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 일일동향

(1.5일 )
(

금융시장분석과

◈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는 뉴욕증시 상승 및 외국인 순매수 영향
등으로 상승 환율도 소폭 상승 금리는 하락
ㅇ 코스피는 기관 및 외국인 순매수 영향 등으로
상승
코스닥도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상승 월이후 최고치
,

)

,

+1.3%

-

+2.5%

(‘07.7

)

*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억원) : (외국인) +2,466 (기관) +1,021 (개인) △3,705
* 주체별 코스닥 순매수(억원) : (외국인) +1,855 (기관) △1,422 (개인) △380

ㅇ 원달러 환율은 美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관망세 속에서 소폭
원 상승
ㅇ 국채금리는 최근 가격 하락에 따른 채권 매수 영향 등으로 단기물
중심으로 하락 년물 △
년물 △
□ 주가 코스피는 뉴욕 증시 상승 기관 및 외국인 순매수 영향 등으로
전기전자
통신
업종 등을 중심으로 상승
ㅇ 코스닥도 외국인 순매수 영향 등으로 상승 월 이후 최고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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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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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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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3%)

(‘07.7

)

(단위:pt) 16년말 17년말 12.28 18.1.4 18.1.5 전일비 전주비 17년말비 16년말비
KOSPI 2,026 2,467 2,467 2,466 2,498 +1.3% +1.2% +1.2% +23.2%
KOSDAQ 631 798 798 808 828 +2.5% +3.7% +3.7% +31.1%

□ 환율 원달러 환율은 美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관망세
속에서 저가 인식에 따른 달러화 매수 영향 등으로 소폭 상승
(

)

(단위:원) 16년말 17년말 12.28 18.1.4 18.1.5 전일비 전주비 17년말비 16년말비
원/달러 1,207.7 1,070.5 1,070.5 1,062.2 1,062.7 +0.0% △0.7% △0.7% △12.0%
원/100엔 1,036.3 948.4 948.4 942.1 939.6 △0.3% △0.9% △0.9% △9.3%

□ 금리 국채금리는 저가 인식에 따른 채권 매수 영향 등으로 하락
(

)

(단위:%) 16년말 17년말
CD91일 1.520 1.660
국고3년 1.638 2.135
국고10년 2.074 2.469
회사채(AA-) 2.128 2.678
장단기스프레드 43.6 33.4
신용스프레드 49.0 54.3

12.28 18.1.4 18.1.5
1.660 1.660 1.660
2.134 2.142 2.099
2.469 2.523 2.518
2.678 2.676 2.644
33.5 38.1 41.9
54.4 53.4 54.5

전일비
0.0bp
△4.3bp
△0.5bp
△3.2bp
+3.8bp
+1.1bp

전주비 17년말비 16년말비
0.0bp 0.0bp +14.0bp
△3.5bp △3.6bp +46.1bp
+4.9bp +4.9bp +44.4bp
△3.4bp △3.4bp +51.6bp
+8.4bp +8.5bp △1.7bp
+0.1bp +0.2bp +5.5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