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로벌 증시 추이 전일종가 1D(%) 5D(%) 1M(%)

DOW 34,269.16 -1.36 +0.40 +1.39

NASDAQ 13,389.43 -0.09 -1.79 -3.67

S&P 500 4,152.10 -0.87 -0.30 +0.56

VIX 21.84 +11.09 +12.11 +30.86

필라델피아 반도체 2,976.01 +0.30 -1.60 -9.67

영국(FTSE100) 6,947.99 -2.47 +0.36 +0.85

독일(DAX) 15,119.75 -1.82 +1.77 -0.63

일본(NIKKEI225) 28,608.59 -3.08 -1.53 -3.15

대만 16,583.13 -3.79 -2.07 -1.64

홍콩 항셍 28,013.81 -2.03 -1.90 -1.54

홍콩 H 10,431.55 -2.06 -3.10 -4.08

상하이종합 3,441.85 +0.40 -0.95 +0.85 5/11 5/10 5/7 5/6

인도 49,161.81 -0.69 +1.88 +2.67 3,209.43 3,249.30 3,197.20 3,178.74

▶ 싱가폴 3,144.27 -1.20 -1.10 -0.93 -1.23 +1.63 +0.58 +1.00

▶ 브라질 7,096.97 -1.06 +0.41 +1.76 978.61 992.80 978.30 969.99

▶ 러시아(RTS) 1,552.63 -1.16 +3.33 +8.39 -1.43 +1.48 +0.86 +0.29

▶ MSCI 선진국 2,928.33 -1.12 -0.15 +0.63 30,941 26,382 23,536 24,037

▶ MSCI 이머징 1,329.08 -1.28 -0.44 -0.10 2,654 2,677 2,635 2,619

예상 확정 이전  ■ 증시 주변자금(십억원) 5/10 5/7 5/6 5/4 (단위: 억원)

中 1.0% 0.9% 0.4% 고객예탁금 67,767 67,961 72,059 73,924 기관 순매수 금액 금액

中 6.5% 6.8% 4.4% 신용융자(유가증권) 12,550 12,434 12,543 12,682 1 KODEX 200선물인버스2X 782.6 4,942.7

韓 3.9% 3.9% 신용융자(코스닥) 10,232 10,177 10,275 10,373 2 CJ제일제당 510.6 2,152.4

美 -0.9% 미수금(합계) 277 298 381 372 3 KODEX 인버스 470.6 1,061.8

美 0.2% 0.6% 국내주식형 58,468 57,790 57,456 57,142 4 S-Oil 184.2 958.0

美 PPI 최종수요 MoM 0.3% 1.0% (증감) +678 +334 +314 +555 5 대한항공 154.0 817.9

종가 1D(%) 5D(%) 1M(%) 해외주식형 24,110 24,039 24,002 24,003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금액

1,119.68 -0.54 +0.26 +0.46 (증감) +71 +37 -1 +33 1 KODEX 200선물인버스2X 932.3 7,888.5

1,024.21 -0.86 -0.20 +0.12 주식혼합형 8,811 8,811 8,806 8,799 2 LG화학 660.9 4,121.9

174.16 0.00 -0.14 -1.33 환율금리혼합형 19,908 19,810 19,690 19,619 3 삼성엔지니어링 288.2 3,605.3

1.22 +0.02 +1.21 +2.01 환율금리형 129,895 129,957 129,678 129,741 4 KT 205.1 504.0

6.43 -0.20 +0.71 +1.85 MMF 177,851 179,713 174,122 165,692 5 SK텔레콤 194.8 369.1

전일종가 1D(bp) 5D(bp) 1M(bp)  ■ 원자재 전일종가 1D(%) 5D(%) 1M(%) 5/11 5/10 5/7 5/6

0.69 -2.00 -4.00 -6.00 WTI(NYMEX) 65.28 +0.55 -0.62 +10.05 428.77 435.63 428.56 426.64

0.97 0.00 0.00 -3.00 두바이유(UAE) 66.32 +0.19 -0.05 +8.39 -1.57 +1.65 +0.45 +0.72

1.12 -1.80 -4.00 -5.00 천연가스(NYMEX) 2.96 +0.78 -0.40 +16.98 427.85 435.95 429.10 425.45

0.63 -0.40 -3.20 -3.70 금 1,837.12 -0.02 +2.81 +6.02 -0.92 +0.32 +0.54 -1.19

1.89 -0.70 -2.80 -13.90 은 27.63 +0.01 +4.30 +11.33 229,680 235,754 233,923 234,828

39.00 0.00 +1.00 +3.00 구리(LME) 10,557.00 +1.57 +6.28 +18.97 427.50 435.45 428.65 424.75

1.62 +1.97 +2.93 -3.68 아연(LME) 3,013.25 +0.72 +2.77 +9.26 -151.1 4.6 13 6.4

16.24 +16.24 +16.88 -0.57 밀(CBOT) 759.75 +2.32 +3.09 +18.94 -1007.9 264.4 -171.6 28.9

0.08 -0.90 -1.90 -3.20 옥수수(CBOT) 759.50 +1.54 +1.98 +31.57

-0.16 +5.10 +7.70 +14.20 대두(CBOT) 1,637.50 +1.08 +3.84 +16.71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0.99 +5.80 +12.50 +25.90 CRB 상품지수 207.55 +0.68 +2.52 +11.14 -22,426 -16,181 40,694 -2,087

0.52 +5.40 +9.30 +14.40 DDR4 4Gb 3.03 0.00 0.00 -1.94 -9,285 7,911 1,946 -572

9.25 +3.80 +7.80 -27.60 Baltic Dry Index 3,240.00 +1.79 +2.63 +55.40 2,771 -5,038 1,853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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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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회복 기대감에 철광석·구리값 '고공행진' <파이낸셜뉴스>

“임차료만 겨우 내, 답이 없어”…‘자영업 비명’ <세계일보>

탄소중립 강조한 정부, 정작 공공기관 15곳은 '저공해차 0곳' <매일경

제>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39.87pt (-1.23%) 하락한 3,209.43pt에

마감. 빅테크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에 하락 마

감.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473.66pt (-1.36%) 하락한 34,269.16pt 에

마감.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앞두고 매도세 하락 마감.

상해지수는 전장대비 +13.854pt (+0.4%) 상승한 3,441.85pt에

마감. 인구 조사 결과 증가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상승 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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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값 상승 부채질?…에탄올 생산 늘리는 브라질 <아시아경제>

실업률 SA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May 12, 2021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ODEX 레버리지

NAVER

 ■ 기관/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KOSPI

수익률(%)

시가총액(조원)

HMM

삼성전기

닛케이지수는 전장대비 -909.75pt (-3.08%) 하락한 28,608.59pt

에 마감. 뉴욕 증시의 기술주 폭락 영향에 하락 마감.

중국 4월 생산자물가 6.8% 42개월만 최고…"전세계 인플레 위험요인"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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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anta Morning Snapsh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