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로벌 증시 추이 전일종가 1D(%) 5D(%) 1M(%)

DOW 33,587.66 -1.99 -1.88 -0.47

NASDAQ 13,031.68 -2.67 -4.05 -5.91

S&P 500 4,063.04 -2.14 -2.51 -1.57

VIX 27.59 +26.33 +44.07 +63.16

필라델피아 반도체 2,851.15 -4.20 -6.30 -12.50

영국(FTSE100) 7,004.63 +0.82 -0.49 +1.68

독일(DAX) 15,150.22 +0.20 -0.14 -0.43

일본(NIKKEI225) 28,147.51 -1.61 -2.31 -5.39

대만 15,902.37 -4.11 -5.59 -5.48

홍콩 항셍 28,231.04 +0.78 -0.66 -0.93

홍콩 H 10,556.57 +1.20 -1.54 -2.71

상하이종합 3,462.75 +0.61 +0.46 +1.95 5/12 5/11 5/10 5/7

인도 48,690.80 -0.96 +0.03 +0.30 3,161.66 3,209.43 3,249.30 3,197.20

▶ 싱가폴 3,123.26 -0.67 -0.96 -2.03 -1.49 -1.23 +1.63 +0.58

▶ 브라질 7,044.87 -0.73 -0.72 +0.97 967.10 978.61 992.80 978.30

▶ 러시아(RTS) 1,548.02 -0.30 +0.80 +8.07 -1.18 -1.43 +1.48 +0.86

▶ MSCI 선진국 2,876.79 -1.12 -0.15 +0.73 33,438 30,941 26,382 23,536

▶ MSCI 이머징 1,315.25 -1.28 -0.30 +0.51 2,617 2,654 2,677 2,635

예상 확정 이전  ■ 증시 주변자금(십억원) 5/11 5/10 5/7 5/6 (단위: 억원)

中 1.0% 0.9% 0.4% 고객예탁금 69,160 67,767 67,961 72,059 기관 순매수 금액 금액

中 6.5% 6.8% 4.4% 신용융자(유가증권) 12,649 12,550 12,434 12,543 1 KODEX 200선물인버스2X 1,723.8 1,599.7

韓 3.9% 3.7% 3.9% 신용융자(코스닥) 10,273 10,232 10,177 10,275 2 삼성바이오로직스 1,619.5 1,531.9

美 2.1% -0.9% 미수금(합계) 260 277 298 381 3 현대차 579.0 1,158.3

美 0.2% 0.8% 0.6% 국내주식형 58,113 58,468 57,790 57,456 4 현대위아 323.5 579.4

美 PPI 최종수요 MoM 0.3% 1.0% (증감) -355 +678 +334 +314 5 기아 313.3 458.6

종가 1D(%) 5D(%) 1M(%) 해외주식형 24,093 24,110 24,039 24,002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금액

1,124.48 -0.43 +0.16 +0.03 (증감) -17 +71 +37 -1 1 HMM 386.2 11,377.1

1,029.96 +0.56 +0.36 +1.17 주식혼합형 8,809 8,811 8,811 8,806 2 기아 384.7 1,852.4

174.17 0.00 -0.08 -1.60 환율금리혼합형 19,997 19,908 19,810 19,690 3 녹십자 203.6 872.0

1.21 -0.01 +0.05 +1.03 환율금리형 130,082 129,895 129,957 129,678 4 KODEX 인버스 182.8 848.2

6.46 -0.42 +0.29 +1.43 MMF 178,035 177,851 179,713 174,122 5 KT 177.8 815.7

전일종가 1D(bp) 5D(bp) 1M(bp)  ■ 원자재 전일종가 1D(%) 5D(%) 1M(%) 5/12 5/11 5/10 5/7

0.69 0.00 -4.00 -6.00 WTI(NYMEX) 66.08 +1.23 +0.69 +10.69 421.86 428.77 435.63 428.56

0.97 0.00 0.00 -3.00 두바이유(UAE) 66.77 +0.68 +0.17 +8.92 -1.61 -1.57 +1.65 +0.45

1.12 0.00 -4.00 -1.80 천연가스(NYMEX) 2.97 +0.47 +1.06 +15.93 420.50 427.85 435.95 429.10

0.63 -0.10 -3.30 -3.40 금 1,815.92 +0.01 +0.04 +4.03 -1.36 -0.92 +0.32 +0.54

1.89 -0.40 -3.20 -14.30 은 27.02 +0.00 -1.05 +6.61 244,080 229,680 235,754 233,923

40.00 +1.00 +2.00 +4.00 구리(LME) 10,413.50 -1.36 +2.98 +17.05 420.25 427.50 435.45 428.65

1.69 +6.99 +12.56 +2.59 아연(LME) 2,971.75 -1.38 +0.87 +6.65 -326.2 -151.1 4.6 13

15.52 +16.24 +16.53 -0.57 밀(CBOT) 754.75 -0.66 -0.13 +20.18 -1669.9 -1007.9 264.4 -171.6

0.08 +0.60 -1.30 -2.40 옥수수(CBOT) 757.50 -0.26 +0.56 +33.13

-0.12 +3.80 +10.50 +17.00 대두(CBOT) 1,660.50 +1.40 +4.96 +20.15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1.02 +3.80 +12.60 +28.90 CRB 상품지수 207.96 +0.20 +1.87 +11.56 -28,713 -3,165 32,244 -366

0.56 +4.10 +11.10 +17.30 DDR4 4Gb 3.00 -0.99 -0.99 -3.23 -11,908 10,998 1,565 -655

9.29 +3.50 -5.50 -24.10 Baltic Dry Index 3,254.00 +0.43 -0.37 +51.70 -9,137 5,960 3,418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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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아이이테크놀로지

닛케이지수는 전장대비 -461.08pt (-1.61%) 하락한 28,147.51pt

에 마감. 인플레이션우려와 미국 장기국채금리 상승에 매도세 하

락 마감.

[올댓차이나] 중국기업 2023년까지 상환 임박 사채 2400조원 달해 <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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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KOSPI

수익률(%)

시가총액(조원)

TED Spread(bp)

달러/유로

위안/달러

CD(3개월)

CP(3개월)

국고채3년

통안채1년

회사채3년(AA-)

AA- 스프레드(bp)

미국국채(10년)

05/12

실업률 SA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CPI (전년대비)05/11

05/11

05/12

KOSDAQ

수익률(%)

거래대금(십억원)공매도 1조원 매물 쏟아져…재개 첫날 이후 최대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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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블랙리스트에서 샤오미 삭제키로" <연합뉴스>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유동성의 역습…미국發인플레 공포 밀려온다 <이

데일리>

무디스 “한국 국가채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 <조선일보>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47.77pt (-1.49%) 하락한 3,161.66pt에

마감. 옵션 만기 임박과 대만 증시 하락 영향 외국인 매도세에 하

락마감.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681.50pt (-1.99%) 하락한 33,587.66pt 에

마감. CPI 급등에 인플레이션 우려, 긴축, 금리 인상등 자금 이탈

신호에 반응한 하락 마감.

상해지수는 전장대비 +20.906pt (+0.61%) 상승한 3,462.75pt에

마감. 생산자물가지수 상회에 경기 선행 기대로 상승 마감.

05/13

 ■ 환율 변화 추이

 ■ 채권  ■ 선물시장 추이

 ■ 매매 동향

KOSPI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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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월물

시장베이시스

미결제약정수량

일본국채(10년)

독일국채(10년)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2,000

2,250

2,500

2,750

3,000

3,250

3,500

'20/11 '20/12 '21/1 '21/2 '21/3 '21/4

KOSPI

KOSDAQ

(pt)(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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