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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왜 주식투자인가? 

1) 저성장 시대의 투자  

> 성장은 계속 된다.  

2) 저금리 시대의 투자 

> 대안 투자의 시대 

1. 저성장, 저금리 기조의 시대 



1장. 왜 주식투자인가? 

1)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가격을 평가하는 법 

2)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현명한 투자자) 조울증 

2. 주식시장의 이해 



1) 개인투자자가 펀드 매니저보다 유리한 점 

2) 일반 투자자에게만 있는 장점과 단점 

3. 투자자별 상대적 우위에 집중하라 

1) 예약주문을 활용하라 

4. 주식시장과 떨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 말라 

1장. 왜 주식투자인가? 



* 10루타에 대한 생각 

5. 단기간 고수익이 나는 환상은 접어라 

6. 투자자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1장. 왜 주식투자인가? 



1) 투자 조언을 들을 때 유의점 

 완벽한 조언은 없다 

 자신의 방식에 따른 조언을 한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7. 투자 조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8. 투자냐 투기냐는 나에게 달려 있다 

1장. 왜 주식투자인가? 

9. 전업 투자에 대한 생각 



1) 공부를 많이 한다고 고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공부를 하지 않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 근면 성실하다고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4) 뚝심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1. 주식투자의 세계와 사회는 성공 시스템이 다르다 

2장.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자 



2. 주식시장은 나와 상관없이 움직인다 

3. 주식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2장.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자 

4.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 대한 생각 

1) 외인 및 기관의 신뢰에 대한 경계 

2) 외인 및 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는 법 



3장. 주식투자 공부법 

1) 주식 투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1. 주식투자를 공부하는 방법 

2) 시간의 활용 : 몰아쳐 공부하기 

3) 주식 책 읽기 

4) 신문 몰아보기 

5) 기업 공시 보고서 읽기 

6) 증권사 레포트 활용하기 



3장. 주식투자 공부법 

1) 장기 투자  s 단기 투자 

2) 가치 중심의 투자 s 기술적 분석에 의한 투자 

> 강세장 s 약세장에서의 심리 변화  

3) 집중 투자 s 분산 투자 

4) 모의 투자와 심리 

2. 주식투자 방법 찾기 



4장. 주식투자 방법 

1) 적립식 투자 : 직장인 투자자의 최대 강점 

1. 다양한 투자 방법 

2) 시점 투자: 아무도 매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3) 주식 매매와 트레이딩 스탑 

4) 피라미딩 전략과 박스 매매 

5) 역발상 투자 

6) 배당 투자 



4장. 주식투자 방법 

* 종목 선정 방법  

2. 투자자를 지켜주는 배제의 원칙 



4장. 주식투자 방법 

1) 종목 결정 시 유의사항 

3. 자신만의 관심종목 풀 구성하기 

2) 자신의 일과 연관성 있는 종목으로 구성하기 

3)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종목 찾기 

4) 주위에 있는 종목 눈여겨 보기 

5) 우량종목 분석하기 

6) 세상의 변화에 대해 나만의 소설을 써보자 



4장. 주식투자 방법 

1) 주식 가격이 기준점인 매도 전략 

 목표가 매도 

 이익을 되돌리지 않는 매도 

 손절매 

    ※ 손절매와 물타기  

2) 주식 가격과 상관없는 매도 

4. 시장에서 살아남는 다양한 매도 전략 



4장. 주식투자 방법 

1) 일시적 변화에 따른 투자 

5. 상황에 대응하는 투자 

2) 순환매: 경기와 산업 , 업종에 대한 그림을 그리자 

3)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라: 미인대회 

4) 정부정책을 보면 투자 기업이 보인다 

5) 신기술 및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법 

6) 신규 상장주 투자 



4장. 주식투자 방법 

1) 데이트레이딩 / 직장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매매 

6.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매매 

2) 테마주 : 불나방 

3) 정보 매매 : 악어의 눈물 

4) 타인 자금 매매 : 목숨을 건 관리의 중요성 

5) 단기 여유자금을 이용한 매매 : 꼬리표가 있는 자금 

6) 마지막 경마 : 로또 매매 



5장. 매매 계획 및 심리 

1. 매매 계획 세우기 

3. 심리 관리 

2. 매매 일지 기록하기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