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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시장은 2000선 회복에 대한 기대와 실망

감이교차하며코스피지수는전주말대비 2715 포

인트(135%) 내린 198579로 마감했다 지난주 조정

은미국기준금리인상시기가예상보다앞당겨질수

있다는 우려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외국인과

기관을중심으로매물이쏟아지며한때 1970선까지

후퇴하기도 했으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

한경기개선기대감으로하락폭을일정부분회복하

였다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를기존보다 025%포인트내린 175%로인하하면서

사상 최저 금리 시대를 열었다 한국은행 측은 이번

금리인하가장기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국

내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

이라전망했다

이처럼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변화의 조짐

이나타나고있다한국에이어러시아도기준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14%로 1%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들어서만두번째금리인하조치이다 올해들어금

리를인하한나라는모두24개국으로늘어났다여기

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도 금리인하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금리를 낮춘 나라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국가의중앙은행이금리를낮춘것은부진

한경기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서다금리를낮추게

되면자연스럽게통화가치가하락해환율이오르게

된다이처럼경쟁적인금리인하는글로벌환율전쟁

에서수출침체에대한우려를탈피하기위한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리인하에 따른 실물경제지표의 개선 효

과가충분한시간이필요할것이고미국이기준금리

를올릴것으로예상되고있어각국의통화정책이효

과를볼수있을지는지켜봐야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부정적

인전망으로인해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

서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배럴당 221달러

(47%) 하락한 4484달러를기록했다또다시불안정

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국내주식시장에 부정적으

로작용할수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주요국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으로 투자와 소비심리가 살아나 주식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자금이공급될수있다는기대감과미국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있어 조기

금리인상 우려감이 상존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전

망이다고점에대한기대감보다는이익실현을병행

하는투자전략이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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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유동성자금공급

미국 FOMC에우려감

변동성확대전망

NH투자증권

수완지점부장

김경신

사상처음으로기준금리가 1%대로접어들면서

시중자금이저축에서투자로급격히옮겨갈것으

로예상된다 현재시중은행대부분의 1년만기정

기예금 금리는 연 1% 후반에서 2% 초반대다 그

러나 이번 금리 인하 여파로 일부 남아 있는 연

2%대상품이자취를감추며 1%중반대까지떨어

질것으로보인다

시중은행 적금금리도 年 2% 마지노선 깨져

시중은행들은정기예금보다금리가더높은정

기적금 상품마저 금리를 연 1%대로 속속 낮추고

있다

15일 은행연합회공시등에따르면외환은행은

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연 175%로내린다음날

인 13일연 20%였던 3년만기일반정기적금의금

리를연 19%로인하했다

또 같은 날 외한은행은 외환 나이스샷 골프적

금의 금리를 19%로 넘버엔 월복리적금과 매

일클릭적금의 금리를 21%로 02%포인트씩 인

하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7일 적금 금리를 0

1%포인트씩 내렸다 국민은행의 가족사랑 자유

적금과 일반정기적금의 금리는 연 19%로 낮아

졌다 신한은행은지난 1월 30일 주력상품인 S드

림적금금리를연 19%로인하했다

지방은행인경남은행의 이머니자유적금과대

구은행의 스마트 검지적금도 연 금리가 각각 1

95% 198%로 2%아래로내려섰다

광주은행의 경우 플러스모아적금과 스마트

모아Dream정기적금 금리가 지난달 26일 기준

연금리가 각각 240%와 250%를 유지하고 있으

나기준금리인하에따라조정가능성이높아지고

있다 예금금리는 플러스다모아예금과 그린스

타트예금 모두 연금리가 각각 173%와 183%로

1%대로떨어진지오래다

이렇게주요은행에서 정기예금보다 금리가더

높은 적금 상품마저도 금리를 연 1%대로 낮추면

서 조만간 예적금 금리 모두 1%대로 떨어지는

것은시간문제라는전망이많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고객의 카

드 실적과 연동시키는 등 교차 판매와 우대금리

제공을 통해 예적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으로보인다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둘 만해전문가들은 예적금 위주의 저축

형금융소비자들이당장투자성향을바꾸기어렵

다면 중위험중수익 상품부터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중위험중수익상품의대표격으로꼽히는것은

ELS(주가연계증권) ELT(주가연계신탁) ELF

(주가연계펀드) ELB(파생결합사채)등주가연동

형상품이다

ELS는만기에국내나해외의주가지수나특정

종목기초자산의가격변동이계약조건을벗어나

지 않으면 수익을얻는구조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원금손실의위험이낮고수익률은연 4

6%수준으로예적금이자보다월등히높다

ELS 발행액은 지난 2월 한 달간 6조6500억원

을 뛰어 넘으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 급증했

다

저금리 시대에원금을보장하면서도연 34%

대 수익을 내는 ELB도 발행액이 올들어 60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정부가 적극적

으로 배당 확대 정책을 펴면서 배당주 펀드도 중

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배

당주펀드에는약 3조원의자금이몰렸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

한관심도커지고있다쉽게변하지않는자산가

치에대한기대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낮아진 금리는 자산가들의 자금을 수익형 부동

산으로유도하는경향이있다며 환금성이상대

적으로뛰어나고경기변동에덜민감한오피스텔

이유망상품으로꼽힌다고말했다

다만 미국의조기금리인상가능성에따라대

출이자부담이커질수있다는점과일부지역은

공급과잉으로공실률이높다는점은주의할필요

가있다

그래도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시중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종합자산

관리계좌(CMA)에 예금을유치하는편이유리하

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연 25% 수준이며

CMA는연 2%초반대의금리를제공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가연동형 상품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금융감독원은개정전자금융거래법이 1월부터

시행되고있어돈을주고받지 않았더라도대포통

장을빌려주는것만으로도처벌을받을수있다면

서지난 13일자로소비자경보를발령했다

대포통장은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사용하는사람이다른 비정상적인통장으

로통상금융사기등각종범죄의도구다 피싱사

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천496개

2013년 3만8437개 지난해 4만4705개로 증가 추

이를 보이고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

통장을 단순히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는

내용을담고있다 연합뉴스

올해 코스닥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천억원대 코스닥 부자가 사상 처음으로 50명

을돌파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코스닥 부자들의 보유 상

장주식가치를조사한결과 1000억원이상의코

스닥부자수는 9일기준모두 51명으로역대최

다를기록했다 김판길산성앨엔에스회장과정

명준쎌바이오텍대표이사 윤희종위닉스대표

이사조정일코나아이부회장안재일성광벤드

대표이사 송호근와이지원 대표이사등의코

스닥부자들은연초수백억원대주식 부자에서

이번에 코스닥천억원대부자에올랐다

코스닥부자순위 26위인김판길산성앨엔에

스 회장은 보유 주식 자산이 올해 1월 2일 982

억원이었으나 이후 단기간에 706억원(719%)

이 늘어나 1천687억원으로 천억원대 주식 부

자대열에합류했다 정명준(39위)쎌바이오텍

대표이사와 윤희종(40위) 위닉스 대표이사는

보유 주식가치가각각 260억원(272%) 368억

원(469%) 늘어난 1215억원과 1154억원으로

역시천억원대코스닥주식부자가됐다

또 코스닥천억원대주식부자중에서 3명은

3개월도안돼보유상장주식가치가 1000억원

넘게불어났고보유주식가치가연초보다20%

이상 늘어난 부호도 13명이나 됐다 코스닥 부

자 5위인 김대영 슈피겐코리아 대표이사의 보

유 주식자산은 4420억원으로 올초보다 1722억

원(638%) 불어났다

김익래 다우그룹 회장(18위)은 주식 자산이

2054억원으로 연초보다 889억원(763%) 늘어

나코스닥부자중에서주식자산증가율이가

장 높았다 그러나 코스닥 부자 1위인 김범수

다음카카오이사회의장의보유주식가치는 1

조6196억원으로 연초보다 1056억원(61%) 줄

어들었다 연합뉴스

달아오른코스닥  1천억대주식부자 51명 역대 최다
통장빌려만줘도최대징역 3년

개정전자금융거래법시행

재벌닷컴조사  다음카카오김범수의장 1조6천억 1위

기준금리가1%대로접어들자그나마남아있던연2%대금융상품까지자취를감추면서금융소비자의현명한투자전략이절실해졌다시중은행창구모습

광주일보자료사진

예적금실질금리마이너스

외환국민은행 2%선 깨져

적금금리도연 1%대  현명한투자법은

파생결합사채오피스텔 등

중위험중수익상품투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