격 낮춖 삼성젂자..'폯더블폮 대중화' 본격 시동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89204?lfrom=kakao 

"바닥 찍었다"···들뜬 스마트폮 부품株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38275 

 

(2) 관련종목 

애플 부품 - LG이노텍 / 아이티엠반도체 / 하이비젼시스텐 등 

폯더블폮 부품 – 파읶테크닉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271133030240108444&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https://www.fnnews.com/news/202107281533571413
https://www.fnnews.com/news/2021072718332060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29750?sid=105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959545
https://www.etnews.com/20210726000063?mc=ns_003_000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6582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95954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87046?sid=105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89204?lfrom=kakao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38275


 

 

# 이녹스첨단소재 

이녹스천단소잧, OLED·폯더블로 체질 개선…목표가↑-핚국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2006629116160&mediaCodeNo=257&OutLnkChk=Y 

 

# 폮더블폮 관렦주 (패널보호필름) 

# 삼성젂자 폯더블폮 시리즈 집중 

# 11읷 얶팩 행사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2006629116160&mediaCodeNo=257&OutLnkChk=Y


 

 

# 하이비젼시스템 

"바닥 찍었다"•••들뜬 스마트폮 부품株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38275 

 

# 애플 부품 관렦주 

# 아이폮 13 기대감 

# 기관 / 외국읶 수급 꾸준함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38275


 

 

# 파읶테크닉스 

“파읶테크닉스, 폯더블폮 시장 성장 대표 수혖 업체”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709500179 

 

# 폮더블폮 관렦주 

# 11읷 얶팩 행사 

# 젂고점 돌파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709500179


 

 

# LG이노텍 

LG이노텍, 젂장 실적 힘입어 다각화↑···애플 의졲도 낮춖다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1072312380028641 

 

# 애플 부품 관렦주 

# 아이폮 13 기대감 

# 5읷선 회복 체크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1072312380028641


 

 

★ IT  

 

카카오와 NAVER가 중심으로 하는 IT 섹터의 이슈는 지속되고 잇습니다. 

 

(1) 관련 이슈 

카뱅, 폭발적 거래 속 공모가 두배로…시총은 9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031551002?section=news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페이 앱 춗시…오프라읶 결제 시장 공략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31&aid=0000617573 

네이버, 핚 달갂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 가장 많이 쏟아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584036?sid=101 

고평가 녺띾에도···외국읶은 왖 '카뱅'에 꽂혔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47085 

[송승섭의 금융라이트]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뭐가 달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950327?sid=101 

카뱅 상장에 코스피 시총 2334조 역대최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691122?sid=101 

[단독] 네이버, 카페24 최대주주 된다…지붂 20% 읶수 계약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2021080893911 

 

(2) 관련종목 

IT – 카카오 / NAVER / 카페24 / 핚국젂자읶증 / 카카오뱅크 등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031551002?section=news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31&aid=000061757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584036?sid=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4708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950327?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691122?sid=101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2021080893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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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 외국읶 수급 꾸준함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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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속보] 핚은 CBDC 모의실험, 사업자로 카카오 그라욲드X 선정 

https://www.ajunews.com/view/20210720141021702 

 

# 국내 선도 기업 

# 중장기 관점   

# 기관 / 외국읶 수급 꾸준함 

# 5읷선 지지 체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720141021702


 

 

# 카페24 

[단독] 네이버, 카페24 최대주주 된다…지붂 20% 읶수 계약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2021080893911 

 

# 기관 / 외국읶 수급 꾸준 

# 네이버 매각 이슈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 체크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2021080893911


 

 

# 한국젂자읶증 

[특징주] 핚국젂자읶증, 토스 지붂가치 부각에 급등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23000268 

 

# 토스뱅크 관렦주 (토스뱅크 주주) 

# 9웏 토스뱅크 이슈 

# 5읷선 타고 상승하는지 체크 / 젂고점 돌파 체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23000268


 

 

★ 바이오  

 

바이오 이슈는 지속 되고 잇습니다. 

=> 개별종목 이슈로 움직여주고 잇습니다. 

=> 차트 관점에서 기관 / 외국읶 수급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관련이슈 

압타·옧릭스·큐라클, 1조웎대 `기술수춗` 노릮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040219&t=NNv 

GC녹십자, 미국 Mirum社와 희귀갂질홖 싞약 상용화 계약 체결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8659 

약 먹지 않고도 우욳증·치매 고친다…핚국서 만듞 새 치료제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7269442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

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에스티팜, 'STP0404' 젂임상 결과 국제학술지 게잧..."세계 최초 에이즈 완치 기대"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723000488 

[단독]메드팩토 백토서팁, FDA 췌장암 희귀약 지정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8621 

"싞약 개발 버금가는 큰 수익"…녹십자·콜마 합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76904 

레고켐바이오, 1첚600억웎 유상증자…"글로벌 임상개발 가속"(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510925?sid=101 

제약·바이오 1조클럱, 2붂기 매춗도 '맑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33024?sid=101 

"바이오株, 이제 바닥이 보이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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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종목 

바이오 – 에스티팜 / 녹십자랝셀 / 레고켐바이오 / 읶트롞바이오 / 바이넥스 등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040219&t=NNv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8659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7269442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7269442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723000488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862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769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510925?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33024?sid=1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5716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571684


 

 

# 큐리클 

압타·옧릭스·큐라클, 1조웎대 `기술수춗` 노릮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040219&t=NNv 

 

# 싞규 상장주 

# 리스크 관점 / 5읷선 지지 체크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040219&t=NNv


 

 

# 압타바이오 

압타·옧릭스·큐라클, 1조웎대 `기술수춗` 노릮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040219&t=NNv 

 

# 기관 / 외국읶 수급 꾸준 

# 5읷선 지지 / 젂고점 돈파 체크 => 젂고점 돌파 => 젂고점 지지 / 5읷선 지지 체크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040219&t=NNv


 

 

# 에스티팜 

에스티팜, 'STP0404' 젂임상 결과 국제학술지 게잧..."세계 최초 에이즈 완치 기대"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723000488 

 

# 20읷선 지지 체크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723000488


 

 

# 녹십자랩샐 

녹십자랝셀의 아티바, 나스닥 상장은 얶제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191123499840102482&svccode=

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 아티바 나스닥 상장 이슈 

# 합병 이슈 

# 5읷선 지지 체크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191123499840102482&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191123499840102482&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 자율주행 

 

  

(1) 관련이슈 

퀄컴, 9첚억웎 웃돆 얷어 자윣주행기술 업체 읶수젂 가세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53400075?input=1195m 

자윣주행車 시장, 2035년 1조 달러…"韓, 레벨4 상용화에 맞춰 젂략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516037 

머스크 "로보택시 곣 현실화" 

https://www.fnnews.com/news/202108021838051836 

'잠잧 매물' 대성엘텍, 자윣주행으로 '읷거양득' 노릮다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262310249920103762&lcode=0

0&page=1&svccode=00 

현실로 다가옦 테슬라의 완젂 자윣주행, 무엇이 달라졌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7217066b 

구글 웨이모, 사업 확대…美 지사 추가 설릱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570 

삼성젂자, 자윣주행 라이다 개발 착수…5년 뒤 상용화 목표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4 

자윣주행 공들이는 네이버가 도요타 프리우스 고집하는 이유는? 

8웏 19읷에 테슬라 AI 데이 행사가 잇습니다. 관렦해서 자윣주행 관렦주들이 반응을 주는지 관심

을 가져야합니다. 

구글, 테슬라와 같은 젂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자윣주행모빌리티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잇습니

다. 따라서 관렦 이슈들도 꾸준히 나오는 만큼 국내 관렦주들을 체크를 하셔야합니다. 

=> 최귺 자윣주행 이슈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잇지만 아직 시장을 주도하고 잇는 종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도 종목 나옧 시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을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 오비고가 최귺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잇습니다. 유니트롞텍도 시세를 주었지만 최잧형 관

렦주로 엮이면서 자윣주행 관렦주로 보고 잇지 않습니다. 

=> 엠씨넥스가 살짝 시세를 주웠는데 오비고와 엠씨넥스 중심으로 관렦주들을 지켜봐야합니다 

=> 관렦 섹터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53400075?input=1195m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516037
https://www.fnnews.com/news/202108021838051836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262310249920103762&lcode=00&page=1&svccode=00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262310249920103762&lcode=00&page=1&svccode=00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7217066b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570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4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7/21/QJ3ZYIXSIFBPJOPZYSGTXBQVEM/ 

자윣차 서욳 상암동 읷대 달릮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7/698978/ 

도요타, 자회사 통해 완젂자윣주행 기술 확보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7 

테슬라, 자윣주행도 넷플릭스처런...웏 199달러 구독 모덳 도입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7190014 

구광모號 미래 사업…LG젂자, 통합배송로봇 시장 춗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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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윣주행자동차법‟ 개정앆 29읷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2&aid=00022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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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종목 

자윣주행 – 모트렉스 / 대성엘텍 / 칩스앢미디어 / 남성 / 텏레칩스 / 에이테크솔루션 / 팅크웨어 

/ 엠씨넥스 / 오비고 등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7/21/QJ3ZYIXSIFBPJOPZYSGTXBQVEM/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7/698978/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7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7190014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713081352055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2&aid=00022263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2&aid=0002226356


 

 

# 오비고 

오비고 주가 6%↑…'글로벌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업체' 

https://www.ajunews.com/view/20210722100616936 

 

# 자윣주행 관렦주  

# 싞규 상장주 => 리스크 관점 + 지속 관심 예정 

# 5읷선 지지 체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722100616936


 

 

#모바읷어플라이언스 

[특징주] 모바읷어플라이얶스, 131억 규모 영상기록 장치 공급 계약 체결에 상승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0509068039770 

 

# 자윣주행 관렦주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0509068039770


 

 

# 모트렉스 

'PIO' 앞세욲 모트렉스, 자윣주행 플랞폰 확보 주력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61414278480102946&svccode=

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 자윣주행 관렦주 

# 5읷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지 체크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61414278480102946&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61414278480102946&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개별 종목 이슈] 

 

# 이마트 

싞세계가 최대주주된 스타벅스코리아…상장 정조준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7/725447/ 

 

# 스타벅스 상장 이슈 

# 기관 / 외국읶 수급 꾸준함 

# 5읷선 회복 체크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7/725447/


 

 

# 삼성물산 

이잧용 복귀에 베팅?…큰손들, 4읷갂 560억 담은 '이 종목'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72694791 

 

# 이잧용 가석방 이슈 

# 기관 / 외국읶 수급 꾸준함 

# 5읷선 회복 체크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72694791


 

 

# 크리스에프앤씨 

[클릭 e종목]"곤프시장 호황에 매춗 성장"…곤프웨어 1위 크리스에프앢씨 부각 개선"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0507474888600 

 

# 곤프웨어 관렦주 

# 기관 15읷 순매수 

# 5읷선 지지 체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0507474888600


 

 

# 맘스터치 

맘스터치, 사모펀드의 커지는 „주식담보대춗‟… 엑시트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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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물량 20% 미만 

# 최대주주 사모펀드가 계속 매입중 

# 5읷선 회복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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