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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60.36 0.71 0.72 3.27 11.28 1.634 2.49 7.66 -10.61 72.11

4,211.47 0.68 1.85 6.01 12.12 -0.193 3.80 6.40 9.90 37.60

14,082.55 0.22 1.91 6.31 9.27 0.843 4.60 9.90 -0.20 64.60

3,202.50 0.76 2.21 2.48 14.56 0.156 4.30 7.60 20.20 49.40

17.61 1.91 -5.88 -9.23 -22.59 0.913 4.20 13.20 24.50 37.00

3,996.90 -0.45 -0.45 1.98 12.51 0.475 4.20 7.70 13.80 42.80

15,154.20 -0.90 -1.09 0.97 10.46 0.477 3.60 7.70 25.00 44.70

6,302.57 -0.07 0.56 3.88 13.53 0.134 4.30 7.80 11.90 51.70

6,961.48 -0.03 0.33 3.69 7.75 0.986 3.20 8.20 11.70 35.80

3,474.90 0.52 0.28 0.96 0.05 8.846 2.70 12.20 -17.00 238.65

29,053.97 0.21 1.91 -0.43 5.87 0.098 0.00 2.70 0.30 7.70

17,566.66 -0.00 2.75 6.91 19.24 1.715 -1.50 -2.00 -7.10 74.50

29,303.26 0.80 1.91 3.26 7.61

11,049.88 0.32 1.01 0.71 2.90

49,765.94 0.06 3.51 0.52 3.96 종가 1D(%) 5D(%) MTD(%) YTD(%)

1,239.39 0.80 0.94 4.02 12.28 1,108.20 -0.43 -0.81 -2.09 2.02

종가 1D(%) 5D(%) MTD(%) YTD(%) 120,065.80 -0.82 0.58 2.94 0.88 1,107.81 -0.22 -1.09 -1.80 1.93

KOSPI 3,174.07 -0.23 -0.11 3.68 10.46 3,571.05 -0.20 -0.81 0.83 8.57 10.1725 -0.57 -1.94 -0.19 -3.24 

KOSPI200 426.28 -0.28 -0.26 2.71 9.50 8,823.20 0.27 1.92 2.83 9.28 90.61 0.01 -0.59 -2.81 0.75

KOSDAQ 990.69 -0.76 -3.41 3.61 2.30 24,278.20 -0.74 -0.49 -1.50 9.20 108.93 0.30 0.89 -1.62 5.50

K200 선물 425.40 -0.26 -0.44 2.59 9.32 910.37 0.00 1.86 5.24 12.53 1.2121 -0.04 0.88 3.33 -0.78 

7,082.28 0.25 0.38 3.92 7.52 6.4722 -0.10 -0.28 -1.23 -0.84 

1D 5D MTD YTD 708.07 0.33 1.40 5.17 9.56 5.3393 -0.10 -1.98 -5.24 2.81

KOSPI(십억원) 2,963.31 0.39 1.35 5.39 10.16 108.85 0.16 0.55 0.98 -0.42 

-19.2 -410.6 948.5 -7,491.3 1,364.54 -0.03 1.72 3.65 5.68

-11.5 -811.0 -5,653.8 -33,978.7 710.40 0.14 0.39 4.28 5.19

34.8 1,428.7 5,048.0 42,764.6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65.01 1.80 4.62 9.89 33.99

12.8 -293.9 -274.2 -1,178.4 64.66 2.80 4.01 3.57 28.73

-99.3 -224.9 -361.1 -3,311.3 금액 금액 2.911 -0.48 5.89 11.62 14.65

95.7 624.1 1,165.2 6,469.6 1 45.4 143.7 2,957 2.35 9.11 40.61 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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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2 2,372 -400 -56,258 3 31.9 55.4 2.54 0.00 0.00 0.00 0.00

-2,850 -5,190 2,084 56,052 4 28.5 45.7 1,768.30 -0.28 -0.72 3.18 -6.69 

152 3,387 -915 -577 5 26.0 43.2 26.053 -0.12 -0.49 6.20 -1.36 

9,876 0.21 4.56 12.41 25.85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2,920 -0.21 3.71 3.58 4.85

차익 순매수 4.9 -31.8 -31.5 -33.1 -21.8 1 35.5 163.2 737.50 1.69 3.84 19.34 15.14

비차익 순매수 -175.3 -487.1 -411.7 491.1 7.9 2 33.9 104.0 702 2.30 7.92 24.41 45.04

3 29.3 40.1 1,542.5 -0.98 0.60 7.36 17.28

4/28잔고 1D 5D MTD YTD 4 28.4 39.7 4,182.6 0.70 4.25 10.44 21.28

고객예탁금 73,595.9 3,603.7 6,470.8 10,973.4 7,972.5 5 25.4 39.6 200.67 0.16 3.08 8.49 19.59

신용잔고(KOSPI) 12,895.4 60.5 225.5 586.2 3,278.9

신용잔고(KOSDAQ) 10,555.6 15.6 135.0 629.3 942.5

미수금 277.4 -4.6 -5.2 -48.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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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9 51.1 747.4 3 7.2 6.1 3 10.00% 12.45%

해외주식(ETF제외) 40.1 954.2 2,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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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52 -0.10 -0.20 -1.50 -9.5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121 1.60 1.60 -1.20 14.30 1 14.5 25.2 1 12.09% 12.22%

국고채 5년 1.601 -0.30 5.70 0.00 26.60 2 2.6 9.5 2 11.10% 11.85%

국고채 10년 2.098 1.60 10.90 4.10 38.50 3 2.4 9.0 3 11.10% 11.25%

회사채 AA- 3년 1.900 1.00 0.40 -16.00 -30.80 4 1.7 8.4 4 10.00% 11.23%

회사채 BBB- 3년 8.272 0.90 -0.20 -14.60 -34.30 5 1.7 7.4 5 9.98%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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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종목

종목

 현대건설                               

기관 순매수

 호텔신라                               

외국인 순매수

종목

 셀트리온                               

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와 기업 실적 기대에 상승함. 1분기 GDP 성장
률 호조와 전일 장 마감 후 애플, 페이스북의 실적 서프라이즈에 투자심리가
개선됨. 바이든 정부의 추가 부양책 발표와 뉴욕 시장이 7월 1일부터 완전히
경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강세 요인으로 작용. 3대 지수는 전 거래
일 대비 상승 마감
- 달러 인덱스, 미 경제지표 호조에 소폭 상승
- 국제유가, 미 경제지표 개선과 글로벌 수요 낙관론에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연준의 완화 기조 지속과 미
경제지표 호조에도 전일 미 증시 약세 반영하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돼 하
락함.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

▶ 일본증시
- 일본 증시는 황금 연휴(4/29~5/5)로 휴장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기업 실적 기대와 노동절 소비 확대 기대에 상승함. 은행,
증권 업종이 실적 호조에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 노동절 연휴
(5/1~5)를 앞둔 가운데 소비 확대 기대도 긍정적으로 작용. 전 거래일 대비
0.52% 상승한 3,474.90P로 마감

▶ KOSPI
- KOSPI는 고점 부담과 공매도 재개 우려에 하락함. 연준의 완화적 기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 의지 확인에도 공매도 재개 우려가 지속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
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실적 개선이 확인된 종목을 중심으로 차별화가 나타
남. 배터리 3사의 호실적 기대에 2차전지 업종이 상승함. 전 거래일 대비 0.23%
하락한 3,174.07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기관 매도세 이어지며 하락함. 공매도 재개 우려와 고점 부담 속 시
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기관이 사흘 연속 순매도를 지
속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 전 거래일 대비 0.76% 하락한 990.69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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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7월 1일 '100% 정상화' 목표
-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9일(현지시간) 미국 MSNBC와 인터뷰에서 7월 1일
부터 뉴욕시를 100%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뉴욕시의 모든 업소와 사무실,
극장을 완전하게 재개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 프랑스, 5월 3일부터 봉쇄 완화…6월 30일 통금 해제 목표
- 프랑스 정부가 5월 3일(현지 시간)부터 4단계에 걸쳐 세 번째 전국 단위 이동제
한조치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힘. 정부는 이달 26일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문을 다
시 연 것을 0단계로 보고 5월 3일, 5월 19일, 6월 9일, 6월 30일을 각각 조치 완
화 기점이라고 덧붙임
▶ 미 1분기 GDP 연율화 QoQ 6.4%로 예상(6.7%) 하회
▶ 미 4월 4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55.3만 건 으로 예상(54만 건) 상회
▶ 미 3월 잠정주택매매 MoM 1.9%로 예상(4.4%) 하회
▶ 아마존 회계년도 1Q21 EPS $15.79로 예상($9.69) 상회
▶ 마스터카드 회계년도 1Q21 EPS $1.74로 예상($1.58) 상회
▶ 컴캐스트 회계년도 1Q21 EPS $0.76로 예상($0.58) 상회
▶ 머크 회계년도 1Q21 EPS $1.40로 예상($1.62) 하회
▶ 맥도날드 회계년도 1Q21 EPS $2.05로 예상($1.81)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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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동향

수급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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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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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파이낸셜뉴스｜https://bit.ly/3eEIFsS 이데일리 https://bit.ly/3eH50WM 아주경제｜https://bit.ly/3nvwjY1

- KT,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 서비스가 SaaS 표준등급 클라우드 보안인증
(CSAP) 획득
-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CSAP인증을 반드시 획득

- 배달 음식 몰래 빼먹고, 고의 배달사고로 공짜 밥, 악용·도덕적해이 사례
늘고 부정적 수식어 부담
- 라이더 배달파트너 앱 자동 사진촬영 기능 추가, '인증 사진'으로 소비자-라
이더 신뢰 회복 목표

- 최근 디즈니 오리지널 콘텐츠가 등급분류 심의
- 늦어도 다음 달 중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

- 1Q 영업이익 5,343억원 '흑자전환'…정유서만 4128억원
- 조선도 선가 상승에 흑자전환…"슈퍼사이클 조짐도"

- 건강기능식품업계, 시장 주도 新중장년층 공략 강화
- 휴온스, 자사몰 오픈해 경쟁력 UP, 풀무원, 개인 맞춤제품 추천 서비스

- 위지윅과 자회사 엔피, 각각 50억원 투자
- 다목적 스튜디오 통해 콘텐츠 생태계 조성

▶ KT, AICC 최초로 클라우드 보안인증 획득 ▶ '쿠팡거지' 없어지나…쿠팡이츠, 배달 음식 '인증 사진' 도입 ▶ 디즈니플러스 한국 상륙 초읽기…5월 5일 어린이날 조준

▶ '사상 최대' 실적낸 현대重지주…"정유·건설기계가 쌍끌이" ▶ 건강기능식품업계 "경제력+자기관리 '오팔세대'를 잡아라" ▶ 위지윅스튜디오,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에 100억 투자
뉴스1｜https://bit.ly/32WtjKX 스포츠동아 https://bit.ly/3e3eH2o 이데일리｜https://bit.ly/3t4dMmC

뉴시스｜https://bit.ly/3vqSG3A 이데일리 https://bit.ly/3aMUITY 연합뉴스｜https://bit.ly/3aNYvjO

-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 '2021 드론 쇼 코리아'에서
5G 기반 드론 관제 솔루션 전시
- 5G와 인공지능(AI) 등 드론을 활용한 영상 관제에 접목 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 전시

- 코카콜라, 3년 만에 가격 인상 검토, 美·中, CPI 상승폭 PPI 비해 작아
- "아마존 등 밀가루 값 올랐는데 짜장면은 내려", "가격 전가 가능 기업 골라내
롱숏 아이디어 찾아야"

- 스튜디오앤뉴, 디즈니플러스에 5년간 매년 한 편 이상의 콘텐츠 공급
- 파트너십은 개별 작품 단위의 계약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SKT, 부산 드론쇼에 5G · AI 기반 드론 관제 솔루션 전시 ▶ '짜장면 가격(CPI)'을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자신감 ▶ 스튜디오앤뉴, 디즈니플러스에 5년간 콘텐츠 공급

연합뉴스｜https://bit.ly/2R6FLFg 매일경제｜https://bit.ly/3gGBp2h 뉴스1｜https://bit.ly/3ufSkgd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
행' 서비스 실시
- 서비스 대상 고객은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올해 3월말 기준 총수신 평균잔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 고객

- 이달 초 'H.Point Pay'의 상표권 등록 신청, 고객 록인과 오·오프라인 고객
통합 등의 시너지 효과 기대
- 현대백화점, "다양한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표권을 출원, 간편결
제 서비스 관련 구체화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설명

- 영업익 전년比 89.7% 증가…매출 1조9,390억원·당기순이익 1,479억원
- 신규수주 2조1,362억원…흑석11구역 등 주택건축 부문 견인

-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되며 발행금리는 미국 5년물 국채 금리에 55bp를
가산한 수준인 1.406%로 국민은행 발행 글로벌본드 중 역대 최저 금리 달성
- 발행 금액인 5억 달러의 4.2배 수준인 21억 달러 이상의 주문 확보했으며
가산금리 또한 최초제시금리 대비 30bp 축소해 결정

- 배달 서비스 하반기 중 오픈 예상.
- 쿠팡은 19년 '쿠팡이츠'의 '단건배달'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성장. 위메프 역
시 19년 '위메프오' 서비스로 지난 해 11월 독립법인 분사.

- 주거재생 7곳 3,700가구·소규모주택사업 후보지 1만7,000가구 공급
- '집값급등' 세종시 1.3만가구, 울산선바위·대전상서 1.8만가구 택지확보

▶ 기업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 현대백화점도 뛰어든다...유통가 '페이' 경쟁 치열 ▶ 대우건설, 1분기 영업익 2,294억원으로 '어닝서프라이즈'

▶ 국민은행, 5억 달러 규모 지속가능채권 발행 ▶ 티몬, 배달 시장 진출한다…"관련 인력 채용 중" ▶ 도시재생·세종·울산·대전 공공택지 통해 전국 5만2,000가구 공급
뉴시스｜https://bit.ly/2QyirAo 여성신문｜https://bit.ly/3gKMGPe 뉴스1｜https://bit.ly/331HhuZ

한국경제｜https://bit.ly/3nxqucL 아주경제｜https://bit.ly/3sZq3J7 뉴시스｜https://bit.ly/3eI7Omf

- "가계부채 증가율 올해 5~6%대, 내년 4%대 관리"
- 대신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장기
모기지 도입

- 코스맥스 중국 시장 월간 화장품 생산량 4,700만개를 돌파, 18년 10월 원
간 생산량 3,000만개 달성 후 2년 6개월 만
- 제품 의뢰부터 출시까지 소요되는 리드타임(lead time) 5개월 수준으로 단
축, 올 상반기에는 3개월까지 줄일 계획

- 서울 종로, 수원, 부평 등 20곳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안양·인천·대전 등 7곳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 국토부, 주민 설명회 등 거쳐 연내 지구 지정 추진 예정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정부, 가계대출 조인다…DSR 40%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 ▶ 코스맥스, 중국서 월간 화장품 생산량 4,700만개 돌파 ▶ 서울 금천·구로 등 도시재생 후보지 27곳 선정…2만1천 가구 공급

메디컬옵저버 https://bit.ly/3eH4Z5a 머니S ｜https://bit.ly/2R6wsF9 비즈팩트 ｜https://bit.ly/3e1zHqi

- 제1차 회의 열고 품질관리 현주소 및 개선방안 등 논의
- 종근당 청문 완료…식약처 후속조치 나오면 징계 수위 결정

- 탄소중립 실현 핵심 기술 CCU(탄소포집활용), 수소 에너지 등
- 관련 기술 공동연구 개발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배터리 재활용 통한 원료 선순환·탄소절감 목적
- 배터리 분해, 금속자원 회수, 양극재 이용, 배터리 제조, 차량 장착 전 과정
구축

- 기업들, mRNA 약물 전달체 기술 개발 위해 연구협력
- 향후 mRNA 치료제·백신 개발 경쟁력에 영향 미칠듯

- 롯케 말련 자회사 영업이익 1,370억원…흑자 전환
- 폴리머 제품 가격 상승 영향

- RE100·EV100 가입…탄소배출 절감과 전기차 확산 선도
- 폐배터리 재사용…'생산~재활용' 선순환 구조 구축

▶ 제약바이오協, 의약품 품질관리혁신 TF 본격 가동 ▶ LG화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탄소포집·수소 에너지 개발 협력 ▶ 기아-SK이노,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 협력 시동

▶ 국산 mRNA 치료제·백신 개발 열쇠는 '약물전달체 기술' ▶ LC타이탄 상장 이래 순이익 '최고치'…롯데케미칼 '실적 대박' 예고 ▶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사용·재사용·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청년의사 https://bit.ly/3sWt64Q 더구루 ｜https://bit.ly/3nzFtD0 데일리한국 ｜https://bit.ly/3gTgCZz

아시아경제 https://bit.ly/32V7Y4m 머니투데이 ｜https://bit.ly/3xyi6OE 디일렉 ｜https://bit.ly/330uYil

- 기초과학연구원 김빛내리 RNA연구단장팀 "치료제 개발 기여할 듯"
-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와 직접 결합하는 단백질들을 타겟한 항바이러스제
개발 가능성을 열 것

- 에쓰오일에 이어 업계 전반 실적개선 전망 맑음
- 1분기 영업이익 4,128억원 기록. 작년동기대비 5,632억원 적자

- 중국 GEM으로부터 하이니켈 양극재 원료 전구체 대상
- 합작사 에코프로GEM 생산분 외 추가 확보
- 주요 고객사의 배터리 생산량 확대에 따름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韓 연구진, 코로나 바이러스 제어 단백질 발견 ▶ 현대오일뱅크도 '흑전', 정유업계 실적개선 레이스 ▶ 에코프로비엠, 中서 배터리 핵심소재 들여온다

연합뉴스 | https://bit.ly/3e1pMBe 데일리안 | https://bit.ly/3t3ZWkc 디지털투데이｜https://bit.ly/2ReT6Lq

- 매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갤럭시 S21 등 모바일이 실적 견인
- 펜트업 수요에 소비자가전 '훨훨'…반도체는 오스틴 셧다운 여파 부진
- 1분기 연구개발비는 분기 사상 역대 최대

- 여름 기점으로 서비스 선보일 것
- 상장 대비 몸집 불리기에 본격 시동
- 현재 국내 배달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위메프 등

- GM, 28일(현지시간) '울티움 차지 360' 프로젝트 출범 발표. 이는 GM 지원
하 다수 전기차 충전업체들이 연합체를 이루는 충전소 공용 프로젝트
- 이들 업체들이 제공하는 충전기를 모두 합하면 미국과 캐나다 전역 약 6만
개 수준

- 반도체·배터리, 美에 전략적 대응 필요…"한미 정상회담, 기회로 삼아야"
-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맹국
들의 투자와 참여를 촉구할 가능성 존재

- 1분기 매출 1조4991억, 영업익 2,888억원
- 신사업 고성장에도 인건비 부담에 수익성 ‘주춤’
-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중심으로 해외 공략 가속
- 5월부터 왓패드 협력 시너지 기대..신규 투자까지

- 국토부, 메르세데스-벤츠, 혼다, BMW, 테슬라 등 업체가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3,797대 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 시정 조치 요청
- 테슬라코리아의 모델S 561대, 벤츠코리아 7,660대, 혼다코리아 4,567대,
BMW코리아 574대 등

▶ 삼성전자, 휴대폰·TV 덕에 1분기 실적 날았다…반도체는 부진 ▶ "배달 플랫폼 경쟁 거세진다"…티몬도 진출 선언 ▶ "슈퍼차저를 따라 잡아라" GM, 북미 전역에 충전 네트워크 확장

▶ 美·中에 낀 韓…美 반도체 본격 지원땐 中 다음 타격 커 ▶ 美웹툰에 2000억 추가 투자한 네이버…"해외사업 성장 가속화" ▶ 테슬라도 국내서 첫 리콜…국토부, 7개사 1만3,797대 대상
아이뉴스24 | https://bit.ly/3t2deOq 이데일리 | https://bit.ly/3gM4gCn 머니S｜https://bit.ly/3u1JdQ4

아시아경제 | https://bit.ly/3t0Ef4v Newsis | https://bit.ly/335woYR 글로벌이코노믹｜https://bit.ly/3u6LxVK

- 경제계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 지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어"
- 시민단체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

- 경찰청, '프리카스' 시범운영 결과 발표
- 정확도 83.1%…"전국적으로 도입한다"
- 범죄예방 정책 제공 등 긍정효과 기대

- 미국 인디애나주 자동차 조립 공장에 8억 3,000만 달러를 투자. 신형 SUV
차량 2개 모델 생산 예정
- 도요타와 렉서스 브랜드로 생산되는 신형 SUV는 최대 8명 승객이 탑승 가
능하고 조건에 맞는 도로에서는 핸즈프리 운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반도체 산업 경쟁" vs "국정농단 범죄" 이재용 사면, 갑론을박 ▶ '인공지능 범죄예측' 정확도 83%…경찰, 내달 본격도입 ▶ 도요타, 인디애나 공장서 SUV 생산…8억 3,000만 달러 투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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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