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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13.23 0.70 0.39 0.70 11.46 1.598 -2.83 -2.40 -2.83 68.44

4,192.66 0.27 0.12 0.27 11.62 -0.204 -0.20 4.50 -0.20 36.50

13,895.12 -0.48 -1.72 -0.48 7.81 0.842 0.00 6.80 0.00 64.50

3,073.38 -1.15 -5.44 -1.15 9.94 0.150 -0.60 5.80 -0.60 48.80

18.31 -1.61 3.80 -1.61 -19.52 0.874 -3.00 5.30 -3.00 33.10

4,000.25 0.64 -0.51 0.64 12.60 0.456 -2.00 4.00 -2.00 40.90

15,236.47 0.66 -0.39 0.66 11.06 0.464 -1.60 4.50 -1.60 43.40

6,307.90 0.61 0.52 0.61 13.63 0.132 -0.60 6.70 -0.60 51.50

6,969.81 0.12 0.45 0.12 7.88 0.993 0.00 7.70 0.00 36.50

3,446.86 -0.81 -0.79 -0.81 -0.75 8.945 6.20 7.70 6.20 248.55

28,812.63 -0.83 -1.29 -0.83 4.99 0.097 0.00 1.20 0.00 7.60

17,222.35 -1.96 -0.45 -1.96 16.90 1.753 0.70 1.60 0.70 78.30

28,357.54 -1.28 -2.06 -1.28 4.14

10,713.00 -1.04 -2.44 -1.04 -0.24 

48,718.52 -0.13 0.69 -0.13 1.77 종가 1D(%) 5D(%) MTD(%) YTD(%)

1,239.39 0.80 0.94 0.80 12.28 1,124.00 1.05 0.97 1.05 3.47

종가 1D(%) 5D(%) MTD(%) YTD(%) 119,209.50 0.27 -1.15 0.27 0.16 1,120.55 0.25 0.94 0.25 3.10

KOSPI 3,127.20 -0.66 -2.81 -0.66 8.83 3,544.00 -0.76 -1.48 -0.76 7.75 10.2733 0.56 -0.02 0.56 -2.28 

KOSPI200 420.36 -0.47 -2.78 -0.47 7.98 8,893.70 0.89 2.20 0.89 10.16 90.95 -0.37 0.09 -0.37 1.12

KOSDAQ 961.81 -2.20 -6.63 -2.20 -0.68 24,419.97 1.15 -0.38 1.15 9.84 109.07 -0.22 0.92 -0.22 5.64

K200 선물 419.75 -0.56 -2.63 -0.56 7.86 910.37 0.00 1.86 0.00 12.53 1.2064 0.37 -0.18 0.37 -1.24 

7,028.80 0.04 -0.24 0.04 6.71 6.4749 0.04 -0.33 0.04 -0.80 

1D 5D MTD YTD 703.31 0.21 -0.43 0.21 8.82 5.4423 0.08 0.12 0.08 4.79

KOSPI(십억원) 2,948.67 0.34 -0.25 0.34 9.61 108.67 0.01 0.02 0.01 -0.59 

-440.4 -1,781.9 -440.4 -8,494.4 1,338.89 -0.65 -1.60 -0.65 3.69

-139.2 -885.2 -139.2 -34,311.3 692.11 -1.33 -3.62 -1.33 2.48

587.7 2,915.8 587.7 44,139.9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64.49 1.43 2.46 1.43 32.91

-182.4 -480.2 -182.4 -1,380.5 64.04 -0.70 3.84 -0.70 27.49

-54.9 -373.5 -54.9 -3,374.5 금액 금액 2.966 1.19 6.31 1.19 16.82

199.4 886.5 199.4 6,700.0 1 113.4 79.4 3,053 1.53 9.51 1.53 124.16

선물(계약) 2 68.8 50.2 3.22 0.00 0.00 0.00 91.67

443 -6,885 443 -58,149 3 21.2 40.6 2.54 0.00 0.00 0.00 0.00

367 6,167 367 60,645 4 19.8 36.1 1,791.80 1.36 0.71 1.36 -5.45 

-666 1,524 -666 -3,143 5 17.0 33.3 26.943 4.22 2.80 4.22 2.01

9,825 -0.61 2.86 -0.61 25.20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2,926 0.24 2.59 0.24 5.08

차익 순매수 6.1 -44.6 4.9 -31.8 -31.5 1 37.6 52.1 725.50 -2.29 -1.89 -2.29 13.27

비차익 순매수 -501.7 -474.2 -175.3 -487.1 -411.7 2 27.9 49.6 732 -1.05 7.60 -1.05 51.29

3 25.3 41.9 1,560.3 -0.68 -0.56 -0.68 18.63

4/30잔고 1D 5D MTD YTD 4 25.0 35.2 4,178.1 -0.21 3.21 -0.21 21.15

고객예탁금 58,416.7 -1,067.5 -9,271.0 -4,205.8 -7,206.7 5 22.9 34.7 200.85 0.55 1.38 0.55 19.70

신용잔고(KOSPI) 12,877.5 -91.4 38.0 568.4 3,261.0

신용잔고(KOSDAQ) 10,497.3 -79.2 -40.1 571.0 884.1

미수금 392.7 65.7 74.7 66.4 -99.4 금액 금액

1 6.5 18.7 1 15.34% 16.29%

전일대비 4월 누적 21년 누적 2 6.3 12.2 2 13.33% 14.99%

국내주식(ETF제외) -304.8 -319.0 377.3 3 5.2 11.8 3 11.27% 13.30%

해외주식(ETF제외) 59.5 1,011.8 2,891.2 4 5.2 10.3 4 10.52% 13.24%

5 4.6 9.1 5 10.29% 8.23%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663 0.80 1.10 0.80 -8.4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149 0.80 3.00 0.80 17.10 1 11.3 12.1 1 12.02% 12.27%

국고채 5년 1.636 0.60 3.40 0.60 30.10 2 4.2 4.9 2 10.92% 11.88%

국고채 10년 2.124 -0.40 3.50 -0.40 41.10 3 3.5 4.6 3 10.86% 11.74%

회사채 AA- 3년 1.917 0.30 1.40 0.30 -29.10 4 2.2 4.4 4 10.08% 11.36%

회사채 BBB- 3년 8.284 0.40 0.30 0.40 -33.10 5 2.0 3.8 5 9.7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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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에도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혼조세를 기록.
뉴욕의 경제 정상화 소식에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기술주는
고점 부담 속 하락함. ISM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을 하회한 점도 추가 상승
을 제한.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혼조 마감
- 달러 인덱스, 미 제조업 지표 부진 및 금리 하락에 연동해 약세
- 국제유가, 수요 회복 기대 이어지며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코로나19 제한 완화와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함. EU가 백신
접종 외국인의 입국 허용을 권고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됨. 독일의 소매 지
표 개선에 경기 회복 기대가 확대됨.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
승 마감

▶ 일본증시
- 일본 증시는 5월 연휴(5/3~5/5)로 휴장

▶ 중국증시
- 중국 증시는 노동절 연휴(5/3~5/5)로 휴장

▶ KOSPI
- KOSPI는 공매도 재개와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에 하락함. 코스피200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 가운데 제약바이오, 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 인도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신흥국 경기 회복 둔화 우려를 부
각시킴. 미국 내 자동차 판매 호조 소식에 자동차 업종은 강세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0.66% 하락한 3,127.20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이어지며 하락함.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시
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나타나며
지수는 하락함. 전 거래일 대비 2.20% 하락한 961.81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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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준 인사 발언
-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전망은 밝아졌으나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힘.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 진전은 더 느리다고 지적
-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는 강한 성장을 보이나 경제지표가 통화정책을
전환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힘.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성이라는 목표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고 강조
-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아직 테이퍼링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밝힘. 인구 대비 고용 비율이 아직 펜데믹 이전 수준이며, 물가 압력과 고용이
완만한 진전을 보였다고 밝힘
▶ 정상화 일정 앞당긴 뉴욕…5월 19일부터 인원 제한 폐지
-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5월 17일(현지시간)부터 지하철 24시간 운행을 재개하고
19일(현지시간)부터 식당, 체육관 등의 인원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 디샌티
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미 4월 ISM 제조업 60.7로 예상(65.0) 하회
▶ 에스티로더 회계년도 1Q21 EPS $1.62로 예상($1.33)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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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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l                                  

기관 순매수

 현대차                                 

외국인 순매수

종목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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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with I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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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세계일보｜https://bit.ly/3ecwPqX 한국경제 https://bit.ly/3vz9dlW 해럴드경제｜https://bit.ly/3aWBuvc

- LX홀딩스는 1일을 분할 기일로 출범했으며, 이달 첫 영업일인 3일부터 공식
업무 시작
- LG상사,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A, 판토스 등 5개 자회사로 구성
된 LX홀딩스 / 신사업 진출에 속도 내고 성장 계획

- "술자리 좋아하지만 취하긴 싫어", 무알코올 맥주시장 5년새 2배
- 제로칼로리 사이다 뒤늦게 히트, 디카페인 커피 매출 1년새 3배로

- 넷플릭스, 지난해 4,155억원 한국 매출, 트래픽 비중 네이버·카카오 앞질
러
- 전송료 개념 들고 나와, 타국가 망사용료 지불 여부 쟁점…SKB "넷플 주장
자가당착" 지적

-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현장 보며 직원 1명이 크레인 3~4대 조종
- LG유플러스와 부산항만공사가 함께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 빌 게이츠·디카프리오 투자한 기업으로 유명
- 2014년 '리콜 사태', 소비자에 눈도장 찍는 계기돼

- 웨이브, '녹두전'부터 '모범택시'까지 인기 작품 독점, 인지도 상승
- 국내 OTT 1인자 자리 굳히기

▶ LG 계열 분리 신설 지주 LX홀딩스 공식 출범 ▶ "맥주에 '이것' 없앴을 뿐인데…" 품절 대란 벌어졌다 ▶ "한국서 돈벌고, 망사용료는 못내!" 넷플릭스, 과연 결론은?

▶ LG유플러스, 크레인 원격조종하는 '5G 스마트 항만' 구축 ▶ 빌 게이츠 홀린 '식물성 고기'…美 '비욘드 미트' 인기 비결은 ▶ 진격의 웨이브, 넷플릭스 비켜
조선일보｜https://bit.ly/2RnZa4I 아시아경제 https://bit.ly/2PLHiQJ 한국경제｜https://bit.ly/3tejnH2

조선비즈｜https://bit.ly/3ecrPCL 한국경제 https://bit.ly/3aUFaxp 해럴드경제｜https://bit.ly/3xBgyDD

- 자회사인 드림어스컴퍼니, 음악 플랫폼 ‘플로(FLO)’에 3년간 2,000억원
규모의 투자
- 오리지널 콘텐츠 및 파트너십 강화로 플로를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 1등 플
랫폼으로 키우겠다는 목표

- 돼지고기 목원, 이익률 50% 육박, '간장계의 마오타이' 해천미업
- 우유 소비 증가 대표 수혜주 이리, 생수 독점 농부산천

- 5개월 만에 발표한 미니 2집 역시 일간 차트 정상에 올라 연타석 홈런
- 호주, 브라질, 일본, 스웨덴 등 27개 국가/지역의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
위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SKT 플로 "3년간 2000억 투자…1등 오디오 플랫폼 되겠다" ▶ 소비 진작 나선 中…14억 시장 독점하는 대표 음식료주는? ▶ 엔하이픈, 日 오리콘 차트 접수…음반 일간 차트 압도적 1위

뉴스1｜https://bit.ly/2Rhd6NQ 여성소비자신문｜https://bit.ly/3eMlVY1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tfpDyt

- 기업은행,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첫 투자 대상으로 씨에이랩을 선정하고 투자
완료
- 씨에이랩, 공기질 예측 시뮬레이션과 필터 설계를 기반한 환기·청정 제품
개발 기업

- 특히, 3월 매출은 2월 대비 35%, 4월 매출은 3월 대비 21% 늘며 '티 스탠
다드' 를 찾는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 '티 스탠다드'는 지난해 9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만든 PL 브랜드. 대단량
운영, 저마진 정책, 대량 매입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하고 가성비 제고

- 공정위, 비용 등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
-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과징
금 부과 등 엄정 조치 예정

- 취급 코인 안전성, 내부통제, 대주주, 재무구조도 검증 대상
- 실명계좌 발급 후 거래소 사고 터지면 책임 문제…매우 높은 수준 요구할
것

- 한국콜마, HDC현대EP와 4월 29일 '친환경 종이 플라스틱을 활용한 화장품
포장재 연구개발' 전략적 업무협약(MOU) 체결
- 현대EP는 친환경 바이오 소재 개발, 한국콜마는 개발된 바이오 소재를 활용
한 화장품 용기소재 개발 및 상업화에 돌입할 예정

- '바로답' 시스템 고도화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대비
- 대형화되는 해외 EPC 프로젝트에 대응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수행 경
쟁력을 갖출 수 있는 초석

▶ 기업은행,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첫 투자 완료 ▶ 트레이더스몰 '티 스탠다드(T STANDARD)' 매출 매월 20% 이상 성장 ▶ 공정위, '건설업체 비용 부당전가' 직권조사한다

▶ 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지침 마련…4대 거래소도 '긴장' ▶ 한국콜마, 친환경 화장품 용기 개발 착수 ▶ 대우건설, AI기반 해외 EPC 입찰안내서 분석 시스템 구축
연합뉴스｜https://bit.ly/2Rkbq5U 시장경제신문｜https://bit.ly/3gYsmtE 머니투데이｜https://bit.ly/2RhAqLp

아시아경제｜https://bit.ly/3tecNQQ 프라임경제｜https://bit.ly/3eQ8lTf 연합뉴스｜https://bit.ly/3vwRLhW

- KB국민은행 싱가포르지점 설립 예비인가 획득
- NH농협은행 홍콩지점 설립 최종인가

- 신세계면세점, 지난해 3~4월 대비 매출 20% 이상 상승. 롯데면세점 본점
또한 매출 20% 가량 상승.
- 매출 상승 요인은 따이궁 트래픽 회복과 무착륙 관광비행 활성화. 임차료 감
면 등 비용 절감과 백신 보급 효과로 2분기 실적 상승세 유지 전망

- 대구 동구 신암10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92.2%의
찬성을 받아 시공사로 선정
- 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15층, 13개 동, 824가구 단지로 탈바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국내은행, 글로벌 사업 다시 속도…해외지점 설립 줄허가 ▶ '따이궁·무착륙 관광비행 효과'…면세점, 실적 개선세 ▶ 현대건설, 대구서 1천813억원 규모 재건축사업 수주

팍스넷경제티비 https://bit.ly/3eTsk3p 뉴데일리경제 ｜https://bit.ly/3eajUpg 더구루 ｜https://bit.ly/33dLbRi

- 녹십자 "이미 안전성 입증된 혈장치료제"... 품목 허가 후 "무상공급"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 가능성이 크다" ... '범용 백신' 개발 계획

- 엄격해지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 민·관·학,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개발 '맞손'
-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업계, '탄소중립' 실현
- 청정합성 신연료 'e-fuel'로 에너지 전환까지 드라이브

- EV로모·로잔나 산업단지, 8GWh 생산량 배터리 공장 건설
- LG화학 출신 이기영 배터리 연구 담당 주도

- 매출 1127억원…전년比 422% 증가, 영업이익·순이익도 흑자전환
-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생산 앞둬

- 작년 2월 이후 1년 만에 배럴당 3달러 상회
- 국제유가도 상승세, 휘발유 중심 수요 개선

- 청주공장 이르면 상반기 진행
- 폴란드 공장도 인수인계 검토

▶ 녹십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지코비딕주' 상용화 '초읽기?' ▶ "탄소의 자원화"… 정유-석화업계, CCU 상용화 '가속도' ▶ '특허 42개 보유' LG화학 전 임원, 태국 배터리 사업 이끈다

▶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에 1분기 매출 5배 증가 ▶ 정제마진 1년 만에 3달러 돌파…정유업계 회복 기대감 ▶ LG전자 '배터리 분리막' LG화학으로 넘긴다
조선비즈 https://bit.ly/2SooZC5 이데일리 ｜https://bit.ly/2QNsdOU 헤럴드경제 ｜https://bit.ly/3aVJIU0

연합뉴스 https://bit.ly/3vDGTyT 아이뉴스24 ｜https://bit.ly/3b0kQe6 이데일리 ｜https://bit.ly/3teNpKM

- "5월 화이자백신 안정적 공급…AZ백신 계획보다 많이 들어올 것"
- "백신주권 확보 중요한 과제…내년엔 국산 백신 쓰도록 총력"

- 니트릴 장갑 소재 NB라텍스 R&D 집중
- 전기차 시장 겨냥 탄소나노튜브·에폭시 등 기술개발 박차

- 5G용 하이엔드 동박 수요 급증
- 연말 3000t 완공해 1만5000t 확보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문대통령 "백신접종 원활…상반기 목표 1천300만명 상향 가능" ▶ 금호석유화학, NB라텍스·고형 합성고무 등 핵심소재 R&D 확대 ▶ 솔루스첨단소재, 룩셈부르크에 동박 증설…'5G 1위 굳히기'

한국경제 | https://bit.ly/2QQmx6L 한겨레 | https://bit.ly/3aTS7av 프레시안｜https://bit.ly/3ednezU

- 日 반도체 소재기업, 일본정부 규제 피해 한국에 대량 증설
- 감광재 세계 1위 도쿄오카, 인천공장 설비 2배로
- 다이킨·쇼와전공도 한국에 수백억 투자
- 한국 현지생산하면 日정부 수출허가 안받아도 돼

- AI 감정인식, 윤리 논란속 시장 확대
- 중국은 학습과 성적 예측 등에 적극 활용
- MS도 "얼굴인식은 위험…정부 통제 필요"
- AI 윤리보다, 권력의 문제 접근해야”

-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창원 공장에 건설 중인 수소액화플랜트에서 고효율 이
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적용, 블루수소 생산 예정
- 블루수소는 수소 추출 때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저장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인 공정을 통해 생산된 수소

- "최적 성능 달성 위해선 소프트웨어도 함께 생산할 필요"
- "그룹 내 전담조직 캐리어드 활용"…제조는 파운드리 위탁
- 테슬라·벤츠 등 경쟁사들도 자체 반도체칩 개발 추진 중

- 개방형 문서(HWPX) 전환으로
- 기계판독 문서화 기술 지원
-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확대

- 기아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반도체 수급난으로 마이너스 옵션 실시. 편의사
양에 들어갈 반도체를 아껴 필수부품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함
- 현대차 울산 공장 다른 생산라인도 이 달 충 추가 휴업 가능성. 기아는 이 달
전국 공장 특근 중단 상태

▶ "한국에 수백억 투자"…日 반도체 기업이 몰려온다 ▶ 인공지능 얼굴인식은 21세기 골상학 ▶ 두산중, 수소사업 다각화 '박차'…기존 사업과 접목

▶ `테슬라처럼` 폭스바겐, 자율주행차 반도체칩 직접 개발한다 ▶ 한글과컴퓨터-한국문화정보원, 공공문화데이터 개방 속도낸다 ▶ 반도체 품귀에 기아 이어 현대차도 옵션 덜어낸다

이데일리 | https://bit.ly/3gRAqMO 매일경제 | https://bit.ly/3bfcfo3 서울경제｜https://bit.ly/3udWJ3b

아시아경제 | https://bit.ly/3udTZ5V 한국경제 | https://bit.ly/2PH7njK 데일리카｜https://bit.ly/3ed9dCx

- 정상회담 일정 맞춰 답변 구체화 부담 커져
- 글로벌 경쟁 압도할 M&A·투자 계획 절실
- 총수 부재 삼성, 중대 결단 지연

- 자존심 건 네이버 vs 글로벌 존재감 필요한 카카오
- 네이버, 일본에 라인 플랫폼 구축해놓고 1위 뺏겨
- 카카오, 해외 공략으로 내수용 기업 이미지 탈피

- 국내 완성차 5개사, 4월 글로벌 시장 총 63만661대 판매고. 전년 동기 대비
76.8% 증가한 수치
- 내수는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감소세 기록. 반면 수출 등 해외판매는 지난
해 판매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완연한 회복세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韓美정상회담 다가오는데…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전략 고심 ▶ '해외 웹툰경쟁' 네이버→日, 카카오→동남아…상대 텃밭 공략 ▶ 4월 국산차, 63만661대 판매..해외판매 134.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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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