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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3.40 0.15 -0.30 -1.43 9.74 34,814.39 0.68 -0.62 -1.55 13.75 1.299 1.52 0.17 -1.00 38.56

412.85 0.12 -0.41 -1.65 6.05 4,480.70 0.85 -0.74 -0.93 19.29 -0.306 3.40 5.50 7.70 26.30

1,042.79 0.49 0.54 0.43 7.68 15,161.53 0.82 -0.82 -0.64 17.64 0.778 4.00 4.20 6.40 58.10

413.00 0.10 -0.36 -1.55 6.13 3,465.76 0.47 2.61 1.41 23.98 0.027 4.20 6.10 5.70 36.50

18.18 -6.58 1.22 10.32 -20.09 0.702 5.50 3.20 -0.70 15.90

4,145.94 -1.09 -0.75 -1.20 16.70 0.344 3.80 4.10 0.60 29.70

1D 5D MTD YTD 15,616.00 -0.68 0.04 -1.38 13.83 0.247 4.40 4.90 3.60 21.70

KOSPI(십억원) 6,583.62 -1.04 -1.28 -1.45 18.59 0.006 3.90 5.90 5.70 38.90

294.0 -102.4 635.3 -28,055.6 7,016.49 -0.25 -1.11 -1.45 8.61 0.807 3.20 2.20 4.00 17.90

-140.6 129.5 -1,726.6 -38,759.7 3,656.22 -0.17 -0.52 3.17 5.27 10.680 5.40 -7.05 48.25 422.10

-184.6 -333.3 799.5 69,289.4 30,511.71 -0.52 1.10 8.62 11.18 0.036 -1.50 -0.70 1.10 1.50

KOSDAQ(십억원) 17,354.00 -0.46 0.48 -0.78 17.79 1.207 -4.60 -6.30 5.20 23.70

94.3 285.8 117.0 -1,280.3 25,033.21 -1.84 -4.89 -3.27 -8.07 

-8.4 -447.5 -812.9 -6,588.7 8,936.53 -1.60 -5.43 -2.69 -16.78 

-47.8 319.7 942.1 11,639.1 58,723.20 0.82 0.76 2.03 22.67 종가 1D(%) 5D(%) MTD(%) YTD(%)

선물(계약) 1,345.83 0.46 0.92 1.08 21.92 1,170.50 -0.03 0.33 0.95 7.75

564 15,873 12,853 -29,505 115,062.50 -0.96 1.45 -3.13 -3.32 1,166.95 -0.47 -0.05 0.66 7.37

-463 -8,469 -12,250 30,739 4,065.53 0.24 1.20 3.74 23.61 10.6831 -0.00 0.92 1.40 1.62

-262 -7,439 -148 -1,265 8,635.40 -1.65 -2.30 -2.39 6.96 92.55 -0.08 0.04 -0.08 2.90

25,762.10 -1.02 -0.44 -0.95 15.87 109.38 -0.28 -0.79 -0.58 5.94

D-1 D-2 D-3 D-4 D-5 904.10 -0.30 -0.15 -2.06 11.76 1.1817 0.12 0.01 0.07 -3.27 

차익 순매수 5.5 85.5 20.5 14.8 -73.2 7,417.03 -0.27 -1.26 -1.56 12.60 6.4325 -0.09 -0.45 -0.44 -1.45 

비차익 순매수 250.9 434.2 202.8 -544.3 -417.6 737.08 0.26 -0.77 -0.57 14.05 5.2229 -0.33 -1.83 1.39 0.57

3,127.71 0.37 -0.61 -0.43 16.27 108.11 0.18 0.25 -0.06 -1.10 

9/14잔고 1D 5D MTD YTD 1,288.68 -0.58 -1.90 -1.53 -0.20 

고객예탁금 68,555.9 -1,855.5 -831.2 -1,039.4 2,932.5 644.08 0.22 -0.74 -2.67 -4.63 

신용잔고(KOSPI) 13,927.5 -51.3 180.6 367.1 4,311.0 종가 1D(%) 5D(%) MTD(%) YTD(%)

신용잔고(KOSDAQ) 11,662.9 -12.4 48.8 302.7 2,049.7 72.61 3.05 6.56 6.00 49.65

미수금 261.2 -60.9 15.6 -5.5 -230.9 71.95 0.07 3.21 3.75 43.24

금액 금액 5.460 3.80 11.11 24.74 115.05

전일대비 9월 누적 21년 누적 1 147.2 102.5 4,221 1.39 13.87 -0.33 209.91

국내주식(ETF제외) 170.7 -991.2 1,920.8 2 58.8 51.9 2.74 -0.72 -0.72 -2.49 63.10

해외주식(ETF제외) 5.9 380.5 5,778.8 3 50.8 45.7 2.54 0.00 0.00 0.00 0.00

4 35.2 44.1 1,792.60 -0.69 0.08 -1.28 -5.41 

5 31.6 36.2 23.759 -0.35 -1.05 -0.84 -10.04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9,442 -1.26 0.98 0.34 20.32

통안채 1년 1.076 -2.00 4.30 2.70 32.90 금액 금액 3,052 -1.05 0.26 1.67 9.61

국고채 3년 1.492 -4.30 0.30 9.70 51.40 1 25.1 56.8 712.25 3.98 2.01 0.78 11.20

국고채 5년 1.738 -3.70 -0.70 8.70 40.30 2 21.2 29.3 534 6.06 7.07 -0.09 10.23

국고채 10년 2.025 -3.50 0.90 11.30 31.20 3 19.0 25.6 1,294.5 1.41 1.87 -0.33 -1.58 

회사채 AA- 3년 1.942 -3.30 3.40 11.30 -26.60 4 15.2 23.4 4,310.7 -1.37 1.46 1.83 24.99

회사채 BBB- 3년 8.180 -3.20 0.20 5.40 -43.50 5 12.7 21.5 225.46 1.77 2.81 3.34 34.36

금액 금액 1D(%) 5D(%) MTD(%) YTD(%)

1 17.96% 17.99% 1 45.3 6.8 일간 수익률 상위

2 15.21% 16.47% 2 36.0 6.0 1 6.50 16.30 36.90 87.08

3 15.00% 15.42% 3 15.5 5.8 2 6.22 8.44 11.39 76.30

4 14.62% 15.05% 4 13.4 4.5 3 5.87 7.95 8.81 53.73

5 14.29% 14.39% 5 12.6 4.5 4 4.19 8.25 4.84 26.48

5 3.74 5.34 3.84 32.61

금액 금액 일간 수익률 하위

1 12.20% 13.73% 1 15.0 13.5 1 -1.40 -1.74 -3.30 -20.11 

2 11.90% 12.55% 2 13.4 12.2 2 -0.51 -2.85 -1.65 -3.14 

3 10.51% 12.40% 3 5.3 3.7 3 -0.25 -0.60 -1.51 -12.98 

4 10.49% 12.25% 4 4.6 3.7 4 -0.16 -0.97 -2.48 12.13

5 10.28% 11.73% 5 4.6 3.7 5 -0.13 -2.56 -0.77 8.47

주요 원자재 동향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DAQ, 십억원)

외국인 순매도

기관 순매도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PI, 십억원)

 카카오                                 

종목

종목

 삼성엔지니어링                         

기관 순매수

 SK                                     

외국인 순매수

종목

 셀트리온                               

 LG화학                                 

 NAVER                                  

 카카오뱅크                             

 SK이노베이션                           

 천보                                   

 하나마이크론                           

 상아프론테크                           

 에코프로비엠                           

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국내 증시 동향 글로벌 증시 동향

▶ 백악관, "미-중 정상 간 접촉 관련 계속 협의 중"
-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 제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거절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면서 미-중 정상 간 접촉에 대해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힘
▶ EU, 중국 일대일로 견제 '글로벌 게이트웨이' 구상 공개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
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을 밝힘
▶ 中외교부장, 文대통령 예방때 "서로 핵심이익·관심사 존중해야"
-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이 "각자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힘
▶ UN 안보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비공개 회의 소집
▶ 미국 8월 광공업생산 MoM 0.4%로 예상(0.5%) 하회
▶ 미국 9월 뉴욕 제조업지수 34.3으로 예상(17.9) 상회
▶ 유로존 7월 산업생산 YoY 7.7%로 예상(6.0%) 상회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 완화되며 상승함. 8월 광공업생산 부진에도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됨. 수요
회복 기대감에 원자재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달러 인덱스,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하며 하락
- 국제유가, 미 원유재고 감소에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하락함. 중국
의 경제 지표 부진에 투자심리가 후퇴한 가운데, 영국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
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됨. 유럽 주요국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

▶ KOSPI
- KOSPI는 중국 경제 지표 부진에도 저가 매수세에 상승함. 중국 8월 소매판매가
시장 예상을 하회했으나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지수는 소폭 상승함. 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재차 2,000명을 상회해 상승폭은 제한됨. 전 거래일
대비 0.15% 상승한 3,153.40P로 마감
- KOSDAQ은 외국인의 순매수에 상승함. 전 거래일 대비 0.49% 상승한
1,042.79P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경제 지표 부진에 하락함. 중국 소매판매 부진으로 경기 둔화 우
려가 부각됨. 미-중 간 정상회담 제안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소식과 헝다그룹의
파산 리스크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함. 전 거래일 대비 0.17% 하락한
3,656.22P로 마감

Midnight News증시 Comment (미국 & 유럽)증시 Comment (전일 아시아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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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및 테마 ETF 동향

 상아프론테크                           

종목

 셀트리온제약                           

LME

RJ/CRB

 삼성전자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KODEX 200선물인버스2X                  

 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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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순매도

외국인 순매도

 위메이드                               

업종 및 테마(티커)

글로벌 우라늄 (URA)

미국 천연가스 (FCG)

미국 에너지 탐사&생산 (XOP)

글로벌 에너지 장비&서비스 (OIH)

미국 에너지 (XLE)

증시주변자금 (십억원)

주식형 펀드 (십억원)

국내 주요 금리 동향

26,825.1

9/14잔고

58,485.7

외국인

외국인

기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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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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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프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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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EM

MSCI KOREA

외국인 순매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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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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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순매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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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케이맥스                             

신용잔고 비율 상위

KOSPI 종목

 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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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펫케어 (PAWZ)

미국 유틸리티 (XLU)

│ 2021. 9. 16 │ 투자전략팀

Start with I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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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출처:뉴시스 | https://bit.ly/3EbQJgy 새전북신문 https://url.kr/r2a1kx 시사저널 https://url.kr/6avgz2

- 정체기 접어든 주력 사업 대신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
- SK이노→SK배터리·SKE&P로, SKT도 신설 SK스퀘어로 분할
- "사업별 맞춤 사업 전략 추진 가능…주주가치 제고도 기대"

- 거리두기 강화...줄줄이 '폐업, 임대'
- 배달 음식 주문 폭주...배달 오토바이 즐거운 비명
- 배달업 일자리 인기, '하늘의 별 따기'

- 주류가 된 웹툰, 글로벌 콘텐츠의 중심에 서다
- 1조원 웹툰 시장, 동력은 'OSMU(원 소스 멀티 유즈)'

- 상속세 납부하려 현금마련 분석
- 지분율 5.39%→4.44%

- 정우영 '더 비비고' 선임연구원
- 비빔밥, 나트륨 덜고 단백질 더해
- 오리백숙, 육질 살리는 게 관건
- 도가니탕 메뉴화 최고 난이도

- 신한카드, 방탄소년단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4팀의 아티스트
상징 담아
- 롯데카드, 카카오페이지 콘텐츠 결제 시 5% 캐시백

▶ 최태원 회장, SK 새판짜기 나선 이유는…미래사업에 명운 ▶ 매장은 한숨, 배달업종은 신바람 ▶ 콘텐츠 업계에 웹툰 IP가 몰려오는 이유

▶ 조현아, 한진칼 지분 매도… 187억원 규모 ▶ “건강·맛 다 잡은 간편식 이젠 외식까지 대체” ▶ BTS 카드 발급 받을까, 웹툰 카드 쓸까 …
조선비즈 | https://bit.ly/3znaHBD 뉴시스20 https://url.kr/o2pvn5 엠비엔뉴스 https://url.kr/rqg5fx

아시아경제 | https://bit.ly/2YXDOyO 조세일보 https://url.kr/3rnvlh 세계일보 https://url.kr/imk3vn

- 국회 과방위 양정숙 의원 조사
- 위약추징금 살펴보니
- LG유플, 추징금 28% 차지

- 최근 ‘대체 해산물’ 역시 화두로 떠올라
- 해양 생태계 문제 등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체 해산물 시장에 관심 지
속 증가

- 최대 세 자릿수에 달하는 공개채용
- 최적화된 개발환경 및 인프라 제공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통신사들, 전신주 무단사용 위약금 1670억 달해" ▶ 美, 대체육에 이어 '대체 해산물' 관심 증가 ▶ 카카오엔터, 대규모 경력 개발자 뽑는다

이코노미스트 | https://bit.ly/3tKUjJY 경인일보｜https://bit.ly/3EecBbn realcast｜https://bit.ly/2XtSbu9

- 신한금융, 골프대회-NFT 결합 디지털 자산 시범 발행
- NFT, 원본성과 희소성 증명돼 '화폐 신뢰성' 보강
- 전문가들 "관련 법규 마련 및 실물 경제와 상생해야"

- 김포시 걸포동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6만6천㎡ 부지에 (주)신세계프
라퍼티가 운영하는 커뮤니티형 복합쇼핑시설이 들어설 전망
- 오는 2026년 준공 목표
- 단순 수익형 쇼핑시설이 아닌 미래형 복합 커뮤니티 공간 구상

- 상반기 등 저조했던 실적… 하반기 공격적으로 공급에 나서
- 5대 건설사들이 9월~12월 중 전국에서 총 46개 단지, 3만8,000여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

- 경쟁력 있는 금리 확보 위해 노력
- 내달 초 정식 출범 '토스뱅크', 하루만 맡겨도 연 2% 금리 제공 수시입출금
통장 선보여
- '카뱅' 이달 9일부터 예적금 기본금리 0.3~0.4% 인상

- 신세계 정 부회장이 보유한 광주신세계 주식 83만3330주(52.08%)를 약
2285억원에 취득
- 신세계 광주신세계 지분은 기존 10.4%에서 62.5%로 늘어나며 최대주주
- 지배력 강화, 지배구조를 단순화, 연결 회계 편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 올해 안에 일반분양 추진
- 정부 분양가상한제 완화 의지. 재건축 시공 맡은 현대, HDC현대산업개발,
대우, 롯데건설 등 시공 사업단 분양 실적 가능성 확대
- 시공사업단의 시공지분은 25%대로 비슷

▶ 은행, 블록체인 이어 NFT 사업에 '눈독'…차세대 먹거리 될까 ▶ 백화점 없는 김포에 신세계 복합쇼핑시설 들어서나 ▶ 브랜드, 시공능력 앞세운 대형사들 추석이후 분양 러시

▶ 금리 2% 통장…인터넷은행 수신 경쟁 본격화 ▶ 정용진, 광주 신세계 지분 매각… 증여세 재원 마련 ▶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올해 분양하나, 건설사 실적 더하기 기대품어
헤럴드경제 | https://bit.ly/3ke9HLL 세계일보｜https://bit.ly/3nvAYer 비즈니스포스트｜https://bit.ly/3CbiS5B

한겨레 | https://bit.ly/3CfZaG6 UPI뉴스｜https://bit.ly/3AfKaak 세계일보｜https://bit.ly/3kcqTBm

- 김범수 의장 개인회사이자 카카오의 2대 주주
- 금융사로 인정땐 의결권 행사 28건 위법 공산
- 김 의장 허위신고 혐의 처벌 여부 촉각

- 직매입 운영에 위탁매매 추가 도입...우수상품 선별시스템은 유지
- 매년 적자 확대·완전자본잠식...오픈마켓 도입에 적자 확대 우려도

- 강남 동남권 88만·서남권 52만
- 보증금은 5683만7000원 집계
- GTX 건설·3기 신도시 여파에
- 과천·안양 등 평균 100만 육박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케이큐브홀딩스, 금융업 비중 95%…카카오에 의결권 행사 위법 가능성 ▶ 내년 상장 앞둔 컬리, 오픈마켓 준비...적자 돌파구될까 ▶ 서울 빌라 월세도 훨훨… 평균 62만원 '사상 최고'

스포츠동아 https://url.kr/g62pdr 한국경제 | https://bit.ly/3kfxH13 디지털데일리 | https://bit.ly/2Z0Hfor

- IT와 제약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위한 온라인 강좌
- 화학정보학 개론 등 단계별로 150시간 강의 갖춰
- 국내 AI신약 분야 활발한 소통, 생태계 조성 기대

- 美 허리케인으로 공급차질 우려, WTI 배럴당 70달러 재진입
- 경기 회복으로 원유 수요 증가, 유가 강세 연말까지 이어질 듯
- 에쓰오일 강세…10만원대 회복, "올 최대 실적전망…아직 저평가"

- 리비안 전기트럭 'R1T'
- GM 올해 하반기, 테슬라, 포드 내년 출시 예정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10주년 기념성과토론회
- 연구개발, 규제 및 인허가, 기술경영 등 다학제간 융합 교육

- "물적분할, 得보다 失 크다"
- SK이노베이션 3.12% 빠져
- 계열사 합치는 셀트리온은 비용 절감 기대로 상승곡선

- 초기 단계로 딜 성사시 내년 딜 클로징 전망
- 고체전해질 생산라인 구축 관련 MOU 체결

▶ 제약바이오협, 국내 첫 AI 신약개발 교육플랫폼 LAIDD 오픈 ▶ "올겨울 유가 100달러 간다"…정유주·ETF '가열' ▶ 삼성SDI 손잡은 美 리비안, 업계 최초 '전기트럭' 출시

▶ 10살된 K바이오 사관학교…첨병 700명 배출, 취업률 88% ▶ 지배구조 변화에… SK이노 '뚝' 셀트리온 '쑥' ▶ LG엔솔, 씨아이에스 지분 투자 검토…'CIS+TSI'와 전략적 협업하나
파이낸셜뉴스 https://url.kr/qjmae7 서울경제 | https://bit.ly/399fnAf 아시아경제 | https://bit.ly/3kczh3H

조선비즈 https://url.kr/ckdtsg 이데일리 | https://bit.ly/3kbxEDa 이데일리 | https://bit.ly/3Ajl6zm

- 바이오의약協·큐라티스·아이진.진원·보령
-“내년 상반기 개발·생산 목표로 기술 협력”
-“핵심 기술 가진 바이오벤처들, 한국의 역사 만들 것

- 이달 첫째 주 평균 정제마진 배럴당 5.2달러
- 경유·항공유 마진 확대…공급 위축도 영향
- 정제마진 상승세에 정유업계 실적 개선 기대

- 반도체 소재-전력·화합물반도체-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 구축
- 2025년 상각전영업이익 3.4조 규모 목표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국산 mRNA백신 협력 가속화… ▶ 올해 첫 5달러대 기록한 정제마진…'코로나 터널' 빠져나오나 ▶ SK㈜, 2025년 세계 첨단소재 1위로 올라선다…5.1조원 투자

조선일보 | https://bit.ly/3tD6DMb 주간동아 | https://bit.ly/3k5WPY3 철강금속신문｜https://bit.ly/3CaRlBb

- 각국 정부, 반도체 힘 쏠림 원치 않는 듯
- 반독점심사에서 M&A 무산되는 경우 발생
- 대형 M&A 3년 내 하겠다는 삼성도 쉽지 않아

- 아마존 ·알리바바가 장악 못 한 유일한 시장
- OTT 등 제휴 영역 확대 관건
- 전에 없던 전담 고객센터 운영
- 위험 부담 줄이려 우회 진출

- 완성차 누계 내수 및 수출은 전년비 각 31.1%, 34.4% 증가
- 국내 시장은 주택 부문 경기 회복과 공공건설 투자 증가로 건설기계 수요 증
가
- 해외 시장은 주요국들 인프라 투자확대와 광산시장 호황으로 증가

- EUV 도입 가능성↑…TSMC·인텔과 경쟁 불가피
- TSMC도 향후 3nm 또는 2nm까지 확장하는 것을 고려
- 삼성전자는 3nm 반도체부터 GAA(Gate-All-Around) 공정을 적용

- 지난달 6일 스노우플레이크코리아 유한회사 설립
- SW기업 사상 최대 IPO, 클라우드 종류·위치 관계없이 데이터 공유
- 연내 한국지사 설립…멀티 클라우드 전략 늘며 수요 증가
- AWS 국내 데이터센터서 서비스 시작

- 방산부문 밀고 민수부문 끌고, 이익창출력 극대화…하반기와 내년 실적 흐
름 모니터링
- EBITDA 증가, 현금성자산 두둑...부채비율은 아직 미충족

▶ 패권 다툼에 흔들리는 반도체 빅딜… 삼성 ‘3년내 M&A’ 전략 빨간불 ▶ 12개국 직접 진출 아마존, 한국서만 11번가 손잡은 이유 ▶ 7월 누계 건설기계 완성차 생산 및 판 매 전년비 각 35.8%, 33.2% 증가

▶ 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 美 파운드리서 만드나 ▶ 버핏이 투자한 클라우드 기업, 한국 상륙한다 ▶ 한화에어로, 등급 상향 트리거 도달…지속성 주시
디지털테일리 | https://bit.ly/3C7IUa0 이데일리 | https://bit.ly/3yZBgwc 더벨｜https://bit.ly/3nxeDxb

전자신문 | https://bit.ly/3lAk0JB newsis20 | https://bit.ly/3k3x9v1 중소기업뉴스｜https://bit.ly/3hxOr1s

- 산업부, 공공연구기관 간담회
- 차세대 성장동력형 '실증 기반' 조성
- 정책 연계 강화…제조 경쟁력 극대화
- 지식재산권 공유·DB 구축 등도 논의

- 리얼미터, 성인 500명 대상 설문
- 與 지지층 82.8% '적절' vs 국힘 지지층 60.5% '과도'

- 운서역 공영주차장에 E-pit 초고속 6기·완속 100기 등 충전기 설치 추진
- 도심형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위해 지자체-민간사업자 협력
- 충전소 추가 개소에 힘입어 E-pit 회원 가입자 다섯 달 만에 1.4만명 육박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정부, 반도체 등 5대 미래성장 분야 '소부장 테스트베드' 로드맵 만든다 ▶ 카카오·네이버 규제 강화 '적절' 51.0% vs '과도' 35.3% ▶ 현대차그룹-인천경제청,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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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