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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21.45 1.29 -1.53 0.43 11.16 1.657 -3.42 8.03 3.15 74.42

4,112.50 1.22 -2.12 -1.64 9.49 -0.120 0.30 9.50 8.20 44.90

13,124.99 0.72 -3.73 -6.00 1.84 0.898 1.20 12.30 5.60 70.10

2,893.94 1.50 -5.62 -6.92 3.52 0.269 0.80 10.00 11.30 60.70

23.13 -16.17 25.77 24.29 1.67 1.057 3.30 9.20 15.30 51.40

3,952.45 0.13 -1.17 -0.56 11.25 0.586 2.40 9.90 11.00 53.90

15,199.68 0.33 0.02 0.42 10.79 0.592 1.60 8.70 11.20 56.20

6,288.33 0.14 -1.08 0.30 13.27 0.243 1.00 10.00 10.50 62.60

6,963.33 -0.59 -1.59 0.03 7.78 1.055 2.20 5.40 6.20 42.70

3,429.54 -0.96 -0.34 -1.31 -1.25 9.168 -2.40 17.00 28.50 270.85

27,448.01 -2.49 -6.42 -5.53 0.01 0.094 1.00 0.60 -0.30 7.30

15,670.10 -1.46 -7.79 -10.80 6.36 1.813 3.90 13.30 6.70 84.30

27,718.67 -1.81 -3.21 -3.50 1.79

10,339.99 -2.05 -3.87 -4.48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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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1.99 -0.56 0.91 2.64 14.32 1,129.30 0.41 0.31 1.53 3.96

종가 1D(%) 5D(%) MTD(%) YTD(%) 120,705.90 0.83 0.65 1.52 1.42 1,127.81 -0.47 0.65 0.89 3.77

KOSPI 3,122.11 -1.25 -1.78 -0.82 8.65 3,637.38 -0.46 -0.57 1.86 10.59 10.3005 -0.17 0.26 0.83 -2.02 

KOSPI200 416.07 -1.37 -2.48 -1.49 6.88 8,966.20 -0.46 -0.18 1.72 11.05 90.75 0.04 -0.61 -0.58 0.91

KOSDAQ 951.77 -1.59 -1.88 -3.22 -1.72 24,486.01 0.14 -0.04 1.43 10.13 109.47 -0.18 0.35 0.15 6.02

K200 선물 415.10 -1.28 -2.43 -1.66 6.67 899.42 0.53 -1.19 -1.20 11.18 1.2081 0.07 0.13 0.51 -1.11 

6,982.72 -0.88 -1.12 -0.61 6.01 6.4520 -0.07 -0.19 -0.31 -1.15 

1D 5D MTD YTD 688.54 0.26 -2.22 -1.89 6.54 5.3087 0.03 0.62 -2.38 2.22

KOSPI(십억원) 2,892.48 0.55 -2.02 -1.57 7.53 108.77 0.17 -0.05 0.10 -0.49 

-1,429.8 -6,111.7 -6,723.5 -14,777.5 1,292.78 -1.71 -3.58 -4.07 0.12

2.4 -287.7 -58.9 -34,231.0 677.34 -1.77 -3.32 -3.44 0.29

1,442.5 6,648.2 7,027.0 50,579.2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63.82 -3.42 -1.66 0.38 31.53

-30.1 -482.8 -818.8 -2,016.8 66.65 1.49 -0.82 3.35 32.69

-113.0 -448.7 -538.5 -3,858.0 금액 금액 2.973 0.13 1.54 1.43 17.09

135.7 994.0 1,392.2 7,892.8 1 21.0 772.1 3,139 -3.53 -3.89 4.39 130.47

선물(계약) 2 20.5 115.2 3.19 0.00 -0.93 -0.93 89.88

6,467 -2,153 3,282 -55,310 3 18.7 114.9 2.54 0.00 0.00 0.00 0.00

-4,806 490 -4,685 55,593 4 17.6 90.4 1,824.00 0.07 0.46 3.18 -3.75 

-1,336 2,512 2,145 -332 5 16.9 73.5 27.044 -0.69 -1.52 4.61 2.39

10,446 -0.14 4.99 5.67 33.11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2,969 -1.33 1.23 1.71 6.63

차익 순매수 74.5 -326.2 -151.1 4.6 13.0 1 86.5 48.3 726.50 -3.74 -4.94 -2.15 13.43

비차익 순매수 -627.5 -1,669.9 -1,007.9 264.4 -171.6 2 84.7 47.0 719 -5.08 -5.33 -2.84 48.55

3 40.8 45.8 1,612.3 -2.91 0.42 2.63 22.58

5/12잔고 1D 5D MTD YTD 4 37.9 36.6 4,369.1 -0.75 3.12 4.35 26.69

고객예탁금 71,596.4 2,436.4 -2,327.4 13,179.7 5,973.0 5 36.4 34.2 202.95 -2.41 -1.12 1.60 20.95

신용잔고(KOSPI) 12,735.9 87.2 54.3 -141.6 3,119.4

신용잔고(KOSDAQ) 10,335.6 62.2 -37.5 -161.7 722.4

미수금 255.2 -4.7 -117.0 -137.5 -236.9 금액 금액

1 8.7 17.8 1 13.22% 16.06%

전일대비 5월 누적 21년 누적 2 7.4 9.4 2 13.33% 16.37%

국내주식(ETF제외) -132.2 1,038.9 1,416.2 3 5.5 7.9 3 12.44% 15.61%

해외주식(ETF제외) 19.9 175.5 3,066.7 4 4.3 6.6 4 12.54% 14.70%

5 4.1 6.3 5 10.42% 11.15%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631 0.00 -2.00 -2.40 -11.6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123 0.20 -1.70 -1.80 14.50 1 16.6 13.5 1 12.08% 12.20%

국고채 5년 1.651 2.60 2.20 2.10 31.60 2 7.3 10.5 2 11.08% 11.99%

국고채 10년 2.156 3.10 5.40 2.80 44.30 3 6.4 9.4 3 11.01% 11.61%

회사채 AA- 3년 1.888 0.00 -1.20 -2.60 -32.00 4 4.9 8.6 4 10.69% 11.59%

회사채 BBB- 3년 8.254 0.10 -1.20 -2.60 -36.10 5 2.9 7.9 5 9.36%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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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기관 순매수

 기아                                   

외국인 순매수

종목

 SK텔레콤                               

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실업 지표 개선 및 저가 매수세에 상승함. 4월 생산자물가지
수가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나 실업 지표가 펜데믹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심리를 지지함. 연준 인사의 완화적 발언이 계속된 가운데 기술주 중심
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 미 CDC가 백신 접종자의 실내외 탈마스크를 허용한
점도 우호적으로 작용.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달러 인덱스, 미 국채 금리 하향 안정에도 실업 지표 개선에 강보합
- 국제유가, 미 송유관 가동 재개 소식에 하락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약세에 혼조세를 기록. 전일
미 증시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 달러 강세와 중국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원자재 관련 업
종이 하락함.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혼조 마감

▶ 일본증시
- NIKKEI225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하락함. 미 인플레이션과 조
기 테이퍼링 경계 속 투자 심리가 후퇴한 가운데, 기술주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 일본은행의 ETF 매입 기대가 약화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
전 거래일 대비 2.49% 하락한 27,448.01엔으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원자재 가격 규제 우려에 하락함. 인
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전일 미 증시 하락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
됨. 원자재 가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안정화 방안 논의 소식으로 관련 업종
이 하락함. 시진핑 주석이 중의약 육성을 강조하면서 헬스케어 업종은 강세
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0.96% 하락한 3,429.54P로 마감

▶ KOSPI
- KOSPI는 인플레이션과 미국 조기 긴축 우려 지속에 하락함. 미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부각된 가
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등도 부담으로 작용. 외국인은 3거래일 누적 6조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 전 거래일 대비 1.25% 하락한
3,122.11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에 하락함. 미국 인플레 및 조기 긴축
우려로 투자심리 위축돼, 대형주 중심의 하락세가 지속됨. 테슬라의 전기차 거래
관련 비트코인 사용 중단 소식에 창투사 업종이 하락함. 전 거래일 대비 1.59% 하
락한 951.77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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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러 연준 이사, "인플레 일시적"…인내심 촉구
- 월러 연준 이사는 정책 조정을 위해 향후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힘. 인플레
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다른 연준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주택시장에 대해 우
려하지만 물가 상승은 수요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임
▶ 미 CDC, "백신접종 마친 사람은 실내서도 마스크 안써도 돼"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 대부분의 실내
·실외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
고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 다만 대중교통 수단을 타고 이동하는 여행자나 병원, 요
양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
-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 간 마스크를 벗은 상태를 유지했으며, 트위터를 통해 "오
늘은 대단한 날"이라고 언급
▶ 미국, 백신 지재권 면제 촉구…"WTO 타당성 보여줄 기회"
- 미 무역대표부는 13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합의 권한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을 호소
▶ 미국 4월 PPI MoM 0.6%로 예상(0.3%) 상회
▶ 미국 5월 2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7.3만 건으로 예상(49만 건) 하회
▶ 디즈니 회계년도 1Q21 EPS $0.79로 예상($0.32) 상회
▶ 에어비앤비 회계년도 1Q21 EPS $-1.80로 예상($-1.10) 하회
▶ 도어대시 회계년도 1Q21 EPS $-0.34로 예상($-0.10)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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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제 차별화-실감 콘텐츠로 승부
- B2B 솔루션 등 신사업 기회도 확대
- 1분기 영업익 2,756억원...역대 최대

- 팝 뮤직 특화 프로듀서 발굴하는 넥스트 뉴 크리에이터 위드 빅히트 뮤직 개
최
-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서 접수

- 사회적 가치 등 7대 가치로 구성…'AI 컴퍼니로의 혁신' 본격화
- AI 추구 가치의 특징은 기술 안정성과 사생활 보호 강조

- 음반 판매량과 온라인 콘서트만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
- 와이지엔터, 1분기 음반판매량은 총 105만장으로 전년 대비 10배 증가

▶ LG유플러스 "올해 5G 가입자 450만명 이상 자신" ▶ 빅히트 뮤직, 팝 뮤직 선도할 프로듀서 찾는다…오디션 개최
머니투데이 https://bit.ly/3fvTQoj

- 김병훈 스페이스에프 대표 "2024년 배양육 제품 출시, 2025년 IPO 목표"
- 2022년 지방세포를 첨가한 시제품을 출시하고 2023년 소비자 맞춤용 가공
육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

- 국내 시장 3년새 125배 커져, 테이스티나인, 연내 IPO 추진, 프레시지·마
이셰프도 상장 준비
- CJ제일제당·hy·배달의민족, 유통사도 밀키트 잇단 출사표

▶ "국내 최초 배양돈육 개발, 亞 돼지고기 시장 공략"

▶ SKT, AI 추구가치 제정·사규에 반영…"사람중심의 AI" ▶ 잘 키운 '블랙핑크' 덕에…분기 영업익 100억원 시대 연 YG
연합뉴스｜https://bit.ly/3hsNzwd 한국경제｜https://bit.ly/3w3AWf6

조선비즈｜https://bit.ly/3uKVYPl 헤럴드경제｜https://bit.ly/3vU9ccG

- 토지·건물 빅데이터 플랫폼 밸류맵과 KT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롭테크
서비스 출시 기대
- 밸류맵, KT와 공동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개발 운영, 수익모델 기획 등 사업
영역 전반에 걸친 업무제휴 계

- 위지윅, 증강현실(AR) 전문기업인 시어스랩에 전략적 투자자로서 지분투자
결정
- 시어스랩,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AR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롤리
캠을 출시한 AR 전문 기업

한국경제 https://bit.ly/3bo2ALV

▶ 집밥 전성시대…밀키트 스타트업 '폭풍성장'

더벨 https://bit.ly/2RUWXO4

- 온라인 타고 '미초·만두' 판매 호조
- 원재료 부담이 있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비용과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이익
이 상당폭 개선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밸류맵-KT, 데이터 결합해 상업용부동산 서비스 공동 개발 ▶ 위지윅스튜디오, AI 메타버스 플랫폼 '시어스랩'에 지분투자

뉴시스｜https://bit.ly/3y9PxqY 아주경제｜https://bit.ly/3tP9Neo 뉴스1｜https://bit.ly/3hnqniE

-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1개월 전보다 0.05%포인트 하락한 0.28%
- 기업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월말 대비 0.07%포인트 하락

- 12일(현지시간) 기준 쿠팡 클래스 A 35.33달러로 이달 들어서만 16% 하락.
상장 첫날 종가 대비 23% 하락한 수준으로, 공모가(35달러) 위협
- 순손실 180% 확대. 쿠팡은 주식 보상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다고 일축
했지만 시장은 경영 정상화 지연 우려를 반영

- 플러스데크와 탈현장 거푸집 공법 개발 공동 추진 협약
- 플러스데크, 데크플레이트를 전문 생산하는 업체로,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여러가지 신기술 및 신공법 보유

▶ CJ제일제당, 中·日서 고공행진 '곡물가 인상' 악재 덮었다

- 잇따라 간편결제 플랫폼 구축,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 사업 대비
- 서비스 구축을 서두르는 건 마이페이먼트 사업과 종합지급결제 사업 등에
대비

- LG생활건강, 올해 초 하이난 면세점에 후, 숨 이름으로 6개 매장 개점.  현
재 LG생활건강의 하이난 면세점 매장은 총 13개.
- 이미 하이난에 10개 매장을 갖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3월 하이난 하
이팅베이면세점에서 설화수 팝업스토어 개점으로 시장 방어 돌입

- 포스코건설, 터널 공사의 안전 관리에 자율보행 로봇 투입
- 바퀴 대신 4족(足)을 달아 장애물이나 복잡한 지형에서도 이동 가능

▶ 은행 3월 연체율 0.28%…전월比 0.05%p 하락 ▶ '매출 신기록' 추락하는 쿠팡 주가 살릴까 ▶ 한화건설, 스마트 거푸집 공법 개발 역량 강화

▶ "빅테크 공세, 반격"…5대 금융지주 'XX페이' 사업 본격화 ▶ LG생활건강 vs 아모레퍼시픽, 中 하이난서 'K뷰티' 맞짱 ▶ 포스코건설, 터널 공사 안전관리에 '자율보행 로봇' 투입
프라임경제｜https://bit.ly/3fi9qU2 한국경제｜https://bit.ly/3ya7WEj 연합뉴스｜https://bit.ly/33By6lj

조선비즈｜https://bit.ly/33EafBl

- 4월 대출잔액 16조1,000억 늘어
- 신용·마통 등은 20조2,000억 ↑
- 삼성 상속세 납부용 대출도 영향…올 회사채 발행 2009년이후 최대

- 재무 건전성 확보와 이커머스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에 대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전략적 행보
- 처분 예정일은 다음달 1일이며, 자산 총액의 3.05%에 해당

- 10년새 차입금이 10% 수준으로 감소
- 이자비용도 2010년 1,464억원에서 2020년 519억원으로 약 1,000억원 가
량 대폭 축소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코주부' 투자 광풍…은행 가계대출 사상 최대 폭증 ▶ 이마트, 가양점 토지·건물 6,820억원에 매각…"투자 재원 확보" ▶ 재무구조 개선에 성공한 두산건설…건축·토목 사업도 순항

이데일리 https://bit.ly/3howJhH

- 식약처 "2a상 설계 목적 허가용 아닌데 허가로 제출"
- 녹십자 "특정 환자군서 지표 확인, 펜데믹서 허가타당"

- 韓美정상회담서 '백신동맹' 논의… 삼성·SK 최고 경영자들도 동행
- 삼성·SK, 내주 美서 모더나·노바백스와 협약 맺을듯

▶ 잇단 코로나 치료제 2호 실패…무리한 신청 논란
조선비즈 ｜https://bit.ly/2RfX6Mi

- 패스트트랙 제도 이용해 상장심사 단축
- 2015년 삼성과 빅딜 약속 이행 의미도

- 정제마진,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아…BEP에 근접
- 휘발유 수요 늘며 상승세…관건은 항공유 회복 여부

▶ 한화종합화학, 이달 상장 예비심사 신청…공모주 열풍 이어갈까

서울경제｜https://bit.ly/2RiBb73 한국일보｜https://bit.ly/3fbUas8

▶ 제약바이오 업계,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추진 ▶ 정유업계 실적 시즌 '해피엔딩'…앞으로 관건은 '정제마진'

▶ 삼성바이오,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키로
조선일보 https://bit.ly/3w3x1P9

뉴시스 https://bit.ly/3eP7CTT

- 제약바이오협회, 12일 의약품 품질혁신 추진 전략 발표
- ▲허가·심사 인력 및 GMP조사관 역량 강화 ▲의약품 제조소의 QbD 및
DI 관련 설비 투자지원 및 우대 방안 마련 ▲현장 실사 ▲중소제약기업의 품질
관리 역량을 증대시키는 '제조혁신센터' 설립 추진

▶ 코로나 털어내는 정유업계…1년 전 수준까지 회복한 정제마진
뉴스1 ｜https://bit.ly/2SOGlIz

머니투데이 ｜https://bit.ly/3yb9NII

- 1분기 정유업계 영업이익 총 2조원 돌파
- 전년동기 4조원 넘는 적자 대비 큰 폭 회복
- 향후 관건은 정제마진의 완전한 회복 여부
-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4달러 선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한국경제 | https://bit.ly/3ybhcYS ZDNet | https://bit.ly/3tRrlXj 매일경제｜https://bit.ly/33F2zi9

- 부품 주문 축소 공포, IT기기 수요회복 예상보다 더뎌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약세, 믿을 건 역시 실적뿐
- 반도체 하반기 실적 향상 전망, "메모리 사이클 꺾이지 않을 것"

- 애플, 차량용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특허 등록
- 현재 운전 중인 곳의 제한속도와 지금 운행 중인 자동차 속도에 따라 공간적
으로 배치가능
- 속도를 더 크고 눈에 띄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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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폭스바겐과 순익차 2배로 벌어져
- 생산라인에 재고 두지 않는 '간판방식' 수정
- 운송 중인 부품재고도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물류센터 사업분야 도입
- 연간 기준 5,600시간의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
-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사람 1명이 2년간 일해야 하는 시간

- 올 1~4월 기아 국내 판매 실적은 제네시스 제외 현대차 판매량보다 1,738
대 앞서고 있는 상태
- 미니밴 주도 카니발 191% 급증,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쏘렌토 59.1% 증
가. 기아 올해 RV 누적 판매량은 현대차 대비 24% 앞선 상태

▶ '슈퍼사이클' 온다더니…반도체株 왜 이럴까 ▶ 애플이 '애플카'에 AR기술을 적용하는 방법 ▶ 韓·이스라엘 FTA체결…자동차·車부품 무관세

▶ '반도체 대란'에도 도요타는 어떻게 순익 10% 늘렸나 ▶ 소프트웨어 로봇이 뭐지?..CJ대한통운 반복업무 5,600시간 절감 ▶ 기아, 안방서 현대차 제쳤다… 해외서도 '격전'
한국경제 | https://bit.ly/3y7MyiU 머니투데이 | https://bit.ly/2RQdiE1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hnAaFG

NEWSIS | https://bit.ly/3uIVQQr 파이낸셜뉴스 | https://bit.ly/3w4GvtM 매일경제｜https://bit.ly/3vYO8Sn

- 정부, 13일 삼성 평택캠서 'K-반도체 전략' 발표
- 메모리 외에 시스템반도체업 강화 필요성 부상
- 제조기반·소부장·첨단장비 등 'K'자 공급망 구축
- 핵심전략기술 신설, R&D·시설투자 세제 혜택↑

- 20여개 창작자 및 스타트업과 CBT 시작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형으로 출시
- 창작자와 유료 구독자 연결해 경쟁력↑

- 올해 1~4월 베트남 자동차 판매실적 전년 동기 대비 58.0% 증가. 현대차
베트남 합작법인 현대탄콩 시장점유율 1위(22.1%) 차지
- 도요타자동차는 2위. 기아의 베트남 합작법인 타코기아가 3위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2030년 세계 최고 'K-반도체 벨트' 구축한다…R&D 세액공제 최대 50% ▶ 네이버, 북저널리즘 등 '프리미엄콘텐츠' 협업 ▶ 도요타 텃밭서 현대차 일냈다…1억 베트남 車시장 2년 연속 1위

▶ 美 조지아 가는 최태원 회장, SK 배터리공장 첫 방문

▶ SK이노, 1분기 영업익 5,025억…"배터리 수주잔액 80조" 자신감
한국경제 ｜https://bit.ly/3y7CYwu

아시아경제 ｜https://bit.ly/3hnCCMd

-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 동행
- 1공장 완공, 시험가동 준비…2공장 후년 양산 목표 공사
- 3·4공장 추가방안도 검토…추가 투자계획 발표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https://bit.ly/3uKucSN

- 역대 최대 기록… 성장 기조 확대
- LG엔솔 3,410억, 삼성SDI 470억
- SK이노는 해외공장 비용 손실
- 양산 돌입땐 큰 폭 실적개선 기대

- 정제마진·석유제품 이익 증가
- 글로벌車로부터 추가 수주 추진

▶ K배터리 3사, 1분기 영업익 2,000억 돌파 "1년만에 흑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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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IBK투자증권 기간산업분석부/혁신기업분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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