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점검>
로드 대표

증권정보 리포트

저번주 수익율
이건산업
+5%

이번주 승부주<(

투자분석팀
저번주 수익율
컨버즈
+10 %

김진 대표
저번주 수익율
아이컴포넌트
+4%

전문가/종목(코드)

매수가능

목표가

손절가

혜암 대표

3,100-3,200 원

3,500원

2,950원

러셀 (217500)

반도체장비 리퍼비시 전문,삼성전자의 중장기 투자계획 발표 기대감

전문가/종목(코드)

매수가능

투자분석팀

5,500-5,700 원

케이씨에스 (115500)

목표가

6,000원

손절가

5,300원

국내신용카드 승인시스템 시장 70%점유, 최저임금 인상 수혜,키오스크단말사업

전문가/종목(코드)

매수가능

목표가

손절가

김호영 대표

5,350-5,450 원

6,000원

5,100원

엘비세미콘 (061970)

8월 방탄소년단 컴백이슈,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지분보유

**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 입니다

지난주 피드백 관련 – 투자분석팀의 [컨버즈] 매수후 최대 +10%~ 상승!

-수급 관련 :

최근 1개월누적순매수(단위/천주) : 외인(-10), 기관(0) 개인(+6)

-기술적 흐름 : 3월 대시세이후

가격-시간조정후 120이평 쌍바닥으로 반등준비중

-목표가 : 1차 목표가 12,000 2차 목표가 15,000
-단기 모멘텀 : 바이오웨이(국책과제선정업체)의 2대주주, 차량용블랙박스 5G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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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투자 아이디어
일지

08/06 월

08/07 화

경제지표

유럽,8월 센틱스 투

미)6월 소비자신용지수

미)주간 원유재고

옵션만기일

미)7월 소비자물가지

자자기대지수

미)6월 구인및이직보고

미)주간

한)6월중 통화 및 유동

수

서

신청건수

성동향

미)주간

중)7월 외환보유액

중)7월 무역수지

미)7월 생산자물가지수

비 수

일)6월 경상수지

미)주간신규실업수당청

일)6월 3차산업지수

CPI=소비자물가지수
CSI=소비자심리지수

08/08 수
MBA모기지

PPI=생산자물가지수

08/09 목

08/10 금

원유채굴장

구건수

PMI=구매자관리지수
BSI=기업실사지수

산업 및

-삼성 이재용-김동연

-美 대이란 제재 재개

-소프트웨어대전,소

-삼성전자,갤럭시노트9

-남북 노동자 통일

주요이슈

경제부총리 회동예정

예정

프트웨이브 개최

공개

축구대회 개최예정

-특검, 김경수 소환

-하나금융투자

-,금강산 병해충 공

-미-일 양자 무역협정

-남북 경의선-동해선

조사예정

제포럼

동방제 제의

논의 예정

도로 현대화 현지공

-금융노조,쟁의행위 찬

-국제 병원 및 의료

-수출도약중견기업육성

동조사 개시예정

FTA 협상 공청회

반투표예정

기기 산업 박람회

사업 설명회 개최

-2018 인천 펜타포

-스포츠토토

-웹젠,”뮤

-제13회 국제 표준올

-실적발표/더블유게임

트 락페스티벌

-한-러

서비스.투자
발매재

통일경

레전드”스팀

개

출시 예정

림피아드

즈,카카오,게임빌,삼성

-실적발표/NHN엔터

-정책자금 서류 온라

-실적발표/제주항공,덴

-복지부,위장약 ‘겔포

화재

테인먼트,삼성생명,펄

인 제출 서비스 도입

티움,GKL,애경산업

스’안정상비약 포함

-공모청약/바이솔루션

어비스 등

-실적발표/SKC,SKC솔

여부 결정 예정

믹스

-실적발표/CJ제일제
당,CJ ENM,넷마블등

기업이슈

신규상장/에스에스알

신규상장/디아이티

신규상장/신한알파리

유증/강스템바이오텍,

신규상장/대유

CB/디에스티,덱스터

유증/파버나인,이에스

츠

한국콜마

무증/펩트론,이엠넷,

스옵/아이진

에이

유증/삼강엠앤티

중앙백신

유증/한프

CB/바이오빌,이에스에

CB/에스마크,W홀딩

유증/매직마이크로,

이

컴퍼니,기가레인

솔고바이오

스옵/펜젠,에스엠

스옵/차바이오텍,큐리
언트

관련테마

이재용-김동연 회동

뮤 레전드스팀출시

소프트웨어 대전

갤럭시노트 9 공개

남-북 경의선,동해선

자율주행차 관련주

모바일 게임 관련주

AI,사물인터넷관련주

스마트폰 관련주

남북 경협 관련주

현대차,기아차,현대모

엔씨소프트,네오위즈,액

삼성전자,유진로봇,디

삼성전자,LG전자,삼성

현대건설,현대엘리베

비스,만도,삼성전

토즈소프트,위메이

에스티로봇,우리기술,

SDI,LG디스플레이,LG이

이,아난티,제이에스티

자,SK하이닉스,KT,팅

드,NAVER,한빛소프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텍,에이스테크,알에프

나,좋은사람들,재영솔

크웨어,파인디지털,인

엠게임,넥슨지티,조이맥

큐렉소,이디,스맥,에이

텍,시노펙스,이수페타시

루텍,남광토건,남화토

포뱅크,엠씨넥스,칩스

스,드래곤플라이,웹젠,

디칩스,에스티큐브,싸

스,대덕전자,캠시스,알

건,한국석유,스페코,

앤미디어,미동앤씨네

조이시티,츨레이위드,와

이맥스,한국전자인증,

비케이이엠디,자화전자,

일신석재,이엑스티,도

마,에이스테크,한국단

이디온라인,컴투스,게임

이에스브이,미래검퍼

크로바하이텍,아모텍,토

화엔지니어링,쌍용양

자,엔지스테크널러지,

빌,네오위즈홀딩스,바른

니,셀바스AI,오픈베이

비스,아이앤씨,텔레칩

회,삼표시멘트,성신양

세코닉스,넥스트칩,트

손이앤에이,손오공,이스

스,모비스,디지털옵틱,

스,KH바텍,바른전자,엘

회,현대시멘트,유진기

우윈,LG전자,하이비젼

트소프트,대원미디어,다

가온미디어,효성ITX,비

엠에스,EMW,모다이노

업,동양,모헨즈,고려

시스템,에이테크솔루

날,NHN엔터테인먼트,

츠로시스,다산네트웍

칩,성우전자,켐트로닉

시멘트,SG,부산산업,

션,SK텔레콤,쌍용차,

선데이토즈,더블유게임

스,지엠피,에스넷,링네

스,알에프세미,엘디티,

서산,보광산업,쎄니

에스모,모바일어플라

즈,엔터메이트,미투온,

트,코콤,엔텔스,테스나,

에스맥,와이제이엠게임

트,홈센타홀딩스

이언스,모트렉스,한국

와이솔,에이텍,삼성전

즈,코렌,KJ프리텍,모베

테크놀로지,캠시스

기,대한과학,삼진,

이스,피델릭스,이엠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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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