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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JONES 33,446.26  16.02 0.05% 원/달러 1,116.30   -3.30 -0.29%

S&P500 4,079.95    6.01 0.15% 엔/달러 109.63     -0.11 -0.10%

NASDAQ 13,688.84  -9.54 -0.07% 달러인덱스 92.44       0.11 0.12%

독일 DAX30 15,176.36  -36.32 -0.24% WTI 59.77       0.44 0.74%

프랑스 CAC40 6,130.66    -0.68 -0.01% 금액(억원) 거래소 코스닥 선물

영국 FTSE100 6,885.32    61.77 0.91%

한국 KOSPI 3,137.41    10.33 0.33% 외국인

한국 KOSDAQ 973.22      4.59 0.47% 기관계

금융투자

중국 상해종합 3,479.63    -3.34 -0.10% 투신

일본 니케이225 29,730.79  34.16 0.12% 연기금 등

개인

美 FOMC 의사록 공개…여전히 테이퍼링은 시기상조!!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FOMC 의사록을 통해 테이퍼링은 여전히 시

기상조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장 상승을 부추길만한 추가적인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JP

모건 CEO 다이먼은 연례 주주 서한에서 현 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적하며 성장주 및 중소형주 위주의

매물 출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즉 시장상승은 지속될 수 있지만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얘기한겁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1분기 동반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전일 시장 상승을 이끌었

습니다. 삼성의 경우 반도체 부문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스마트폰 부문에서 고성장을 기록했고, LG전자

는 TV 등 생활가전 부문에서 성장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국내 증시는 코스피 3200선까지 무난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5월 공매도 이슈는

대형주는 주춤하고 중소형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소외되었던 중소형 성장

주를 서서히 매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금융주 및 증권주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지수 3200 부근에서는 또 다시 차익매물 출회 가

능성을 열어둬야 하므로 증권주는 서서히 차익 실현하시고 금융주(은행, 보험 등) 위주로 포트를 재편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외 건설주도 관심있게 보셔야 하구요!! 건설주는 건자재 관련주(시멘트 등)가

좀더 좋아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 부자되는 습관

스마일리포트 Macro View

2021.04.08

아시아

미국증시

유럽증시

■ Smil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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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5일(월)

한국 : LG전자 이사회 개최(*모바일 사업부 철수 결정 여부)

한국 : 기아차, 상호변경 "기아"

기타 : 홍콩, 영국, 중국, 대만, 독일 증시 휴장

미국 : 3월 ISM 서비스업지수(P), 예상 58.4 / 이전 55.3…한국시간 23:00 발표

미국 : 2월 제조업지수(mom), 예상 -0.5% / 이전 2.6%

미국 : 2월 내구재주문 확정치(mom), 이전 -1.1%

■ 4월 6일(화)

한국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예정

한국 : 엔씨소프트, 프로야구 H3 출시 예정

중국 : 3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P), 예상 52.1 / 이전 51.5

■ 4월 7일(수)

한국 : 삼성전자, 잠정 실적발표 예정(*예상 영업익 8.7조원 yoy +32.5%)

한국 : LG전자, 잠정 실적발표 예정(*모바일 사업부 제외한 전 사업영역 고른 성장 전망)

한국 :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

미국 : 2월 무역수지(십억달러), 예상 -70.2  / 이전 -68.2

■ 4월 8일(목)

한국 : 네오위즈, PC패키지 게임 "사망여각" 출시 예정

한국 : 옵션만기일

미국 : 3월 FOMC 회의록...한국시간 03.00 공개 예정

■ 4월 9일(금)

미국 : 파월 연준의장 연설...한국시간 01:00 파월의장 IMF미팅 글로벌 경제토론 패널로 참여

미국 : 3월 생산자물가지수(yoy), 예상 3.8% / 이전 2.8%

중국 : 3월 소비자물가지수(yoy), 예상 0.2% / 이전 -0.2%

중국 : 3월 생산자물가지수(yoy), 예상 3.5% / 이전 1.7%...한국시간 10:30 발표

■ 4월 10일(토)

미국 : 암학회 개최(관련주 : 메드팩토, 에스티큐브, 지놈앤컴퍼니, 파멥신, 에이비엘바이오 등)

■ 이번 주 증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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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재, ★ : 악재 / 별의 숫자는 호재 및 악재의 강도

8일 오전 6시20분 현재(한국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미국의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3.61% 하락한 5만

6316달러(약 6298만원)를 기록하고 있다. 한때 비트코인은 5만5000달러 대까지 주저앉았다.

비트코인 한국서 폭락, 美도 3.6% '뚝'…김치프리미엄 '축소'

삼성전자는 1분기 잠정 매출은 65조원, 영업이익은 9조 3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48%, 영업이익은 44.19% 증가했다. 당초 시장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8조원대였다는 점에서 이를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로 평가된다.

LG전자는 1분기 매출이 18조 8057억원, 영업이익은 1조 5178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7.7%, 영업이익은 39.2% 증가했으며 모두 분기 사상 역대 최고치다. 특히 영업이익은 1조 2438억원

이었던 2009년 2분기 기록을 12년 만에 뛰어넘었다.

삼성·LG전자 날았다…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의 LG 승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좀처럼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두 회사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1일(현지시각) 이후에 초점을 맞춘 전략 짜기에 집중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은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LG "손해 200%까지 물어내야" SK "재규어 뜯어 LG잘못 입증"

★ : 호재, ★ : 악재 / 별의 숫자는 호재 및 악재의 강도

美, 반도체 지원법안 상원서 곧 발의

미국 중앙은행(Fed)이 “고용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만간 자산 매입 프로그램

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7일(현지시간) 공개된 지난달 16~17일의 연방공개시장위원

회(FOMC) 의사록에서다.

법안에는 미국 업계에 안정적으로 반도체 칩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

든 행정부는 반도체 칩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으며 반도체 분야 주도권 확보를 통해 중국을 견

제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Domestic News

■ Today 주요일정

한국 : 네오위즈, PC패키지 게임 "사망여각" 출시 예정

한국 : 네오위즈, PC패키지 게임 "사망여각" 출시 예정

네오위즈가 8일 PC 패키지 게임 ‘사망여각’을 발매합니다. 첫 크라우드 펀딩 이후 약 5년여 만에 출시가 되는

인디 게임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스컬’ ‘플레비퀘스트’ 등을 잇는 네오위즈의 국

산 인디 게임을 퍼블리싱 라인업으로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5년여 간의 기다림 끝에 출시가 되는

만큼, 출시 후 흥행여부와 네오위즈의 주가 흐름을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미 Fed "40여년만의 최대 성장…테이퍼링은 일러"

★ : 호재, ★ : 악재 / 별의 숫자는 호재 및 악재의 강도■ Glob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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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136480), 시간외 –0.49% / 악재(★)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익산 공장 생산 중단

하림이 전북 익산시 육가공공장 생산을 중단했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기 때

문인데요. 8일 아침까지 생산이 중단됩니다. 생산중단 소식에도 하림은 시간외 거래에서 –0.49% 정도만 하락

하며 선방했습니다.

일진복합소재,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

한국거래소는 일진복합소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2012년 설

립된 일진복합소재는 수소 저장 용기와 매연 저감 장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일진다이아가 지분

86.95% 보유중입니다. 자회사 상장 추진 소식에 일진다이아는 시간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에넥스(011090), 시간외 +3.96% / 호재(★★)

310억원 규모 유형자산 양도 결정

가구업체 에넥스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공장 3만318㎡ 규모 토지를 310억원에 매각했다고 7일 밝혔

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129억원 중 2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매각상대방은 부동산개발 업체인

용인포금개발 유한회사이며 양도예정일은 올해 10월 7일 입니다. 에넥스는 용인공장 매각으로 310억원 규모

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시간외 +3.96% 상승했습니다.

일진다이아(081000), 시간외 +9.95% / 호재(★★★)

★ : 호재, ★ : 악재 / 별의 숫자는 호재 및 악재의 강도■ 장 마감 후 이슈 종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