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가 1D(%) 5D(%) MTD(%) YTD(%)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34,043.49 0.67 -0.46 3.22 11.23 1.558 1.97 -4.70 -18.27 64.45

4,180.17 1.09 -0.13 5.22 11.29 -0.257 -0.50 -2.20 3.50 31.20

14,016.81 1.44 -0.25 5.81 8.76 0.744 0.40 -1.10 -10.10 54.70

3,196.98 2.04 -1.72 2.31 14.36 0.080 -0.40 6.70 12.60 41.80

17.33 -7.38 6.65 -10.67 -23.82 0.781 2.60 -1.00 11.30 23.80

4,013.34 -0.04 -0.49 2.40 12.97 0.398 0.50 -1.70 6.10 35.10

15,279.62 -0.27 -1.17 1.81 11.38 0.400 0.00 -1.40 17.30 37.00

6,257.94 -0.15 -0.46 3.14 12.73 0.056 -0.10 -1.50 4.10 43.90

6,938.56 0.00 -1.15 3.35 7.40 0.904 0.70 -0.80 3.50 27.60

3,474.17 0.26 1.39 0.94 0.03 8.724 -14.10 -23.30 -29.20 226.45

29,020.63 -0.57 -2.23 -0.54 5.74 0.071 -0.10 -1.60 -2.40 5.00

17,300.27 1.19 0.82 5.29 17.43 1.735 3.70 1.80 -5.10 76.50

29,078.75 1.12 0.38 2.47 6.78

11,067.84 1.18 0.37 0.87 3.07

47,878.45 -0.42 -1.90 -3.29 0.02 종가 1D(%) 5D(%) MTD(%) YTD(%)

1,248.53 1.69 0.10 4.79 13.10 1,117.80 0.04 0.13 -1.24 2.90

종가 1D(%) 5D(%) MTD(%) YTD(%) 120,530.10 0.97 -0.14 3.34 1.27 1,115.09 -0.44 -0.15 -1.16 2.60

KOSPI 3,186.10 0.27 -0.39 4.07 10.88 3,597.17 -0.09 -0.04 1.57 9.37 10.3391 -0.33 0.78 1.44 -1.65 

KOSPI200 428.34 0.23 -0.95 3.20 10.03 8,618.60 -0.44 0.06 0.45 6.75 90.86 -0.52 -0.89 -2.55 1.03

KOSDAQ 1,026.82 0.11 0.51 7.39 6.03 24,386.09 -0.05 -1.45 -1.06 9.68 107.88 -0.08 -0.85 -2.57 4.48

K200 선물 426.90 -0.09 -0.97 2.95 9.70 899.58 0.65 0.11 3.99 11.20 1.2097 0.68 0.95 3.13 -0.97 

7,060.71 0.07 -0.04 3.60 7.19 6.4963 0.10 -0.37 -0.86 -0.47 

1D 5D MTD YTD 703.72 0.77 -0.17 4.52 8.88 5.4764 0.54 -2.00 -2.80 5.45

KOSPI(십억원) 2,946.11 0.76 -0.25 4.78 9.52 108.38 0.12 0.30 0.55 -0.85 

-24.1 -1,597.7 1,335.0 -7,104.7 1,353.02 0.86 0.32 2.78 4.78

-212.3 -1,813.9 -5,055.0 -33,379.9 709.22 0.22 -1.33 4.11 5.01

226.8 3,296.4 3,846.0 41,562.7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62.14 1.16 -1.96 5.04 28.07

32.5 -22.0 52.1 -852.1 62.40 0.37 -4.09 -0.05 24.23

64.9 8.4 -71.4 -3,021.6 금액 금액 2.730 -0.69 1.87 4.68 7.52

-82.4 190.9 458.7 5,763.0 1 67.3 108.0 2,788 1.38 16.90 32.57 104.70

선물(계약) 2 38.9 70.4 3.23 -0.62 -0.31 4.19 92.26

5,786 3,173 3,014 -52,844 3 31.9 62.4 2.54 0.00 0.00 0.00 0.00

-5,453 2,960 1,821 55,789 4 29.0 48.2 1,777.00 -0.24 -0.11 3.69 -6.23 

-224 -5,277 -4,526 -4,188 5 17.1 28.6 26.075 -0.40 -0.11 6.29 -1.28 

9,552 1.60 3.70 8.72 21.71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2,852 1.05 -0.14 1.19 2.42

차익 순매수 -21.8 -9.5 -257.3 3.5 -3.6 1 50.5 120.3 710.25 0.00 8.85 14.93 10.89

비차익 순매수 7.9 -290.3 -1,183.9 236.4 -516.2 2 30.0 93.7 656 0.77 11.96 16.17 35.43

3 16.7 60.5 1,539.8 0.42 7.43 7.17 17.07

4/22잔고 1D 5D MTD YTD 4 12.8 57.5 4,048.1 1.15 2.65 6.89 17.38

고객예탁금 69,417.2 2,292.1 3,763.4 6,794.7 3,793.8 5 11.4 55.5 196.06 0.71 1.47 6.00 16.84

신용잔고(KOSPI) 12,690.3 20.5 389.6 381.1 3,073.8

신용잔고(KOSDAQ) 10,509.1 88.4 388.8 582.8 895.9

미수금 264.8 -17.8 -38.9 -61.5 -227.3 금액 금액

1 12.4 37.2 1 13.27% 16.21%

전일대비 4월 누적 21년 누적 2 10.1 13.3 2 10.00% 14.54%

국내주식(ETF제외) 319.3 463.8 1,160.1 3 8.9 6.5 3 10.72% 11.61%

해외주식(ETF제외) 69.3 805.5 2,684.9 4 8.7 5.8 4 9.68% 8.09%

5 6.5 5.6 5 8.99% 8.38%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659 0.50 -0.60 -0.80 -8.8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120 1.50 -3.40 -1.30 14.20 1 11.2 8.5 1 12.26% 12.13%

국고채 5년 1.573 2.90 -0.90 -2.80 23.80 2 10.2 3.6 2 11.45% 11.65%

국고채 10년 2.043 5.40 2.00 -1.40 33.00 3 8.0 3.6 3 11.18% 11.62%

회사채 AA- 3년 1.907 1.10 -12.20 -15.30 -30.10 4 5.9 3.2 4 10.63% 11.11%

회사채 BBB- 3년 8.285 1.10 -10.60 -13.30 -33.00 5 5.9 2.6 5 10.02% 10.93%

주요 원자재 동향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DAQ, 십억원)

대차거래 잔고율 상위

신용잔고 비율 상위

KOSDAQ

KOSDAQ

외국인 순매도

기관 순매도프로그램 (십억원)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PI, 십억원)

증시주변자금 (십억원)

주식형 펀드 (십억원)

국내 주요 금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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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증세 우려에도 경제지표 개선에 상승함. 제조업 PMI가 2007
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택 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위험 선호
가 강화됨. 인도와 일본 등의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와 바이든 행정부의 자
본이득세 인상 우려는 추가 상승을 제한.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
감
- 달러 인덱스,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에 하락
- 국제유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코로나19 경계에 하락함. 유로존과 각국
PMI 지수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됨. 실적 개선 기대에도
인도 등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확대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

▶ 일본증시
- NIKKEI225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긴급사태 선언 우려에 하락함. 스
가 총리가 골든위크 연휴(4/29~5/5)를 앞두고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7일 간 도쿄와 오사카, 교토, 효고 등 4개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포하면서
투자심리가 후퇴함. 전 거래일 대비 0.57% 하락한 29,020.63엔으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저가 매수세 유입에 상승함. 건강관리 업종과 대형 소비
재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함.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대감도 긍정적
으로 작용. 미 상원의 대중국 전략 관련 초당적 법안 발의로 미-중 갈등 우
려 지속되며 지수 추가 상승을 제한. 전 거래일 대비 0.26% 상승한
3,474.17P로 마감

▶ KOSPI
- KOSPI는 기업 실적 개선 기대에 상승함. 앞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자본이득세
인상 우려에 약세 출발했으나 기업 실적 기대감 이어지면서 지수는 상승 전환함.
장 후반 외국인 매도세가 축소됐으며 개인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증시 하단을 지
지. 전 거래일 대비 0.27% 상승한 3,186.10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에 상승함. 전일 미 자본이득세 증세
경계에 하락 출발했으나 낙폭을 축소하면서 상승 전환함.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정부의 자가검사키트 조건부 허가 발표에 관련 업종이 상승함. 시총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추가 상승은 제한됨. 전 거래일 대비
0.11% 상승한 1,026.82P로 마감

증시 Comment (미국 & 유럽)증시 Comment (전일 아시아 증시)증시 Comment (전일 국내증시)

▶ 러시아, 기준금리 4.5%에서 5%로 인상
▶ 크렘린, "푸틴-바이든 정상회담 6월에 열릴수도…미 제안 검토중"
- 러시아 정부가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6월에 열릴 수 있
다고 25일(현지시간) 밝힘. 미국 측의 제안은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
라고 덧붙임
▶ 독일 재봉쇄 정책 시행
- 독일이 24일(현지시간부터) 독일 전역 85%에 해당되는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
를 포함한 재봉쇄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힘
▶ 미국, 얀센 백신 접종 재개…50세 미만 여성 혈전증 위험 경고
- 미 CDC와 FDA가 존슨앤존슨(J&J) 백신의 사용 중지를 23일(현지시간) 해제 발
표함. 백신의 이익이 이 백신과 연관된 드문 혈전 증상의 위험을 능가한다는 판단
을 내렸고 50세 미만 여성의 접종시 혈전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경고문을 추가하
기로 결정함
▶ 유럽의약품청, AZ백신 기존 평가 재확인…"이익이 위험보다 커"
- 유럽의약품청(EMA)는 아스트라제네카(AZ)의 백신의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함. 추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2번 접종 권고를 유지했으
며, 접종의 이익은 연령 증가와 함께 올라간다고 덧붙임
▶ 미 4월 마킷 제조업 PMI 60.6으로 예상(61.0) 하회
▶ 미 4월 마킷 서비스업 PMI 63.1으로 예상(61.5) 상회
▶ 미 3월 신규주택판매 MoM 20.7%로 예상(14.2%) 상회
▶ 유로존 4월 마킷 제조업 PMI 63.3으로 예상(62.0) 상회 홍콩(H)

영국

중국(상해)

일본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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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스와프 난항, 한미동맹 난기류
- 中노린 반도체 압박 우리에부담

- 데이비드 바주키 '로블록스' CEO
- 오디션하듯 게이머들이 게임 만들어
- 美 어린이 열광하는 '메타버스 놀이터'

- 25일 미국 조지아 메이컨시에 공장 증설 결정. 총 투자 규모는 2180만달러
(약 250억원)
- 최근 북미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 관련 신규 거래선 확보 등
거래 물량이 확대로 증설 결정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美 백신·반도체 패권 부각...한국 줄타기 외교 아슬아슬 ▶ 게임 안만드는 게임회사가 연 매출 1조?…'메타버스'가 뭐길래 ▶ 금호타이어, 250억원 규모 미국 조지아 공장 증설 투자

- 삼성전자는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 업체 인수를 꾸준히 타진해 왔으며 그중
NXP가 가장 유력한 후보
- NXP 인수대금은 약 550억 달러(61조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인수
가 성사된다면 삼성전자 M&A 중 역대 최대규모

- IT서비스 빅3 업체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보안'을 강조함
- 삼성SDS는 M&A와 R&D 초점, LG CNS, SK㈜ C&C는 '협업'

- 1분기 미국의 소형 SUV 시장 내 한국GM M/S는 30.2%, 현대기아차는
20.5%를 나타내 국산 차량 시장 점유율은 50.7% 차지
-  미국 시장 내 가장 잘 팔린 소형 SUV 10개 모델 중 5종이 한국 생산 모델

▶ 美 제재의 역설… 중국 반도체 산업 자력갱생 앞당기나 ▶ 자율주행시대 대비해 2025년 전국에 '스마트 고속도로' 구현 ▶ 中바이두-지리車 합작사…스마트카에 8.7조원 투자

▶ '50조원' 삼성전자 초대박 한방… NXP 반도체 인수하나 ▶ IT서비스 빅3, '클라우드' 잡기 위해 '보안' 강화 ▶ 미국서 국산 소형 SUV '씽씽'...점유율 50% 넘어
국민일보 https://bit.ly/3aFERpX 파이낸셜뉴스 https://bit.ly/3viKa6O 매일경제｜https://bit.ly/3tQMjpU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IPO전에 잡자"…K-OTC 거래 '쑥쑥' ▶ 정유업계 '주유소의 변신'…탄소중립 친환경 물결 영향 ▶ 사상 최대 실적 앞둔 K-배터리…1분기 전망은 '맑음'

파이낸셜뉴스 https://bit.ly/3nmPCms 매일경제 https://bit.ly/3gBXSgX 한국경제｜https://bit.ly/3sNEsrF

- 반도체 못 구하자 직접 생산 나서
- 1분기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액
- 전년동기비 36% 늘어 512억위안

- 차량·인프라 데이터 주고받는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할 계획
- 화물차 추돌 사망사고 줄이려 `왕눈이` 반사지 스티커 보급
- 기술고시 후 `여성 최초` 신화 국토부 첫 국장·차관급 승진

- 바이두와 지리자동차가 합작 설립한 전기차 기업 지두자동차 가 향후 5년간
미래차 개발과 생산에 500억위안(약 8조 7000억원) 투자 예정
- 첫 전기차 출시 시기를 당초 목표인 3년 뒤보다 최대한 앞당기고 첫 전기차
출시 이후 1년에서 1년 반 간격으로 신차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

▶ 화이자 확보로 숨통 트였지만… 6월까진 ‘백신 가뭄’ 계속될 듯 ▶ '블루오션' 전기차용 윤활유 준비하는 정유업계 ▶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 본격화…삼성SDI, '게임 체인저' 꿈꾼다
동아닷컴 https://bit.ly/2QzFoCZ 머니S ｜https://bit.ly/ 아시아경제 ｜https://bit.ly/3xnkvvj

서울경제 https://bit.ly/3xlXokV 아이뉴스24 ｜https://bit.ly/3sQgZGC 뉴스1 ｜https://bit.ly/3sM5Eah

- 하루 평균 작년 51억→올해 67억
- 이달 넷마블네오 27% 등 주가도↑

- 전기·수소 고속충전기는 기본
- 온라인 플랫폼·모빌리티 서비스도 도입

- LG엔솔, 1Q 2000억원 흑자 예상…'연간 1조' 전망도
- 삼성SDI BEP 임박·SK이노 매출 성장…갈수록 실적 개선

이데일리 https://bit.ly/3etVlTo 이데일리 ｜https://bit.ly/3vobLDD 파이낸셜뉴스 ｜https://bit.ly/3aDQ6iB

- 단백질 타켓 프로탁·PPI·RNA 기술 주목
- 만성질환-항암제 치료제 개발 활발, 문제 단백질 생성 억제 및 분해

-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증가 따른 재무적 부담 가중 예고
- 탄소중립 이행 속도 앞당겨지면서 경영 부담 작용할 듯
- 전기차 수요 확대로 배터리 제조사도 경쟁력 저하 우려
- 2·3차 완성차 협력사들 위기감 고조.."일자리도 잃을 판"

- 텍사스A&M 조디 루텐하우스 교수팀
- 리튬·코발트 대신 고분자화합물 사용
- 1g당 115㎃h 저장 성능 보여줘

- 5, 6월 조기 도입도 추진했지만 불발… 3분기부터 추가 물량 들어올 듯
- 상반기 국내 도입 백신 904만명분뿐… 모더나-얀센 등 2분기 도입 협의중

- 전기차 감속 기어 보호 '기어박스 오일'
- 배터리나 모터 열 빠르게 식히는 '냉각유' 등 친환경차 특화 윤활유 개발

- 도요타·BMW·현대차, 전고체 배터리 시범 생산 계획 밝혀
- 화재 위험 없고 용량 획기적으로 늘어…'게임 체인저'로 주목

▶ 단백질 타겟 치료제 '프로탁·PPI·RNA' ▶ NDC 상향에...철강·정유·화학 등 전방산업 직격탄 우려 ▶ 금속이 없는 수성 배터리를 만들었다

아이뉴스｜https://bit.ly/3xqtXhQ 라이센스뉴스｜https://bit.ly/2QnpZG4 한국경제｜https://bit.ly/2QmmIqx

- 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활성화
-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

- 25일 신세계백화점 향수 매출 분석 결과, 올 1분기 전년 대비 58.6% 신장.
22일까지 누계 기준 55.6%로 고신장 중
-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 나를 위한 소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프리
미엄급  니치 프리미엄 향수 구매 수요 급증

- DL건설,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A-에 ‘안정적’ 등급 전망 취득
- DL건설, 수주 경쟁력 개선과 합병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 주택사업 기성에
따른 우수한 수익성 지속 등을 기반으로 사업 안정성 양호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금융위, 중저신용층 중금리대출 확대 공급…인터넷은행 공급 유도 ▶ 코로나 영향에...화장품 수요 줄고 향수 판매 늘었다 ▶ DL건설, 신용평가 A- 등급 취득

- 금융위원회, 기업은행, 교보생명, LG CNS 등 31개 업체가 본인신용정보관
리업(마이데이터)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에서 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

- 정부, 제주도에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신규 발급하는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
는 가운데 신규 입찰이 흥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롯데면세점 제주점 1분기 매출이 전년대비 50% 감소. 국제선 노선 축소, 영
업시간 단축 등 코로나19 영향 지속 중

- SK건설, 베트남과 국내에서 각각 재생에너지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
램 사업(PoA) 등록
-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 중이며,
향후 국내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 계획

▶ 신한은행, 라임CI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 롯데홈쇼핑, 모바일TV 채널명 '엘라이브'로 변경…생방송 강화 ▶ 현대건설, 1분기 영업익 2009억…전년 대비 21.5% 증가

▶ 마이데이터 2차 신청에 기업은행·교보생명 등 31곳 도전 ▶ 제주 면세점 입찰에 먹구름...코로나로 매출 반토막 ▶ SK건설, 베트남 국내서 ‘탄소배출권’ 확보에 속도
조선비즈｜https://bit.ly/3aDesJs 에너지경제｜https://bit.ly/3azLHgz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aEtK0t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삼성물산, 美텍사스에 7천500억원 들여 태양광발전소 건설" ▶ 코로나에 K푸드 열풍…1분기 김치 수출 사상 최대 ▶ 큐브엔터, 네이버클라우드와 IT·게임사업 협력 위한 MOU

조선비즈｜https://bit.ly/3avlQqp 매일경제TV｜https://bit.ly/3nkQFDp 뉴시스｜https://bit.ly/3tPy5Wj

- 신한은행,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 수용
-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상태

- 향후 1) 계열사 협업을 통한 차별화 상품 기획, 2)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이
색 콘텐츠 제공, 3)파트너사 자체 방송 지원 확대 등을 목표로 신규 고객 유치
할 계획

- 현대건설, 올해 1분기 2009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작년 대비 21.5% 증
가
- 매출은 4조1496억원…연초 수주 목표 27% 달성

▶ SK텔레콤-LS일렉트릭, 스마트공장 사업 선도 협력 ▶ '식물성 고기' 인기에 첨가제 만드는 롯데·듀폰도 생산·R&D 속도 ▶ 위지윅스튜디오, 장르물 출판사 고즈넉이엔티 인수
전자신문｜https://bit.ly/3gCUEK8 조선비즈 https://bit.ly/3xlQWu9 조선비즈｜https://bit.ly/3sYcuKd

연합뉴스｜https://bit.ly/3gD5Nuc 한국경제 https://bit.ly/2RYTcHz 매일경제｜https://bit.ly/3xpk5F1

- 로이터 보도…700MW 규모로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서 차로 2시간 거
리
- 태양광발전소 착공은 내년 6월, 상업운영에 들어가는 시점은 2023년 12월
로 예정

- 1분기 김치 수출액 사상 최대…미국 수출 80% 급증
- 무역흑자 11년 만에 최고…중량 기준 수입이 여전히 많아

- 큐브엔터, 네이버클라우드와 22일 글로벌 IT 및 게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콘텐츠 제작능력을 선보여 K-콘텐츠 제작 및 유통 사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
을 마련 계획

국민일보｜https://bit.ly/3sKjoCF 이데일리 https://bit.ly/2QzFQkF 전자신문｜https://bit.ly/3sU7aqR

- 국회, 22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에 면밀한 실태 조사와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청
- 과기정통부,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
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 부담없이 청량하게 즐기는 無·非알코올 맥주↑
- 국내 논알코올 맥주, 2012년 13억→작년 200억

- 자사의 디지털 광고를 위한 AI기반 미디어믹스 추천 시스템이 정부 AI 바우
처 지원 사업 선정
- 디지털 광고의 핵심 트렌드인 프로그래매틱 플랫폼 진입 발판

- SK텔레콤, LS일렉트릭과 '스마트 팩토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휴협약' 체결
- 향후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예지 보전 솔루션 공급 기대

- "대체육 시장, 작년 133억달러에서 5년뒤 309달러"
-진짜 고기 식감·육즙·향 내는 첨가제 시장도 커질 듯

- 고즈넉은 K-스릴러, K-팩션, K-로맨스 등 자체 브랜드를 가진 장르소설 출
판사
- 'W콘텐츠 스튜디오(가칭)'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과정

▶ ‘KT 10기가 인터넷’ 파문 확산… 정부 “통신3사 전수조사” ▶ 이른 더위에 쑥쑥 크는 '논알코올' 맥주 ▶ 다트미디어, '2021 정부 AI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할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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