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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69.16 -1.36 0.40 1.16 11.97 1.622 1.97 5.57 -0.42 70.85

4,152.10 -0.87 -0.30 -0.70 10.54 -0.161 5.10 6.70 4.10 40.80

13,389.43 -0.09 -1.79 -4.11 3.89 0.833 4.50 1.40 -0.90 63.60

2,976.01 0.30 -1.60 -4.28 6.46 0.222 5.70 8.40 6.60 56.00

21.84 11.09 12.11 17.36 -4.00 0.986 5.80 8.80 8.20 44.30

3,946.06 -1.92 0.54 -0.72 11.07 0.521 5.40 7.00 4.50 47.40

15,119.75 -1.82 1.77 -0.11 10.21 0.540 5.50 8.00 6.00 51.00

6,267.39 -1.86 0.25 -0.03 12.90 0.192 5.10 7.40 5.40 57.50

6,947.99 -2.47 0.36 -0.19 7.55 1.015 3.00 3.70 2.20 38.70

3,441.85 0.40 -0.95 -0.95 -0.90 9.037 0.20 2.00 15.40 257.75

28,608.59 -3.08 -1.53 -1.53 4.24 0.078 -0.90 -1.90 -1.90 5.70

16,583.13 -3.79 -2.07 -5.60 12.56 1.722 1.00 -1.80 -2.40 75.20

28,013.81 -2.03 -1.90 -2.48 2.87

10,431.55 -2.06 -3.10 -3.64 -2.86 

49,161.81 -0.69 1.88 0.78 2.70 종가 1D(%) 5D(%) MTD(%) YTD(%)

1,256.04 -0.28 1.11 2.15 13.79 1,119.60 0.52 -0.39 0.66 3.07

종가 1D(%) 5D(%) MTD(%) YTD(%) 122,964.00 0.87 4.46 3.42 3.32 1,119.49 0.24 -0.58 0.15 3.00

KOSPI 3,209.43 -1.23 2.63 1.96 11.69 3,652.05 -1.16 2.09 2.27 11.04 10.3080 0.51 0.13 0.90 -1.95 

KOSPI200 428.77 -1.57 2.00 1.52 10.14 8,987.20 -1.72 1.78 1.95 11.31 90.14 -0.08 -0.88 -1.25 0.23

KOSDAQ 978.61 -1.43 1.75 -0.49 1.05 24,396.01 -1.64 1.75 1.06 9.73 108.62 -0.17 -0.65 -0.63 5.20

K200 선물 427.85 -1.86 1.93 1.36 9.94 896.04 -1.11 -1.57 -1.57 10.76 1.2148 0.16 1.12 1.06 -0.56 

7,096.97 -1.06 0.41 1.01 7.74 6.4292 0.20 -0.66 -0.66 -1.50 

1D 5D MTD YTD 698.42 -1.14 0.12 -0.49 8.06 5.2213 -0.13 -4.07 -3.99 0.54

KOSPI(십억원) 2,928.33 -1.12 0.20 -0.35 8.86 109.12 -0.15 0.53 0.42 -0.17 

-2,022.2 -2,152.8 -2,593.1 -10,647.2 1,329.08 -1.28 -0.44 -1.38 2.93

-1,351.3 335.3 196.2 -33,975.9 704.54 -2.25 0.80 0.44 4.32

3,560.2 2,007.2 2,594.9 46,147.1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65.28 0.55 -0.53 2.67 34.54

-220.5 -435.5 -617.9 -1,815.9 65.67 -1.11 -0.39 1.83 30.74

-266.8 -311.6 -366.5 -3,686.0 금액 금액 2.955 0.78 -0.40 0.82 16.38

509.2 822.2 1,021.6 7,522.1 1 94.9 792.0 3,240 1.79 6.13 7.75 137.89

선물(계약) 2 66.2 414.3 3.19 0.00 -0.93 -0.93 89.88

-9,285 8,280 8,723 -49,869 3 29.2 361.6 2.54 0.00 0.00 0.00 0.00

7,911 -11,244 -10,877 49,401 4 20.6 50.1 1,836.10 -0.08 3.38 3.87 -3.11 

1,946 2,582 1,916 -561 5 19.5 37.0 27.657 0.65 4.21 6.98 4.71

10,382 -0.34 5.67 5.03 32.30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2,992 -0.78 2.24 2.48 7.43

차익 순매수 -151.1 4.6 13.0 6.4 0.7 1 78.3 494.3 759.75 2.32 3.09 2.32 18.62

비차익 순매수 -1,007.9 264.4 -171.6 28.9 -105.9 2 51.1 215.2 760 1.54 1.98 2.64 56.92

3 47.1 106.2 1,637.5 1.08 3.84 4.23 24.50

5/10잔고 1D 5D MTD YTD 4 18.4 95.8 4,378.3 -0.49 4.79 4.57 26.96

고객예탁금 67,766.6 -194.6 9,349.9 9,349.9 2,143.2 5 15.4 81.8 207.55 0.68 2.52 3.90 23.69

신용잔고(KOSPI) 12,549.6 115.5 -327.9 -327.9 2,933.1

신용잔고(KOSDAQ) 10,232.2 54.9 -265.0 -265.0 619.1

미수금 277.4 -20.2 -115.3 -115.3 -214.7 금액 금액

1 11.7 14.2 1 13.32% 16.34%

전일대비 5월 누적 21년 누적 2 6.6 9.8 2 12.90% 15.86%

국내주식(ETF제외) 677.4 1,525.5 1,902.8 3 6.3 9.6 3 12.18% 15.53%

해외주식(ETF제외) 70.8 172.7 3,063.9 4 5.5 8.4 4 10.00% 14.72%

5 4.8 8.1 5 10.15% 10.55%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635 -1.10 -2.80 -2.00 -11.2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128 -0.80 -2.10 -1.30 15.00 1 5.5 14.0 1 12.25% 12.08%

국고채 5년 1.627 -0.80 -0.90 -0.30 29.20 2 2.2 11.1 2 10.76% 11.63%

국고채 10년 2.139 0.50 1.50 1.10 42.60 3 2.1 10.5 3 10.65% 11.24%

회사채 AA- 3년 1.892 -0.70 -2.50 -2.20 -31.60 4 1.9 7.9 4 9.32% 11.11%

회사채 BBB- 3년 8.257 -0.70 -2.70 -2.30 -35.80 5 1.7 6.0 5 9.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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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기관 순매수

 대한항공                               

외국인 순매수

종목

 KT                                     

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하락함. 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
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연준 관계자들의 완화 기
조 발언에도 인력난 및 임금 상승 우려가 부상함. 장 초반 기술주가 급락하면
서 투자심리가 후퇴했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축소함.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
- 달러 인덱스, 연준의 완화적 기조 재확인에 하락
- 국제유가, 미 송유관 가동 중단 사태 및 달러 약세에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하락함.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미 나스
닥 선물 지수 급락에 연동해 투자심리가 후퇴함. 여행, 소매, 기술주 등은 차
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함.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

▶ 일본증시
- NIKKEI225지수는 미 증시 약세 여파에 하락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에 반도체, 전자장비, 정밀기기 관련주가 증시 하락을 주도함. 소프트뱅
크 그룹 등 대형주 급락도 악재로 작용. 코로나19 긴급사태 연장도 투자심
리를 제한. 전 거래일 대비 3.08% 하락한 28,608.59엔으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대형주 중심 저가 매수세에 상승함.
5월 생산자물가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돼 장 초
반 하락. 다만 대형주, 백마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후 증
시 반등. 최근 강세를 보인 원자재, 비철금속, 석탄 업종은 약세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0.40% 상승한 3,441.85P로 마감

▶ KOSPI
- KOSPI는 전일 미 증시 약세와 대형주 부진에 하락함. 인플레이션 우려 속 미 증
시가 부진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대형주 중심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투자심리가 위축된 기관과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견인. 전 거래일 대비 1.23% 하락한 3,209.43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에 하락함. 앞서 미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인 데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반도체, IT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함.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속 등 일부 경기 민감주는 강세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1.43% 하락한 978.61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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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인플레이션 가능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송유관 시설 폐쇄에 따른
휘발유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힘. 다만, 대다수 경제 담당 애널
리스트들은 그것이 일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임
▶ 연준 인사 발언
-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고용이 계속 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
상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데 인내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4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실망스러웠지만 미국
경제 회복 속도에 여전히 낙관한다고 발언. 다만 추가적이고 광범위한 진전을 보
고 싶다고 밝힘. 아직 연준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도중 일부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상승 압력을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에서 높아진 위험을 보지는 못했다고 강조
-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아직 연준의 통화정책 지원 철회 이유가 없다고
밝힘. 팬데믹 이전으로의 노동력 회복 추세가 여름 정도에 나타날 것이라 덧붙임
▶ "미국 반도체 배터리 투자 결단해라"…바이든 행정부, 삼성전자 불러 또 투자
압박
- 미 상무부가 반도체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 인텔, 대만 TSMC 등
의 반도체 기업과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자동차 기업, 구글과 아마존 등 IT
기업을 초청해 화상 회의를 20일 열 계획이라고 밝힘 홍콩(H)

영국

중국(상해)

일본

대만

홍콩(항셍)

지수

DOW

NASDAQ

PHIL 반도체

VIX

EUROSTOXX50

국내 증시 동향

수급동향

 원익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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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순매수

종목

 KODEX 200선물인버스2X                  

MSCI DM

인도

브라질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호주

MSCI ACWI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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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with I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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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보안·커머스 모두 실적 호조…매출 비중 31.8%까지 늘어
- 5G 가입자 순증 힘입어 MNO도 선방…CAPEX는 줄어

- 즉석밥·전통음료·적전류 한식 전반 카테고리 확장
- MZ세대 겨냥 SNS 마케팅 강화, 전주한옥마을과 협업

- 매출 163억…전년 동기 대비 219% 늘어
- 아이들 미니 4집 앨범과 펜타곤의 미니 11집 앨범 음반·음원 매출 증가
- 해외 자회사를 통한 화장품 신규사업의 경우 일본 현지에서 큰 호응

- 주거 브랜드 래미안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BI(브랜드 정체성) 리뉴얼
- 신규 BI는 2021년 하반기에 입주하는 래미안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

- 1분기 영업익 컨센서스 상회…주가 상승 전고점 근접
- 목표주가 최대 70만원…"2분기도 영업익 증가세 지속"

- 내달 대만, 태국 시작으로 연내 중국, 인도 진출
-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서 네트워크 확장에 박차

▶ SKT "뉴 ICT가 성장 견인차"…통신업 1.9% vs 신사업 16.7% 성장 ▶ 동원F&B, 36년 역사 '양반' 한식간편식 빅 브랜드 키운다 ▶ 큐브엔터, 1분기 영업이익 22억원…흑자전환 성공

▶ 삼성물산, 14년 만에 래미안 BI 리뉴얼 ▶ '실적 우려' 덜어낸 식품 대장株 CJ제일제당…신고가 쓰나 ▶ 카카오엔터, '타파스-래디쉬' 품고 K-콘텐츠 확장한다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hl5iW6 뉴스1 https://bit.ly/3w407y5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w0i4xd

글로벌경제신문｜https://bit.ly/3w0gUBR 머니투데이 https://bit.ly/3oajxhK 미디어펜｜https://bit.ly/3foAe5t

- 싱가포르 케펠과 함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로부터 FPSO 1기 수주
- 유가가 점차 상승하며 해양 개발에 대한 수요도 회복세

- 코로나 '보복소비'와 '스몰럭셔리' 트렌드에 도심 특급호텔 고가 식음메뉴 인
기
- 맛이나 콘셉트, 식당 분위기 등이 최근 유행하는 프리미엄 소비와 맞다

- 디즈니 플러스, KT, LGU+ 등 국내 사업자들과 막판 협상 조율 중
- 디즈니, 한국 진출 따라 웨이브서 자사 콘텐츠 뺄 가능성 높아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 8,500억 규모 해양설비 수주 ▶ '객실은 텅빈' 특급호텔, '15만원' 뷔페까지 식음료 불티 ▶ 넷플릭스에 디즈니까지...국내 OTT 시장, 외산 결투장 되나

한국경제｜https://bit.ly/3bhIxyp 서울파이낸스｜https://bit.ly/2Q7reJ5 매일경제｜https://bit.ly/3y2L1KT

- 한국판 뉴딜기업과 ESG 경영기업에 우대금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을 발굴·지원
- 14일부터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신청 가능

- 11번가, 연결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 1,3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억원 증가. 영업 손실은 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억원 개선
- 올해 두 자릿수 거래액 성장과 함께 손익분기점(BEP) 수준의 영업 손익 전
망

- 남위드유와 589억원 규모 경주 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도급계약 체결
- 경주 진현동 주상복합 건설과 같은 건설 수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

- 양사 '제2의 나라' 게임대회 등 MOU 체결
- 양사의 경쟁력이 융합된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즐겁고 차별화된 경험

- GS샵, 자사 모바일 전용 라이브 커머스 '샤피라이브' 5월 방송 횟수를 매일
4회 이상으로 확대
- 상품 품질 보장에 대한 고객 불만 문제 해결을 위해 브랜드 상품을 엄선된
큐레이션으로 집중 소개

- 교통망·생활인프라·학군 등 입지조건 우수
-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총 478가구 규모로 조성

▶ 우리은행-신용보증기금, 4,300억원 규모 금융지원 MOU ▶ 11번가, 1Q 영업손실 40억원…매출은 3분기 연속 증가 ▶ 대우조선해양건설, 589억원 규모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 넷마블, 하나은행과 금융 연계형 게임 만든다 ▶ GS샵, 라이브 커머스 강화…'샤피라이브' 선봬 ▶ 한화건설, '포레나 서충주'…다음달 분양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uEkH7V 미디어펜｜https://bit.ly/2QazgkA 한국경제｜https://bit.ly/3vXCNBS

한국경제｜https://bit.ly/3eBgTib 디지털타임스｜https://bit.ly/3y0rgUh 뉴시스｜https://bit.ly/3xVkqiO

- 종합지급결제 시동건 핀테크...모든 금융업무 가능해 큰 위협
- 통합 간편결제 플랫폼 맞불...범용성·편의성 높여야 성공

- 올해 1분기 전국 16개 시·도 중 14곳에서 소매판매 증가
- 대구(9.5%) 소매판매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특히 백화점(42.1%)이 급증,
개소세 인하 영향으로 승용차·연료소매점(14.9%)도 큰 폭 증가
- 다만 제주(-8.1%), 인천(-2.6%)은 면세점 판매 김소 영향 반영

- 최고 19층, 6개동, 전용면적 50~84㎡ 총 303세대 규모
- 대구의 강남 '수성구' 분양…뛰어난 정주여건 모두 누려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페이大戰 뛰어든 금융지주 '新병기' 뭘까 ▶ 1분기 소매판매, 인천·제주 제외한 14곳서 증가 ▶ 포스코건설, 대구 '더샵 수성오클레어' 내달 분양

연합뉴스 https://bit.ly/3y6OrMy 비즈팩트 ｜https://bit.ly/3y53iqO 뉴시스 ｜https://bit.ly/2SCZ0qx

- 예방효과 94.1%로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 인정…오는 13일 중앙약심 개최
- 임상시험 전체 등록자 3만 351명 중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는 백신군과 대
조군에서 각각 1.0% 정도

- 복합정제마진 배럴당 3.9달러…일간 기준으로는 4달러 넘기기도
- 정제마진 상승은 항공유가 견인…정유업계 2분기에도 대규모 호실적 전망

- KBE(Korea Battery & ESG) Fund 핵심 투자자로 참여
- 국내 ESG산업 생태계 강화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종합 항암면역치료 솔루션 제공
-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싸이티바, 밀테니바이오텍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항암면역치료제 생산

- 금호폴리켐, EDPM 기준 글로벌 4위 생산능력 보유
- 기존 지분 50%에서 100% 보유... 완전 자회사로 전환

- 리튬메탈 배터리 개발사 '솔리드에너지시스템'
- 총 투자금액 700억원..3대 주주 지위 확보

▶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첫 전문가 자문 통과…"허가 가능" ▶ 정제마진 배럴당 4달러 목전…정유업계 '완전 정상화' 임박 ▶ LG화학, ESG 유망기업 육성 펀드에 1,500억원 투자한다

▶ 박셀바이오, "맞춤형 면역항암제 스마트 제조공정 개발 본격화" ▶ 금호석유화학, 금호폴리켐 지분 100% 보유로 합성고무 입지 강화 ▶ SK㈜, 차세대 배터리사 '솔리드에너지시스템' 400억 추가 투자

서울경제 https://bit.ly/3oaj4fu 비즈팩트 ｜https://bit.ly/3eA1M8E 파이낸셜뉴스 ｜https://bit.ly/3huZDNx

한국경제 https://bit.ly/3ycXV9t 뉴스1 ｜https://bit.ly/3bfxFRW 뉴시스 ｜https://bit.ly/3bjCPvZ

- 이르면 8월부터 年 10억여 회분 위탁생산, 국내 공급 추진…백신 수급 숨통
트일 듯
- "한국 CMO산업 높아진 위상 보여준 것"

- 1분기 영업이익 2,546억원…전년比 52% 증가
- 하반기 LDPE 약보합, PVC 견조…태양광 실적 개선

- SKIET, 시초가 대비 26.4% 내린 채 마감
- 개장 후 22만2500원 고점 찍고 급락세
- '따상' 실패에 실망 매물…시총 5조 증발
- 상장 첫날 시가총액 순위 코스피 35위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삼성바이오, 화이자 백신 만든다…'8월부터 양산' ▶ 한화솔루션, 석유화학 사업 호조에 사상 최대 실적 ▶ 'SKIET' 상장 첫날 26% 넘게 급락…고평가 우려

아시아경제 | https://bit.ly/33LFryR 주간한국 | https://bit.ly/3eBvtWJ 비즈니스워치｜https://bit.ly/3vPartE

- D램 모듈의 물리적 한계 극복, 용량·대역폭 확장 가능
- 인텔 차세대 플랫폼에서 검증 마쳐

- 美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이어 中 텐센트까지 K콘텐츠 본격 투자
- K콘텐츠, 글로벌서 코로나19 뚫고 승승장구
- 올해 글로벌 OTT들의 K콘텐츠 향한 ‘러브콜’ 봇물

- 기아, 전기차 EV6 사전 예약 개인 고객 중 54%가 '온라인 예약' 이용
- 현대차와 기아는 100% 오프라인 판매망(직영점, 대리점) 이용 중. 작년부터
해외에서 온라인 판매 플랫폼 시작했으나 국내는 영업직 노조의 반발 탓으로
미도입 상태

- 1,000원 하던 칩 5만원까지 올라… 돈 내면 우선공급, 브로커도 등장
- "반도체 없어 공장 절반도 못돌려" 車 부품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

- 카카오, 웹툰 타파스·웹소설 래디쉬 인수…총 1조1천억 투자
- 네이버도 6천714억에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인수 마무리

- 올 들어 4월까지 39,636대 판매, 전년 대비 87.2% 증가
- 국내 미니밴 시장은 지난해 8월 출시된 기아의 4세대 카니발이 주도 중
 지난 달까지 총 32,386대가 팔리며 판매량 전년 대비 191.7% 증가

▶ 삼성, 대용량 데이터 처리용 차세대 D램 기술 개발 ▶ 넷플릭스가 선점한 K콘텐츠, 글로벌 OTT 투자 확대로 날개 달까 ▶ 노조 반대에도…현대차그룹 온라인 판매 실험 통했다

▶ 웃돈 30% 기본, 울며 반도체 사는 車부품사들 ▶ 카카오·네이버, 북미 웹툰·웹소설 인수…글로벌 콘텐츠 공략 ▶ '차박 열풍' 미니밴 시장 쾌속 질주

조선일보 | https://bit.ly/3o68s1f 연합뉴스 | https://bit.ly/2R1lktJ 경기일보｜https://bit.ly/3eAIfER

동아일보 | https://bit.ly/2SycsMi 조선일보 | https://bit.ly/33xRRKl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y2Y7가

- 홍남기 "2,800억 원 추가 지원" 뜯어보니 정부 돈은 500억
- 美 56조 원, 中 173조 원 쏟아붓는데 정부는 잠잠

- 1분기 깜짝실적 뒤에 숨은 위협
- 디지털 광고 급증에 '깜짝 실적'
- 반도체 부족, 금리 인상, 증세 폭탄 도사려

-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에 신규 인테리어 컬러와 고객 선호 사양이 적용된
스페셜 트림 '르블랑'을 새로 추가
- 기존 트림에서 운영하던 일부 선택사양을 기본화하고 상품성을 강화한 반면
가격 인상은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5만원 감축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한국, 말로만 '반도체 총력전'… 美는 56조, 中은 173조 통큰 투자 ▶ 서학개미 4조 투자한 美 빅테크, 그 뒤에 숨은 4대 빅 리스크 ▶ 돌아온 '2021 그랜저'…'르블랑' 트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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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