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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지표(1/26일) 

지수 종가 전일비(pt) 등락률 YTD

한국 KOSPI 2,709 -11.2 -0.4% -9.0%

KOSDAQ 882 -7.4 -0.8% -14.7%

미국 Dow 34,168 -129.6 -0.4% -6.0%

S&P500 4,350 -6.5 -0.1% -8.7%

Nasdaq 13,542 2.8 0.0% -13.4%

유럽 Eurostoxx50 4,165 86.3 2.1% -3.1%

영국FTSE100 7,470 98.3 1.3% 1.2%

독일DAX 15,459 335.5 2.2% -2.7%

프랑스CAC40 6,982 144.0 2.1% -2.4%

아시아 중국상해종합 3,456 22.6 0.7% -5.1%

홍콩항셍 24,290 46.3 0.2% 3.8%

일본닛케이225 27,011 -120.0 -0.4% -6.2%

대만가권 17,674 -26.7 -0.2% -3.0%

채권 (%,bp) 종가 1D 1W YTD

한국국고채 10년물 2.562 -1.5 3.2 30.7

한국국고채 3년물 2.157 -1.6 9.0 36.2

미국채 10년물 1.873 10.4 0.8 36.3

미국채 2년물 1.154 13.7 9.7 42.2

장단기금리차(10년-2년) 71.8bp 75.2 80.7 77.8

환율 및 원자재 등 종가 1D 1W YTD

USD/KRW 1,201.87 0.5% 1.1% 1.1%

미달러지수 96.53 0.6% 1.1% 0.9%

WTI 국제유가 87.1 1.8% 0.2% 15.8%

금(Gold) 1,817.0 -1.7% -1.3% -0.7%

비트코인 36,782.3 0.6% -11.8% -20.6%

구리 444.8 -0.1% -0.5% -0.4%

주가변동성(VIX) 31.65 1.6% 32.7% 83.8%

 전일 미국증시에서는 나스닥이 강보합, 다우와

S&P500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

 1/25일 장마감 후 시간외 급락에서 다시 상승으로

반전한 마이크로소프트(+2.9%)의 주도로 주요지

수는 Tech 중심 상승 출발

 이 날 장 후반 발표된 1월 FOMC 결과는 예상에 부

합. 증시는 추가로 상승폭을 더 확대하기도 했음. 그

러나, 이후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뉘앙스가 더 부각

됨. 미국 국채금리 급등, 달러지수 상승, 주가는 상승

분을 반납

증시 코멘트 S&P500 섹터 등락률

올해 금리인상 5회를 반영한 미국 금리선물시장

자료: CME Fedwatch

 미국 선물거래소인 CME에 따르면 현재 미국 금리

선물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횟수는 3, 5, 6, 9, 12월 총 5회(125bp)

 연초 3회부터 현재 5회까지 빠르게 앞당겨지며 실

질금리의 상승속도가 가팔라짐. 전일 기준 미국 10

년 실질금리는 -0.54%로 지난 2021년 3월 고점

(-0.59%)를 상회함

 파월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경제상황을 매우 긍정적

으로 평가하면서 더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

을 시사한 것으로해석

Big Stone’s
Keyword

“ 긴축 강화? ” 

빅스톤이꼽은 오늘의키워드는 ‘긴축 강화?’입니다.

성명서 발표까지도 상승폭을 확대했던 증시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연초부터 금리의 급등과 통화정책

의 더 긴축적인 변화가 주식시장의 화두입니다. 불과 약 3주 만에 시장이 반영하는 올해 금리인상 횟

수가 3회부터 5회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파월의장은 올해 남은 7회 회의 내내 혹은

50bp 이상의인상 가능성을부인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얼마나 더 빨라지거나 더 매파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앞으로는 통화

정책에대한걱정이점진적으로진정될수있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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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밀 1.9 -109.7 56.0 

운수창고업 1.6 -296.8 228.3 

증권 1.4 -133.2 39.7 

보험업 1.1 -121.0 83.2 

화학 1.1 -451.3 456.3 

통신업 1.0 -187.5 134.1 

은행 1.0 48.8 -86.2 

기계 0.9 -5.5 5.0 

금융업 0.9 -579.0 547.9 

철강금속 0.7 -24.4 62.6 

전기가스업 0.5 -24.3 -10.9 

종이목재 -0.0 -0.4 1.0 

건설업 -0.1 -5.2 -30.2 

섬유의복 -0.2 12.6 -3.2 

유통업 -0.2 -86.4 129.5 

음식료품 -0.4 61.2 -67.1 

코스피 -0.4 2,217.8 -2,425.2 

제조업 -0.6 2,486.4 -2,331.1 

운수장비 -0.8 1,087.1 -1,084.9 

비금속광물 -1.0 52.6 -35.1 

전기전자 -1.1 2,011.5 -1,803.1 

서비스업 -1.5 985.4 -1,185.3 

의약품 -1.9 -147.4 81.4 

전일 KOSPI는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며 0.41%(-

11.15pt) 하락한 2,709.24pt에 마감. KOSDAQ은

0.83%(-7.35pt)하락한882.09pt에마감

국내증시는이어지는외국인투자자의순매도세와LG

에너지솔루션상장을하루앞둔데따른관망세로초반

상승폭을지키지못했음. 오늘 KOSPI 거래대금은 8.8

조원으로추정, 1/3일이후최저. KOSPI 22개업종중

11개업종이하락.그러나상승종목수는 485개로하

락종목수(375개) 소폭상회하며시장전반에매도세

가지속된것은아닌것으로판단됨.한편,내부자거래

수사 보도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비엠(-

19.2%)을비롯해에코프로(-27.6%),에코프로에이치

엔(-27.6%)주가가급락

금리,유가등불안한매크로환경과FOMC,LG에너지

솔루션상장을앞둔거래감소에장중등락이반복되거

나전강후약의모습이나타남.내일 FOMC와 LG에너

지솔루션상장이후단기불확실성요인은점차완화될

가능성.그러나,에코프로비엠을비롯해최근사건사고

의발생으로국내증시신뢰도를하락시킬우려가발생

한점은증시활성화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

1/24일(조원) 전일비(억원) 전주비(억원)

고객예탁금 69.5 -18,506 -44,953 

신용잔고(KOSPI) 12.0 -699 -566 

신용잔고(KOSDAQ) 10.8 -459 -918 

미수금잔고 0.2 176 -272 

증시자금동향

Key Chart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국내증시 거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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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190,000 -2.3 707 HMM 22,750 2.7 -221 

2 NAVER 313,000 -2.8 686 LG화학 664,000 3.3 -190 

3 삼성전자 73,300 -1.0 523 셀트리온 156,000 -1.6 -154 

4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1,435 -3.8 433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4,790 1.7 -143 

5 LG이노텍 330,500 -5.3 294 KT 31,400 2.8 -131 

6 삼성SDI 633,000 -1.4 294 에스디바이오센서 56,900 3.1 -124 

7 크래프톤 276,500 -5.0 292 KODEX 200선물인버스2X 2,555 0.6 -110 

8 LG전자 129,000 -1.5 257 KB금융 59,100 3.5 -109 

9 삼성바이오로직스 757,000 -3.0 191 SK하이닉스 117,500 -0.4 -98 

10 KODEX 레버리지 20,005 -0.7 153 하나금융지주 44,400 3.0 -89 

종목명 주가
(원, 수정주가)

등락률(%) 순매수대금
(억원)

종목명 주가
(원, 수정주가)

등락률(%) 순매수대금
(억원)

1 KODEX MSCI Korea TR 11,790 -0.5 823 NAVER 313,000 -2.8 -728 

2 LG화학 664,000 3.3 250 현대차 190,000 -2.3 -669 

3 KB금융 59,100 3.5 199 삼성전자 73,300 -1.0 -477 

4 HMM 22,750 2.7 192 삼성SDI 633,000 -1.4 -431 

5 KT 31,400 2.8 123 크래프톤 276,500 -5.0 -322 

6 셀트리온 156,000 -1.6 105 LG이노텍 330,500 -5.3 -261 

7 하이브 251,500 -7.2 104 카카오 86,900 -0.8 -212 

8 하나금융지주 44,400 3.0 100 삼성바이오로직스 757,000 -3.0 -210 

9 우리금융지주 14,350 2.5 98 LG전자 129,000 -1.5 -175 

10 SK하이닉스 117,500 -0.4 89 현대모비스 229,000 -1.7 -128 

테마 Best & Worst 5

전일국내증시테마별동향에서는대원전선(+29.9%)

영향으로전선,전력설비테마가강세.원자력관련테마

도강세를기록하면서윤석열대선후보관련테마가상

승세를보인것으로파악됨

반면,약세테마에서는 K-뉴딜인터넷과 2차전지가눈

에띄었음.특히NAVER(-2.8%)를비롯한서비스업업

종의주가부진이지속되고있는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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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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