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로벌 증시 추이 전일종가 1D(%) 5D(%) 1M(%)

DOW 35,061.55 +0.68 +1.08 +1.82

NASDAQ 14,836.99 +1.04 +2.84 +3.32

S&P 500 4,411.79 +1.01 +1.96 +3.06

VIX 17.20 -2.77 -6.78 +10.12

필라델피아 반도체 3,280.06 +0.63 +4.28 +1.19

영국(FTSE100) 7,027.58 +0.85 +0.28 -1.52

독일(DAX) 15,669.29 +1.00 +0.83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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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17,572.92 +0.00 -1.80 +0.40

홍콩 항셍 27,321.98 -1.45 -2.44 -6.71

홍콩 H 9,839.05 -1.67 -3.09 -9.55

상하이종합 3,550.40 -0.68 +0.31 -1.58 7/23 7/22 7/21 7/20

인도 52,975.80 +0.26 -0.34 +0.10 3,254.42 3,250.21 3,215.91 3,232.70

▶ 싱가폴 3,157.05 -0.07 +0.54 +1.14 +0.13 +1.07 -0.52 -0.35

▶ 브라질 7,394.35 +0.11 +0.63 +1.18 1,055.50 1,050.25 1,042.03 1,043.64

▶ 러시아(RTS) 1,595.86 -0.24 -0.45 -4.56 +0.50 +0.79 -0.15 -0.59

▶ MSCI 선진국 3,072.38 +0.85 +3.25 +1.57 24,699 26,759 26,919 28,466

▶ MSCI 이머징 1,311.30 -1.14 -2.15 -4.95 2,730 2,725 2,698 2,710

예상 확정 이전  ■ 증시 주변자금(십억원) 7/22 7/21 7/20 7/19 (단위: 억원)

日 - - 52.4pt 고객예탁금 68,073 67,943 67,797 68,142 기관 순매수 금액 금액

美 800k - 769k 신용융자(유가증권) 13,583 13,641 13,632 13,664 1 NAVER 974.7 2,754.9

韓 6.1% - 1.9% 신용융자(코스닥) 11,037 11,078 11,098 11,108 2 삼성전자 561.1 1,167.8

美 124.0pt - 127.3pt 미수금(합계) 338 336 301 415 3 POSCO 487.2 639.8

美 - - -4.0% 국내주식형 57,385 56,712 56,958 57,193 4 삼성SDI 411.6 330.0

美 0.3% - 0.3% (증감) +673 -246 -235 -317 5 KODEX 레버리지 382.6 277.3

종가 1D(%) 5D(%) 1M(%) 해외주식형 25,233 25,174 25,090 25,043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금액

1,150.57 -0.05 -0.94 -1.14 (증감) +59 +84 +47 +55 1 우리금융지주 2,058.8 917.9

1,044.99 +0.16 +0.34 +2.11 주식혼합형 9,105 9,101 9,097 9,052 2 한국금융지주 763.3 797.9

177.52 -0.00 -0.39 -1.43 환율금리혼합형 21,746 21,716 21,696 21,556 3 LG전자 645.1 633.3

1.18 +0.03 -0.22 -1.27 환율금리형 133,122 133,187 133,300 133,196 4 POSCO 643.9 516.9

6.48 -0.16 -0.03 -0.11 MMF 168,617 168,917 168,082 167,938 5 포스코인터내셔널 517.5 492.7

전일종가 1D(bp) 5D(bp) 1M(bp)  ■ 원자재 전일종가 1D(%) 5D(%) 1M(%) 7/23 7/22 7/21 7/20

0.70 0.00 0.00 +4.00 WTI(NYMEX) 72.29 +0.31 +8.84 -2.38 431.55 431.38 426 428.55

0.97 0.00 0.00 0.00 두바이유(UAE) 72.81 +0.73 -0.03 +1.95 +0.04 +1.26 -0.60 -0.31

1.39 -0.30 -7.90 +5.20 천연가스(NYMEX) 4.01 -1.16 +6.19 +14.79 431.50 431.50 425.65 428.50

0.92 +0.10 -3.50 +1.60 금 1,801.79 -0.02 -0.60 +1.31 -0.05 +0.12 -0.35 -0.05

1.84 -0.30 -6.70 -5.20 은 25.18 +0.02 +0.03 -3.56 247,174 249,151 252,247 243,660

41.00 0.00 +2.00 +6.00 구리(LME) 9,626.75 +1.82 +4.64 +2.06 430.90 430.55 425.15 428.00

1.28 -0.20 -1.40 -20.89 아연(LME) 2,975.75 +1.41 +0.63 +2.34 3.3 36.5 -15.5 -3.8

8.58 +8.47 +9.12 -3.40 밀(CBOT) 684.00 -1.19 -1.23 +3.44 -21.6 137.6 -440.1 53.5

0.02 0.00 -0.70 -3.80 옥수수(CBOT) 547.25 -3.06 -1.57 -17.61

-0.42 +0.60 -6.70 -24.20 대두(CBOT) 1,401.00 -1.08 -3.69 +1.16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0.62 -1.90 -8.90 -27.70 CRB 상품지수 216.60 +0.12 +1.89 +2.94 1,810 -88 -1,447 -276

0.27 -1.50 -1.60 -17.90 DDR4 4Gb 3.21 -0.93 -0.93 +5.25 448 -2,630 1,699 483

9.26 +6.10 +3.40 -0.20 Baltic Dry Index 3,199.00 +3.09 +5.26 -1.72 -12,536 17,409 -4,297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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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시는 '체육의 날'로 휴장

디디추싱, '中 역대급 징계' 가능성에 주가 폭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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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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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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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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커버그 “페이스북, SNS 탈피 5년내 ‘메타버스’ 기업으로” <이데일리>

화재위험' 볼트EV 다시 리콜···LG, 배터리 모듈 제조결함 인정 <서울경제>

코스피는 전장대비 +4.21pt(+0.13%) 상승한 3,254.42pt에 마감. 전날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코

로나19 확산 및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상승폭은 제한적

다우지수는 전장대비 +238.20pt(+0.68%) 상승한 35,061.55pt에 마감.

S&P500 기업의 4분의1 이상이 분기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88%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으며 상승 마감

상해지수는 전장대비 -24.34pt(-0.68%) 하락한 3,550.40pt에 마감. 중국 당

국이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에 강력한 처벌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중국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

중국, 한국 수입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파이낸셜뉴스>

인텔 CEO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 2023년까지 이어질 것" <서울경제>

 ■ 선물시장 추이

 ■ 매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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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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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anta Morning Snapsh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