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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58.52 -0.24 1.58 1.61 14.55 1.241 -4.85 -4.73 -22.69 32.79

4,401.46 -0.47 1.81 2.42 17.18 -0.441 -2.30 -4.60 -23.40 12.80

14,660.58 -1.21 1.12 1.08 13.75 0.558 -1.30 -4.50 -15.80 36.10

3,215.97 -1.86 0.78 -3.87 15.04 -0.089 -1.30 -4.30 -21.50 24.90

19.36 10.13 -1.88 22.30 -14.90 0.623 -0.60 -6.50 -19.60 8.00

4,064.83 -0.92 2.74 0.01 14.42 0.272 -0.80 -0.30 -14.00 22.50

15,519.13 -0.64 1.99 -0.08 13.12 0.194 -0.90 -6.10 -19.60 16.40

6,531.92 -0.71 2.92 0.37 17.66 -0.108 -0.90 -4.00 -21.00 27.50

6,996.08 -0.42 1.67 -0.59 8.29 0.631 -2.20 -6.00 -20.20 0.30

3,381.18 -2.49 -4.40 -5.85 -2.65 9.076 4.50 4.25 -58.10 261.65

27,970.22 0.49 -0.12 -2.85 1.92 0.018 0.60 0.00 -4.00 -0.30 

17,269.87 -0.77 -1.48 -2.73 17.22 1.207 2.50 4.50 -32.30 23.70

25,086.43 -4.22 -7.97 -13.48 -7.88 

8,879.58 -5.08 -9.99 -17.46 -17.31 

52,578.76 -0.52 0.05 0.18 9.84 종가 1D(%) 5D(%) MTD(%) YTD(%)

1,276.93 0.33 0.29 -9.34 15.68 1,150.10 -0.42 -0.03 2.13 5.87

종가 1D(%) 5D(%) MTD(%) YTD(%) 124,612.00 -1.10 -0.63 -1.73 4.70 1,155.03 0.15 0.53 2.15 6.27

KOSPI 3,232.53 0.24 -0.01 -1.95 12.50 3,733.10 -0.45 0.77 -2.83 13.50 10.5135 0.68 0.55 3.40 0.00

KOSPI200 428.22 0.18 -0.08 -2.42 10.00 8,699.20 -0.87 4.08 -1.38 7.75 92.47 -0.19 -0.45 0.04 2.82

KOSDAQ 1,046.55 -0.10 0.28 1.61 8.07 25,086.55 -0.83 4.06 -0.06 12.84 109.78 -0.55 -0.06 -1.20 6.32

K200 선물 428.15 0.04 -0.08 -2.44 10.02 876.35 0.74 4.47 -0.97 8.33 1.1817 0.12 0.31 -0.35 -3.27 

7,431.36 0.50 2.47 1.62 12.82 6.5112 0.44 0.40 0.84 -0.25 

1D 5D MTD YTD 722.41 -0.59 1.28 0.34 11.78 5.1713 -0.13 -0.97 4.07 -0.43 

KOSPI(십억원) 3,080.41 0.26 3.52 2.09 14.51 107.11 -0.32 -0.29 -1.04 -2.01 

42.9 -654.7 -3,713.4 -20,958.5 1,279.99 -2.39 -2.83 -6.89 -0.87 

223.7 405.6 -2,741.9 -38,576.8 680.19 0.56 -0.15 -4.62 0.72

-276.0 217.3 6,479.3 61,577.1 종가 1D(%) 5D(%) MTD(%) YTD(%)

KOSDAQ(십억원) 71.65 -0.36 1.92 -2.48 47.67

-61.0 -20.7 321.4 -1,576.3 72.58 0.95 3.01 -0.53 44.50

-25.4 -161.0 -653.5 -4,317.5 금액 금액 3.971 -3.19 2.45 8.79 56.40

104.9 262.5 684.6 8,762.9 1 77.5 165.1 3,210 0.34 4.94 -6.09 135.68

선물(계약) 2 66.5 79.9 3.08 0.00 -0.65 -0.65 83.33

7,829 10,265 -12,466 -42,750 3 64.8 28.0 2.54 0.00 0.00 0.00 0.00

-4,586 -9,134 12,176 46,928 4 46.9 27.6 1,799.80 0.03 -0.64 1.59 -5.03 

-3,033 -1,440 1,312 -3,811 5 25.7 15.2 24.632 -2.62 -1.38 -5.86 -6.74 

9,810 3.08 6.37 5.09 25.00

D-1 D-2 D-3 D-4 D-5 금액 금액 3,011 1.62 1.14 2.05 8.13

차익 순매수 12.7 -14.4 3.3 36.5 -15.5 1 47.5 16.7 674.50 -0.37 -3.71 0.45 5.31

비차익 순매수 211.7 -400.2 -21.6 137.6 -440.1 2 34.1 13.0 549 -0.18 -4.02 -23.78 13.38

3 29.5 10.8 1,418.3 0.39 -1.75 -2.19 7.83

7/26잔고 1D 5D MTD YTD 4 26.3 10.4 4,315.4 2.14 5.36 3.82 25.13

고객예탁금 71,664.6 3,867.2 3,522.6 5,531.8 6,041.2 5 17.9 10.3 218.11 -0.64 4.36 2.21 29.98

신용잔고(KOSPI) 13,525.5 -46.3 -138.2 357.1 3,908.9

신용잔고(KOSDAQ) 11,059.2 -17.4 -48.5 396.1 1,446.0

미수금 298.9 -58.3 -116.1 13.5 -193.2 금액 금액

1 10.0 13.7 1 13.80% 18.18%

전일대비 7월 누적 21년 누적 2 8.2 9.7 2 13.07% 17.33%

국내주식(ETF제외) -247.0 -707.0 651.2 3 6.6 9.2 3 12.84% 16.49%

해외주식(ETF제외) 53.1 769.9 4,294.2 4 5.1 9.0 4 12.00% 16.36%

5 3.9 8.3 5 10.53% 15.05%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통안채 1년 0.916 0.10 -1.40 -7.80 16.90 금액 금액

국고채 3년 1.380 1.10 -3.00 -6.80 40.20 1 11.3 13.8 1 11.75% 12.72%

국고채 5년 1.617 0.80 -3.00 -12.20 28.20 2 4.5 5.5 2 10.64% 11.22%

국고채 10년 1.868 0.50 -2.50 -22.40 15.50 3 4.3 5.0 3 10.30% 10.72%

회사채 AA- 3년 1.830 0.90 -3.40 -13.60 -37.80 4 3.5 4.9 4 9.95% 10.69%

회사채 BBB- 3년 8.184 0.80 -3.20 -16.00 -43.10 5 3.4 4.5 5 9.81%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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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Midnight News 글로벌 증시 동향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델타 변이 우려 및 중국 증시 약세로 하락함. 중국 증시의 연
일 급락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다소 후퇴한 가운데 장 마감 후 발표되는 미
대형 기술주 실적 기대감으로 하락폭은 제한적.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
- 달러 인덱스, FOMC 경계에 하락
- 국제유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하락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중화권 증시 급락과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하락함. 중화권 증
시가 규제 우려에 연일 급락하면서 투자심리가 후퇴함. LVMH 등의 호실적
발표에도 전반적인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에 지수 낙폭이 확대됨. 유럽 주
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

▶ 일본증시
- NIKKEI225지수는 기업 실적 기대감에 상승함. 전일 미 증시 강세에 연동
하여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 오후들어 중화권 증시 약
세와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함. 전 거래일 대비 0.49%
상승한 27,970.22엔으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정부 규제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에 하락함. 중국 정부의
규제 우려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확대됨. 위안화 환율 상승, 상품가
격 하락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후퇴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 내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연일 급락. 전 거래일 대비 2.49% 하
락한 3,381.18P으로 마감

▶ KOSPI
- KOSPI는 중화권 증시 하락에도 2분기 기업 실적 기대감에 상승함. SK하이닉
스, 삼성SDI 등 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에 투자심리가 개선됨. 이에 기관과 외국인
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 중화권 증시 급락에 추가 상승은 제한됨.
전 거래일 대비 0.24% 상승한 3,232.53P로 마감
 
▶ KOSDAQ
- KOSDAQ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에 하락함. 기업 실적 기대에도 기관
과 외국인의 차익실현에 장 후반 하락 전환.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에 관련주
가 강세를 보임. 테슬라의 실적 호조에 2차전지 업종은 상승. 전 거래일 대비
0.10% 하락한 1,046.55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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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
- 27일(현지시간) IMF는 7월 둘째 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발표. 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과 같이
6.0%로 유지함. 미국은 0.5%p 상향한 5.6%, 한국은 0.7%p 상향한 4.3%를 제시.
중국은 0.3%p 하향한 8.1%로 제시함. 2021년과 2022년 성장률이 모두 상향 조
정된 국가는 한국, 미국 ,이탈리아, 호주, 멕시코, 폴란드, 남아공 등 7개 국가
▶ 미국 6월 내구재주문 MoM 0.8%로 예상(2.2%) 하회
▶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129.1로 예상(123.9) 상회
▶ 미국 5월 FHFA 주택가격지수 MoM 1.7%로 예상(1.6%) 상회
▶ 알파벳 회계년도 2Q21 EPS $27.26로 예상($19.35) 상회
▶ 애플 회계년도 3Q21 EPS $1.30로 예상($1.01) 상회
▶ 마이크로소프트 회계년도 4Q21 EPS $2.17로 예상($1.92) 상회
▶ GE 회계년도 2Q21 EPS $0.05로 예상($0.035) 상회
▶ UPS 회계년도 2Q21 EPS $3.06로 예상($2.83) 상회
▶ 비자 회계년도 3Q21 EPS $1.49로 예상($1.35) 상회
▶ 스타벅스 회계년도 3Q21 EPS $1.01로 예상($0.78) 상회
▶ 3M 회계년도 3Q21 EPS $2.59로 예상($2.28)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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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자재 동향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DAQ, 십억원)

대차거래 잔고율 상위

신용잔고 비율 상위

KOSDAQ

KOS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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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순매도프로그램 (십억원)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PI, 십억원)

증시주변자금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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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금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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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순이익 1조2518억원…1분기 이어 '최대'
-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MAU '증가'
- "분기배당, 8월 이사회 결의 통해 확정"

-bhc, 아웃백 인수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종합식품기업 도약
-농심·SPC삼립·하이트진로·동원, 유망 ‘스타트업’ 발굴 차세대 먹거
리 모색
-스타트업과 협업 동반성장…투자금 부담 덜고 혁신 이미지 구축

-인수합병 나서는 크래프톤
-"게임 무한 확장성 보여줄것"
-넥슨·넷마블 등 글로벌 공략
-고유영역 벗어나 업그레이드

- 아프리카TV, AR글래스 전용 앱 ‘AR플레이어’ 출시
- 콘텐츠를 유저가 원하는 화면 크기와 구도로 직접 배치해 시청 가능
- AR글래스 착용하면 스마트폰 없이 아프리카TV 즐겨
- 출시될 다양한 XR 디바이스서도 사용 가능하게 추가 개발 예정

-쌀-설탕 대체 재료 사용 식품 인기… 포만감주는 곤약, 면-떡볶이등 활용
-두부면 판매 전년대비 122% 증가… 콜리플라워 이용 밥제품 잇단 출시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와 맞손
-광고 시청과 고객 행태 연관성 도출…비즈니스 모델 발굴

▶ 신한금융, 상반기 순이익 2조4438억원…지주 창립 이래 '최대' ▶ 위기엔 미래 먹거리 찾아야…식품·외식업계, M&A 잰걸음 왜? ▶ K-게임의 `레벨 업`… 콘텐츠 미디어 변신

▶ 아프리카TV를 LG유플 AR안경으로 본다 ▶ 코로나 ‘확찐자’? 저칼로리 식품 뜬다 ▶ KT, 빅데이터 이용해 미디어 광고 산업 혁신 나선다
이데일리 | https://bit.ly/3BJ5oi4 동아닷컴 https://url.kr/klj3u4 뉴시스 https://url.kr/18vhun

digitaltoday | https://bit.ly/3iRh0qDT 이코노미스트 https://url.kr/sygv4m 뉴스1 https://url.kr/txvhlb

- 27일 이통3사 온오프라인 매장서 판매…출고가 58만9600원
- LGU+ 공시지원금 30만원…KT 전용 요금제, SKT 경품 혜택

-지속가능 먹거리 투자로 ESG 포트폴리오 확대
-美 퍼펙트데이, 네이처스파인드 등에도 830억원 투자

-"영화·숏폼 콘텐츠 뿐만 아니라 3개의 웹툰 연재 계획중"
-"게임사의 미디어 확장은 필수"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SKT·KT·LGU+, 50만원대 삼성 LTE 노트북 '갤럭시 북 고' 판매 ▶ SK, 中 조이비오와 1000억원 펀드 조성…'대체식품 공략 가속' ▶ 크래프톤, '디즈니 비교' 논란에…'영화' 이어 '웹툰'도 선보인다

머니투데이｜https://bit.ly/3i6edef 테크M｜https://bit.ly/3x1ywO0 이데일리 | https://bit.ly/3f1BWKG

-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 상반기 합산 순이익 9조 3729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6%↑
- 특히 KB금융, 신한금융의 비은행 부문 순이익 비중 절반 수준
- '은행 쏠림' 현상 개선과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결과

- 최근 판매자(셀러) 유치, 상품 카테고리 강화, 이색 굿즈 상품 출시 등 경쟁
력 강화의 결과
- MAU(월간활성고객, 안드로이드+iOS) 164만명. 1년만에 80% 성장
- 지난해 8% 수준의 업종 점유율 역시 지난달 13.4%까지 상승

-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 실현 노력
- ESG 전략 수행 자본은 ESG 채권 발행 통해 조달

- 상반기 순이익 2조 44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
- 비은행부문 매출 비중 47%로 다변화 체제 공고히 해. 신한카드 3672억으
로 가장 많은 매출. 신한금융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65.5% 성장
- ROA, ROE는 전년 동기 대비 0.17%p, 2.11%p 개선

- 스타벅스커피 인터내셔널 보유 지분 17.5% 추가 보유하며 지분 67.5% 보
유하게 돼
- 이번 인수로 이마트 연결 자회사가 되며 이마트 연결 매출 확대 효과가 두드
러질 것으로 예상

- 예비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 완료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내달 분양 예정

▶ 최대실적 일제히 갈아치운 5대금융, 리딩금융은 KB ▶ 롯데ON의 각성? 1년새 이용자 80% '쑥'… ▶ 포스코건설, ESG로 ‘같이 짓는 가치’ 추구

▶ 신한금융, 상반기 순익 2조4438억원…역대 반기 최고 실적 ▶ 이마트, 스타벅스 품었다 ▶ GS건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1701가구 완판
뉴시안｜https://bit.ly/3y2DCed 경향비즈｜https://bit.ly/3BNGFcn 한국경제 | https://bit.ly/3rE0MW3

메트로신문｜https://bit.ly/3l64l69 한겨레｜https://bit.ly/3f0eo8I 한국경제 | https://bit.ly/3rEySc8

- KB금융 750원, 하나금융 700원, 우리금융 150원으로 결정. 신한금융은 중
간배당이 아닌 분기배당 검토 중.
- 과도한 중간배당에 기인한 자본건전성 우려도.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취약
차주 중심의 대출 부실 발생 가능성 커져

- 백화점(3개사) 매출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 해외 여행 제약 지속되며
명품(45%), 가정용품(29%) 매출이 전체 매출 견인
- SSM 감소세에도 백화점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오프라인 유통업체 전체 매출
지난 상반기 대비 8.6% 증가

-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인수 마무리
- 현대제뉴인 공동대표에 권오갑·조영철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역대급 실적 시중은행, 잇단 중간배당 ▶ 명품 45%↑, 일상용품 21%↓, 유통업에 비친 코로나 양극화 ▶ 두산인프라코어 품는 현대중공업…건설기계 지주사 공식 출범

코트라 https://url.kr/le8cy3 뉴데일리경제 | https://bit.ly/2VfJYIu 중앙일보 | https://bit.ly/2VdcjPY

중국의 7대 중점 육성산업, 바이오의약 산업 고성장세 유지
- 상하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 진출이 가장 활발, 글로벌 클러스터 성장 목표

- 올레핀 '주춤', 대산 '정기보수' 불구 영업익 1Q 수준 유지
- 연간 영업익, 2017년 이후 4년 만에 2조원대 복귀 청신호
- 그린 중심 성장 전략 발표… 밸류체인 '탄탄', 유동성 '든든'

- LG에솔, GM의 허머에 얼티엄 배터리 공급
- SK이노, 美 픽업 트럭 1위인 포드에 탑재
- 다크호스 '리비안'과 손잡은 삼성SDI

-983억원 들여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천랩 지분 44% 확보
-천랩 마이크로바이옴 역량과 CJ제일제당 유산균 시너지 효과

- 롯데지에스화학에 204억 추가투자
- 2023년 화학공장 건설 마무리
- 현대케미칼 연내 공장가동 전망

- 매출 늘린 차 배터리, 여섯분기 만에 '흑자'
- LG엔솔·SK이노 이어 미국시장 진출 공식화

▶ 중국 상하이 3대 중점산업: 바이오의약품 산업 분석 ▶ 롯데케미칼, 2분기 실적 선방 기대감… 시선은 중장기 '수소' ▶ 한·미 ‘전기차 동맹’…픽업트럭, K-심장 달다

▶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해 바이오제약 재진출하는 CJ제일제당 ▶ 롯데케미칼, 정유사와 합종연횡 '시너지 확대' ▶ 전기차 배터리 흑자궤도 올린 삼성SDI "북미 간다"
청년일보 https://url.kr/d5bq2o 파이낸셜뉴스 | https://bit.ly/373qMAx 비즈니스와치 | https://bit.ly/3yakniP

EBN https://url.kr/qfg8j5 뉴스1 | https://bit.ly/3flauHZ 이데일리 | https://bit.ly/3ideYSR

-CJ·엠투엔·일동 바이오벤처 인수
-신성장 동력 확보…신약 개발 시너지 기대

- ESG 경영 강화 목적 업무협약 체결
- 탄소 저감 및 폐플라스틱 순환 체계 구축 기대

- 매출액 3조3343억원으로 '역대 최대'
- 전기차 중대형 배터리도 6분기 만에 흑자
- 하반기 매출액 성장·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제약바이오업계 M&A 움직임 '활발' ▶ SK종합화학, 깨끗한나라·SPC팩과 친환경 포장재 공동개발 ▶ 삼성SDI, 흑자 낸 전기차 배터리에 외형도 '역대급'

연합뉴스 | https://bit.ly/3f0mTkf 한경 | https://bit.ly/2UMiafg 연합뉴스｜https://bit.ly/3x1Jao5

- 적극행정위원회서 의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사례도 선정
-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같은 반도체 생산설비
-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 절차를 간소화 방안 추진

- 카카오VX 1000억 규모 투자금 유치
- 카카오게임즈-카카오VX 시너지 모색할 듯

- 니오, 샤오펑(엑스펑)과 함께 중국 3대 전기차 전문 스타트업
- 작년 7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 이번에 홍콩 증시에서 추가 상장
- 미중 신냉전 본격화로 '홍콩 회귀' 흐름 뚜렷해져

- 2분기 실적 발표
- 매출 10조3217억, 영업익 2조6946억
- 2018년 이후 첫 분기 매출 10조 넘어
- 메모리 시장 업황 지속적 개선 영향

- 2020년 6월 시드 투자 이후 뛰어난 기술 역량 입증
- 60억 투자유치..동형암호기술로 데이터 주권 사수
- 네이버 이외 KB인베스트먼트, 슈미트, 본엔젤스등 공동참여

- 테슬라, 매출·이익 모두 월가 예상치 상회
- 2분기 비트코인 투자는 2,300만달러 손실
- 애플, 구글, MS 등 빅테크주 실적 기대감↑

▶ 과기부, 반도체 수급 안정화 위해 설비구성품 통관 간소화 ▶ 진격의 카카오VX, 골프존 위상 넘본다…IPO 가능성까지 '솔솔' ▶ 미국갔던 中 전기차 스타트업 리샹, 홍콩서 추가 상장

▶ SK하이닉스, 2분기 매출 10조 넘었다…'초호황' 이후 3년만 ▶ 네이버 D2SF, 암호화 데이터거래 ‘디사일로’에 후속투자 ▶ '어닝 서프라이즈' 테슬라, 분기 순이익 10억달러 첫 돌파
한경 | https://bit.ly/3BCYyuq 파이낸셜뉴스 | https://bit.ly/3iVJCzf 이데일리｜https://bit.ly/370y342

ZDNet | https://bit.ly/2VezngY 매일경제 | https://bit.ly/2URckco 머니투데이｜https://bit.ly/3BD09jU

- 퀄컴, 2024년 인텔 파운드리서 '20A' 공정으로 제품 생산 예정
- 공정 이름이 실제 반도체 특성 반영하지 못한다
- 2023년까지 인텔 7→인텔 4→인텔 3 적용
- 2024년부터 0.1nm급 새 공정 '인텔 20A' 가동

- 인앱결제 이해하려면 ‘앱 마켓’의 역사 돌아봐야
- 구글 인앱결제는 갑질 창작자까지 결사반대
- 안드로이드 앱 유지 위한 대형 개발사만 수수료 내고 나머지는 무료
- 해외서도 인앱결제 금지법 두고 시끌

- 23년 2분기부터 총 30대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
획득
- 향후 수소연료탱크 압력을 상승시켜 주행거리를 약 800km로 크게 늘린다
는 목표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인텔, 반도체 공정 명칭에서 '나노미터' 뺀다 ▶ 구글 인앱결제 대체 무엇이길래 ▶ 현대차 수소전기 대형트럭, 캘리포니아 달린다…북미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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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