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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Global Market 종가 1일 5일 1달  Equity 1/13 1/12 1/11 1/8

DOW 31060.47 -0.03 +0.75 KOSPI 3148.29 3125.95 3148.45 3152.18

NASDAQ 13128.95 +0.43 +3.05 수익률(%) +0.71 -0.71 -0.12 +3.97

S&P 500 3809.84 +0.23 +1.65 KOSDAQ 979.13 973.72 976.63 987.79

VIX 22.21 -4.80 -11.41 수익률(%) +0.56 -0.30 -1.13 -0.11

PHILA Semiconductor 2991.95 +0.13 +5.80 거래대금(십억원) 37,806 45,356 64,839 61,272

영국(FTSE100) 6745.52 -0.13 -1.41 시가총액(조원) 2,559.3 2,543.7 2,560.3 2,563.6

독일(DAX) 13939.71 +0.11 +0.34 ＊거래대금과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계

일본(NIKKEI225) 28456.59 +1.04 +4.78  Futures 1/13 1/12 1/11 1/8

대만 15769.98 +1.74 +5.25 KOSPI200 430.38 427.87 431.13 430.22

Asia 홍콩 항셍 28235.60 -0.15 +1.96 수익률(%) +0.59 -0.76 +0.21 +4.72

홍콩 H 11184.90 -0.29 +2.62 최근월물 428.750 427.700 432.550 430.350

상하이종합 3598.65 -0.27 +1.35 시장베이시스 -1.630 -0.170 1.420 0.130

인도 49492.32 -0.05 +2.74 미결제약정수량 228,978 232,698 240,221 238,905

싱가폴 2977.51 +0.01 +4.00 차근월물 428.65 427.45 430.80 429.90

브라질 121933.10 -1.67 +2.38 차익PR순매수(십억원) -7.1 -176.7 -240.3 -48.0

러시아(RTS) 1486.77 +0.12 +4.25 비차익PR순매수(십억원) -131.9 -873.3 -1,593.0 1,339.1

MSCI 선진국 2734.40 +0.16 +1.29 매수차익잔고(십억원)

MSCI 이머징 1353.57 +0.29 +2.91  매매동향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현물순매수(억원) 2,188 -4,306 2,127 -9

기관/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Commodities 종가 1일 5일 1달 선물순매수(계약) -755 -4,151 3,749 1157

기관 순매도 (단위:억원) WTI(NYMEX) 52.86 -0.66 +4.40 선물누적순매수(계약) -34,812 23,695 9,660 1457

1 삼성전자 1,606.9 470.1 두바이유(UAE) 55.90 +0.98 +6.19 ＊현물순매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계

2 현대차 820.2 458.3 천연가스(NYMEX) 2.74 -0.36 +0.99  증시주변자금(십억원) 1/12 1/11 1/8 1/7

3 SK이노베이션 468.2 393.3 금 1845.91 -0.50 -3.81 고객예탁금 74,456 72,321 67,547 69,272

4KODEX 200선물인버스2X 327.5 283.9 은 25.22 -1.32 -7.58 신용융자(유가증권) 10,547 10,371 10,276 10,132

5 SK하이닉스 305.1 205.5 구리(LME) 7964.50 0.00 -0.82 신용융자(코스닥) 10,241 10,140 10,046 9,990

외국인 순매도 (단위:억원) 아연(LME) 2755.75 0.00 -2.80 미수금(합계) 435 393 446 382

1 삼성전자 2582.1 1353.9 밀(CBOT) 659.25 -0.86 +1.81 국내주식형 58,987 57,954

2 삼성전자우 1712.2 1212.2 옥수수(CBOT) 524.25 +1.35 +5.91 (증감) 1,033.0 836.0

3 기아차 380.9 797.1 대두(CBOT) 1411.00 -0.77 +3.35 해외주식형 21,382 21,384

4 셀트리온 340 543.1 CRB 상품지수 175.19 +0.14 +1.79 (증감) -2.0 -6.0

5 DB하이텍 254.5 473.8 DDR4 4Gb 1.75 0.00 +1.16 주식혼합형 8,522 8,545

Baltic Dry Index 1849.00 0.00 +29.75 환율금리혼합형 14,930 14,952

Today's Chart 환율금리형 117,197 117,115

MMF 143,351 140,733

 FX Rate 종가 1일 5일 1달

원/달러 1095.31 +0.43 -0.87  Fixed Income 종가 1일 5일 1달

원/100엔 1059.68 +0.59 +0.21 국고채3년 0.98 +0.00 +0.03 -0.00

JNUE     Index 원/위안 169.77 +0.00 -0.49 통안채1년 0.68 -0.00 -0.01 -0.04

엔/달러 103.89 0.00 -0.08 회사채3년(AA-) 2.16 -0.00 -0.02 -0.06

달러/유로 1.22 +0.01 -0.93 회사채3년(BBB-) 8.56 -0.01 -0.02 -0.06

위안/달러 6.47 -0.07 -0.09 CD(3개월) 0.67 +0.01 +0.01 +0.01

CP(3개월) 1.02 0.00 -0.04 -0.07

국내신용스프레드(bp) 758 -1.10 -4.50 -6.30

주요 경제 뉴스 미국국채(10년) 1.08 -0.05 +0.05 +0.19

일본국채(10년) 0.04 -0.00 +0.02 +0.03

▶ TED Spread(bp) 15.27 +0.43 -0.31 -0.22

독일국채(10년) -0.52 -0.05 -0.00 +0.11

Economic Indicators of this week ▶ 이탈리아국채(10년) 0.60 -0.05 +0.07 +0.04

예상 확정 이전 스페인국채(10년) 0.07 -0.04 +0.03 +0.07

01/11 10.7% 10.1% 10.7% ▶ 브라질국채(10년) 7.54 0.00 +0.06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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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4.1% ▶ ▶

01/13 9.2% 9.2% 0.091

01/13 7.7% 7.6% 7.6% ▶ ▶

01/13 - 8.7% 8.6%

01/13 - 16.7% 1.7% ▶ ▶

01/13 0.4% 0.4% 0.2%

01/1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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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코스닥社 실적 10% 이상 개선 힘들어···유

망업종은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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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기아차

외국인 순매수

신한지주

SK하이닉스

NAVER

美 다우산업 지수는 전장 대비 -8.22pt (-0.03%) 하락한 31,060.47에 마

감. 고점 부담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하락 마감.

F&F

빅히트

NAVER

KODEX 레버리지

기관 순매수

日 닛케이지수는 전장대비 +292.25pt (+1.04%) 상승한 28,456.59로 마

감. 미국의 대규모 추가 경제 대책에 대한 기대로 상승 마감.

中 상해증시는 전장대비 -9.69pt (-0.27%) 하락한 3,598.65로 마감. 전

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증가로 하락 마감.

이마트, 코로나 뚫고 연 매출 사상 첫 15조 돌파  <서울경제>

"정부코드 맞추자"...노동이사제 한전 등으로 확산

되나 <서울경제>

PC·서버·클라우드發 칩수요 폭발…역대급 합종연횡 펼쳐진다

<매일경제>

고용지표 최악 성적표…3차 유행에 지난달 취업자

63만명 감소 <데일리안>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라지만…여당 내부서도 "

관제기부 위험" <매일경제>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중증 발생률 54% 줄여...회복기

간도 단축 <뉴시스>

‘M&A 불발’ 이스타항공, 다음 주 중 기업 회생절차 신청할 듯

<세계일보>

K뉴딜 수출길 넓힌다… 5년간 30조 금융 지원 <파

이낸셜뉴스>

日 핵심기계수주 전월비

日 PPI YoY

中 CPI (전년대비)

日 BoP 경상수지

日코로나에도 작년 도산기업 감소…정부 지원 효

과 <뉴시스>

테슬라, 중국 이어 인도 공장 설립 임박  <뉴스1>

비자, 반독점 소송 부담에 핀테크 업체 플레이드

인수 포기 <이데일리>

美공화당이 심상치 않다…하원 3명, '트럼프 탄핵'

찬성 공식화 <시사저널>

모건스탠리 "해외 상장 중국 주식 투자의견 하향"

<서울경제>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논란…"비대칭 규제 해소" vs "수신

료 왜 받나" <뉴시스>

쿠팡, 택배업 재진출…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 운송업 자격 취

득 <아시아경제>

삼성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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