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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7.58 -0.41 -0.01 -2.24 8.84 34,764.82 1.48 0.04 -1.69 13.59 1.430 12.95 6.85 12.13 51.69

410.46 -0.13 0.19 -2.22 5.44 4,448.98 1.21 -0.55 -1.63 18.45 -0.258 6.60 2.20 12.50 31.10

1,036.26 -0.94 0.97 -0.20 7.01 15,052.24 1.04 -0.85 -1.36 16.79 0.907 10.80 6.10 19.30 71.00

409.55 -0.29 -0.04 -2.37 5.24 3,457.45 1.33 -0.46 1.16 23.68 0.075 6.50 2.70 10.50 41.30

18.63 -10.73 -0.32 13.05 -18.11 0.721 5.70 -0.30 1.20 17.80

4,194.92 1.08 0.60 -0.04 18.08 0.375 6.30 2.00 3.70 32.80

1D 5D MTD YTD 15,643.97 0.88 -0.05 -1.21 14.03 0.277 6.30 1.50 6.60 24.70

KOSPI(십억원) 6,701.98 0.98 1.20 0.33 20.73 0.053 6.70 2.90 10.40 43.60

570.9 1,237.9 1,285.3 -27,405.6 7,078.35 -0.07 0.72 -0.58 9.56 0.781 2.00 -6.00 1.40 15.30

-236.1 -431.1 -2,780.8 -39,813.9 3,642.22 0.38 -0.56 2.77 4.87 10.565 25.65 -22.30 36.75 410.60

-310.6 -1,107.9 1,171.2 69,661.2 29,639.40 -0.67 -3.36 5.52 8.00 0.039 0.00 -1.50 1.40 1.80

KOSDAQ(십억원) 17,078.22 0.90 -2.05 -2.36 15.92 1.260 0.50 -4.30 10.50 29.00

54.6 333.1 140.4 -1,256.8 24,510.98 1.19 -2.09 -5.29 -9.99 

13.8 -170.3 -898.7 -6,674.4 8,733.73 1.08 -2.27 -4.90 -18.67 

-65.6 -73.7 1,030.2 11,727.2 59,885.36 1.63 1.26 4.05 25.10 종가 1D(%) 5D(%) MTD(%) YTD(%)

선물(계약) 1,352.76 0.15 0.51 1.60 22.55 1,175.50 0.04 -0.04 1.38 8.21

-784 -2,969 3,299 -39,059 114,064.40 1.59 0.24 -3.97 -4.16 1,175.21 -0.62 -0.07 1.37 8.13

-911 2,402 -4,274 38,715 4,052.14 0.52 0.17 3.40 23.20 10.6485 -1.10 -0.53 1.07 1.29

1,817 454 1,314 197 8,876.90 0.78 1.64 0.34 9.95 93.09 -0.40 0.58 0.50 3.50

26,081.13 1.41 0.45 0.28 17.31 110.33 0.50 0.55 0.28 6.86

D-1 D-2 D-3 D-4 D-5 886.72 -0.85 -2.47 -3.95 9.61 1.1739 0.44 -0.24 -0.59 -3.90 

차익 순매수 -6.2 -23.9 -9.7 5.5 85.5 7,370.22 1.00 -1.21 -2.19 11.89 6.4589 -0.05 0.32 -0.03 -1.05 

비차익 순매수 183.1 250.6 26.7 250.9 434.2 731.56 1.01 -0.50 -1.31 13.19 5.3033 0.25 0.84 2.95 2.11

3,106.42 1.04 -0.52 -1.11 15.48 107.58 0.16 -0.13 -0.55 -1.58 

9/17잔고 1D 5D MTD YTD 1,272.52 0.77 -0.33 -2.76 -1.45 

고객예탁금 69,362.6 445.2 -3,979.3 -232.7 3,739.2 638.15 -0.17 0.08 -3.56 -5.51 

신용잔고(KOSPI) 13,778.4 -35.8 -90.5 218.0 4,161.9 종가 1D(%) 5D(%) MTD(%) YTD(%)

신용잔고(KOSDAQ) 11,606.9 -35.1 -99.0 246.8 1,993.8 73.30 1.48 1.85 7.01 51.07

미수금 229.0 -29.8 -78.1 -37.7 -263.1 73.45 0.85 0.62 5.91 46.23

금액 금액 4.976 3.56 -6.73 13.69 95.98

전일대비 9월 누적 21년 누적 1 182.4 40.4 4,560 3.40 7.73 7.67 234.80

국내주식(ETF제외) 109.0 -963.0 1,949.0 2 142.1 22.9 2.70 -0.74 -2.17 -3.91 60.71

해외주식(ETF제외) 71.6 524.1 5,922.4 3 63.3 17.1 2.54 0.00 0.00 0.00 0.00

4 56.3 16.8 1,747.70 -1.63 -0.39 -3.75 -7.78 

5 50.0 15.4 22.642 -0.99 -0.48 -5.50 -14.27 

종가 1D(bp) 5D(bp) MTD(bp) YTD(bp) 9,286 3.46 -3.54 -1.32 18.33

통안채 1년 1.089 0.30 0.20 4.00 34.20 금액 금액 3,026 1.60 -1.63 0.78 8.66

국고채 3년 1.558 2.30 3.30 16.30 58.00 1 36.7 241.1 717.75 1.70 0.67 1.56 12.06

국고채 5년 1.815 2.50 5.50 16.40 48.00 2 27.0 32.1 529 0.71 -0.05 -0.89 9.35

국고채 10년 2.099 3.10 6.20 18.70 38.60 3 19.6 29.8 1,284.3 0.12 -0.91 -1.12 -2.36 

회사채 AA- 3년 1.996 1.80 3.40 16.70 -21.20 4 11.7 26.5 4,308.4 3.09 -0.05 1.78 24.93

회사채 BBB- 3년 8.218 1.30 1.60 9.20 -39.70 5 10.8 24.7 223.99 0.99 0.03 2.67 33.49

금액 금액 1D(%) 5D(%) MTD(%) YTD(%)

1 18.50% 17.26% 1 34.2 12.8 일간 수익률 상위

2 18.19% 16.15% 2 21.5 10.6 1 5.31 -0.43 2.10 23.18

3 15.00% 15.78% 3 20.6 10.0 2 4.35 3.13 10.76 56.48

4 14.29% 15.55% 4 7.5 8.5 3 4.16 2.60 12.97 78.80

5 13.16% 14.94% 5 7.0 7.1 4 3.68 2.38 1.54 30.94

5 3.52 1.47 0.26 31.76

금액 금액 일간 수익률 하위

1 11.77% 13.85% 1 7.6 5.3 1 -2.00 -3.33 -8.31 -17.02 

2 10.61% 12.31% 2 6.7 4.0 2 -1.91 -3.88 -9.68 -20.19 

3 10.43% 11.71% 3 4.3 3.3 3 -0.53 -3.31 -4.86 4.00

4 10.23% 11.67% 4 3.9 3.2 4 -0.20 -0.69 -1.81 25.54

5 9.90% 10.97% 5 3.6 2.6 5 0.10 -1.56 -5.25 24.19

주요 원자재 동향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DAQ, 십억원)

외국인 순매도

기관 순매도

외국인/기관 주요 매매 종목 (KOSPI, 십억원)

 현대중공업                             

종목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                       

기관 순매수

 SK텔레콤                               

외국인 순매수

종목

 크래프톤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POSCO                                  

 삼성엔지니어링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네이처셀                               

 에이치엘비                             

주요 환율 동향

글로벌 국채 10년물국내 증시 동향 글로벌 증시 동향

▶ BOE, 기준금리 0.1% 동결 및 QE 규모 유지(찬성 7표, 반대 2표)
▶ 터키 중앙은행, 기준금리 100bp 인하
- 터키 중앙은행은 백신 접종 증가에도 글로벌 경제 활동에 대한 하방 리스
크가 남아 있다고 설명. 이어 최근 인플레이션 증가는 공급 측면이 주도했으
며,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임
▶ 바이든 행정부, 9월 30일 연방정부 셧다운 대비
-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을 임시 자금 지원을 승인하기
위한 마감일(9월 30일) 앞두고 셧다운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미국 9월 2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5.1만 건으로 예상(32만 건) 상회
▶ 미국 9월 마킷 제조업 PMI 60.5로 예상(61.0) 하회
▶ 미국 9월 마킷 서비스업 PMI 54.4로 예상(54.9) 하회
▶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MoM 0.9%로 예상(0.7%) 상회
▶ 유로존 9월 마킷 제조업 PMI 58.7로 예상(60.3) 하회
▶ 유로존 9월 마킷 서비스업 PMI 56.3로 예상(58.5) 하회

▶ 미국증시
- 미국 증시는 통화정책 이벤트 소화하며 상승함. FOMC와 BOE의 통화정
책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됨. 중국 헝다 그룹발 파산
리스크가 진정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함.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 달러 인덱스, 위험자산 선호심리 개선되며 하락
- 국제유가, 미 원유 재고 감소 및 위험자산 선호심리에 상승

▶ 유럽증시
- 유럽 증시는 헝다 그룹 리스크 완화에도 혼조세를 기록. 중국 헝다 그룹
파산 우려 완화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개선되면서 유럽 내 대부분 국가 증
시는 상승함. 영국 증시는 BOE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추후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보이면서 약보합을 기록. 유럽 주요국 증시는 전 거래일 대비
혼조 마감

▶ KOSPI
- KOSPI는 연휴 간 글로벌 증시 하락폭 반영하며 하락함. 추석 연휴 동안 중국 헝
다 그룹의 파산 우려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낙폭을 확대하자 투자심리가 위축됨.
헝다 그룹의 파산 우려 진정되며 일부 낙폭을 되돌림. 9월 FOMC에서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의견 재확인으로 불확실성 해소. 전 거래일 대비 0.41% 하락한
3,127.58P로 마감
- KOSDAQ은 개인 순매도에 하락함. 추석 연휴 기간 헝다 그룹 파산 우려를 소화
하면서 하락함. 전 거래일 대비 0.94% 하락한 1,036.26P로 마감

▶ 중국증시
- 상해종합지수는 헝다 그룹 파산 우려 진정에 상승함. 연휴 기간 이후 외국인 차
익실현에도 헝다 그룹이 일부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의지를 밝힌 데 따라 안도감
을 형성. 전 거래일 대비 0.38% 상승한 3,642.22P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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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에스이씨                           

종목

 LX세미콘                               

LME

RJ/C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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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CO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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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순매도

외국인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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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테마(티커)

글로벌 에너지 장비&서비스 (OIH)

미국 에너지 탐사&생산 (XOP)

미국 천연가스 (FCG)

미국 지방은행 (IAT)

미국 은행 (KBWB)

증시주변자금 (십억원)

주식형 펀드 (십억원)

국내 주요 금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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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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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VNQ)

미국 주택건설 (ITB)

│ 2021. 9. 24 │ 투자전략팀

Start with I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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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SK머티리얼즈 12월 합병…승인 무난할 듯
- "최대 소재社 투자 기회 잃어"…"장기적 이득" 의견도

-코로나에 이동·활동량 줄어든 추석연휴
-'집콕' 늘며 고칼로리 음식 섭취 부담↑
-제로칼로리 음료, 두부면, 곤약밥 등…
-당·열량 낮고 포만감 높은 식음료 주목

-웹툰 저작권·수익분배 등 개선 관련 질의
-여행업계 상생 관련해서 플랫폼 사업자 불러
-확률형 뽑기 아이템 도마위…게임협회장 출석 요청

- 화물부문으로 일정 상태는 지속 가능
- 여객운송 정상화는 내후년 연말 예측

-올들어 식음료기업 납품 5배 늘어
-이너보틀 '친환경 화장품 용기'
-국내외 협업 요청에 공장 풀가동
-제지업체 종이빨대 등 주문 쇄도

-스토리 부문: 북미·유럽·중화권·아세안으로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
-뮤직 부문: 멜론과 음악사업 시너지 본격화
-미디어 부문: 카카오TV 통한 뉴미디어 콘텐츠 트렌드 리딩 가속화

▶ "투자자 기만" "도약 위해 필수"…'SK머티리얼즈 합병' 뭐길래 ▶ 집콕 추석연휴 '확찐자' 걱정된다면, 저칼로리 식음료 어때요 ▶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여행·게임 등 문체위 국감 증인 의결

▶ 대한항공 신용전망 상향…여객 운항 정상화는 언제 ▶ ESG 경영 가속에 친환경 포장소재 수요 폭증 ▶ 카카오엔터-멜론 합병 완료… 스토리·뮤직·미디어 중심 통합재편
한국경제 | https://bit.ly/3AAiUnj 서울경제 https://url.kr/qj1nrp 파이낸셜뉴스 https://url.kr/b34jvt

데일리안 | https://bit.ly/3lT8ysq 파이낸셜뉴스 https://url.kr/fxuoec 아주경제 https://url.kr/ljaqf5

- 10월 1일 사전예약 시작해 10월 8일 정식 출시
- SKT vs KT 출시 당일 새벽배송…배송 속도전 경쟁
- 고객 충성도 높은 아이폰13 공략해 5G 가입자 확보 노려

-오늘부터 ‘오트 밀크’ 옵션 도입
-국내 첫 비건 햄 샌드위치도 선봬

-저작권 소송부터 악플·팬클럽 관리까지
-웹툰 업계 급성장에 작가 보호 목소리도

통신 / 지주 음식료 미디어 / 엔터

▶ 이통3사, 아이폰13 사전 마케팅 돌입…'새벽배송' 전쟁 예고 ▶ "건강식이 대세" 스타벅스, 식물 기반 식음료 공략 ▶ 소송부터 팬클럽 관리까지…엔터 산업 눈돌린 법조계

디지털타임스 | https://bit.ly/39BMNaJ 이데일리｜https://bit.ly/3lUpbE2 realcast｜https://bit.ly/2XtSbu9

- 집값상승 빌라까지 전방위 확산
-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5%선 임박
- 새로운 대책 공염불 가능성 커져

- 에뛰드 대표 심재완 전무, 설화수 유닛장으로 이동
- 설화수의 온라인 전환 이끌 적임자로 판단
- 에뛰드 신임 대표는 이창규 아모레G 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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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 계도기간 D-1…빅테크, 금융 비교서비스 중단 위기
- 금융위, "25일부터 일단 서비스 중단 후 위법 소지 없도록 개편 후 재개 가
능" 강조

- SSG닷컴,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이 내년 상장 추진 중
- 오픈마켓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안착까지 상당
한 시간이 걸릴 것
- 규모 확대로 기업가치 높이려는 심산…"대규모 적자 키울 것" 우려도

-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높은 추첨제 비율로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인기
-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현저히 적은 상태
- 2011년 10%대로 떨어졌으며, 2019년 이후로는 10%대 이하로 하락

▶ `백약무효` 부동산에 속앓는 금융대책 ▶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브랜드 유닛장 심재완 전무 선임 ▶ 브랜드, 시공능력 앞세운 대형사들 추석이후 분양 러시

▶ 카카오·네이버 금융서비스 중단 위기…"당국 위법 소지 해소부터" ▶ 상장 앞둔 이커머스 공통 전략 '오픈마켓'…왜 ▶ 가점제 피하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 잇따라.... 가점 낮은 실수요자들 몰려
이코노미스트 | https://bit.ly/2XGxOtq 아이뉴스24｜https://bit.ly/3zB3jCo 워크투데이｜https://bit.ly/3EKoG8s

헤럴드경제 | https://bit.ly/3CDjrFv 뉴스웨이｜https://bit.ly/3o1gScc 한경닷컴｜https://bit.ly/3kxznTt

- 부동산 신디케이트론 공동투자
- 향후 협력범위 확대

- 소프트뱅크·그린옥스캐피탈 등 대주주 4조원대 주식 처분
- 상장 이후 최저가 찍은 쿠팡…시총도 100조→50조 급감
- 美 IB들 “현 주가 저평가…미래 기업가치 여전히 긍정적”

- 지난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신고일 기준) 매입자 30대가 36.9%
- 20대 이하(5.0%)를 더하면 30대 이하(41.9%) 젊은 층이 올해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를 사들인 셈
- 담보인정비율(LTV) 제약으로 주택시장 진입 여지 충분치 않아

금융 유통 / 화장품 건설 / 건자재

▶ KB국민은행, 英로이드그룹과 IB부문 협약 ▶ "손정의도 2조 던졌다"… 쿠팡, 대규모 엑시트 우려 확산 ▶ 올해도 여전한 2030 '패닉바잉'…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 샀다

서울신문 https://url.kr/ibwxj1 EBN | https://bit.ly/3hwtRig 마켓인사이트 | https://bit.ly/3htAyBK

- 예방·중증화 방지 및 지속성에서 우위
- 전문가 "현실세계에서는 별 차이 없어"

- GS칼텍스 '질소 상 촉매 교체' 로봇 도입
- 허세홍 사장 "시도하지 않은 방식 수용, 외부와 협업 중요"

- 수탁위 16차 회의서 반대 키로
- 물적분할 의결에는 영향 없을듯

- 23일 오후 9시 기준 2133명
- 동시간대 집계 역대 최다 기록
- 서울에서만 893명 발생 '비상'

- 화학으로 '제2 도약' 시동거는 애경그룹
- 통합 법인 애경케미칼 11월 출범 앞둬
- "10년 내 매출 4조원 이룬다"

- 美 합작사-경북·상주시 MOU 체결
- 총 8500억원 투자

▶ '현존 최고의 코로나19 백신' 굳혀가는 모더나… ▶ 정유·화학설비 정비작업 로봇이 한다 ▶ 국민연금 "SK이노 배터리사업 분할에 반대"

▶우려가 현실로…연휴 지나자 코로나 확진 다시 2천명대 ▶ '부진의 늪' 빠진 주력 계열사…애경그룹 화학 3형제 '구세주' 될까 ▶ SK머티리얼즈, 배터리 소재 산업 진출…'실리콘 음극재' 내년 생산
경향신문 https://url.kr/fbsn83 한국경제 | https://bit.ly/3hsOMCI 뉴스1 | https://bit.ly/3hzh922

이데일리 https://url.kr/z3okvf 한국경제 | https://bit.ly/39lwAqp 뉴시스 | https://bit.ly/3lfwki4

- 가족모임 최대 8인도 23일로 종료
- 다음주 확진자 폭증 예상…전문가 “최대 2500명 발생 가능
- 정부, 거리두기 결정 앞두고 고심 깊어질 듯

- 세계 4대 메이저 기업 ADM와 2025년부터 年 7만5000t 양산
- 옥수수 원료 공급받아 발효·정제, 수개월내 자연분해 친환경 제품
- 신학철 부회장 "바이오 플라스틱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울 것"

- 엑스레이 검사장비 전문기업 자비스
- AI기반 15PPM X-ray 배터리 검사장비 개발

제약 / 바이오 / 건강관리 화학 / 정유 / 소재 2차전지

▶ 백신접종완료자, 확진자와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 LG화학, 美 곡물기업과 '썩는 플라스틱' 생산 ▶ 자비스, 20억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검사장비 정부과제 선정

이데일리 | https://bit.ly/2XRsDHF 아이뉴스 | https://bit.ly/3EJ1sPV 서울신문｜https://bit.ly/3kv3qv7

- 23일 제 3차 'CEO 서밋'…삼성·인텔·TSMC 등 참석
- 1·2차 CEO 서밋, 적극적 투자 유치…화답 받아
- "수요자 입장에서 반도체 공급망 포함 기업 정보 조사"

- 제조실행 솔루션 지원 강화 기대…
- 컴퓨팅·클라우드 등 기반 서비스

- SK, 현대차 '아이오닉 7' 배터리 물량 수주
- LG에너지솔루션 대신 SK이노베이션과 맞손
- "현대차-LG엔솔 배터리 동맹 약해졌다" 지적

- EU, 반도체 법 제정 추진…
- 반도체 업체들 셈법 복잡해져

- 와이즈앱·리테일·굿즈 “8월, 결제액 753억…역대 최대”
- 20대 비중 전체 27%로 줄고, 30~50대, 1년 새 100% 안팎↑
- 11월 국내 상륙하는 디즈니+와의 콘텐츠 전쟁 예고

-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
- 아라푸라, 호주에서 세계 희토류 수요 10%를 담당할 광산 개발 중
- 中의존도 낮추려 공급처 다변화

▶ 美백악관, 올해만 세번째 반도체 회의…1·2차와 달라진 점은? ▶ AWS, 미라콤아이앤씨에 클라우드 등 인프라 공급 ▶ 탄탄해진 현대차-SK, 느슨해진 현대차-LG ‘배터리 동맹’

▶ 美·中 반도체 패권 경쟁 속 유럽도 생산자립 선언 ▶ 드라마 'D.P.' 흥행 덕 봤나… 50대도 넷플릭스로 몰려갔다 ▶ BMW 등 독일 완성차업체, 희토류 10% 쥔 아라푸라에 러브콜
아이뉴스 | https://bit.ly/3zwKIaD 조선일보 | https://bit.ly/3o0A8XC 한경글로벌마켓｜https://bit.ly/39vmaEr

newsis20 | https://bit.ly/3EIs57E 이데일리 | https://bit.ly/3kuRU2W 중앙일보｜https://bit.ly/3lQkw63

-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에 공급망 급변기 맞아
- 美 인텔 '쩐의 전쟁' 나서자 경쟁사도 눈치 싸움
- 자국주의 물결에 고객사·협력사 쫓아 투자 선회

- "유명 의류 브랜드外 자체 브랜드도 판매 예정"
- '오프라닝' 의류 사업 본격화…최첨단 탈의실 '방점'
- 스마트폰 QR코드 찍으면…탈의실에 제품 미리 준비
- 터치스크린으로 직원에 타제품·사이즈 교환 등 요구도

- 올해 10월 말 국내 등록 전기차 20만대 돌파 전망
- 전기차 시장을 주도한 건 화물차와 승용차
- 친환경차 7월 100만대 돌파
- 전기차 출시 늘며 전기차 증가

IT H/W IT S/W 자동차 / 기계

▶ '반도체 투자'…왜 미국으로 몰릴까? ▶ 내년 문여는 아마존 백화점, 무엇이 다를까…하이테크로 중무장 ▶ 10월에 '전기차 20만' 시대 열린다…2년새 10만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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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