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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84.93 0.01 0.48 3.04 11.04 1.622 5.49 6.61 -11.88 70.84

4,186.72 -0.02 1.25 5.38 11.47 -0.249 0.40 1.30 4.30 32.00

14,090.22 -0.34 2.20 6.37 9.33 0.774 1.80 3.40 -7.10 57.70

3,225.61 -0.76 3.34 3.22 15.39 0.092 0.80 1.80 13.80 43.00

17.56 -0.45 -6.00 -9.48 -22.81 0.821 2.20 6.80 15.30 27.80

4,011.91 -0.22 1.81 2.37 12.93 0.416 1.50 2.40 7.90 36.90

15,249.27 -0.31 0.79 1.61 11.16 0.419 1.40 2.20 19.20 38.90

6,273.76 -0.03 1.76 3.40 13.01 0.065 0.70 1.50 5.00 44.80

6,944.97 -0.26 1.24 3.45 7.50 0.916 1.00 1.40 4.70 28.80

3,442.61 0.04 -0.87 0.02 -0.88 8.868 6.80 -21.30 -14.80 240.85

28,991.89 -0.46 -0.37 -0.64 5.64 0.085 0.30 0.50 -1.00 6.40

17,595.90 0.13 1.57 7.09 19.44 1.737 -1.60 0.50 -4.90 76.70

28,941.54 -0.04 -0.67 1.98 6.28

10,983.46 0.02 -0.92 0.10 2.28

48,944.14 1.15 2.07 -1.14 2.25 종가 1D(%) 5D(%) MTD(%) YTD(%)

1,219.75 0.33 -3.24 2.38 10.50 1,110.40 -0.25 -0.17 -1.89 2.22

종가 1D(%) 5D(%) MTD(%) YTD(%) 119,388.40 -1.00 -1.28 2.36 0.31 1,113.30 0.29 -0.35 -1.31 2.43

KOSPI 3,215.42 -0.07 -0.16 5.03 11.90 3,600.60 -0.29 1.36 1.66 9.47 10.2372 -0.37 -0.95 0.44 -2.62 

KOSPI200 432.14 -0.05 -0.57 4.12 11.01 8,756.70 0.63 3.51 2.06 8.46 90.91 0.11 -0.18 -2.49 1.08

KOSDAQ 1,021.01 -0.88 -1.05 6.78 5.43 24,473.06 -0.17 1.60 -0.71 10.08 108.70 0.57 0.55 -1.82 5.28

K200 선물 431.60 0.12 -0.37 4.09 10.91 903.44 -1.06 3.04 4.44 11.68 1.2091 0.04 0.46 3.08 -1.02 

7,033.83 -0.17 0.23 3.21 6.78 6.4831 -0.04 -0.25 -1.06 -0.68 

1D 5D MTD YTD 705.54 -0.11 1.22 4.79 9.17 5.4514 0.29 -2.09 -3.25 4.97

KOSPI(십억원) 2,952.01 -0.14 1.24 4.99 9.74 108.57 -0.07 0.30 0.72 -0.68 

-166.7 -1,380.3 1,560.5 -6,879.2 1,361.96 0.10 1.06 3.46 5.48

-106.4 -1,881.5 -5,207.6 -33,532.5 718.11 1.25 0.13 5.41 6.33

448.5 3,400.9 3,955.9 41,672.6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62.94 1.66 2.59 6.39 29.72

-145.0 -242.8 -141.1 -1,045.3 62.64 1.57 -4.06 0.34 24.71

-1.9 33.7 -52.7 -3,002.9 금액 금액 2.873 2.97 5.35 10.16 13.15

169.1 358.5 678.2 5,982.5 1 175.7 134.9 2,808 0.72 15.46 33.52 106.17

선물(계약) 2 86.8 70.7 3.22 0.00 0.00 3.87 91.67

1,414 -143 6,008 -49,850 3 54.3 66.8 2.54 0.00 0.00 0.00 0.00

-1,733 3,919 -1,223 52,745 4 34.7 26.4 1,778.00 -0.07 0.04 3.75 -6.18 

298 -3,447 -4,707 -4,369 5 32.4 23.4 26.410 0.77 2.21 7.66 -0.01 

9,751 2.09 4.00 10.99 24.26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2,915 2.21 2.42 3.42 4.69

차익 순매수 -31.5 -33.1 -21.8 -9.5 -257.3 1 62.0 83.2 733.75 -0.78 11.22 18.73 14.56

비차익 순매수 -411.7 491.1 7.9 -290.3 -1,183.9 2 49.8 68.4 696 2.20 14.67 23.26 43.70

3 46.3 48.2 1,549.8 -1.23 5.28 7.86 17.83

4/26잔고 1D 5D MTD YTD 4 33.9 27.2 4,124.1 1.88 3.48 8.90 19.58

고객예탁금 68,602.1 914.4 -580.9 5,979.6 2,978.7 5 32.2 26.8 200.09 1.00 3.26 8.18 19.25

신용잔고(KOSPI) 12,839.4 -0.1 508.8 530.2 3,222.9

신용잔고(KOSDAQ) 10,536.5 -0.9 325.5 610.2 923.3

미수금 318.2 0.2 18.6 -8.1 -173.9 금액 금액

1 16.1 15.1 1 13.37% 16.22%

전일대비 4월 누적 21년 누적 2 7.7 12.4 2 13.33% 14.54%

국내주식(ETF제외) 347.8 628.9 1,325.2 3 6.6 11.3 3 11.94% 11.71%

해외주식(ETF제외) 54.8 874.6 2,754.0 4 5.4 10.0 4 10.65% 9.54%

5 5.3 9.7 5 10.00% 8.48%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652 0.00 -0.90 -1.50 -9.5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097 -2.20 -3.70 -3.60 11.90 1 12.9 13.5 1 12.17% 12.21%

국고채 5년 1.584 -1.80 1.60 -1.70 24.90 2 10.0 7.2 2 11.32% 11.82%

국고채 10년 2.071 -1.80 6.80 1.40 35.80 3 9.0 6.4 3 11.22% 11.43%

회사채 AA- 3년 1.885 -1.80 -3.30 -17.50 -32.30 4 7.3 5.1 4 10.32% 11.35%

회사채 BBB- 3년 8.262 -1.90 -4.00 -15.60 -35.30 5 5.7 4.6 5 9.7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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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내 증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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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실적 및 FOMC 결과 주시하며 혼조세를
기록. 소비심리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됨. 다만 미 국채 금
리 상승 및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실
현 매물이 출회됨. 바이든 연설과 FOMC 결과에 대한 경계도 지속됨. 3대 지
수는 전 거래일 대비 혼조 마감
- 달러 인덱스, 미 경제지표 호조에 소폭 상승
- 국제유가, OPEC+의 감산 완화 방침 유지 소식에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 FOMC 결과 대기하며 관망세에 하락함. 미 FOMC 회의를 주시
한 가운데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지수는 하락함. 여행, 레저 및 에너지 업
종 등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낙폭을 제한. 유럽 주요국 지수
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

▶ 일본증시
- NIKKEI225지수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하락함. 코로나19 재확산에 따
라 기업 실적 기대감이 위축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일본은행은 기
준금리를 동결하고 연간 12조 엔의 ETF 매입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
GDP 성장률은 4%로 상향, 소비자물가는 0.1%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전 거래일 대비 0.46% 하락한 28,991.89엔으로 마
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반독점 규제 우려로 강보합 기록. 공
업기업 이익이 전년비 50.2% 상승하는 등 경기 회복 지속. 다만 당국이 음
식배달업체 메이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소식에 투자심리 위축됨. 노동
절 연휴 소비 확대 기대에도 여행, 항공 등 업종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함. 전 거래일 대비 0.04% 상승한 3,442.61P로 마감

▶ KOSPI
- KOSPI는 대형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 및 차익실현에 약보합을 기록. 미 대형 기
술주 실적 발표, 바이든 연설,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짐. 기관과 외
국인이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는 하락함. 국내 1분기 GDP가 시장 예상
을 웃돌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점은 긍정적이었으나, 중국의 반독점 규제
관련 이슈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 전 거래일 대비 0.07% 하락한 3,215.42P로 마
감

▶ KOSDAQ
- KOSDAQ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차익실현에 하락함.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
오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철강 가격 상승세 지속에 관련주는
상승함. 문재인 대통령의 노바벡스 CEO 접견 소식에 관련주도 강세를 보임. 전 거
래일 대비 0.88% 하락한 1,021.01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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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CDC, 마스크 착용 지침 완화…"백신 접종자, 야외서 마스크 불필요"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 접종자의 경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활동이 가능하며, 백신 접종자 끼리는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접촉이 가능하다고
밝힘.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자의 야외 마스크 지침 완
화 반영해 직접 마스크를 벗고 나타남
▶ 미국, 연방정부 계약근로자 최저시급 15달러 인상 행정명령
-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내년 3월 이후
기존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37% 인상한다고 밝힘.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에 서명할 예정인 가운데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와 근로 계약을 맺은 민간인들이
대상이라고 덧붙임
▶ 바이든 "인도에 백신 보낼 것…언제 보낼지 모디 총리와 논의"
▶ 백악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고려…결정은 안돼"
-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코로나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고려하고 있으나 결
정된 바가 없다고 밝힘
▶ 미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21.7로 예상(113.0) 상회
▶ 미 4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 17.0으로 예상(22.0) 하회
▶ 마이크로소프트 회계년도 1Q21 EPS $1.95로 예상($1.78) 상회
▶ 알파벳 회계년도 1Q21 EPS $26.29로 예상($15.64) 상회
▶ 비자 회계년도 1Q21 EPS $1.38로 예상($1.27) 상회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계년도 1Q21 EPS $1.90로 예상($1.57) 상회
▶ 일라이 릴리 회계년도 1Q21 EPS $1.87로 예상($2.11) 하회 홍콩(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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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금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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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8일 상속세 발표 전망...미술품 등 사회 환원 계획 규모에 관심
- 이건희 보유지분, 이재용에 몰아줄 가능성

- 밀키트 시장 규모 작년 2,000억… 올해 3,000억 예상
- 기존 업체 밀키트 사업 강화… 신규 사업 진출 및 쉐프 등과 맞손

- 하이브의 음악과 아티스트, 팬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
-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위해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

- 제주 연동에 자체 알뜰폰 브랜드 '스카이라이프 모바일'의 1호 매장 오픈
- 스카이라이프 모바일뿐만 아니라 TV와 인터넷 등 상품 상담과 가입

- 맥주업계 여름 성수기 매출, 연간 매출액의 40%
- 업계선 신제품 출시, 마케팅 확대 등 점유율 확보

- 미나리, 한국 영화 최초로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 4개 부문 석권
- 윤여정은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배우

▶ 삼성, 이건희 상속세 발표 카운트다운… 사회환원 '수조원' 달할 듯 ▶ 쑥쑥 크는 밀키트 시장… '유업체·외식업체'도 도전장 ▶ 하이브, 음악적 가치 담은 뮤지엄 내달 14일 개관

▶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1호 매장 제주에 개장 ▶ 다가오는 맥주 성수기, 올 여름 소비자 이끌 전략은? ▶ '미나리' 윤여정, 韓 최초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연합뉴스｜https://bit.ly/32STjXA 서울와이어 https://bit.ly/2QBpKqS 조선비즈｜https://bit.ly/3sZHGs9

Bloter｜https://bit.ly/32TeHvz 이데일리 https://bit.ly/3aLDJkJ 한국경제｜https://bit.ly/3aZyhLp

- KT, 산업용 로봇 위주지만 2025년부터는 서비스 로봇이 시장을 주도할 것
- KT, 딜리버리, 케어 및 푸드테크, 물류 3개 도메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
스 로봇을 단계적으로 선보일 방침

- 고급화 앞세워 죽 시장 대형화 이끌 것
- 프리미엄 죽 시장 전년 대비 4배 이상 커져

- 컴투스, 미디어·콘텐츠 기업 '미디어캔'에 약 200억원을 투자하고 지분
30% 확보
- 미디어캔, 방송 서비스와 콘텐츠 제작 등 영상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하고있
는 종합 미디어 기업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KT, 딜리버리·푸드테크·물류 '서비스 로봇 플랫폼' 키운다 ▶ CJ제일제당, 비비고 프리미엄 죽 라인업 확장 ▶ 컴투스, 미디어·콘텐츠 기업 '미디어캔'에 200억 투자

서울경제｜https://bit.ly/3gFUaTq EBN｜https://bit.ly/3gHA8YL 파이낸셜뉴스｜https://bit.ly/2SaGWUJ

- 2030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 영업점에서 사용 중인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
- 환경부 주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K-EV100)' 캠페인에 동참

- 징둥닷컴에 AGE 20's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핀둬둬에는 에이지 투웨니스,
루나, 플로우, 포인트 입점. 카오라에도 AGE 20's 우선 입점
- 멤버십 전용 SNS 운영으로 매주 다른 쇼핑 혜택, 백화점 맛집 정보 등 다양
한 쇼핑 및 문화 큐레이션 제공. 가입비는 10만원.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발주한 지하철 '크로스 아일랜드 라인 CR108
공구' 건설공사 계약 체결
- 이번 수주를 통해 후속 공사 수주 등 시장 확대의 발판 마련

- 비즈니스 매거진이 발표하는 베트남 최우수 외국계 은행으로 선정
- 재무실적 부문 외국계 은행 1위, 올해 1분기 기준 베트남 현지 비자(VISA)
회원사 35개 금융사 중 카드 매출액 2위 달성

- 27일 '무디 데이빗 리포트'에 따르면, CDFG(중국중면)가 지난해 매출 66억
300만유로 시현하며 세계 면세업계 1위 등극. 전년 대비 8.1% 성장
- 2위 롯데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48억 2,000만유로, 듀프리 23억7,000만
유로로 3위, DFS그룹 4위, 신라면세점 5위 차지

- 대전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주택건설 심의를 하나로 묶어 시행
- 심의 기간이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돼 주택공급이 활성화 전망

▶ 우리은행, 2030년까지 '친환경 전기차' 전환 ▶ 애경산업, 中 온라인 플랫폼 징둥닷컴·핀둬둬·카오라 진출 ▶ 대우건설, 5600억 규모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수주

▶ 신한베트남은행, 최우수 외국계은행 수상 ▶ "中기업 단숨에 1위" 코로나에 세계 면세업계 '요동'…롯데免 2위 지켜 ▶ 대전시, 주택건설 심의 '9개월 → 2개월로 단축'
데일리한국｜https://bit.ly/3gGgn3H 뉴스1｜https://bit.ly/3vegA2e 노컷뉴스｜https://bit.ly/3ex4Ukk

뉴스1｜https://bit.ly/3nnt6tD 이코노믹리뷰｜https://bit.ly/3gEtHFJ 매일경제｜https://bit.ly/3dU04yB

- 한국은행 "2~4분기 0.5%씩 오르면 올 연간 성장률 3.5%"
- 홍남기 "올 1분기, 코로나 위기전 수준 한분기 앞당겨 회복"

- 대전광역시(서구, 유성구), 세종특별시,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등 충청권 5
개 도시에 다음 달 1일부터 샛별배송 서비스 제공
- 올해 하반기에는 영남과 호남 등 남부권까지 대상 지역을 넓히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 대우건설, LG전자와 미래 AI 스마트 단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스마트 푸르지오 플랫폼에 LG전자의 ThinQ 플랫폼을 연동해 스마트홈 플랫
폼을 구현 계획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1분기 GDP 1.6% 성장…올해 3%대 중반 가능 ▶ CJ대한통운, 마켓컬리 '샛별배송' 물류 맡는다 ▶ 대우건설, LG전자와 AI 스마트 단지 구축나선다

서울경제 https://bit.ly/3sSTdJP 파이낸셜뉴스 ｜https://bit.ly/3vu5KFz 뉴시스 ｜https://bit.ly/3vnwDL3

- 백신 부문서 성과 미진했던 K바이오 해외진출 물꼬 평가
- 국내 수급 상황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 집중

- 1분기 수출채산성·정제마진 회복
- 에쓰오일 흑자 전환 등 수익성 개선
- 수출은 9094만배럴 10년來 최저

- 아트라스비엑스 차량용 배터리, 모델3에 공급
- 메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 향상을 위한 온도 최적화 역할

- 노바백스 CEO와 직접 만나 '기술이전 연장', '사용허가' 협력 등 논의
- 정부는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 형성(70% 접종)에 자신감

- 에너지연, KAIST, 한화토탈 등 산업부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 한화솔루션, 2024년까지 친환경 리사이클링 원천기술 확보

- KIST 이중기 박사팀
- 리튬금속 전극 표면에 반도체 박막 형성해 원인 물질 차단 기술 개발

▶ K바이오, 인도네시아에 코로나 백신 첫 ‘선구매 수출’ ▶ 정유업계 실적 개선… 수출량은 ‘뚝’ ▶ 한국앤컴퍼니, 테슬라 모델3에 차량용 보조배터리 공급

▶ 文대통령, 코로나19 '백신 확보' 총력전 ▶ 폐플라스틱으로 석유화학원료 대체…'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 전기차 배터리 화제 막는 반도체 기술 개발
더팩트 https://bit.ly/3xppT1j 그린포스트 ｜https://bit.ly/2QzxRUR 아시아경제 ｜https://bit.ly/3xmVMrf

조선비즈 https://bit.ly/3tT3szf 한국경제 ｜https://bit.ly/3eBI377 이데일리 ｜https://bit.ly/3vnzP9I

- 화우,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로 기존판 흔들어
- SK바이오 백신, 와이어스 특허권 없는 국가에 기술이전 가능해져

- 친환경 전환 속력…美 하니웰 UOP와 MOU
- 하이브리드 COTC·바이오항공유 등에서 맞손

- 1분기 매출액 2.9조·영업익 1331억원
- 계절적 비수기로 車배터리·ESS '주춤'
- 2분기부터 전기차에 중대형·원형 공급 증가
- ESS·스마트폰 등도 배터리 성장세 기여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화이자 꺾은 SK바이오.. 화우, 탄탄한 법논리로 김앤장에 ‘한방’ ▶ 현대오일뱅크, 석유화학 특허 최다기업과 기술협력 ▶ "올해 車배터리 흑자 전환" 삼성SDI, 다시 달린다

연합뉴스 | https://bit.ly/3aKeCyR DigitalToday | https://bit.ly/2QxubCU 부산일보｜https://bit.ly/3xpogQW

- 영업이익 1천332억원, 매출 3조원 육박…전 분기보다는 저조
- "자동차 배터리 연간 흑자 가능…車업체 배터리 내재화 영향 제한적"

- LG CNS도 대공세...'더 뉴 MSP' 전략으로 승부
-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 '클라우드 엑스퍼 프로옵스'를 내놓고 클라우드 MSP
사업에 속도
- 올해초 클라우드 전담 조직을 7개 담당, 39개팀으로 확대

- 테슬라와 자사의 아트라스비엑스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3' 에
공급
- 아트라스비엑스 배터리는 영하의 기온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메인배터리의
온도를 끌어올려 성능을 유지시켜주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배터리

- NXP, 퀄컴도 탐내…기술역량 뛰어난 선두업체
- NXP, 인수예상가격 70조원…삼성 여력 충분
- 하만과 시너지…단기간에 시장 안착 '퀀텀 점프' 가능

- 연내 웨일OS·웨일북 출시..브라우저 기반 구축
- 자동차 디스플레이·키오스크 등으로 OS 확대
- 글로벌 기업들과 MOU 추진.."웨일 생태계 구축"

- 만도 컨소시엄, 엠씨넥스, 카네비컴, 서울로보틱스, 에스오에스랩으로 구성.
현대모비스 참여 인포웍스 컨소시엄 꺾고 사업자 선정
- 2024년 라이다 제품 출시 목표. 양산은 만도 자회사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가 수행할 전망

▶ 삼성SDI 1분기 영업익 147% 증가…"반도체 공급부족 영향 적어" ▶ 클라우드 MSP 시장, IT서비스 업체들이 몰려온다 ▶ 한국앤컴퍼니, 테슬라 모델3에 보조배터리 공급한다

▶ 퀄컴이 놓친 車반도체 그 회사…"삼성도 '70조 인수 카드' 고민" ▶ 네이버, ‘웨일’로 크롬에 도전장…“3년 내 국내 1위” ▶ 만도, 현대모비스 꺾고 라이다 사업자로 선정
머니투데이 | https://bit.ly/3erVyWU 이데일리 | https://bit.ly/3nw76N5 전자신문｜https://bit.ly/3xrhtXa

조선일보 | https://bit.ly/32O4gcK ZDNet | https://bit.ly/3eAtoZT 아시아경제｜https://bit.ly/3gFersc

- TSMC가 중국 난징공장의 새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28억 달러(약 3조1,130
억원)를 투자 결정
- 회로 선폭 28나노미터(㎚·10억분의 1ｍ)의 반도체를 증산할 계획

- 마이데이터로 '초개인화' 발판 마련한 정부
- 해외진출에 스케일업까지…현실적인 스타트업 육성책 필요

- '코나 N' 세계 최초 공개. 18년 벨로스터 N에 이은 세번째 N 브랜드 모델이
자 N 브랜드 첫 번째 SUV 모델
-  기존 엔진은 6000rpm에서 최대 출력 도달, 코나N 엔진은 약 5500rpm부
터 최대 출력을 유지하는 플랫파워 특성을 현대차에 최초 적용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대만 TSMC, 中 반도체 공장 확충에 3조원대 투자 ▶ 핀테크 정책 B학점…마이데이터 시대 열었지만 빈틈도 곳곳 ▶ 현대차 첫 고성능 SUV `코나 N` 세계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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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