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로벌 증시 추이 전일종가 1D(%) 5D(%) 1M(%)

DOW 34,021.45 +1.29 -1.53 +1.02

NASDAQ 13,124.99 +0.72 -3.73 -6.22

S&P 500 4,112.50 +1.22 -2.12 -0.70

VIX 23.13 -16.17 +25.77 +38.92

필라델피아 반도체 2,893.94 +1.50 -5.62 -11.03

영국(FTSE100) 6,963.33 -0.59 -1.59 +1.06

독일(DAX) 15,199.68 +0.33 +0.02 -0.23

일본(NIKKEI225) 27,448.01 -2.49 -6.42 -7.34

대만 15,670.10 -1.46 -7.79 -7.09

홍콩 항셍 27,718.67 -1.81 -3.21 -4.09

홍콩 H 10,339.99 -2.05 -3.87 -5.99

상하이종합 3,429.54 -0.96 -0.34 +0.38 5/13 5/12 5/11 5/10

인도 48,690.80 -0.96 +0.03 +0.30 3,122.11 3,161.66 3,209.43 3,249.30

▶ 싱가폴 3,123.26 -0.67 -0.96 -2.03 -1.25 -1.49 -1.23 +1.63

▶ 브라질 6,982.72 -0.88 -1.12 -0.57 951.77 967.10 978.61 992.80

▶ 러시아(RTS) 1,546.93 -0.07 -0.24 +6.06 -1.59 -1.18 -1.43 +1.48

▶ MSCI 선진국 2,892.48 -1.76 -2.55 -1.42 31,592 33,438 30,941 26,382

▶ MSCI 이머징 1,292.78 -1.04 -1.91 -0.66 2,580 2,617 2,654 2,677

예상 확정 이전  ■ 증시 주변자금(십억원) 5/12 5/11 5/10 5/7 (단위: 억원)

中 1.0% 0.9% 0.4% 고객예탁금 71,596 69,160 67,767 67,961 기관 순매수 금액 금액

中 6.5% 6.8% 4.4% 신용융자(유가증권) 12,736 12,649 12,550 12,434 1 KODEX 200선물인버스2X 865.0 483.1

韓 3.9% 3.7% 3.9% 신용융자(코스닥) 10,336 10,273 10,232 10,177 2 현대차 846.6 470.3

美 2.1% -0.9% 미수금(합계) 255 260 277 298 3 삼성바이오로직스 408.5 457.6

美 0.2% 0.8% 0.6% 국내주식형 57,981 58,113 58,468 57,790 4 코웨이 379.4 365.8

美 PPI 최종수요 MoM 0.3% 0.6% 1.0% (증감) -132 -355 +678 +334 5 기아 363.9 341.7

종가 1D(%) 5D(%) 1M(%) 해외주식형 24,113 24,093 24,110 24,039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금액

1,129.44 -0.44 -0.33 -0.32 (증감) +20 -17 +71 +37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8.7 7,696.6

1,024.48 -0.53 -0.20 -0.32 주식혼합형 8,783 8,809 8,811 8,811 2 삼성화재 203.6 1,147.0

175.05 0.00 -0.54 -2.35 환율금리혼합형 19,833 19,997 19,908 19,810 3 호텔신라 195.5 1,146.7

1.21 +0.01 -0.69 +0.85 환율금리형 130,522 130,082 129,895 129,957 4 SK텔레콤 174.8 899.4

6.45 +0.07 +0.19 +1.43 MMF 177,534 178,035 177,851 179,713 5 신세계 167.7 733.7

전일종가 1D(bp) 5D(bp) 1M(bp)  ■ 원자재 전일종가 1D(%) 5D(%) 1M(%) 5/13 5/12 5/11 5/10

0.67 -2.00 -6.00 -6.00 WTI(NYMEX) 63.82 -3.42 -1.38 +6.05 416.07 421.86 428.77 435.63

0.97 0.00 0.00 -3.00 두바이유(UAE) 65.42 -2.02 -0.89 +6.32 -1.37 -1.61 -1.57 +1.65

1.12 +0.40 -1.40 -1.10 천연가스(NYMEX) 2.97 +0.13 +1.54 +13.52 415.10 420.50 427.85 435.95

0.63 0.00 -2.90 -3.40 금 1,826.61 -0.01 -0.25 +5.19 -0.97 -1.36 -0.92 +0.32

1.89 0.00 -1.20 -14.10 은 27.09 0.00 -1.30 +6.57 241,090 244,080 229,680 235,754

39.00 -1.00 +1.00 +3.00 구리(LME) 10,291.25 -1.17 -1.15 +13.31 414.75 420.25 427.50 435.45

1.66 -3.42 +8.78 +4.29 아연(LME) 2,916.75 -1.85 -3.59 +2.99 74.5 -326.2 -151.1 4.6

14.65 +15.52 +15.98 -0.82 밀(CBOT) 726.50 -3.74 -4.94 +15.36 -627.5 -1669.9 -1007.9 264.4

0.09 +1.00 +0.40 -1.30 옥수수(CBOT) 719.00 -5.08 -5.33 +23.97

-0.12 +0.30 +10.50 +17.20 대두(CBOT) 1,612.25 -2.91 +0.42 +16.03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1.06 +3.30 +14.00 +30.80 CRB 상품지수 202.95 -2.41 -1.12 +7.87 -14,599 -1,105 15,783 -78

0.59 +2.40 +12.90 +19.90 DDR4 4Gb 2.99 -0.33 -1.32 -3.55 6,467 -4,806 -1,336 -325

9.40 +11.40 +15.60 -11.80 Baltic Dry Index 3,139.00 -3.53 -2.27 +46.68 -2,670 1,154 2,082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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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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이 환경 파괴? 머스크 '변덕'에 꼬리무는 의문점 <파이낸셜뉴스>

[올댓차이나] 4월 中 신규융자 257조원으로 축소..."사회융자도 둔화" <뉴시

스>

경제 전문가들 "4% 성장률…민간투자 활성화 없으면 장밋빛 전망 불과

" <디지털타임스>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39.55pt (-1.25%) 하락한 3,122.11pt에

마감.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예상치 상회에 인플레 및 긴축 우

려로 하락 마감.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433.79pt (+1.29%) 상승한 34,021.45pt

에 마감. 지수 연속 하락에 따른 반등 기대 매수세로 상승 마감.

상해지수는 전장대비 -33.215pt (-0.96%) 하락한 3,429.54pt에

마감. 글로벌 인플레 및 긴축 우려로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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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DAQ

수익률(%)

거래대금(십억원)
2030년까지 510조원 투자… 민·관 손잡고 'K반도체' 청사진 공개 <한국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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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14, 2021

KODEX 레버리지

카카오

삼성SDI

삼성전자

 ■ 기관/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KOSPI

수익률(%)

시가총액(조원)

삼성전기

HMM

닛케이지수는 전장대비 -699.50pt (-2.49%) 하락한 27,448.01pt

에 마감. 인플레 우려 및 백신 접종 지연 및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 활동 둔화 영향 하락 마감.

이 정도일 줄은…美물가 나오자 더 시끌, 월가는 '반반' <머니투데이>

기관 순매도

카카오

삼성SDI

CPI (전월대비)

외국인 순매도

원/100엔

원/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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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NAVER

삼성전자

PPI 전년비

이탈리아국채(10년)

스페인국채(10년)

브라질국채(10년) 선물누적순매수(계약)

차근월물

차익PR순매수(십억원)

비차익PR순매수(십억원)

현물순매수(억원)

선물순매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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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anta Morning Snapsh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