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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Global Market 종가 1일 5일 1달  Equity 1/8 1/7 1/6 1/5

DOW 31097.97 +0.18 +1.61 KOSPI 3152.18 3031.68 2968.21 2990.57

NASDAQ 13201.98 +1.03 +2.43 수익률(%) +3.97 +2.14 -0.75 +1.57

S&P 500 3824.68 +0.55 +1.83 KOSDAQ 987.79 988.86 981.39 985.76

VIX 21.56 -3.62 -5.23 수익률(%) -0.11 +0.76 -0.44 +0.83

PHILA Semiconductor 2936.47 -0.02 +5.51 거래대금(십억원) 61,272 45,389 47,431 45,241

영국(FTSE100) 6873.26 +0.24 +6.39 시가총액(조원) 2,563.6 2,479.6 2,434.4 2,451.7

독일(DAX) 14049.53 +0.58 +2.41 ＊거래대금과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계

일본(NIKKEI225) 28139.03 +2.36 +2.53  Futures 1/8 1/7 1/6 1/5

대만 15463.95 +1.64 +4.96 KOSPI200 430.22 410.81 402.08 406.03

Asia 홍콩 항셍 27878.22 +1.20 +2.38 수익률(%) +4.72 +2.17 -0.97 +1.54

홍콩 H 10955.55 +1.47 +2.02 최근월물 430.350 411.800 403.400 405.550

상하이종합 3570.11 -0.17 +2.79 시장베이시스 0.130 0.990 1.320 -0.480

인도 48782.51 +1.43 +1.91 미결제약정수량 238,905 233,830 234,601 232,859

싱가폴 2993.19 +2.97 +5.25 차근월물 429.90 411.50 402.80 405.55

브라질 125076.60 +2.20 +5.09 차익PR순매수(십억원) -48.0 38.0 -148.5 -53.7

러시아(RTS) 1466.50 +2.07 +4.86 비차익PR순매수(십억원) 1,339.1 -316.9 -721.8 -364.1

MSCI 선진국 2753.31 +0.70 +3.12 매수차익잔고(십억원)

MSCI 이머징 1353.53 +2.36 +4.82  매매동향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현물순매수(억원) 16,335 -13,656 -2,737 59

기관/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Commodities 종가 1일 5일 1달 선물순매수(계약) -6,299 5,178 379 742

기관 순매도 (단위:억원) WTI(NYMEX) 52.24 +2.77 +7.67 선물누적순매수(계약) -28,160 19,512 7,699 949

1 삼성전자 4,360.9 525.2 두바이유(UAE) 53.69 +0.39 +6.89 ＊현물순매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계

2 SK하이닉스 1794 477.1 천연가스(NYMEX) 2.70 -1.06 +6.34  증시주변자금(십억원) 1/7 1/6 1/5 1/4

3KODEX 200선물인버스2X 1054.5 472.5 금 1849.01 -3.39 -2.62 고객예탁금 69,272 68,031 69,441 68,287

4 KODEX 인버스 939.5 300.3 은 25.42 -6.33 -3.70 신용융자(유가증권) 10,132 10,039 9,819 9,705

5TIGER KRX2차전지K-뉴딜 507.2 262.7 구리(LME) 8118.00 -0.60 +4.76 신용융자(코스닥) 9,990 9,917 9,805 9,647

외국인 순매도 (단위:억원) 아연(LME) 2789.00 -2.61 +2.19 미수금(합계) 382 365 276 353

1 LG전자 2430.1 6040.1 밀(CBOT) 638.75 -0.54 -0.27 국내주식형 56,767

2 현대모비스 572 1771.7 옥수수(CBOT) 496.25 +0.46 +2.53 (증감) 202.0

3 현대글로비스 345.7 1726.1 대두(CBOT) 1375.75 +1.12 +4.60 해외주식형 21,307

4 롯데케미칼 211.8 1332.3 CRB 상품지수 173.35 +0.60 +3.31 (증감) 261.0

5KODEX 200선물인버스2X 195.7 756.1 DDR4 4Gb 1.74 0.00 +0.58 주식혼합형 8,594

Baltic Dry Index 1606.00 0.00 +17.57 환율금리혼합형 14,954

Today's Chart 환율금리형 117,234

MMF 125,643

 FX Rate 종가 1일 5일 1달

원/달러 1089.84 -0.26 -0.38  Fixed Income 종가 1일 5일 1달

원/100엔 1047.68 -0.64 -0.62 국고채3년 0.98 +0.01 0.00 +0.02

JNUE     Index 원/위안 168.82 +0.03 -0.39 통안채1년 0.69 -0.00 -0.06 -0.03

엔/달러 103.90 +0.04 -0.74 회사채3년(AA-) 2.18 +0.00 -0.03 -0.03

달러/유로 1.22 +0.02 -0.23 회사채3년(BBB-) 8.59 +0.00 -0.03 -0.04

위안/달러 6.47 +0.05 +0.81 CD(3개월) 0.66 0.00 0.00 0.00

CP(3개월) 1.04 -0.01 -0.05 -0.05

국내신용스프레드(bp) 761 -1.00 -3.00 -5.50

주요 경제 뉴스 미국국채(10년) 1.12 +0.04 +0.20 +0.20

일본국채(10년) 0.04 -0.00 +0.01 +0.02

▶ TED Spread(bp) 15.34 +0.72 -2.67 -0.87

독일국채(10년) -0.52 0.00 +0.06 +0.08

Economic Indicators of this week ▶ 이탈리아국채(10년) 0.53 0.00 -0.03 -0.03

예상 확정 이전 스페인국채(10년) 0.04 0.00 +0.01 +0.02

01/09 10.7% - 10.7% ▶ 브라질국채(10년) 7.47 0.00 +0.53 +0.17

01/11 -0.7% - -1.5% ＊국내신용스프레드 = 회사채3년(BBB-) - 국고채3년

01/11 0.0% - -0.5% ▶ 주요 산업/종목 뉴스

01/12 ¥1552.0b - ¥2144.7b

01/12 ¥474.6b - ¥971.1b ▶ ▶

01/12 100.3pt - 101.4pt

01/13 4.1% - 4.1% ▶ ▶

01/13 9.2% - 0.091

01/13 7.7% - 7.6% ▶ ▶

01/13 - - 8.6%

01/13 - - 1.7% ▶ ▶

01/13 0.4% - 0.2%

01/13 0.1% - 0.2% ▶ ▶

01/14 -$123.5b - -$145.3b

01/14 -6.9% - 17.1% ▶ ▶

01/14 -2.2% - -2.2%

01/15 美 PPI 최종수요 MoM 0.4% - 0.1%

탄소중립 속도내는 中...첫 국가주도 배출권 거래

시장 운영 <서울경제>

美투자자들 中기업에 1조달러 투자…상장폐지 사

실상 불가능 <뉴스1>

입장 바꾼 트럼프 "의사당 난입은 극악무도" <시

사저널>

MSCI·FTSE 러셀, 중국 3대 통신기업 글로벌 지수

서 제외 <뉴시스>

美민주 "트럼프 당장 해임해야"…내각은 잇따른

자진 사임 <이데일리>

SK건설, SK TNS 사모펀드에 매각 후 재투자 <서울경제>

삼성전자 작년 영업익 36조…반도체 호황에 올해 50조 노린다

<매일경제>

SK하이닉스

전동화·자율주행·로봇…미래차 속도내는 韓자동차산업 <뉴시

스>

새해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지속…한 달 이상 상

승폭 확대 <조세일보>

GC녹십자, 바이넥스와 CMO 사업 협력 MOU 체결 <파이낸셜

뉴스>

은성수 코스피 3,000 돌파에 "긍정 흐름 강화 노

력" <MBC>

수출 회복세, 해외여행 급감→경상수지 7개월 연

속 흑자 <매일신문>

LG전자, 사상 첫 연간 영업익 3조 돌파…'생활가전' 덕분 <뉴시

스>

현대차, 애플과 협력설에 20% 가까이 급등 <연합뉴스>

홍남기 “올 1.4조원으로 전기·수소차 13.6만대 구

매 지원” <서울경제>

日 핵심기계수주 전월비

日 PPI YoY

中 CPI (전년대비)

日 BoP 경상수지

삼성전자

이마트

외국인 순매수

카카오

NAVER

현대차

美 다우산업 지수는 전장 대비 +56.84pt (+0.18%) 상승한 31,097.97에

마감. 미국 고용부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대

한 기대로 상승마감.

기아차

CJ제일제당

NAVER

카카오

기관 순매수

日 닛케이지수는 전장대비 +648.90pt (+2.36%) 상승한 28,139.03로 마

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대규모 경제 부양책이 실현되리

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

中 상해증시는 전장대비 -6.10pt (-0.17%) 하락한 3,570.11로 마감. 미

국과 중국 간 갈등 영향으로 인해 하락 마감.

금융 불균형 경고한 금통위 "가계부채·자산 쏠림

우려"<서울경제>

中 통화공급 M2 전년비

中 PPI 전년비

日 무역수지 BoP 베이시스

美 NFIB 소기업 낙관지수

韓 실업률 SA

美 CPI 식품에너지제외 전월비

美 월간 재정수지

日 통화량 M2 전년비

日 통화량 M3 전년비

日 공작기계 수주 전년비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美 CPI (전월대비)

Yuanta Morning 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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