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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81.57 -0.18 -0.28 3.03 11.03 1.567 0.90 0.78 -17.37 65.35

4,187.62 0.18 0.59 5.40 11.49 -0.253 0.40 0.90 3.90 31.60

14,138.78 0.87 1.61 6.73 9.70 0.756 1.20 2.50 -8.90 55.90

3,250.26 1.67 2.50 4.01 16.27 0.084 0.40 0.70 13.00 42.20

17.64 1.79 2.02 -9.07 -22.46 0.799 1.80 2.00 13.10 25.60

4,020.83 0.19 0.02 2.59 13.18 0.401 0.30 -0.30 6.40 35.40

15,296.34 0.11 -0.47 1.92 11.50 0.405 0.50 -0.10 17.80 37.50

6,275.52 0.28 -0.34 3.43 13.04 0.058 0.20 0.60 4.30 44.10

6,963.12 0.35 -0.53 3.72 7.78 0.906 0.20 -1.30 3.70 27.80

3,441.17 -0.95 -1.05 -0.02 -0.92 8.800 7.60 -28.10 -21.60 234.05

29,126.23 0.36 -1.88 -0.18 6.13 0.082 1.10 -0.70 -1.30 6.10

17,572.29 1.57 1.79 6.95 19.28 1.753 1.80 -2.90 -3.30 78.30

28,952.83 -0.43 -0.53 2.02 6.32

10,981.31 -0.78 -1.01 0.08 2.26

48,386.51 1.06 -0.91 -2.27 1.08 종가 1D(%) 5D(%) MTD(%) YTD(%)

1,215.77 -2.62 -1.85 2.04 10.14 1,113.20 -0.41 -0.36 -1.64 2.48

종가 1D(%) 5D(%) MTD(%) YTD(%) 120,594.60 0.05 -0.43 3.40 1.33 1,110.13 -0.44 -0.48 -1.60 2.14

KOSPI 3,217.53 0.99 0.58 5.10 11.97 3,610.98 0.38 1.03 1.96 9.79 10.2750 -0.62 -0.39 0.81 -2.26 

KOSPI200 432.36 0.94 0.09 4.17 11.06 8,701.90 0.97 -0.11 1.42 7.78 90.81 -0.06 -0.82 -2.60 0.97

KOSDAQ 1,030.06 0.32 0.06 7.73 6.37 24,513.84 0.52 -0.72 -0.55 10.26 108.08 0.19 -0.08 -2.38 4.68

K200 선물 431.10 0.98 -0.02 3.97 10.78 913.12 1.51 4.27 5.56 12.87 1.2086 -0.09 0.41 3.03 -1.06 

7,045.56 -0.21 -0.28 3.38 6.96 6.4855 -0.17 -0.38 -1.03 -0.64 

1D 5D MTD YTD 706.32 0.37 0.47 4.91 9.29 5.4358 -0.74 -2.04 -3.52 4.67

KOSPI(십억원) 2,956.13 0.34 0.41 5.14 9.89 108.65 0.25 0.39 0.80 -0.60 

392.2 -885.4 1,727.2 -6,712.5 1,360.64 0.56 0.90 3.36 5.37

-46.2 -1,728.7 -5,101.2 -33,426.1 718.11 1.25 0.13 5.41 6.33

-338.5 2,562.3 3,507.5 41,224.2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61.91 -0.37 -0.85 4.65 27.60

-48.2 -162.4 3.9 -900.3 61.67 -1.17 -4.13 -1.22 22.78

20.6 -30.4 -50.7 -3,000.9 금액 금액 2.790 2.20 1.49 6.98 9.89

50.4 352.4 509.1 5,813.5 1 175.7 134.9 2,788 1.38 16.90 32.57 104.70

선물(계약) 2 86.8 70.7 3.22 -0.31 0.00 3.87 91.67

1,580 2,529 4,594 -51,264 3 54.3 66.8 2.54 0.00 0.00 0.00 0.00

-1,311 2,073 510 54,478 4 34.7 26.4 1,779.20 0.12 0.55 3.82 -6.12 

-479 -4,256 -5,005 -4,667 5 32.4 23.4 26.209 0.51 1.44 6.84 -0.77 

9,552 1.60 3.70 8.72 21.71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2,852 1.05 -0.14 1.19 2.42

차익 순매수 -33.1 -21.8 -9.5 -257.3 3.5 1 62.0 83.2 739.50 4.12 13.38 19.66 15.46

비차익 순매수 491.1 7.9 -290.3 -1,183.9 236.4 2 49.8 68.4 681 3.81 14.95 20.60 40.60

3 46.3 48.2 1,569.0 1.90 8.23 9.20 19.29

4/23잔고 1D 5D MTD YTD 4 33.9 27.2 4,048.1 1.15 2.65 6.89 17.38

고객예탁금 67,687.7 -1,729.5 686.3 5,065.2 2,064.3 5 32.2 26.8 198.11 1.05 2.13 7.11 18.07

신용잔고(KOSPI) 12,839.5 149.2 531.0 530.3 3,223.0

신용잔고(KOSDAQ) 10,537.4 28.3 390.3 611.1 924.2

미수금 318.0 53.2 36.3 -8.3 -174.1 금액 금액

1 16.1 15.1 1 13.37% 16.22%

전일대비 4월 누적 21년 누적 2 7.7 12.4 2 13.33% 14.54%

국내주식(ETF제외) -182.7 281.1 977.4 3 6.6 11.3 3 11.94% 11.71%

해외주식(ETF제외) 14.3 819.8 2,699.2 4 5.4 10.0 4 10.65% 9.54%

5 5.3 9.7 5 10.00% 8.48%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652 -0.70 -0.90 -1.50 -9.5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119 -0.10 -1.00 -1.40 14.10 1 12.9 13.5 1 12.17% 12.21%

국고채 5년 1.602 2.90 5.40 0.10 26.70 2 10.0 7.2 2 11.32% 11.82%

국고채 10년 2.089 4.60 10.80 3.20 37.60 3 9.0 6.4 3 11.22% 11.43%

회사채 AA- 3년 1.903 -0.40 -1.10 -15.70 -30.50 4 7.3 5.1 4 10.32% 11.35%

회사채 BBB- 3년 8.281 -0.40 -1.70 -13.70 -33.40 5 5.7 4.6 5 9.7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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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바이든 연설과 FOMC 경계 속 혼조세를 기록. 테슬라를 시작
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다만 바이든 대통령
의 연설에서 언급될 증세 정책과 FOMC 결과를 두고 관망세가 짙어짐.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혼조 마감
- 달러 인덱스, 4월 FOMC 앞둔 관망세에 약보합
- 국제유가, 인도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하락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 기대와 국가간 이동 완화 기대에 상승함. 기업 실
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됨. EU가 예방 접종을 받은 미국인
이 유럽으로 여행을 올 수 있게 한다고 밝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봉쇄 완
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함.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일본증시
- NIKKEI225지수는 기업 실적 및 BOJ 통화정책 결정 기대에 상승함.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 일본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
용. 일본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긴급조치 여파에 추가 상승은 제한됨. 전 거
래일 대비 0.36% 상승한 29,126.23엔으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차익실현 매물에 하락함. 장 초 강세를 보였으나 기업 실
적 확인하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돼 지수는 하락 전환함.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데 따른 반사이익 기대로 헬스케어 등 관련 업종은 강세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0.95% 하락한 3,441.17P로 마감

▶ KOSPI
- KOSPI는 경제 회복 기대감 지속되며 상승함. 미국과 유럽의 경제지표 호조와
대외 증시 강세에 연동해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속 외국인이 나흘 만에 순매수
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가속화 방안도 긍정적으로
작용. 운임지수(BDI) 최고치 경신 소식에 운송 업종이 상승함. 전 거래일 대비
0.99% 상승한 3,217.53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상승함. 대형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기업 실적 기대가 되는 화학, 운송, 반도
체 업종 등이 강세를 보임. 정부가 9월 말까지 전국민의 70%에 대해 백신 1차 접
종을 완료하겠다는 소식에 여행 등 경기 민감주가 상승함. 전 거래일 대비 0.32%
상승한 1,030.06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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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행정부, 이르면 이번 주 야외 마스크 지침 완화....NBC
-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야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연방 공중 보건 지
침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NBC 등 주요 외신이 보도함
▶ 미국, 인도 총리와 통화…"백신원료·산소 등 긴급 지원"
- 미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의료용 산소 관련 물자와 백신 재료, 치료제 등 다
양한 긴급 지원을 인도에 제공하겠다고 밝힘
▶ 미국, "AZ백신 6천만회분 타국에 지원할 것"
- 미국 정부가 안전성 검토를 마치는 대로 6천만 회분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AZ) 백신을 타국에 지원하기로 발표.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
음
▶ 메르켈 "6월부터 누구나 백신 접종"…접종자는 쇼핑·여행 자유
- 독일이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6월부터 없애고 백신 접종자는 검사 없이 쇼핑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함
▶ 미국 3월 내구재 주문 MoM 0.5%로 예상(2.3%) 하회
▶ 테슬라 회계년도 1Q21 EPS $0.93으로 예상($0.80)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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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금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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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론·WDC, 日업체 인수 추진
- 난야, 10나노 D램 생산에 11조
- 삼성, 美·평택에 추가 투자할 듯

- 45만 스마트스토어·200만 스마트플레이스·160만 창작자 품어
- SME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금융, 물류, 컨설팅까지 섭렵

- 3월 한국 굴삭기 전체 수출액 19.4% yoy 증가. 코로나 이후 대형 건설 프로
젝트 추진 재개로 건설장비 수요 급증
- 두산인프라코어, 94년 중국 진출 이래 최대 월간 판매 기록 경신, 현대건설
기계 또한 3월 중국시장 진출 이후 역대 최대 규모 건설장비 수주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반도체 품귀'가 불러온 투자 전쟁…중위권 업체도 나섰다 ▶ 네이버 '프로젝트 꽃'..."소상공인 작은성공 곳곳서 만개" ▶ 韓건설기계, 美·中 수요 폭발에 호황…부품 부족 우려도

- 3월 수출 59조7천억원…13개월 연속 수출액 증가
- 중국이 반도체 공급난을 우려해 대만으로부터 반도체 관련 부품 수입을 늘
린 데 따른 것
- 대만의 수출 호황과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

- LGU+ 신한銀 이어 하나금융과 디지털 상품·서비스 협력
- KT 우리금융 제휴, SKT는 신한카드와 맞손
- 마이데이터 시대 '데이터 산업' 선점 경쟁

- 화웨이, 17일 베이징자동차 ARCFOX와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전기차 '알파
S 화웨이 HI' 출시
- 전기차 판매도 돌입. 샤오캉주식과 공동개발한 사이리스 SF5 출시 후 이틀
간 주문량 3,000대를 돌파하며 샤오캉주식 주가 45% 상승

▶ 예스티子예스파워테크닉스, 500억원 규모 SiC 전력반도체 공급계약 체결 ▶ "입법 막아라"...쿠팡·배민 이어 컬리·당근도 '국회 보좌관 모시기' ▶ 한국은 전기차 보조금 줄이는데…독일·일본은 늘려

▶ '반도체 생산국' 대만 3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33.3% 급증 ▶"데이터는 21세기 원유"…통신사, 금융회사 손잡은 이유 ▶ "美에 의한 제2창업?" 中화웨이 자율주행차 진출에 관련주 폭등
연합뉴스 | https://bit.ly/3eyO5p1 머니투데이 | https://bit.ly/32OYBmU 머니투데이｜https://bit.ly/3xrhtXa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노바백스 CEO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하반기 백신 수급 해결사 될까 ▶ 전방 수요 회복에 정밀화학 호황…롯데정밀·금호석유 '봄날' ▶ 코스모신소재 차세대 단결정 양극재 내년까지 개발 목표

서울경제 | https://bit.ly/3sVPR90 조선일보 | https://bit.ly/3npbQ7k 부산일보｜https://bit.ly/3xpogQW

- 대만에 본사를 두고 중국에 생산기반이 있는 H사와 약 500억 원 규모의
SiC 전력반도체 공급계약을 체결
- 2021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H사에 약 8,000만개의 SiC전력반도체
를 공급

- 쿠팡, 알려진 靑·국회 영입 인사만 10명 넘어
- 배민, 1년 새 3명 영입…컬리·당근마켓도 구인
- 국회·정부發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에 대응

- 독일, 보조금 지급 기한 25년 말로 연장. 중국 역시 보조금 지급 기한 내년
으로 연장. 일본, 보조금 증액 및 재생에너지 활용시 보조금 추가 지급
- 한국, 전기차 한 대당 지급액은 줄이되 지급 대상 차량은 늘려가는 방안추진
중

▶ OCI, 항암신약 바이오벤처 파로노스에 50억 투자 ▶ 4월 1~20일 수출 45% 급증…車·반도체에 석유화학까지 호황 ▶ 커지는 美배터리시장, 5년 후 韓기업이 절반 이상 먹는다
데일리팜 https://bit.ly/3aHhBrI 머니투데이 ｜https://bit.ly/2S5u2Ht 아시아경제 ｜https://bit.ly/3dR0PZi

이데일리 https://bit.ly/3vomgH8 EBN ｜https://bit.ly/3vkOxhD 전자신문 ｜https://bit.ly/3nkd7wh

- 품질 점검 과정 마무리…"국내 허가 되면 곧바로 공급"
- 노바백스 백신, 전통 방식으로 안전성 입증…예방효능 96%

- BPA·ECH·에폭시 등 시황 초강세
- 전방 산업 수요 회복에 1분기 호실적 기대감

-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핵심소재 단결정 양극재 22년 개발 목표
- 양산성 검증 통해 전고체 배터리 시장 공략

노컷뉴스 https://bit.ly/3xpFfCM 투데이에너지 ｜https://bit.ly/3nkOek2 산업일보 ｜https://bit.ly/3sVzx8e

- 해조류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유효성소재 실증지원 사업 공모 선정
- 국비 등 160억 원 투입…'해양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부상' 기대

- 내년 5월말까지 1년간…최근 매출액 대비 4.09%
- LPG는 프로필렌, 에틸렌 제조공정에 사용

- 유럽, 전기차 배터리 역외 의존도 감소 위해 자체 생산 추진
- 유럽배터리연합, 30년까지 500GWh 규모 배터리 확보

- 파로노스바이오사이언스, 'αART' 플랫폼기술 기반 혁신 항암제 개발기업
- 2018년 바이오사업 진출 선언 이후 국내외 유망 바이오벤처에 투자확대

- 국제유가 배럴당 60달러선 회복 영향
- 원유 수입액 80%, 석유제품 126% 증가

- 美 배터리점유율, 2020년 파나소닉 46% 1위
- 2025년 LG·SK 합계 50%넘길듯…삼성도 저울질

▶ 조선대, 완도에 국내 최초 '해조류 바이오 유효성 실증센터' 구축 ▶ E1, 롯데케미칼에 1,607억여원 규모 LPG판매 ▶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지역화, 국내 이차전지 업계 리스크 '주의'

SBSbiz｜https://bit.ly/3njRxrI 전자뉴스｜https://bit.ly/3dRG5QX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xiL6db

- KB국민은행, 수출입기업을 위한 보증 대출을 기존규모보다 5배까지 늘리겠
다는 계획
- 국민은행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은 수출입기업은 기존
외국환관계여신 한도의 최대 2배까지 보증한도 부여

- 코로나19 영향 장기화로 외형 감소 지속됐으나 임차료 부담 완화와 다회 발
송 정책 효과로 수익성 개선
- 기존 인천 공항만 허용했던 무착륙 관광 비행을 내달 김포, 김해, 대구 공항
으로 확대하며 활로 모색 중

- 한화건설, ESG 경영 강화 전략에 발맞춰 모집한 녹색채권이 수요예측 결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 성공
- 녹색채권 500억원, 회사채 300억원 등 총 800억원 규모로 진행한 제 109
회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국민은행, 수출입기업에 5천억원 규모 대출 지원 ▶ 임차료 부담던 면세점, 1분기 실적 회복 탄력 ▶ 한화건설, 녹색채권 수요예측 5,440억원 몰려 '흥행'

- 은행법 개정안'과 금소법 개정안, 재난 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
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 은행의 대출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은행의 건전성 저
해,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 비판 초래 우려

- 롯데백화점 잠실점, 3월 말부터 MZ 고객 대상 유료 멤버십 클럽 '와이 커뮤
니티(Y Community)' 시범 운영 중
- 멤버십 전용 SNS 운영으로 매주 다른 쇼핑 혜택, 백화점 맛집 정보 등 다양
한 쇼핑 및 문화 큐레이션 제공. 가입비는 10만원.

- 부산시, 건설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면서 재활용을 극대화하려고 일
정 규모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 발주 시 분별해체 의무화
- 적용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
축물 철거공사

▶ BNK·DGB·JB금융,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카드 만지작 ▶ SSG닷컴, 프리미엄 '푸드마켓' 상품 새벽배송 ▶ 포스코건설, 내달 경기 오산서 '더샵 오산엘리포레' 분양

▶ '은행빚 탕감법' 정부도 우려…"재산권 침해·은행 건전성 우려" ▶ 롯데백화점, MZ 겨냥 첫 유료 멤버십 출격 ▶ 부산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강화…분별해체 의무화
연합뉴스｜https://bit.ly/3ezIfDW 헤럴드경제｜https://bit.ly/3dScTt3 연합뉴스｜https://bit.ly/3u4QFtq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통신3사, 넷플릭스 이어 디즈니플러스 제휴 동상이몽 ▶ 美 식당 다시 열자 식음료株 '꿈틀' ▶ 엔하이픈, 새 앨범 선주문량 45만장 돌파

머니S｜https://bit.ly/32UdZ13 한국경제｜https://bit.ly/3gJCwhB 뉴시스｜https://bit.ly/3aHntBo

- 시중은행보다 디지털 경쟁력이 뒤쳐지는 지방 금융지주는 인터넷전문은행
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
-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지점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어 영토를 확장하려는
지방은행에게 매력적

- 오는 29일부터 신세계그룹 프리미엄 슈퍼마켓인 SSG푸드마켓 대표 상품
450종을 새벽배송으로 판매
- 신선식품 220종, 가공식품 200종, 반찬류 30종 등을 선보일 예정으로 배송
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 지상 29층 6개동…총 927세대
- 세교·동탄 두 곳의 인프라 공유

▶ KT-삼성전자, 세계 최초 국가재난안전통신 전국망 개통 ▶ "식품산업, 신식품 통계 구축 시급" ▶ 쿠팡플레이, 콘텐츠 강화…김수현·차승원 주연 드라마 독점 계약
연합뉴스｜https://bit.ly/2QVFZyW 원예산업신문 https://bit.ly/3gHQzo2 디지털데일리｜https://bit.ly/3gEXtdq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aAMGxa 한국경제 https://bit.ly/3gFPgWx 한국경제｜https://bit.ly/3tNN4js

- SK텔레콤, 디즈니 플러스 대신 넷플릭스 제휴 고려
- KT, LG유플러스 디즈니 플러스와 협력에 적극 나서

- 크래프트하인즈·코카콜라 강세
- 스타벅스, 한달새 8.5% 상승

- 3일 차 선주문량 37만 장을 넘어서 19일차 45만장 기록
- 지난해 11월 발매된 데뷔 앨범 '보더 : 데이 원' 30만 장의 선주문량을 기록
한 것과 비교하면 15만 장이나 증가한 수치

이데일리｜https://bit.ly/3nml0kN 아이뉴스24 https://bit.ly/3xtsIy4 서울경제｜https://bit.ly/3gBy6cv

- 양정숙 "알뜰폰 시장, 통신3사 자회사들 싹쓸이"
-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 위해 시장 점유율 제동 걸어야

- 지역별 제품과 판매 전략 차별화로 해외시장 공략…하반기 美 시장 진출
- 신성장 동력으로 반려동물 식품 사업 추진…IPO 자금 M&A 등 활용

- BTS 캐릭터 '타이니탄' 활용… 한국어 모르는 초급자 겨냥
- 하이브 에듀, 교재의 패키지와 별도로 영상 콘텐츠도 위버스 통해 공개

- 재난안전통신망,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중대형 재난사고를 효율적으로 예
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구축된 차세대 무선통신망
- 경찰·소방·국방·철도·지방자치단체 등 8대 분야 333개 국가기관의 무
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

- △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식품 △ 기능
성 식품 △ 간편식품(밀키트 포함) △ 친환경식품 △ 수출식품
- KREI,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 방안' 통해 밝혀

- 쿠팡플레이, TV 드라마 ‘어느 날(가제)’에 대해 초록뱀미디어와 국내 독
점 계약을 체결
-  어느 날, 쿠팡플레이에서 공개하는 첫 번째 한국 드라마 11월말 예정

▶ 알뜰폰 시장, 통신3사 자회사들 점유율 제한법 발의 ▶ 에이치피오,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플랫폼 도약" ▶ 하이브, BTS 두번째 한국어 교재 Learn! KOREAN with TinyTAN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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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