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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20.38 -0.48 -0.93 2.54 10.50 1.609 -1.22 7.14 -13.10 69.62

4,183.18 -0.08 0.23 5.29 11.37 -0.231 1.80 2.10 6.10 33.80

14,051.03 -0.28 0.72 6.07 9.02 0.797 2.30 5.70 -4.80 60.00

3,178.49 -1.46 -0.90 1.71 13.70 0.113 2.10 2.90 15.90 45.10

17.28 -1.59 -1.26 -10.93 -24.04 0.871 5.00 11.60 20.30 32.80

4,015.03 0.08 0.97 2.44 13.02 0.433 1.70 4.00 9.60 38.60

15,292.18 0.28 0.63 1.89 11.47 0.441 2.20 4.10 21.40 41.10

6,306.98 0.53 1.55 3.95 13.61 0.091 2.60 3.40 7.60 47.40

6,963.67 0.27 0.99 3.72 7.79 0.954 3.80 5.70 8.50 32.60

3,457.07 0.42 -0.46 0.44 -0.46 8.819 -4.90 -4.60 -19.70 235.95

29,053.97 0.21 1.91 -0.43 5.87 0.098 1.30 2.60 0.30 7.70

17,567.53 -0.16 2.12 6.92 19.24 1.730 -0.70 3.20 -5.60 76.00

29,071.34 0.45 1.57 2.44 6.76

11,014.69 0.28 1.16 0.39 2.57

49,733.84 1.61 4.25 0.45 3.90 종가 1D(%) 5D(%) MTD(%) YTD(%)

1,229.55 0.80 -3.05 3.20 11.39 1,113.00 0.23 -0.50 -1.66 2.46

종가 1D(%) 5D(%) MTD(%) YTD(%) 121,052.50 1.39 0.82 3.79 1.71 1,110.20 -0.28 -0.58 -1.59 2.15

KOSPI 3,181.47 -1.06 0.31 3.92 10.72 3,578.12 -0.62 0.46 1.03 8.79 10.2309 -0.06 -1.01 0.38 -2.68 

KOSPI200 427.48 -1.08 0.17 3.00 9.81 8,799.60 0.49 3.28 2.56 8.99 90.61 -0.33 -0.69 -2.81 0.75

KOSDAQ 998.27 -2.23 -2.34 4.40 3.08 24,459.57 -0.06 1.23 -0.77 10.02 108.60 -0.09 0.48 -1.91 5.18

K200 선물 426.50 -1.18 0.20 2.86 9.60 910.37 0.77 3.99 5.24 12.53 1.2126 0.29 0.76 3.38 -0.74 

7,064.67 0.44 0.96 3.66 7.25 6.4790 -0.06 -0.18 -1.13 -0.74 

1D 5D MTD YTD 705.72 0.03 0.83 4.82 9.19 5.3446 -1.96 -4.04 -5.14 2.91

KOSPI(십억원) 2,951.88 -0.00 0.64 4.99 9.73 108.68 0.10 0.38 0.83 -0.58 

-592.9 -544.6 967.6 -7,472.1 1,364.96 0.22 2.10 3.69 5.71

-434.7 -1,032.5 -5,642.3 -33,967.2 709.42 -1.31 0.40 4.14 5.04

1,057.2 1,746.6 5,013.1 42,729.8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63.86 1.46 3.96 7.94 31.62

-145.9 -284.0 -287.0 -1,191.2 62.90 0.42 -0.58 0.75 25.22

-209.2 -87.3 -261.8 -3,212.0 금액 금액 2.925 1.81 8.66 12.15 15.20

391.4 487.4 1,069.5 6,373.9 1 45.4 143.7 2,889 2.88 16.87 37.38 112.11

선물(계약) 2 34.1 129.2 3.22 0.00 -0.92 3.87 91.67

-9,140 760 -3,132 -58,990 3 31.9 55.4 2.54 0.00 0.00 0.00 0.00

6,157 -3,162 4,934 58,902 4 28.5 45.7 1,773.20 -0.27 -1.07 3.47 -6.43 

3,640 2,899 -1,067 -729 5 26.0 43.2 26.085 -1.23 -1.83 6.33 -1.24 

9,856 1.07 5.72 12.18 25.59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2,926 0.36 3.96 3.80 5.06

차익 순매수 -31.8 -31.5 -33.1 -21.8 -9.5 1 35.5 163.2 725.25 -1.16 7.72 17.35 13.23

비차익 순매수 -487.1 -411.7 491.1 7.9 -290.3 2 33.9 104.0 686 -1.33 9.71 21.62 41.79

3 29.3 40.1 1,557.8 0.52 4.04 8.42 18.44

4/27잔고 1D 5D MTD YTD 4 28.4 39.7 4,153.5 0.71 4.90 9.67 20.44

고객예탁금 69,992.2 1,390.1 4,310.8 7,369.7 4,368.8 5 25.4 39.6 200.36 0.13 3.46 8.32 19.41

신용잔고(KOSPI) 12,834.9 -4.5 270.3 525.7 3,218.4

신용잔고(KOSDAQ) 10,540.0 3.6 200.1 613.7 926.9

미수금 282.0 -36.2 8.7 -44.3 -210.1 금액 금액

1 9.1 11.0 1 13.51% 16.28%

전일대비 4월 누적 21년 누적 2 8.5 9.5 2 11.71% 14.68%

국내주식(ETF제외) 51.1 680.0 1,376.3 3 7.2 6.1 3 10.00% 12.45%

해외주식(ETF제외) 39.5 914.1 2,793.5 4 5.7 5.8 4 10.05% 12.04%

5 5.6 5.6 5 9.52% 8.62%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653 0.10 -0.30 -1.40 -9.4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105 0.80 -0.50 -2.80 12.70 1 14.5 25.2 1 12.09% 12.22%

국고채 5년 1.604 2.00 5.00 0.30 26.90 2 2.6 9.5 2 11.10% 11.85%

국고채 10년 2.082 1.10 7.70 2.50 36.90 3 2.4 9.0 3 11.10% 11.25%

회사채 AA- 3년 1.890 0.50 -0.90 -17.00 -31.80 4 1.7 8.4 4 10.00% 11.23%

회사채 BBB- 3년 8.263 0.10 -1.40 -15.50 -35.20 5 1.7 7.4 5 9.98%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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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연준의 통화정책 동결에도 바이든 연설을 앞두고 하락함. 연
준이 통화정책을 동결하고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됨. 다만
일부 자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장 마감 후 바이든 대
통령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돼 하락함.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
- 달러 인덱스, 연준의 완화 기조 유지에 하락
- 국제유가, 미 원유 재고 증가에도 수요 회복 기대에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FOMC 관망 속 기업 실적 기대에 상승함.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등락을 보였으나 은행주 실적 호조에 투자심리 개선되며 상승함. 유
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일본증시
- NIKKEI225지수는 FOMC 결과 대기 속 기업 실적 기대에 상승함. 5월 연
휴(4/29~5/5)를 앞두고 거래량이 제한된 가운데 기업 호실적 기대를 반영
하며 상승.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은 제한됨. 전 거래
일 대비 0.21% 상승한 29,053.97엔으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내수 회복 기대에 상승함. 귀주모태주 등 대형주 실적이
부진했으나 노동절 연휴 소비 확대 기대와 미 금리 안정에 투자심리가 개선
되면서 상승함. 중국 상무부는 5월을 소비 촉진의 달로 지정하고 전국적인
소비 촉진을 할 예정이라고 밝힘. 전 거래일 대비 0.42% 상승한 3,457.07P
로 마감

▶ KOSPI
- KOSPI는 공매도 재개 우려에 하락함. FOMC와 바이든 연설 등 대외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심이 짙어진 가운데 다음 주 재개되는 공매도 이슈도 투자심리 후퇴
요인으로 작용. 개인의 강한 매수세에도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도, 기관의 현물 순
매도에 지수는 하락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도 부담으로 작용. 전 거래일
대비 1.06% 하락한 3,181.47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에 하락함. 가격 부담과 공매도 재개
우려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포드의 자체 배터리 개발 소식에 배터리 관련 종
목이 약세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2.23% 하락한 998.27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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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FOMC, 연준 금리 동결·자산매입 지속
- 연준은 기준금리를 0.0~0.25%로 동결하고, 1,200억 달러의 월간 자산 매입
규모도 유지하기로 결정. 연준은 평균 물가 목표제를 통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유
지를 재확인. 이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진단
-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을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밝힘. 지속적인 인플
레이션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강한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 경제 재개
속 지출 확대에서 오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공급 병목현상은 일시적이라고 덧붙
임. 주택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힘. 일부 자산 가
격은 거품이 있다고 밝혔으며, 백신과 경제 재개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
▶ 미국, 첫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6월로 연기
- 미 SEC는 VanEck 사의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여부를 6월로 연기했다고 밝
힘. 기존 5월 3일 검토 기간 만료에서 추가 검토를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덧붙
임
▶ 리커창, "협력" 강조에 메르켈, 홍콩 문제 등 인권 거론
- 리커창 중국 총리가 메르켈 독일 총리에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으나 메르켈 총
리는 홍콩과 인권 문제를 거론함
▶ 애플 회계년도 1Q21 EPS $1.40으로 예상($0.99) 상회
▶ 페이스북 회계년도 1Q21 EPS $3.30으로 예상($2.43) 상회
▶ 퀄컴 회계년도 1Q21 EPS $1.9로 예상($1.67) 상회
▶ 보잉 회계년도 1Q21 EPS $-1.53로 예상($-0.90)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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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문 실적 호조…글로벌 경기회복·소비심리 회복 영향
- 영업이익은 주요 원자재가 상승 및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

- 오비맥주‧하이트진로, "원재료‧세금↑, 인상 불가피", 롯데칠성음료, 불매
운동 역풍 부담 속에 '신중모드'
- 유흥음식중앙회, "어려운 시기, 업체에만 부담 시름"

- 하이브,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선정
-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그룹 방탄소년단에 힘입어 고공행진 영향

- 원주 지역 시범 서비스 이후, 서비스 고도화를 거쳐 연내 전국으로 확대
-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가맹점 매출 증진에 기여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노노 재팬 운동 다시 확산中
- 中 제품 불매운동도 확산…파오차이 병기한 CJ제일제당·풀무원 겨냥

- 네이버웹툰 '유미의 세포들'이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로 하반기 공개
- 2015년 연재를 시작해 누적 조회 수 32억 뷰라는 기록을 달성한 레전드 웹
툰

▶ 삼성물산, 소비 회복에 1분기 영업익 전년比 106.1%↑ ▶ 주류업계 vs 유흥업소…맥주 가격 인상 놓고 ‘기싸움’ ▶ 하이브, 美 타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선정

▶ SK텔레콤, KIS정보통신과 '다이얼링크'로 음식 주문 배달 서비스 제휴 ▶ 'NO차이나·NO남양·NO재팬' 확산…식품업계 '대략 난감' ▶ 네이버웹툰 '유미의 세포들'…티빙 오리지널로 만난다
디지털투데이｜https://bit.ly/3eEcjyi 뉴시스 https://bit.ly/3nwS1ef 아이뉴스24｜https://bit.ly/3dWPAOJ

전자신문｜https://bit.ly/3aNbAtx 뉴시스 https://bit.ly/3dZUYRm 파이낸셜뉴스｜https://bit.ly/2ScpXkL

- KT, 4년 연속 CDP 명예의 전당
- 연간 약 4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 호가든. 홈술 트렌드 맞춰 '부타닉' 라인 선봬, 오비맥주 '한맥'…대한민국 대
표 라거 프로젝트
- 빙그레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바나나맛우유 마케팅, 오뚜기 '고기리 들기
름 막국수'

- 양사는 각자 보유한 IP와 제작 기술을 활용해
- 다양한 콘텐트 공동 기획개발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KT, 통신사 첫 'CDP플래티넘 클럽' 진입 ▶ 더하고 바꾸고 해보고…식음료업계, 사활 건 입맛 끌기 ▶ JTBC스튜디오, 'BTS월드' 테이크원 4대주주됐다

뉴스1｜https://bit.ly/3ezRWSZ EBN｜https://bit.ly/3gHA8YL 머니투데이｜https://bit.ly/3t20QxE

- 우리은행, EBS미디어와 금융과 교육 콘텐츠 융합을 위한 업무협약
- 금융 소비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게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

- 오는 30일 필리핀 마닐라 대형 쇼핑몰인 아얄라몰 마닐라베이에 노브랜드
5호점 개점
- 올해 필리핀 내 노브랜드 전문점 5개 이상 추가 출점 계획

- 달빛내륙철도,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203.7㎞ 길이의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
- 노선으로 총사업비 4조85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 6월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모의실험 시작
- 주요국 중앙은행도 연구·실험

- 면세점업계,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확대에 발맞춰 지난해 3월부터 장기 휴
업했던 공항 면세점 운영 재개
- 5월 예정된 7개 국적 항공사의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운항 편수는 이달 19
편보다 3배 가량 많은 56편으로 증편

- SK건설, 이번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과 운영 담당
- 순수 수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
하지 않는 전력 생산

▶ 우리은행-EBS, 금융·교육 콘텐츠 융합 맞손 ▶ 이마트, 필리핀 노브랜드 5호점 개점…"올해 5곳 추가 출점" ▶ 경남 등 영·호남 6개 시도 달빛내륙철도 건설 촉구

▶ "비트코인 비켜" 한국은행이 만든 진짜 '디지털화폐' 나온다 ▶ '무착륙 관광비행' 확대…김포공항 면세점 운영 재개 ▶ SK건설, 탄소 배출 없는 수소 연료전지 실증사업 돌입
머니투데이｜https://bit.ly/3aO5fxU 여성신문｜https://bit.ly/3gKMGPe 연합뉴스｜https://bit.ly/3vsBAm6

조선비즈｜https://bit.ly/3aLSq7s 매일경제｜https://bit.ly/3gGBp2h 뉴스1｜https://bit.ly/2R39sH5

- 다음달부턴 카드사 앱에서도 이용 가능
- 5월부터 순차적으로 카드사 등까지 오픈뱅킹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 계획

- 로레알그룹 화장품 브랜드 `비쉬(VICHY)`가 8월을 끝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
수. 1998년 한국에 진출한 지 23년 만
- 8월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비쉬는 향후 면세점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만날 수 있을 전망, 오는 9월 `슈에무라`도 철수 예정

- 1분기 신사업 매출 1710억원 전년비 90% '껑충'
- 건축·주택 등 견조한 이익 성장세 바탕…신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29일부터 저축은행도 오픈뱅킹 된다 ▶ 슈에무라 이어 로레알 화장품 '비쉬'도 한국 시장 떠난다 ▶ GS건설, 실적 개선세 지속…영업이익률 8.8%

세계일보 https://bit.ly/3eG560G 미디어펜 ｜https://bit.ly/3aLMHOW

- 국내 5개사서 코로나 백신 개발 중
- 환자 수 적어 임상시험 쉽지 않아

- 4월 셋째주 정제마진, 배럴당 2.8달러…손익분기점 도달 어려워
- 경유·등유·항공유 등 수급상황 따른 수출 확대…수출채산성 향상

- 대웅제약·일동제약, 2형 당뇨병 치료제 개발
- 종근당·대원제약, 이상지질혈증 신약 개발

- "석유화학·카본소재 부문 주요 품목별 판매가 상승"
- 분양 등 일회성 비용 제외시 1분기 영업이익 650억원

▶ "백신 개발에 687억 지원… 늦어도 내년초 백신 자주권 확보" ▶ 정유업계, 춤형 수출전략으로 수익 개선 나서

- 2차전지 장비 전문업체 하나기술
- 110억 규모 각형전지 조립, 화성 장비 수주계약 체결
- 미국 배터리 제조사에 납품 예정

▶ 코로나만 있나…'당뇨·고지혈' 만성질환 신약 개발 박차 ▶ OCI, 1Q 영업이익 470억원…"석유화학 호조에 흑자전환" ▶ 하나기술, 각형 2차전지 조립 장비 공급계약
뉴시스 https://bit.ly/2R93LHO 뉴스1 ｜https://bit.ly/3eBxKQB 뉴시스 ｜https://bit.ly/2PvFkUv

아이뉴스24 https://bit.ly/3t0J9ie 뉴스1 ｜https://bit.ly/32XaWpc 서울경제 ｜https://bit.ly/2QFRg6D

- 한미약품, 일동제약, 가장 높은 A등급…바이오도 ESG 경영 확대 '바람'
-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중시하는 ESG 경영은 과거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
은 요소였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중요성이 부각

- 1분기 영업이익 1조4081억원…전년比 584% 상승
- 분기 최대 매출·영업이익…배터리도 사상 최대 실적

- 폭스바겐 등 이어 배터리 독립 추진
- 2천억 들여 미시간주에 배터리 개발센터 개소 계획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제약·바이오업계 ESG 경영 개선, 어디까지 왔나? ▶ '1조원 흑자' 시대 연 LG화학…석유화학·배터리가 이끌었다 ▶ 포드, 전기차 배터리 자체 개발한다…K배터리 타격받을 듯

이데일리 | https://bit.ly/3aKlbBA 머니투데이 | https://bit.ly/2PssYfE 이지뉴스｜https://bit.ly/3sWhGy8

- 매출 8조4942억원, 영업익 1조3244억원…전년比 18%, 65.5%↑
- 메모리 제품 수요 증가와 수율 개선따른 원가 경쟁력 제고 영향
- "파운드리 8인치 사업에 집중, 12인치 진출 계획 없어"

- 현대모비스가 소프트웨어(SW) 전문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하고 체질 개선에
속도
- 국내 13개 전문 개발사들과 차량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개발을 위한 협력 생
태계를 구축

- 중형 세단 아테온의 고성능 모델 '아테온R'과 '아테온 R 슈팅 브레이크' 국내
2분기 투입 계획
- 첫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SUEV) ID.4, 이르면 내년 도입해 전기차(EV)와
내연기관 자동차 '투톱' 전략 운용

-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 한국,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처져
- 인프라 구축 위한 정부 주도 양성 프로그램 필요

- 네이버클라우드가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과 디지털 기반의 지식재산서비스
상용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지식재산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주야간 대응 가능한 열영상 융합형 3D카메라 기술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
정. 25년 1월까지 차량용 '열영상 융합형 3D카메라' 개발 예정
- 지난해 출시한 지능형 열상엔진모듈 '퀀텀레드' 기술을 적용해 XGA급(1024
×768픽셀) 나이트비전 개발 예정. 국내 열영상카메라 중 최고 화질

▶ "반도체 호황 덕"…SK하이닉스,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 미래車 소프트웨어에 사활..사업체질 바꾸는 현대모비스 ▶ 폭스바겐, 韓 수차업계 1위 정조준…'투톱' 전략 운용

▶ 韓 반도체 투자 정부 보조금 OECD 최저…세제 혜택 韓 3% vs 美 40% ▶ 네이버, 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과 지식재산서비스업위해 맞손 ▶ 한화시스템, 자율주행기술 핵심 '나이트비전' 개발 나서
조선일보 | https://bit.ly/2Sb7o0n 데일리한국 | https://bit.ly/3gXDMht 데이터넷｜https://bit.ly/3nDRHdT

조선일보 | https://bit.ly/3vqTi9n 대한경제 | https://bit.ly/3eCVDHx e대한경제｜https://bit.ly/32S8NL9

- 차량용 반도체 보릿고개 5월엔 더 심해진다는데
- 정부 나섰지만 물량 확보 방법 없어…발 동동
- 전문가들 "반도체는 전략물자…공급망 내재화 필요"

-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카메라와 5G를 활용한 증강현실(AR) 서비스를 확대중
- 삼성전자와 애플은 단말기에 AR 기능을 탑재하면서 관련 시장을 구축
- 삼성전자는 'AR캔버스', 애플은 'AR스페이스'라는 서비스 공개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세계 수소차 3만 7,400대의 33%인 1만2,439
대가 한국에서 운행 중, 다음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순
- 수소 충전기 1기당 수소차 대수는 한국 180대로 미국(1기당 224대)에 이어
2번째로 인프라가 미흡. 그 외 독일 9대, 일본 38대, 중국 56대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文대통령 지시에 정부 나섰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해결책 없어 ▶ '4년 뒤 47조 시장'… AR 키우는 삼성·애플 ▶ 세계 수소차 3대 중 1대가 韓…충전 인프라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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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