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0. 14 (목) 리서치센터 

KOSPI (10/13) 2,944.41P(+28.03P) 

KOSDAQ (10/13) 953.47P(+13.32P) 

KOSPI200 (10/13) 384.10P(+3.41P) 

미국 DowJones지수 (10/13) 34,377.81P(-0.53P) 

미국 NASDAQ지수 (10/13) 14,571.63P(+105.71P) 

중국상해종합지수 (10/13) 3,561.76P(+14.82P) 

NIKKEI225지수 (10/13) 28,140.28P(-90.33P) 

유럽 STOXX600지수 (10/13) 460.39P(+3.18P) 

독일 DAX지수 (10/13) 15,249.38P(+102.51P) 

VIX (10/13) 18.64P(-1.21P) 

원/달러 환율 (10/13) 1,193.81(-5.04) 

엔/달러 환율 (10/13) 113.25(-0.36) 

달러/유로 환율 (10/13) 1.16(+0.01) 

국고채 수익률(3년) (10/13) 1.82(0.00) 

미국채 10년 (10/13) 1.54(-0.04) 

독일국채 10년 (10/13) -0.13(-0.04) 

금가격 (10/13) 1,793.70(+35.40) 

구리가격 (10/12) 9,497.00(+21.50) 

유가(WTI) (10/13) 80.44(-0.20) 

국내주식형펀드증감 (10/11) 0억원 

해외주식형펀드증감 (10/11) 0억원 

고객예탁금 (10/12) 670,659억원(+8,442억원) 

신용잔고 (10/12) 228,069억원(-2,286억원) 

대차잔고 (10/13) 799,121억원(+53,711억원) 

주: 현지 시간 기준 

미래에셋증권 Daily 
 

▶ TODAY’S REPORTS 

산업분석 

글로벌 펫케어 [비중확대] - 임희석: 펫 휴머니제이션 시대의 도래 

주체별 매매동향 

KOSPI: 외국인 (-)2,710억원 순매도, 국내기관 (+)7,724억원 순매수 

KOSDAQ: 외국인 (+)2,307억원 순매수, 국내기관 (+)750억원 순매수 

금융시장 주요 지표 I, II 



 

 

 

 

 

 

 

 

 

 

 

 

 

 

 

Global Industry Report ┃ 2021.10.13 

글로벌 펫케어 (비중확대/Initiate) 

펫 휴머니제이션 시대의 도래 

 

 

   

임희석   heeseok.lim@miraeasset.com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는 펫 휴머니제이션의 시대다. 

어디를 가더라도 주인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들이 쉽게 목격된다.  

국내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글로벌 최대 펫케어 시장인 미국은 어떨까?  

무려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업들이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아직은 태동 단계인 국내를 넘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 투자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글로벌 펫케어 산업에 대한 비중확대로 커버리지를 개시, 

Top Pick으로 Trupanion(TRUP US)을 제시한다. 



글로벌 펫케어 

Mirae Asset Securities Research 

2021.10.13 

I. Investment Summary 

MZ세대의 부상과 글로벌 펫케어 산업 성장 가속화 

반려동물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 MZ세대가 소비 주체로 부상함에 따라 펫케어 산업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다. 글로벌 펫케어 산업 규모는 2020년 2,300억 달러에서 연평균 6.1%씩 성장해 2027년 

3,5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양한 영역에 복합적으로 걸쳐 있지만 펫케어 산업의 핵심도 'P(펫 당 지출 비용) x Q(펫 수)'다. 

펫케어 산업은 P와 Q의 동반 상승으로 향후 10~20년 이상의 장기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한

다. 장기 성장 요인으로 1) MZ세대의 부상, 2) 펫 수명의 증가, 3) 인구구조 및 4) 근무형태의 변

화, 5) 펫테크의 발전을 제시한다. 

코로나 이후 높아진 밸류에이션, 옥석 가리기 필요 

코로나 이후 재택 근무 증가의 수혜 섹터로 부각되며 펫케어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급증했다. 

펫케어 기업들과 ETF는 나스닥을 상회하는 주가 흐름을 보였다. 시장의 주목을 받은 Chewy(전자

상거래), Freshpet(신선식품), IDEXX(진단기기) 등은 수배에 달하는 주가상승을 기록했다. 

현시점 개별 기업 투자는 고밸류를 정당화할 수 있을만한 성장 여력이 남은 섹터에 한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침투율이 아직 낮지만 급성장하기 시작한 펫케어 섹터가 적절하다. 과거 미국 펫 리

테일 시장이 대표적 사례다. 2014년 4%에 불과했던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2020년 27%를 넘어서

며 시장이 수배 이상 성장했고 Chewy의 기업가치 역시 열 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북미 펫 보험 시장 잠재력에 주목. Trupanion(TRUP US) 

북미 펫 보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주목할 시점이다. 성숙기에 들어선 유럽 펫 보험 시장과는 

달리 북미 지역은 연평균 23%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펫을 키우

는 가구 수가 아이를 키우는 가구 수보다 많으며 현재 70% 이상의 가정에서 펫을 키우고 있다.  

북미는 현재 1~2%에 불과한 보험 침투율을 지녔지만 펫 지위의 격상, MZ세대의 인식 변화, 펫 보

험 상품의 전문화를 통해 20%대에 이르는 유럽의 침투율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현재 23% 수준인 

성장률이 10년간 지속된다 하더라도 침투율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장기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  

글로벌 펫케어 산업 전체 Top Pick으로 북미 최대 펫 전문 보험사 TRUP을 제시한다.  

펫 삶의 질 향상, 프리미엄화 트렌드. PetIQ(PETQ US) 

펫 휴머니제이션 시대의 도래로 펫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프리미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전에

는 펫을 생존 시키는 수준의 사료, 의료 행위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펫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제품과 서비스가 이어질 것이다.  

펫 헬스케어 서비스의 프리미엄화에 주목한다. 펫 질병들에 대해 높아진 미충족 수요는 의약품, 수

술 등 수의 서비스 전반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펫의 교육, 재활, 즐거움을 위한 웰니스 

영역이 확장될 전망이다. 웰니스 프로그램이 동물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펫 헬스케어 영역 추천종목으로 북미 펫 웰니스 기업 PETQ를 제시한다.  



 

 

 

 

ProShares Pet Care ETF (PAWZ US) 
 2021.10.13 

펫케어 산업 장기 성장성에 투자 

임희석 heeseok.lim@miraeasset.com   

글로벌 펫케어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 

글로벌 펫케어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는 ETF 

 의약품 21%, 진단기기 15%, 전자상거래 13%, 오프라인 판매 9%, 펫푸드 9% 비중 

 헬스케어, 리테일, 음식료, 금융 등 펫케어 산업 전 영역에 분산 투자 

 테마별로 세분화된 ETF들이 없는 상황 속 유일한 펫케어 ETF 투자처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력적 

장기 성장 전망되는 

펫케어 산업 

펫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 확산 

 반려동물을 자신처럼 아끼는 MZ세대가 경제력을 갖추며 산업 성장을 주도 

 글로벌 펫케어 시장 규모는 연평균 6.1%씩 성장해 2027년 3,500억 달러 도달 전망 

 보유 가구 비중이 증가(Q↑)하고 펫 당 지출 비용(P↑)이 증가하는 글로벌 트렌드 지속 

 펫테크의 발전으로 펫 돌봄에 필요한 인적 부담이 감소해 보급률 지속 증가 예상 

 의료 영역의 발전이 이끌고 있는 펫의 고령화 추세로 펫 당 지출 비용 증가 전망 

성장 섹터인 동시에 

경기 방어적 특징 

경기 비탄력적 특성으로 불황에 강한 펫케어 산업 

 산업 내 주요 섹터인 헬스케어와 푸드는 필수재 성격을 지니며 주기적인 매출 발생  

 펫케어 산업은 2001년, 2008~2009년의 경기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 

 코로나19가 성행한 2020년에도 펫케어 산업은 전년 수준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기록 

 PAWZ ETF는 2020년 이후 나스닥, S&P 지수를 아웃퍼폼 중 

Key data 
 

 

운용사 ProShares 

 

  

설정일 2018-11-05   

순자산 (백만USD) 323.54   

Total Expense Ratio (%) 0.50%   

구성 종목 수 32   

    

 

Share performance 

 

상위 10개 구성 종목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5.4 4.0 21.5 

상대주가 -3.1 -1.4 -1.3 
 

순서 기업명 비중 (%) 순서 기업명 비중 (%) 

1 IDEXX 9.8 6 MERCK & CO 4.4 

2 ZOETIS 9.7 7 NESTLE 4.4 

3 DECHRA 9.3 8 PETS AT HOME 4.3 

4 CHEWY 7.9 9 PETCO 4.1 

5 FRESHPET 7.8 10 ZOOPLUS 4.1 

자료: ProShares,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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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data 

 

 

 

현재 주가 (21/10/12) USD 85.24 

 

시가총액 (십억USD) 3.43 

거래소 NASDAQ GM 시가총액 (조원) 4.1 

EPS 성장률 (21F,%) -  유통주식수 (백만주) 36.4 

P/E (21F,x)  -  52주 최저가 (USD) 69.74 

MKT P/E (21F,x)  21.4  52주 최고가 (USD) 126.53 

배당수익률 (%)  -    

    

 

Share performance 

 

Earnings and valuation metrics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4.8 12.8 -7.1 

상대주가 -2.4 7.0 -24.6 
 

결산기 (12월) 12/18 12/19 12/20 12/21F 12/22F 12/23F 

매출액 (백만USD) 304.0  383.9  502.0  693.9  902.6  1156.8  

영업이익 (백만USD) -1.0  -1.9  -4.9  -35.9  -21.8  -13.2  

영업이익률 (%) -0.3% -0.5% -1.0% -5.2% -2.4% -1.1% 

순이익 (백만USD) -0.9  -1.8  -5.8  -35.1  -21.5  -12.9  

EPS (USD) -0.03  -0.05  -0.16  -0.87  -0.52  -0.30  

ROE (%) -1.0% -1.4% -2.5% -10.4% -6.4% -3.7% 

P/S (배) 2.8  3.4  9.4  4.9  3.9  3.1  

EV/Sales (배) 2.6  3.2  8.9  4.6  3.6  2.9  

주: GAAP  

자료: TRUP,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글로벌 펫케어  2021.10.13 

매수 
(신규) 

목표가: USD 120 

상승여력: 40.8% 

 

트루패니언 Trupanion (TRUP US) 
펫도 보험을 드는 세상 

임희석 heeseok.lim@miraeasset.com     

기업소개 북미 최대 펫 전문 보험사 

 20% 후반 시장 점유율을 가진 펫 전문 보험사. 종합 보험사 Nationwide와 양강 구도 

 20년 기준 자체 구독 매출 비중 77%, 기타(3자 경유,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23%  

투자 포인트 폭발하고 있는 북미 펫 보험 시장 최대 수혜주 

 성숙기에 들어선 유럽 시장과는 달리 북미 펫 보험 시장은 연 20% 중반대의 성장 지속 

 2020년 기준 북미 펫 보험 침투율은 2% 미만. 스웨덴과 영국은 40%, 25% 침투율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업계의 기존 방식은 고객이 병원에 전체 진료비를 내고 보험사에 추후 청구하는 방식 

 동사는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퇴원 시 고객이 자신의 몫만 지불하는 창구 

직불제 운영. 퇴원 및 보험 청구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5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 

파트너십을 통한 신규 매출 본격화 전망 

 북미 최대 종합 보험사 State Farm과 단독 제휴. 2H21 3자 중개 매출 본격화 전망 

 일본, 미국에서 사업 중인 대형 보험사 AFLAC과의 파트너십. 일본 진출 교두보 마련 

커버리지 개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USD120 커버리지 개시 

 22년 예상 매출액에 목표 P/S 5.5배를 적용. 현재 22F P/S 3.9배에서 거래 중 

 목표 P/S 5.5배는 북미 전통보험사와 인슈어테크 기업의 22F P/S의 평균  

 동사는 전통보험사에서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위치했다고 판단 

 온라인, 자동화 전환 속도에 따라 인슈어테크가 부여 받는 밸류 수준에 가까워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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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data 

 

 

 

현재 주가 (21/10/12) USD 25.03 

 

시가총액 (십억USD) 0.73 

거래소 NASDAQ GM 시가총액 (조원) 0.9 

EPS 성장률 (21F,%) -  유통주식수 (백만주) 26.6 

P/E (21F,x) 52.9   52주 최저가 (USD) 23.52 

MKT P/E (21F,x)  21.4  52주 최고가 (USD) 46.00 

배당수익률 (%)  -    

    

 

Share performance 

 

Earnings and valuation metrics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0.1 -31.0 -23.7 

상대주가 -7.9 -34.5 -38.0 
 

결산기 (12월) 12/18 12/19 12/20 12/21F 12/22F 12/23F 

매출액 (백만USD) 528.6  709.4  780.1  881.8  985.8  1103.7  

영업이익 (백만USD) 7.7  -3.1  -3.2  45.1  67.0  95.2  

영업이익률 (%) 1.5% -0.4% -0.4% 5.1% 6.8% 8.6% 

순이익 (백만USD) 0.1  -14.3  -81.0  14.2  33.6  55.8  

EPS (USD) -0.05  -0.51  -3.15  0.47  1.11  1.78  

ROE (%) -0.5% -4.2% -28.4% 5.1% 11.1% 15.6% 

P/E (배) - - - 52.9  22.6  14.1  

P/B (배) 2.1  2.2  3.8  2.6  2.3  2.0  

주: GAAP  

자료: PETQ,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글로벌 펫케어  2021.10.13 

매수 
(신규) 

목표가: USD 34 

상승여력: 35.8% 

 

펫아이큐 PetIQ (PETQ US) 
스마트한 펫 관리를 원한다면 

임희석 heeseok.lim@miraeasset.com     

기업소개 스마트한 펫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기업 

 펫 헬스케어 기업으로 펫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 동물병원과 웰니스 센터를 운영 

 2018년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VIP petcare를 인수하며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 확장 

 2Q21 기준 Product 매출 비중 90%, Service 매출 비중 10% 

투자 포인트 펫 통합 관리 수요 증가, 구독형 웰니스 서비스 성장 

 펫 진료, 미용, 교육 등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니스 플랜에 대한 수요 증가 

 웰니스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동물병원과 큰 시너지 효과 

대형 리테일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차별화 전략 

 Walmart, Meijer, Tractor Supply 등 상위 20개 리테일 업체 중 12곳과 사업 협력 

 일반 동물병원들과 달리 대형 리테일 업체 안에 입점하여 헬스케어 서비스 접근성 증대 

제품 믹스 변화에 따른 마진 개선 

 2020년 하반기 Elanco로부터 인수한 Capstar 매출 반영 본격화. 자체 제품 비중 증가 

 자체 생산 제품의 마진은 50% 수준. 매출 비중 증가하며 마진 급속 개선 전망 

커버리지 개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USD34 커버리지 개시 

 목표주가는 23년 순이익에 목표 P/E 19.1배를 적용. 현재 21F P/E 52.9배에서 거래 

 목표 P/E 19.1배는 펫 용품 유통업체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23F P/E 평균 

 Product 부문의 마진 개선과 Service 매출 성장 속도가 주가의 핵심 모멘텀 

 다만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지속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출 확대 및 증자 가능성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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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data 

 

 

 

현재 주가 (21/10/12) USD 132.19 

 

시가총액 (십억USD) 5.73 

거래소 NASDAQ GM 시가총액 (조원) 6.9 

EPS 성장률 (21F,%) -  유통주식수 (백만주) 41.7 

P/E (21F,x) -   52주 최저가 (USD) 113.41 

MKT P/E (21F,x)  21.4  52주 최고가 (USD) 186.98 

배당수익률 (%)  -    

    

 

Share performance 

 

Earnings and valuation metrics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2 -22.5 7.2 

상대주가 1.3 -26.4 -12.9 
 

결산기 (12월) 12/18 12/19 12/20 12/21F 12/22F 12/23F 

매출액 (백만USD) 193.2  245.9  318.8  446.1  586.0  776.7  

영업이익 (백만USD) -4.9  -0.3  -2.0  -5.5  23.6  61.7  

영업이익률 (%) -2.5% -0.1% -0.6% -1.2% 4.0% 7.9% 

순이익 (백만USD) - -1.4  -3.2  -10.7  26.1  42.0  

EPS (USD) -0.15  -0.04  -0.08  -0.13  0.60  1.25  

ROE (%) -4.5% -1.1% -1.2% -1.2% 3.0% 8.5% 

P/E (배) - - - - 210.8  106.1  

P/B (배) 9.4  16.3  14.7  7.9  7.6  6.9  

주: GAAP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글로벌 펫케어  2021.10.13 

Bloomberg 

최고목표주가 
 

USD 229.0 

상승여력: 73.2% 

 

프레시펫 Freshpet (FRPT US) 
펫에게도 맛있는 식사를 

임희석 heeseok.lim@miraeasset.com     

기업소개 펫푸드계에 혁신을 일으킨 신선 냉장 펫푸드 기업 

 23,000곳이 넘는 오프라인 채널에서 프레시펫 전용 냉장고에 식품을 진열하여 판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을 선점. 연 30% 수준 성장세 지속 

투자 포인트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 고속 성장 

 펫 지위가 상승하며 펫푸드 성분에 대한 관심이 증가. 휴먼그레이드 펫푸드 등장 

 MZ세대가 펫 양육의 주요 세대로 부상. 미국 반려견 주인 48%가 MZ 세대로 추정 

MZ세대 공략을 통한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 선점 

 성장 초기부터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펫 신선식품은 프레시펫’ 이미지 각인 

 감정을 자극하는 마케팅 추구. ‘펫들의 크리스마스 만찬’ 영상은 조회수 1,500만회 기록 

생산 능력 증대, 마진 개선 본격화 

 2021년 예상 CAPA는 6억달러 규모(+74%, YoY), 2023년 14억달러 규모 도달 전망 

 현재 46% 수준인 Adj. Gross Margin은 23년 49%, 25년 51%로 상승 전망 

밸류에이션 현재 시가총액 64억달러, 21F P/S 12.9배에서 거래 중  

 동사의 21F P/S 12.9배는 경쟁 대형 음식료 업체들의 멀티플인 2~3배를 월등히 상회 

 신규 카테고리를 선도하며 고성장 중인 오틀리, 비욘드미트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 

 생산능력 증대 및 매출 증가세를 낙관적으로 가정할 시 용인 가능한 멀티플 수준 

 코로나에 따른 비용 이슈 지속, Mars의 신선식품 사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존재 

 매출액 성장률 30% 이상의 유지, 이익 흑자 전환 여부가 향후 주가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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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복 -186.0 352.8 전기전자 -4,744.6 -15,925.9 

통신업 -90.1 -480.2 철강금속 -675.4 -983.4 

화학 1,022.2 349.9 종이목재 -0.9 -3.9 화학 715.0 2,599.4 금융업 -311.9 -865.4 

서비스업 883.6 2,487.3 운수창고업 10.3 -114.7 기계 305.8 80.1 의약품 -119.9 1,181.4 

금융업 875.7 1,257.4 의료정밀 21.8 31.7 통신업 130.4 -149.2 비금속광물 -101.8 -229.0 

  

KODEX 200선물인버스2X -831.5 792.1 삼성전자 -3,670.8 -12,240.4 

케이카 -237.0 0.0 POSCO -558.1 -352.0 

삼성전기 -214.7 -427.0 삼성전기 -412.3 -392.8 

KODEX 레버리지 429.1 -947.3 SK텔레콤 -182.1 -439.0 기아 286.2 334.5 KB금융 -259.7 329.2 

현대모비스 309.2 158.7 NAVER -178.3 245.2 후성 263.4 -213.9 LG전자 -242.3 342.0 

만도 249.7 268.8 신원 -171.3 -26.7 두산중공업 244.3 149.6 삼성SDI -195.8 -1,618.2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231.1 -221.0 TIGER 2차전지테마 -132.9 -220.8 카카오 235.1 -1,023.1 고려아연 -191.9 -697.7 

카카오 214.4 809.2 KODEX 인버스 -132.7 372.3 KODEX 200선물인버스2X 188.2 -80.9 SK바이오사이언스 -134.7 570.4 

크래프톤 188.8 293.6 KODEX 2차전지산업 -128.5 -194.7 케이카 170.9 0.0 삼성전자우 -128.1 -1,025.4 

두산중공업 175.8 -22.0 대한항공 -122.7 -227.7 KODEX 2차전지산업 149.8 63.1 삼성엔지니어링 -99.4 -229.5 

 

  

   

기타서비스 -170.0 51.9 반도체 -156.4 -386.2 

오락,문화 -87.0 715.2 디지털컨텐츠 -130.1 -571.5 

통신방송 129.7 608.5 소프트웨어 -72.9 68.8 운송장비,부품 261.8 182.2 의료,정밀기기 -33.7 -173.0 

방송서비스 129.1 610.4 의료,정밀기기 -14.0 129.8 유통 189.0 276.6 제약 -21.2 429.0 

반도체 104.9 221.3 음식료,담배 -9.6 -36.0 기타서비스 158.3 108.3 운송 -17.2 4.9 

  

아이진 -196.8 -0.8 펄어비스 -104.3 -162.4 

에코프로 -86.7 -198.4 카카오게임즈 -100.4 -28.7 

덕산네오룩스 -48.2 -58.3 엔케이맥스 -85.9 -10.7 

펄어비스 114.3 327.3 에코마케팅 -48.1 -131.6 에이치엘비 181.1 122.1 스튜디오산타클로스 -85.2 1.0 

CJ ENM 90.6 612.2 맥스트 -44.9 -9.4 켐트로스 129.0 -46.6 유바이오로직스 -62.0 -39.9 

SK머티리얼즈 51.9 26.7 솔브레인 -41.3 -15.5 에코프로비엠 112.7 -56.4 티씨케이 -40.2 5.1 

에코프로비엠 46.6 205.4 NEW -39.8 34.3 다원시스 104.5 -20.9 오스템임플란트 -38.3 -42.5 

나노신소재 43.5 3.5 데브시스터즈 -28.7 48.4 네이처셀 81.8 -71.8 심텍 -38.3 2.9 

동진쎄미켐 39.7 149.6 덱스터 -25.5 -32.2 에코프로 77.0 127.2 원익IPS -28.4 11.8 

SM C&C 36.6 -1.7 나노씨엠에스 -25.5 -10.1 나노신소재 76.4 -6.4 국전약품 -27.6 -9.2 



     

  ( ) 

  

        

현대차 20,079.6 삼성전기 -10,468.4 기아 27,574.2 SK텔레콤 -25,244.5 

KODEX 인버스 9,397.0 LG이노텍 -7,471.1 현대차 13,027.3 삼성전기 -13,756.9 

만도 8,953.4 케이카 -6,782.6 두산중공업 12,840.5 SK하이닉스 -8,558.6 

기아 8,760.5 대한항공 -3,587.4 크래프톤 9,612.6 셀트리온 -8,352.0 

현대모비스 7,208.5 DB하이텍 -2,997.5 고려아연 8,860.1 삼성SDI -5,420.4 

SK이노베이션 6,915.9 SK하이닉스 -2,964.1 한화솔루션 8,075.6 SK이노베이션 -4,882.0 

현대위아 6,265.0 CJ제일제당 -2,004.9 현대모비스 7,746.8 LG전자 -4,814.9 

두산중공업 5,572.0 SK바이오사이언스 -1,664.5 SK 7,204.5 삼성바이오로직스 -3,662.9 

KODEX 200 4,506.0 팬오션 -1,622.9 현대글로비스 6,524.9 삼성물산 -3,049.0 

LG화학 4,068.6 셀트리온 -1,551.2 만도 6,053.7 휠라홀딩스 -2,978.7 

  

        

TIGER 미디어컨텐츠 1,412.6 KODEX 2차전지산업 -16,504.5 삼성전자우 4,864.8 TIGER 200 -7,849.7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1,268.2 TIGER 2차전지테마 -11,868.6 만도 3,058.5 삼성전자 -6,926.7 

삼성전자 1,151.3 KODEX 자동차 -3,086.5 고려아연 2,744.3 삼성전기 -3,845.1 

KINDEX 미국WideMoat가치주 530.3 TIGER KRX2차전지K-뉴딜 -1,847.9 두산중공업 2,653.1 ARIRANG 200 -2,957.1 

KODEX 200 393.0 KG동부제철 -1,317.3 NAVER 2,559.2 LG화학 -1,437.6 

KBSTAR Fn컨택트대표 387.5 제이알글로벌리츠 -903.7 현대차 2,357.7 한화 -1,331.1 

SK 372.2 KINDEX 베트남VN30(합성) -785.3 SK이노베이션 2,290.3 DB하이텍 -1,325.2 

하이트진로 340.1 KODEX K-신재생에너지액티브 -505.5 LG화학우 2,132.9 KODEX 200 -1,181.3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325.1 삼성전기 -273.4 기아 1,784.3 카카오 -1,121.2 

씨에스윈드 301.3 KBSTAR Fn수소경제테마 -265.1 롯데케미칼 1,741.0 SK텔레콤 -1,098.0 

 

  ( ) 

  

    

현대차 51,063.6 57,994.6 삼성전기 -41,234.2 -21,468.6 

기아 28,619.1 60,756.8 LG전자 -24,225.5 -104.1 

LG화학 54,151.9 14,065.3 SK바이오사이언스 -13,471.4 -2,176.2 

현대모비스 14,758.6 30,921.1 LG이노텍 -4,856.1 -9,779.9 

카카오 23,514.4 21,443.0 대한항공 -784.7 -12,269.8 

두산중공업 24,433.0 17,575.7 DB하이텍 -5,320.7 -4,157.9 

만도 8,441.1 24,971.0 LX인터내셔널 -7,952.2 -170.9 

후성 26,343.6 5,381.5 에어부산 -1,277.6 -5,676.7 

SK이노베이션 11,849.9 14,023.2 한화 -5,219.4 -1,699.1 

크래프톤 4,596.8 18,876.2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1,025.1 -4,714.8 

 

 

 

 

 

 

 



      

 

 

  (  

  

        

엘앤에프 8,387.5 아이진 -5,360.6 천보 13,648.5 SK머티리얼즈 -2,341.1 

펄어비스 6,359.3 솔브레인 -3,888.8 에코프로비엠 6,306.9 하나머티리얼즈 -2,178.4 

CJ ENM 4,804.3 덱스터 -2,767.3 CJ ENM 1,848.5 NEW -2,068.7 

천보 3,138.8 에코마케팅 -2,573.9 펄어비스 1,817.4 스튜디오드래곤 -1,990.2 

동진쎄미켐 2,217.2 위메이드 -2,065.3 대주전자재료 1,429.9 에이스토리 -1,859.8 

나노신소재 1,968.1 NEW -1,712.0 에코프로 1,237.3 덕산네오룩스 -1,820.1 

휴젤 1,882.0 덕산네오룩스 -1,359.4 티씨케이 1,172.8 셀트리온헬스케어 -1,654.1 

동화기업 1,853.0 이오테크닉스 -1,288.4 하나마이크론 672.9 에스티팜 -1,315.0 

대주전자재료 1,605.5 피엔에이치테크 -1,017.7 자이언트스텝 649.4 에코마케팅 -1,259.4 

SM C&C 1,568.5 테스 -934.3 데브시스터즈 594.5 이오테크닉스 -955.9 

 

        

엘앤에프 1,293.1 덕산네오룩스 -497.3 CJ ENM 1,215.4 덕산네오룩스 -1,148.1 

이녹스첨단소재 211.0 에코마케팅 -349.3 엘앤에프 800.4 에코마케팅 -775.0 

위메이드 173.6 인바디 -147.0 센코 694.6 에스엠 -507.5 

카카오게임즈 147.0 클래시스 -32.9 펄어비스 626.5 로보티즈 -386.7 

하나머티리얼즈 146.3 에코프로비엠 -13.8 카카오게임즈 571.5 덴티스 -384.4 

동진쎄미켐 136.4 셀트리온헬스케어 -9.8 LX세미콘 546.3 삼강엠앤티 -368.0 

에스엠 83.0 휴젤 -8.5 유바이오로직스 471.4 NEW -327.7 

CJ ENM 81.4 동양이엔피 -1.5 대주전자재료 467.5 덱스터 -312.8 

오스템임플란트 52.7 태광 -1.2 에코프로 421.2 솔브레인 -304.4 

CJ프레시웨이 38.5 삼목에스폼 -1.0 삼천당제약 416.9 쿠콘 -277.8 

 

  ( ) 

  

      

엘앤에프 23,060.0 23,496.5 아이진 -913.4 -19,680.6 

천보 27,815.2 18,300.2 카카오게임즈 -10,041.8 -354.8 

대주전자재료 19,587.3 2,819.2 스튜디오산타클로스 -8,516.2 -44.7 

에이치엘비 18,110.6 1,822.4 덕산네오룩스 -1,302.9 -4,818.9 

에코프로비엠 11,265.3 4,656.9 NEW -1,437.7 -3,975.1 

에코프로에이치엔 3,720.3 11,811.3 맥스트 -24.0 -4,494.6 

켐트로스 12,897.5 1,542.2 덱스터 -864.5 -2,551.4 

나노신소재 7,636.1 4,351.6 하나머티리얼즈 -1,227.1 -2,126.8 

다원시스 10,447.1 1,241.6 나노씨엠에스 -307.2 -2,547.5 

CJ ENM 931.9 9,057.5 이오테크닉스 -706.0 -1,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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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시아 (p, %) 미국/유럽 (p, %)

 Price 1D 1W 1M 3M 1Y  Price 1D 1W 1M 3M 1Y

KOSPI (10/13) 2,944.41  0.96 1.24 -5.87 -10.40 22.52 미국 DowJones (10/13) 34,377.81 0.00 -0.11 -1.41 -1.74 19.87

KOSDAQ (10/13) 953.47  1.42 3.37 -7.10 -9.56 9.35 미국 S&P500 (10/13) 4,363.80 0.30 0.01 -2.35 0.09 24.26

KOSPI200 (10/13) 384.10  0.90 0.57 -6.25 -12.06 20.19 미국 NASDAQ (10/13) 14,571.64 0.73 0.48 -3.53 0.20 22.82

일본 NIKKEI225 (10/13) 28,140.28  -0.32 2.22 -7.58 -0.49 19.23 유로 STOXX50 (10/13) 4,083.28 0.70 1.76 -2.54 0.66 24.52

중국 상해종합 (10/13) 3,561.76  0.42 -0.18 -4.13 -0.08 6.01 독일 DAX30 (10/13) 15,249.38 0.68 1.84 -2.88 -2.43 17.13

홍콩 항셍 (10/12) 24,962.59  -1.43 3.56 -4.74 -10.17 1.27 영국 FTSE100 (10/13) 7,141.82 0.16 2.09 1.04 1.85 19.63

홍콩 HSCEI (10/12) 8,849.17  -1.67 3.92 -5.73 -12.08 -10.42 브라질 보베스파 (10/13) 113,455.90 1.14 2.62 -2.53 -10.99 15.18

대만 TWSE (10/13) 16,347.99  -0.70 -0.28 -6.30 -9.35 26.27 러시아 RTS($) (10/13) 1,855.11 -0.79 2.23 5.94 15.08 60.46

인도 SENSEX (10/13) 60,284.31  0.00 1.85 3.62 13.40 48.39 필라델피아반도체 (10/13) 3,192.75 0.46 -1.42 -7.45 -0.78 31.38

베트남 VSI (10/13) 1,391.91  -0.21 2.13 3.76 7.57 49.69 나스닥헬스케어 (10/13) 1,196.52 0.61 0.55 -7.67 -2.88 7.97

인도네시아 JCI (10/13) 6,536.90  0.78 1.86 7.37 8.11 27.36 VIX (10/13) 18.64 -6.10 -11.24 -3.77 9.58 -28.50

 

환율 (각국 통화 단위, %) 에너지 (US$, %)

 Price 1D 1W 1M 3M 1Y  Price 1D 1W 1M 3M 1Y

원/달러 (10/13) 1,193.81  -0.42 0.09 1.52 4.59 4.06 원유 WTI (10/13) 80.44 -0.25 3.89 14.18 12.27 100.10

달러/유로 (10/13) 1.16  0.56 0.33 -1.84 -1.85 -1.29 원유 Brent (10/13) 83.18 -0.29 2.59 13.15 13.22 95.95

엔/달러 (10/13) 113.25  -0.32 1.65 2.96 3.11 7.37 원유 Dubai (10/13) 81.26 -0.89 1.26 14.26 10.72 103.00

원/엔(100엔) (10/13) 1,048.44  -0.56 -1.91 -1.79 0.87 -3.70 휘발유 NYMEX (10/13) 240.55 0.95 4.22 11.32 6.90 103.39

위안/달러 (10/13) 6.43  -0.32 -0.25 -0.36 -0.50 -4.71 천연가스 NYMEX (10/13) 5.59 1.54 -1.50 6.86 54.68 95.80

달러인덱스 (10/13) 94.08  -0.46 -0.20 1.52 1.57 0.59 석탄 ICE (10/13) 244.95 0.74 3.31 42.66 85.57 333.54

원/헤알 (10/13) 216.22  -0.11 -0.38 -4.09 -3.17 4.82 폴리실리콘 (10/13) 35.53 5.31 5.31 26.89 31.06 234.24

헤알/달러 (10/13) 5.52  -0.43 0.42 5.74 7.89 -1.00 태양광 모듈 (10/13) 0.22 8.33 8.33 12.76 11.62 30.00

 

국내금리/채권 (%, bp) 금속 (US$, %)

 Price 1D 1W 1M 3M 1Y  Price 1D 1W 1M 3M 1Y

한국 기준금리 (10/13) 0.75  0.00 0.00 0.00 25.00 25.00 철광석 DCE(위안) (10/13) 717.00 0.28 0.28 -15.80 -45.04 -21.60

CD(91일) (10/13) 1.07  1.00 2.00 7.00 38.00 44.00 중국 열연(위안) (10/13) 5,803.00 -1.23 0.03 -0.77 -0.02 47.85

LIBOR(3개월) (10/12) 0.13  0.50 0.28 1.10 0.04 -10.21 구리 LME (10/12) 9,497.00 0.23 4.48 -0.38 1.58 40.27

국고3년 (10/13) 1.82  0.90 10.50 29.90 32.70 90.10 알루미늄 LME (10/12) 3,073.00 1.29 5.53 5.71 21.63 66.38

국고10년 (10/13) 2.40  -4.60 0.20 36.40 37.70 87.40 금 COMEX (10/13) 1,793.70 2.01 1.89 0.08 -1.93 -5.02

회사채3년(AA-) (10/13) 2.27  0.80 9.90 30.80 33.20 2.20 은 COMEX (10/13) 23.17 2.91 2.83 -2.45 -12.15 -3.97

 

해외 채권 (%, bp, 하이일드/리츠지수 변화율: %) 농산물/운송/반도체 (US$, %)

 Price 1D 1W 1M 3M 1Y  Price 1D 1W 1M 3M 1Y

미국채 2년 (10/13) 0.37  2.10 7.10 14.80 13.60 22.90 옥수수 CBOT (10/13) 512.25 -1.96 -3.76 3.12 -9.22 30.93

미국채 10년 (10/13) 1.54  -4.20 1.60 21.20 23.60 80.70 소맥 CBOT (10/13) 718.75 -2.08 -3.65 6.56 6.96 21.00

독일국채 10년 (10/13) -0.13  -4.10 5.50 20.40 20.70 42.90 대두 CBOT (10/13) 1,195.25 -0.25 -3.76 -6.07 -17.43 14.49

일본국채 10년 (10/13) 0.09  0.00 0.90 4.40 7.90 6.30 설탕 ICE  (10/13) 19.86 -1.05 0.46 4.64 14.60 41.76

인도국채 10년 (10/13) 6.32  -1.10 3.80 12.30 12.30 41.10 천연고무 TOCOM(엔) (10/13) 208.00 -0.57 5.53 11.23 -0.57 -7.14

중국국채 10년 (10/13) 2.96  -0.70 8.10 6.80 0.10 -23.50 BDI (p) (10/12) 5,378.00 -2.00 -0.57 39.18 71.33 197.62

브라질국채 10년 (10/13) 10.90  -10.40 -14.40 -6.20 167.40 308.90 SCFI (p) (10/8) 4,647.60 0.73 0.73 3.22 18.19 226.89

미국하이일드채권지수(p) (10/12) 2,431.79  -0.18 -0.41 -0.81 0.00 9.24 DDR4 8G (10/12) 3.93 0.00 0.00 -6.87 -18.80 43.96

FTSE글로벌리츠지수(p) (10/13) 3,505.04  1.02 2.23 -1.03 -0.04 34.06 NAND TLC 128G (10/12) 2.06 0.00 0.00 -0.48 -0.96 24.10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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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시장   10/13 (수) 10/12 (화) 10/08 (금) 10/07 (목) 10/06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PI  2,944.41 2,916.38 2,956.30  2,959.46  2,908.31 

이동평균 

20일 3,061.04 3,071.97 3,085.52  3,097.87  3,109.95 

60일 3,155.93 3,161.38 3,166.88  3,171.24  3,176.13 

120일 3,188.32 3,190.44 3,192.76  3,194.64  3,196.39 

이격도 
20일 96.19 94.94 95.81  95.53  93.52 

60일 93.30 92.25 93.35  93.32  91.57 

거래대금(억원)  122,945.1 127,676.5 126,340.9  119,067.4  156,685.9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30 30 30  30  30 

ADR  61.97 68.29 68.46  57.27  60.90 

 코스닥시장   10/13 (수) 10/12 (화) 10/08 (금) 10/07 (목) 10/06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DAQ  953.47 940.15 953.11  953.43  922.36 

이동평균 

20일 1,002.57 1,006.76 1,012.47  1,017.46  1,022.49 

60일 1,026.17 1,027.67 1,029.24  1,030.51  1,031.86 

120일 1,012.64 1,013.21 1,013.83  1,014.34  1,014.81 

이격도 
20일 95.10 93.38 94.14  93.71  90.21 

60일 92.92 91.48 92.60  92.52  89.39 

거래대금(억원)  93,406.2 86,292.4 112,003.4  106,859.1  132,779.2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30 20 30  30  30 

ADR  55.11 62.10 59.11  49.10  60.90 

 자금지표   10/13 (수) 10/12 (화) 10/08 (금) 10/07 (목) 10/06 (수)

국고채 수익률(3년, %)   1.82 1.82 1.70  1.70  1.72 

AA-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 %)   2.27 2.25 2.15  2.14  2.17 

원/달러 환율(원)   1,193.81 1,198.85 1,194.85  1,190.75  1,192.70 

원/100엔 환율(원)   1,048.44 1,054.31 1,065.80  1,067.00  1,068.82 

CALL금리(%)   - 0.78 0.69  0.65  0.72 

국내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289 503  543  970 

해외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1,022 -870  -31  -414 

주식혼합형펀드 증감(억원)   - -31 -61  -31  -16 

채권형펀드 증감(억원)   - -40 -818  -2,945  671 

MMF 잔고(억원)   - 1,561,435 1,588,812  1,577,163  1,554,423 

고객예탁금(억원)   - 670,659 662,217  676,605  700,842 

미수금(억원)   - 3,898 4,986  4,250  3,628 

신용잔고(억원)   - 228,069 230,355  236,426  241,042 

 해외 ETF 자금유출입  10/13 (수) 10/12 (화) 10/08 (금) 10/07 (목) 10/06 (수)

한국 관련 ETF(억원)   - -276.0 - - -

이머징 관련 ETF(억원)   - -2.7 -73.9  -32.8  157.7 

아시아 관련 ETF(억원)   - 2.0 -171.7  -201.5  -1.2 

글로벌(선진) 관련 ETF(억원)   - 42.1 20.3  167.8  9.5 

Total(억원)   - -234.6 -225.3  -66.5  166.0 

* 해외상장 ETF는 1) 미국, 유럽, 홍콩 시장에 상장된 한국 노출도가 있는 ETF를 모두 선별한 후, 2) 동 ETF들의 일간 자금유입액 중에서 한국의 비중을 계산하여 총합한 액수. 

  추종 인덱스의 리벨런싱은 분기별로 이뤄지나 비중은 지수 레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략적인 추정치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