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점검>
마왕 대표

증권정보 리포트

저번주 수익율
유양디앤유
-3%

투자분석팀
저번주 수익율
삼륭물산
+20%

좋은정보 대표
저번주 수익율
캔서롭
+6%

이번주 승부주<(
전문가/종목(코드)

매수가능

목표가

손절가

최원도 대표

57,000-59,000원

65,000원

54,500원

제일약품 (271980)

세계유일 뇌졸증 치료제개발 기대감,줄기세포 리규정 입법화검토소식

전문가/종목(코드)

매수가능

목표가

손절가

투자분석팀

48,500-49,500원

53,500원

46,000원

한국화장품제조(003350)

한국단체여행 허용및 국경절 연휴로 관광객 기대감

전문가/종목(코드)
김 대표
우리기술투자 (041190)

매수가능

목표가

손절가

3,850-4,000원

4,300원

3,650원

모건스탠리 비트코인 상품 출시 기대감, 블록체인관련주

**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 입니다

지난주 피드백 관련 – 투자분석팀의 [삼륭물산] 매수후 최대 +20%~ 상승!

-수급 관련 :

최근 1개월누적순매수(단위/천주) : 외인(-98), 기관(+30) 개인(+58)

-기술적 흐름 : 8월 최대거래량발생,단기정배열전환후 거래량동반 추세전환시도중
-목표가 : 1차 목표가 7,500

2차 목표가 9,000

-단기 모멘텀 : 1회용 플라스틱 규제, 친환경은 필수시대, 자연 분해 용기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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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투자 아이디어
일지
경제지표

CPI=소비자물가지수

10/01월

10/02화

중국증시 휴장

중국증시 휴장

미)9월 ISM 제조업지

한)2분기 자금순환

독일증시 휴장

미)8월 공장주문

한)9월 소비자물가동

한)8월 산업활동동향

미)9월 ADP 취업자

미)주간 신규 실업수당

향

한)9월 BSI

변동

청구건수

미)8월 무역수지

미)9월 자동차판매

미)9월

유로존)8월 생산자물가

지수

서

지수

미)주간원유재고

미)주간 원유 채굴장

PMI

확정치
유로존)9월

PMI=구매자관리지수

10/05금

국내증시 휴장

미)9월 제조업

PPI=생산자물가지수

10/04목

중국 증시 휴장

수

CSI=소비자심리지수

10/03수

홍콩 증시 휴장

제조업

PMI

ISM비제조업

미)9월 고용동향보고

비 수

BSI=기업실사지수
산업 및

-중국 국경절 연휴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

-남북 10.4선언 기념행

-삼성전자 잠정 실적

주요이슈

-DMZ 지뢰제거작업

체 개최

사 개최 예정

발표

실시

-유럽 당뇨학회 개최

-LG전자, V40씽큐 공개

-2019 새만금오토&

-서울 태양광 엑스포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2018 파리모터쇼

레저캠핑쇼 개최

개최

-예보,하반기 매각PF부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

-

동산 설명회

원의장 방한 예정

-

사후점검 기준 표준

-조이맥스,윈드소울 아

-2018 대한민국 에너

안 시행

레나 출시 예정

지 전환 컨퍼런스

-자금용도

외

유용

-개천절

-공모청약/에스퓨엘

-2018 부산국제 신발.

셀

섬유.패션 전시회
-제23회 부산국제영화
제 개최 예정

기업이슈

유증/구영테크,크로

신규상장/하나제약

신규상장/푸드나무,나

세아제강,세아제강지

바하이텍

유증/지트리비앤티

우아이비캐피탈

주 변경/재상장

CB/티웨이홀딩스,이

CB/유테크,다원시스,에

유증/엔에스엔,경창산

유증/스킨앤스킨

엑스티,이건산업,현대

이치엘비,필링크,윈스,

업

보호예수해제/지엘팜

바이오

중앙오션

CB/코미팤,지엠피,한라

텍

스옵/신라젠

스옵/EDGC,바이오솔루

스옵/유니퀘스트

션

관련테마

DMZ 지뢰제거작업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10/4 남북선언기념

삼성전자 실적발표

DMZ평화공원관련주

태양광에너지 관련주

남북경협철도관련주

반도체부품 관련주

시그네틱스,퍼스텍,코

에스엔유,OCI,다원시스,

대아티아이,세명전기,특

L엠케이전자,SK머티

리아에스이,모헨즈,이

에스에프에이,한미반도

수건설,리노스,현대정보

리얼즈,동진쎄미캠,덕

화공영,코아스,누리플

체,한화,나노신소

기술,삼현철강,다원시

산하이메탈,네패스,솔

랜,삼륭물산,자연과환

재,KCC,제우스,대주전자

스,알루코,서한,대호에

브레인,피에스엠씨,에

경,씨아이테크,유진로

재료,엘오티베큠,웅진에

이엘,우원개발,남광토

프에스티,KMH하이

봇,대창스틸,웰크론,

너지,현대중공업,SKC,신

건,현대제철,하이록코리

텍,미코,SKC솔믹스,원

서희건설

성이엔지,테스,주성엔지

아,유신,서암기게공업,

익QNC,네패스신소

니어링,SK머티리얼즈,파

빛샘전자,한국종합기술,

재,디엔에프,마이크로

루,티씨케이,일진파워,

현대로템,푸른기술,선도

턴텍솔,에스앤에스

아바코,뉴인텍, 원익IPS,

전기,제룡전기,에코마이

텍,KEC,월덱스,티씨케

코미코,코오롱글로

스터,피앤씨테크,케이씨

이,엘티씨,동운아나

벌,KC코트렐,대성파인

에스,부산산업,우림기

텍,매직마이크로,타이

텍,이건홀딩스,톱

계,에스피지,대원전선

거일렉,이녹스첨단소

텍,SDN,LG전자,LS산전,

재,케이씨텍,테크윙

에스와이패널,삼성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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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