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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87.66 -1.99 -1.88 -0.85 9.74 1.692 6.99 12.20 6.57 77.84

4,063.04 -2.14 -2.51 -2.83 8.17 -0.123 3.80 10.20 7.90 44.60

13,031.68 -2.67 -4.05 -6.67 1.11 0.886 5.30 9.40 4.40 68.90

2,851.15 -4.20 -6.30 -8.29 1.99 0.261 3.90 11.60 10.50 59.90

27.59 26.33 44.07 48.25 21.27 1.024 3.80 10.70 12.00 48.10

3,947.43 0.03 -1.38 -0.69 11.11 0.562 4.10 10.50 8.60 51.50

15,150.22 0.20 -0.14 0.09 10.43 0.576 3.60 11.00 9.60 54.60

6,279.35 0.19 -0.95 0.16 13.11 0.233 4.10 11.20 9.50 61.60

7,004.63 0.82 -0.49 0.62 8.42 1.033 1.80 6.30 4.00 40.50

3,462.75 0.61 0.46 -0.35 -0.30 9.192 15.50 4.30 30.90 273.25

28,147.51 -1.61 -2.31 -3.12 2.56 0.084 0.60 -0.60 -1.30 6.30

15,902.37 -4.11 -5.59 -9.47 7.94 1.774 5.20 7.50 2.80 80.40

28,231.04 0.78 -0.66 -1.72 3.67

10,556.57 1.20 -1.54 -2.48 -1.69 

48,690.80 -0.96 0.03 -0.19 1.72 종가 1D(%) 5D(%) MTD(%) YTD(%)

1,269.09 1.04 1.01 3.22 14.97 1,124.70 0.46 0.19 1.11 3.53

종가 1D(%) 5D(%) MTD(%) YTD(%) 119,710.00 -2.65 0.12 0.69 0.58 1,133.18 1.22 0.71 1.38 4.26

KOSPI 3,161.66 -1.49 0.45 0.44 10.03 3,654.14 0.06 0.29 2.33 11.10 10.3180 0.10 0.15 1.00 -1.85 

KOSPI200 421.86 -1.61 -0.40 -0.12 8.37 9,007.70 0.23 0.44 2.19 11.57 90.71 0.63 -0.63 -0.62 0.86

KOSDAQ 967.10 -1.18 -0.01 -1.66 -0.14 24,452.93 0.23 -0.04 1.29 9.99 109.67 0.97 0.42 0.33 6.22

K200 선물 420.50 -1.72 -0.64 -0.38 8.06 894.70 -0.15 -1.83 -1.72 10.59 1.2072 -0.63 0.56 0.43 -1.18 

7,044.87 -0.73 -0.72 0.27 6.95 6.4563 0.42 -0.29 -0.25 -1.09 

1D 5D MTD YTD 686.77 -1.67 -1.84 -2.15 6.26 5.3070 1.64 -0.90 -2.41 2.19

KOSPI(십억원) 2,876.79 -1.76 -1.91 -2.11 6.94 108.58 -0.49 -0.01 -0.07 -0.67 

-2,700.5 -4,780.3 -5,293.7 -13,347.7 1,315.25 -1.04 -1.34 -2.40 1.86

-257.4 -90.0 -61.3 -34,233.4 689.55 -2.13 -1.35 -1.70 2.10

2,989.5 5,116.1 5,584.4 49,136.6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66.08 1.23 2.12 3.93 36.19

-170.8 -640.9 -788.6 -1,986.7 66.65 1.49 -0.82 3.35 32.69

-59.1 -402.1 -425.5 -3,745.1 금액 금액 2.969 0.47 1.06 1.30 16.94

234.9 1,125.0 1,256.5 7,757.1 1 39.1 1,141.4 3,254 0.43 3.07 8.21 138.91

선물(계약) 2 38.9 186.3 3.19 0.00 -0.93 -0.93 89.88

-11,908 -7,133 -3,185 -61,777 3 20.5 88.1 2.54 0.00 0.00 0.00 0.00

10,998 976 121 60,399 4 18.4 85.3 1,822.80 -0.72 2.16 3.12 -3.82 

1,565 6,051 3,481 1,004 5 18.2 80.7 27.231 -1.54 2.75 5.33 3.10

10,460 0.75 4.96 5.82 33.29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3,009 0.58 1.38 3.08 8.06

차익 순매수 -326.2 -151.1 4.6 13.0 6.4 1 172.5 160.0 754.75 -0.66 -0.13 1.65 17.84

비차익 순매수 -1,669.9 -1,007.9 264.4 -171.6 28.9 2 162.0 153.5 758 -0.26 0.56 2.36 56.51

3 57.9 115.8 1,660.5 1.40 4.96 5.70 26.25

5/11잔고 1D 5D MTD YTD 4 32.3 57.9 4,402.2 0.55 4.01 5.14 27.65

고객예탁금 69,160.0 1,393.4 -8,741.8 10,743.3 3,536.6 5 31.3 45.9 207.96 0.20 1.87 4.11 23.94

신용잔고(KOSPI) 12,648.8 99.2 -117.4 -228.8 3,032.3

신용잔고(KOSDAQ) 10,273.4 41.2 -167.5 -223.9 660.3

미수금 259.9 -17.5 -99.1 -132.8 -232.2 금액 금액

1 17.3 31.2 1 11.96% 16.34%

전일대비 5월 누적 21년 누적 2 5.7 18.3 2 11.87% 16.00%

국내주식(ETF제외) -354.4 1,171.1 1,548.4 3 5.3 10.7 3 11.60% 15.53%

해외주식(ETF제외) -17.1 155.6 3,046.8 4 4.6 8.9 4 10.51% 14.72%

5 4.5 7.4 5 10.36% 11.14%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631 -0.40 -3.00 -2.40 -11.6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121 -0.70 -3.70 -2.00 14.30 1 11.2 8.4 1 12.25% 12.09%

국고채 5년 1.625 -0.20 -1.80 -0.50 29.00 2 7.0 6.4 2 11.18% 11.69%

국고채 10년 2.125 -1.40 -0.50 -0.30 41.20 3 6.5 5.1 3 10.63% 11.52%

회사채 AA- 3년 1.888 -0.40 -3.20 -2.60 -32.00 4 2.6 5.0 4 10.61% 11.43%

회사채 BBB- 3년 8.253 -0.40 -3.40 -2.70 -36.20 5 2.4 3.7 5 9.3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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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소비자물가 급등에 하락함.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
을 크게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됨. 연준 부의장의 완화적 발언
에도 투자심리 위축.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하며 기술주
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됨.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
- 달러 인덱스,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국채 금리 상승에 강세
- 국제유가, 원유 재고 감소와 수요 기대에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경기 회복 기대에 상승 마감. 미국 인플
레이션 우려에도 독일과 프랑스 소비자물가는 예상에 부합해 영향 제한. EU
집행위의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등 경기 회복 기대로 상승. 유럽 주요
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일본증시
- NIKKEI225지수는 대만 증시 급락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하락함. 전일 미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한 가운데, 대만 증시가 코로나19 우려 등으
로 급락하면서 투자심리가 후퇴함. 일본 내 코로나19 재확산 부담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함. 전 거래일 대비 1.61% 하락한 28,147.51엔으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저가 매수세에 상승함. 장 초
미 증시 하락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후퇴한 가운데, 인민은행이 100억 위안
을 순공급하면서 안도감을 형성. 실적 개선 기대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전
환. 대만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반사이익 기대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
임. 4월 자동차 판매량 호조에 자동차 업종도 강세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0.61% 상승한 3,462.75P로 마감

▶ KOSPI
- KOSPI는 대만 증시 급락, 인플레이션 우려에 하락함. 대만 내 지역감염 발생으
로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격상되는 등 대만 증시 급락에 연동됨. 필라델피아 반도
체 지수 하락과 미국 인플레이션 및 테이퍼링 경계로 투자심리가 위축됨. 외국인
이 전일에 이어 2조원대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 전 거래일 대비
1.49% 하락한 3,161.66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하락함. 반도체 업종 약세와 인플
레이션 우려 지속에 투자심리가 후퇴함.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은 5거래일 연
속, 기관은 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지속함. 두나무가 전환상환우선주(RCPS) 보유
투자기관에 보통주 전환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창투사 업종은 강세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1.18% 하락한 967.10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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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준 인사 발언
-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4월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놀랐으나 높은 인플레이션보
다 취약한 고용시장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표명.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되면 연준
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 경제는 아직 목표에서 먼 상태이며 상당한 진전이 필요
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덧붙임. 단기적인 고용시장 전망은 경제 활동 전망보다 더
불확실해 보인다고 밝힘
-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밝힘
▶ 미국, 7개월 재정적자 1.9조 달러…사상 최대
-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첫 7개월 동안 재정적자는 1.9조 달러로 확
대. 전년 동기 대비 4천억 달러 증가.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정부 수입이 16%
늘어나는 동안 정부 지출은 22% 더 증가한 것으로 발표됨
▶ 바이든, 백악관서 여야 대표 첫 회동…4조 달러 법안 협조 총력
-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
대표, 공화당 매코널 대표와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 바이든 대
통령은 핵심은 우리가 일정한 의견일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비
공개 회동 전에 밝힘
▶ 미 4월 CPI MoM 0.8%로 예상(0.2%) 상회
▶ 미 4월 근원 CPI MoM 0.9%로 예상(0.3%)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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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DAQ,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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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금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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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with IBKS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서울경제 | https://bit.ly/3vZ6Fhd 한국경제 | https://bit.ly/3tzKwoc 워크투데이｜https://bit.ly/3w5f8zJ

-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방미할듯
-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규모 축소, 美 투자 이슈 있는 기업들 중심
- SK이노 조지아 공장 등 韓美 관심사... 반도체 배터리 분야 협업 모델 검토

- 실적발표..닛케이 "순익 4.9조 이상"
- 지난해 기준 애플·아람코 이어 세계 3위
- 도요타 넘어 일본 기업 사상 최고액

- 현대트랜시스, 세계 최초 '전기차용 AWD 디스커넥터 시스템'을 개발. 지난
달부터 양산 돌입
- 효율 6~8% 향상시켜 전기차 주행거리 늘려
- e-GMP시스템에 적용, 신규 출시 아이오닉5부터 적용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삼성·SK·LG CEO 한미정상회담 기간 방미...반도체·배터리 협력 강화 ▶ 소프트뱅크 순익 50조 넘었다…세계 3위·삼성전자 2배 ▶ 현대트랜시스, 전기차용 디스커넥터기술 세계 최초 개발

- 전 세계 팹리스 시장 지난해 처음 1,000억달러 돌파
- 퀄컴 등 美점유율 56.8% 독보적, 대만·中도 강해
- 반면 한국 점유율 1.5% 불과, "메모리만 강한 꼴"
- "메모리 위주 성장, '반쪽짜리' 반도체 강국 멍에".

- 네이버, 부동산 금융 사업에 본격적
- 검색 후 '원클릭' 전세대출
- 부동산 '빅 플랫폼' 탄생하나

- 소비심리가 위축과 美·中 갈등 요인으로 4월 핀매량 27% 급감
- 중국의 4월 자동차 판매량은 전월 대비 8.2% 감소. 전기차 판매도 전월 대
비 14.8% 감소하며 시장 대비 부진
- 연간 45만대 생산능력의 상하이 공장 증설 계획 백지화 분석도 제기

▶ 전기차 특수에도 울고싶은 車업계…반도체 부족-보조금 바닥 ▶ 카카오페이 6월쯤 마이데이터 서비스 재개할듯…예비허가 받아 ▶ 韓·이스라엘 FTA체결…자동차·車부품 무관세

▶ 반도체 수급난에 팹리스 역할 못해 ▶ 네이버·신한은행 손잡았다…"전세 매물 검색부터 대출까지" ▶ 불매운동 여파?…테슬라 中 판매 '뚝'

이데일리 | https://bit.ly/3fi3MSe. 한국경제 | https://bit.ly/3tEWcpU 한국경제｜https://bit.ly/3fbbRI8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삼성바이오로직스 "화이자 백신 위탁생산, 사실아냐" ▶ '침체' 정유 4사의 반전…1분기 깜짝 실적 기록 ▶ LG엔솔, GM합작사와 북미서 폐배터리 재활용사업 나선다

동아일보 | https://bit.ly/3hm23xI News1 | https://bit.ly/3uHW4af 매일경제｜https://bit.ly/33F2zi9

- 기아 EV6 사전예약 조기마감…현대 아이오닉5도 흥행 성공
- 전기차, 일반차 10배 반도체 필요…車반도체 부족 장기화에 출고 차질
- 아이오닉 지난달 2,600대 생산 그쳐…보조금은 테슬라에 쏠린채 바닥

- 금융위, 2대주주 中 앤트그룹 "대주주 적격성 구비"
- 카카오페이, 5월 중 본허가 신청 전망

-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이
95.1%에 대해 관세 철폐
- 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가
최대 12%에서 전면 철폐

▶ 체외진단 숨은강자 '바이오노트', 조 단위 IPO 뜬다 ▶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 '소송전' 끝났지만… 최태원-구광모 식지 않는 배터리 경쟁 열기

이데일리 https://bit.ly/3uI5r9T 헤럴드경제 ｜https://bit.ly/3eETHPQ 서울신문 ｜https://bit.ly/33A7Mrs

뉴스1 https://bit.ly/3y5YaTA 매일일보 ｜https://bit.ly/3uJYzZC 뉴시스 ｜https://bit.ly/3uLvWve

- '8월부터 미국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보도에 "사실무근"
- 정부 "mRNA 백신 국내 생산, 한국 기업과 협의 진행 중"…모더나도 가능성

- 실적 발표한 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호실적
- 유가 상승으로 재고평가이익 급상승
- 2분기 실적 전망은 수요회복·증산 계획에 관망세

-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리사이클(Li-Cycle)과 계약 체결
- 폐배터리의 코발트, 니켈, 리튬, 흑연, 구리, 망간, 알루미늄 등 재활용

서울경제 https://bit.ly/3w3jFTe 뉴시스 ｜https://bit.ly/33CA7h6 서울경제 ｜https://bit.ly/3eK0Xu9

- 식약처 검증자문단 회의 문턱 못넘어
- 시험군·대조군 효과 차이 관찰 안돼, 임상 대상자 수 적어

- SPC팩과 롯데케미칼, '저탄소 친환경 패키징 사업 파트너십' 체결
- 사탕수수를 원료로 활용해 바이오 페트 포장 용기 생산
- 기존 석유계 페트 대비 이산화탄소 28% 저감

- 리튬광산 보유한 호주 필바라와 포스코 JV 설립
- 2023년 목표 광양에 수산화리튬 생산공장 지어
- 年 리튬 4만 3,000톤 생산, 전기차 100만대 분
- 세계 유일 2차전지소재 밸류체인 구축 ‘성큼’

- 지난해 매출 6,315억 영업익 5,580억 사상 최대, 기업가치 약 4조원으로 추
산
- 동물용 진단키트 시장서 글로벌 수준 평가, 국내 최초 개 인플루엔자-낙타
메르스 키트 개발

- 포장재 등 수요증가로 케미칼 실적 호조
- 큐셀은 계절적 영향으로 영업적자 전환

- SK㈜, 솔리드에너지 총 700억원 투자
- 리튬메탈 배터리 시장 '게임체인저' 포부
- LG화학은 'KBE' 펀드에 1,500억원 출자
- "미래성장 동력 지속적 발굴 발판 될 것"

▶ GC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사실상 개발 중단'…국산 2호 불발 ▶ SPC팩·롯데케미칼, 사탕수수로 친환경 포장재 만든다 ▶ 濠와 리튬 합작사...포스코, 소재기업 전환 속도

한국경제｜https://bit.ly/2QblRbT 머니투데이｜https://bit.ly/33Ci2j7 뉴시스｜https://bit.ly/3eE63I8

- 신한·KB·우리·하나·지방금융 관심
- 2019년 말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이르면 7월 말 서비스 시작

- 2020년 T커머스 시장 규모 5조 4,000억원대 추산. 2016년 규모 대비 5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
- 데이터 방송·사전 녹화방송이란 T커머스 고유의 특성을 살리며 초고속 성
장을 구가

- 종합·전문 건설업 특성 반영한 입찰 심사기준 마련
- 중소 건설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인터넷은행 인가 달라…금융지주, 금융위에 의견서 전달 ▶ '무서운 아우' T커머스 성장세…'큰 형님' 홈쇼핑 넘었다 ▶ 농어촌공사 '종합·전문 건설업' 간 칸막이 없앤다

- 다음달 30일까지 5,000명 선착순
- 네이버페이, 네이버부동산 연계

- 롯데온 내 롯데백화점몰에서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브라이틀링(Breitling)'
국내 최초 공식 온라인 브랜드관 13일 오픈 예정
- 올해 1~4월 롯데백화점 내 명품 시계 매출 43% 증가. 작년 태그호이어에
이어 브라이틀링 브랜드관 오픈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예정

- 호반건설과 빅딜 하려다 '빅배스' 변수에 불발
- 산업은행 회장 약속한 매각 시한 '눈앞'…재계 촉각

▶ IBK기업은행-서울대, 우수 창업자 발굴·지원 업무협약 ▶ 아모레퍼시픽, AWS 통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 ▶ 호반건설, 광주방송 팔고 전자신문 사들인다

▶ 신한은행, 네이버와 전세대출 연계…"5만 포인트 지급" ▶ '1,000만원짜리 시계도 배송'... 롯데百 '명품시계' 온라인 몰 인기 ▶ '대우건설, 이번엔 누구 품에 안길까' 산은 이동걸의 전략은?

뉴시스｜https://bit.ly/3tEWooU 천지일보｜https://bit.ly/2SNingL 이코노미스트｜https://bit.ly/3feHIHN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저평가에 실적 회복 기대까지…지주사 주식이 뜬다 ▶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주목받는 대체 단백질 식품 ▶ 웹툰 '방과 후 전쟁활동' 실사화…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이데일리｜https://bit.ly/3o7Y8Wy 인더스트리뉴스｜https://bit.ly/3vYdsrC 한국기자협회｜https://bit.ly/3eET3C3

- 선정된 창업동아리에게 대학교에 위치한 IBK창업지원센터 공간 제공
- 앞으로도 예비 창업자, 창업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 멤버십, CRM 및 풀필먼트를 포함한 핵심 워크로드를 AWS(아마존웹서비스)
로 이전. 데이터 분석 플랫폼 운영 비용을 약 34% 절감 기대
- 실시간 맞춤형 제품 추천 등 신규 서비스 개발 가속화할 예정
- 현재 AWS에서 디지털 영업 시스템 및 100개 이상의 워크로드 운영 중

- 전자, 호반에 지분 34% 매각 추진
- 구원모 대표 "투자금으로 TV 설립"

▶ SKT, AWS 서밋에 참가…MEC·클라우드 비전 제시한다 ▶ CU, 곰표 밀맥주 300만개 완판…이번 주말 동난다 ▶ 카카오엔터, 유희열 '안테나'에 전략적 투자

뉴스1｜https://bit.ly/3bjvj4v 뉴시스20 https://bit.ly/3tGe6IH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blcQ7w

한국경제｜https://bit.ly/33ChIAY 데일리팝 https://bit.ly/2R72Fg8 블로터｜https://bit.ly/3o8wcC1

- 지배구조 변화·가치 재평가 등 실적 개선에 이벤트까지 겹쳐
- 현대중공업지주, 흑자 기대...LG·SK는 신사업 전망 밝아

-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폭
- 식물성 대체육 시장서 두각 나타내는 리딩 기업들

- 드라마로 제작되는 방과 후 전쟁활동은 총 10부작으로 구성될 예정
- 네이버웹툰에 연재한 '방과 후 전쟁활동'은 SF 스릴러 장르 웹툰

디지털타임즈｜https://bit.ly/2R4U0uE 이데일리 https://bit.ly/3tCG5cp 한국경제TV｜https://bit.ly/3eD4w52

- SK텔레콤, 상반기 중에 신설법인으로 이동할 자회사들을 결정하고 11월까
지 재상장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
- New ICT 자회사들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주주가치 극대화

- 수요예측 경쟁률 1,356.43대 1, 테슬라 요건 상장 중 역대 2위
- 희망밴드 2,300~2,900원 훌쩍 넘어서, 13~14일 청약

- 엔터테인먼트 사업 위주로 재편해 효율성을 제고한 점이 수익성 개선 기여
- YG PLUS, 올 2분기부터 하이브와 산하 계열회사의 음반·음원 유통 시작

- SK텔레콤,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과 클라우드 사업 분야 전략과 비전 제
시
- AWS와 연계한 5G MEC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
며 다양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계획

- 공급량을 늘렸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판매량으로 여전히 점포에서는 품
귀 현상
- 제조사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달 말 판매가 재개되는 시점에 맞춰 증산을
계획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M컴퍼니, 안테나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계약 체결
- 다양한 음악 장르의 아티스트의 발굴 및 육성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영상 콘텐츠 사업에서 긴밀한 협업 예정

▶ SKT, 인적분할 상반기중 확정...11월 분할법인 재상장 ▶ 제주맥주, 공모가 3,200원…범위 상단 10% 초과 ▶ "엔터의 힘"…YG PLUS, 1분기 흑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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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