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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JONES 31,521.69  27.37 0.09% 원/달러 1,110.40   4.50 0.41%

S&P500 3,876.50    -30.21 -0.77% 엔/달러 105.15     -0.27 -0.26%

NASDAQ 13,533.05  -341.41 -2.46% 달러인덱스 90.02       -0.31 -0.34%

독일 DAX30 13,950.04  -43.19 -0.31% WTI 61.70       2.44 4.12%

프랑스 CAC40 5,767.44    -6.11 -0.11% 금액(억원) 거래소 코스닥 선물

영국 FTSE100 6,612.24    -11.78 -0.18%

한국 KOSPI 3,079.75    -27.87 -0.90% 외국인 -3,207 -894 -2,790

한국 KOSDAQ 954.29      -10.82 -1.12% 기관계 -4,600 -916 415

금융투자 182 -229 3,002

중국 상해종합 3,642.45    -53.72 -1.45% 투신 -602 -122 -2,965

일본 니케이225 30,156.03  138.11 0.46% 연기금 등 -3,831 -193 296

하루 30분, 부자되는 습관

스마일리포트 Macro View

2021.02.23

1,920 2,6667,497

아시아

미국증시

옐런 경고에 '비트코인' 출렁!!

새벽 마감된 미 증시는 옐런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투기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테슬라 주가 및 비트

코인이 요동쳤습니다. 더불어 국채금리 상승도 시장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국채 금리 영향으로 금융주가 상

승했고, 한파로 인해 국제유가도 급등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

다. 10년물 금리는 장중 1.36%까지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2년물 국채와 10년물 금리차이는 4년 만

에 최대로 확대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데요. 주식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금리 혜택을 받아온 기술주에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 새벽 나스닥 지수의 급락을 부추겼습

니다. 그리고 경제회복의 시그널은 향후 '테이퍼링'의 조기 도입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재로 작용했습

니다.

사실 넌센스 같은 얘기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경기회복기에 접어들 수록 경기 부양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을 경우, 추가 부양책 확대 가능성에 호

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구요.

오늘 장은 갭하락이 꽤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회복 여부는 외국인 수급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기

관의 매물을 개인이 받아가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급의 열쇠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

니다.

최근 코스피 3000~3200포인트를 박스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갭하락으로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이 나

올 경우 과감하게 '매수'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개인

유럽증시

■ Smil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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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증시일정

■ 2월 22(월)

한국 : 2월 1-20일 수출(yoy), 이전 10.6%

한국 : 2월 1-20일 수입(yoy), 이전 1.5%

한국 : 식약처, 화이자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 및 발표 예정

한국 : 삼성, 갤럭시 F62 인도 출시 예정 / 관련섹터 : 갤럭시 부품주

중국 : 화웨이, 폴더블폰 메이트X2 공개 예정 / 관련주 : 파인테크닉스, KH바텍 등

■ 2월 23(화)

한국 : 실적발표(빅히트)

한국 : 현대차,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5' 공개예정 / 관련주 : 현대차, 기아차 외 전기차 섹터

기타 : MWC(모바일 전시회) 상하이 개최 / 관련주 : 삼성전자 및 스마트폰 섹터

일본 : 휴장

■ 2월 24(수)

한국 : 신규상장 / 씨이랩(189330),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청약경쟁률 195대 1

한국 : 신규상장 / 오로스테크놀로지(322310), 청약경쟁률 1033대 1

한국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 개최 예정 / 관련주 : 세종시 테마(영보화학, 프럼파스트, 유라테크 등)

한국 : 실적발표(코오롱, 코오롱글로벌)

미국 : Fed's 파월의장 반기 통화정책 보고

■ 2월 25(목)

한국 : 신규상장 / 유일에너테크(340930), 청약경쟁률 683대 1

한국 : 공모청약 : 나노씨엠에스(247660), 공모청약일 02.25~02.26

한국 : 실적발표(코오롱인더)

한국 :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이전 기준금리 0.5%

미국 : 4분기 GDP(qoq), 예상 4.3% / 이전 4.0%

■ 2월 26(금)

한국 : 신규상장 / 뷰노(338220), 청약경쟁률 1102대 1

한국 : 실적발표(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첫 접종 예정

한국 : K-뉴딜지수 정기변경

        BBIG : (편입)카카오게임즈 / (편출)펄어비스

        2차전지 : (편입)솔브레인, 엘앤에프 / (편출)후성, 솔루스첨단소재

        바이오 : (편입)신풍제약, 녹십자 / (편출)한미약품, 알테오젠

        인터넷 : (편입)에이스테크, 알서포트 / (편출)KG이니시스, 유비쿼스홀딩스

        게임 : (편입)카카오게임즈, 넵튠 / (편출)네오위즈, 골프존

미국 : FDA 자문기구 백신/생물의 약품 자문위원회 /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승인 여부 논의 예정

미국 : 1월 개인소득(mom), 예상 9.4% / 이전 0.0%

미국 : 2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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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재, ★ : 악재 / 별의 숫자는 호재 및 악재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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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day 주요일정

애플, 스마트폰 판매 삼성 제쳤다…화웨이는 급감 / Not Rated(★★)

22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4분기 7994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5% 늘어난 수치다.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17.1%에서 20.8%로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삼성전자

의 판매대수는 6211만대로 전년 동기보다 11.8% 줄었다.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도 17.3%에서 16.2%로 축소

됐다.

예상보다 큰 미국 한파 충격…국제유가 4.1% 폭등 / Not Rated(★★)

머스크 입방정에 비트코인은 물론 테슬라 주가도 급락 / 악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입방정에 비트코인은 물론 테슬라의 주가도 급락했다. 전세계 개미

들의 우상인 머스크 CEO가 비트코인 가격이 높다고 말하자 23일 비트코인이 7% 정도 급락했다.

한국 : 현대차 e-GMP 전기차 ‘아이오닉5’ 공개

       - 23일 세계 최초 공개 ‘사전계약’ 곧 시작

       - 보조금 적용시, 3000만원 후반~4000만원대 전망

       - 3월 유럽을 시작으로 4월부터 한국 판매

현대자동차가 오늘 첫 전용 플랫폼 E-GMP 전기차 아이오닉5를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E-GMP는 앞으로

현대차가 내놓을 전기차의 뼈대가 되는 플랫폼으로 한번 충전하면 500km 안팎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

오닉5는 최상위 모델도 5000만원대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조

금을 합하면 트림에 따라 3000만원 후반대에서 40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이오닉5는 오는

3월 말 유럽을 시작으로 한국 시장에는 4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거래일 대비 배럴당 4.10% 폭

등한 61.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만기인 3월물의 경우 61.49달러에 마감했다. 지난해 1월 7일(배럴당

62.70달러) 이후 최고치다.

수혜섹터 : 정유

한국 : 실적발표(빅히트)

       - 국내 No.1 음반·공연 셀러(Seller)

       - (추정)4Q20 매출액 3,226억원(yoy +35.4%)

       - (추정)4Q20 영업익 559억원(yoy +45.2%)

23일에는 빅히트가 상장 후 처음으로 실적을 내놓습니다. 증권사들은 호실적을 예상하는 가운데 올해 실적

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빅히트의 4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각각 3226억 원, 559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비 35.4%, 45.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옐런 美 재무 "비트코인 극단적 비효율성" 위험 경고 / 악재(★★)

옐런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딜북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의 적법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비트코인이 거래 형태로 폭넓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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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특허 총 84건…세계 1위 / 호재(★★)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신융잔고는 21조9026억원을 기록했다. 신용 잔고는 코스피가

종가기준 3000을 처음 넘어선 지난 1월 7일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긴데 이어 같은 달 21조원을 돌파했

다.

줄줄이 오르는 식품가…음식료株 상승 모멘텀 될까 / Not Rated(★★)

"백신 접종후 유통株 두 달간 강세"…한국서도 나타날까 / Not Rated(★★)

미국은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지난 17일까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7.3% 상승한

데 비해 리테일 업종은 20.8% 올랐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와 이

에 따른 소비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팩 제작/생산 담당 가능성 부각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현대모비스가 전담해 온 전기차 부품을 현대모비스 외 다른 업체와도 협력하

기로 했다며, 전기차용 배터리팩 제작과 생산을 담당할 업체로 세방전지가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대차그룹이 전기차 부품 중 핵심으로 꼽히는 배터리 모듈과 배터리팩을 현대모비스 외 다른 협력업체를 통

해 공급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방전지 외 삼보모터스등 2차 업체 선정 후보군으로 알려지면서 두

기업 모두 시간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 장마감 후 주요공시

세방전지(004490), 시간외 +9.87% / 호재(★★★)

세방(004360), 시간외 +9.86% / 호재(★★★)

삼보모터스(053700), 시간외 +9.95% / 호재(★★★)

★ : 호재, ★ : 악재 / 별의 숫자는 호재 및 악재의 강도

동학개미 빚투 연일 사상 최대… 22조 코앞 / Not Rated(★★)

외국기업 기술특례상장 1호인 미국 바이오 기업 소마젠(Reg.S)이 개인 유전체 및 마이크로바이옴 샘플 처리

를 위한 디지털 마이크로 유체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 : 호재, ★ : 악재 / 별의 숫자는 호재 및 악재의 강도

이수앱지스(086890), 시간외 +9.66% / 호재(★★)

바이넥스(053030), 시간외 +5.48% / 호재(★★)

바이넥스·이수앱지스, 러시아 백신 생산 추진

러사이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스푸트니크V’를 바이넥스와 이수앱지스 등이 수탁생산

(CMO)하는 계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이수앱지스와 바이넥스의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 바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러시아 백신 위탁생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면

서 시간외 거래에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082800), 시간외 +2.91% / 호재(★★)

‘오피란제린’ 주사제 식약처 국내 임상 3상 승인

비보존 헬스케어가 바이오 기업 비보존이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VVZ-149)' 주사제의 복강경

대장절제 수술 후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

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 3상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과 고려대학교 안암병

원 등 국내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대장절제술 환자 300명을 모집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는 4월경 첫 환자

투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 4분기에는 임상이 완료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Domestic News

2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 샘표, 풀무원, SPC삼립(파리바게뜨),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 종

목은 올해 들어 자사 식품 가격을 인상했거나 혹은 인상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의 경우 칠성사이다를 포함한

음료 16종의 가격을 4.7% 인상했고, 오뚜기와 CJ제일제당은 즉석밥 등의 가격의 7% 안팎에서 올릴 예정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