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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30.34 0.29 1.21 1.05 11.84 1.566 -2.64 -6.83 -5.99 65.28

4,167.59 0.07 -0.37 -0.32 10.96 -0.228 1.00 -3.50 -2.60 34.10

13,582.42 -0.37 -3.34 -2.72 5.39 0.819 2.40 -2.40 -2.30 62.20

3,042.88 0.61 -4.27 -2.13 8.85 0.138 1.50 -1.80 -1.80 47.60

19.15 -1.69 10.82 2.90 -15.82 0.898 3.70 -1.50 -0.60 35.50

4,002.79 1.99 -0.30 0.71 12.67 0.451 2.30 -2.40 -2.50 40.40

15,170.78 2.12 -0.79 0.23 10.58 0.460 1.80 -1.70 -2.00 43.00

6,339.47 1.40 0.52 1.12 14.20 0.118 1.40 -1.60 -2.00 50.10

7,039.30 1.68 1.36 1.12 8.96 0.978 -2.60 -0.80 -1.50 35.00

3,446.86 -0.81 -0.79 -0.81 -0.75 9.017 -20.30 17.10 13.40 255.75

28,812.63 -0.83 -1.29 -0.83 4.99 0.097 0.00 -0.10 0.00 7.60

16,843.44 -0.53 -4.28 -4.12 14.33 1.740 -1.90 2.50 -0.60 77.00

28,417.98 -0.49 -2.25 -1.07 4.36

10,721.87 -0.41 -2.66 -0.95 -0.15 

48,677.55 0.88 -2.12 -0.21 1.69 종가 1D(%) 5D(%) MTD(%) YTD(%)

1,256.43 1.15 3.34 2.19 13.82 1,122.60 -0.12 1.10 0.93 3.34

종가 1D(%) 5D(%) MTD(%) YTD(%) 119,564.40 1.57 -1.23 0.56 0.46 1,125.18 -0.07 1.35 0.66 3.53

KOSPI 3,147.37 0.64 -2.12 -0.02 9.53 3,643.56 1.85 1.19 2.03 10.78 10.3024 0.07 0.70 0.84 -2.00 

KOSPI200 423.57 0.76 -1.98 0.29 8.81 8,967.80 1.56 1.91 1.73 11.07 91.31 0.02 0.44 0.03 1.52

KOSDAQ 967.20 0.56 -5.27 -1.65 -0.13 24,463.89 2.03 0.02 1.34 10.03 109.21 -0.11 0.56 -0.09 5.77

K200 선물 423.20 0.82 -1.95 0.26 8.75 911.42 0.12 1.32 0.12 12.66 1.2005 -0.07 -1.00 -0.12 -1.73 

7,095.82 0.40 0.44 1.00 7.72 6.4749 0.04 -0.33 0.04 -0.80 

1D 5D MTD YTD 699.63 0.29 -0.86 -0.31 8.25 5.3551 -1.61 0.20 -1.53 3.11

KOSPI(십억원) 2,932.85 0.35 -0.64 -0.20 9.03 108.59 0.05 -0.08 -0.06 -0.66 

-73.0 -1,688.2 -513.4 -8,567.4 1,333.05 -0.15 -2.34 -1.08 3.24

167.9 -610.9 28.7 -34,143.4 698.98 0.00 -1.47 -0.35 3.50

-119.4 2,348.0 468.4 44,020.6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65.63 -0.09 0.95 3.22 35.26

34.7 -300.5 -147.8 -1,345.8 67.20 1.93 6.84 4.20 33.78

31.4 -340.2 -23.5 -3,343.0 금액 금액 2.938 -0.98 0.44 0.24 15.71

-68.0 649.5 131.5 6,632.0 1 65.5 42.2 3,157 3.41 12.43 4.99 131.79

선물(계약) 2 41.2 31.7 3.22 0.00 0.00 0.00 91.67

3,505 -4,794 3,948 -54,644 3 33.3 25.9 2.54 0.00 0.00 0.00 0.00

-1,222 6,678 -855 59,423 4 29.5 17.6 1,784.30 0.47 0.63 0.94 -5.85 

-1,904 -678 -2,570 -5,047 5 26.6 14.5 26.502 -0.14 1.60 2.51 0.34

9,966 1.44 2.20 0.82 27.00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2,968 1.44 1.82 1.68 6.59

차익 순매수 0.7 6.1 -44.6 4.9 -31.8 1 52.6 31.3 755.75 2.54 4.21 1.78 17.99

비차익 순매수 -105.9 -501.7 -474.2 -175.3 -487.1 2 37.7 14.7 753 1.14 9.76 1.79 55.63

3 33.5 10.7 1,582.0 0.32 1.56 0.70 20.28

5/3잔고 1D 5D MTD YTD 4 32.2 10.6 4,232.5 1.30 2.63 1.09 22.73

고객예탁금 77,901.8 19,485.1 9,299.7 19,485.1 12,278.4 5 27.9 10.5 204.14 0.83 1.89 2.19 21.66

신용잔고(KOSPI) 12,766.2 -111.4 -73.3 -111.4 3,149.7

신용잔고(KOSDAQ) 10,440.9 -56.4 -95.6 -56.4 827.8

미수금 359.0 -33.7 40.8 -33.7 -133.1 금액 금액

1 19.6 7.5 1 16.72% 16.24%

전일대비 5월 누적 21년 누적 2 10.1 5.5 2 16.67% 15.36%

국내주식(ETF제외) -355.3 -355.3 22.0 3 7.2 5.3 3 16.67% 14.41%

해외주식(ETF제외) 32.9 32.9 2,924.1 4 6.9 5.0 4 13.33% 14.19%

5 6.6 3.9 5 11.06% 9.30%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661 -0.20 0.90 0.60 -8.6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158 0.90 6.10 1.70 18.00 1 15.4 9.7 1 12.03% 12.27%

국고채 5년 1.643 0.70 5.90 1.30 30.80 2 13.1 9.1 2 10.75% 11.79%

국고채 10년 2.130 0.60 5.90 0.20 41.70 3 11.6 7.8 3 10.37% 11.62%

회사채 AA- 3년 1.920 0.30 3.50 0.60 -28.80 4 7.1 6.7 4 10.13% 11.58%

회사채 BBB- 3년 8.287 0.30 2.50 0.70 -32.80 5 5.1 5.3 5 10.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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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4일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다만, 경기 재개 기대에 경기 민감주가 반등하면서
혼조 마감. 5일 옐런 재무장관의 해명 발언에 조기 긴축 우려는 완화됐으나,
경제지표 부진에 투자심리가 후퇴하면서 혼조세를 기록
- 달러 인덱스, 4일 위험자산 선호 후퇴에 상승, 5일 경제지표 부진에 보합
- 국제유가, 4일 각 국 이동제한 완화 소식에 상승, 5일 재고 부담에 하락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4일 옐런 미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에 기술주를 중심으
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하락. 5일은 기업 실적 개선 기대와 저가 매수세 유
입에 상승함

▶ 일본증시
- 일본 증시는 5월 연휴(5/3~5/5)로 휴장

▶ 중국증시
- 중국 증시는 노동절 연휴(5/3~5/5)로 휴장

▶ KOSPI
- KOSPI는 4일 공매도 우려 완화와 저가 매수세 유입에 상승함.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등 낙폭 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 공매도 과열 종목을 대상
으로 1거래일 간 공매도 제한 조치를 발표한 부분도 공매도 우려를 다소 진정시
킴. 철강 업종이 실적 개선 기대에 상승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장 중 자사주 소각
을 발표하면서 통신 업종 상승을 견인함. 전 거래일 대비 0.64% 상승한
3,147.37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4일 공매도 우려 완화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상승함.
시가총액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거래일 만에 상승 전
환. 전 거래일 대비 0.56% 상승한 967.20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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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런, 금리 인상 발언 해명…"인상 예견한 것 아냐"(5/4)
- 옐런 재무장관이 더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4일(현지시간) 경제가 과열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해 금리가 다소 인상돼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히고, 추가적인 지출이
경제 규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을지 모르지만, 이는 약간의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발언
- 그러나 옐런 재무장관은 이어 4일(현지시간) 장 마감 이후 월스트리트저널
(WSJ) 주최 행사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예견하거나 권고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연준
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수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임
▶ 연준 인사 발언
-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12월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고, 테이퍼링에 대해 논
의를 시작하고 나중보다 더 이전에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다고 밝힘(5/4)
-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경제는 연준의 목표에서 거리가 멀다고 밝혔
으며, 금리 수정 전 테이퍼링이 좋은 순서지만 아직 먼 길이 남았다고 강조함. 인
플레이션 2.4%~2.6%는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임(5/4)
-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경제 목표 달성에서 떨어져 있어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
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고 밝힘(5/5)
-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상당 기간 완화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
힘(5/5)
- 보우만 연준 이사는 통화정책은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힘(5/5) 홍콩(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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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자재 동향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DAQ, 십억원)

대차거래 잔고율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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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DAQ

KOS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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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PI, 십억원)

증시주변자금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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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금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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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with I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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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동기 대비 14% '껑충'…메모리 시장 회복이 출하량 견인
- 1분기 실리콘 웨이퍼 출하 면적은 33억3,700만 제곱인치
- 로직 반도체와 파운드리가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증가의 가장 큰 요인

-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테마 NFT 발행
- 제페토-더 샌드박스 플랫폼서 메타버스 교차구현
- 제페토는 현재 2억명 이상의 글로벌 사용자를 보유

- 제네시스, 현지 시각 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주요 매체 대상 온라
인 기자 회견에서 유럽 진출 공식 선언
- 내달 대형 럭셔리 세단 G80와 대형 SUV GV80의 차량 주문을 시작으로 중
형 스포츠 세단 G70와 도심형 중형 SUV GV70 선보일 예정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반도체 호황에 1분기 웨이퍼 출하량 '역대 최대' ▶ 네이버 제페토, NFT 시장 진출…더 샌드박스와 맞손 ▶ 제네시스의 유럽 시장 진출, 그 의미는

- 러만도 상무 "압박 하루도 멈춘 날 없어"
- "최첨단 반도체 생산 30%로 끌어올려야”

- 카카오가 꽉잡은 3.5조원 선물하기, 네이버도 눈독
- 카카오를 상대로 네이버는 45만 스마트스토어를 앞세워 공략
- 선물하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조5,000억원 수준

- 르노삼성차, 한국지엠, 쌍용차 등 외국계 자동차 3사, '노사 갈등', '판매 부진
', '반도체 부족' 3중고로 철수 가능성 제기
- 르노삼성차는 노조 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쌍용차는 회생 절차, 한국
지엠은 성과급·격려금 지급 등 노조 요구안 수용 문제 등 문제 산재

▶ TSMC, 美애리조나 반도체공장 최대 5곳 더 늘린다 ▶ 금·흙수저 격차, '행정 빅데이터'로 본다…새 통합지표 개발 ▶ 대한항공도 '플라잉 카' 개발 뛰어든다

▶美, 대만에 “반도체 내놓아라” 압박 ▶ 카카오가 꽉잡은 3.5조원 선물하기, 네이버도 눈독 ▶ 외국계 車3사 '최악의 상황'… 르노·GM 철수설 ‘모락’

서울경제 | https://bit.ly/3ej7qMb 머니투데이 | https://bit.ly/3xOAYZW 서울신문｜https://bit.ly/3xQwEJq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분류 기준마련 속도 ▶ 금호석유화학, 1분기 영업익 6125억…창립 후 최대 ▶ 배터리 가격 떨어진다…내연차보다 싼 전기차 시대 성큼

이데일리 | https://bit.ly/3tiJ6yl 중앙일보 | https://bit.ly/3vIr4XK 조선비즈｜https://bit.ly/2QZf3hT

- TSMC, 작년부터 120억달러 투자해 애리조나 공장 건설 중
- "美정부 요청으로 최대 5개 공장 추가 건설…곧 투자 승인"
- 5나노 월 2만장 웨이퍼 생산 계획…생산 확대규모는 미지수

- ‘단순 소득 격차’ 아닌 ‘성별+지역별 소득 격차’행정 빅데이터 활용
- 이르면 2023년 말 공개…‘계층이동 사다리’ 확인은 더 기다려야

- 대한항공, 국토교통부 주관 'UAM 팀 코리아' 참여. UAM팀 코리아는 2025
년 플라잉 카 상용화 목표로 현대차, 한화시스템, SK텔레콤 참여 중
- 항공기정비(MRO) 부문과의 시너지 기대. 장기적으로 수소연료전지 등 소재
업체와의 협력도 검토할 계획

▶ 제약·바이오 1분기 희비…코로나19 백신 등 CMO ‘활짝’ ▶ 한화토탈, 1조4000억 들여 NCC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 확대 ▶ 시장 절반 가져간 中배터리, 당분간 추세 이어간다
데일리한국 https://bit.ly/2RrFxZx 중앙일보 ｜https://bit.ly/3b2nDU7 아시아경제 ｜https://bit.ly/2PQQSSh

약사공론 https://bit.ly/2SlBaiU 뉴시스 ｜https://bit.ly/33eAvSL 디지털타임스 ｜https://bit.ly/3tnmQDr

- 바이오의약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약사법보다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
지해 출시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
- 개발초기단계 품목군 분류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 지원을 촉진해 국
내 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

- 1분기 매출액 1조8545억원, 영업이익 6125억원
- 매출액·영업이익 1970년 창립 이래 최대 분기 실적

- 전기차 생산원가 40% 차지
- LFP배터리 중심 가격 하락... 일부 배터리는 1kWh당 100달러 미만

연합뉴스 https://bit.ly/2PRBGEr 이데일리 ｜https://bit.ly/3tfUR8N 대한경제 ｜https://bit.ly/3b3qNXr

- 면역계는 억제하고, 이로운 단백질 생성은 늘리고
- METTL3 효소, 치료제 표적 부상…UCSD 연구진 '셀 리포트' 논문

- 5월 휘발유 스프레드 9달러 육박, 전년比 24배 올라
- 美중심 수요 회복, 정제마진도 1년 만에 3달러로
- 이미 현대오일·에쓰오일 1분기 영업익 1조 돌파
- 경유·항공유는 더 올라야, 올해 흑자기조 유지할 듯

- SKIET, 1.1조원 투자해 폴란드에 3,4번째 분리막 공장 증설
- SK넥실리스, 6,500억 투자해 말레이시아 공장 건설
- LG화학, 청주 양극재 공장 캐파 2배로 확대

- 전통 제약사들이 1분기 아쉬운 성적표를 받은 반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
신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기업들은 호실적을 기록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CMO가 ‘대세’

- 대산공장에 폴리프로필렌과 에틸렌 생산시설 증설 완료
- 총 생산능력은 112만톤으로 국내 최대 수준

- CATL 등 中배터리사, 1분기 점유율 43%
- 자국 내 전기차판매 급증·높아진 기술수준
- 韓·유럽 완성차업체에도 잇따라 납품·협업 증가

▶ 또 드러난 코로나의 면역 회피, 인간의 RNA 변형 효소도 이용 ▶ ‘유가·정제마진·제품가’ 상승세…정유업계, 올해 '흑자기조' 다진다 ▶ SK vs. LG 배터리 2차전은 ‘소재 전쟁’

연합뉴스｜https://bit.ly/3ePDiag 서울경제｜https://bit.ly/3xQyutO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nLFNP9

- 디지털 은행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과 조직개편 실시
- 기업플랫폼 기획, 개발, 운영 기능을 일원화해 기업금융 디지털 전환 신속히
추진 계획

- 에비뉴엘 및 영플라자를 포함한 본점 전체 6일 하루 임시 휴점
-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 9명. 지하 1층 근무 직원 153명에 대한 검사가 진
행 중이며 대부분 검사 완료

- 서울 마곡동 일원에 첫 번째 브랜드 지식산업센터를 선보일 예정
- 장기간 임대해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소득도 기대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우리은행, 디지털은행 전환 가속화…외부 인재 영입·조직개편 ▶ 코로나 덮친 롯데백화점 본점...식품관 이어 6일 전관 임시 휴점 ▶ 롯데건설 첫 지식산업센터 이달 첫 선

- SKIET 일반인 공모주 청약에는 80조9,017억원의 증거금
- 시중은행 개인 신용대출 잔액 급증

- 에스티로더(EL) 주가 4일 하루 4.56% 상승, 파브리치오 프레다 에스티로더
최고경영자(CEO), "백신 접종에 따라 오프라인 판매 강세를 보일 것"
- 코티(COTY)와 엘프뷰티(ELF) 최근 한 달 새 주가 10.4%, 10.1% 상승

- '바로답' 시스템 고도화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대비
- ESG 경영에 대한 준비를 마쳤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신호탄

▶ KB금융, 서울대와 제2 스타트업 지원센터 연다 ▶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캐나다 2년만 철수…북미사업 완전 접어 ▶ 한화건설, '중대재해 제로' 선포식 개최

▶ 4월 주요 은행 신용대출 6.8조 급증…"SKIET 공모주 청약 영향" ▶ 美 마스크 벗자 성인·뷰티주 날았다 ▶ DL이앤씨, 국내 건설사 최초 ‘TCFD’ 가입
아시아경제｜https://bit.ly/3xHWDCR 매일경제｜https://bit.ly/2QUwbFD 이데일리｜https://bit.ly/3nI680q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SKT, 2조6,000억 규모 자사주 소각하기로 ▶ 천정부지 국제곡물가 사료업계 ‘슈퍼사이클’ 우려 ▶ NCT 드림, 10일 첫 정규앨범…선주문 100만장 돌파

조선비즈｜https://bit.ly/33a9HCT 더구루｜https://bit.ly/3tmBjzi 서울경제｜https://bit.ly/3nIVkio

- 관악구-서울대-KB금융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핀테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설립 3년 이내 초
기 스타트업 선발

- 코로나19 직격탄 맞고 캐나다 매장 영구 폐쇄, 남은 매장도 이달 20일까지
배달과 픽업만 유지.
- 美 10개 매장 3년 만에 모두 철수

- 전국 57개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선포식
- 현장 안전교육과 협력사에 대한 지원 확대

▶ 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전자·물산 등 주식 공탁 ▶ "고기없는 햄버거·토마토로 만든 참치…대체 단백질 뜬다" ▶ 웨이브, '시그널·도깨비' 이찬호 CP 영입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uhf935 연합뉴스 https://bit.ly/3uAkRgg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eP2Y73

조선일보｜https://bit.ly/3uiI0nA 농축유통신문 https://bit.ly/33jiTVM 한국경제｜https://bit.ly/3xKgh1b

- 약 2조 6,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869만주를 전격 소각하기로 결정
- 금번에 소각하는 자사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8% 규모

- 지난 3월 최고점 경신 중국발 수요 급증 예측
- 국내 배합사료업계, “하반기 인상 불가피할 것”

- 첫 정규 앨범 선주문량 100만 장을 돌파하며 '밀리언셀러' 탄생 예고
- 첫 정규앨범 '맛(Hot Sauce)'은 전날까지 선주문량 107만8천843장을 기록

EBN｜https://bit.ly/3b2yEVr 매일경제 https://bit.ly/3b2spRy 비즈팩트｜https://bit.ly/2PMsFwx

- OTT 시즌 오리지널 콘텐트 160여개…수출 성과
- KT, 종합 미디어·콘텐츠 플랫폼 변신

- 유통대기업·사모펀드 예비입찰, 최대 2조…배달시장 재편 촉각
- 요기요 예비입찰에 야놀자, 사모펀드와 연합 추진, 여행숙박·배달간 시너
지 전략

- 책임경영 위해 그룹사 임원 대거 참여
- 신주발행가액은 CPS와 보통주 각각 2143원이며 납입일은 오는 5월 11일

-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
공탁
- 5년간 총 6회 연부연납을 위해선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 제공

- 무협, "2030년에는 대체육이 육류시장 3분의 1 차지"
- 글로벌 식품·외식 기업들도 대체육 판매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협력을 강
화하는 추세

- 이 본부장, '미생, '도깨비', '시그널', '비밀의 숲', '백일의 낭군님', '보이스' 시
리즈 등 주요 작품 책임프로듀서
- 수준 높은 오리지널 작품들을 선보여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KT, 그룹 역량 총동원…"콘텐츠 승부수 띄운다" ▶ '배달앱 2위' 요기요 예비 입찰에 야놀자·사모펀드 참여 ▶ 초록뱀미디어, 181억 원 규모 유상증자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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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