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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광주북지점장

정계두

3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지난 10일에 외국인은 유가

증권시장에서 올해 들어 일일 가장 많은 6500억원을 순매

수했다 이날 순매수로 코스피지수는 상승했고 2월부터 강

하게순매수를보였던외국인은3월만기코스피200 선물의

수익을극대화시켰다

외국인은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8821억을 순매수하

며 4주연속순매수를이어갔고기관은 1조 181억을순매도

하며 2주연속차익실현에나서는모습이었다 외국인의순

매수에힘입어지난주중국과일본증시가소폭하락했지만

코스피지수는 08% 상승해 1971p를 기록하고 코스닥지수

도+237% 상승해 689포인트로연중고점에근접했다

지난 10일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드라기 총재는 시

장의기대를넘어선강력한통화완화정책을발표했다 유로

존시중은행이ECB에맡기는예치금에적용하는마이너스

금리를 기존 03%에서 04%로 더 낮췄고 양적완화규모

도월간 800억유로수준으로늘리며 30%이상확대했다

하지만 ECB발표 후 기자회견장에서 드라기총재가 추가

금리인하에대해부정적인의사를강력하게표명하면서 10

일유럽증시는큰폭의하락을기록했다

시장에서는일본중앙은행의마이너스금리발표후일본엔

화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10일

ECB발표후유로화의강세를보인점에대해의문점을제기

했고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ECB의 정책수

단이소진되고있다는불안감이커졌기때문으로보인다

하지만글로벌증시는유럽의하락에담담한모습을보였

다 지난 목요일 미국다우지수 003%와 나스닥지수 0

26% 하락에 그쳤고 S&P500지수는 +002%를 기록했다

아시아증시도 11일 니케이225지수는 +051% 상승하고 상

해지수와국내증시도상승마감했다

이번주국내와글로벌증시는지난주ECB 통화정책회의

에 이어서 1516일 열리는 미국 FOMC회의에 집중할 것

으로보인다

지난해 12월 16일 FOMC가 첫 번째 금리인상을 발표한

후 신흥국의 환율불안감이 커지며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신

흥국증시의하락이최근진정되고있는것은급속하게진행

될 것으로 예상됐던 달러 강세심리가 글로벌경기 위축으로

완화되며오히려달러약세현상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시장에서는이번 FOMC회의에서금리인상은어려울것

으로예상하고있고추가금리인상도신중하게진행하겠다

는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준다면최근에나타나고있는점진적인상승흐름이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능성은 작지만 FOMC

회의에서금리인상을하거나통화긴축등시장기대와반대

되는발표가나온다면달러가강세로전환되며신흥국을비

롯한글로벌증시는다시연초와같은급격한변동성장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FOMC와 국제유가의 변곡점이

될수도있는20일주요산유국회담의결과에따른시장대응

이필요해보이며코스피 2000선과 코스닥 700선은 차익실

현매물과 대기물량이 상존하고 있어

추가상승시시장변동성에대비해일정

부분 현금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美 FOMC회의관심집중

산유국회담결과대응필요

추가상승시시장변동성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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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값에이어기름값마저다시들썩이고있

다 한때 배럴당 20달러대로 떨어졌던 국제유

가가 최근 꾸준히 오르면서 40달러선을 눈앞

에두고있다

국제유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순차적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의

제품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최근주유소

기름값이 오름세로 전환한 데 이어 당분간 상

승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13일 오피넷등에따르면이날전국평균휘

발유(이하 1 기준)는 134433원으로 전날에

비해 048원 올랐다 광주의 경우 평균 기름값

은 휘발유 132240원 경유 107169원이었고

전남은휘발유 132240원 경유 109486원을기

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12일 150137원

에서 13일 150140원으로 003원오른이후로 5

개월가량하루도빠짐없이내렸다

하지만 이달 들어 지난 6일 133969원을 저

점으로 7일 133972원으로상승한뒤 11일까지

5일연속올랐다

휘발유 당 1400원 시대에 이어 1300원 시

대까지는돌입했으나 1200원대진입에는실패

한셈이다

주유소휘발유가격상승은기본적으로국제

유가가상승세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배럴당 3625달러로올해들어가장높

았다

지난 2월 11일배럴당 2608달러로 2003년 4

월 이후 1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을때와비교하면40%가량급등한셈이

다

이에따라휘발유및경유국제제품가격도

상승세다

지난달 11일싱가포르시장기준휘발유제품

은당 28956원이었지만 지난 10일에는 387

76원까지상승했다 경유 역시 같은 기간 당

27189원에서 36790원으로 급등하면서 연중

최고를기록했다

원유가와 국제 제품가 흐름에 따라 국내 정

유사 공급가격 역시 지난달 둘째셋째 주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향후 국내

기름값의향방을예측하기란쉽지않다

최근국제유가가오르면서유가바닥론이제

기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유가 시대가

지속할것이라는관측이많기때문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채소값 이어 기름값 마저 들썩
국제유가상승배럴당 40달러선 눈앞

국내 휘발유가이달들어 5일 연속올라

13일롯데백화점광주점8층특설이벤트장에서열린화이트데이기념이벤트에참가한한어린이가사탕목걸이를만들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화이트데이사탕목걸이선물할래요

경기 불황으로 주머니가 가벼워지자 화이트

데이(14일)를 챙기는 남성들의 씀씀이도 전반

적으로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여성들은 화이트데이에 초콜릿사탕보다는

주얼리(장신구류)가방지갑 등을 선물로 받

기 원하지만 실제 남성들의 구매는 간식거리

에만몰리고있다

13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wwwg�

marketcokr)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주요화이트데이관련품목의판매량을조사한

결과 여성 핸드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다 여성 지갑과 향수도 각각 16%

7%감소했고커플링(14k18k)구매량도작년

동기보다 9%적었다

특히 취업난을 겪는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주얼리나가방등잡화선물수요가눈에띄게

줄었다 20대 남성만 따져보면 같은 기간 여

성 핸드백지갑향수커플링의 감소율(1년

전 대비)이 24% 23% 25% 10%에 이르렀다

이 기간 남성 구매자가 구매한 여성 핸드백의

평균 가격(객단가)도 작년동기보다 21%나 낮

아졌고 20대 남성의 객단가 감소율은 무려

31%로집계됐다

반면상대적으로가격대가낮은달콤한디저

트류선물수요는크게늘었다 같은기간 G마

켓에서 남성의 케이크 초콜릿 구매량은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8배 2배로 늘었다 젤리와

사탕의 남성 구매량도 각각 47% 12% 증가했

다 특히 20대 남성의 케이크초콜릿 구매량

은 1년전의 6배 34배까지뛰었다 연합뉴스

지갑얇아진남성들  화이트데이사탕만샀다

G마켓판매량조사 핸드백 13%지갑 16%향수 7% 감소

은행에서계좌를갈아탈수있는계좌이동제

3단계가시행된후계좌변경이급물살을타고

있다

13일금융당국과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계좌변경건수는지난 10일까지 203만

건으로집계돼 200만건을넘어섰다

전체 변경 건수의 764%가 3단계가 시행된

후 9영업일만에이뤄졌다 지난달 26일부터 3

월 10일까지 155만건의 갈아타기가 발생했

다

2단계까지는금융결제원의페이인포(www

payinfoorkr)에서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어계좌변경률이저조했다 80영업일간

48만4000건에 그쳤다 3단계부터는 은행을 통

해 계좌를 조회변경할 수 있게 돼 계좌 이동

이 좀 더 쉬워졌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보다는

은행창구에서대부분의변경이이뤄졌다

3단계시행후은행창구에서변경신청이전

체의약 90%에달했다 50세이상신청자도전

체의 45%를차지했다

조회서비스는3단계까지257만명이이용했

다 2단계까지는 105만명이 3단계이후부터는

152만명이 이용했다 3단계 시행 후부터는 시

행 2일 차 영업일부터 변경은 일평균 16만건

조회는일평균 14만명수준을유지했다

연합뉴스

은행서계좌갈아타기급물살  계좌변경 200만건 돌파

76%가 3단계 시행후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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