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로벌 증시 추이 전일종가 1D(%) 5D(%) 1M(%)

DOW 34,053.94 -0.11 +0.31 +2.74

NASDAQ 12,200.82 +3.25 +5.98 +16.57

S&P 500 4,179.76 +1.47 +2.94 +8.86

VIX 18.73 +4.81 0.00 -13.57

필라델피아 반도체 3,141.84 +2.22 +5.91 +24.08

영국(FTSE100) 7,820.16 +0.76 +0.76 +4.94

독일(DAX) 15,509.19 +2.16 +2.49 +10.23

일본(NIKKEI225) 27,402.05 +0.20 +0.14 +5.01

대만 15,595.16 +1.14 +4.48 +9.64

홍콩 항셍 21,958.36 -0.52 -2.70 +9.00

홍콩 H 7,505.79 -0.72 -2.61 +9.83

상하이종합 3,285.67 +0.02 +1.40 +5.43 2/2 2/1 1/31 1/30

인도 59,932.24 +0.38 -0.45 -2.22 2,468.88 2,449.80 2,425.08 2,450.47

▶ 싱가폴 3,363.68 -0.41 -0.40 +3.63 +0.78 +1.02 -1.04 -1.35

▶ 브라질 7,511.65 +0.13 +0.58 +8.14 764.62 750.96 740.49 738.62

▶ 러시아(RTS) 1,004.08 +0.16 +1.85 +3.45 +1.82 +1.41 +0.25 -0.35

▶ MSCI 선진국 2,809.94 +0.90 +1.16 +7.96 17,714 17,231 18,270 16,581

▶ MSCI 이머징 1,042.79 +1.10 -0.92 +9.04 2,247 2,225 2,202 2,220

예상 확정 이전  ■ 증시 주변자금(십억원) 2/1 1/31 1/30 1/27 (단위: 억원)

中 제조업 PMI 50.1pt 50.1pt 47.0pt 고객예탁금 51,522 49,275 47,124 47,229 기관 순매수 금액 금액

日 실업률 2.5% 2.5% 2.5% 신용융자(유가증권) 8,287 8,177 8,231 8,260 1  SK이노베이션 426.9 781.8

韓 수출 YoY -11.1% -16.6% -9.5% 신용융자(코스닥) 7,967 7,918 7,869 7,831 2  NAVER 393.9 251.4

美 ISM 제조업지수 48.0pt 47.4pt 48.4pt 미수금(합계) 212 184 184 162 3
 KODEX 코스닥150레

버리지
343.3 246.0

美 FOMC 금리 결정 (상한) 4.75% 4.75% 4.50% 국내주식형 62,429 62,046 62,472 62,765 4  카카오 328.7 234.9

韓 CPI (전년대비) 5.0% 5.2% 5.0% (증감) +383 -426 -293 +99 5  삼성전기 194.8 233.7

종가 1D(%) 5D(%) 1M(%) 해외주식형 33,580 33,441 33,665 33,585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금액

1,220.40 +0.94 +0.89 +4.27 (증감) +139 -224 +80 +243 1  삼성전자 3,242.7 338.8

950.35 +0.14 -0.32 +2.24 주식혼합형 9,733 9,738 9,740 9,744 2  SK하이닉스 1,159.2 331.1

181.31 0.00 -0.01 +1.38 환율금리혼합형 17,049 17,055 17,073 17,111 3 LG에너지솔루션 322.7 286.8

1.09 0.00 +0.39 +3.43 환율금리형 121,097 120,962 121,453 122,172 4  아모레퍼시픽 302.5 209.7

6.73 +0.16 +0.92 +2.49 MMF 195,947 190,571 192,213 190,402 5 카카오 239.4 171.7

전일종가 1D(bp) 5D(bp) 1M(bp)  ■ 원자재 전일종가 1D(%) 5D(%) 1M(%) 2/2 2/1 1/31 1/30

3.52 -7.00 -13.00 -46.00 WTI(NYMEX) 75.92 -0.64 -6.28 -5.41 323.93 321.19 317.26 322.67

4.43 -5.00 -22.00 -75.00 두바이유(UAE) 80.07 -0.31 -0.82 +3.72 +0.85 +1.24 -1.68 -1.62

3.20 -7.50 -7.50 -56.50 천연가스(NYMEX) 2.45 -0.81 -16.85 -45.30 325.10 322.85 318.65 323.85

3.43 -2.20 -3.00 -30.10 금 1,912.74 +0.00 -0.79 +3.98 +1.17 +1.66 +1.39 +1.18

4.18 -9.10 -18.40 -108.50 은 23.47 0.00 -0.58 -2.25 306,416 309,219 306,901 306,598

95.00 -1.00 -9.00 -50.00 구리(LME) 9,087.00 -1.47 -2.44 +8.54 326.80 324.70 320.60 325.60

3.39 -2.39 -10.20 -48.21 아연(LME) 3,349.50 -1.17 -2.91 +12.68 0.4 -23.5 -11.7 -8.7

18.45 +17.53 +15.09 -429.52 밀(CBOT) 760.00 +0.03 +1.00 -4.04 -28.7 1.7 52.2 72.4

0.50 +0.60 +0.50 +7.60 옥수수(CBOT) 674.50 -0.95 -1.17 -0.59

2.08 -20.40 -13.60 -36.40 대두(CBOT) 1,534.25 +0.92 +0.71 +0.99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3.90 -39.30 -13.10 -66.00 CRB 상품지수 271.63 -0.06 -2.83 -2.20 7,660 -989 -7,276 605

3.00 -28.50 -18.90 -51.80 DDR4 4Gb 1.32 -0.75 -2.94 -10.20 -5,827 3,432 2,282 113

13.10 -2.30 -2.00 +40.90 Baltic Dry Index 668.00 -1.91 -1.33 -55.91 5,958 -8,169 3,75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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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증시

▶ 미국 증시

▶ 아시아 증시

ASM, 한국에 1억달러 투자…첨단 증착장비 신공장·R&D센터 확대 <전자신문>

코스피지수는 전장대비 19.08pt(+0.78%) 상승한 2,468.88pt에 마감. 미 연

준의 25bp 금리인상 발표와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 상승에 따른 국내 증시

기술주들의 강세로 상승 마감

다우지수는 전장대비 39.02pt (-0.11%) 하락한 34,053.94pt에 마감. 나스닥

이 3% 이상 상승한 데 반해 약화된 기업 실적 전망 영향으로 우량주 중심

의 다우 존스는 혼조세 보이며 하락 마감

상해종합지수는 전장대비 0.75pt (+0.02%) 상승한 3,285.67pt에 마감. 미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신호 영향으로 장 초반 오름세를 보이다 차익실현

매물 유입으로 혼조세 보이며 강보합 마감

미국 Fed “인플레 완화 시작됐다” <문화일보>

 ■ 기관/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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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증시 추이

02/02

February 03, 2023

 삼성전자

 KB금융

 삼성물산

01/31

02/01

01/31

한국은 물론 미중도 부동산 침체, 세계 경기회복 최대 걸림돌  <뉴스1>

美 Fed, 이번엔 25bp만 올렸지만…뜨거운 노동시장이 변수 <한국경제>

 ■ 시장 리뷰 & 코멘트  ■ 코스피/코스닥 추이(6M)

 ■ 주요 경제/산업 뉴스

 ■ 금주의 시장지표 및 이벤트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대한항공

닛케이지수는 전장대비 55.17pt (+0.20%) 상승한 27,402.05pt에 마감. 미

증시 기술주의 상승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 및 성장주에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마감

1월 소비자물가 5.2%↑…3개월만에 상승 폭 확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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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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