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점검>
허해남 대표

증권정보 리포트

저번주 수익율
셀트리온제약
+14.5.0%

이번주 승부주<(

투자분석팀

전문가/종목(코드)

매수가능

목표가

손절가

저번주 수익율

백두산호랑이 대표

6,100~6,250원

6,500원

5,900원

CJ E&M
-2.1%

주신 대표
저번주 수익율
알에스오토메이션
+10%

파나진(046210)

파나뮤타이퍼기술(전 세계 유일의 리얼타임 PCR기술)

전문가/종목(코드)

매수가능

투자분석팀

6,100~6,250원

비트컴퓨터(130960)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900원

의료기 노인복지고령화 교육 SI통합 유헬스 4차산업 수혜

전문가/종목(코드)

매수가능

목표가

손절가

주신 대표

9,900-10,800원

11,000원

9,800원

이수앱지스(140670)

혈우병신약, 면역항암제 바이오시밀러개발 및 미국,EU시장 진출도전

**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 입니다

지난주 피드백 관련 – 허헤남 대표 [셀트리온제약] 매수후 최대 +14%~ 상승!

-수급 관련 :

최근 1개월누적순매수(단위/천주) : 외인(-85), 기관(+8), 개인(+72)

-기술적 흐름 : 10월 대량거래 정배열 상승후 20이평 엔자 조정후 전고돌파 상승
-추가목표가 : 1차 목표가 70,000

2차 목표가 90,000

-단기 모멘텀 : 제네릭의약품 미국 진출 추진 기대감(오창공장 FDA 공장실사완료)

<용어정리>
유상증자=유증
무상증자=무증
BW=신주인수권부사채
CB=전환사채
임총=임시주주총회
스옵=스톡옵션
CPI=소비자물가지수

일정 투자 아이디어
일지
경제지표

01/08 월

01/09 화

01/11 목

01/12 금

일본증시 휴장

미)11월 구인및이직

한)11월 통화 및 유

미)12월 생산자물가지

미)12월 소매판매

미)11월

미)12월 NFIB 소기업

동성 동향

수

미)12월 소비자물가

낙관지수

한)11월

미)12월 재정수지

지수

유로존)11월 실업률

관 가계대출

미)주간신규실업수당

미)주간 원유채굴장

한) 12월 고용동향

청구건수

비 수

소비자신용

CSI=소비자심리지수

지수

PPI=생산자물가지수

유로존)11월

소매판

매

PMI=구매자관리지수

01/10 수

미)12월

예금취급기

수출입물가

지수

BSI=기업실사지수

미)주간 원유재고

산업 및

한-일 북핵 6자회담

2018 CES

문대통령,신년사 발

유로존)ECB 12월 통화

게임빌,로열블러드

주요이슈

수석대표 협의

삼성전자 4분기 잠정실

표 및 기자회견

정책회의 의사록

출시

jp모던 헬스케어 컨

적 발표에정

삼성전자,갤럭시 A8

넥슨 ‘열혈강오M’정식

퍼런스 개최

남북,고위급 회담개최

인도 출시

출시

마크롱 프랑스 대통

예정

2018년 정부연구개

2018 진로교육페스티

령, 중국방문

쌍용차,렉스턴 스포츠

발사업 부처합동설명

벌

출시

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
회의

기업이슈

거래정지/성지건설

유증/와이지-원,대우조

유증/데코앤이,미래테

보호예수해제/에스마크

유증/에스아이티글로

유증/메디프론

선해양,에이블시엔씨

크놀로지,와이오엠,인

유증/ C&S 자산관리

벌,에이티테크놀러지,

무증/삼보산업

무증/세화아이엠씨

터플렉스,유진로봇

퓨쳐스트림네트웍스

BW/코오롱인더

BW/성문전자,씨씨에스,

스옵/엠지메드

보호예수해제/더블유

스옵/테라젠이텍스

두산인프라코어

CB/트루윈,뉴로스,버

에프엠,포워드컴퍼니

CB/한신공영,라이트

추얼텍

스,이매진아시아,에스

론,SGA솔루션즈,위지트

BW/네패스

맥,젬백스테크놀러지,

보호예수해제/동방선

보호예수해제/드림시

현진소재,아우딘퓨쳐

기,제일제강

큐리티,미래아이앤지,

스,투비소프트

에스마크

관련테마

JP모건 헬스케어

2018 CES

증권선물위원회

넥슨 열혈강호 M

남북 평창올림픽

제약(신약) 관련주

스마트홈

관련주

증권

모바일게임 관련주

평창올림픽 관련주

셀트리온,이수앱지스,

삼성전자,

LG전자,에스

NH투자증권,미래에

컴투스,게임빌,위메이

삼양식품,일신석재,쌍

녹십자,한미약품,한올

원,코콤,에스넷,포워드

셋대우,한국금융지주,

드,엔시소프트,바른손,

용정보통신,신원종합

바이오파마,삼성전자,

컴퍼니스,현대통신,코맥

삼성증권,유안타증권,

와이디온라인,NAVER,

개발,현대시멘트,쌍용

에이프로젠제약,바이

스,아이콘트롤스,유양디

키움증권,한화투자증

네오위즈홀딩스,드래곤

상회,태영건설,희림,

넥스,셀트리온제약,동

앤유,경동나비엔,KT,피

권,교보증권,DB금융

플라이,조이맥스,바른손

동부건설,GS건설,갤

아에스티,알테오젠,팬

에스텍,LG유플러스,포스

투자,SK증권,대신증

이앤에이,NHN엔터네

럭시아에스엠,케이엠,

젠,삼성바이오로직스,

코ICT,누리텔레콤,옴니

권,현대차투자증

인먼트,선데이토즈,넥슨

제일기획,SBS,강원랜

대웅제약,LG화학,셀트

시스템,CS,텔레필드,현

권,KTB투자증권,

지티,조이시티,넵튠,룽

드,SBS콘텐츠허브,휴

리온헬스케어,홈캐스

대피바트,위닉스,,SGA솔

베스트투자증권,메리

투코리아,썸에이지,미투

스틸,용평리조트

트,네이처셀,제넥신,

루션즈,어보브반도체,

츠종금증권,부국증권,

온,넷마블게임즈,펄어비

신영증권,한양증권,유

스 등

녹십자셀

관련주

이

진투자증권,골든브릿
지증권,유화증권

본 자본자료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했으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불법복제, 배포, 전송을 하거나 불법적인 이용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위반 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