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今日 證市 브리프  (2012.07.27,  주식시장부)

지수
(P,%)

K O S P I 1,829.16 46.69(2.62) 거래
(조원)

K O S P I 4.6 (+ 0.7)
KOSDAQ 464.72   6.86(1.50) KOSDAQ 1.4 (  -  )

외국인
(유가,억원)

현 물 +4,748 프로그램
(유가,억원)

차 익 +1,327 환율(원) 1,138.3(-8.6)
비 차 익 +2,524

선 물 +5,443 국고3Y(%, %p) 2.87(+0.10)합   계 +3,851

1 (국내) ECB 드라기 총재의 유로존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 발언으로 상승(+2.6%)

◈ (KOSPI) ECB 드라기 총재의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 의지 표명으로 재정위기국 국채금리 큰 폭 하락(西 7.4%→6.9%)등

안전자산 선호현상 완화되며 상승, 5일만에 1,800p 회복 ⇒ 1,829p

○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하며 2일째 상승(1,233,000원, +5.2%)

○ (외국인) 유로존 위기 완화로 현․선 동반 매수(현물 +4,748억원, 선물 +5,443억원)

○ (환율) 유로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로 2일째 하락(1,138.3원, -8.6원)

○ (PR) 베이시스 개선(0.26→0.42)으로 하루만에 순매수 전환(+3,851억원)

※ 주요 경제지표 및 이슈

①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35.3만건, 前週대비 -3.5만건, 예상치(38만건) 하회
6月 내구재 주문 前月대비 +1.6%로 2개월 연속 증가세, 예상치(+0.6%) 상회
6月 잠정주택판매 99.3, 前月대비 -1.4%, 예상치(+0.3%) 하회
(기업실적) 3M, 엑손모빌 실적 예상치 상회 vs 페이스북 2분기 주당 8센트 손실

② (유럽) (ECB) 드라기 총재, "유로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 가능"
⇒ 금리 인하, LTRO(장기대출프로그램) 재가동, 재정위기국 국채매입 등 시사
(주요국 국채금리) (西) 7.37% → 6.93%, (伊) 6.44% → 6.06%, (佛) 2.28% → 2.22%

④ (韓) 삼성전자2분기영업이익6.72조원, 매출액47.6조원(전년동기대비각각+79%, +21%, 사상최대치)
해외 IB, CD금리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 논란으로 국내 은행채 투자의견 유보

※ 油價(WTI) : 89.39弗(+0.5%) 드라기 총재 발언 등 달러화 약세로 상승

  ☐ 투자자별 동향(억원) : 매수(기관, 외국인) VS 매도(개인)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법인투신 연기금 국가

+4,748 +2,548 +313 +563 +1,569 △7,162 △104

  ☐ 업종동향 : 전기전자(+4.9%) 주도 대부분 업종 상승, 통신(+0.3%) 등은 상대적 약세

○ (전기전자) 하반기업황기대로기관․외국인동반매수(삼성전자+5.2%, SK하이닉스+3.7%)

○ (유통株)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취소소송승소로상승(이마트+6.2%, 롯데쇼핑+1.6%)

◈ (KOSDAQ) ECB 드라기 총재 발언에 따른 유럽 재정위기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1.5%)

○ (투자자) 외국인(+28억원) vs 기관(△36억원), 개인(△29억원)

○ (올림픽株) 런던올림픽개막(7/27)에따른기대감으로상승(iMBC上, GS홈쇼핑 +0.5%)

 

2 (해외) 유럽發 호재로 亞증시 전반적 상승세(단, 中은 기업실적 우려로 강보합)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8,566p (+1.46%) 2,129p (+0.15%) 7,124p (+2.20%) 19,278p (+2.04%) 3,011p (+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