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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지표(1/25일) 

지수 종가 전일비(pt) 등락률 YTD

한국 KOSPI 2,720 -71.6 -2.6% -8.6%

KOSDAQ 889 -26.0 -2.8% -14.0%

미국 Dow 34,298 -66.8 -0.2% -5.6%

S&P500 4,356 -53.7 -1.2% -8.6%

Nasdaq 13,539 -315.8 -2.3% -13.5%

유럽 Eurostoxx50 4,078 23.9 0.6% -5.1%

영국FTSE100 7,371 74.3 1.0% -0.2%

독일DAX 15,124 112.7 0.8% -4.8%

프랑스CAC40 6,838 50.2 0.7% -4.4%

아시아 중국상해종합 3,433 -91.0 -2.6% -5.7%

홍콩항셍 24,244 -412.8 -1.7% 3.6%

일본닛케이225 27,131 -457.0 -1.7% -5.8%

대만가권 17,701 -287.9 -1.6% -2.8%

채권 (%,bp) 종가 1D 1W YTD

한국국고채 10년물 2.577 2.7 3.8 32.2

한국국고채 3년물 2.173 5.3 6.6 37.8

미국채 10년물 1.769 -0.2 -10.5 25.9

미국채 2년물 1.017 4.6 -2.5 28.5

장단기금리차(10년-2년) 75.2bp 80.0 83.1 77.8

환율 및 원자재 등 종가 1D 1W YTD

USD/KRW 1,196.40 0.1% 0.3% 0.6%

미달러지수 95.99 0.1% 0.3% 0.3%

WTI 국제유가 85.1 2.1% -0.4% 13.1%

금(Gold) 1,848.0 0.3% 1.9% 1.0%

비트코인 36,639.1 0.2% -12.2% -20.9%

구리 445.9 1.1% 1.7% -0.1%

주가변동성(VIX) 31.16 4.2% 36.7% 81.0%

 전일미국증시 주요지수는하루만에 다시반락

 이 날 발표된 미국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

수는 113.8pt로, 전월(115.2pt)보다는 낮았지만

예상(111.7pt)은 소폭상회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우려가 지속

되며 아시아증시 시간대부터 상승하던 국제유가가

상승폭을확대

 한편 미국 국채금리는 FOMC 결과발표를 하루 앞두

고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 매파적 뉘앙스에 대한 경

계가나타남

증시 코멘트 S&P500 섹터 등락률

미국 주가 변동성 지수(VIX) 장기 시계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미국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장중 등

락폭이확대됨

 전일 미국 주가 변동성 지수인 VIX 지수는 30pt를

상회하며 31.2pt에 육박. 지난 연말 고점(12/3일

30.7pt)을 상회. 연초 이후로 81% 급증하며 갑작

스런시장의 불안을보여주고있음

 아직까지 역사적으로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님. 그

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급등 이전에서 안정되기

까지 단기 고변동성 국면은 통상 한 달을 넘기지 않

았음. FOMC및 빅테크 실적시즌 통과 이후 2월초

변동성완화 가능성

Big Stone’s
Keyword

“ 널뛰기 ” 

빅스톤이꼽은 오늘의키워드는널뛰기입니다.

미국증시가 연일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다우지수 등락폭이 1,000pt가 넘었습니다.

FOMC 결과발표를 앞둔 데다 실적 증가세 둔화에 대한 경계도 있습니다. 지난 자료에서 말씀드렸듯

이익이 예상을 상회하더라도 성장성 둔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빅테크도 예외는 아닌데,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2.7%)가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실적발표 후 클라우드 성장성 둔화 우려에

시간외서 -6%~+2%대급등락중입니다.우량한빅테크의실적도변동성을높이고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높은 국면은 통상 한 달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변동성 회피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FOMC와빅테크실적시즌을소화하며진정을찾을시점을주목해야겠다는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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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스업 -1.2 7.6 -27.1 

의료정밀 -1.3 -74.4 46.6 

통신업 -1.7 -69.6 -45.6 

전기전자 -1.8 2,509.6 -2,082.3 

섬유의복 -2.1 -38.7 10.2 

운수장비 -2.3 1,210.1 -731.6 

음식료품 -2.4 5.6 162.9 

철강금속 -2.4 159.0 -240.6 

유통업 -2.5 36.2 15.1 

제조업 -2.5 4,865.7 -3,380.2 

서비스업 -2.5 703.3 -920.4 

보험업 -2.6 -71.8 95.9 

코스피 -2.6 5,733.4 -4,410.5 

비금속광물 -2.6 -26.8 -2.3 

건설업 -2.8 -5.1 -36.6 

증권 -2.8 -55.8 9.2 

금융업 -3.1 123.0 -40.8 

은행 -3.4 45.0 -103.7 

종이목재 -3.5 30.7 -30.6 

기계 -3.8 -35.7 54.4 

화학 -3.9 662.2 -221.4 

의약품 -3.9 464.1 -345.6 

운수창고업 -4.0 56.4 27.9 

전일KOSPI는2.56%(-71.61pt)폭락한2,720.39pt에

마감. KOSDAQ도2.84%(-25.96pt)폭락한889.44pt

에마감

국내증시는2.5%이상폭락,장중 3%대까지낙폭을

확대하기도했음.현선물합산1.3조원에달하는외국

인순매도세에낙폭을확대. KOSPI 22개모든업종이

하락.금리상승에수혜인금융업종도지수대비언더퍼

폼하며경기둔화우려를반영. KOSPI하락종목수는

862개,상승종목수는53개에불과.시장전반에매도

우위및투자심리급랭.러시아-우크라이나지정학적

이슈로유럽천연가스가격이전일15%이상급등.이

에도시가스테마는강세

KOSPI가지난해고점대비18%하락하며약세장진입

을목전에둠.글로벌증시대비낙폭이큰만큼기술적

반등도가능하겠으나,당장상승의계기보다는바닥을

찾는것이선결조건이라고판단.우선순위를변동성회

피로설정하고,방어적/보수적접근입장을유지

1/24일(조원) 전일비(억원) 전주비(억원)

고객예탁금 71.4 -26,447 175,907 

신용잔고(KOSPI) 12.0 133 -1,060 

신용잔고(KOSDAQ) 10.9 -459 -1,509 

미수금잔고 0.2 -448 -682 

증시자금동향

Key Chart

202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국내증시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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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5 -4.8 1,685 KODEX 200선물인버스2X 2,540 5.2 -1,440 

2 삼성전자 74,000 -1.5 1,223 SK하이닉스 118,000 -0.8 -259 

3 삼성SDI 642,000 -5.9 739 KODEX 인버스 4,350 2.6 -205 

4 기아 76,500 -3.2 674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4,710 2.1 -118 

5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1,885 -4.5 502 넷마블 117,500 -0.8 -112 

6 NAVER 322,000 -2.0 444 우리금융지주 14,000 -3.5 -101 

7 삼성전기 177,500 -2.7 438 메리츠화재 51,700 1.4 -86 

8 현대차 194,500 -1.3 431 SK바이오사이언스 172,000 -3.4 -81 

9 KODEX 200 36,685 -2.4 409 TIGER 200선물인버스2X 2,650 5.0 -79 

10 카카오 87,600 -2.7 390 SK텔레콤 56,300 0.0 -74 

종목명 주가
(원, 수정주가)

등락률(%) 순매수대금
(억원)

종목명 주가
(원, 수정주가)

등락률(%) 순매수대금
(억원)

1 삼양식품 87,000 -1.9 237 삼성전자 74,000 -1.5 -1,107 

2 KODEX 200 36,685 -2.4 173 삼성SDI 642,000 -5.9 -570 

3 우리금융지주 14,000 -3.5 129 카카오 87,600 -2.7 -495 

4 SK이노베이션 234,500 -5.3 106 NAVER 322,000 -2.0 -471 

5 메리츠화재 51,700 1.4 96 기아 76,500 -3.2 -396 

6 SK바이오사이언스 172,000 -3.4 93 삼성바이오로직스 780,000 -3.8 -340 

7 크래프톤 291,000 -3.6 90 현대차 194,500 -1.3 -312 

8 KODEX 200선물인버스2X 2,540 5.2 89 LG화학 643,000 -4.2 -272 

9 일진머티리얼즈 102,500 -3.3 83 삼성전기 177,500 -2.7 -251 

10 SK하이닉스 118,000 -0.8 80 LG전자 131,000 -2.2 -173 

테마 Best & Worst 5

전일국내증시에서는가스와관련된테마가강세를보

였음. 러시아–우크라이나지정학적리스크가부각되

며유럽의천연가스가격이급등한데따른영향으로파

악됨

한편외국인순매도상위에위치한NAVER(-2.0%),카

카오(-2.7%)의영향으로웹툰과같은테마의약세는지

속되고있음

-14

-12

-10

-8

-6

-4

-2

0

2

4

6

(%)

전일비
5일대비



Compliance Notice 당사는자료작성일기준으로지난3개월간해당종목에대해서유가증권발행에참여한적이없습니다

당사는본자료발간일을기준으로해당종목의주식을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당사는동자료를기관투자가또는제3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자료작성일현재동종목과관련하여재산적이해관계가없습니다

동자료에게재된내용들은조사분석담당자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

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동자료는당사의제작물로서모든저작권은당사에게있습니다

동자료는당사의동의없이어떠한경우에도어떠한형태로든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

동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리서치센터가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당사는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

보장할수없습니다. 

따라서어떠한경우에도자료는고객의주식투자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에대한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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