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로벌 증시 추이 전일종가 1D(%) 5D(%) 1M(%)

DOW 33,981.57 -0.18 -0.28 +2.75

NASDAQ 14,138.78 +0.87 +1.61 +7.61

S&P 500 4,187.62 +0.18 +0.59 +5.36

VIX 17.64 +1.79 +2.02 -6.47

필라델피아 반도체 3,250.26 +1.67 +2.50 +4.64

영국(FTSE100) 6,963.12 +0.35 -0.53 +3.30

독일(DAX) 15,296.34 +0.11 -0.47 +3.71

일본(NIKKEI225) 29,126.23 +0.36 -1.88 -0.17

대만 17,572.29 +1.57 +1.79 +7.77

홍콩 항셍 28,952.83 -0.43 -0.53 +2.18

홍콩 H 10,981.31 -0.78 -1.01 +0.14

상하이종합 3,441.17 -0.95 -1.05 +0.67 4/26 4/23 4/22 4/21

인도 48,386.51 +1.06 -0.91 -1.27 3,186.10 3,186.10 3,177.52 3,171.66

▶ 싱가폴 3,204.90 +0.34 -0.15 +1.49 +0.27 +0.27 +0.18 -1.52

▶ 브라질 7,045.56 -0.21 -0.28 +3.24 1026.82 1026.82 1025.71 1022.22

▶ 러시아(RTS) 1,519.33 +0.49 +2.90 +4.79 +0.11 +0.11 +0.34 -0.94

▶ MSCI 선진국 2,946.11 +0.76 +0.07 +4.66 29,326 29,326 28,606 29,547

▶ MSCI 이머징 1,353.02 +0.86 +0.33 +3.48 2,645 2,645 2,641 2,634

예상 확정 이전  ■ 증시 주변자금(십억원) 4/23 4/22 4/21 4/20 (단위: 억원)

美 28.9pt - 30pt 고객예탁금 67,688 69,417 67,125 65,681 기관 순매수 금액 금액

美 1.0% - 1.0% 신용융자(유가증권) 12,840 12,690 12,670 12,565 1 KODEX 레버리지 620.5 831.6

美 109.7pt - 112pt 신용융자(코스닥) 10,537 10,509 10,421 10,340 2 LG전자 497.6 684.5

美 8.6% - - 미수금(합계) 318 265 283 273 3 S-Oil 462.8 482.1

美 0.6% - 0.5% 국내주식형 57,542 57,725 57,406 58,048 4 현대글로비스 338.5 272.3

美 FOMC 금리 결정 (상한) 0.25% - 0.25% (증감) -183 +319 -642 -163 5 KODEX 200 322.2 268.2

종가 1D(%) 5D(%) 1M(%) 해외주식형 23,746 23,731 23,662 23,645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금액

1,113.19 +0.42 +0.36 +1.45 (증감) +15 +69 +17 +66 1 삼성전자 1,754.1 1,342.8

1,037.03 +0.32 +0.90 -0.19 주식혼합형 8,812 8,795 8,769 8,669 2 HMM 871.3 701.6

171.64 0.00 +0.16 +0.43 환율금리혼합형 18,991 18,917 18,826 18,460 3 삼성SDI 542.9 662.9

1.21 +0.01 +0.42 +2.74 환율금리형 128,317 128,401 128,134 128,191 4 한국조선해양 346.5 257.6

6.49 +0.17 +0.38 +0.86 MMF 163,704 165,490 164,693 166,067 5 신한지주 324.1 237.6

전일종가 1D(bp) 5D(bp) 1M(bp)  ■ 원자재 전일종가 1D(%) 5D(%) 1M(%) 4/26 4/23 4/22 4/21

0.73 0.00 0.00 -2.00 WTI(NYMEX) 61.91 -0.37 -2.32 +1.54 432.36 428.34 427.37 426.75

0.97 0.00 0.00 -3.00 두바이유(UAE) 62.62 -0.29 -1.35 -2.82 +0.94 +0.23 +0.15 -1.81

1.11 -0.50 -1.80 -1.30 천연가스(NYMEX) 2.79 +2.20 +1.49 +9.11 431.10 426.90 427.30 425.65

0.65 0.00 -0.70 -1.20 금 1,781.40 +0.00 +0.15 +4.04 -1.26 -1.44 -0.07 -1.10

1.90 -0.40 -1.10 -15.60 은 26.23 +0.00 +1.49 +6.37 238,499 239,372 240,196 243,034

38.00 0.00 +1.00 -1.00 구리(LME) 9,776.25 +2.38 +5.27 +10.00 430.55 426.45 426.75 425.25

1.57 +0.90 -3.80 -10.93 아연(LME) 2,926.25 +2.64 +4.27 +5.02 -33.1 -21.8 -9.5 -257.3

17.38 +16.06 +17.31 -1.32 밀(CBOT) 739.50 +4.12 +13.38 +20.59 491.1 7.9 -290.2 -1183.9

0.08 +1.10 -0.50 -0.10 옥수수(CBOT) 680.50 +3.81 +14.95 +23.17

-0.25 +0.40 -1.80 +9.30 대두(CBOT) 1,569.00 +1.90 +8.23 +12.03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0.80 +1.80 +0.80 +18.10 CRB 상품지수 198.11 +1.05 +2.13 +5.53 3,440 -255 -2,881 -304

0.40 +0.30 -1.40 +11.40 DDR4 4Gb 3.03 0.00 -0.66 +5.57 1,580 -1,311 -479 210

9.07 -3.00 -22.90 -1.40 Baltic Dry Index 2,788.00 +1.38 +14.64 +28.01 1,376 39 -2,253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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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변화 추이

 ■ 채권  ■ 선물시장 추이

 ■ 매매 동향

KOSPI200

수익률(%)

최근월물

시장베이시스

미결제약정수량

일본국채(10년)

독일국채(10년)

 ■ 시장 리뷰 & 코멘트  ■ 코스피/코스닥 추이(6M)

 ■ 국내 증시 추이

 ■ 주요 경제/산업 뉴스

 ■ 금주의 시장지표 및 이벤트

▶ 한국 증시

▶ 미국 증시

▶ 아시아 증시

ECB, 물가 2%로 복귀할 때까지 적극완화 계속하겠다  <뉴시스>

일상회복? 4차유행이 변수…"백신 보릿고개 넘어야" <머니투데이>

오세훈 시장 취임 뒤 서울 아파트 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 <한경비즈

니스>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31.43pt (+0.99%) 상승한 3,217.53pt

에 마감.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61.92pt (-0.18%) 하락한 33,981.57pt 에

마감.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

상해지수는 전장대비 -33.00pt (-0.95%) 하락한 3,441.17pt에 마

감. 차익 매물 출현으로 인해 하락 마감.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04/26

04/27

04/27

KOSDAQ

수익률(%)

거래대금(십억원)

TED Spread(bp)

달러/유로

위안/달러

CD(3개월)

CP(3개월)

국고채3년

통안채1년

회사채3년(AA-)

AA- 스프레드(bp)

미국국채(10년)

04/28

미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00만 회분 타국에 제공 <뉴시스>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April 27, 2021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NAVER

KODEX 200선물인버스2X

 ■ 기관/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KOSPI

수익률(%)

시가총액(조원)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닛케이지수는 전장대비 +105.60pt (+0.36%)상승한 29,126.23pt

에 마감. 미국 주가 상승에 이은 상승 마감.

테슬라, 비트코인 판매로 1분기에 1억100만달러 순이익 <한국경제>

기관 순매도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도매 재고 전월비

외국인 순매도

원/100엔

원/위안

04/28

원/달러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전자우

FHFA 주택가격지수 MoM

이탈리아국채(10년)

스페인국채(10년)

브라질국채(10년) 선물누적순매수(계약)

차근월물

차익PR순매수(십억원)

비차익PR순매수(십억원)

현물순매수(억원)

선물순매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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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anta Morning Snapsh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