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로벌 증시 추이 전일종가 1D(%) 5D(%) 1M(%)

DOW 33,947.10 -1.40 +0.29 +4.76

NASDAQ 11,239.94 -1.93 +1.72 +7.30

S&P 500 3,998.84 -1.79 +0.88 +6.05

VIX 20.75 +8.87 -6.57 -15.48

필라델피아 반도체 2,738.05 -1.20 +2.21 +14.17

영국(FTSE100) 7,567.54 +0.15 +1.25 +3.17

독일(DAX) 14,447.61 -0.56 +0.45 +7.34

일본(NIKKEI225) 27,820.40 +0.15 -1.22 +2.28

대만 14,980.74 +0.07 +2.91 +15.00

홍콩 항셍 19,518.29 +4.51 +12.84 +20.77

홍콩 H 6,706.29 +5.30 +14.20 +22.32

상하이종합 3,211.81 +1.76 +4.33 +4.59 12/5 12/2 12/1 11/30

인도 62,834.60 -0.05 +0.53 +3.09 2,419.32 2,434.33 2,479.84 2,472.53

▶ 싱가폴 3,267.54 +0.26 +0.85 +4.39 -0.62 -1.84 +0.30 +1.61

▶ 브라질 7,325.60 +0.33 +1.33 +6.28 733.32 732.95 740.60 729.54

▶ 러시아(RTS) 1,114.69 +0.64 -0.69 +1.86 +0.05 -1.03 +1.52 +0.27

▶ MSCI 선진국 2,733.03 -0.29 +2.42 +9.01 12,976 13,434 14,608 17,473

▶ MSCI 이머징 973.85 -0.46 +4.63 +10.04 2,252 2,264 2,303 2,292

예상 확정 이전  ■ 증시 주변자금(십억원) 12/2 12/1 11/30 11/29 (단위: 억원)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30k - 225k 고객예탁금 48,180 49,655 46,675 48,238 기관 순매수 금액 금액

日 GDP SA (전기대비) -0.3% - -0.3% 신용융자(유가증권) 9,039 9,057 9,094 9,057 1
 KODEX MSCI Korea

TR
515.9 643.2

日 BoP 경상수지 ¥621.7b - ¥909.3b 신용융자(코스닥) 8,075 8,039 8,040 8,029 2  KODEX 200 468.5 412.3

韓 BoP 경상수지 - - $1611.2m 미수금(합계) 151 159 174 154 3  삼성전자 379.6 348.8

中 PPI 전년비 -1.5% - -1.3% 국내주식형 62,470 63,357 63,337 62,782 4  TIGER 200 293.3 301.6

中 CPI (전년대비) 1.6% - 2.1% (증감) -887 +20 +555 +55 5  LG생활건강 260.4 271.5

종가 1D(%) 5D(%) 1M(%) 해외주식형 33,851 33,809 33,507 33,470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금액

1,292.60 +0.61 +3.73 +8.45 (증감) +42 +302 +37 -298 1  NAVER 526.8 1,069.0

954.79 +1.31 +1.09 -0.46 주식혼합형 9,816 9,823 9,833 9,835 2  삼성SDI 264.0 1,060.8

185.65 -0.69 +0.21 +4.43 환율금리혼합형 18,292 18,305 18,311 18,360 3 호텔신라 256.4 515.6

1.05 -0.42 +1.46 +4.70 환율금리형 118,428 118,088 117,917 118,660 4  LG에너지솔루션 252.5 484.0

6.96 +1.31 +3.51 +3.85 MMF 161,823 155,965 154,834 158,213 5 카카오페이 225.2 411.2

전일종가 1D(bp) 5D(bp) 1M(bp)  ■ 원자재 전일종가 1D(%) 5D(%) 1M(%) 12/5 12/2 12/1 11/30

4.03 0.00 0.00 +6.00 WTI(NYMEX) 77.37 -3.26 +0.17 -16.46 313.91 315.02 322.02 321

5.54 0.00 +3.00 +60.00 두바이유(UAE) 80.10 -1.04 -6.63 -12.81 -0.35 -2.17 +0.32 +1.72

3.60 -1.30 -6.30 -52.30 천연가스(NYMEX) 5.62 -10.51 -16.25 -12.17 314.35 315.00 323.10 319.65

3.64 -2.60 -11.60 -20.10 금 1,768.68 -1.61 +1.57 +5.55 +0.44 -0.02 +1.08 -1.35

5.37 -1.60 -3.50 -29.20 은 22.27 -3.78 +6.36 +7.05 248,772 304,840 304,342 298,880

175.00 -1.00 -1.00 +25.00 구리(LME) 7,639.00 -0.50 -3.52 -2.35 312.95 313.55 321.70 317.90

3.58 +9.29 -10.21 -57.93 아연(LME) 3,318.50 +1.27 +0.30 +6.70 -4.2 -12.1 -11.4 -16

48.28 +51.73 +46.86 -405.52 밀(CBOT) 715.50 -2.95 -5.45 -15.60 -252.1 -337.8 -20.5 940.7

0.26 0.00 +0.20 -0.20 옥수수(CBOT) 628.75 -0.98 -5.98 -7.67

1.88 +2.40 -11.20 -41.50 대두(CBOT) 1,440.00 +0.10 -1.18 -0.79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3.75 -1.40 -16.10 -70.80 CRB 상품지수 270.35 -2.29 -0.94 -5.98 -3,338 -131 3,677 -208

2.87 -0.10 -12.10 -48.00 DDR4 4Gb 1.52 -0.65 -1.30 -7.32 3,260 -1,872 -1,351 -37

12.52 -29.30 -109.20 +64.60 Baltic Dry Index 1,324.00 -1.05 -1.71 +0.08 690 -9,813 7,56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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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3년(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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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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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3년

 ■ 선물시장 추이

 ■ 매매 동향

KOSPI200

수익률(%)

최근월물

시장베이시스

미결제약정수량

▶ 한국 증시

▶ 미국 증시

▶ 아시아 증시

외환보유액 넉 달 만에 증가…한국 세계 9위 수준 <TV조선>

코스피지수는 전장대비 -15.01pt(-0.62%) 하락한 2,419.32pt에 마감. 외국

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410대로 하락 마감.

다우지수는 전장대비 -482.78pt(-1.40%) 하락한 33,947.10pt에 마감. 연방

준비제도의 긴축 우려에 하락 마감.

상해종합지수는 전장대비 +55.67pt(+1.76%) 상승한 3,211.81pt에 마감. 중

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

美IRA에 맞불…EU도 막았던 '산업 보조금 살포' 시사 <이데일리>

 ■ 기관/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KOSPI

수익률(%)

시가총액(조원)

KOSDAQ

수익률(%)

거래대금(십억원)

 ■ 국내 증시 추이

12/09

December 06, 2022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LG화학

12/08

12/08

12/08

美·英 중앙은행, 내년 경기후퇴 언급…"물가 낮추려면 불가피" <한국경제>

美 임금 상승세 지속…연준 통화 정책에 부담 <뉴시스>

 ■ 시장 리뷰 & 코멘트  ■ 코스피/코스닥 추이(6M)

 ■ 주요 경제/산업 뉴스

 ■ 금주의 시장지표 및 이벤트

 크래프톤

 KODEX 200

 LG이노텍

닛케이지수는 전장대비 +42.50(+0.15%) 상승한 27,820.40pt에 마감. 저가

매수세와 중국의 봉쇄 완화 움직임에 힘입어 상승 마감.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회사채‧CP 금리도 진정세 <한국경제>

기관 순매도

 삼성전자

 KODEX MSCI Korea TR

외국인 순매도

원/100엔

원/위안

12/09

원/달러

 포스코케미칼

 SK하이닉스

12/09

 ■ 환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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