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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가 1900선을겨우지켜냈다 유럽의경기둔화가본격화되고글로벌

경기 우려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연간상승폭을반납했고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도증시에변화를주지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본격적인어닝시즌에진입했지만 3분기 이익추정치하향세

가이어지고있고 월말미국의 FOMC회의를앞두고있어관망심리는더욱자극

될것으로보인다

다만지금의글로벌경기둔화만으로지속적인약세장이올것이라고는생각하

지않는다  현재시장은단순히미국의조기금리인상가능성때문이라고보기에

는무리가있다 9월FOMC 회의록과최근연준위원들의발언이완화적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을 포함한 유럽 중국

일본등글로벌경기에대한전반적인위축을시장은우려하는것이다

하지만현재유로존과일본을중심으로한경기둔화우려가경기침체를방불케

할정도로심각한수준은아니다 ECB 통화확대정책을중심으로한유로존의경

기부양책이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또한 후강통 실시

이후타국가의비해안정적인흐름을이어가고있어지금의안전자산선호현상은

점차완화될가능성이높다는판단이다

내부적으로도금통위의금리인하로정부의경기부양의지를확인했기때문에향

후경기부양을위한정부의정책적행보가더욱빨라질개연성도있다기술적지표

들도 2012년 5월이후가장낮은수준에근접하는등과매도시그널이강화되고있

는 가운데국내주식형펀드도 15거래일 연속 자금유입이 이어지면서증시 내수

급에힘을실어주고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점차 안정감을

찾아갈것이다 아직은변동성이확대

되어있는시장에적극적인대응은리

스크를확대시킬 수있어 개별모멘텀

을가진종목을중심으로제한적인대

응이바람직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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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기부양정책행보빨라져

시장안정감회복  반등가능성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의 우대금리를 무더기로 낮춘

것으로드러났다

이는 시장금리의 하락분보다 예금금리를 더 낮췄다는

뜻이다 반면 대출 가산금리를 높여 고객으로부터 더 많

은대출금리를받아냈다 은행들은시장금리에연동해예

금과 대출 금리를 정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수익 극대화

에집중하는행태를보이고있는것이다

우대금리 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은행들 무

더기로축소19일금융권에따르면국민은행의대표예

금상품인 국민수퍼정기예금(1년 기준)의 지난해 말 기

본금리는 연 23% 여기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더한

최고금리는연 26%였다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우대금

리로결정된다

그런데이상품의현재기본금리는연 21% 최고금리

는연 218%로 그 차이가거의나지않는다 국민은행이

03%포인트였던 우대금리를 008%포인트로 대폭 축소

했기때문이다

대부분의 고객이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았

다는점을감안하면 고객이느끼는 체감금리는기본금

리보다훨씬크게떨어진셈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본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되지

만 우대금리는은행자체적으로결정한다며 시장상황

의변화에따라우대금리를축소했다고말했다

다른은행도마찬가지다 예금규모가 63조원으로국내

최대예금인신한은행 S드림정기예금은지난해말기본

금리가연 25% 최고 금리는연 27%였다 이 상품의현

재 기본금리는연 21%이며 최고 금리는연 215%에 불

과하다

외환은행도 대표예금인 yes큰기쁨예금의 우대금리

를지난해말 024%포인트에서 지금은 01%포인트로줄

여 지금은기본금리와 최고 금리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

상품의최고금리는지난해말연 265%에서지금은연 2

25%로떨어졌다

SC은행의 대표예금 퍼스트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65%에서 현재 연 215%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대금리 또한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축소됐다

대출가산금리는 인상 러시서민금융말도꺼내

지 말아야문제는 은행들이 예금 우대금리를 축소하

는것에그치지않고대출가산금리마저인상했다는점이

다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로결정된다

예금금리는시장금리하락분보다더내려가도록만들

면서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보다 덜 내려가도록 한 것이

다

우리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지난해

말 금리는 최저 연 33%였다 그런데 현재 금리는 연 3

27%로 고작 003%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7월 말에는 연

357%로되레오르기까지했다

이유는이은행이올해 4월과 5월두차례에걸쳐이대

출의가산금리를 02%포인트씩올렸기때문이다

기본금리인 코픽스는 올해 들어 039%포인트 떨어졌

지만 가산금리를 04%포인트나올리니대출금리가내려

갈턱이없다

농협은행의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신규코픽스연동)

금리는올해들어더상승했다 지난해 말대출금리는최

저 연 318%였지만 현재 금리는 연 348%로 무려 03%

포인트나올라갔다

신한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난해

말최저연 32%에서지금은연 317%로고작 003%포인

트떨어지는데그쳤다

은행측은작년연말금리할인혜택을많이줬기때문

이라고해명했지만 올해 1월말대출금리인연 346%를

적용해도 금리 하락폭은 029%포인트에 그친다 이는

코픽스 하락폭 039%포인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은행권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의 금리 하락폭은 038%포인트에 달

하는 반면 같은 기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락폭

은 024%포인트에불과했다

결국수익극대화를위한은행들의자의적인금리조정

과금융당국의잘못된고정금리대출확대정책등이맞물

려 저금리 추세 속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금리혜택만앗아간셈이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은행들은 평소 시장금

리에 연동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정한다고 하는데 예금

우대금리는 마음대로 낮추고 대출 가산금리는 올리면서

어떻게 시장금리연동이라는말을쓸수있느냐며 이

런행태를이어가면서서민금융운운하는것자체가어불

성설이라고비판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1900선까지주저앉는급락세를보인가운데

올해 들어 약 30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주가가 반 토

막난것으로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

르면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 대비 지난 17일 종가

가 40% 이상 급락한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모두 28개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 증자 및 감자 등으로 상장주식 수가변했거

나매매거래가정지된종목은집계에서제외했다

올해들어주가하락폭이가장큰종목은넥솔론이다

작년말 856원이었던넥솔론의주가는지난 17일 199원

에 거래를 마쳐 이 기간의 하락폭이 768%에 달했다 태

양광 발전용 웨이퍼 생산업체인 넥솔론은 지난 8월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밟고있다

이 기간에 중국원양자원(704%) 동부건설(637%)

이필름(575%)도주가가반토막이하로쪼그라들었다

주가가 반 토막 난 종목 중에는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도여럿포함됐다

지난해연말만해도전세계경기회복세를타고주가가

오를것으로기대를모았던조선주의주가는올해도내리

막길을걸었다

현대중공업의주가는작년말 25만7000원에서최근 10

만9500원으로 574% 떨어졌다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도

이기간에 3만5000원에서 1만6900원으로 50% 넘게하락

했다

한때 자동차 업종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해 차

화정이란 별칭까지 얻었던 화학정유주도 올해 고전을

면치못했다

화학주로 분류되는 카프로(559%) 한화케미칼(46

6%)롯데케미칼(403%)의주가는작년말대비최근큰

폭으로하락했다

정유주도국제유가하락에직격탄을맞고주가가떨어

졌다 에쓰오일의 주가는 올해 들어 7만4000원에서 3만

9450원으로 467% SK이노베이션은 14만1500원에서 7

만8600원으로 445% 추락했다

그밖에 대형주 가운데 OCI(529%) 엔씨소프트(46

7%) 삼성전기(443%)의 주가도 이 기간에 4050%대

하락률을보이며주가가반토막났다

작년 연말 증시 전문가 상당수는 올해 전 세계 경기가

회복되며경기민감업종을중심으로코스피가최고 2300

까지오른다고전망했었다 그러나현재로서는낙관론을

제시했던지난해연말증권가의전망이틀릴가능성이커

졌다 연합뉴스

예금 우대금리 내리고 대출 가산금리 올리고

코스피지수가전날보다 1817포인트(095%) 하락한

190066으로장을마감한 17일오후서울중구외환

은행딜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 이날코스피는오후한때 189654까지내

려가기도했다장중 1900선붕괴는지난2월이후8개월여만에처음이다

시중은행 얌체 장삿 속

고객보다 수익 극대화

코스피급락에  30개 상장사주가 반토막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주도 포함

주식시장주도화학정유주도고전면치못해

1900선아슬아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