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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지표(1/19일) 

지수 종가 전일비(pt) 등락률 YTD

한국 KOSPI 2,842 -22.0 -0.8% -4.5%

KOSDAQ 934 -10.0 -1.1% -9.7%

미국 Dow 35,029 -339.8 -1.0% -3.6%

S&P500 4,533 -44.3 -1.0% -4.9%

Nasdaq 14,340 -166.7 -1.1% -8.3%

유럽 Eurostoxx50 4,268 10.5 0.2% -0.7%

영국FTSE100 7,590 26.1 0.3% 2.8%

독일DAX 15,810 37.2 0.2% -0.5%

프랑스CAC40 7,173 39.1 0.5% 0.3%

아시아 중국상해종합 3,558 -11.7 -0.3% -2.2%

홍콩항셍 24,128 15.1 0.1% 3.1%

일본닛케이225 27,467 -790.0 -2.8% -4.6%

대만가권 18,227 -151.2 -0.8% 0.0%

채권 (%,bp) 종가 1D 1W YTD

한국국고채 10년물 2.530 -0.9 11.5 27.5

한국국고채 3년물 2.067 -4.0 8.0 27.2

미국채 10년물 1.865 -0.9 12.2 35.5

미국채 2년물 1.055 1.3 13.6 32.3

장단기금리차(10년-2년) 81.0bp 83.1 82.4 77.8

환율 및 원자재 등 종가 1D 1W YTD

USD/KRW 1,188.24 -0.4% 0.2% 0.0%

미달러지수 95.58 -0.2% 0.7% -0.1%

WTI 국제유가 86.4 1.1% 4.5% 14.9%

금(Gold) 1,840.4 1.5% 0.8% 0.6%

비트코인 41,738.1 -1.6% -4.7% -9.9%

구리 444.7 1.5% -2.8% -0.4%

주가변동성(VIX) 23.85 4.7% 35.4% 38.5%

 전일 미국증시 주요지수는 반등 출발 후 모두 하락

전환하며 1% 전후로하락함

 이 날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뱅크오브아메리

카(+0.4%), 모건스탠리(+1.8%)는 상승. 그러나

이를제외한 금융주의실적은부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상승세는 잠시 진정된 모

습, 그러나 2년물 금리의 상승은 지속됨. 통화정책

긴축에대한 두려움이이어지고있음

 필수소비, 유틸리티 등 방어적인업종의 상대적강세

가 지속됨

증시 코멘트 S&P500 섹터 등락률

미국 어도비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전일 미국증시 특징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0.2%), 어도비(+0.6%), 세일즈포스(+0.1%)

등 지난해 말부터 상대적으로 약세를 이어갔던 소

프트웨어 업종의 하락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나

타났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면 반도체 등 연말에

소프트웨어 대비 상대적으로 강했던 하드웨어 업

종이전반적으로약세를 보였음

 예컨대 어도비의 경우 연초 이후 추가 9% 가량의

낙폭을 보이며 고점대비 25% 이상 하락한 상황

에서 최근 약 2주간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

나고있음

 저점신호로 보긴 이르나, 미리 하락하기 시작한 업

종의가격조정은 1차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

Big Stone’s
Keyword

“ 희망회로 ” 

빅스톤이꼽은 오늘의키워드는희망회로입니다.

나스닥지수가 조정국면에 진입했습니다.장중 고가 기준으로는 -11.5%입니다. KOSPI는 지난해 고

가이후 -14.3%입니다.변동성지수가연초이후 38%급등,주식시장불안이높아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전일 특징으로만 봤을 때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1차적 가격조정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어도비가 고점대비 -30% 부근에 접근

하자 2주째 더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매크로 환경 하에서 반등의 신호는 아직 보이진 않

지만,이미가격조정이진행된종목들부터기간조정국면으로진입할가능성도있다는판단입니다.

MarketAnalyst 강대석 02)368-6165_  ds.kang@eugen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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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52주 최저에 근접

전일국내증시는..

KOSPI 업종동향(%,억원)

업종명 등락률 개인 순매수 외인 순매수

보험업 1.5 -287.5 222.9 

의약품 1.0 -739.5 733.5 

유통업 0.4 -194.3 145.2 

건설업 0.1 -114.7 204.6 

전기가스업 0.1 -6.2 -8.3 

통신업 -0.0 -132.2 -8.5 

철강금속 -0.1 -87.7 -169.8 

증권 -0.2 -30.1 29.0 

금융업 -0.2 -1,009.5 915.2 

비금속광물 -0.4 -7.4 -46.2 

음식료품 -0.7 -21.9 5.9 

섬유의복 -0.7 -3.7 -14.4 

코스피 -0.8 -293.7 344.0 

제조업 -0.9 531.9 -494.2 

전기전자 -0.9 574.1 -392.8 

종이목재 -1.0 2.0 -1.8 

운수창고업 -1.1 79.6 56.6 

기계 -1.1 58.4 -3.4 

운수장비 -1.1 703.9 -351.4 

서비스업 -1.4 660.0 -538.1 

의료정밀 -1.7 60.6 -32.6 

화학 -2.0 -6.8 -221.3 

은행 -2.5 101.3 -81.6 

전일KOSPI는상승전환했다가다시하락하며0.77%

(-21.96pt) 하락한 2,842.28pt에 마감. KOSDAQ은

1.06%(-10.05pt)하락한933.89pt에마감

마이크로소프트의블리자드인수소식에경쟁제품인

플레이스테이션을보유한일본의소니(-12.8%)는급

락했고,국내유통권을보유한손오공(+30.0%)은상

한가를기록

국내증시는 LG에너지솔루션 청약 마지막날을 맞아

KOSPI 거래대금이 9조원대로 감소하며 부진. KOSPI

22개 업종 중 5개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셀트리온

(+4.7%)과삼성바이오로직스(+1.2%)가모처럼반등

하며의약품업종이강세.코스닥시총1위도다시셀트

리온헬스케어(+3.4%)에게돌아감

최근이어지고있는특징은전일국내외증시나오늘

국내증시에서도기술주는내리고통신과같은방어적

업종이상대적으로선방하고있다는것.한편,이날은

유통,건설과같은업종이반등.KOSPI PBR이현재1.1

배수준으로추정되는가운데유통,건설과같은업종

은최근하락국면에서0.6배수준에진입.최근금리급

등에따른경기부담우려도 1차적으로는반영되었을

가능성

1/18일(조원) 전일비(억원) 전주비(억원)

고객예탁금 70.4 -38,726 50,462 

신용잔고(KOSPI) 12.3 624 849 

신용잔고(KOSDAQ) 11.3 -568 12 

미수금잔고 0.3 233 420 

증시자금동향

Key Chart

KOSPI 대비 PBR 낮은 업종들

자료: Quantiwise(FY1),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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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국내증시는..

개인 KOSPI 순매수/순매도 상위

외인 KOSPI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명 주가
(원, 수정주가)

등락률(%) 순매수대금
(억원)

종목명 주가
(원, 수정주가)

등락률(%) 순매수대금
(억원)

1 NAVER 332,500 -1.6 555 셀트리온 167,000 4.7 -578 

2 삼성전기 187,500 -2.1 481 KODEX 200선물인버스2X 2,335 1.3 -530 

3 SK아이이테크놀로지 141,500 -6.0 398 SK하이닉스 127,000 0.4 -492 

4 KODEX 레버리지 21,925 -1.5 347 LG이노텍 371,500 3.8 -379 

5 LG화학 653,000 -5.9 325 하나금융지주 46,950 3.3 -349 

6 삼성전자 76,300 -0.9 322 신한지주 39,500 1.5 -237 

7 기아 81,000 -1.5 321 SK이노베이션 261,500 -3.9 -191 

8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2,760 -2.7 262 KT 31,900 0.6 -141 

9 크래프톤 324,500 -4.7 237 카카오 90,400 -1.7 -121 

10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15,910 -4.3 237 S-Oil 95,200 3.8 -113 

종목명 주가
(원, 수정주가)

등락률(%) 순매수대금
(억원)

종목명 주가
(원, 수정주가)

등락률(%) 순매수대금
(억원)

1 SK하이닉스 127,000 0.4 630 NAVER 332,500 -1.6 -475 

2 셀트리온 167,000 4.7 484 삼성전기 187,500 -2.1 -426 

3 하나금융지주 46,950 3.3 329 SK아이이테크놀로지 141,500 -6.0 -290 

4 KODEX 200선물인버스2X 2,335 1.3 307 LG화학 653,000 -5.9 -252 

5 KB금융 61,900 0.3 203 POSCO 284,500 -0.5 -250 

6 SK바이오사이언스 186,000 -1.3 159 엔씨소프트 582,000 0.7 -195 

7 메리츠화재 50,600 3.0 142 기아 81,000 -1.5 -155 

8 카카오 90,400 -1.7 126 삼성SDI 661,000 -2.1 -140 

9 신한지주 39,500 1.5 112 카카오뱅크 41,800 -3.5 -120 

10 LG디스플레이 22,700 -1.9 85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11,925 -3.4 -95 

테마 Best & Worst 5

전일국내증시에서는에너지,보험과같은유가및금리

상승에수혜가예상되는업종의강세가지속됨.한편,마

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소식으로 블리자드의

게임유통권협력파트너인손오공(+30.0%)이상한가

를기록,캐릭터상품테마가테마상승률1위

반면LG에너지솔루션상장이슈로최근주가가견조했

던2차전지관련업종이반락하는모습을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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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사는자료작성일기준으로지난3개월간해당종목에대해서유가증권발행에참여한적이없습니다

당사는본자료발간일을기준으로해당종목의주식을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당사는동자료를기관투자가또는제3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자료작성일현재동종목과관련하여재산적이해관계가없습니다

동자료에게재된내용들은조사분석담당자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

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동자료는당사의제작물로서모든저작권은당사에게있습니다

동자료는당사의동의없이어떠한경우에도어떠한형태로든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

동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리서치센터가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당사는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

보장할수없습니다. 

따라서어떠한경우에도자료는고객의주식투자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에대한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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