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제20254호 ��
생활경제

유진투자증권광주북지점장

정계두

5월들어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지수가 모처럼 외국인

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1969포인트까지 상승했

다 국내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인상과 경제지표의 결과

에따라밀접하게영향을받는모습이었다지난 24일미국

의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며 미국증시가 급등하자

25일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전자와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1249억원과 207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상승을 이끌었

다 한주간외국인과기관은실적개선기대감이있는SK하

이닉스에 가장 많은 순매수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도 기관

이 1015억원을순매수하며 690선을회복했다

외국인 순매수는 원달러 환율의 방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모습이었다 미국경제지표호조와글로벌유가상

승 그리스부채협상타결소식등으로글로벌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다시 회복되면서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원달러환율이강세로전환되며 1170원대까지하락한것이

외국인이 국내시장에서 다시 순매수를 보인 이유로 보인

다

하지만 지난주 KDI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

되고있어원화강세는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일부 정치테마주와 중소형 제약

주의 급등양상은 지난주를 정점으로 진정되는 모습이고

일부 종목은급락양상을보이며 시장에 다시 충격을주었

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수급은 제한적인 상

황이고 코스피지수의 추가적인 상승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6월 중순 선물만기와 FOMC회의까지는실적개선과개

별적인 이슈가 있는 중소형주의 대형주대비 상대적 강세

는지속될것으로보여중소형주의종목찾기는이어질것

으로보인다

이번주는몇차례언급했듯이 5월 31일에예정된MSCI

관련 수급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5월13일 발표

했던 MSCI 반기리뷰에서 LG생활건강우선주 등 31개종

목이 편입되고 두산 등 6개종목이 제외된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MSCI 인덱스 반기리뷰에서 알리바마 등 미국에

상장된중국ADR 13개종목을편입하기로결정했다 지난

해 11월말 50%를편입하고이번주 31일에남은 50%를편

입하게된다

지난해 11월말 지수편입에 따른 리밸런싱 관련자금을

중심으로외국인비차익순매도가 7000억정도출회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전에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의 수급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이번주발표예정인미국 5월고용지표에서큰폭의

부진만 없다면 6월 FOMC에서 기준금리인상은 기정사실

화될것으로보이고브렉시트 중국 A주MSCI 부분편입

결정등수급에부담을줄이벤트가집중되어있다는점에

서 적극적인 주식비중 확대보다는 일정 현금비중을 유지

하고 상승추세가 유지되며 기관과 외

국인의 수급이 양호한 중소형주의 제

한적인대응이좋아보인다

美고용지표MSCI 조정주목

시가총액상위종목수급부정적

중소형주상대적강세지속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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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와돼지의자급률이떨어지고있다

한우 값 상승으로 수입산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 난 탓이고 돼지는 전체 소비량이 늘어

수입 물량이 증가해 덩달아 자급률이 떨어졌

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육우 자급

률은 지난 2013년 501%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481% 지난해 46%로하락세를기록했

고 2019년에는 38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된다

쇠고기자급률하락은정부의암소감축정책

에따라사육두수가감소한데따른것으로 생

산량이줄어든한육우의가격이치솟으면서상

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 쇠고기로 소비가 쏠

린결과다

국산돼지고기자급률도 2013년 84%를차지

했으나 2014년 773% 지난해 723%로하락세

를이어가고있다

하지만돼지고기자급률하락의이유는쇠고

기와는 다르다 돼지고기는 국내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안정적인데도 절대적인 소

비량의 증가로 수입 돈육의 비중이 점차 커지

고있다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2013년 991만2000마

리에서 2014년 1009만마리 지난해 1018만

7000마리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산 돈육 생

산량은 85만3000t에서 83만t 84만2000t으로

안정적인추세를유지했다

대신에같은기간우리국민의돼지고기소비

량이 급증했다 2013년 104만9000t(1인당 209

kg)이던돼지고기소비량은 2014년 111만8000

t(1인당 218kg) 2015년 116만t(1인당 225kg)

으로증가했다

전체돼지고기소비증가에따라발생한수요

는수입돼지고기가채웠다

돼지고기수입물량은 2013년 18만4000t에서

2014년 27만3000t 지난해 35만7000t으로 증

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 사육두수가

늘었고 생산량도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적인 소비가 증가해 수입량 증가와 자급률 하

락으로 나타났다며 러시아의 돼지고기 수입

중단 조치로 EU산 돼지고기가 우리나라로 들

어오는 물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쇠고기 먹었나요?  수입산 드셨군요!

한우사육두수감소에값치솟아자급률 46%까지하락

돼지고기도소비량증가로시중유통수입돈육 30% 육박

수입량이늘면서국내소와돼지자급률이갈수록떨어지고있다장흥의한농가에서소를방목해키우고있는모습사진은특정사실과관련없음

광주일보자료사진

1인 가구의증가로나홀로밥을먹는이른바

혼밥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직장인이 혼자 식

사하는 이유를 두고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는조사결과가나왔다

20대 젊은층은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30대 이

상은같이식사할사람을찾지못하거나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혼자 식사하

는경우가많았다

29일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에 따르면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오유진박사는오는6월 3일서

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리는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하계심포지엄에서 이런내용을담은

1인 가구 증가 양상 및혼자 식사의 영양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오 박사는 2060대 직장인 475명(20대 178

명 30대 94명 40대 98명 50대 이상 105명)을

대상으로연령별로혼자식사하는이유와문제

점등을설문조사했다

조사결과혼자밥을먹는이유로 20대는 여

유롭게먹음(242%)을첫손으로 꼽았고 이어

같이 먹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236%) 시

간이없기때문(197%) 시간을절약(135%)

경제적이유(67%) 음식선택이자유로움(3

9%)등의순이었다

이에 반해 30대와 40대 50대 이상의 직장인

은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나 시간이 없는 등의

이유로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 20대와 대

조를보였다

구체적으로 30대는 같이 먹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387%) 시간이없기때문(215%)

시간을절약(161%)등을 40대는 시간이없

기때문(292%) 같이먹을사람을찾기어려

워서(271%) 시간을 절약(146%) 등을 50

대는 같이 먹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37

9%) 시간이 없기 때문(194%) 시간을 절

약(126%) 등을 혼자 식사하는 주요 이유로

들었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은 혼자 식사하게 되면

식사를 대충하게 되거나(458%) 패스트푸

드(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먹게 되고(191%)

빨리먹게되며(153%) 대화상대가없어식

사가 즐겁지 않은 점(78%) 등을 혼자 식사할

때의문제점으로꼽았다

연합뉴스

혼밥족 이유 연령별로다르다

TV 드라마등을통해중국에널리알려진삼

계탕이본격적으로중국시장에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

일 삼계탕의중국수출을위한한국과중국정

부간후속절차협의가모두마무리돼내달중

수출이시작될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

정부와 국내 축산업계는 2006년부터 중국으

로의 삼계탕 수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검역

이나위생문제가쉽게해결되지않아수출길이

쉽게열리지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말 한중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부가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조

건에합의하면서후속협의가급물살을탔다

삼계탕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등장한 이

후유커들사이에서큰인기를끌고있으며 이

달 초에는 한강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위

한 삼계탕파티가열리기도했다 연합뉴스

삼계탕中시장본격수출

한중 후속절차 마무리

20대 여유롭게 먹고 싶어

30대 같이 먹을사람없어

40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19년

2015년

2014년

2013년

388%(예상)

46%

481%

501%

2015년

2014년

2013년

723%

773%

84%

쇠고기자급률

돼지고기자급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