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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Global Market 종가 1일 5일 1달  Equity 1/11 1/8 1/7 1/6

DOW 31008.69 -0.29 +2.60 KOSPI 3148.45 3152.18 3031.68 2968.21

NASDAQ 13036.43 -1.25 +2.66 수익률(%) -0.12 +3.97 +2.14 -0.75

S&P 500 3799.61 -0.66 +2.67 KOSDAQ 976.63 987.79 988.86 981.39

VIX 24.08 +11.69 -10.72 수익률(%) -1.13 -0.11 +0.76 -0.44

PHILA Semiconductor 2969.92 +1.14 +6.71 거래대금(십억원) 64,839 61,272 45,389 47,431

영국(FTSE100) 6798.48 -1.09 +3.45 시가총액(조원) 2,560.3 2,563.6 2,479.6 2,434.4

독일(DAX) 13936.66 -0.80 +1.53 ＊거래대금과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계

일본(NIKKEI225) 28139.03 +2.36 +2.53  Futures 1/11 1/8 1/7 1/6

대만 15557.30 +0.60 +4.40 KOSPI200 431.13 430.22 410.81 402.08

Asia 홍콩 항셍 27908.22 +0.11 +1.58 수익률(%) +0.21 +4.72 +2.17 -0.97

홍콩 H 11059.51 +0.95 +3.14 최근월물 432.550 430.350 411.800 403.400

상하이종합 3531.50 -1.08 +0.81 시장베이시스 1.420 0.130 0.990 1.320

인도 49269.32 +1.00 +2.27 미결제약정수량 240,221 238,905 233,830 234,601

싱가폴 2983.90 -0.31 +4.37 차근월물 430.80 429.90 411.50 402.80

브라질 123255.10 -1.46 +3.70 차익PR순매수(십억원) -240.3 -48.0 38.0 -148.5

러시아(RTS) 1466.56 +0.00 +5.70 비차익PR순매수(십억원) -1,593.0 1,339.1 -316.9 -721.8

MSCI 선진국 2753.31 +0.70 +3.12 매수차익잔고(십억원)

MSCI 이머징 1353.53 +2.36 +3.76  매매동향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현물순매수(억원) -6,839 -38,289 45,782 -654

기관/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Commodities 종가 1일 5일 1달 선물순매수(계약) -5,264 3,972 1,213 79

기관 순매도 (단위:억원) WTI(NYMEX) 52.18 -0.11 +9.58 선물누적순매수(계약) -33,424 23,484 8,912 1028

1 삼성전자 12,583.4 231.3 두바이유(UAE) 54.56 +1.62 +5.51 ＊현물순매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계

2 SK하이닉스 2525.2 122.3 천연가스(NYMEX) 2.79 +3.26 +8.02  증시주변자금(십억원) 1/8 1/7 1/6 1/5

3 현대차 1592.6 73.4 금 1843.41 -0.28 -5.10 고객예탁금 67,547 69,272 68,031 69,441

4 현대모비스 982.9 72.6 은 24.92 -2.01 -8.53 신용융자(유가증권) 10,276 10,132 10,039 9,819

5 NAVER 963.1 70 구리(LME) 8118.00 0.00 +3.49 신용융자(코스닥) 10,046 9,990 9,917 9,805

외국인 순매도 (단위:억원) 아연(LME) 2789.00 0.00 +0.84 미수금(합계) 446 382 365 276

1 삼성전자 5069 1343.3 밀(CBOT) 636.00 -0.43 -0.93 국내주식형 57,954 57,118 57,212

2 삼성전자우 2121.1 976.6 옥수수(CBOT) 491.50 -0.96 +1.60 (증감) 836.0 -94.0 445.0

3 현대차 1448.5 556.5 대두(CBOT) 1374.50 -0.09 +4.41 해외주식형 21,384 21,390 21,309

4 현대모비스 963.1 426.2 CRB 상품지수 172.73 -0.36 +3.22 (증감) -6.0 81.0 2.0

5 SK하이닉스 686.9 388.9 DDR4 4Gb 1.74 0.00 +0.58 주식혼합형 8,545 8,563 8,576

Baltic Dry Index 1606.00 0.00 +16.89 환율금리혼합형 14,952 14,949 14,979

Today's Chart 환율금리형 117,115 117,377 117,431

MMF 140,733 138,825 132,032

 FX Rate 종가 1일 5일 1달

원/달러 1097.23 -0.67 -1.40  Fixed Income 종가 1일 5일 1달

원/100엔 1052.36 +0.45 -0.14 국고채3년 0.97 -0.01 +0.02 +0.00

JNUE     Index 원/위안 169.35 -0.01 -0.53 통안채1년 0.68 -0.01 -0.04 -0.04

엔/달러 104.24 +0.04 -1.44 회사채3년(AA-) 2.16 -0.02 -0.03 -0.05

달러/유로 1.22 +0.02 -1.18 회사채3년(BBB-) 8.57 -0.01 -0.03 -0.05

위안/달러 6.48 -0.10 -0.31 CD(3개월) 0.66 0.00 0.00 0.00

CP(3개월) 1.03 -0.01 -0.06 -0.06

국내신용스프레드(bp) 760 -0.50 -4.50 -5.60

주요 경제 뉴스 미국국채(10년) 1.15 +0.03 +0.23 +0.25

일본국채(10년) 0.04 0.00 +0.01 +0.02

▶ TED Spread(bp) 14.33 -1.05 -3.17 -1.88

독일국채(10년) -0.50 +0.02 +0.02 +0.14

Economic Indicators of this week ▶ 이탈리아국채(10년) 0.56 +0.03 -0.00 +0.01

예상 확정 이전 스페인국채(10년) 0.06 +0.02 +0.01 +0.06

01/11 10.7% - 10.7% ▶ 브라질국채(10년) 7.47 0.00 +0.35 +0.27

01/11 -0.7% -0.4% -1.5% ＊국내신용스프레드 = 회사채3년(BBB-) - 국고채3년

01/11 0.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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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수소사업본부 신설…“에너지 전환 중추

될 것”<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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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현대건설

외국인 순매수

하나금융지주

LG화학

삼성물산

美 다우산업 지수는 전장 대비 -89.28pt (+0.18%) 하락한 31,008.69에

마감. 의회 난동 사태 이후 정국 혼란 부담에 하락 마감.

솔루스첨단소재

포스코케미칼

삼성생명

일진머티리얼즈

기관 순매수

日 닛케이지수는 성년의 날로 휴장

中 상해증시는 전장대비 -38.61pt (-1.08%) 하락한 3,531.50로 마감. 미

중 갈등 영향으로 인해 하락 마감.

현대차 3총사 시총, 올해 28兆 늘어…'애플' 제휴 등 성장 기대

감↑ <뉴시스>

지난해 집값 9년 만에 최대 폭 상승

<매경이코노미>

차세대 OLED패널 선보인 LGD…"미니 LED, LCD한계 그대로"

<이데일리>

신한울 원전 3.4호기 폐쇄 결정, 차기 정부로 넘어

간다" <디지털타임스>

4900조 육박하는 나랏빚에 이주열 한은 총재 ‘경

고’ <매경이코노미>

설상가상' 국산타이어업계, 코로나 이어 美수입규제로 새해 시

작 <이데일리>

쿠팡, 나스닥 예비심사 통과…3월 증시 데뷔 <한국경제TV>

경기도, '분양형 기본주택' 특별법 제정 국토부에

건의 <아시아경제>

日 핵심기계수주 전월비

日 PPI YoY

中 CPI (전년대비)

日 BoP 경상수지

바이두, 지리차와 자율주행 EV車 진출 공식 선언

<파이낸셜뉴스>

"슬금슬금 올라가는 美국채금리, 주식투자자에 큰

골칫거리" <이데일리>

미중갈등+인건비 상승, 중국서 짐 싸는 대만업체

들 <뉴스1>

월가 대표 강세론자 야데니 "자본시장 버블 너무

심하다" <뉴스1>

비트코인 시총, 이틀새 110兆 증발…재반등·본격

조정 `팽팽` <이데일리>

한국조선해양, 2880억 규모선박 3척 수주 <노컷뉴스>

삼성전자 작년 영업익 36조…반도체 호황에 올해 50조 노린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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