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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77.76 0.66 2.67 2.67 13.63 1.577 0.75 -2.05 -4.88 66.39

4,232.60 0.74 1.23 1.23 12.69 -0.215 1.00 -1.10 -1.30 35.40

13,752.24 0.88 -1.51 -1.51 6.70 0.775 -1.70 -6.70 -6.70 57.80

3,112.03 1.49 0.10 0.10 11.32 0.169 2.40 1.90 1.30 50.70

16.69 -9.24 -10.32 -10.32 -26.64 0.965 4.80 9.10 6.10 42.20

4,034.25 0.87 1.50 1.50 13.56 0.487 3.00 3.10 1.10 44.00

15,399.65 1.34 1.74 1.74 12.25 0.505 3.90 4.10 2.50 47.50

6,385.51 0.45 1.85 1.85 15.03 0.143 2.20 1.10 0.50 52.60

7,129.71 0.76 2.42 2.42 10.36 1.001 3.10 0.80 0.80 37.30

3,418.87 -0.65 -0.69 -1.61 -1.56 8.998 -15.10 5.30 11.50 253.85

29,357.82 0.09 0.80 1.05 6.97 0.088 -0.20 -0.90 -0.90 6.70

17,285.00 1.71 -1.60 -1.60 17.33 1.680 -1.90 -7.30 -6.60 71.00

28,610.65 -0.09 -0.40 -0.40 5.07

10,699.00 -0.53 -1.17 -1.17 -0.37 

49,206.47 0.52 0.87 0.87 2.79 종가 1D(%) 5D(%) MTD(%) YTD(%)

1,241.81 -0.70 1.00 1.00 12.50 1,121.30 -0.40 1.18 0.81 3.22

종가 1D(%) 5D(%) MTD(%) YTD(%) 122,038.10 1.77 2.64 2.64 2.54 1,112.80 -0.69 -0.45 -0.45 2.39

KOSPI 3,197.20 0.58 0.73 1.57 11.27 3,682.69 0.67 3.13 3.13 11.97 10.2522 -0.21 0.35 0.35 -2.48 

KOSPI200 428.56 0.45 0.53 1.47 10.09 9,059.20 0.86 2.77 2.77 12.21 90.23 -0.79 -0.42 -1.15 0.33

KOSDAQ 978.30 0.86 -1.25 -0.52 1.02 24,612.04 0.48 1.95 1.95 10.70 108.60 -0.45 -0.65 -0.65 5.18

K200 선물 429.10 0.86 0.87 1.66 10.27 897.01 -1.45 -0.71 -1.47 10.88 1.2166 0.84 1.21 1.21 -0.41 

7,080.83 0.27 0.78 0.78 7.50 6.4332 -0.48 -0.77 -0.60 -1.44 

1D 5D MTD YTD 710.36 0.88 1.22 1.22 9.91 5.2369 -0.74 -3.70 -3.70 0.84

KOSPI(십억원) 2,979.41 0.93 1.38 1.38 10.76 109.36 0.50 0.64 0.64 0.05

-195.0 -1,369.5 -806.7 -8,860.8 1,348.57 0.58 0.07 0.07 4.44

348.2 383.5 577.0 -33,595.2 705.43 0.69 0.57 0.57 4.45

-145.7 1,020.7 233.1 43,785.3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64.90 0.29 0.64 2.08 33.76

-40.1 -395.7 -376.1 -1,574.1 65.70 -1.62 1.88 1.88 30.80

-11.1 -109.2 -101.0 -3,420.5 금액 금액 2.958 1.02 0.92 0.92 16.50

76.7 505.9 474.9 6,975.5 1 34.7 183.6 3,183 -0.90 5.85 5.85 133.70

선물(계약) 2 23.2 72.0 3.19 -0.93 -0.93 -0.93 89.88

6,246 9,347 11,681 -46,911 3 21.1 51.1 2.54 0.00 0.00 0.00 0.00

-5,862 -6,811 -11,037 49,241 4 18.0 27.0 1,831.30 0.86 3.60 3.60 -3.37 

-747 -3,014 -1,114 -3,591 5 16.8 17.5 27.462 0.00 6.22 6.22 3.98

10,417 3.22 5.38 5.38 32.74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3,015 2.43 3.29 3.29 8.28

차익 순매수 13.0 6.4 0.7 6.1 -44.6 1 73.6 59.1 773.50 1.21 4.18 4.18 20.77

비차익 순매수 -171.6 28.9 -105.9 -501.7 -474.2 2 39.4 23.1 773 1.74 4.43 4.43 59.66

3 31.8 21.3 1,621.0 0.97 3.18 3.18 23.25

5/6잔고 1D 5D MTD YTD 4 31.8 16.5 4,399.9 2.38 5.09 5.09 27.58

고객예탁금 72,058.5 -1,865.3 -1,537.4 13,641.8 6,435.1 5 22.8 13.7 206.96 0.83 3.61 3.61 23.34

신용잔고(KOSPI) 12,542.9 -138.7 -352.4 -334.6 2,926.4

신용잔고(KOSDAQ) 10,275.5 -97.6 -280.2 -221.8 662.3

미수금 381.0 8.8 103.6 -11.7 -111.1 금액 금액

1 15.0 13.2 1 14.01% 16.34%

전일대비 5월 누적 21년 누적 2 5.5 12.6 2 13.33% 15.34%

국내주식(ETF제외) 313.7 513.5 890.8 3 4.7 10.4 3 12.68% 15.88%

해외주식(ETF제외) -1.5 64.3 2,955.5 4 4.4 9.0 4 12.08% 14.65%

5 3.9 8.0 5 10.00% 10.32%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653 0.20 0.10 -0.20 -9.4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137 -0.30 1.60 -0.40 15.90 1 19.6 14.0 1 12.27% 12.17%

국고채 5년 1.643 1.40 4.20 1.30 30.80 2 5.9 12.4 2 10.75% 11.83%

국고채 10년 2.123 2.10 2.50 -0.50 41.00 3 5.0 5.5 3 10.74% 11.36%

회사채 AA- 3년 1.900 0.00 0.00 -1.40 -30.80 4 4.7 4.0 4 9.93% 11.13%

회사채 BBB- 3년 8.266 0.00 -0.60 -1.40 -34.90 5 4.2 2.7 5 9.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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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에도 긴축 우려 완화에 상승함. 4월 비농업 고
용 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경제 회복 기대가 후퇴함. 이후 바이
든 대통령, 옐런 재무장관 및 연준 인사들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을 발표
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긴축 우려가 완화됨.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달러 인덱스, 고용 지표 부진과 긴축 우려 완화에 하락
- 국제유가, 달러 약세와 수요 회복 기대감에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긴축 우려 완화와 기업 실적 기대에 상승함. 미 고용지표 부
진에도 긴축 우려 완화되면서 증시 하단을 지지함. 독일 수출 지표 개선에 기
술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수요 회복 기대에 비철금속 업종이 상승함. 유럽 주
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일본증시
- NIKKEI225지수는 대형주 실적 관망세에 강보합을 기록. 도요타와 소프트
뱅크그룹 등 대형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지속함. 일본 정부
가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연장하고 확대한다는 소식은 지수 추가 상승
을 제한함. 전 거래일 대비 0.09% 상승한 29,357.82엔으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미-중 갈등 우려와 대형주 약세에 하락함. 수출 지표와
서비스업 PMI 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점은 긍정적이나 미 정부의 대중
제재 압박 우려가 부각됨.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군 연계 기업 투자 금지 조
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소식이 대두. 전 거래일 대비 0.65% 하락한
3,418.87P로 마감

▶ KOSPI
- KOSPI는 경기 회복 기대에 상승. 전일 미국 실업 지표 개선과 연준 인사들의 완
화적 기조 발언에 투자심리가 회복하면서 상승 출발. 외국인의 8거래일 연속 순매
도와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도 경기 회복 기대 속 기관 매수세 이어지며 지
수는 상승폭을 확대. 코로나19 백신 특허 보호 유예 소식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로직스 등 국내 CMO 기업이 강세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0.58% 상승한
3,197.20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개인 순매수에 상승함.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도 개인의
저가 매수세에 지수는 상승함.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수혜 기대에 셀트리온 그
룹주가 강세를 보였고, 건설경기 회복 및 정책 수혜 기대감에 건설 업종이 강세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0.86% 상승한 978.30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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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4월 고용, 대규모 부양 법안 필요성 확인…갈 길이 멀다"
- 바이든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4월 고용 보고서는 대규모 부양
법안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밝힘. 아직 경제정상화까지 시일이 걸리며, 지난 3월
서명한 1.9조 달러의 부양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임
▶ 옐런, 고용쇼크 수습 나섰지만...'테이퍼링 시간표' 놓고 논란
- 옐런 재무장관은 4월 고용지표는 정상화까지 긴 오르막길 잘 보여주나 올해와
내년에 강력한 경제 회복을 확신한다고 밝힘. 7월말 부채한도 적용 유예기간이 끝
난 다음, 부채 한도 도달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올해 여름에 도달할 수도 있다
고 덧붙임. 더불어 긴급 대응 조치도 여름에 고갈될 수 있다고 밝힘
▶ 연준 인사 발언
-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7일(현지시간) 4월 고용지표에서 여행 및 숙박업 부
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은 부진했으며, 상당한 추가 진전에 근접하지 않았다고
밝힘
-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7일(현지시간) 고용 보고서 발표 직후 4월
고용보고서는 통화정책이 전망이 아닌 결과에 기반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보여줬
다고 밝힘
▶ WHO, 중국 시노팜 백신 긴급사용 승인
- 세계보건기구(WHO)는 7일(현지시간) 중국 제약사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함. 비서구권 국가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건 시노팜이 처음으로 시노팜 백신의 효능이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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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with I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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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3대 통신사,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폐지 확정
- 주식예탁증서를 홍콩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교환해줄 것이라는
방침

-동원F&B, 페트병 경량화로 플라스틱 무게 약 25% 절감
-스타벅스, 일회용컵 없는 날 친환경 캠페인 전개

-이수만, '더 보이스' 마크 버넷 프로듀서 참여
- 선발자 'NCT 할리우드' 멤버로 글로벌 활동
- 프로그램 연내 공개 "K팝 할리우드로 이끌자"

- 지문, 패턴, 비밀번호 등 간단한 방식으로 본인인증하고, 최대 8단계 신용카
드 결제 절차 2단계로 간소화
- 유샵을 방문하는 고객분들에게 차별화된 단말 구매경험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로 언택트 소비 트랜드 맞춰 온라인 강화
-편의성과 다양한 혜택으로 집콕족 잡는다

- 삼성기업인수목적2호와 스팩 상장 추진
- 엔피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사

▶ 中 3대 통신사, 뉴욕증시서 결국 퇴출 ▶ '친환경' 나서는 식음료업계, 플라스틱·일회용 줄인다 ▶ SM엔터, 美 MGM과 손잡고 글로벌 오디션

▶ LG유플러스, 통신사 최초 네이버 간편결제 통한 비대면 가입 서비스 제공 ▶ ‘집콕족·엄지족 잡아라’… 식음료업계, 온라인 시장 강화 나서 ▶ 위지윅스튜디오 자회사 엔피,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데일리시큐｜https://bit.ly/2QXfp91 브릿지경제｜https://bit.ly/3uCRwSK 한국경제｜https://bit.ly/3xRZbi1

더퍼블릭｜https://bit.ly/3hbBifp 뉴시스20｜https://bit.ly/3fldEdZ 연합뉴스｜https://bit.ly/3eyQuSa

- 통신3사의 인증플랫폼 PASS가 유력 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
- 통신3사, 농협과 PASS 플랫폼을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 협력 함께 추진

-실내 활동 증가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로우 스펙' 식품 선호 트렌드 확대
-'로우 스펙' 경쟁 심화중…차별화된 맛∙스펙 지닌 다채로운 제품 출시 활발

- 마인드마크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 크라임 퍼즐'의 공동 투자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콘텐츠 제작 편수와 상호
간 전담 업무 및 협력 범위 구체화 예정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통신3사, PASS로 농협과 인증·마이데이터 사업 추진...고객 인증 간소화 ▶ "빼고 낮추고"…올 여름 대비 '로우스펙' 식음료 인기↑ ▶ KT스튜디오지니,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에 신세계와 '맞손'

뉴스1｜https://bit.ly/3eBzUkF 뉴시스｜https://bit.ly/3bdKxI7 헤럴드경제｜https://bit.ly/3y0wu2c

- 통계청, 신한은행과 데이터의 활용과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금융 데이터의 연계 및 분석이 정부·민간 협업의 사례 확대 계기

- 'AGE 20's(에이지투웨니스)' 대표 제품 ‘시그니처 에센스 커버팩트’미국
아마존 '파운데이션' 카테고리 베스트 셀러 2위 차지
- '루나(LUNA)' 역시 4월 아마존 입점 후 대표 제품 '롱래스팅 팁 컨실러'가 입
점 직후 '아마존 핫 뉴 릴리즈' 컨실러 부문 1위 차지

- 공공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41건 실시
- 공사비 1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의 경우는 경기도가 공사비
의 50%이상을 보조하는 사업 해당

- 작년 7월말 이후…신용대출 금리도 0.6%p↑
- 인플레 기대로 금리 상승 속도 빨라지면 이자 부담에 소비 줄 것

- 포털 방식 수수료 정책 발표 이후 10일간 새롭게 참여한 파트너사가 직전
동기간 대비 33.2% 증가. 전체 파트너사 수 역시 22.2% 증가
- 업계 평균 수수료율(13.6%) 5분의 1 수준인 2.9% 수수료를 위메프만의 고
유 수수료 모델로 운영키로 하면서 파트너사 수 급증

- 친환경 저감제는 3∼6개월 뒤면 먼지가 자연 분해
- 포집력도 더 우수해지면서 비산먼지 억제 효과가 뛰어나며 가격도 80% 이
상 저렴

▶ 통계청, 신한은행과 '금융데이터 활용' 업무계약 체결 ▶ "이게 찐 K뷰티" 애경 'AGE 20's', 美 아마존 대박 ▶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 공공건설 사업 사전검토 41건 시행

▶ 1천조 가계대출 어쩌나…은행 주담대 금리 많게는 0.9%p 뛰어 ▶ 위메프, '2.9%' 정률 수수료 통했다…열흘만 신규 파트너사 33% 증가 ▶ 포스코건설, 비산먼지 자연 분해 친환경 저감제 개발

연합뉴스｜https://bit.ly/3uDFWa0 여성소비자신문｜https://bit.ly/3twpXJl 연합뉴스｜https://bit.ly/3ewtN0L

연합뉴스｜https://bit.ly/2R3HyLm 아주경제｜https://bit.ly/3h7Osdk 머니투데이｜https://bit.ly/3hgZEnU

- 인수의향서 받는 절차 진행중…3∼4주 매수자 찾기 주력
- 씨티은행 노조, 금융위원장 면담…분리매각·철수 반대

- 중국 기술기업 바이트댄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뛰어넘
겠다는 목표로 해당 분야 직원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지난해 더우인의 화장품, 의류 및 기타 제품을 판매 매출은 260억 달러 규
모로 이는 알리바바의 타오바오가 설립 6년 차에 이룬 매출 수준

- 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하여 세부기준 제정안 마
련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
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씨티은행장 "통매각 최우선 추진"…물밑 매수자 물색 ▶ ”알리바바 이기자”… 직원 수천명 고용한 中바이트댄스 ▶ 시설물업→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업종 전환 가능해진다

조선비즈｜https://bit.ly/3vUmaqI 연합뉴스 ｜https://bit.ly/2R80jgT 헤럴드경제 ｜https://bit.ly/3hcNYT3

- 분자진단, 한번 검사로 여러 병 빠르게 진단, 씨젠, 지난해 매출 9배·영업
이익 30배 증가
-“AI·빅데이터 활용한 분자진단 시약 자동개발시스템 개발 중”

- 유가 상승, 휘발유 수요 증가에 정유4사 1분기 흑자 전환
- 정제마진 3달러 진입…'백신 효과', '드라이빙 시즌' 2분기도 기대감

- UNIST·맥길대·MIT 연구진, 기존 이론 뒤집는 무질서 암염 소재 설계 원
리 찾아
- 차세대 배터리 전극 소재 설계 원리 뒤집혀, 전기차 가격 하락 소재 개발 탄
력

- 호조세 유지하며 대표적인 신성장 품목으로 자리매김
-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두 품목 모두 대폭 감소해

- 호실적 달성 석유화학, 수익성 기반으로 친환경 사업 강화
- LG화학, Sustainability 제품군 집중 육성
- 롯데케미칼, 그린프로미스 2030 선언
- SK케미칼, 친환경 고기능성 수지 코폴리에스터 사업 주력

- 배터리 분쟁 겪으며 전문 인력 필요성 부각
- 글로벌 사업 확장 국면서 선제 대비

▶ 씨젠 부사장 첨단 IT 기술 집약한 분자진단 생활화 이룰 것 ▶ 사상 최악 경험한 정유업계, 올해 실적 개선 '날갯짓' ▶ 소금으로 초저가 ‘전기車 배터리’ 만든다

▶ '잘나가는' 바이오·의약품 수출…20개월 연속 증가 ▶ "최고 실적에 안주 말라" 석유화학업계 '탈탄소' 전환 잰걸음 ▶ "제2 배터리분쟁 대비하자"…LG·SK, 법무·특허 인력 러브콜

메디컬옵저버｜https://bit.ly/3tvUIhl 머니투데이 ｜https://bit.ly/3o0rRAC 연합뉴스 ｜https://bit.ly/3bvEFKD

청년의사｜https://bit.ly/3eyYK4q 이데일리 ｜https://bit.ly/2RyxSIO 머니S ｜https://bit.ly/3vSPn5v

- 지난 7일 코스피 종목 주가 회복…코스닥은 ‘주춤’
- JW중외제약·종근당 등 제약사도 공매도 비중 높아

- LG화학·롯데케미칼·금호석화 등 호실적
- '집콕'에 가전·포장재 등 수요 급증한 덕
- 미뤄진 증설에 美한파 공급 차질까지 가세
- "쌓아둔 재고 적다" 업황 성수기 지속 기대

- LGES, 인도네시아 정부와 11조원 투자 MOU 체결
-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자원 매장 풍부한 인도네시아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공매도 재개 일주일…제약·바이오 일부 종목 '과열' ▶ 1분기 잇단 '사상 최대 실적' 석유화학업계, 코로나 위기가 기회로 ▶ LG에너지솔루션,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투자 가속페달

전자신문 | https://bit.ly/3o138wd 조선일보 | https://bit.ly/3eug7n4 연합뉴스｜https://bit.ly/3uxpTKG

- 세라믹기술원, 2인치 에피 웨이퍼 개발
- SiC, 질화갈륨 대비 제조비용 30% 수준
- "산학연 협력.. 4,6인치급 상용화 목표"

- ‘네이버 검색 콜로키움’ 개최
- “우리 기술, 글로벌 시장서도 통할 것”

- FY2022(2022년 4월∼2023년 3월) '도요타'와 '렉서스' 양대 브랜드 전 세
계 1천 40만대 차 생산 계획
- 내년도 일본에서 330만대를 생산하고 일본 외 지역에서 710만대를 생산해
금년도 계획(950만대)보다 생산량 9.5％ 확대 계획

- 코로나 탈출했더니 원자잿 값 급등
- 철강 값 올라 차·조선·건설업 ‘비명’

- "출혈 있어도 선점 효과 극대화"
- 새 콘텐츠·서비스 고객확보 총력
- 1분기 마케팅비 86%·125% 늘려
- 네이버 1,720억· 카카오 672억

- 수입차 2곳 4월 판매 합계, 처음으로 외국계 3사 추월
- 지난해 하반기 외국계 3사 월 ,6000대 안팎의 판매량 유지. 올해 쌍용차 협
력업체의 납품 거부에 따른 공장 가동을 중단 등 각종 악재 지속

▶ 산화갈륨, 전력반도체 국산화 日 독점 깬다 ▶ 네이버 “AI 검색 사용성 개선…3달간 이용량 24% 증가” ▶ "도요타자동차, 내년도 생산 계획 첫 1천만대 돌파"

▶ 반도체 대란에 철광석 값 급등… ‘5월의 보릿고개’ 닥친 산업계 ▶ 환급·할인·포인트...네이버·카카오 '錢의 전쟁' ▶ 벤츠·BMW 국내 판매, 르노·쌍용·GM 합친 것보다 많아

서울신문 | https://bit.ly/3tB6MOq 서울경제 | https://bit.ly/3bfnWuO 중소기업신문｜https://bit.ly/3vYrSIp

파이낸셜뉴스 | https://bit.ly/3xZptyL NEWSIS | https://bit.ly/3beMTXd 이데일리｜https://bit.ly/3f4je4a

- 정부, 투자비의 30∼40% 검토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혜택

- 국가특허빅데이터센터, 지식재산 관점 미래 산업 전략 제시
- 빅데이터 분석 대상을 2024년까지 35개 분야로 확대해 유망기술을 발굴하
고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방침

-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기술 확보 일환으로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무인운반차) 로봇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돌입
- AGV 로봇은 현대차와 현대위아가 공동 개발. 로봇청소기 형태로 차량 바퀴
4곳에 붙어 차량을 살짝 들어 올린 후 자율주행으로 이동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반도체 등 핵심기술 R&D 세제혜택 늘린다 ▶ 특허청, 특허 빅테이터로 반도체·5G 미래 전략 수립 나서 ▶ '물류로봇' 진출 선언한 현대차, 로봇주차 실증사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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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5. 10│ IBK투자증권 기간산업분석부/혁신기업분석부

Start with IBKS

https://bit.ly/3dZbaks
https://bit.ly/3dZbaks
https://bit.ly/3dZbaks
https://bit.ly/3dZbaks
https://bit.ly/3dZbaks
https://bit.ly/3dZba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