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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및 이슈 ① 애플 (전일 대비 -2.6%) 

- DXOMARK 배터리 테스트에서 iPhone 12 Max Pro 4위 기록 

- 2023년부터 자체 설계한 5G 베이스밴드 칩 채택 전망 

- Zoom에 멀티태스킹 중 iPad 카메라 사용할 수 있는 특별 API 액세스 권한 부여 

- iOS 사용자 1,28억명 XcodeGhost 멀웨어 감염 피해 사실 묵살 

- Corning, 4,500만 달러 규모 Apple Advanced Manufacturing Fund 확보 

- The Information, 7개의 애플 공급사가 위구르 강제노동과 관련 

- 신규 SoC를 적용한 휴대용 하이브리드 콘솔 개발 루머 

- Apple TV+, 오프라 윈프리와 헤리 왕자 시리즈 오는 5월 21일 방송 예정 

- 차세대 MacBook, iPad Pro와 유사한 외관 디자인 전망 

② AMD (전일 대비 -3.6%) 

- 삼성, 2021년 하반기 RDNA GPU적용 노트북용 SoC(5nm 기반) 출시 전망 

- 영국 반독점국, AMD와 자일링스와 합병 검토 시작(7월 6일까지 결정 예정) 

- Steam Hardware Survey 4월 CPU 부분에서 29.54% 점유율 기록 

- Supermicro, 신규 EPYC기반의 A+ 라인 런칭  

③ 인텔 (전일 대비 -2.9%) 

- Alder Lake-S, 11월 출시 예정(기존 루머 9월에서 지연) 

- 인텔, 삼성전기에 FC-BGA 선투자 제안 

- 35억달러 투자를 통해 뉴멕시코 Rio Rancho 공장 패키지 라인 확장 

④ 엔비디아 (전일 대비 -3.7%) 

- AI칩 스타트업 Graphcore, 북미 시장 진출 

⑤ 퀄컴 (전일 대비 -6.5%) 

- 삼성, 이미 대부분 기기에 보안 이슈 관련 패치 적용 

미래에셋증권 Global Tech 주요 종목 및 Index 요약   

기업명 Ticker 시가총액 (백만달러) 1D 1W 1M 3M 6M 

애플 AAPL US  2,116,826  -2.6  -4.3  -4.6  -6.3  9.4  

엔비디아 NVDA US  355,151  -3.7  -3.8  -0.9  -3.4  11.7  

브로드컴 AVGO US  178,061  -3.6  -3.1  -10.1  -7.2  20.1  

소니 6758 JP  124,935  3.0  -5.9  -11.9  -10.1  19.2  

일본전산 6594 JP  68,446  0.3  -5.5  -11.9  -13.7  6.8  

자이링스 XLNX US  29,391  -3.9  -3.2  -7.8  -16.5  -2.3  

샤오미 1810 HK  81,797  -0.2  3.1  -1.9  -10.2  12.2  

AMD AMD US  92,329  -3.6  -3.3  -8.2  -17.7  -2.6  

PHLX Semi SOX Index  -4.7  -3.5  -9.9  -3.5  22.5  

MSCI IT World  -2.4  -1.0  -4.4  -2.3  15.0  

Index US  -2.6  -3.3  -5.0  -2.5  13.7  

  Korea  1.2  1.8  -1.5  0.1  37.2  

  Japan  0.5  1.3  -0.7  2.0  23.3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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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