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로벌 증시 추이 전일종가 1D(%) 5D(%) 1M(%)

DOW 34,230.34 +0.29 +1.21 +2.10

NASDAQ 13,582.42 -0.37 -3.34 -0.90

S&P 500 4,167.59 +0.07 -0.37 +2.20

VIX 19.15 -1.69 +10.82 +6.92

필라델피아 반도체 3,042.88 +0.61 -4.27 -7.94

영국(FTSE100) 7,039.30 +1.68 +1.36 +3.16

독일(DAX) 15,170.78 +2.12 -0.79 -0.28

일본(NIKKEI225) 28,812.63 -0.83 -1.29 -3.49

대만 16,843.44 -0.53 -4.28 +0.62

홍콩 항셍 28,417.98 -0.49 -2.25 -1.80

홍콩 H 10,721.87 -0.41 -2.66 -4.42

상하이종합 3,446.86 -0.81 -0.79 -1.08 5/4 5/3 4/30 4/29

인도 48,677.55 +0.88 -2.12 -1.06 3,127.20 3,127.20 3,147.86 3,174.07

▶ 싱가폴 3,153.59 -0.80 -2.05 -1.68 -0.66 -0.66 -0.83 -0.23

▶ 브라질 7,095.82 +0.40 +0.44 +3.05 961.81 961.81 983.45 990.69

▶ 러시아(RTS) 1,535.67 +2.20 +1.30 +7.63 -2.20 -2.20 -0.73 -0.76

▶ MSCI 선진국 2,932.85 +0.35 -1.03 +2.08 26,114 26,114 28,737 30,157

▶ MSCI 이머징 1,333.05 -0.15 -2.34 -0.43 2,580 2,580 2,602 2,623

예상 확정 이전  ■ 증시 주변자금(십억원) 5/3 4/30 4/29 4/28 (단위: 억원)

美 1.60% 0.2% -0.8% 고객예탁금 77,902 58,417 59,484 73,596 기관 순매수 금액 금액

韓 - 54.6pt 55.3pt 신용융자(유가증권) 12,766 12,878 12,969 12,895 1 KODEX 레버리지 526.2 312.9

美 -$74.4b -$74.4b -$71.1b 신용융자(코스닥) 10,441 10,497 10,576 10,556 2 삼성전자 377.2 147.2

美 - - -2.5% 미수금(합계) 359 393 327 277 3 현대차 334.8 107.0

日 - - 2.4% 국내주식형 56,587 56,942 57,247 57,312 4 SK이노베이션 322.1 106.3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535k - 553k (증감) -355 -305 -65 -629 5 셀트리온 278.8 104.7

종가 1D(%) 5D(%) 1M(%) 해외주식형 23,970 23,938 23,878 23,880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금액

1,126.27 -0.33 -1.19 +0.12 (증감) +32 +60 -2 +40 1 SK이노베이션 655.7 421.8

1,026.27 +1.11 -0.33 +0.53 주식혼합형 8,803 8,792 8,797 8,794 2 LG화학 411.6 315.7

173.91 +0.01 -1.52 -1.58 환율금리혼합형 19,510 19,383 19,281 19,157 3 삼성전자 333.5 259.2

1.20 +0.01 -0.95 +1.09 환율금리형 129,108 128,343 128,119 128,504 4 셀트리온 295.4 176.6

6.47 -0.04 +0.33 +1.20 MMF 156,125 156,144 166,705 166,099 5 POSCO 267.3 143.4

전일종가 1D(bp) 5D(bp) 1M(bp)  ■ 원자재 전일종가 1D(%) 5D(%) 1M(%) 5/4 5/3 4/30 4/29

0.73 0.00 0.00 -2.00 WTI(NYMEX) 65.30 -0.50 +0.45 +10.06 423.57 420.36 422.36 426.28

0.97 0.00 0.00 -3.00 두바이유(UAE) 66.66 +0.47 +6.13 +9.80 +0.76 -0.47 -0.92 -0.28

1.16 +0.90 +6.20 +1.00 천연가스(NYMEX) 2.95 +0.27 +1.20 +19.95 423.20 419.75 422.10 425.40

0.66 -0.40 +0.60 -0.20 금 1,787.06 +0.01 +0.84 +2.51 -0.37 -0.61 -0.26 -0.88

1.92 +0.30 +3.50 -17.50 은 26.51 +0.06 +1.56 +5.34 232,188 237,305 239,196 238,997

38.00 0.00 0.00 +2.00 구리(LME) 9,933.50 -0.14 +0.78 +9.88 422.70 419.35 421.55 425.10

1.57 -2.64 -4.34 -13.43 아연(LME) 2,932.00 -0.71 +0.26 +3.57 0.7 6.1 -44.7 4.9

16.53 +16.88 +17.46 -1.32 밀(CBOT) 755.75 +2.54 +4.21 +22.29 -105.9 -501.7 -474.2 -175.3

0.10 0.00 -0.10 -2.30 옥수수(CBOT) 753.25 +1.14 +9.76 +36.15

-0.23 +1.00 +0.30 +10.00 대두(CBOT) 1,582.00 +0.32 +1.56 +11.98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0.90 +3.70 +2.70 +26.70 CRB 상품지수 204.14 +0.83 +1.89 +10.90 -384 1,993 -1,873 264

0.45 +2.30 +1.80 +14.30 DDR4 4Gb 3.03 0.00 0.00 +4.84 3,505 -1,222 -1,904 -379

9.34 +16.80 +25.10 -8.20 Baltic Dry Index 3,157.00 +3.41 +9.28 +52.36 -2,004 4,984 -2,633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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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지수(일본 증시): '어린이날'로 휴장.

인플레 공포' 美, 금리인상 신호탄 쏘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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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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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시가총액(조원)

TED Spread(bp)

달러/유로

위안/달러

CD(3개월)

CP(3개월)

국고채3년

통안채1년

회사채3년(AA-)

AA- 스프레드(bp)

미국국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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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까지 살아난 中···'성장 3박자' 갖췄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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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리뷰 & 코멘트  ■ 코스피/코스닥 추이(6M)

 ■ 국내 증시 추이

 ■ 주요 경제/산업 뉴스

 ■ 금주의 시장지표 및 이벤트

▶ 한국 증시

▶ 미국 증시

▶ 아시아 증시

미 무역적자 사상최대...3월 744억달러 <파이낸셜뉴스>

한은 연내 금리인상 가시화되나… <파이낸셜뉴스>

K조선, 8조 해양플랜트 수주전 뛰어든다 <매일경제>

코스피지수 (국내 증시): '어린이날'로 휴장.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97.31pt (+0.29%) 상승한 34,230.34pt 에

마감.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와 경기 낙관론에 따라 사상 최고치

를 기록하며 상승 마감.

상해종합지수(중국 증시): '노동절 연휴'로 휴장.

05/06

 ■ 환율 변화 추이

 ■ 채권  ■ 선물시장 추이

 ■ 매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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