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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태 보다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 한 주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금리인상시기에대해예상

보다 완화된 내용이 나오면서 2000선을 위협 받던

코스피지수는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72992포인트로 2007년12월 이후 7년6개월만

에최고치를기록했다

미국 금리인상 시점은 국내주식시장의 최대 관심

사항이다 FOMC은성명을통해노동시장개선과인

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2% 목표치를

도달해야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신중한 입

장을강조했다 이에따라당초 9월로예상됐던미국

의 금리인상 시점이 12월 정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조기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완화되는모습이다

벼랑 끝까지 가버린 그리스사태 역시 주식시장의

걸림돌이다 18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

리스와채권단은구제금융지원을두고막판합의에

실패했다 그리스가연금삭감 노동시장개혁등채

권단의요구를받아들이지않아그리스국가파산가

능성이대두되고있다이로인하여그리스은행에서

예금을 빼가는 뱅크런이 가속화 된다면 은행 폐쇄

가능성까지언급되고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2일 긴급정상회의를소집

해그리스사태해결에나서기로했지만전망은그리

밝지 않다 현재로서는 기존 협상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기어려워보인다는점에서EU정상회담에서

는개혁안합의에도달하기보다는정치적타협을통

해이달 30일 IMF에상환해야하는 16억유로채무조

정및구제금융프로그램 9개월연장등에대한결정

이내려질것으로전망된다

또한중국주식시장의과열에따른조정장세와국

내에서외국인매도세가멈추지않아여전히투자심

리를위축하고있다

그럼에도이번주주식시장은단기하락에따른기

술적 반등을 예상해 본다 정부는 최근 국내수출 둔

화및메르스사태장기화로인한소비부진등으로추

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당정협의를열어 1015조사이의추경예산

을편성할것으로전망된다 추경은상반기를마무리

하는 국내주식시장의 유일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과거추경은외국인수급변화와주식시장의

상승요인으로작용하였다이에따른정부정책관련

수혜주와낙폭이큰실적호전주에대한관심이필요

하겠다

� �������

10조15조원 편성논의

추경 거의 유일한호재

정부정책수혜주관심을

NH투자증권

수완지점부장

김경신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한첫주에큰충격은없었다 상하한가폭을기존

보다두배로늘린데따른부작용우려와는달리

증시는 별다른 혼란 없이 무난했다는 평가다 그

러나 우선주의 이상 급등 등의 일부 종목의 이유

없는변동성확대는풀어야할숙제로남았다

주간상승률 1위 태양금속우세배 가까이

급등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가격제한폭

확대에대한경계심에도한주간코스피는 2052

17에서 204696으로 025% 하락하는 데 그쳤다

코스닥지수는 71240에서 72992로 246% 올랐

다 제도시행첫날인지난 15일유가증권시장거

래대금은 4조9689억원으로 직전 거래일 6조1522

억원보다 2253% 감소했다

그러나거래대금은이튿날 6조3천604억원으로

늘었고 1719일에는 5조원대를 유지하며 안정

을 되찾았다 지난주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5조

4832억원이었다 이는 이달 112일 6조4400억

원에는못미치지만올해평균 5조4천200억원을

소폭웃도는수준이다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15일에는

3조3024억원 규모로 주춤했다가 16일부터 4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형주를 비

롯해 대부분 종목의 주가 움직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일부 중소형주는 호재나 악재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며 변동성이 커졌다 유통 주

식이적은우선주가급등하는현상도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한 주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태양금속우로 주가가 세

배 가까이 뛰었다 가격제한폭 확대 직전인 12일

종가 1115원에서 19일 3165원으로상승률이 183

86%에달했다

SK네트웍스우는 같은 기간 2만1100원에서 5

만8400원으로 17678% 급등했다 진흥기업우B

(9759%)와 녹십자홀딩스1우(9226%) 녹십자홀

딩스2우(8836%) 등 주간 상승률 상위 5위 종목

이 모두 우선주였다 상승률 상위 10위권 종목도

삼양홀딩스와 레드로버를 제외한 8개 종목이 모

두우선주다 하락률은 STS반도체가 5060원에서

2260원으로 5534% 하락했다 순식간에 주가가

반 토막이 났다 스포츠서울(3448%) 휘닉스소

재(3393%) 코아로직(3293%) 엠젠(30

79%) 등도큰폭으로내렸다

긍정적측면확인제도안착가능성전

문가들은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하

지않았고전산시스템에도오류가없었다는점에

서출발은무난했으며안정적으로정착할가능성

이크다는분석이우세하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도입한

정적변동성완화장치도효과를낸것으로보고있

다 정적변동성완화장치는 지난주 하루 평균 유

가증권시장에서 118회 코스닥시장에서 127회각

각발동됐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자본시장실장은 가격

제한폭확대가안정적으로정착할가능성이엿보

인다며 가격발견의신속성을확보했다는측면

에서긍정적이라고진단했다

그는 일부우선주가급등했지만 시장 변동성

확대를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다만

일부 종목들의 변동성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측은단기적으

로거래가위축될수있지만 장기적으로거래활

성화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김기경 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은 시행 첫

주가 무난하게 지나갔고 매매 제도상 문제가 없

었다는 점에서도 곧 안착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우선주가 급등하는 문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

는등대응에나서고있다고설명했다

임상국현대증권포트폴리오전략팀장은 개인

투자자들은변동성이커진장세에휘둘려손절매

나추격매수로대응하기보다긴흐름에서투자해

야한다고조언했다 연합뉴스

가계의은행저축성예금증가율이금융위기이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기예금 등에 가입

해목돈을만들어보려는가계의저축욕구가저금

리탓에줄어든때문이다저축을하지않은돈일

부는대기성자금으로남아투자기회를기다리고

일부는주식등위험자산으로유입되고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말현재가계가예금은행에돈을맡긴총예금

액은 547조73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5508억

원(51%) 늘었지만 이 중 저축성 예금(492조504

억원)은 38%증가에그쳤다

월별로 가계의 저축성 예금 증가율을 보면 금

융위기때인 2008년 9월 10% 이후 6년 7개월 만

에가장낮은수준이다 이증가율은 2008년 10월

80%로높아지고서서서히상승해 2009년 8월과

2010년 7월에각각 173%에달하는등한국경제

가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고서 2009년부터

2011년상반기까지두자릿수증가율을대체로유

지했다

그러나한은이 2012년부터기준금리를내려저

금리 상황이 심화하자 가계의 저축성 예금 증가

율도 떨어졌다 무엇보다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정기예금 등 은행 저축으로 돈을 불리려는 욕구

가준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

이승훈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연구원은 저

금리 때문에 대기성 자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수시로돈을넣었다뺐다 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이나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빠르

게늘고있다고말했다

실제가계의요구불예금은지난 4월말현재 55

조68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5344억원(181%)

늘었다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은행에 돈을 맡기

더라도 다른 투자 기회가 나타나면 언제든 돈을

빼서쓰려고기다리는수요가늘어났기때문이다

일부 가계 자금은 벌써 은행 밖으로 빠져나왔

다증시의대기성자금인고객예탁금은지난 4월

말현재 20조9936억원으로 1년전보다 6조2389억

원(423%)이나증가했다

고객예탁금은지난달과 이달중에도 20조22

조원대에서움직이디가지난 18일현재 20조5190

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과 보험사 등에서 판매

되는 금전신탁의 수신잔액도 4월 말 기준 316조

9653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조4163억원 207%

나불어났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주

가연계파생결합채권(ELB)의 미상환 잔액도 2월

말현재 56조5696억원으로 1년전보다 17조931억

원(433%)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거래량반짝위축큰충격혼란없이일단안착

주식시장가격제한폭확대일주일

코스닥일부우선주이상급등

커진변동성에휘둘리지말고

긴흐름으로투자신중기해야

지난 19일서울중구외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거래업무를하고있다 이날코스닥은전날보다 472포인트오른 72992로전날에이어연중최

고치를기록했다이는 2007년 12월13일 73368을기록한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시가총액도 198조3000억원으로사상최고치를새로썼다 연합뉴스

저금리에가계저축성예금증가율외환위기이후최저 증시고객예탁금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