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Macro | 2022.1.24

Weekly

증시지표(1/21일) 

지수 종가 전일비(pt) 등락률 YTD

한국 KOSPI 2,834 -28.4 -1.0% -4.8%

KOSDAQ 943 -15.9 -1.7% -8.8%

미국 Dow 34,265 -450.0 -1.3% -5.7%

S&P500 4,398 -84.8 -1.9% -7.7%

Nasdaq 13,769 -385.1 -2.7% -12.0%

유럽 Eurostoxx50 4,230 -70.0 -1.6% -1.6%

영국FTSE100 7,494 -90.9 -1.2% 1.5%

독일DAX 15,604 -308.5 -1.9% -1.8%

프랑스CAC40 7,069 -125.6 -1.7% -1.2%

아시아 중국상해종합 3,523 -32.5 -0.9% -3.2%

홍콩항셍 24,966 13.2 0.1% 6.7%

일본닛케이225 27,522 -250.7 -0.9% -4.4%

대만가권 17,899 -319.0 -1.8% -1.8%

채권 (%,bp) 종가 1D 1W YTD

한국국고채 10년물 2.542 -1.3 7.8 28.7

한국국고채 3년물 2.135 2.2 9.0 34.0

미국채 10년물 1.758 -4.6 -2.6 24.8

미국채 2년물 1.001 -2.3 3.5 26.9

장단기금리차(10년-2년) 75.7bp 77.9 81.7 77.8

환율 및 원자재 등 종가 1D 1W YTD

USD/KRW 1,192.60 0.0% 0.2% 0.3%

미달러지수 95.64 -0.1% 0.5% 0.0%

WTI 국제유가 85.1 -2.0% 1.6% 13.2%

금(Gold) 1,835.4 -0.2% 1.0% 0.3%

비트코인 36,692.4 -11.2% -15.3% -20.8%

구리 452.4 -1.3% 2.3% 1.4%

주가변동성(VIX) 28.85 12.7% 50.3% 67.5%

 전주말 미국증시 주요지수는 4일 연속 모두 하락. 나

스닥 지수는 고점대비 -15.1%를 기록, 주간으로는

7.6% 하락해 팬데믹 위기로 2020년 3월 주간

12.6% 하락한 이래 최대 낙폭

 20일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21.8%)

를 비롯해 기술주 전반적으로 급락세가 나타나며 지

수 하락을 주도

 강보합에 마감한 필수소비와 부동산, 유틸리티 등 방

어적 업종의 상대적 강세가 연말 이후 계속해서 이어

지고 있는 모습

증시 코멘트 S&P500 섹터 등락률

글로벌 주요증시 주간 등락현황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미국증시가 조정국면에 진입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주요증시에서 가장 부진한 주간

 국내증시도 3% 가량 하락하는 등 연초 이후 글로

벌 주요증시 대부분이 약세

 반면, 2021년 글로벌 주요증시 중 가장 부진했던

중국 및 홍콩 증시가 글로벌증시 대비 아웃퍼폼하

고 있음. 중국정부의 이어지는 완화기조와 카지노

등 일부 규제 완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판단됨

Big Stone’s
Keyword

“ 리스크 관리 ” 

빅스톤이꼽은 오늘의키워드는리스크관리입니다.

이번주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주간입니다. FOMC도 있고, 애플,

아마존 등 본격적인 실적시즌이 시작됩니다. FOMC에서는 현재 시장의 우려보다 더 매파적인(1월

테이퍼링조기종료또는 1월조기금리인상) 결과가나올가능성은높지않다고예상합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는 결과를 맞히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

다. 과거 조정 패턴에서 알 수 있듯 조정은 빠르게 진행되고 회복은 더디게 진행됩니다. 설령 금주가

바닥이고지금이매수기회라고하더라도이벤트가종료된뒤에도기회는있다는판단입니다.

MarketAnalyst 강대석 02)368-6165_  ds.kang@eugen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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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가 필요
지난주글로벌증시는..

지난주미국증시에하락압력을제공한주요요인

은두가지로판단됨.1)연초이후강세인유가와금

리,2)실적이그두가지인것으로추정

지난주미국10년물국채금리는1.77%로하락마

감하였으나,실질금리는지속상승중.지난해2~3

월당시보다더가파른상승을보이며기술주부담

을가중시킴

한편금융주를시작으로미국증시가실적시즌에진

입했음. 예상을상회하는순이익을발표한기업들

도향후성장성둔화또는비용에대한우려언급이

하락압력으로작용.예컨대넷플릭스는예상을상

회한EPS를발표헀음에도신규구독자수전망이예

상을하회하자주간23.4%폭락함

S&P500기준지난2016년이후5%이상조정국

면을살펴보면,평균43일간 -13%가량의낙폭,회

복까지는약97일이소요됨.현재는18일간8.3%

하락.과거평균적인조정에는아직못미치는수준

나스닥지수가고점대비 15%하락하는등 1차적

인가격조정이반영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

지만,리스크관리차원에서그렇지않을가능성에

도충분히대비할필요가있음.여전히현금,방어적

업종을선호
자료: MSCI,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이전 고점일 최저치 기록 회복일 조정 소요일 수 회복 소요일 수 하락률(%)

2015-11-03 2016-02-11 2016-07-08 100 148 -14.2

2018-01-26 2018-02-08 2018-08-24 13 197 -10.2

2018-09-20 2018-12-24 2019-04-23 95 120 -19.8

2019-04-30 2019-06-03 2019-06-20 34 17 -6.8

2019-07-26 2019-08-14 2019-10-28 19 75 -6.1

2020-02-19 2020-03-23 2020-08-18 33 148 -33.9

2020-09-02 2020-09-23 2020-11-13 21 51 -9.6

2021-09-02 2021-10-04 2021-10-21 32 17 -5.2

2022-01-03 2022-01-21 1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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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5주 연속 약세

지난주국내증시는..

개인 KOSPI 주간 순매수 상위

외인 KOSPI 주간 순매수 상위

종목명 주가
(원, 수정주가)

등락률
(%)

순매수대금
(억원)

1 삼성전자 75,600 -2.2 3,052 

2 KODEX 레버리지 21,675 -5.5 2,859 

3 SK하이닉스 119,000 -7.4 1,695 

4 기아 80,100 -4.4 1,674 

5 NAVER 333,000 -2.6 1,344 

6 현대차 200,000 -4.3 1,277 

7 LG전자 133,500 -8.6 1,127 

8 카카오뱅크 43,800 -5.4 1,117 

9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2,995 -4.7 965 

10 크래프톤 310,000 -9.8 738 

종목명 주가
(원, 수정주가)

등락률
(%)

순매수대금
(억원)

1 메리츠화재 52,800 14.5 604 

2 셀트리온 163,500 -4.4 582 

3 LG디스플레이 22,150 -7.9 466 

4 하나금융지주 45,550 -1.4 447 

5 SK하이닉스 119,000 -7.4 412 

6 KB금융 60,300 -3.1 380 

7 LG화학 694,000 -3.1 299 

8 SK스퀘어 60,800 3.1 260 

9 HDC현대산업개발 14,200 -24.9 258 

10 신한지주 39,250 -0.1 254 

주간KOSPI 업종동향(%,억원)

업종명 등락률 개인 순매수 외인 순매수

의료정밀 8.0 -12 109 

통신업 1.1 -468 281 

보험업 -0.2 -599 819 

전기가스업 -1.4 123 -109 

증권 -2.0 -69 22 

금융업 -2.1 -707 671 

서비스업 -2.3 2,663 -2,481 

비금속광물 -2.4 54 -258 

유통업 -2.5 210 115 

섬유의복 -2.6 -32 72 

종이목재 -2.6 38 -43 

전기전자 -2.8 7,596 -3,051 

음식료품 -3.0 64 -3 

코스피 -3.0 16,939 -7,058 

화학 -3.3 549 135 

제조업 -3.4 14,159 -5,981 

운수창고업 -3.6 409 -32 

철강금속 -4.3 556 -327 

의약품 -4.6 577 -69 

은행 -4.7 1,096 -1,394 

운수장비 -4.7 3,906 -2,171 

기계 -6.4 863 -376 

건설업 -7.5 690 315 

1/21일 KOSPI는하루만에재차반락하며 0.99%(-28.39pt)

하락한2,834.29pt에마감. KOSDAQ은1.65%(-15.85pt)하

락한942.85pt에마감

국내증시는반등하루만에다시하락하며2020년12월이후

최저치를기록함.KOSPI22개업종중16개업종이하락한가

운데,은행,보험,금융업과통신,전기가스와같은방어적인업

종이상승했음.한편HDC현대산업개발(-7.8%)외에도DL이

앤씨(-7.7%)가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도문제가제기되며

건설업(-2.4%)업종의낙폭이가장두드러졌음

지난주KOSPI는3%급락했고,KOSDAQ도2.9%급락.유가

와금리가상승랠리를보이며기업의비용부담우려를가중.

거의모든업종이하락한가운데,통신업(+1.1%)과같은방어

적 업종만 상대적 강세를 보임. 금주 미국 연준의 1월

FOMC(한국시간1/27일새벽)와애플,아마존,테슬라등빅테

크의실적발표가시장에추가적인변동성증가요인으로작용

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여전히방어적업종우위의흐름

을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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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국내증시는..

KOSPI 외인/기관 수급

국내 그룹주 동향

주간테마동향(%)

1/20일(조원) 전일비(억원) 전주비(억원)

고객예탁금 53.8 -2,144 -102,898 

신용잔고(KOSPI) 12.1 -1,185 -1,273 

신용잔고(KOSDAQ) 11.0 -1,413 -2,028 

미수금잔고 0.3 16 142 

증시자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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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순매수대금누적

외국인순매수대금누적

그룹(%,주간정렬) 1D 1W 1M YTD

삼성 -1.0 -1.7 -2.8 -3.1 

롯데 -1.0 -2.8 -6.3 -3.2 

LG -1.3 -4.0 1.5 1.2 

GS -2.0 -4.6 -4.1 -1.4 

포스코 -1.2 -4.8 -1.5 -0.0 

현대자동차 -1.3 -5.1 -2.7 -4.0 

SK -3.7 -5.3 -3.1 -6.8 

현대중공업 -0.5 -5.4 -3.4 -0.9 

주간KOSPI 상승률상위(%)

 지난주 국내증시에서는 자전거(자전거도로 관련 석

유화학),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LPG 등 에너

지 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였음

 특이한 점은 상위 테마 5위에 증강현실(AR) 테마가

오른 것. 1/21일 맥스트(+5.6%), 위지윅스튜디오

(+3.9%), 넷마블(+2.2%) 등 그간 부진했던 기업

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ETF 등을 포함한 KOSPI에서는 디와이(+50.7%),

한국석유(+31.9%), 메리츠화재(14.5%) 등 종목

들의 강세와 변동성 연동 상품, 니켈, 철광석 등 원자

재 연동 상품들의 주간 상승률이 눈에 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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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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