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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지표(1/24일) 

지수 종가 전일비(pt) 등락률 YTD

한국 KOSPI 2,792 -42.3 -1.5% -6.2%

KOSDAQ 915 -27.5 -2.9% -11.5%

미국 Dow 34,365 99.1 0.3% -5.4%

S&P500 4,410 12.2 0.3% -7.5%

Nasdaq 13,855 86.2 0.6% -11.4%

유럽 Eurostoxx50 4,054 -175.2 -4.1% -5.7%

영국FTSE100 7,297 -197.0 -2.6% -1.2%

독일DAX 15,011 -592.8 -3.8% -5.5%

프랑스CAC40 6,788 -280.8 -4.0% -5.1%

아시아 중국상해종합 3,524 1.5 0.0% -3.2%

홍콩항셍 24,656 -309.1 -1.2% 5.4%

일본닛케이225 27,588 66.1 0.2% -4.2%

대만가권 17,989 89.7 0.5% -1.3%

채권 (%,bp) 종가 1D 1W YTD

한국국고채 10년물 2.550 0.8 -1.5 29.5

한국국고채 3년물 2.120 -1.5 -2.2 32.5

미국채 10년물 1.772 1.4 -1.2 26.2

미국채 2년물 0.971 -3.0 0.4 23.9

장단기금리차(10년-2년) 80.1bp 75.7 81.7 77.8

환율 및 원자재 등 종가 1D 1W YTD

USD/KRW 1,195.68 0.3% 0.4% 0.6%

미달러지수 95.89 0.3% 0.7% 0.2%

WTI 국제유가 84.0 -1.3% 0.2% 11.7%

금(Gold) 1,843.3 0.4% 1.3% 0.8%

비트코인 36,815.2 4.1% -11.8% -20.5%

구리 445.6 -1.5% 0.8% -0.2%

주가변동성(VIX) 29.90 3.6% 55.8% 73.6%

 전일미국증시 주요지수는 5거래일 만에모두 상승

 이 날 발표된 미국 1월 마킷 제조업 PMI는 55.0pt

를 기록. 전월(57.7pt) 및 예상(56.7pt) 수치를 모

두 하회

 우크라이나 지역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된 유럽증시가 4%대 폭락. 미국증시도

장 초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후반 급반

등하며상승 전환에성공

 업종별로는 방어적인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갭

(+7.9%)을 비롯한리오프닝주강세가두드러짐

증시 코멘트 S&P500 섹터 등락률

미국 나스닥 지수 장중 급반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전일 미국 나스닥 지수는 장중 4.9% 하락에서

0.6% 상승으로 상승 전환하며 장 후반 급반등을

보였음 . S&P500 지수도 장중 전고점대비 -

12.3% 구간까지 하락하며 조정국면에 진입했다

가 급반등

 상승 강도가 작년 연말부터 낙폭이 컸던 어도비

(+4.0%)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최근 들어 낙폭이

컸던 홈디포(+4.2%) 등 경기소비 등에서 두드러

졌다는 점을 감안. 저가매수세와 일부 숏커버링이

장중반등의 계기로판단됨

Big Stone’s
Keyword

“ 일단락 ” 

빅스톤이꼽은 오늘의키워드는일단락입니다.

장중 낙폭을 4% 까지 확대했던 미국증시가 후반 상승 반전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마감했다면

S&P500은 조정국면 진입, 나스닥지수는 약세장 근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시아증시에서는 미국

증시선물손절매물량이쏟아지며투자심리가더욱 악화될수밖에없었을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가격조정 측면에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승한 업종은 대부분 경기

소비와 같이최근 낙폭이 컸거나, 소프트웨어와 같은이미 -30%부근 혹은 그 이상의 가격조정이 발

생한 업종입니다. 하락의 원인(긴축강도와 경기부담)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정이 끝이

라고보기는이릅니다만,일단가격조정의 1파는반영되었다는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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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주 신저가

전일국내증시는..

KOSPI 업종동향(%,억원)

업종명 등락률 개인 순매수 외인 순매수

음식료품 1.2 -273.7 -8.0 

의료정밀 0.2 -18.4 -83.0 

전기전자 -0.6 -1,440.5 -1,381.6 

의약품 -0.8 -545.2 114.3 

전기가스업 -0.9 3.7 -43.6 

통신업 -1.0 -199.4 37.9 

종이목재 -1.0 28.4 -29.1 

제조업 -1.3 -1,369.5 -2,679.6 

증권 -1.5 -14.1 -62.9 

코스피 -1.5 -1,376.8 -4,356.8 

건설업 -1.5 -33.5 4.7 

보험업 -1.7 -93.3 -82.7 

서비스업 -1.8 232.7 -701.8 

금융업 -2.0 -192.7 -640.0 

비금속광물 -2.0 -15.7 -64.0 

유통업 -2.2 82.5 -161.1 

운수장비 -2.3 870.7 -825.1 

화학 -2.5 -242.9 -39.6 

기계 -2.6 -32.6 -6.0 

운수창고업 -2.9 129.8 -159.5 

철강금속 -3.2 184.7 -265.4 

은행 -3.5 145.7 -217.7 

섬유의복 -3.6 115.8 -92.1 

전일KOSPI는1.49%(-42.29pt)하락한2,892.00pt에

마감, 2020년 12월래 최저치를 기록. KOSDAQ은

2.91%(-27.45pt)하락한915.40pt에마감

외국인투자자가KOSPI현물4,300억원순매도하며주

가지수가 1.5%하락하고있는구간에서도개인투자

자도1,000억원가량매도우위.일부반대매매물량출

회도추정됨. 1/21일기준국내증시신용잔고는 22.9

조원으로연초이후최저치

KOSPI 22개업종중음식료품,의료정밀을제외한20

개업종이하락.더불어통신업,전기가스업등방어적

성향의업종들이지수대비아웃퍼폼.반도체도낙폭이

제한.한편금감원이시중은행에충당금적립을확대

요청했다는소식에금융주도전반적으로약세

폭발화재소식에 에코프로비엠(-7.7%)이 급락. 게임/

디지털컨텐츠업종의약세와더불어코스닥증시의낙

폭이더크게나타났음

전일미국증시에서는숏커버링,저가매수세등조정이

1차적으로일단락되는장중흐름이나타났음.국내증

시도작년고점대비15%가량하락한상황.이어지고

있는하락세가다소진정될가능성

1/21일(조원) 전일비(억원) 전주비(억원)

고객예탁금 74.0 202,354 200,210 

신용잔고(KOSPI) 12.0 -1,193 -2,378 

신용잔고(KOSDAQ) 10.9 -1,050 -2,463 

미수금잔고 0.3 -234 -218 

증시자금동향

Key Chart

KOSPI 12개원 선행 PER(10.03배)

자료: Quanti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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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DEX 레버리지 21,170 -2.3 968 삼성전자 75,100 -0.7 -1,307 

2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2,440 -4.3 548 KODEX 200선물인버스2X 2,415 2.1 -643 

3 기아 79,000 -1.4 278 셀트리온 166,500 1.8 -397 

4 KODEX 200 37,600 -1.1 202 SK이노베이션 247,500 -1.8 -207 

5 현대차 197,000 -1.5 188 KT 31,650 -0.3 -158 

6 카카오뱅크 42,000 -4.1 147 농심 327,000 6.0 -158 

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8,350 -9.6 117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16,415 2.7 -157 

8 카카오 90,000 -2.0 114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4,615 2.6 -139 

9 KODEX 코스닥 150 13,095 -2.4 112 삼성전기 182,500 0.8 -133 

10 크래프톤 302,000 -2.6 101 DB하이텍 79,000 0.9 -129 

종목명 주가
(원, 수정주가)

등락률(%) 순매수대금
(억원)

종목명 주가
(원, 수정주가)

등락률(%) 순매수대금
(억원)

1 KODEX MSCI Korea TR 12,120 -1.3 622 KODEX 200 37,600 -1.1 -1,015 

2 SK이노베이션 247,500 -1.8 183 삼성전자 75,100 -0.7 -936 

3 셀트리온 166,500 1.8 148 카카오 90,000 -2.0 -323 

4 SK바이오사이언스 178,000 -3.8 118 현대차 197,000 -1.5 -287 

5 두산중공업 18,000 -2.4 90 기아 79,000 -1.4 -272 

6 효성첨단소재 476,000 -1.9 80 NAVER 328,500 -1.4 -246 

7 KT 31,650 -0.3 76 삼성SDI 682,000 -0.3 -235 

8 SK아이이테크놀로지 147,000 0.3 76 카카오뱅크 42,000 -4.1 -211 

9 크래프톤 302,000 -2.6 70 KODEX 레버리지 21,170 -2.3 -169 

10 DB하이텍 79,000 0.9 68 KB금융 58,800 -2.5 -112 

테마 Best & Worst 5

전일국내증시에서는방어적인성향의음식료품업종

이강세를보이면서관련테마인사료테마가상승률1

위를기록함.반도체업종도국내증시하락장세에서상

대적으로선방하며상승률상위테마에포함

반면전일엔터/미디어,인터넷/게임등디지털컨텐츠의

약세가웹툰테마의약세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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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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