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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JONES 26,062.68  78.74 (+0.30%) 원/달러 1,185.20   3.80 (+0.32%)

S&P500 2,886.73    13.39 (+0.47%) 엔/달러 108.50     0.32 (+0.30%)

NASDAQ 7,823.17    81.07 (+1.05%) 달러인덱스 96.74       0.19 (+0.20%)

독일 DAX30 12,045.38  92.24 (+0.77%) WTI 53.26       -0.73 (-1.35%)

프랑스 CAC40 5,382.50    18.45 (+0.34%) 금액(억원) 거래소 코스닥 선물

영국 FTSE100 7,375.54    43.6 (+0.59%)

한국 KOSPI 2,099.49    27.16 (+1.31%) 외국인 1,831 -558 2,639

한국 KOSDAQ 721.14      4.61 (+0.64%) 기관계 1,673 -181 -1,056

한국 야간선물 금융투자 -200 188 -3,446

중국 상해종합 2,852.13    24.33 (+0.86%) 투신 121 -100 2,594

일본 니케이225 21,134.42  249.71 (+1.20%) 연기금 등 1,880 73 7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올여름 폭염을 대비해 여름 관련주로도 수급이 쏠리고 있어 업종별 주도주를 선별해

매매하는 전략이 현명해 보입니다.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6월 말 G20 정상회담 전까지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대외 변수에

주요 경제지표들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금리인하라는 카드도 얻어냈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할 때 6월 글로벌 증시는 반등론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멕시코 이슈를 빌미로

월가에서는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내년 재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감한 국내증시는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5월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들도 5월 말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멕시코를 관세로 위협하면서 1)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였고, 2)불법이민자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G20 정상

회담을 갖길 원한다고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달 말 G20 정상회담(6월 28일~29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참할 경우 즉각적으로

힘 실리는 6월 반등론…향후 이벤트 일정에 주목!!

■ Smile Strategy

시장의 수급은 여전히 5G와 카메라모듈 관련주의 강한 흐름 속에 2차전지와 수소차로 수급이 조금씩 

새벽 마감된 뉴욕증시는 멕시코의 관세 문제가 해결된 영향이 이어지며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인 전략은 트럼프의 '신의 한수'라 생각됩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9월과 12월 두 차례

최근 미국이 장단기 금리역전현상에 놓이기도 하면서 'Recession(경기침체)' 공포에 노출되기도 했지만

하루 30분, 부자되는 습관

스마일리포트 Macro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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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1,313개인 -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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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진핑 G20 불참시 즉시 추가관세(★★)

▶CNBC와 전화 인터뷰, 시진핑 주석이 G20 정상회의(6월 28일~29일) 불참 시 즉시 추가관세 부과할 것

▶5월 희토류 수출량 3,640톤으로 4월 4,329톤 대비 16% 감소

  참고) 시장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 미국을 압박할 것이란 의견 확산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은 연준의 금리인하를 압박할 전망

☞ 암호화폐 관련주 :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 SCI평가정보, 비덴트

▶유럽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한국 기업 위상 UP

▶암호화폐 시장 투명성 재고 VS 중소 거래사이트 도산 우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암호화폐규제기준안 발표 예정(★★)

▶FATF, 16일~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취급업체 규제 공론화

▶FATF 기준안과 특금법 개정안 통과 시, 암호화폐 시장 위축

■ Domestic News

☞ 관련주 :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 : 호재, ★ : 악재 / 별의 숫자는 호재 및 악재의 강도

▶삼성바이오에피스, ‘플릭사비’, ‘베네팔리’, ‘임랄디’ 데이터 공개

▶셀트리온, ‘램시마SC’ 임상 3상 데이터 최초 공개

유럽 류마티스학회(EULAR), 12일~15일 스페인에서 개최(★★)

중국, 5월 희토류 수출 전월대비 16% 감소…규제발표 임박(★★)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 신중론 확산

★ : 호재, ★ : 악재 / 별의 숫자는 호재 및 악재의 강도■ Global News

▶4월 채용공고 744만9천 명으로 전월대비 소폭 감소(3월 747만 4천 명)

  참고) 4월 결과보다 각각 0.1% 하락(2017년 말 이후 최저 수준)

▶뉴욕 연은,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 2.5%, 3년 기대 인플레이션 2.6%라고 밝힘.

미국, 4월 채용공고 745만 명…전월대비 소폭 감소(★)

미국, 5월 기대인플레이션…2017년 말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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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사고 이후 2차전지 검사기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휴대폰 관련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전기차용 2차전지 검사기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 

오늘 소개해드릴 스마일리포트 유망주는 이노메트리입니다. 이노메트리는 X-ray를 통해 2차 전지의 내부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전기차와 휴대폰의 2차전지를 검사하는데

사용되는데요.

■ 스마일리포트 오늘의 유망주 ★ : 호재, ★ : 악재 / 별의 숫자는 호재 및 악재의 강도

이노메트리(302430), 2차전지 X-ray 검사 및 제조장비 / 종목점수 73점

▶전기차 및 소형(휴대폰), X-ray 2차전지 검사기 및 제조장비 개발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사고 이후 2차전지 검사기 필요성 UP

▶자동차용 2차전지가 주력,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중국 BYD 등에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