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로벌 증시 추이 전일종가 1D(%) 5D(%) 1M(%)

DOW 34,823.35 +0.07 -0.47 +2.59

NASDAQ 14,684.60 +0.36 +0.97 +3.03

S&P 500 4,367.48 +0.20 +0.17 +2.85

VIX 17.69 -1.23 +4.00 +6.18

필라델피아 반도체 3,259.42 -0.89 +1.30 +2.32

영국(FTSE100) 6,968.30 -0.43 -0.62 -1.50

독일(DAX) 15,514.54 +0.60 -0.74 +0.38

일본(NIKKEI225) 27,548.00 +0.58 -3.71 -4.63

대만 17,572.33 +0.65 -2.56 +1.36

홍콩 항셍 27,723.84 +1.83 -0.97 -3.79

홍콩 H 10,006.57 +1.79 -1.65 -6.25

상하이종합 3,574.73 +0.34 +0.28 +0.24 7/22 7/21 7/20 7/19

인도 52,837.21 +1.22 -0.13 +1.02 3,250.21 3,215.91 3,232.70 3,244.04

▶ 싱가폴 3,159.26 +1.29 +0.19 +1.30 +1.07 -0.52 -0.35 -1.00

▶ 브라질 7,386.41 +1.06 +0.69 +1.21 1,050.25 1,042.03 1,043.64 1,049.83

▶ 러시아(RTS) 1,599.74 +0.86 -0.77 -3.99 +0.79 -0.15 -0.59 -0.20

▶ MSCI 선진국 3,046.60 +0.33 +0.73 +1.51 26,759 26,919 28,466 24,346

▶ MSCI 이머징 1,326.38 +1.08 -1.64 -1.52 2,725 2,698 2,710 2,720

예상 확정 이전  ■ 증시 주변자금(십억원) 7/21 7/20 7/19 7/16 (단위: 억원)

美 1590k 1643k 1572k 고객예탁금 67,943 67,797 68,142 68,903 기관 순매수 금액 금액

日 0.2% 0.2% -0.1% 신용융자(유가증권) 13,641 13,632 13,664 13,619 1 삼성전자 2,325.2 668.6

韓 - 6.4% 6.4% 신용융자(코스닥) 11,078 11,098 11,108 11,051 2 KODEX 레버리지 1,181.0 383.4

日 ¥484.4b ¥383.2b -¥187.1b 미수금(합계) 336 301 415 392 3 NAVER 637.9 341.0

美 350k 419k 360k 국내주식형 56,712 56,958 57,193 57,510 4 SK하이닉스 541.8 240.2

美 0.9% 0.7% 1.3% (증감) -246 -235 -317 -374 5 호텔신라 408.8 198.4

종가 1D(%) 5D(%) 1M(%) 해외주식형 25,174 25,090 25,043 24,988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금액

1,150.05 +0.31 -0.75 -1.59 (증감) +84 +47 +55 +1 1 POSCO 672.2 385.8

1,043.30 -0.39 -0.25 +1.38 주식혼합형 9,101 9,097 9,052 9,040 2 카카오 535.3 320.3

177.73 0.00 -1.02 -1.15 환율금리혼합형 21,716 21,696 21,556 21,529 3 SK아이이테크놀로지 444.1 290.2

1.18 +0.02 -0.28 -1.28 환율금리형 133,187 133,300 133,196 132,797 4 KODEX 레버리지 260.4 184.8

6.47 -0.04 -0.15 +0.16 MMF 168,917 168,082 167,938 167,224 5 LG화학 235.2 181.4

전일종가 1D(bp) 5D(bp) 1M(bp)  ■ 원자재 전일종가 1D(%) 5D(%) 1M(%) 7/22 7/21 7/20 7/19

0.70 0.00 +1.00 +4.00 WTI(NYMEX) 71.75 -0.22 -0.08 -1.82 431.38 426 428.55 429.89

0.97 0.00 0.00 0.00 두바이유(UAE) 72.81 +0.73 -0.03 +1.95 +1.26 -0.60 -0.31 -1.13

1.39 +1.00 -9.50 +6.00 천연가스(NYMEX) 4.00 -0.17 +8.76 +19.89 431.50 425.65 428.50 429.30

0.92 0.00 -2.10 +1.50 금 1,807.25 +0.02 -0.26 +1.61 +0.12 -0.35 -0.05 -0.59

1.84 +0.90 -9.40 -4.50 은 25.43 -0.01 -0.92 -1.79 249,151 252,247 243,660 240,849

41.00 0.00 +3.00 +6.00 구리(LME) 9,455.00 +1.09 +0.12 -0.07 430.55 425.15 428.00 428.80

1.28 -1.01 -2.06 -18.49 아연(LME) 2,934.25 -0.13 -1.87 +0.66 36.5 -15.5 -3.8 -27.4

9.73 +9.52 +8.84 -2.90 밀(CBOT) 692.25 -2.60 +3.01 +6.34 137.6 -440.1 53.5 -376.5

0.02 0.00 +0.40 -3.80 옥수수(CBOT) 564.50 -1.27 +0.04 -14.44

-0.43 -3.10 -9.20 -26.20 대두(CBOT) 1,416.25 -1.60 -2.16 +1.56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0.64 -5.10 -8.30 -26.10 CRB 상품지수 216.34 +1.57 +1.93 +4.07 3,142 8,119 -11,099 -161

0.29 +1.10 -2.10 -17.50 DDR4 4Gb 3.24 0.00 0.00 +6.23 18,256 -11,433 -7,231 408

9.25 +7.40 +2.70 -7.00 Baltic Dry Index 3,058.00 +0.16 -0.49 -1.96 -12,984 20,039 -5,99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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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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폭우로 아이폰 생산 차질 가능성, 폭스콘 일시정전·휴업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가격 급등해 지난해 국민 순자산 ‘1000조’ 늘었다 <이코노미스트>

코스피는 전장대비 +34.30pt(+1.07%) 상승한 3,250.21pt에 마감. 미국 증

시 호조로 시장에 대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하며 상승 마감

다우지수는 전장대비 +25.35pt(+0.07%) 상승한 34,823.35pt에 마감. MS,

애플 등 다음주 실적을 발표할 대형 기술주가 오름세를 견인하며 상승 마

감

상해지수는 전장대비 +12.07pt(+0.34%) 상승한 3,574.73pt에 마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 소식과 반도체주의 강세 등으로 상

승 마감

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 제품 5년간 최대 25.8% 반덤핑 관세 <뉴시스>

웬디 셔먼 전격 방중…바이든-시진핑 '세기의 대화' 현실화하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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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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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사이언스

한국조선해양

닛케이지수는 바다의 날로 휴장

현대차 "하반기 아이오닉5 생산 안정화…판매 가속화 기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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