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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Global Market 종가 1일 5일 1달  Equity 1/12 1/11 1/8 1/7

DOW 31068.69 +0.19 +2.23 KOSPI 3125.95 3148.45 3152.18 3031.68

NASDAQ 13072.43 +0.28 +1.98 수익률(%) -0.71 -0.12 +3.97 +2.14

S&P 500 3801.19 +0.04 +1.99 KOSDAQ 973.72 976.63 987.79 988.86

VIX 23.33 -3.11 -7.93 수익률(%) -0.30 -1.13 -0.11 +0.76

PHILA Semiconductor 2988.02 +0.61 +5.32 거래대금(십억원) 45,356 64,839 61,272 45,389

영국(FTSE100) 6754.11 -0.65 +2.15 시가총액(조원) 2,543.7 2,560.3 2,563.6 2,479.6

독일(DAX) 13925.06 -0.08 +2.01 ＊거래대금과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계

일본(NIKKEI225) 28164.34 +0.09 +3.32  Futures 1/12 1/11 1/8 1/7

대만 15500.70 -0.36 +3.34 KOSPI200 427.87 431.13 430.22 410.81

Asia 홍콩 항셍 28276.75 +1.32 +2.27 수익률(%) -0.76 +0.21 +4.72 +2.17

홍콩 H 11217.69 +1.43 +4.12 최근월물 427.700 432.550 430.350 411.800

상하이종합 3608.34 +2.18 +2.26 시장베이시스 -0.170 1.420 0.130 0.990

인도 49517.11 +0.50 +2.23 미결제약정수량 232,698 240,221 238,905 233,830

싱가폴 2977.17 -0.23 +4.11 차근월물 427.45 430.80 429.90 411.50

브라질 123998.00 +0.60 +3.87 차익PR순매수(십억원) -176.7 -240.3 -48.0 38.0

러시아(RTS) 1484.96 +1.25 +4.22 비차익PR순매수(십억원) -873.3 -1,593.0 1,339.1 -316.9

MSCI 선진국 2730.05 -0.84 +1.71 매수차익잔고(십억원)

MSCI 이머징 1349.60 -0.29 +2.24  매매동향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현물순매수(억원) -7,057 -18,774 25,740 91

기관/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Commodities 종가 1일 5일 1달 선물순매수(계약) -633 4,362 -3,001 -728

기관 순매도 (단위:억원) WTI(NYMEX) 53.29 +1.99 +6.73 선물누적순매수(계약) -34,057 27,846 5,911 300

1 삼성전자 5,265.3 622.3 두바이유(UAE) 55.36 +1.47 +11.10 ＊현물순매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계

2 TIGER MSCI Korea TR 2357.7 590.6 천연가스(NYMEX) 2.73 -0.55 +1.11  증시주변자금(십억원) 1/11 1/8 1/7 1/6

3 SK하이닉스 1065.5 557.2 금 1854.74 +0.59 -4.88 고객예탁금 72,321 67,547 69,272 68,031

4 현대모비스 889.7 238.5 은 25.56 +2.60 -7.23 신용융자(유가증권) 10,371 10,276 10,132 10,039

5 현대차 755.9 218 구리(LME) 7849.75 0.00 -1.81 신용융자(코스닥) 10,140 10,046 9,990 9,917

외국인 순매도 (단위:억원) 아연(LME) 2744.00 0.00 -1.51 미수금(합계) 393 446 382 365

1 삼성전자우 2603.2 2357.3 밀(CBOT) 664.75 +4.73 +1.64 국내주식형 57,954 57,118

2 삼성전자 2192.5 538.2 옥수수(CBOT) 517.25 +5.08 +5.19 (증감) 836.0 -94.0

3 셀트리온 903.1 350.1 대두(CBOT) 1422.00 +3.46 +5.33 해외주식형 21,384 21,390

4 삼성바이오로직스 594.2 318.7 CRB 상품지수 174.95 +1.29 +1.89 (증감) -6.0 81.0

5 현대차 529.2 289.8 DDR4 4Gb 1.75 +0.57 +1.16 주식혼합형 8,545 8,563

Baltic Dry Index 1761.00 0.00 +24.19 환율금리혼합형 14,952 14,949

Today's Chart 환율금리형 117,115 117,377

MMF 140,733 138,825

 FX Rate 종가 1일 5일 1달

원/달러 1099.98 -0.25 -1.14  Fixed Income 종가 1일 5일 1달

원/100엔 1053.50 +0.11 +0.33 국고채3년 0.98 +0.01 +0.04 +0.00

JNUE     Index 원/위안 169.33 -0.00 -0.59 통안채1년 0.68 0.00 -0.01 -0.04

엔/달러 103.78 -0.02 -0.71 회사채3년(AA-) 2.16 0.00 -0.01 -0.05

달러/유로 1.22 0.00 -0.97 회사채3년(BBB-) 8.57 -0.00 -0.01 -0.05

위안/달러 6.46 +0.28 -0.11 CD(3개월) 0.66 0.00 0.00 0.00

CP(3개월) 1.02 -0.01 -0.05 -0.07

국내신용스프레드(bp) 759 -0.80 -5.30 -5.50

주요 경제 뉴스 미국국채(10년) 1.13 -0.02 +0.17 +0.23

일본국채(10년) 0.04 +0.01 +0.03 +0.03

▶ TED Spread(bp) 14.84 +0.51 -1.28 -0.60

독일국채(10년) -0.47 +0.03 +0.05 +0.17

Economic Indicators of this week ▶ 이탈리아국채(10년) 0.65 +0.09 +0.09 +0.09

예상 확정 이전 스페인국채(10년) 0.11 +0.05 +0.07 +0.11

01/11 10.7% 10.1% 10.7% ▶ 브라질국채(10년) 7.60 0.00 +0.17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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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8.4b ¥2144.7b

01/12 ¥474.6b ¥616.1b ¥971.1b ▶ ▶

01/12 100.2pt 95.9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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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5b - -$145.3b

01/14 -6.9% - 17.1% ▶ ▶

01/14 -2.2% - -2.2%

01/15 美 PPI 최종수요 MoM 0.4% - 0.1%

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15일 종료' 재차 확인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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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 MSCI Korea TR

롯데케미칼

외국인 순매수

하나금융지주

카카오

롯데케미칼

美 다우산업 지수는 전장 대비 +60.00pt (+0.19%) 상승한 31,068.69에

마감. 백신 배포와 경제회복 기대감으로 상승마감.

이마트

현대건설

KODEX 200선물인버스2X

KODEX 인버스

기관 순매수

日 닛케이지수는 전장대비 +25.31pt (+0.09%) 상승한 28,164.34로 마

감. 저평가된 종목 및 중장기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

中 상해증시는 전장대비 +76.84pt (+1.08%) 상승한 3,608.34로 마감.

내수·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저가매수 유입속 상승 마감.

쿠팡·쿠팡이츠 작년 결제액 21조7000억원...전년대비 41% 증

가

<조선비즈>
지난해 쿠팡·쿠팡이츠 결제액 21조 7천억원…전년

대비 41%↑ <TV조선>

교원그룹, KRT여행사 전격 인수···새 성장엔진 달았다 <서울경

제>

외국인직접투자 2년 연속 감소…올해도 어렵다

<디지털타임스>

‘불장’에도 집값 떨어진 5곳···'비규제지역'서 다 나

왔다 <서울경제>

이동걸 "쌍용차, 노조 협조 없으면 1원도 지원 안한다" <아이뉴

스24>

韓선박수주, 中제치고 1위 복귀.. 작년 세계 발주량 중 43% 차

지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둘째날, 100만명 넘게 신청

<아시아경제>

日 핵심기계수주 전월비

日 PPI YoY

中 CPI (전년대비)

日 BoP 경상수지

中 CEO 56% "내수경제 빠르게 회복"…한국은

10% 그쳐 <매일경제>

테슬라·비트코인이 보여준 `버블 징후`…연준 돈풀

기 멈출까 <이데일리>

전기차판 '대륙의 실수' 나올까.. 中 IT 공룡들, 애

플카에 도전장 <파이낸셜뉴스>

도요타, 반도체 부족으로 중국공장 일부 가동 중단

<뉴시스>

소프트뱅크 우버 주식 2조원대 매각 <서울경제>

CJ제일제당, 美 중부에도 생산기지 세운다 <서울경제>

韓中日 기업인 중 한국만 "규제로 고통" <매일경제>

호텔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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