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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종목 분석 

 

[4Q18 Preview] JB금융 : 대폭적인 이익 개선과 더불어 배당매력까지 확대되는 은행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500원 유지. 지방은행내 최선호주 

- 4분기 순익 275억원으로 컨센서스 소폭 하회 예상되지만 이는 명예퇴직비용과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때문 

- 2019년 추정 순익은 3,170억원으로 이익 개선 폭은 더욱 확대. EPS 약 33% 개선 예상. 2019년에도 NIM 상승 추세 지속 예상되고, 

가계대출 비중이 50%에 육박해 과거와 달리 기업여신 관련 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 수익성 시중은행과 비슷한데 PBR은 0.3배 

- 신임 회장의 주주친화정책 의지 표명으로 2019년부터 배당성향 대폭 확대 예상. 2019년 주당배당금 640원 기준 시가배당률 5.8% 기대 

최정욱, CFA chunguk.choi@daishin.com 

 
[4Q18 Preview] BNK금융 : 주가 싸지만 당장 의미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0,000원 유지  

- 4분기 순익 116억원으로 매우 부진 전망. 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에 따라서 적자전환 가능성도 높은 편. 4분기 NIM 3bp 추가 하락하고, 

요주의여신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적립률이 높은 요주의여신이 고정이하로 재분류되면서 NPL비율도 상승 예상 

- 현 PBR 0.27배로 싸지만 NIM이 수분기째 급락 중이고, 2017년 4분기 Big Bath에 따른 대규모 적자 시현에 이어 금번 4분기에도 충당금 

증가로 적자전환 가능성이 있는 등 실적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 

최정욱, CFA chunguk.choi@daishin.com 

 

[4Q18 Preview] 기계업 : 기계, 턴어라운드  

- 투자의견 비중확대 유지, 4Q18 기계주 커버리지 10社 추정 영업이익 합산치는 8,219억으로 컨센서스 8,135억원에 부합 전망. 영업이익은 

전년비 +130.4% 증가하며 턴어라운드. 4Q17 빅배스로 인해 베이스가 낮았던 방산주들의 턴어라운드가 돋보이며 건설장비주는 높은 

베이스에도 불구하고 연간 성장 지속 

- 세부산업별로는 턴어라운드와 방어주 개념이 재부각될 방산주 추천. 올해 국방예산은 8.2% 증액됐으며 집중감사 대상이던 프로젝트들이 

매출에 반영되며 실적 개선 전망. 건설장비주는 중국시장이 고성장을 지속하며 봄철 성수기까지의 트레이딩 가능성을 확인 

- 현대엘리베이터 투자의견 매수로 상향하며 목표주가 125,000원 상향. 본업에서 판매는 줄었지만 유지보수 점유율이 상승. 대북 7대 

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 지분 70%를 보유하여 올해 지속적으로 대북 이슈가 부각될 전망 

- Top Pick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선호주로 LS산전, 한국항공우주(편입) 제시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4Q18 Preview] 파트론: 4분기 예상 상회, 2019년 호조 확대 

-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11,000원 상향(10%) 

- 2018년 4분기 실적(연결)은 종전 추정치를 상회 전망. 매출은 2,132억원(18.9% yoy/ 15.2% qoq), 영업이익은 132억원(261.9% yoy/ 

37.3% qoq)으로 추정 

- 국내 전략 거래선의 카메라모듈 전략이 하드웨어 상향으로 전환, 보급형 영역에서 듀얼카메라 채택이 확대. 물량 증가와 평균판매가격 

상승에 기인 

- 2019년 1분기 영업이익(145억원)은 전년대비 52%, 전분기대비 9.6% 증가 

- 2019년 연간 매출은 8,943억원(12.0% yoy), 영업이익은 502억원(75.3% yoy) 추정. 4년만에 매출은 8천원대, 영업이익은 500억원대 

재진입 전망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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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JB금융 
(175330) 

 
대폭적인 이익 개선과 더불어 
배당매력까지 확대되는 은행 

 

최정욱, CFA  
chunguk.choi@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8,500 

유지 
현재주가 

(19.01.09) 
5,600 

은행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5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2019년 추정 BPS 대비 목표 PBR 0.45배를 적용해 산출(지속가능 ROE 5.5% 가정) 

 

4분기 실적 컨센서스 소폭 하회하지만 이는 명예퇴직비용과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때문  

- 4분기 추정 순익은 275억원으로 컨센서스 소폭 하회 예상. 4분기부터 광주은행 순익이 100% 그

룹 순익으로 반영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대폭적인 이익 개선을 기대했지만 명퇴비 290억원, 성과

급 110억원 등의 판관비 증가와 약 150억원의 보수적인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이 예상되기 때문 

-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양행에서 중도금집단대출 상환이 지속되면서 4분기 대출성장률은 2.7% 내외

의 역성장 예상. 반면 4분기에 NIM이 하락하는 타은행들과 달리 JB금융의 경우는 NIM이 1bp 추

가 상승해 마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2018년 연간 NIM은 전북은행 2.33%로 2017년 대비 

10bp 상승, 광주은행은 2.48%로 21bp나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4분기 추가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2018년 총자산대비 대손비용률은 0.3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이는 향후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이 강함. 따라서 2019년에도 총자산대비 대손비

용률은 0.4%(총여신대비로는 0.5%)를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2019년 추정 순익은 3,170억원으로 이익 개선 폭은 더욱 확대. EPS 약 33% 개선 예상 

- 2019년 추정 순익은 3,170억원으로 EPS가 약 33% 개선되면서 은행 중 2019년 이익 개선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중도금집단대출 상환 효과가 2019년에도 발생하면서 대출성장률은 타행보

다는 낮은 1~2% 수준에 그치겠지만 반면 2019년에도 약 4~5bp 가량 NIM 상승이 계속될 것이

고,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손비용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 지난 수년간 소매금융 위주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라 JB금융의 총여신대비 가계대출비중은 30%

에서 50% 수준으로 상승. 따라서 과거와 달리 기업여신 관련 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 

- 2019년 추정 순익 기준 ROE와 ROA는 8.9%로 0.65%로 시중은행에 필적하는 수익성을 지니고 

있지만 현 PBR은 0.30배로 초라한 multiple 수준. 자본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도 과도한 저평가 

 

2019년부터는 배당성향이 20%를 상회하면서 고배당 매력까지 발생할 수 있을 전망 

- 신임 회장의 주주친화정책 의지 표명에 따라 현재 10%를 하회하고 있는 배당성향이 2019년부터

는 20% 수준으로 상승 예상. 시가배당률이 낮아 타행대비 배당매력이 낮다는 우려 또한 일거에 불

식될 전망. 2019년 추정 배당금은 주당 640원으로 시가배당률이 5.8%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 

(단위: 십억원, %) 

구분 4Q17 3Q18 
 4Q18(F)  1Q19(F)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충전영업이익 86 168 89 94 10.0 -43.9 NA 170 6.2 80.4 

세전이익 29 128 40 35 19.9 -72.4 NA 120 4.2 241.0 

순이익 14 73 34 28 93.6 -62.0 35 91 41.9 230.2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총영업이익 1,035  1,137  1,241  1,299  1,351  

순이익 262  345  406  435  456  

연결당기순이익 143  185  239  317  332  

EPS (원) 918  1,191  1,211  1,611  1,686  

증감율 (%) 24.4  29.7  1.7  33.0  4.6  

Adj. BPS 14,663  15,630  17,296  18,757  20,442  

PER (배) 6.3  5.1  4.7  3.5  3.3  

PBR (배) 0.4  0.4  0.3  0.3  0.3  

ROE (%) 6.5  7.9  8.2  8.9  8.6  

ROA (%) 0.3  0.4  0.5  0.6  0.6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Dark Gray 

 
KOSPI 2,064.71 

시가총액 1,10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8% 

자본금(보통주) 98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860원 / 5,48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2억원 

외국인지분율 43.70% 

주요주주 
 

 삼양사 외 3 인 10.60% 
 Jubilee Asia B.V. 6.8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4  -7.0  0.5  -11.5  

상대수익률 0.2  1.5  11.3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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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BNK금융  
(138930) 

 
주가 싸지만 당장 의미있는 반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최정욱, CFA 
chunguk.choi@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0,000 
유지 

현재주가 

(19.01.09) 
6,790 

은행업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0,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2019년 BPS 대비 목표 PBR 0.4배를 적용해 산출(지속가능 ROE 5.3% 가정) 

 

4분기 순익 116억원으로 매우 부진 전망. 충당금 규모에 따라서 적자전환 가능성도 있어 

- 4분기 추정 순익은 전분기대비 93.6% 감소한 116억원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어닝쇼크 

수준 예상. 감독당국에서 요주의여신에 대해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권고하면서 관련 충당금 확

대 여부에 따라 4분기 순익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존. 3분기말 기준 기업여신에서 요주의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산은행이 2.1%, 경남은행이 1.3%로 은행 평균을 상회하기 때문 

- 4분기 중 부산은행 NIM이 5~6bp 추가 하락하고, 경남은행 NIM도 1b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

상되어 그룹 NIM은 3bp 하락 추정. 2분기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NIM이 크게 하락하면서 

NIM 하락 추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회사측은 2019년에도 NIM은 약 4~5b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추세적인 NIM 하락 배경에는 시장금리 하락과 우량대출 비중 확대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영향도 있지만 지역 경기 부진에 따른 지역 업체들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수신 

기반도 악화되는 등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영향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4분기 부산·경남은행의 명예퇴직 예상 인원은 140명 내외로 명예퇴직비용은 550억원 가량 소

요될 전망. 2017년 4분기에 발생한 명예퇴직인원이 84명, 명예퇴직비용은 약 300억원 수준이었

다는 점에서 전년동기대비 판관비 증가 폭이 더욱 커질 공산이 큼 

- 요주의여신에 대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에 따라 충당금 적립률이 높은 일부 요주의여신이 고정

이하로 재분류되면서 NPL비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우리는 BNK금융의 4분기 대손비용을 약 

1,400억원 내외로 가정하고 있는데 실제 대손비용이 우리 예상치를 상회할 수도 있다고 판단. 이 

경우 분기 순익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편 

 

PBR 0.27배까지 하락한 주가. 싸지만 반복되는 실적 악화로 인해 투자심리 개선 쉽지 않을 듯 

- 현 주가는 6,800원 내외로 2019년 BPS 기준 PBR이 0.27배까지 하락. 4분기 부진을 감안해도 

연간 순익이 5천억원대에 이르고 ROE 7%대의 수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valuation 

- 그러나 NIM이 수분기째 급락 중이고, 2017년 4분기의 Big Bath로 인한 대규모 적자 시현에 이어 

금번 4분기에도 충당금 증가로 적자전환 가능성이 있는 등 실적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도 빛을 바래고 있는 상태. 일회성 이벤트

보다는 자산건전성 안정과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급선무일 듯 

(단위: 십억원, %) 

구분 4Q17 3Q18 
 4Q18(F)  1Q19(F)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충전영업이익 114 374 192 176 55.0 -52.8 NA 366 -5.8 107.4 

세전이익 -101 268 50 26 NA -90.2 NA 232 -17.5 779.6 

순이익 -83 182 31 12 NA -93.6 42 164 -20.7 1,313.5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배,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총영업이익  2,212  2,276  2,519  2,611  2,718  

순이익 688  558  792  808  839  

연결당기순이익  502  403  551  566  589  

EPS (원) 1,539  1,237  1,690  1,737  1,808  

증감율 (%) -18.9  -19.6  36.7  2.8  4.1  

Adj. BPS 20,810  21,653  23,584  24,991  26,799  

PER (배) 5.6  7.6  4.3  3.9  3.8  

PBR (배) 0.4  0.4  0.3  0.3  0.3  

ROE (%) 7.9  5.8  7.5  7.2  7.0  

ROA (%) 0.5  0.4  0.6  0.6  0.6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Dark Gray 

 
KOSPI 2,064.71 

시가총액 2,21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7% 

자본금(보통주) 1,63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1,200원 / 6,74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8억원 

외국인지분율 53.36% 

주요주주 
 

 Lotte Holdings 외 7 인 11.14% 
 국민연금 9.6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0.3  -22.0  -28.2  -29.0  

상대수익률 -9.8  -14.8  -20.5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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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업  
4Q18 Preview 

기계, 턴어라운드 

 

    

4Q18 Preview 턴어라운드 

- 4Q18 기계주 커버리지 10社의 추정 영업이익 합산치는 8,219억원으로 컨센서스 합

산치 8,135억원에 부합 전망. 영업이익은 전년비 +130.4% 증가하며 턴어라운드. 

4Q17 방산업체들의 빅배스가 이어졌고 대부분의 업체가 크고작은 충당금이 반영되

며 베이스가 낮았음. 방산주들의 턴어라운드가 돋보이며 건설장비주는 높은 베이스에

도 불구하고 연간 내내 성장하는 모습을 보임 

- 두산중공업은 원전 물량이 일부 반영되며 일시적 개선세. LS산전은 IT투자 감소 우려

가 많지만 정유화학업체 투자, ESS 기저효과 등으로 선방을 예상. 현대로템은 컨센서

스에 미달하지만 철도부문 매출이 증가하며 실적 개선. 현대엘리베이터는 건설경기 

악화로 판매가 줄었지만 유지보수 증가로 컨센서스 부합 예상 

 

기계산업 비중확대 유지, 방산주 추천, 건설장비주 성수기 트레이딩 구간 

- 기계산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 세부산업별로는 턴어라운드와 방어주 개념이

재부각될 방산주를 추천. 올해 국방 예산은 8.2% 증액, 정권 교체 이후 집중감사 받

았던 프로젝트들이 반영되며 실적 개선 전망. 건설장비주는 작년 12월 여전히 중국시

장이 고성장을 지속하며 봄철 성수기까지 트레이딩이 가능함을 확인 

 

Top-Pick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선호주 LS산전, 한국항공우주(편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Q18 실적은 방산부문 호조로 한화그룹 편입 이후 최대실적 기

대. 올해부터 사업부문으로 추가된 ICT부문의 온기 반영, ㈜한화의 항공사업부, 공작

기계 사업부 매출 인식. 외형 증가로 비용 반영을 커버하며 편안한 성장 전망 

- LS산전, 4Q18 실적은 IT투자 감소 우려가 있으나 정유화학 관련 투자와 융합 부문의 

기저효과로 시장 기대치 부합 전망. 올해 HVDC 관련 400억원 이상의 매출 인식이 

예상되며 현재가 대비 PER은 9.2배로 역사적 저점 수준 

- 한국항공우주, 4Q18 실적은 이라크 T-50 수출, 수리온 납품재개 물량과 KF-X 개발 

매출 인식 등으로 대폭 개선. APT 수주실패와 수리온 필리핀 수출 가시성 악화로 완

제기 수출 잠재력은 낮아졌지만 기체부품을 중심으로 2018년 신규수주 급증. 올해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7.5%, +25.0% 성장 전망 

  
기계 2018년 4분기 영업이익 전망 (단위: 억원, %) 

업체 4Q17 3Q18 

4Q18F 

Consensus 
대신증권 

예상치 (yoy, %) (qoq, %) 

한국항공우주 -902  676   677   876  흑전  29.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63  180   671   607   31.0   236.5  

LIG넥스원 -648  49   96   79   흑전   62.8  

두산인프라코어 1,538  1,915   1,895   1,970   28.1   2.9  

현대건설기계 152  373   296   283   86.1  -24.1  

두산밥캣 827  1,229   1,159   1,078   30.2  -12.3  

두산중공업 1,869  2,117   2,414   2,505   34.0   18.4  

LS산전 234  526   449   433   84.8  -17.7  

현대로템 -235 -65   231   134  흑전 흑전 

현대엘리베이터 268  424   247   254  -5.1  -40.0  

합계 3,567  7,424   8,135   8,219   130.4   10.7  

자료: Wisefn,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이동헌  dongh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한국항공우주 Buy 40,0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Buy 40,000원 

LIG넥스원 Marketperform 40,000원 

두산인프라코어 Buy 10,000원 

현대건설기계 Buy 58,000원 

두산밥캣 Buy 38,000원 

두산중공업 Marketperform 11,000원 

LS산전 Buy 70,000원 

현대로템 Buy 34,000원 

현대엘리베이터 Buy 125,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5  -11.8  -0.9  -8.9  
상대수익률 2.0  -3.8  9.7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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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s Preview 

파트론  
(091700) 

 
4분기 예상 상회, 
2019년 호조 확대 

 

박강호  
 
john.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1,000 

상향  
현재주가 

(19.01.09) 8,65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11,000원 상향(10%) 

- 2018년 4분기 실적(연결)은 종전 추정치를 상회 전망. 매출은 2,132억원(18.9% yoy/ 

15.2% qoq), 영업이익은 132억원(261.9% yoy/ 37.3% qoq)으로 추정 

- 국내 전략 거래선의 카메라모듈 전략이 하드웨어 상향으로 전환, 보급형 영역에서 듀얼카메

라 채택이 확대. 물량 증가와 평균판매가격 상승에 기인. 카메라모듈 매출은 1,493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7.7% 증가 추정. 또한 전체 외형 증가로 해외법인(모바일 부품 담당)의 가동율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 연결, 2018년 연간 매출(7,981억원)은 전년대비 0.9% 증가 예상되나 영업이익(286억원)은 

전년대비 159.2% 증가 전망. 외형대비 수익성의 정상화로 판단. 프리미엄 모델에서도 전면

에 듀얼 카메라 비중 증가 추정 

- 2019년 1분기 영업이익(145억원)은 전년대비 52%, 전분기대비 9.6% 증가, 매출은 2,430억

원(5.8% yoy / 14% qoq) 추정. 2018년 2분기 적자 이후에 이익 증가 과정 판단 

- 투자의견은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는 11,000원으로 상향(2018년, 2019년 주당순이익 종

전대비 12.2%, 4..6%씩 상향)  

 

2019년 영업이익(502억원)은 75.3%(yoy) 증가 추정 

- 2019년 카메라모듈 업체의 실적 개선 전망. 국내 전략거래선의 스마트폰 전략 변화(하드웨

어 상향과 점유율 확대) 과정에서 카메라 다수 채택(후면에 트리플, 전면에 듀얼 채택 증가)으

로 수량과 평균판매가격 상승, 카메라모듈 업체의 매출, 이익 증가 전망 

- 2019년 연간 매출은 8,943억원(12.0% yoy), 영업이익은 502억원(75.3% yoy) 추정. 4년만

에 매출은 8천원대, 영업이익은 500억원대 재진입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4Q17 3Q18 
 4Q18(F)  1Q19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79  185  201  213  18.9  15.2  193  243  5.8  14.0  

영업이익 4  10  10  13  262.0  37.3  9  14  52.0  9.6  

순이익 0  7  7  9  20,121.0  25.5  9  8  20.1  -14.9  
 

구분 2016 2017 
 2018(F)  Growth 

직전추정 당사추정 조정비율 Consensus 2017 2018(F) 

매출액 791  791  786  798  1.5  783  0.0  0.9  

영업이익 38  11  26  29  11.5  26  -71.1  159.2  

순이익 22  1  16  18  12.2  17  -94.3  1,339.8  

자료: 파트론,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791  791  798  894  918  

영업이익 38  11  29  50  51  

세전순이익 38  9  31  51  52  

총당기순이익 28  4  20  36  37  

지배지분순이익 22  1  18  27  28  

EPS 402  23  328  497  515  

PER 25.7  413.9  26.3  17.4  16.8  

BPS 6,250  5,707  5,866  6,197  6,546  

PBR 1.7  1.7  1.5  1.4  1.3  

ROE 6.6  0.4  5.7  8.2  8.1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파트론,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Dark Gray 

 
KOSDAQ 679.74 

시가총액 46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1% 

자본금(보통주) 2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950원 / 7,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7억원 

외국인지분율 23.65% 

주요주주  김종구 외 10 인 25.81%  
 Lazard Asset Management LLC 외 11 

인 7.1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3  14.0  7.7  -6.0  

상대수익률 7.1  28.6  28.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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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Strategy 본부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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