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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내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었

지만연중신고가를갱신하고있는글로벌증시의긍정적인흐

름에따라코스피지수와코스닥지수모두상승세로마감하였

다

그동안시장에부담으로작용했던외국인의대규모선물매

도포지션은선물만기를이틀앞둔6일에 1만계약이넘는12월

물선물 환매수와 함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강한

순매수를 보이며 시장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관심을

모았던 8일선물옵션동시만기일에는연말배당수익기대에따

라인덱스펀드를중심으로프로그램순매수가유입되며코스

피지수가모처럼 39포인트가넘는상승세를보이기도했다

9일 국회는 예상보다 높은 찬성률로 박근혜대통령 탄핵소

추안을통과시켰다

국회의 탄핵안 투표를 앞둔 지난 금요일 국내증시는 숨을

죽였다 전날 급등에 따라 코스피지수는 소폭조정을 보였고

최근침체를보였던코스닥시장은모처럼외국인과기관이순

매수를보이며반등을보였다

탄핵부결이라는최악의불확실성은피해다행이지만향후

시장전망은엇갈리고있다 높은찬성률로탄핵안이가결됨에

따라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것이라는긍정적인전망과정치적변수가시장에미치는

영향을가늠하기어렵고헌재의최종판단까지는상당기간이

필요하고이후조기대선에따른정국혼란이국내증시에부정

적일것으로보는시각이대립하고있다

탄핵결과가 반영되는 월요일 외국인의 시장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탄핵이슈보다는 미국 12월 FOMC에 관심이 집중되며 그 동

안상대적으로소외되었던국내증시는점진적인상승을기대

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외국인이부정적인반응을보이며

매도세가 강화된다면 당분간 국내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는 한국시간기준 1415일에 열리는 미

국 FOMC 회의다 미국경제지표와 실업률등이개선되고있

고트럼프발리플레이션(불황기에심한인플레이션을일으키

지않을정도로재정과금융을확대하면서경기회복을유도하

는 것) 기대강화를 고려했을 때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미국금리인상은최근실세금리가상당부분선반영되었

고향후금리인상속도가시장에우호적일것으로예상됨에따

라시장에부담이라기보다는불확실성해소에따른긍정적인

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한편 15일 한국은행 12월 금통위에

서는기준금리 125% 동결을예상하고있다

이번주에도유가증권시장은최근강세를이어가고있는반

도체은행철강화학등실적이개선되고있는종목을중심으

로관심이필요해보인다

필자가 12월 FOMC 금리결정 이전에 코스닥시장에 대해

하락시매도보다는저점매수를권유했었다 이제는불확실성

이개선될것으로보임에따라수급적인요건때문에단기급

락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이며 최근 공매

도가 증가하며 하락세를 보인 음식료와

화장품 업종도 연말 숏커버링에 따른 단

기적대응도가능해보인다

유진투자증권광주북지점장

정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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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과외국인대응주목

美금리인상여부관심집중

반도체철강주강세이어질듯
양식어업이 전남도 수산업의 대세로 자리잡

으면서 그 생산액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 10개월만에양식어업생산액이 1

조원을돌파해사상최대규모에이를전망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 현재

까지도내양식어업생산량은 124만3000t생산

액은 1조496억원이다 이는 2015년같은기간에

비해 생산량은 17만8000t(17%) 생산액은 1461

억원(16%) 증가한규모다

특히 2015년총양식어업생산액(1조128억원)

을 2개월앞당겨뛰어넘었다

어선어업과 내수면을 포함한 전체 수산물 생

산액도 134만3000t 1조7889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생산량은 166t(14%) 생산액은 1535억원

(9%) 늘었다 양식어업은 1조496억원  내수면

어업이 1483억원 어선어업은 5910억원의 생산

액을기록했다

전남도는김 전복 꼬막등의영향이큰것으

로분석하고있다김생산액은지속적인수출국

다변화및수요대비공급부족으로물김품귀현

상이일어나지난해에비해 886억원(48%)이늘

어생산액은 2974억원이었다 전복은출하가능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중국 등 수출 증가로

2015년(8404t)보다 28% 증가한 1만728t이며

생산액또한 257억원(9%)이늘어난 2970억원으

로나타났다

꼬막은 올해부터 전라남도 자체 꼬막류 조사

결과를국가통계로직접반영하는등제도개선

을통해2015년보다3634t(628%)이증가해생산

액은112억원(196%)이증가한 169억원규모다

김 미역 등 해조류의 본격적인 생산 시기가

1112월임을 감안하면 2016년 총 생산액은 지

난해보다 2000억원이상늘어날전망이다

배택휴전남도해양수산국장은 수산업을저

비용고소득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 양식시

설을 현대화하고 자동화장비를 확충 경영비를

절감하고친환경새우양식시설축제식해삼양

식장조성등차세대양식품목을육성할계획

이라고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 양식어업 생산액 10개월만에 1조 돌파

올해사상최대규모예고  김전복꼬막기여

전체수산물생산 2조 시대  친환경새우양식추진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강남경)는최근벌

교농협(조합장 김기순)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서 이용부 보성군수강복수 보성군의회의장

안성열 농협보성군지부장벌교농협 골드키위

시범수출단지 참여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

출유망품목으로 육성중인 골드키위의 2016년

미국첫수출을기념하는상차식을했다

이날 벌교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선별포장

한골드키위 20톤은부산항을통해미국으로수

출되며 미국전역에공급망을가지고있는 H

mart 13개점포에서판매될예정이다

전남농협은 작년부터 수출을 시작한 벌교농

협 골드키위 농가를 수출전문조직으로 꾸려내

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벌교농협을 골드키위 시

범수출단지로 선정했다 이 후 농촌진흥청과

함께수출국별키위농약안전사용지침을설정하

고 키위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컨설팅을 진행

하기도 했다벌교농협은 작년 제시골드키위를

미국으로 20t수출했으며올해는네배이상성

장한 40t을목표로하고있다 이외에도전남농

협은홍콩등동남아시장을공략하기위해지난

주부터 홍콩에서 골드키위 판촉행사를 실시하

고있으며올해총수출목표물량은 80t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골드키위 2016년 美첫수출상차식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최근

완도 고금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이심국)

에 전남농협 임직원의 성금으로 마련한 행복

나눔도시락배달차량전달식을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강남경 전남농협 본부장

신우철 완도군수 정회영 전남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기증된 차량은

전남농협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

을정기적으로모아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를통해적립한행복나눔기금으로마련됐다

전남농협은 2014년부터매년 1대씩 기증하

였으며 2016년제3호차량이기증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고금노인센터에

행복나눔도시락배달차량전달

농협전남본부 벌교농협유통센터서

국내 소비자들은 쌀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품질과맛을따지는걸로조사됐다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이계임 박사 연구팀이 11일 발표한

2016년도가구내식품구입및소비행태에따

르면 쌀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품질(35

2%) 맛(302%) 가격(136%) 순인 것으로나타

났다

특히 2016년대비 2017년 밥 먹는 횟수가 증

가할 것으로 전망한 비중은 약 18% 수준인 반

면 감소할것으로전망한가구의비중은약 7%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식품소비행태조사(The Consumer Be�

havior Survey for Food CBSF)는가구내식

품주구입자성인및청소년가구원을대상으로

가구및개인의식품소비와식생활파악을목적

으로 2013년부터해마다실시되고있다

조사 결과 가구의 식품 구입 빈도는 주 1회

(444%)가 가장 많았고 주 23회 이상 식품

을 구입하는 가구는 366%였다 가구 내 식품

주구입자들이 주로 식품을 구입하는 장소는 대

형 할인점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재래시장 순

이었다

식품 소비 지출액이 2015년에 비해 증가했

다고 응답한 비율은 37%p감소(2015년 385%

→2016년 348%)하였다 2016년대비 2017년가

구내식품소비지출액이 증가할것으로전망

된다고응답한비중이가장높았던식품류는과

일류채소류잡곡류순이며 품목중에서는우

유 계란등이었다

장바구니체감물가수준은 2015년대비 11%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작년

12%와유사한수준이었다

품목별소비행태를살펴보면곡물의경우조

사가구의절반이상(574%)이 23개월에 1회

쌀(현미포함)을조달하고있었으며쌀을 전부

직접구입한다는 응답이 681%를차지해 2014

년부터그비중이늘어나는추세를보였다

향후수입쌀소비의향에대한조사결과 10

0%가 취식의향 있다고응답하여완만한증가

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채소는전체응답가구의 406%가 주 1회 조

달 321%는 주 23회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

다채소류구입주기는가구소득이높을수록증

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채소류구입시고려

하는 사항은 품질(368%) 맛(275%) 가격(15

1%) 순인것으로조사되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소비자들쌀구입때품질맛 가장먼저따진다

장바구니 체감 물가 11% 

식품구입 주 1회 44% 1위

농촌경제연 가구 소비행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