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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48.53 0.93 1.43 1.99 12.88 1.570 0.36 -5.63 -5.63 65.64

4,201.62 0.82 -0.23 0.49 11.86 -0.225 0.30 -2.30 -2.30 34.40

13,632.84 0.37 -3.19 -2.36 5.78 0.792 -2.70 -5.00 -5.00 59.50

3,066.23 0.77 -4.26 -1.38 9.68 0.145 0.70 -1.10 -1.10 48.30

18.39 -3.97 4.43 -1.18 -19.16 0.917 1.90 1.30 1.30 37.40

3,999.44 -0.08 0.06 0.62 12.58 0.457 0.60 -1.90 -1.90 41.00

15,196.74 0.17 0.28 0.40 10.77 0.466 0.60 -1.40 -1.40 43.60

6,357.09 0.28 0.87 1.40 14.51 0.121 0.30 -1.70 -1.70 50.40

7,076.17 0.52 1.62 1.65 9.53 0.970 -0.80 -2.30 -2.30 34.20

3,441.28 -0.16 0.00 -0.97 -0.92 9.149 13.20 26.60 26.60 268.95

29,331.37 1.80 1.07 0.95 6.88 0.090 -0.70 -0.70 -0.70 6.90

16,994.36 0.90 -3.26 -3.26 15.35 1.699 -4.10 -4.70 -4.70 72.90

28,637.46 0.77 -2.27 -0.30 5.16

10,756.37 0.32 -2.66 -0.64 0.17

48,949.76 0.56 -1.64 0.34 2.26 종가 1D(%) 5D(%) MTD(%) YTD(%)

1,250.57 -0.47 2.53 1.71 13.29 1,125.80 0.29 1.15 1.21 3.64

종가 1D(%) 5D(%) MTD(%) YTD(%) 119,920.60 0.30 -0.12 0.86 0.76 1,120.54 -0.41 1.15 0.24 3.10

KOSPI 3,178.74 1.00 -0.09 0.98 10.62 3,658.27 0.40 2.24 2.44 11.23 10.2740 -0.28 1.00 0.57 -2.27 

KOSPI200 426.64 0.72 -0.20 1.01 9.59 8,982.20 0.16 1.80 1.90 11.25 90.95 -0.39 0.38 -0.36 1.13

KOSDAQ 969.99 0.29 -2.83 -1.37 0.16 24,495.07 0.13 0.89 1.47 10.17 109.09 -0.11 0.15 -0.20 5.66

K200 선물 425.45 0.53 -0.25 0.79 9.33 910.21 -0.13 -0.32 -0.02 12.51 1.2065 0.50 -0.46 0.37 -1.24 

7,061.69 -0.48 -0.29 0.51 7.20 6.4641 -0.17 -0.33 -0.13 -0.97 

1D 5D MTD YTD 704.14 0.64 -0.56 0.33 8.95 5.2761 -1.48 -1.18 -2.98 1.59

KOSPI(십억원) 2,952.03 0.65 -0.38 0.45 9.74 108.82 0.21 -0.03 0.15 -0.45 

-98.4 -1,193.7 -611.8 -8,665.8 1,340.80 0.58 -1.74 -0.51 3.84

200.1 23.9 228.8 -33,943.3 700.57 0.23 -1.38 -0.13 3.73

-89.6 1,201.2 378.8 43,931.0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64.71 -1.40 1.78 1.78 33.37

-188.2 -342.8 -335.9 -1,534.0 66.78 -0.63 3.28 3.55 32.95

-66.4 -197.4 -89.8 -3,409.4 금액 금액 2.928 -0.34 0.58 -0.10 15.32

266.8 524.9 398.3 6,898.8 1 127.0 210.4 3,266 3.45 13.05 8.61 139.79

선물(계약) 2 112.2 110.2 3.22 0.00 0.00 0.00 91.67

1,487 5,833 5,435 -53,157 3 58.5 101.2 2.54 0.00 0.00 0.00 0.00

-4,320 -3,799 -5,175 55,103 4 43.2 92.8 1,815.70 1.76 2.68 2.72 -4.19 

2,203 -2,115 -367 -2,844 5 40.7 62.3 27.462 3.62 5.41 6.22 3.98

9,950 -0.17 0.95 0.65 26.79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2,933 -1.18 0.26 0.48 5.33

차익 순매수 6.4 0.7 6.1 -44.6 4.9 1 56.2 41.6 764.25 1.12 3.63 2.93 19.32

비차익 순매수 28.9 -105.9 -501.7 -474.2 -175.3 2 36.2 32.0 760 0.83 8.19 2.64 56.92

3 25.8 28.2 1,605.5 1.49 4.08 2.20 22.07

5/4잔고 1D 5D MTD YTD 4 25.5 26.6 4,237.1 0.11 2.01 1.20 22.86

고객예탁금 73,923.8 -3,978.0 3,931.6 15,507.1 8,300.4 5 23.4 20.4 205.25 0.55 2.28 2.75 22.32

신용잔고(KOSPI) 12,681.6 -84.5 -153.3 -195.9 3,065.1

신용잔고(KOSDAQ) 10,373.0 -67.9 -167.0 -124.2 759.9

미수금 372.2 13.2 90.2 -20.5 -119.9 금액 금액

1 12.4 13.4 1 16.28% 16.25%

전일대비 5월 누적 21년 누적 2 6.4 11.2 2 16.67% 15.11%

국내주식(ETF제외) 555.1 199.8 577.1 3 5.9 10.0 3 13.33% 15.45%

해외주식(ETF제외) 32.9 65.8 2,957.0 4 5.7 8.0 4 11.97% 14.36%

5 5.5 7.5 5 11.58% 9.20%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651 -1.00 -0.20 -0.40 -9.6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140 -1.80 3.50 -0.10 16.20 1 13.3 13.0 1 12.13% 12.28%

국고채 5년 1.629 -1.40 2.50 -0.10 29.40 2 4.7 8.1 2 10.74% 11.85%

국고채 10년 2.102 -2.80 2.00 -2.60 38.90 3 4.5 8.0 3 10.17% 11.59%

회사채 AA- 3년 1.900 -2.00 1.00 -1.40 -30.80 4 4.0 5.1 4 9.84% 10.98%

회사채 BBB- 3년 8.266 -2.10 0.30 -1.40 -34.90 5 2.5 4.5 5 9.34%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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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종목

종목

 대한항공                               

기관 순매수

 고려아연                               

외국인 순매수

종목

 KB금융                                 

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실업 지표 개선에 상승함. 주간 실업 지표 개선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되며 경기 민감 업종이 강세를 보임. 기술주는 장 중 낙폭이
확대되면서 하락했으나 장 마감 직전 저가 매수세 유입에 상승 전환. 3대 지
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달러 인덱스, 미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에 하락
- 국제유가, 코로나19 확산 및 수요 둔화 우려에 하락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 개선과 경기 회복 기대에 상승함. 유로존 내 주요
은행들의 호실적과와 영란은행의 완화적 기조 유지,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에 투자심리가 개선됨.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일본증시
- NIKKEI225지수는 경기 회복 기대에 상승함. 연휴 이후 첫 거래일에 철강,
해운 등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임. 긴급 사태 연장 여부에 대
해서는 주 중에 결정될 수 있다는 소식에도 영향은 제한적. 전 거래일 대비
1.80% 상승한 29,331.37엔으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인민은행의 긴축 우려에 하락함. 노동절 소비 개선과 경
기 회복 기대에도 제약바이오 업종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약세를 보임. 인
민은행의 유동성 순공급이 축소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 미국 캐서린 타이 무
역대표부(USTR) 대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류허 부총리와 만나기를 기대하
고 있다는 소식은 증시 하단을 지지함. 전 거래일 대비 0.16% 하락한
3,441.28P로 마감

▶ KOSPI
- KOSPI는 경기 회복 기대 지속에 상승함.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금리 인상 관련 발
언을 번복했으며, 연준 인사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의지에 투자심리가 개선
됨. 경제 정상화 기대에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1.00% 상승한 3,178.74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개인 순매수에 상승함. 미 경제지표 호조 및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
책 기조에 개인 매수세 이어지면서 지수는 상승함. 시가총액 상위 업종별로 공매
도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가총액 1위, 2위인 셀트리온 그룹주는 하
락함. 전 거래일 대비 0.29% 상승한 969.99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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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란은행(BOE) 기준금리 동결, 자산매입 프로그램 유지
▶ 미 연준, 자산가격 하락 위험성 경고…"주시할 필요있다"
- 연준이 6일(현지시간) 공개한 금융안정 반기 보고서에서 미 금융 시스템이 대체
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래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 높은 자산 가
격은 일정 부분 낮은 국채 수익률을 반영하지만 일부 자산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기준과 비교해서도 높은 상태라고 지적. 위험 감수 성향 증가와 관련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임
▶ 연준 인사 발언
-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테이퍼링 논의 시작을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예상보다 빠른 진전을 이룰 것이며, 연준은 선제적이길 원치 않지만 늦
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밝힘
-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준이 6월 FOMC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하기에
는 아직 이르다고 밝힘
▶ 블링컨,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 요구하지 않는다"
-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규칙에 입각한 국제사회 시스템 안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힘.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 덧
붙임
▶ 미국 4월 5주 실업수당 청구건수 49.8만 건으로 예상(53.8만 건)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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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동향

 우리기술투자                           

종목

 씨젠                                   

 셀트리온헬스케어                       

 제넥신                                 

 실리콘웍스                             

 LG전자                                 

 카카오                                 

 LG화학                                 

 NAVER                                  

 KODEX 200선물인버스2X                  

기관 순매도

외국인 순매도

 에스티팜                               

종목

 셀트리온헬스케어                       

 덕산테코피아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SDI                                

 아프리카TV                             

독일

프랑스

 LG화학                                 

 POSCO                                  

S&P500

MSCI EM

MSCI KOREA

외국인 순매수

종목

 금호석유                               

MSCI DM

인도

브라질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호주

MSCI ACWI

베트남

위안/달러

BDI 

DRAM

NAND

헤알/달러

아시아통화 인덱스

WTI

두바이유

천연가스

 세원               

 지니틱스           

X신라젠             

 씨젠               

 케이엠더블유       

 에이치엘비         

 이지홀딩스         

금

은

LME

 선광               

 아이텍             

 파워넷             

RJ/CRB

KOSPI

 DL                 

 KODEX 퀄리티Plus   

구리

 써니전자           

 호텔신라우         

 한솔홈데코         

 남성               

 호텔신라           

KOSPI

종목

 SK이노베이션                           

 KODEX 레버리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한항공                               

5/4잔고

57,142.0

24,003.3

 TIGER 의료기기     

 LG디스플레이       

 오스템임플란트                         

아연

밀

옥수수

대두

 대성홀딩스         

 서울반도체                             

 데브시스터즈                           

 서울반도체                             

 효성오앤비                             

 헬릭스미스                             

기관 순매수

종목

 JYP Ent.                               

 카카오게임즈                           

 CJ ENM                                 

 컴투스                                 

 실리콘웍스                             

개인

외국인

기관

개인

외국인

기관

개인

외국인

기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원/엔

달러인덱스

엔/달러

달러/유로

브라질

일본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그리스

원/달러

원/달러 NDF

│ 2021. 5. 7│ 투자전략팀

Start with I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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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지주 1분기 레벨업… 영업익 336% ↑
- 정유 살아난 GS, 분기 영업익 1.7조
- '흑자전환' 현대중공업, 2017년 이후 최대치

- 소비기한, 유통기간 대비 섭취 기간 20~30% 길어
- "버려지는 제품 줄일 수 있어" vs. "소비자 혼란 우려"

- 페이·뱅크 IPO 예정대로 추진
- 118개 계열사 시너지 창출 모색
- 1분기 매출 역대 최대

- 사용자 가까운 곳에 서버 구축해 데이터 전송거리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량
도 초고속·초저지연 전달
- 전 세계 MEC 시장이 지난해 약 40조원에서 2025년 약 176조원 규모로 성
장 예상

- 전주비빔·치즈닭갈비 출시…5종으로 늘어
- 가벼운 식사로…15개월만 400만봉 판매

- 매출 274억원…전년 동기 대비 5% 증가
- 영업익 60억원…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 롯데·GS·현대重 지주, 모처럼 웃었다… 자회사 실적 이벤트 ▶ '소비기한' 도입 추진…식품업계 '숙원사업 vs 혼란 가중' 팽팽 ▶ 카카오,"지배구조 개편"..."엔터·재팬 IPO 검토"

▶ 통신사 "5G 핵심 기술 'MEC' 잡아라" ▶ 간편식 시장 커지자…CJ제일제당, 주먹밥 라인업 확대 ▶ 나스미디어, 1분기 최대 매출·영업이익 달성
조선일보｜https://bit.ly/3uq4C5t 해럴드경제 https://bit.ly/33mPl9P 뉴시스｜https://bit.ly/3h1JoqV

연합뉴스｜https://bit.ly/2SmaheI 헤럴드경제 https://bit.ly/3utw6Y0 더구루｜https://bit.ly/3usC5fQ

- SKT,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지니너스와 함께 AI를 활용한 인간 유전체 분석
알고리즘 개발
- 유전체 연구 협력을 발판삼아 인간을 포함한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고, 궁극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계획

- CJ제일제당과 하이트진로가 각각 컵밥과 맥주 가격 인상에 나서자 주가가
상승 흐름
- 4월 한달 동안 옥수수 가격은 30.82% 올랐고, 소맥(밀)은 18.74%, 대두(콩)
은 11.29% 올라, 주가 상대적 저평가 해소 기대

- '사랑의 불시착' 日서 신드롬 이후 드라마 한류 탄력
- 7월 4일부터 일본에서 미스터리 드라마 'TIMES(타임즈)'을 첫 방송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SKT, 지니너스와 유전체 분석 AI 알고리즘 개발 협력 ▶ 맥주·컵밥 가격 오르자...음식료株 껑충 ▶ CJ ENM, '타임즈' 7월 일본서 방송…드라마 2차 한류 주도

뉴스1｜https://bit.ly/3xJZawx 더퍼블릭｜https://bit.ly/2QSpX9q 뉴시스｜https://bit.ly/2StRNsW

-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발행됐으며, 만기 5년 후 상환이 가능한 콜옵션 포함
- 발행 금리는 2.875%이며 제시된 금리보다 52.5베이시스포인트(bp) 축소된
수준으로 결정

- 이마트, 6일부터 수도권 70여개 점포에서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2
입)' 초도물량 약 5,000개 판매에 돌입. 가격은 1만 6,000원
- 오는 7일 오후부터는 나머지 점포에도 추가 물량 5,000개를 투입하여 전점
으로 확대 판매에 나설 예정

- 더 플레이스 컨셉 "볼거리, 즐길거리 제안"
- 박물관, 양조장, 동물원, 키즈시설 등 구성

- 우리은행, 한국IBM과 우리은행의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AI 랩'을 구성하는 등 내용의 업무협약
- KT, AI 랩 구축을 계기로 우리은행의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에 지속해서
기여할 계획

- 코웨이 현지법인 '코웨이비나' 베트남 전자결제 서비스 VNPT Epay와 MOU,
메가페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제품 판매와 렌탈 서비스 돌입
- 국내 투자 자본 기반의 VNPT Epay는 베트남 유일의 한국형 결제서비스 업
체로 베트남 디지털 결제 서비스 주도 업체

- 소형 위주 281가구 일반 분양…14일 특공 시작으로 본격 청약
-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평균 2,906만원으로 책정

▶ 신한금융지주, 5억달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금융소외계층 지원" ▶ 이마트, 국내 최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 우미건설 컨소, '서울식물원 명소화부지' 개발사업 수주

▶ KT-우리은행-한국IBM, AI랩 구축해 금융 디지털혁신 추진 ▶ 코웨이, '디지털 결제' 내세워 베트남 공략…VNPT Epay 업무제휴 ▶ 대우건설, 3.3㎡ 2,906만원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아파트 분양
연합뉴스｜https://bit.ly/3h1AwBD 더구루｜https://bit.ly/3vQzE6L 뉴스1｜https://bit.ly/3twBR69

한국경제｜https://bit.ly/3emMPqv UPI뉴스｜https://bit.ly/3epUfZP 연합뉴스｜https://bit.ly/3h54Smx

-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발언
- 국내 은행주가 동반 강세

- SSG닷컴, 새벽배송 서비스 지역 오는 7월부터 충청권으로 확대, 이달부터
충청권 지역에서 샛별배송을 시작한 마켓컬리와 시장 선점 승부
- 충청 지역 물류센터를 활용해 새벽배송. 상품은 경기도 김포의 '네오 003'에
서 스포크 센터로 옮겨진 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

- 미세먼지 저감 상품 '클린존'이 'iF 디자인 어워드 2021'의 본상
- 클린존은 에어워셔(Air Washer)와 안개 분사 시스템을 결합한 제품으로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오염물질 저감 상품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美 금리 인상 기대감에 은행주 강세…'52주 신고가' 잇따라 ▶ SSG닷컴, 충청권 새벽배송…마켓컬리와 '정면승부' ▶ 현대건설, '클린존'으로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이데일리 https://bit.ly/2PX1LCe CEO스코어데일리 ｜https://bit.ly/2PUeSE5 더구루 ｜https://bit.ly/3b8nFtt

- "새로운 제조공장 늘려서 백신 공급 확대해야"
- mRNA와 아데노바이러스 계열 백신 혼합 접종 필요

- 정제마진 59주 만에 3달러 돌파
- 국제유가도 60달러선 유지로 강세

- 염수 샘플 6,000리터 채취…중국·북미에 선적
- 기존 증발·직접 리튬 추출(DLE) 모두 평가
- 포스코, 올해 안에 아르헨티나 공장 착공 목표

- 첫날 큰폭 하락한 코스닥 반발매수세 이어지며 회복
- 과열종목에 지정된 바이오 섹터, 보령제약 등 대부분 맥 못춰

- 원유에서 수송연료보다 석유화학 물질 더 많이 뽑아내는 COTC 기술
- 휘발유 등 수송연료 수요 감소 우려
- 기존 나프타 생산비중 8%서 COTC 적용시 40% 이상으로 확대

- 전구체·양극 활물질 등 100개 이상 특허권에 적용
- 혁신적인 배터리 물질 개발 속도

▶ 바이오엔테크 CEO "코로나, 내년 중반 전세계 집단면역" ▶ 정유업계, 수익지표 정제마진 회복에 상반기 실적 기대감 ‘쑥’ ▶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개발 속도…샘플 채취

▶ 공매도 공포 과했나?…바이오는 여전히 '안갯속' ▶ 정유사, 석유화학 제품 원료 생산 늘린다 ▶ 바스프, 유미코아와 상호 특허 사용 계약 체결
매일경제 https://bit.ly/3b7d1Df 파이낸셜뉴스 ｜https://bit.ly/3b2RtYj EBN ｜https://bit.ly/3tppyIs

이데일리 https://bit.ly/33xgRBH 브릿지경제 ｜https://bit.ly/2R1JRyx 한겨레 ｜https://bit.ly/2RrGAIM

- 미국, 중국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 국가 6곳 뿐,노바티스, 로슈 등 다국적
제약사 백신 개발 포기
- 일본은 5곳이 개발 중…최근 임상 2상 단계 진입, 부족한 정부지원 백신에
대한 불신이 개발 속도 늦춰

- 산자부 최종선정, 2023년까지 159억 투입
- 장비구축·기술지원 등 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

- IEA '에너지 전환과 광물' 관련 특별보고서
- 수급 불확실성 근원으로 각국 정부 지목
-“기후목표 행동으로 옮겨 불확실성 줄여야”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제약강국 일본, 스위스, 프랑스 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나 ▶ 서산대산 석유화학단지, 첨단화학산업단지로 대전환 ▶ 기후협정 지키려면 2040년까지 전기차용 리튬 43배 더 필요

한국경제 | https://bit.ly/3b65Afy 이데일리 | https://bit.ly/3ur0CBL 서울경제｜https://bit.ly/33lOohX

- 1분기 3조4,000억원 순익…작년 10배 수준
- GM "2분기부터 반도체 여파 반영될 것"

- 3월 국내 인터넷기업 최초 5억 달러 해외채권 발행
- 민간기업 최초 해외채권 리오프닝 성공
- 총 8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
- 국내 발행된 지속가능채권 중 최대 규모

- 현대자동차그룹, 항공택시 등 일명 도심항공교통(UAM)으로도 불리는 단거
리용 전기비행기 개발을 위해 대한항공과 협력을 추진
- 대한항공 다년간 무인기 운영 경험도 새로운 항법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것
으로 전망

- 로직 칩과 4개의 HBM 칩을 1개 패키지로 구현한 'I-Cube4' 개발
- 향후 "HBM 칩 6개, 8개 신기술도 선보이겠다"

- 특허청 "5년간 연평균 94%의 증가세"
-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시장 규모가 올해에만 412억달러
-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의료 분야에 활발하게 접되는 추세

- 반도체 업계, 반도체 수급 문제 적어도 2022년까지 전망
- 웨이저쟈(魏哲家) TSMC 최고경영자(CEO), "2023년에는 좀 더 많은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이 갖춰질 것"

▶ GM, 1분기 반도체 부족 여파 피했다…기대 이상 순익 ▶ 네이버, ESG 해외채권 3억달러 증액 성공…민간기업 최초 ▶ 현대차, 대한항공과 '플라잉카' 띄운다

▶'시스템+메모리를 하나로' 삼성전자, 꿈의 반도체 기술 '한발짝' ▶ "AI 건강을 부탁해"... 인공지능 이용 진단 특허 급증 ▶ 외국계 車3사 '최악의 상황'… 르노·GM 철수설 ‘모락’

파이낸셜뉴스 | https://bit.ly/3tptA3N THE FACT | https://bit.ly/2RurXEy Ai타임스｜https://bit.ly/3epIYsq

News1 | https://bit.ly/3h5RRJK 이데일리 | https://bit.ly/3enOyMc 전자신문｜https://bit.ly/33my3JU

-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력 1.7만명 이상으로 목표 상향"
-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
-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R&D
20~30%, 시설투자 3% 수준

- 1분기 영업익 1,575억…전년比 79%↑
- 모빌리티·핀테크 등 신사업 가파른 성장
- 日픽코마 인기에 콘텐츠 매출도 훨훨
- 카톡 신기능 추가 및 해외 공격 마케팅 전개

-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시트로엥(PSA)가 합병해 출범한 세계 4위 완
성차 기업 스텔란티스가 테슬라로부터 탄소배출권 구입
- 스텔란티스가 이번 합병으로 탄소배출 규정을 충족한 게 결정적 이유.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를 판매하고 있어 탄소배출 상쇄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홍남기 "반도체 투자 2,800억 추가 지원…R&D 세액공제도 검토" ▶ 역대 최고 실적 낸 카카오, 신사업·해외 투자 더 늘린다 ▶ 테슬라 실적 급락 우려...세계 4위 완성차 "탄소배출권 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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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