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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Global Market 종가 1일 5일 1달  Equity 1/5 1/4 12/30 12/29

DOW 30391.60 +0.55 -0.04 KOSPI 2990.57 2944.45 2873.47 2820.51

NASDAQ 12818.96 +0.95 -0.62 수익률(%) +1.57 +2.47 +1.88 +0.42

S&P 500 3726.86 +0.71 -0.23 KOSDAQ 985.76 977.62 968.42 957.41

VIX 25.34 -6.04 +16.77 수익률(%) +0.83 +0.95 +1.15 +3.28

PHILA Semiconductor 2837.17 +1.94 +3.38 거래대금(십억원) 45,241 41,890 34,558 34,706

영국(FTSE100) 6612.25 +0.61 +1.69 시가총액(조원) 2,451.7 2,417.9 2,366.1 2,325.3

독일(DAX) 13651.22 -0.55 +0.47 ＊거래대금과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계

일본(NIKKEI225) 27158.63 -0.37 +1.88  Futures 1/5 1/4 12/30 12/29

대만 15000.03 +0.66 +3.57 KOSPI200 406.03 399.88 389.29 381.27

Asia 홍콩 항셍 27649.86 +0.64 +5.07 수익률(%) +1.54 +2.72 +2.10 +0.35

홍콩 H 10774.15 +0.48 +4.49 최근월물 405.550 400.600 389.150 380.950

상하이종합 3528.68 +0.73 +3.87 시장베이시스 -0.480 0.720 -0.140 -0.320

인도 48437.78 +0.54 +1.73 미결제약정수량 232,859 235,774 229,859 230,260

싱가폴 2859.68 +0.03 +0.69 차근월물 405.55 399.40 388.65 380.50

브라질 119376.20 +0.44 +1.33 차익PR순매수(십억원) -53.7 -59.0 22.8 -153.2

러시아(RTS) 1426.11 +0.09 +3.46 비차익PR순매수(십억원) -364.1 -509.2 -25.0 -343.1

MSCI 선진국 2670.04 -0.74 -0.25 매수차익잔고(십억원)

MSCI 이머징 1304.43 +0.98 +4.16  매매동향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현물순매수(억원) -3,413 -8,243 12,006 -351

기관/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Commodities 종가 1일 5일 1달 선물순매수(계약) -8,926 5,991 2,611 324

기관 순매도 (단위:억원) WTI(NYMEX) 49.80 +4.58 +3.75 선물누적순매수(계약) -15,944 13,551 1,684 709

1 삼성전자 2,039.6 623.5 두바이유(UAE) 49.83 -3.64 -1.09 ＊현물순매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계

2 기아차 658.2 356.3 천연가스(NYMEX) 2.69 +4.38 +9.20  증시주변자금(십억원) 1/4 12/30 12/29 12/28

3 삼성SDI 471.5 328.8 금 1950.05 +0.37 +3.82 고객예탁금 68,287 65,623 65,520 64,041

4 SK바이오팜 391.8 298.4 은 27.56 +1.17 +5.11 신용융자(유가증권) 9,705 9,617 9,633 9,719

5 카카오 372.1 187.5 구리(LME) 7844.00 0.00 -0.02 신용융자(코스닥) 9,647 9,613 9,579 9,621

외국인 순매도 (단위:억원) 아연(LME) 2765.75 0.00 +1.04 미수금(합계) 353 492 381 431

1 삼성전자 4260 493.3 밀(CBOT) 653.25 +1.75 +5.62 국내주식형 56,565 56,066 55,138

2 LG전자 365.7 403.4 옥수수(CBOT) 493.00 +1.91 +5.79 (증감) 499.0 928.0 404.0

3 삼성전자우 360.3 370.6 대두(CBOT) 1351.50 +2.66 +4.32 해외주식형 21,046 20,978 20,984

4 HMM 215.1 344.5 CRB 상품지수 171.70 +2.60 +3.83 (증감) 68.0 -6.0 -31.0

5 현대모비스 198.2 215.5 DDR4 4Gb 1.73 0.00 0.00 주식혼합형 8,549 8,553 8,537

Baltic Dry Index 1374.00 0.00 +0.59 환율금리혼합형 14,787 14,789 14,807

Today's Chart 환율금리형 117,315 117,997 117,990

MMF 128,888 133,368 135,607

 FX Rate 종가 1일 5일 1달

원/달러 1087.42 -0.51 +0.44  Fixed Income 종가 1일 5일 1달

원/100엔 1050.08 -0.35 -0.79 국고채3년 0.94 -0.02 -0.01 -0.04

JNUE     Index 원/위안 168.40 +0.02 -0.91 통안채1년 0.69 -0.03 -0.04 -0.03

엔/달러 102.74 -0.02 +0.44 회사채3년(AA-) 2.17 -0.02 -0.02 -0.05

달러/유로 1.23 -0.02 -0.02 회사채3년(BBB-) 8.58 -0.02 -0.02 -0.05

위안/달러 6.46 +0.08 +1.16 CD(3개월) 0.66 0.00 0.00 0.00

CP(3개월) 1.07 -0.02 -0.02 -0.02

국내신용스프레드(bp) 765 0.00 -0.80 -0.80

주요 경제 뉴스 미국국채(10년) 0.95 +0.04 +0.02 -0.01

일본국채(10년) 0.01 -0.01 -0.01 -0.01

▶ TED Spread(bp) 16.12 -1.38 -0.37 +1.29

독일국채(10년) -0.58 +0.03 -0.01 -0.03

Economic Indicators of this week ▶ 이탈리아국채(10년) 0.57 +0.02 +0.02 -0.06

예상 확정 이전 스페인국채(10년) 0.04 +0.01 -0.01 -0.05

01/04 52.9pt 52.9pt ▶ 브라질국채(10년) 6.87 0.00 -0.04 -0.54

01/04 50.0pt 49.7pt ＊국내신용스프레드 = 회사채3년(BBB-) - 국고채3년

01/04 54.7pt 53.0pt 54.9pt ▶ 주요 산업/종목 뉴스

01/04 56.3pt 57.1pt 56.5pt

01/05 7.4% 6.0% ▶ ▶

01/05 1.0% 0.9% 1.3%

01/06 56.6pt 60.7pt 57.5pt ▶ ▶

01/06 0.008

01/06 50k 307k ▶ ▶

01/07 0.7% 1.0%

01/07 0.009 0.009 ▶ ▶

01/07 787k

01/07 -$67.0b -$63.1b ▶ ▶

01/08 $11657.9m

01/08 6.8% 6.7% ▶ ▶

01/09 -0.1% -0.1%

01/09 中 통화공급 M2 전년비 10.5% 10.7%

‘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 '10만→20만원' 상

향 추진 <이데일리>

韓 마킷 대한민국 PMI 제조업

日 지분 은행 일본 PMI 제조업

日 자동차 판매 YoY

美 건설지출 전월대비

美 ISM 제조업지수

美 무역수지

韓 BoP 경상수지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美 ADP취업자 변동

美 제조업수주

美 내구재 주문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한화솔루션

고려아연

외국인 순매수

CJ제일제당

SK텔레콤

SK하이닉스

美 다우산업 지수는 전장 대비 +167.71pt (+0.55%) 상승한 30,391.60

에 마감. 코로나19 사태로 급랭했던 미국 제조업 경기가 2년여 만에 최

고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소식에 지수가 반등하며 상승마감.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SK이노베이션

삼성에스디에스

한화솔루션

기관 순매수

日 닛케이지수는 전장대비 -99.75pt (-0.37%) 하락한 27,158.63로 마

감. 일본 정부는 4개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검토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경계로 인하여 하락마감.

中 상해증시는 전장대비 +25.72pt (+0.73%) 상승한 3,528.68로 마감.

뉴욕증권거래소가 중국의 3대 통신업체에 대한 상장폐지 계획을 철회

한다고 밝히며 미중 갈등 개선 기대감에 상승마감.

배달 폭증하자...이번엔 포장용기 품절 대란 <서울경제>

정부, 이란에 대표단 파견…이란 대사 초치해 항의

<시사저널>

현대車, 중국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장 짓는다 <파이낸셜뉴

스>

12년 만 최대 상승률 기록한 증시…1월도 상승장

예상 <조선비즈>

한·중·일 3국 경협, 동북아와 세계 경제 회복 원동

력 <뉴스1>

GC녹십자 혈장치료제, 치료목적 사용승인 모두 30건 <한국경

제TV>

국민연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반대" <서울경제>

지난해 역대급 공모주 청약, 올해도 이어간다 <파

이낸셜뉴스>

美 실업률

美 도매 재고 전월비

中 차이신 중국 PMI 제조업

美 마킷 미국 제조업 PMI

뉴욕증시 '中 통신사 퇴출' 철회···美, 對中압박 완

화 계기 될까 <서울경제>

FCA·PSA 합병안 통과… 세계 4위 자동차社 탄생

<파이낸셜뉴스>

러-사우디, 원유 증산량 놓고 대립 <파이낸셜뉴

스>

JP모간 "비트코인, 14만6000달러까지 갈 수도"

<뉴스1>

FTSE 러셀, SMIC 등 중국기업 3곳 지수서 배제터

삐끗 <뉴시스>

변창흠 "분양 중심 공급 추진"…'민관협력 패스트트랙' 도입

<뉴시스>

포스코·현대제철, ‘수소생산’ 본격 드라이브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Yuanta Morning 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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