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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2.99 -0.77 -1.37 -1.13 10.08 35,031.07 -0.20 -0.93 -0.93 14.46 1.338 -3.56 5.41 2.88 42.44

414.54 -0.78 -1.28 -1.25 6.49 4,514.07 -0.13 -0.19 -0.19 20.18 -0.323 -0.10 6.20 6.00 24.60

1,037.22 -1.63 -0.84 -0.11 7.10 15,286.64 -0.57 0.18 0.18 18.61 0.744 0.70 6.30 3.00 54.70

414.50 -0.96 -1.26 -1.19 6.51 3,377.68 -1.23 -1.17 -1.17 20.83 0.019 -0.60 5.40 4.90 35.70

17.96 -0.99 8.98 8.98 -21.05 0.752 -0.10 8.30 4.30 20.90

4,177.15 -1.13 -1.19 -0.46 17.58 0.366 -0.30 5.20 2.80 31.90

1D 5D MTD YTD 15,610.28 -1.47 -1.35 -1.42 13.79 0.257 0.20 5.10 4.60 22.70

KOSPI(십억원) 6,668.89 -0.85 -1.33 -0.17 20.13 -0.006 -0.60 5.40 4.50 37.70

-222.9 662.9 737.6 -27,953.2 7,095.53 -0.75 -0.76 -0.34 9.83 0.883 -1.30 12.70 11.60 25.50

-183.1 -1,824.5 -1,856.1 -38,889.2 3,675.19 -0.04 3.03 3.70 5.82 10.761 24.20 24.20 143.35 430.20

426.9 1,235.8 1,132.8 69,622.7 30,181.21 0.89 6.08 7.45 9.97 0.045 0.20 0.90 2.00 2.40

KOSDAQ(십억원) 17,270.49 -0.91 -1.16 -1.26 17.23 1.298 4.00 9.30 14.30 32.80

-182.5 -228.3 -168.7 -1,566.0 26,320.93 -0.12 1.12 1.71 -3.34 

-144.6 -300.9 -365.4 -6,141.2 9,449.39 -0.20 1.92 2.89 -12.00 

331.5 597.1 622.4 11,319.4 58,250.26 -0.05 1.59 1.21 21.69 종가 1D(%) 5D(%) MTD(%) YTD(%)

선물(계약) 1,333.61 -0.62 0.41 0.16 20.81 1,166.70 0.77 0.82 0.62 7.40

2,156 1,175 -3,020 -45,378 113,412.80 -3.78 -4.52 -4.52 -4.71 1,167.55 0.41 0.94 0.71 7.42

-616 -3,840 -3,781 39,208 4,017.37 0.18 1.17 2.51 22.14 10.5859 0.47 0.73 0.48 0.69

-1,469 3,079 7,291 6,174 8,838.70 -0.63 -1.70 -0.09 9.48 92.65 0.15 0.03 0.03 3.02

25,876.89 -0.75 -1.16 -0.51 16.39 110.25 -0.03 0.22 0.21 6.78

D-1 D-2 D-3 D-4 D-5 905.48 -0.42 -1.37 -1.91 11.93 1.1816 -0.20 -0.19 0.06 -3.27 

차익 순매수 63.3 14.9 11.8 32.2 1.5 7,512.01 -0.24 -0.20 -0.30 14.04 6.4617 -0.08 0.03 0.02 -1.00 

비차익 순매수 -24.1 -198.2 29.3 180.9 -262.8 742.77 -0.44 -0.12 0.20 14.93 5.3205 2.91 3.29 3.29 2.45

3,146.96 -0.38 -0.15 0.18 16.99 107.84 -0.06 -0.27 -0.31 -1.34 

9/7잔고 1D 5D MTD YTD 1,313.60 -0.91 0.09 0.38 1.73

고객예탁금 69,387.1 -203.5 -208.2 -208.2 3,763.7 648.90 -1.51 -2.10 -1.94 -3.92 

신용잔고(KOSPI) 13,746.9 -1.4 186.5 186.5 4,130.4 종가 1D(%) 5D(%) MTD(%) YTD(%)

신용잔고(KOSDAQ) 11,614.0 51.8 253.9 253.9 2,000.9 69.30 1.39 1.04 1.17 42.83

미수금 245.6 -32.9 -21.1 -21.1 -246.5 69.71 -0.66 0.36 0.52 38.78

금액 금액 4.914 7.57 12.27 12.27 93.54

전일대비 9월 누적 21년 누적 1 102.9 435.7 3,707 -3.01 -10.29 -12.47 172.17

국내주식(ETF제외) -203.5 -43.6 2,868.4 2 93.9 229.0 2.76 -0.36 -1.78 -1.78 64.29

해외주식(ETF제외) 113.3 249.5 5,647.8 3 86.4 69.6 2.54 0.00 0.00 0.00 0.00

4 44.1 41.2 1,791.20 -0.28 -1.35 -1.35 -5.48 

5 43.3 39.8 24.012 -1.32 0.22 0.22 -9.09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9,351 -1.06 -1.78 -0.63 19.15

통안채 1년 1.033 0.50 -1.50 -1.60 28.60 금액 금액 3,044 1.21 1.35 1.40 9.32

국고채 3년 1.489 2.50 7.20 9.40 51.10 1 30.4 194.0 698.25 -1.48 -1.20 -1.20 9.02

국고채 5년 1.745 2.90 7.00 9.40 41.00 2 27.3 120.0 498 0.50 -6.69 -6.69 2.94

국고채 10년 2.016 4.10 7.40 10.40 30.30 3 23.7 68.5 1,270.8 0.16 -2.16 -2.16 -3.38 

회사채 AA- 3년 1.908 2.00 6.00 7.90 -30.00 4 22.5 27.0 4,248.6 -0.85 -1.02 0.37 23.19

회사채 BBB- 3년 8.178 1.00 3.70 5.20 -43.70 5 20.9 22.8 219.30 0.64 0.52 0.52 30.69

금액 금액 1D(%) 5D(%) MTD(%) YTD(%)

1 17.87% 17.50% 1 12.9 28.7 일간 수익률 상위

2 15.00% 16.61% 2 12.4 15.4 1 1.79 1.84 1.84 11.32

3 14.62% 14.85% 3 10.7 14.0 2 0.86 0.48 0.48 7.65

4 13.89% 14.34% 4 6.1 13.2 3 0.58 0.59 0.59 27.47

5 13.50% 14.33% 5 5.8 12.8 4 0.50 1.51 1.51 29.78

5 0.45 -1.52 -1.52 13.23

금액 금액 일간 수익률 하위

1 11.87% 13.87% 1 7.3 18.8 1 -3.43 -3.14 -3.14 16.84

2 11.67% 11.95% 2 6.8 16.5 2 -3.21 -2.00 -2.00 19.17

3 10.46% 11.45% 3 5.4 14.7 3 -3.10 -4.49 -4.49 11.22

4 10.42% 11.42% 4 4.1 6.4 4 -3.04 -0.11 -0.11 6.83

5 10.08% 11.36% 5 3.8 6.3 5 -2.84 -0.70 -0.70 -2.67 

주요 원자재 동향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DAQ, 십억원)

외국인 순매도

기관 순매도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PI, 십억원)

 카카오                                 

종목

종목

 효성첨단소재                           

기관 순매수

 SK텔레콤                               

외국인 순매수

종목

 명신산업                               

 NAVER                                  

 카카오뱅크                             

 엔씨소프트                             

 아모레퍼시픽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헬스케어                       

 위메이드                               

 메디톡스                               

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국내 증시 동향 글로벌 증시 동향

▶ BOC, 기준금리 0.25% 동결 및 자산 매입 규모 유지
▶ 옐런 미 재무장관, 부채한도 신속처리 촉구…"10월에 현금 소진될 수도"
-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 조정 또는 유예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 10월에 현금을 보전하는 긴급조치가 소진될 수 있으
며, 부채한도를 다시 유예하거나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 연준 베이지북
- 연준은 8월 베이지북에서 경제 성장 속도가 완만한 내지 탄탄한(moderate
to robust)에서 7월초부터 8월까지 완만한(moderate) 속도로 둔화됐다고 밝
힘. 델타 변이 확산이 경제 활동 둔화로 이어졌으며, 전반적으로 고용이 증가
했으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많은 지역의 임금 인상이 가속화됐다고 밝힘
▶ 연준 인사 발언
-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경제가 계속 개선된다면 연내 테이퍼링이 적절
하다고 밝힘. 완전 고용 목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하며, 2% 근방의 인플레이
션 도달 여부도 점차 분명해 질 것이라 덧붙임
-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테이퍼링을 올해 시작해 이를 내년 상반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에 하락함. 연준이 발표하는 베이지북에서 전
월 대비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는 문구에 투자심리가 후퇴함. 인플레이션 우
려와 임금 상승 우려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 대형 기술주 중심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
- 달러 인덱스, 위험회피 속 상승
- 국제유가, 멕시코만 원유 생산 설비 가동 중단에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ECB 통화정책회의 경계에 하락함. ECB 회의를 하루 앞두고
투자심리가 후퇴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유럽 내 인플레이션 압력
과 테이퍼링 우려가 지속됨.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

▶ 한국증시
- KOSPI는 플랫폼 기업 규제 우려, 미 성장률 둔화 우려 부각 등에 하락. 정치권과
금융 당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 영향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함. 미국 성장률 둔화 우려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함. 전 거래일 대비
0.77% 하락한 3,162.99P로 마감
- KOSDAQ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에 하락. 인터넷 플랫폼 규제 우려 부각 속
성장주 중심 매도세가 이어짐. 전 거래일 대비 1.63% 하락한 1,037.22P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차익 실현에 약보합 마감. 최근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경기 민감주 중심 저가 매수세가 이어진 가운데, 중국 당
국의 추가 정책 기대감도 증시 하단을 지지하면서 추가 하락을 제한함. 전 거래일
대비 0.04% 하락한 3,675.19P으로 마감

Midnight News증시 Comment (미국 & 유럽)증시 Comment (전일 아시아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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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및 테마 ETF 동향

 셀트리온헬스케어                       

종목

 에이치엘비                             

LME

RJ/CRB

 카카오                                 

 NAVER                                  

 명신산업                               

 KODEX 레버리지                         

 아모레퍼시픽                           

기관 순매도

외국인 순매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업종 및 테마(티커)

미국 유틸리티 (XLU)

미국 필수소비재 (XLP)

미국 수자원 (PHO)

미국 부동산 (VNQ)

글로벌 펫케어 (PAWZ)

증시주변자금 (십억원)

주식형 펀드 (십억원)

국내 주요 금리 동향

26,694.1

9/7잔고

59,433.3

외국인

외국인

기관

기관

개인

개인

프로그램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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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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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프톤                               

 대주전자재료                           

 기아                                   

 삼성전자                               

MSCI EM

MSCI KOREA

외국인 순매수

종목

 카카오게임즈                           

 피엔티                                 

 켐트로스                               

기관 순매수

종목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에코프로에이치엔                       

신용잔고 비율 상위

KOSPI 종목

 메디톡스                               

 카카오게임즈                           

대차거래 잔고율 상위

KOSPI KOSDAQ

 LG디스플레이        

 ARIRANG 주도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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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RANG KRX300헬스케

 KODEX MSCI모멘텀    

 에코프로            

 에이치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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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젠                

 케이엠더블유        

글로벌 에너지 장비&서비스 (OIH)

글로벌 구리 (COPX)

글로벌 마리화나 (MJ)

KOSDAQ

 대성홀딩스         

 두올               

 한솔로지스틱스     

 까뮤이앤씨         

 에이플러스에셋     

 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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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린바이오         

 비트컴퓨터         

글로벌 소셜미디어 (SOCL)

글로벌 기술혁신 (ARKK)

│ 2021. 9. 9 │ 투자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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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7I7hd 현대경제신문 https://url.kr/ntipou 이데일리 https://url.kr/fxyp2m

- AVL과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MOU 체결
- 수소 밸류체인 그룹 인프라와 기술력 공개
- 수소선박·수전해설비·수소건설장비·수소충전소 개발

-아모레, 큐브미 단백실 식사 대용식 출시
-콜마비앤에이치, 스마트팜에 지분 4% 투자
-코스맥스 "올해 원료개발·제품화에 집중"
-LG생활건강, 이너뷰티 '하나비' 제품 선봬

-중국 정부, 아이돌 산업 규제 방안 발표
-사드 보복 이후 엔터사 중국 의존도 ↓
-"中규제 무섭지 않아…비중확대 기회"

- 홈앤서비스, 서울시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운영 보조사업자 선정
- 전기차 대중화 위한 인프라 확충 기여…SK그룹 ESG 경영 실천

-코로나19로 외식 수요감소 비대면 소비 트렌드↑
-이랜드·롯데지알에스·맘스터치 등 가세
-배달앱 통한 음식배달 거래액 20조 돌파

-카카오엔터, 멜론 합병 통해 스토리·뮤직·미디어 3개 사업 통합
-CJ올리브네트웍스, 자사 R&D 경쟁력 강화 위한 광주 제2연구소 출범
-LGU+, 내년 2월말까지 애플 수리비·통신비 총 1만6000원 할인
-KT, 블록체인으로 전자문서 전문기업 DX 선도…ESG 경영 일환

▶ 현대중공업, 세계 최대 파워트레인 기업 AVL과 수소연료전지 개발한다 ▶ 화장품업계, '폭풍 성장' 건기식 사업 키운다 ▶ 中엔터산업 규제에 국내 엔터株 `휘청`…위기냐 기회냐?

▶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 ▶ 길어지는 집콕에… 박터지는 배달 경쟁 ▶ 카카오엔터, 멜론 합병으로 3각 편대 완성
한국경제 | ttps://bit.ly/3l14rdv 뉴데일리 https://url.kr/ori6he 시사온 https://url.kr/omy23j

조선비즈 | https://bit.ly/3jSb16N 한국경제 https://url.kr/64mrt7 팍스넷뉴스 https://url.kr/2phjdv

- SKT·KT, 자체 콘텐츠 위해 대규모 투자하지만 OTT 공룡 넷플릭스·디즈
니에 턱없이 부족
- 넷플릭스 콘텐츠 예산 21조…한국만 5000억
- “국내 콘텐츠 투자 지속 가능성도 물음표”

-대체육 글로벌 투자 지난해 2조6000억원
-우유, 계란 등 유제품 대체도 가능해진 대체 식품 시장

-막강한 자금력으로 SM 노리는 카카오엔터
-산하 레이블 강화하는 카카오, sm 인수로 OTT사업까지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통신사 OTT 자체 역량 키우지만… ‘쩐의 전쟁’서 밀려 ▶ 커지는 대체 식품 시장…고기 넘어 우유·달걀까지 ▶ 'SM' 인수에 적극 나선 카카오엔터

한국경제 | https://bit.ly/3jRWvM6 대구신문｜https://bit.ly/3yICoEw 이코노미스트｜https://bit.ly/2WV6dVf

- 대출증가 영향…총 3087조
- 순이익 50% 증가한 11.5조
- 전체 순이익 가운데 금융투자 비중은 지난해보다 7.9%포인트 늘어난
22.1% 기록

- GS25, 육우 선물세트 2+1 판매
- CU, 대용량 생필품 주문 배송
- 이마트24, 프리미엄 과일 선봬
- 홈플러스, 결제 시 할인쿠폰 증정

- 지난 2분기 부동산업 상업용 시설자금 대출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
- 지난 6월 기준으로 총 산업 대출금 1478조5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42조
7000억원 증가

- 네이버도 급락…외인, 카카오 주식 140만주 던져
- 펀드판매·보험비교 중단 처지…IPO 앞둔 카카오페이 또 악재

- 사모펀드와 인수 타진…현대·신세계와 백화점 '3파전'
- 한샘이 제시한 매각 가격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전해져
-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달성
- 백화점은 물론 하이마트, 롯데건설 등 계열사 간 시너지 전망

- 10년 뒤 분양전환가 확정해 임차인 수익 보장
- 확정분양가에 공급잔 집값 올라도 수익 제한
- 전문가 "건설사 입장에선 이득이 적은 사업"

▶ 10개 금융지주, 자산 140조 불었다 ▶ 국민지원금 특수 잡기 나선 편의점 업계 ▶ 2분기 부동산업 대출 12조1000억원 올라, 역대 최고

▶ 카카오 한때 10% 급락…금융당국 '빅테크 규제' 쇼크 ▶ 롯데그룹, 한샘 인수 검토…'유통·가구' 시너지 확대 기대 ▶ "누구나집 민간건설사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
뉴스원 | https://bit.ly/3BRWYEw 프라임경제｜https://bit.ly/2YAFoX9 스카이데일리｜https://bit.ly/3n6MXit

뉴시스 | https://bit.ly/3yXpsL0 디지털투데이｜https://bit.ly/3BY0PQv 아이뉴스24｜https://bit.ly/2WVjhu1

- KT-신한금융그룹, 사업협력 MOU 체결
- 이종산업 간 협력, 혁신 상품·서비스
- 은행·카드·보험 등 KT와 데이터 협력

- 쿠팡, 중소상공인 판매 상품 수 810% 증가...오픈마켓이 견인
- 풀필먼트 서비스 등 통해 오픈마켓 규모 키우기 '계속'
- SSG닷컴도 판매자 입점 진행 중... 이베이코리아 인수 후 시너지 전략 주목

- 건설업계, 팬데믹 확산에 따른 해외수주 난항에 국내 정비사업에 눈 돌려
- 현재까지 국내 정비사업에서 DL이앤씨가 2조4천960억원 수주하며 1위.
- 이어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2조클럽' 이름 올려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KT-신한, 금융 디지털전환 사업 협력…ICT·금융 시너지 ▶ 쿠팡·SSG닷컴 부상 속 오픈마켓 시장 재편 주목 ▶ 건설업계, 정비사업 수주 사활…'3조 클럽' 초읽기

이코노미스트 https://url.kr/nkm3fj EBN https://bit.ly/2WW3HhT 이코노미스트 https://bit.ly/3yXrVoK

-바이오 IPO 시대 저물어… 상장 1년 이후 옥석가리기 본격화
-상장 2년차 바이오 기업 16곳 중 6곳 주가 공모가에 못미쳐

 
 


- 전국 주유소 네트워크, 도심형 물류 거점 활용
- 당일배송·드론 배송 등 물류·유통서비스 확장

- 2차전지와 수소전지 전극용 부품 제조
- 최근 3년 간 영업이익 222.5% 상승
- 예상 시가총액 1021억원

-경북도-분당서울대병원-포스텍 MOU 체결
-인프라 공유, 빅데이터 구축, 인재양성 등 상호 협력

- 국제유가 상승·정제마진 회복
- 여수공항 관광객도 증가

- 삼성SDI 주가 급등
- 한때 시가총액 코스피 6위로 올라서

▶ IPO 1년 미만 바이오 기업 21곳 중 6곳 “공모가도 못미쳐” ▶ 미래형 주유소 어떤 모습?…정유+물류 '시너지' ▶ ‘2차전지 부품주’ 지아이텍, 다음 달 코스닥 상장한다

▶ 경상북도 '세계적 바이오산업 중심지' 발돋움 기대감 ▶ 여수산단 수출 93% 증가 정유·석유화학 ‘반전드라마’ 썼다 ▶ 배터리 대장주 경쟁 치열하네…삼성SDI 올라서며 LG화학 위협
노컷뉴스 https://url.kr/cox21w 헤럴드경제 https://bit.ly/3yTAqkD 매경이코노미 https://bit.ly/3E0FmZ0

디지털타임스 https://url.kr/sn9i27 이데일리 https://bit.ly/3BSRn0q 뉴스토마토 https://bit.ly/2VmDDvk

-마이크로바이옴 CDMO 인수로
-美 FDA 규격 충족 가능해져
-임상시험용 의약품 위탁생산 등
-글로벌 톱3 선도기업 성장 목표

- 롯데알미늄과 역량 더해 시너지
- 수소전기차 시장 진입 기반 확보
- "계열사 협력해 수소사업 로드맵 실현"

- 과열로 모듈 전선 녹고 랙 그을려…스프링클러 작동 화재 차단
- 가동한지 3주도 안된 최신 시설…원인 조사 중
- 비스트라 대변인 "조사 이유로 배터리 원인 암시 않도록 당부"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연구개발 넘어 생산" 지놈앤컴퍼니, 통합제약사 뛰어든다 ▶ 롯데케미칼, '수소차 핵심' 수소탱크 시험설비 구축 ▶ LG 세계 최대 규모 ESS 배터리 과열로 '셧다운'

newsis20 | https://bit.ly/2WYkVea 한경 | https://bit.ly/3trBxqS 매일경제｜https://bit.ly/3l5aJsD

- 미 반도체산업협 7월 매출 통계 발표자료
- "둔화 우려" vs "호황 지속" 엇갈린 시장 전망

- 마블·스타워즈·픽사까지
- 한 계정으로 7명까지 사용…동시접속자는 4명 제한

- 현재 전국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수소충전소 대략 28~30개 정도
- 10㎞, 즉 15분가량을 달릴 때마다 주유소 또는 충전소 보여야 대중화 기준
- 대중화 요건은 전국에 450개 충전소 구축

- 현대차, 전동화 목표 시점 2035년으로 5년 앞당겨
- 폭스바겐은 소형 전기차 2년 일찍 양산키로

- SKT "구독서비스 T 우주, 전 연령대 고른 가입률"
- KT, LG유플러스 가입자도 약 30%
- 배스킨라빈스, 보틀웍스, 사운드짐 등 제휴 혜택 다양화

- 2023년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부피 30% 줄이고 출력 2배 높여
- 전기차 수준으로 수소차값 내려
- 무인조종 수소 트레일러에 재난현장 화재진압 수소 드론
- 고성능 수소전기차 예고 눈길

▶ 세계 반도체 월 매출 또 사상 최대…올해만 3번째 ▶ 월 9900원 '디즈니플러스' 국내 상륙…넷플릭스 독주 끝나나 ▶ "전국에 수소충전소 100여개…450개까지 늘려야 대중화"

▶ 전기차 시대, 2~5년 빨라진다… 반도체·원자재 수급 불안이 관건 ▶ '아마존 직구'가 킬러콘텐츠…SKT 구독 'T우주' 인기몰이 ▶ 현대차 '수소대중화' 선언. 2028년 버스·트럭에 수소차 전진배치
조선일보 | https://bit.ly/3DVVjzt 한경 | https://bit.ly/38Olcmp 매일경제｜https://bit.ly/3nb9ydW

이데일리 | https://bit.ly/3hdkNOX 이투데이 | https://bit.ly/38Rd04O e대한경제｜https://bit.ly/3teLhEC

- 팻 겔싱어 CEO "대담한 사고방식 필요"
- 미국 공장 2곳 신설 발표 반년 만에 추가 투자
- '삼성전자, TSMC 따라잡자'…천문학적 투자

- 정치권의 인터넷플랫폼 규제 공론화 소식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하락
세
- 이날 IT종목의 약세는 정치권의 인터넷플랫폼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영
향으로 해석

- 8월 세단ㆍ해치백 등 33.9% 그쳐…RV는 47.9%
- RV의 누적 판매 비중 상용차까지 포함한 전체 판매에서 40%대 넘어서
- RV는 베뉴, 코나, 투싼, 싼타페, 팰리세이드 등 차급별로 촘촘하게 구성
- 승용은 경차, 엑센트, 아이오닉 단종. 대표 모델 아반떼, 쏘나타 부진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인텔, 110조원 투자해 유럽 반도체 공장 2곳 신설 ▶ 카카오ㆍ네이버, 인터넷플랫폼 규제 공론화에 주가 ‘휘청’ ▶ 현대차ㆍ기아, 승용차 판매 비중 역대 최저 수준. 신차 라인업도 RV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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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