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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및 이슈 ① 애플 (전일 대비 +1.2%) 

- 코닝, 카메라 렌즈 커버용 고릴라글래스 DX 출시 

- iPhone 13 일부 모델 25W 충전 지원 

- A13칩을 탑재한 새로운 외부 디스플레이 개발 중 

- iPhone SE 3번쨰 모델은 2024년으로 연기 전망 

- 곧 출시될 iPad Mini 모델에는 미니 LED 탑재하지 않을 것 

- 스티브 잡스 입사지원서, NFT로 경매 나옴 

- 2022년 13.3인치 미니LED 맥북에어 출시 전망 

- 애플의 신규 개인 정보보호 정책이 다른 IT업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Foxconn, 홍수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장저우지역의 공장 일부 재가동 시작 

- 베트남 COVID-19 영향으로 차세대 AirPod 조립 공정을 중국으로 이전 

② 엔비디아 (전일 대비 -0.2%) 

- EVGA, Amazon 뉴월드로 벽돌이 된 RTX 3090 교체  

- DLSS, 모든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게 허가제도 폐지 

- RTX 40 시리즈, 2022년 하반기 TSMC 5nm 공정에서 제조 가능성 

③ AMD (전일 대비 +1.0%) 

- Radeon RX 6700XT, RISC-V기반 PC에서 구동 가능 

- Ryzen 5000G, 유통 채널에 첫 번째로 등록된 가격은 MSRP보다 높음 

④ 인텔 (전일 대비 -5.3%) 

- Alder Lake i3 모델에 Cypress Cove와 같은 구형 아키텍쳐 적용 가능 

- 정식 경로가 아닌 타 경로로 얻은 가짜 윈도우 11 설치 시 멀웨어 감염 

⑤ 퀄컴 (전일 대비 +1.7%) 

 - 웨어러블 사업 비전 발표와 함께 퀄컴 에코시스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시작 

미래에셋증권 Global Tech 주요 종목 및 Index 요약    

기업명 Ticker 시가총액 (백만달러) 1D 1W 1M 3M 6M 

애플 AAPL US  2,479,114  1.2  1.5  11.6  10.6  3.9  

엔비디아 NVDA US  487,385  -0.2  7.7  2.8  28.1  43.2  

브로드컴 AVGO US  198,217  1.4  3.2  4.5  3.7  4.0  

소니 6758 JP  124,395  2.1  -6.0  0.5  -6.8  6.0  

일본전산 6594 JP  70,119  2.4  -1.4  0.5  0.1  -9.7  

자이링스 XLNX US  33,897  1.0  7.2  4.3  6.3  -5.0  

샤오미 1810 HK  85,067  -2.9  -6.7  -5.2  -0.2  -13.3  

AMD AMD US  111,964  1.0  7.3  7.6  11.3  -2.1  

PHLX Semi SOX Index  0.6  4.3  1.2  0.9  8.2  

MSCI IT World  1.0  4.3  5.6  7.1  13.7  

Index US  1.0  3.1  6.1  7.5  14.4  

  Korea  -0.3  -0.7  -2.4  -4.4  -8.2  

  Japan  0.5  -3.4  -2.0  0.7  1.6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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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