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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군 편입 및 운용 전략 

 

   
 

 가상자산, 전략적으로 바라볼 때가 되었다 

 

지난 10월 교원공제회가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에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가상자산에 대

한 기관 투자 수요 본격화 기대감이 커진 적이 있었다. 단 하루만에 교원공제회가 공식적으로 해

당 보도를 부인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기금보험사 등 대형기관의 가상자

산 운용 가능성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가상자산을 주식, 채권, 금과 같은 기존 자산군과 동등한 지위로 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지

나치게 높은 변동성을 꼽을 수 있다. 2018년 가상화폐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의 최대낙폭(MDD)은 

무려 -83%에 달했다. 가상자산의 엄청난 변동성 자체만으로도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산배분의 관점에서는 다르다. 물론 실물경제에서 ‘체감 가능한 수요’가 명확하게 파악되

기 전까지 가상자산은 정부 규제와 수급만이 작용하는 투기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 여기서 잠

시 자산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제쳐두고 과거 가격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미 자산배

분의 관점에서 가상자산은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이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소규모(1%~10%) 비

중을 가져가며 모멘텀 전략을 시행할 시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기 모멘텀을 유의하며 목표 변동성과 기대 수익률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용한다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게임메이커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Check Point 

▪ 기존 자산군과 가상자산의 상관관계는 낮지만 포

트폴리오 편입 시 가상자산의 분산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가상자산을 소규모로 편입함으로써 샤프비율은 

큰 폭으로 개선됨. 단,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은 가상자산 보유 비중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모

습을 보임. 이러한 문제는 가상자산 보유 비중을 

낮춰 전체 변동성을 목표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 가상자산의 가격 시계열은 모멘텀이 지속되는 등 

다소 비효율적 시장의 특성을 보임. 따라서 단기

적 모멘텀 전략을 활용할 시 하락폭을 줄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큰 폭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위험자산과의 상관성이 높아지는 등 기존 

자산군과의 경계가 허물어질 시 포트폴리오 편입

으로 인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

야 함 

Key Chart: 가상자산 포트폴리오 편입 시 위험조정수익률 큰 폭으로 개선 

 
자료: Bloomberg, 파이썬, 유진투자증권  
주: 2017.08.03부터 2021.12.17까지의 일간 수익률 활용, 그래프 상 모든 수치는 연율화됨 

 

 

Benchmark + Crypto 
Max Sharpe: 1.46 
Crypto 비중: 7.7% 
변동성: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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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용어 정의 

BGCI 지수 USD 거래 암호화폐 시가총액 가중 지수인 Bloomberg Galaxy Crypto Index의 축약어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연평균성장률)의 축약어 

Volatility 변동성. 포트폴리오 위험 지표로 사용되며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연율화하여 산출 

MDD 최대 낙폭(Maximum Drawdown). 전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을 의미 

Sharpe Ratio 
위험(변동성) 한 단위 당 초과 수익률. 편의를 위해 무위험수익률은 0으로 가정하고 연간수익률/

연간변동성으로 산출하였음 

Sortino Ratio 
위험(하방 변동성) 한 단위 당 초과 수익률. 편의를 위해 무위험수익률은 0으로 가정하고 연간수

익률/연간 하방 변동성으로 산출하였음 

Maximum Diversification Portfolio 
최대 분산효과 포트폴리오. 최대 분산효과 포트폴리오의 목표함수는 분산비율(Diversification 

Ratio)의 최대화(maximize)로, 분자는 개별 변동성의 가중합, 분모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임 

Minimum Variance Portfolio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최대 분산효과 포트폴리오의 목표함수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의 최소화

(minimize)임 

Mean-Variance Optimization 평균-분산 최적화(MVO). Sharper Ratio를 목표로 하는 효용함수를 최대화하는 포트폴리오 

효율적 투자선(efficient frontier) 
포트폴리오 위험수익 상태 공간 상에서 지배원리에 의해 동일한 위험수준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

은(동일한 수익률에서 위험수준이 가장 낮은)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함 

슬리피지(Slippage) 진입가격과 실제 체결가격 간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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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편입에 따른 분산 효과와 포트폴리오 성과 

1) 상관성 검증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자산으로 바라보는 주된 이유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가상자산이 기

업의 이익, 채무자의 신용도, 실물 경제에서의 ‘체감 가능한’ 수요 등 펀더멘털이 없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같은 이유로 가상자산이 주식, 채권, 금, 원자재, 부동산, 

통화 등의 기존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다면 포트폴리오 편입 시 일정 부분의 분산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BGCI 지수(Bloomberg Galaxy Crypto Index)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7 년 8 월부터 2021 년 12 월까지의 자산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히트맵으로 나타냈다

(도표 1 번 참조). 기존 자산군과 가상자산(Crypto)과의 상관성이 전통적인 안전자산군과 비

교해보아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0.07에서 0.22 사이에 분포). 

도표 1.  자산군간 상관계수 히트맵(Correlation Marix) 

 
자료: Refinitiv,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17.08.03부터 2021.12.17까지의 일간 수익률 사용 
주: BGCI  지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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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산효과 검증: 최대 분산효과 포트폴리오(Maximum Diversification Portfolio) 

최대 분산효과 포트폴리오의 목표함수는 분산비율(Diversification Ratio)의 최대화(maximize)

로, 분자는 개별 변동성의 가중합, 분모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다. 즉, 포트폴리오 자체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와는 달리 분산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

다. 가상자산군의 순수한 분산효과만을 추정하기 위하여, 최대 분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분

석하였다. 

미국 주식, 미국 단기/중기/장기 국채, 미국 우량/하이일드 회사채, 금, 원자재, 그리고 가상자

산(BGCI Index)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고, 개별 자산군 비중 상한(50%)을 두었다. 만약 

가상자산의 분산효과가 미미하다면 가상자산 비중은 0 에 가까울 것이다. 각 날짜의 최대 분

산효과 최적화 비중은 과거 252 거래일의 종가를 활용하여 1일씩 rolling하면서 산출하여 비

중 추이를 확인해보았다(도표 2번). 

가상자산(빨간 선, 우축)은 2018 년 8 월부터 2021 년 12 월까지 1%에서 2% 내외의 비중을 

가져가며 최대 분산효과 포트폴리오 내에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변동성 레벨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의 분산효과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도표 2.  최대 분산효과 포트폴리오 내 가상자산 비중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17.08.03부터 2021.12.17까지의 일간 수익률 활용 
주: 각 날짜의 이전 252일 거래일을 기준으로 1일씩 rolling하여 최적화한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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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트폴리오 성과: 마코위츠 효율적 투자선 분석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함으로써 유의미한 분산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검증됐다. 지

금부터는 기존 자산군만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이하 벤치마크)와 동일한 구성의 포트폴리

오에 가상자산을 편입한 포트폴리오(이하 Crypto 포트폴리오)를 각각 설정하여 성과를 비교

하도록 하겠다. 포트폴리오 구성과 기간은 최대 분산효과 포트폴리오와 동일하다. 

성과 비교를 위해 사용할 지표는 수익률/변동성 비율(이하 샤프)이다. 각 포트폴리오 효율적 

투자선(efficient frontier) 상의 최적 투자 비중(최대 샤프 지점)을 도출하기 위해 파이썬 내장 

numpy randm() 난수 생성 함수를 활용하여 각기 다른 비중으로 각 10 만 번씩 자산배분 시

뮬레이션을 시행했다(도표 3번).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벤치마크(그래프 상 푸른 계열)의 최대 샤프는 1.11로 나타난 반면 Crypto 포트폴리오(검

정 계열)의 최대 샤프는 1.46을 기록했다. 즉, 가상자산을 편입함으로써 위험조정수익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된다. 이때 가상자산 보유 비중은 7.7%로 최대 분산효과 포트폴리오 내에 나

타난 비중 대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2) 그래프 상 Crypto 포트폴리오의 산포도가 더 길고 넓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효율적 투자

선의 기울기가 높아진다. 이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변동성) 한 단위를 감수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의 증가폭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산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가상자산 보유 비중에 비례하여 증가

하는 모습을 보인다(분산비율은 높아지지만, 전체 변동성도 높아짐). 단, 이는 가상자산 보유 

비중을 낮춰 전체 변동성을 목표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도표 3.  가상자산 편입 포트폴리오(검정 계열)와 벤치마크(푸른 계열)의 위험수익 상태공간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17.08.03부터 2021.12.17까지의 일간 수익률 활용, 그래프 상 모든 수치는 연율화됨 

Benchmark + Crypto 
Max Sharpe: 1.46 
Crypto 비중: 7.7% 
변동성: 8.76% 
 

Benchmark 
Max Sharpe: 1.11 
변동성: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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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리밸런싱 정적자산배분 테스트 

Mean-Variance Optimization(MVO)을 통해 제시된 비중은 실현 수익률과 실현 분산을 활용

한 사후적인(ex-post) 결과일 뿐만 아니라 설정된 구간 사이의 매수 후 보유(buy&hold) 전

략을 전제로 도출된 비중이기에 한계가 있다.  

보다 현실적인 포트폴리오 편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적화되지 않은 정적자산배분 전략에 

가상자산을 조합하고, 월간 리밸런싱으로 매월말 수익을 실현한다. 또한 BGCI Index가 아닌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가격만을 활용한다. 자산군으로 미국 주식(30%), 미국 7-

10 년물 국채(15%), 미국 장기(10 년물 이상) 국채(40%), 금(7.5%), 원자재(7.5%)를 취하는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각각 동일 비중으로 조합해보겠다. 

2015년 8월 7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 테스트하였고, 도표 4번은 비트코인과 이더

리움을 순서대로 각각 1.5%, 3%, 4%, 5%를 편입할 경우의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 추이다. 적

은 비중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누적 수익 그래프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도표 4.  월간 리밸런싱 포트폴리오의 누적수익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15.08.09 = 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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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군이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강한 모멘텀을 보여준다면 포트폴리오에 1%에서 

10% 사이로 편입하는 것만으로 포트폴리오 성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각각 1.5%씩의 비중으로 편입할 시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상승

폭이 낮고, MDD 또한 -15% 이내로 안정적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쳐 10% 이상 편

입할 경우 MDD가 -20% 미만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올 수밖

에 없다. 만약 이 상태에서 2018 년 같은 암호화폐의 대폭락을 잘 피해갈 수 있는 손절매 또

는 모멘텀 시그널 전략을 병행했다면 최대낙폭을 축소시키며 성과가 훨씬 더 개선됐을 것으

로 판단된다. 

 

도표 5.  가상자산군 비중별 포트폴리오 성과 지표 

성과지표 Benchmark 
BTC, ETH 

0.5% 

BTC, ETH 

1.5% 

BTC, ETH 

3.0% 

BTC, ETH 

4.0% 

BTC, ETH 

5.0% 

CAGR(%) 8.23  9.79 12.95  17.78  

1,070.8  

21.08  24.43  

Volatility(%)  7.36  7.47  7.97  9.30  

28.4  

10.46  11.77  

Sharpe Ratio  1.11  1.29 1.57  1.81  

1,070.8  

1.88  1.92  

Sortino Ratio 1.64  1.91  2.24  2.69  

1,015.5  

2.81 2.88 

MDD(%) -12.95  -13.40  -14.14  -15.33  

55.3  

-16.13  -18.40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Sharpe Ratio  = Annual Return / Annual Volatility 
주: Sortino Ratio = Annual Return / Annual Downw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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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모멘텀 활용 전략 

자산배분이라는 큰 관점에서 가상자산을 적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포트폴리오 성

과는 큰 폭으로 개선된다. 여기에 더하여 단기 모멘텀을 파악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하락폭

을 축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 또한 개선시킬 수 있다. 추후 계속 분석할 예정이지

만, 현재로서는 초단기 모멘텀을 활용한 일시적 매매법(stochastic pop)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상자산 모멘텀의 지속성 

가상자산을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바라본 논문이 있다. Liu & Tsyvinski (2021)로 이들은 비트

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식 시장의 다양한 팩터별 움직임(사이즈, 밸류, 모

멘텀 등), 거시 경제적 팩터, 통화 및 원자재 등 팩터에 노출이 거의 없다고 결론내린다. 유일

하게 유의미하게 작동하는 팩터는 가상자산 자체의 모멘텀이다. 실제로 비트코인(BTC)의 주

간 가격 시계열을 대상으로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분석을 할 시 양(+)의 자기상관계수가 

시차(lag)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는 전형적인 자기상관 시계열의 패턴으

로, 1주일 동안의 양의 모멘텀이 향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관적으로 그럴 듯 해보인다 가상화폐 시장이 주식 등 기존 자산군 시장 대비 기관의 

참여가 적고 개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면,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은 정보의 반영이 빠르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의 비이성적 행태에 영향

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비효율적 시장에서는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내리기 시작하면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도표 6.  비트코인(BTC)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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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 상승 모멘텀 전략 제시: 일시적 매매법(stochastic pop) 전략 

일시적 매매법은 추세 시장에서 유효한 전략으로서,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열권에 진입하면 

상승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수진입하고, 침체권에 진입하면 하락추세가 가

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도진입하는 매매 방법이다. 즉, 특정 기간 동안의 고점 돌파 

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특정 기간 동안의 저점 돌파시 청산하는 전략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상으로 일시적 매매법을 적용해봤다.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열리

기 때문에 일봉보다 짧은 4시간봉(업비트, 원화 시장)을 활용했다. 지난 80시간(4시간봉 20

개)의 고가와 저가 사이 상하단 20%를 각각 과열권과 침체권으로 설정한다. 주어진 캔들 데

이터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해당 캔들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과열권(침체권) 도입 가격이 있을 

시 매수(매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슬리피지는 보수적으로 100b, 손절선은 -1,000bp로 설

정한다. 초기 자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여 2017년 9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

지 백테스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도표 7, 8번) 

도표 7.  단기 모멘텀 전략 누적 수익(1): 비트코인(BTC)  도표 8.  단기 모멘텀 전략 누적 수익(2): 이더리움(ETH)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전략의 비트코인 대상 누적 수익은 2,825%, 이더리움 대상 누적 수익은 무려 21,500%에 달

한다. 이더리움의 경우 초기 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하여 약 4년 이후 2억 1,500만원이 된 

셈이다. 전략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동일 기간의 매수 후 보유(buy&hold) 전략의 누적 수익

(비트코인: 1,010%, 이더리움: 1,231%) 대비로도 압도적인 성과를 보인다. 모멘텀을 활용하

며 손절매 전략도 겸하기 때문에 낙폭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는 셈이다. Hit ratio는 두 경우 

모두 41%이지만, 손익비가 높기 때문에 50%를 상회할 필요가 없다. 우상향 추세가 유지된다

는 가정 하에 초단기 모멘텀을 활용한 일시적 매매법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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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요인(1): 기존 위험자산군과의 동조화 가능성 

통상적으로 주식은 기존 자산군 내에서 상대적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가상자산은 高위험자

산군이다. 때문에 가상자산 가격이 위험선호 심리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VIX(변동성 지수)의 일간 변화량과 가상자산(BGCI Index) 일간 수

익률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BGCI Index가 제공되는 2017년 8월부터 VIX 일간 변화량이 

1표준편차 이상인 날의 가상자산 일간 수익률을 분석해보았다(도표 9번). 

총 80번의 VIX 급등 기간 중, 가상자산은 30번 상승하고 50번 하락하는데 그 빈도가 과거

에 비해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일간 수익률은 -1.29% 정도이다. 따라서 

변동성 지수가 높은 경우 가상자산 비중을 낮추는 손절매 전략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들어 가상자산과 미국 주식의 상관관계는 높아졌다(도표 10번). 때문에 기존 위험자

산군(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변동성 지수를 활용한 가상자산의 모멘텀 파악은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는 곧 가상자산의 분산효과가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상자

산이 본격적으로 자산군으로서의 지위를 얻게되며 기존 위험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시, 

하락장에서의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도표 9.  가상자산 일간 수익률 (VIX 변화량이 1표준편차 이상일 시)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0.  가상자산과 미국 주식 수익률 상관관계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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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요인(2): 검증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 

최근 들어 가상자산을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이후 리플레이션 과정에

서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가격은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였다

(도표 11 번). 2)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인 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수량이 정해져 있다. 만약 비

트코인 자체의 신뢰도가 유지되고 높은 변동성이 점차 안정된다고 가정한다면 금, 원자재와 

같은 실물자산, 즉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도표 11.  코로나 리플레이션 구간에서 선방한 가상자산군  도표 12.  미국 10년 인플레이션 기대와의 상관관계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상관계수는 40 거래일씩 rolling하여 산출함 

 

하지만 아직 가상자산을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코로나 리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증시도 우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도표 12번). 금리 레벨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전반

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 코로나 리플레이션이라는 특정 구간을 근거로 가상자

산을 인플레이션 헷지라고 부른다면, 주식 또한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이다.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분석 가능한 데이터와 기간이 매우 한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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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의 관점에서는 이미 매력적인 자산 

실물경제에서 ‘체감 가능한 수요’가 명확하게 파악되기 전까지 가상자산은 정부 규제와 수급

만이 작용하는 투기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 하지만 가격과 모멘텀만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이미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가상자산은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이다. 포트폴리오

에 1%~10% 이내의 비중으로 가져갈 시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지 않고도 포트폴리오의 성

과를 매우 큰 폭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직 가격 패턴이 비효율적 시

장의 가격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 전략을 활용할 시 하락폭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 또한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다만, 과거의 추세가 향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무엇보다 주식과 같은 기존 자

산군과의 상관성이 점차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점차 기관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자산군과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적은 비중을 편입하는 것만으로도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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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12.3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