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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42.82 -0.10 1.85 2.56 13.51 1.602 2.49 0.96 -2.39 68.88

4,188.43 -1.04 -0.10 0.17 11.51 -0.212 0.30 2.60 -1.00 35.70

13,401.86 -2.55 -3.55 -4.02 3.98 0.788 1.30 -0.70 -5.40 59.10

2,967.11 -4.66 -3.46 -4.56 6.14 0.165 -0.40 4.20 0.90 50.30

19.66 17.80 7.37 5.64 -13.58 0.928 -3.70 6.70 2.40 38.50

4,023.35 -0.27 0.58 1.22 13.25 0.467 -2.00 3.90 -0.90 42.00

15,400.41 0.00 1.08 1.75 12.26 0.485 -2.00 4.30 0.50 45.50

6,385.99 0.01 1.24 1.86 15.03 0.141 -0.20 3.70 0.30 52.40

7,123.68 -0.08 2.21 2.33 10.26 0.985 -1.60 -1.90 -0.80 35.70

3,427.99 0.27 -0.84 -1.35 -1.30 9.035 3.70 -18.50 15.20 257.55

29,518.34 0.55 1.82 1.60 7.56 0.087 -0.10 -1.00 -1.00 6.60

17,235.61 -0.29 0.08 -1.88 16.99 1.712 3.20 -4.70 -3.40 74.20

28,595.66 -0.05 0.84 -0.45 5.01

10,651.07 -0.45 -0.58 -1.61 -0.81 

49,502.41 0.60 1.61 1.48 3.41 종가 1D(%) 5D(%) MTD(%) YTD(%)

1,259.58 1.43 1.63 2.44 14.11 1,113.80 -0.67 0.13 0.13 2.53

종가 1D(%) 5D(%) MTD(%) YTD(%) 121,909.00 -0.11 2.26 2.54 2.43 1,116.82 0.36 -0.33 -0.09 2.76

KOSPI 3,249.30 1.63 3.22 3.22 13.08 3,694.78 0.33 4.25 3.46 12.34 10.2558 0.04 -0.17 0.39 -2.45 

KOSPI200 435.63 1.65 3.14 3.14 11.90 9,144.30 0.94 2.82 3.74 13.26 90.21 -0.02 -1.17 -1.17 0.31

KOSDAQ 992.80 1.48 0.95 0.95 2.52 24,802.90 0.78 1.57 2.74 11.56 108.81 0.19 -0.24 -0.46 5.38

K200 선물 435.95 1.60 3.28 3.28 12.03 906.07 1.01 -0.47 -0.47 12.00 1.2129 -0.30 0.54 0.91 -0.71 

7,172.80 1.30 2.05 2.09 8.89 6.4166 -0.26 -0.96 -0.86 -1.69 

1D 5D MTD YTD 706.50 -0.54 0.45 0.67 9.31 5.2283 -0.16 -3.93 -3.86 0.67

KOSPI(십억원) 2,961.57 -0.60 0.44 0.78 10.09 109.28 -0.07 0.56 0.57 -0.03 

235.7 -571.0 -571.0 -8,625.0 1,346.35 -0.16 0.56 -0.09 4.27

970.5 1,547.5 1,547.5 -32,624.6 720.72 2.17 4.13 2.75 6.72

-1,198.4 -965.3 -965.3 42,586.9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64.92 0.03 -1.17 2.11 33.80

-21.4 -397.4 -397.4 -1,595.5 66.41 1.08 3.70 2.98 32.21

1.3 -99.7 -99.7 -3,419.2 금액 금액 2.932 -0.88 -1.15 0.03 15.48

37.4 512.4 512.4 7,012.9 1 79.7 45.2 3,183 -0.90 5.85 5.85 133.70

선물(계약) 2 76.2 44.6 3.19 0.00 -0.93 -0.93 89.88

6,327 18,008 18,008 -40,584 3 41.5 43.3 2.54 0.00 0.00 0.00 0.00

-7,751 -18,788 -18,788 41,490 4 33.8 42.2 1,837.60 0.34 2.56 3.95 -3.03 

1,084 -30 -30 -2,507 5 21.5 35.4 27.479 0.06 1.99 6.29 4.04

10,417 3.22 5.38 5.38 32.74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3,015 2.43 3.29 3.29 8.28

차익 순매수 4.6 13.0 6.4 0.7 6.1 1 202.1 164.0 742.50 -4.01 2.34 0.00 15.93

비차익 순매수 264.4 -171.6 28.9 -105.9 -501.7 2 73.0 33.6 748 -3.20 2.15 1.08 54.55

3 70.5 24.2 1,620.0 -0.06 3.83 3.12 23.17

5/7잔고 1D 5D MTD YTD 4 63.6 15.7 4,399.9 2.38 5.09 5.09 27.58

고객예탁금 67,961.2 -4,097.3 8,477.0 9,544.5 2,337.8 5 49.1 11.4 206.16 -0.39 2.64 3.20 22.86

신용잔고(KOSPI) 12,434.1 -108.9 -534.9 -443.5 2,817.6

신용잔고(KOSDAQ) 10,177.3 -98.1 -399.2 -319.9 564.2

미수금 297.6 -83.4 -29.4 -95.1 -194.5 금액 금액

1 11.9 34.7 1 13.32% 16.34%

전일대비 5월 누적 21년 누적 2 6.4 20.5 2 12.90% 15.86%

국내주식(ETF제외) 334.6 848.1 1,225.4 3 4.8 13.3 3 12.18% 15.53%

해외주식(ETF제외) 37.6 101.9 2,993.1 4 4.6 7.4 4 10.00% 14.72%

5 4.6 5.2 5 10.15% 10.55%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646 -0.70 -0.90 -0.90 -10.1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136 -0.10 -0.50 -0.50 15.80 1 8.1 4.2 1 12.23% 12.17%

국고채 5년 1.635 -0.80 0.50 0.50 30.00 2 4.4 3.7 2 10.64% 11.66%

국고채 10년 2.134 1.10 0.60 0.60 42.10 3 4.2 3.6 3 10.38% 11.27%

회사채 AA- 3년 1.899 -0.10 -1.50 -1.50 -30.90 4 3.8 3.2 4 10.19% 11.27%

회사채 BBB- 3년 8.264 -0.20 -1.60 -1.60 -35.10 5 3.6 3.0 5 9.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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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술주 약세에 하락. 기대 인플레이션 상
승에 성장주 부담이 지속돼 나스닥과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
됨. 경기 민감주가 반등했으나 고점 부담에 다우지수도 하락 전환 마감.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
- 달러 인덱스, 영국 선거 결과에 따른 파운드화 강세 속 약보합
- 국제유가, 미 송유관 해킹에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소폭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미 조기 긴축 우려 완화에도 혼조세를 기록. 미국의 조기 긴
축 우려 완화와 원자재 가격 강세 이어지면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상승함.
인플레이션 경계감 속 추가 상승은 제한적.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
비 혼조 마감

▶ 일본증시
- NIKKEI225지수는 미 조기 긴축 우려 완화에 상승함.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장 중 상승폭을 반납함. 대
형주 주요 기업 결산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진 점도 추가 상승을 제한. 전
거래일 대비 0.55% 상승한 29,518.34엔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 속 리플레이션 매매에 상승함. 원자재
가격 강세에 연동하여 비철금속, 철강, 석탄, 에너지 등 경기 민감 업종을 중
심으로 강세를 보임. 세계보건기구(WHO)의 시노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
용 승인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 전 거래일 대비 0.27% 상승한 3,427.99P
로 마감

▶ KOSPI
- KOSPI는 미국 조기 긴축 우려 완화에 상승. 미 고용 지표 부진에도 조기 긴축
우려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됨. 달러 약세 속 외국인은 9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 기관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속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경신. 기
업 실적 호조로 증권 업종이 상승함. 전 거래일 대비 1.63% 상승한 3,249.30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상승함. 미국 조기 긴축 우려 완화 속 대형
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함. 문재인 대통령이 4주년
기념 취임 연설에서 국산 백신 개발 지원 발표를 발표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임. 전 거래일 대비 1.48% 상승한 992.80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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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코널, "인프라 계획 최대 8천억 달러여야"
- 매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0일(현지시간) 인프라 계획에 8천억 달러
가 넘지 않는 비용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 대부분이 생각하는 인프라 적정 규모는
6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 사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 규모를 비판
▶ 연준 인사 발언
-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4월 고용보고서 수치는 펜데믹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우리는 전환의 단계이며, 전망은 긍정적이나 아직은 멀
었다고 덧붙임. 아직 테이퍼링을 진행하기엔 이르며, 물가는 2%를 상회한 후 하락
할 것이라고 밝힘. 주식 시장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다고 덧붙임
-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4월 고용은 이례적인 상황이고, 정부의 실업수당 지
원이 고용 증가세를 억제한 주된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여전히 올해 고용
증가세가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임. 인플레이션이 2.5%로
오르더라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힘
▶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주말까지 운영 재개 목표"
- 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10일(현지시간) "일부 송유관이 단계적으로 재가동되
고 있다"면서 "주말까지 운영 서비스를 상당 부분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고 다수의 외신이 보도. 지난 7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미 최대 송유관이 모든 시
설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연방수사국(FBI)은 범죄조직의 해킹을 확인했다고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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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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종목

종목

 미래에셋증권                           

기관 순매수

 기아                                   

외국인 순매수

종목

 대한항공                               

│ 2021. 5. 11│ 투자전략팀

Start with I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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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극장 공연,5G 멀티뷰 영상으로 제작해 웨이브 등에 공개
- 빅테크 기술로 전통공연 활성화 방안 마련…ESG가치 제고

- 배민과 요기요, 여전한 양강 체재
- '배달앱을 이용하느냐 마느냐' 관건은 '배달비'였다

- 사이먼 로빈슨 디스커버리 아·태 총괄 사장
- 한국 콘텐츠 제작에 500억 투자
- 디스커버리플러스 내년 시작

- 키즈 콘텐츠 시청을 돕는 학습 기기가 필요한 경우 등 고객 니즈 반영해 개
발
- 이동 시 LTE 네트워크를 이용해 시즌, 키즈랜드, 홈스쿨 등 다양한 콘텐츠
이용 가능

- 국방부 7일 '격리 장병 생활 여건 보장' 종합 대책
- 모바일 앱 기반 고충신고·소통 시스템 적극 검토

- 삼성기업인수목적2호와 스팩 상장 추진
- 엔피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사

▶ SKT, 국립극장-웨이브와 5G 기반 전통공연 활성화 업무협약 ▶ 공공 배달앱, 배달의 민족 '대항마' 될까...핵심은 '배달료' ▶ 사이먼 로빈슨 "넷플릭스·디즈니와 차원 다른 한국형 OTT 준비"

▶ KT, TV와 태블릿 기능 갖춘 '올레tv 탭' 출시 ▶ '부실급식' 직격탄 軍 "고기 10% 증량, 한 끼 3,500원으로 인상 추진" ▶ 위지윅스튜디오 자회사 엔피,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연합뉴스｜https://bit.ly/3oe9Tep 파이낸셜뉴스 https://bit.ly/3tw0IHb 한국경제｜https://bit.ly/3xRZbi1

Zdnet｜https://bit.ly/3xStoxg 한국경제 https://bit.ly/3tHuKI8 연합뉴스｜https://bit.ly/3xBgyDD

- 환자 추적관리 위한 디지털화·의료AI 개발 협력
- KT의 디지털·바이오헬스 신사업 추진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 1분기 영업이익 3,423억 55.5%↑, 3년 전 품은 美 냉동식품업체 높은 인수
금에 '승자의 저주' 우려
- 美 홈쿡 열풍에 해외매출 67% 차지,비비고도 유통망 타고 점유율 높여

- 마인드마크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 크라임 퍼즐'의 공동 투자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콘텐츠 제작 편수와 상호
간 전담 업무 및 협력 범위 구체화 예정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KT, 한국노바티스와 바이오·디지털헬스 사업 협력 ▶ '슈완스의 저주' 푼 CJ제일제당…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대' ▶ KT스튜디오지니,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에 신세계와 '맞손'

뉴시스｜https://bit.ly/2Rzh8kF 한국일보｜https://bit.ly/3vVwGhp 아이뉴스24｜https://bit.ly/3uB0kIz

- 쏠쏠한 MY통장…디지털금융 트랜드 반영
- 모바일웹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

- SSG닷컴, 신선식품과 가전 제외한 전 카테고리 52만여 종 상품 대상 무료
배송·반품 결정
- 쿠팡 역시 지난달 2일부터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무료 배송 프로모션을
진행 중

- 고객에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통해 기업 차별화 전략 일환
- 앞으로 건설사간 기술경쟁은 치열해질 것

- 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총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
- 향후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 전략적투자자(SI)로는 SSG닷컴이 유일하게 선정. 다만, 숏리스트에 오른 사
모펀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도
- 본입찰은 다음달 중순 예정. 요기요 몸값은 7천억~8천억원대에서 최대 2조
원까지 거론

- 한남동과 경기도 의정부 금오동 두 곳의 정비사업을 동시에 수주
- 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

▶ '수수료 무제한 면제' 광주은행 비대면 전용 통장 출시 ▶ 쿠팡 '무료배송' 받고, SSG닷컴 '무료반품' 더! 격해지는 쩐의 전쟁 ▶ 건설업계, 환경·층간소음 등 기술경쟁 '사활'

▶ 금융위,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 추가 조성 ▶ 요기요 인수전, '신세계 vs사모펀드' 대결로 압축 ▶ 현대건설, 한남동 재건축·의정부 재개발 수주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etZuI1 연합인포맥스｜https://bit.ly/3fbeYQb 한국경제｜https://bit.ly/3hrJB75

조선비즈｜https://bit.ly/3exUuCn 더팩트｜https://bit.ly/3fnU7cT 조선비즈｜https://bit.ly/3f4ZAF1

- 휴대전화 번호, 성명 입력하고 간편하게 소액 해외주식 선물 발송
-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해외주식을 선물 받은 고객은 신한 쏠(SOL)에 접속
후 안내에 따라 해외주식 매수

- MBK파트너스가 볼트온(Bolt-on) 전략을 펼쳐 회사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예
상이 지배적
- 반면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집중한 나머지 '몸값 키우기용'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재매각을 염두에 둔 운영 우려도 존재

- SK건설, SK에코플랜트(SK ecoplant Co.,Ltd)로 변경하자는 정관 변경 안건
이 논의될 예정
- SK에코플랜트, SK임팩트, SK서클러스 등 3개의 '상호 변경의 상호 가등기'
를 신청한 바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신한은행, ‘해외주식 선물하기’ 출시 ▶ '이베이 인수전' 뛰어든 MBK파트너스…환영 못 받는 이유는 ▶ SK건설, SK에코플랜트로 간판 바꾼다

이데일리 https://bit.ly/3y0nXfU 매일경제 ｜https://bit.ly/33yssjP 한국경제 ｜https://bit.ly/33y5nxw

- 파키스탄 국영 기업과 '렉키로나' 수출 계약 체결
- 이번에 1차로 판매되는 '렉키로나'는 파키스탄 군인 및 일반인 중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투여가 이뤄질 예정

- 남동발전과 `수소발전` MOU
- 정제 부산물로 매년 10만t 수소 생산해 공급

- 수소전지는 '친환경 발전기'... 수소·산소 화학반응해 전기 생산
- 크기 작지만 큰 출력 낼 수 있어... 드론·플라잉카 등 활용처 다양

- 코로나 사태로 mRNA 관심급증, 속도·안전·확장성 등 장점 많아
- 작년 시장 규모 1조3,000억원, 백신 판매량 고려땐 대폭 확대

- 1분기 영업이익 6,238억원으로 예상치 상회
- 대산공장 정상화와 북미 한파 효과로 이익 큰폭 증가

- 건설기계, 농기계, 골프 카트 등 탑재 가능
- 2030년 연 5,000억원 이상 매출 목표

▶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세계 첫 판매 ▶ 현대오일뱅크 '脫정유' 속도…수소시장 진출 ▶ 탄소제로 '끝판왕' 수소전지…무게 대비 에너지 효율, 2차전지의 100배

▶ K바이오, 'mRNA 치료제' 개발 고군분투 ▶ 롯데케미칼, 북미 한파에 1분기 '好好'… "2분기까지 쭉 간다" ▶ 두산인프라코어, 배터리팩 사업 '속도'

매일경제 https://bit.ly/3f2KxMc 머니S ｜https://bit.ly/3tzRg5A 파이낸셜뉴스 ｜https://bit.ly/3bdy476

머니투데이 https://bit.ly/3o48jLT 머니S ｜https://bit.ly/3o7MU4n 머니S ｜https://bit.ly/33urxAL

- 앞다퉈 필수 원료 개발·확보…생산시설 증설도
- 에스티팜·엔지켐생명과학 등 mRNA 사업 진출

- GS칼텍스,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관련 이익
- 석유화학 제품 및 윤활기유 스프레드 개선으로 호실적 달성

- SK이노, SKIET 상장 통해 '1조3,475억' 실탄 장전
- 미국 배터리 공장 등 대대적 투자 예고

뉴데일리경제 | https://bit.ly/3o1fRPz 중앙일보｜https://bit.ly/3uFyWt1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정부 "mRNA 절박하다" K-바이오, 생산·개발 잇단 노크 ▶ GS, 1분기 영업익 7,064억… 석유화학 호실적에 7,365.6% 고공 상승 ▶ '몸값' 올린 SKIET… SK이노, 실탄 들고 '친환경 에너지' 정조준

서울경제 | https://bit.ly/3y9Z9Ci 머니투데이 | https://bit.ly/2R82vor 파이낸셜뉴스｜https://bit.ly/33wDGoT

- LG전자, 기능안전 국제인증을 획득하며 전장 기술력을 인정
- TUV라인란드로부터 국제표준규격인 'ISO 26262 기능안전제품' 인증
- ADAS 카메라는 각종센서를 통해 차량 앞쪽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수집

- 카카오모빌리티, 최근 배송기사 1만명을 모집하며 서비스 출시에 속도
- 복잡한 퀵서비스 시장…카카오, '화주-퀵 기사' 직접 연결에 디지털 전환 구
상
- 3,000여곳 퀵사 어디로? 기존 사업자와 갈등 빚을 듯…대리·택시와 유사

- 아이오닉 5,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2017년형 이후 DC콤보 타
입 차량)에 제공
- 서울 전 지역 대상 시행. 2시간 간격 총 5개 타임으로 시간대별 5건씩 1일
총 25건 운영

파이낸셜뉴스 | https://bit.ly/3evbZmC 전자신문 | https://bit.ly/3bery05 헬로티｜https://bit.ly/3fcgtxN

- 반도체 취급업체 90% "경영악화"
- 57% "3개월 이내 금융지원 필요"

- 네이버 '제페토'서 브랜드 컬래버 마케팅
- SKT, KT, LGU+ 서비스 상용화에 속도 높여
- 게임업계,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개발 추진
- 전문개발사들도 새 기회 맞아 약진 채비

- 블룸버그NEF, 배터리 가격 하락, 전용 생산라인 구축 등으로 늦어도 2027
년 전기차 생산 패리티 도달 전망
- 구체적으로 세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대형차는 2026년, 소형 전
기차는 2027년까지로 예상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車부품사 84% "반도체 부족-완성차 생산차질로 위기" ▶ 메타버스, 누가 준비하나... 인터넷, 통신, 게임업계 시선집중 ▶ "전기차, 2027년께 내연기관차보다 생산단가 낮아져" 이유는?

- 납세·고용 등 경제 간접기여 가치 2019년보다 32%↑
- 온실가스 배출에 환경 부문 부정적 비용 증가

- AI 연구진 100여명 투입되는 공동 연구센터 설립
- 수백억원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산학협력 시작
- 네이버 연구원이 서울대 교수로 겸직

- 아이오닉5, 노사간 맨아워, 반도체 수급 문제로 생산 차질. 출고 대수 예상
외 저조
- 보조금은 자동차 제작업체에 출고 기준 순으로 지급해 생산 차질 업체에 불
리

▶ LG전자 자율주행의 '눈' ADAS, 국제 인증 획득 ▶ 퀵서비스 시동 건 카카오, 대리·택시 판박이 갈등 예고 ▶ 현대차, 전기차 고객 대상 '픽업앤충전 서비스' 론칭

▶ SK하이닉스, 작년 반도체 호황에 사회적 가치 창출 36% 늘어 ▶ 네이버, 서울대와 AI 연구센터 설립 ▶ 테슬라 보조금 싹쓸이할때…구경도 힘든 아이오닉5의 눈물

연합뉴스 | https://bit.ly/3bfg1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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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