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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Briefing

증시지표(11/17일) 

지수 종가 전일비(pt) 등락률 YTD

한국 KOSPI 2,962 -34.8 -1.2% 3.1%

KOSDAQ 1,031 -4.2 -0.4% 6.5%

미국 Dow 35,931 -211.2 -0.6% 17.4%

S&P500 4,689 -12.2 -0.3% 24.8%

Nasdaq 15,922 -52.3 -0.3% 23.5%

유럽 Eurostoxx50 4,401 -0.7 -0.0% 23.9%

영국FTSE100 7,291 -35.8 -0.5% 12.9%

독일DAX30 16,251 3.3 0.0% 18.5%

프랑스CAC40 7,157 4.3 0.1% 28.9%

아시아 중국상해종합 3,537 15.6 0.4% 1.9%

홍콩항셍 25,650 -63.7 -0.2% -5.8%

일본닛케이225 29,688 -119.8 -0.4% 8.2%

대만가권 17,764 70.9 0.4% 20.6%

채권 (%,bp) 종가 1D 1W YTD

한국국고채 10년물 2.352 3.0 3.5 63.0

한국국고채 3년물 1.965 1.0 8.3 99.5

미국채 10년물 1.589 -4.5 4.0 67.6

미국채 2년물 0.498 -2.0 -1.5 37.7

장단기금리차(10년-2년) 109.1bp 111.6 103.6 79.2

환율 및 원자재 종가 1D 1W YTD

USD/KRW 1,180.59 -0.3% -0.4% 8.7%

USD/EUR 1.13 0.0% -1.4% -7.3%

USD/JPY 114.08 -0.6% 0.1% 10.5%

미달러지수 95.79 -0.1% 1.0% 6.5%

WTI 국제유가($) 78.36 -3.0% -3.7% 61.5%

GOLD($) 1,867.48 0.9% 1.0% -1.6%

SILVER($) 25.09 1.0% 1.8% -5.0%

 전일미국증시 주요지수는모두소폭 하락마감

 최근 실적발표 중인 소매판매 업체들은 연이은 호실

적을 발표. 그러나, 필수소비 업종과 경기소비 업종

간 가격전가력을계기로 주가엇갈림 발생

 한편, 아마존이영국에서 수수료를 이유로 비자를 통

한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 비자(-4.7%)뿐 아니

라 페이팔(-4.3%), 마스터카드(-2.8%) 등 결제 관

련 업체에도부정적압력으로작용

증시 코멘트 S&P500 섹터별 등락률

 전일 국내증시에서도, 미국증시에서도 다시 코로나

19 확진자 수에대한 우려가일부 나타났음

 실제로 11월 들어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며, 독일 등

국가에서는 다시 방역 및 일부지역 봉쇄조치를 검토

중이라는언론 보도도확산됐음

 실제로 봉쇄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글로벌 증시에 타

격을주겠지만, 정작아직까지유럽증시는순항 중

 따라서 코로나19는 직접적 하락 원인이 되기에 부족

하다는 판단. 다만 금융시장이 핑곗거리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시장의피로도를의미한다고 볼수는 있음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수 유럽 중심 다시 증가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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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명 ” 

빅스톤이꼽은 오늘의키워드는변명입니다.

전일 미국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가 11월 들어 유럽 등에서 다시 확산되는 모습이 나

타나고있다는것을핑계로에너지,금융등 경기민감업종중심으로약세가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에너지, 금융 업종은 올해 들어 미국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들입니다. 그간 증시

에서 코로나19의 민감도가 하락했었는데, 최근의 재확산 가능성을 변명 삼아 사상최고치 부근에서

많이오른업종중심의차익실현이나타난정도라고판단됩니다.

MarketAnalyst 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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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물 대량매도에

흔들린 KOSPI

전일국내증시는..

개인 KOSPI 순매수 상위

외인 KOSPI 순매수 상위

종목명 주가
(원, 수정주가)

등락률
(%)

순매수대금
(억원)

1 삼성전자 70,700 -0.8 875 

2 KODEX 레버리지 22,990 -2.4 828 

3 NAVER 401,000 -1.1 519 

4 카카오 125,000 -2.0 475 

5 POSCO 276,000 -2.7 407 

6 KODEX K-메타버스액티브 14,995 3.8 396 

7 두산중공업 25,400 -1.2 334 

8 SK이노베이션 222,500 -2.8 319 

9 SK아이이테크놀로지 167,500 -1.2 316 

10 대한항공 29,850 -2.0 273 

종목명 주가
(원, 수정주가)

등락률
(%)

순매수대금
(억원)

1 삼성전자 70,700 -0.8 1,080 

2 크래프톤 567,000 3.7 760 

3 엔씨소프트 725,000 2.8 572 

4 후성 24,750 0.8 516 

5 SK하이닉스 110,500 -1.3 467 

6 삼성SDI 762,000 0.3 376 

7 LG디스플레이 21,700 5.1 212 

8 DB하이텍 67,400 2.1 155 

9 LG전자 123,000 -0.8 147 

10 코리아써키트 22,800 11.5 120 

KOSPI 업종동향(%,억원)

업종명 등락률 개인 순매수 외인 순매수

은행 0.4 -73.8 47.3 

의료정밀 0.4 -85.5 88.1 

통신업 -0.4 34.0 66.4 

운수장비 -0.5 558.1 96.3 

서비스업 -0.6 -270.5 1,097.1 

전기전자 -0.7 472.6 2,424.2 

금융업 -1.1 1,416.0 -900.6 

기계 -1.2 445.1 -302.6 

코스피 -1.2 7,259.9 1,032.0 

종이목재 -1.2 10.5 -10.3 

제조업 -1.2 4,634.3 1,184.8 

음식료품 -1.2 168.3 -86.4 

증권 -1.5 204.6 -126.4 

전기가스업 -1.5 179.0 -81.0 

유통업 -1.6 474.5 -155.3 

비금속광물 -1.8 142.6 -138.3 

화학 -1.8 1,218.1 7.0 

건설업 -2.0 338.8 -165.7 

철강금속 -2.4 659.7 -453.0 

운수창고업 -2.7 344.6 106.8 

보험업 -2.8 386.8 -171.8 

섬유의복 -3.0 143.8 -91.9 

의약품 -3.1 900.9 -348.3 

전일KOSPI는장초반급락한후반등없이1.16%(-34.79pt)

하락한2,962.42pt에마감.KOSDAQ은0.41%(-4.20pt)하락

한1,031.26pt에마감

KOSPI 22개업종중 20개업종이하락했고,하락종목수가

730개로상승종목수(157개)를압도하는등시장전반에매도

심리우위.코로나19확진자수가3,000명을상회하며경기민

감업종약세가뚜렷.비대면관련일부테마만강세를보인가

운데,게임/NFT/메타버스의강세는꾸준히이어졌음

외국인투자자는이날선물시장에서 1.2조원을순매도하며

지난4거래일간기록한9천억원가량순매수를모두되돌림

여전히높은원자재가격수준에달러가치도상승하며수입물

가상승이우려되는한국,일본,인도등지역들이약세.장중

달러화지수는2020년7월이후14개월만에96pt를상회하기

도했음.미국소매판매호조등미국경기가견조한가운데,미

국외지역에대한외국인투자심리가악화된것으로판단됨

11/16일(조원) 전일비(억원) 전주비(억원)

고객예탁금 66.4 21,908 28,507 

신용잔고(KOSPI) 12.7 -852 -1,528 

신용잔고(KOSDAQ) 10.8 136 -440 

미수금잔고 0.6 -15 3,458 

증시자금동향



Compliance Notice 당사는자료작성일기준으로지난3개월간해당종목에대해서유가증권발행에참여한적이없습니다

당사는본자료발간일을기준으로해당종목의주식을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당사는동자료를기관투자가또는제3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자료작성일현재동종목과관련하여재산적이해관계가없습니다

동자료에게재된내용들은조사분석담당자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

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동자료는당사의제작물로서모든저작권은당사에게있습니다

동자료는당사의동의없이어떠한경우에도어떠한형태로든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

동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리서치센터가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당사는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

보장할수없습니다. 

따라서어떠한경우에도자료는고객의주식투자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에대한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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