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今日 證市 브리프  (2012.07.24,  주식시장부)

지수
(P,%)

K O S P I 1,793.93   4.49(0.25) 거래
(조원)

K O S P I 4.1 ( +0.4)
KOSDAQ 468.28   3.96(0.84) KOSDAQ 1.7 (  -  )

외국인
(유가,억원)

현 물 △96 프로그램
(유가,억원)

차 익 △498 환율(원) 1,146.1(-0.5)
비 차 익 +1,201

선 물 △1,849 국고3Y(%, %p) 2.83(  - )합   계 +702

1 (국내) 스페인 우려 vs 중국發 경기부양 기대 ⇨ KOSPI +0.25%

◈ (KOSPI) 스페인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우려 등 유로존 위기 심화로

하락 출발(최저 0.4%)한 증시는 중국 제조업 지표 악화 지속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 및 저가 매수세 유입등으로 소폭 상승 마감[+0.25%]

○ (거래) 3일 만에 지수 상승 전환하며 거래 4조원대 회복(4.1조원)

○ (외국인) 이틀째 순매수(금일 △96억원) / (선물) 순매도 전환(△1,849억원)

○ (PR) 장중베이시스등락후소폭개선(0.28p→0.37p) 불구차익순매도(△498억원) 기록

① (유로존) 스페인 국채금리 사상 최고치 재경신, 이탈리아 및 그리스 등 재정 위기 재부각

- (국채금리 10y, %) (西) 7.27→7.50, (伊) 6.17→6.34, (佛) 2.07→2.14 (獨) 1.17→1.17

* (CDS 5y, bp) (西) 605→631 (伊) 526→550, (佛) 171→183 (獨) 78→82

- (유로존 정부부채비율) ‘11.4분기: 87.3%→‘12.1분기: 88.2%(GDP 대비) ☞사상최고치

- (이탈리아) 시칠리아 등 최소 10개 도시가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현지언론)

- (무디스)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등급전망 ‘부정적’으로 조정

→ 西․伊를 포함한 유로존 국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비용 부담

- (그리스) IMF, 그리스 구제금융 중단설 부인, 24일 그리스 당국과 논의 예정

EU 집행위, 9월 이전에 구제금융 집행 곤란하며트로이카실사후집행여부결정예정

② (中) HSBC 中 7月제조업PMI 前月(48.2)非상승한49.5(잠정치) ☞ 9개월째경기위축세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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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투신 연기금 국가

△96 △210 +302 +119 △362 +289 +17

  ☐ 업종동향 : 전기전자[+0.8%], 운수장비[+1.4%] 등 대형주[+0.4%] 지수 견인 

○ (시총상위株) 삼성전자+0.7%․현대차+1.8%․포스코+0.8%․한국전력+2.2%vs LG화학-1.2%

○ (통신株) 고배당 및 실적개선 기대감 등으로 이틀째 상승, SKT +6.0%․KT 5.1%

◈ (KOSDAQ) 외국인 순매도(△100억원) 지속, 시총 상위주 하락 주도

○ (시총상위株) 셀트리온 -2.3%․서울반도체 -3.1%․안랩 -6.3% vs 다음 +5.3%

○ (투자자) 외국인 : 이틀째 순매도(총 △216억원), 기관 : 5일째 순매수(총 +546억원)

 

2 (해외) 장 초반 약세 이후 중국 긴축 완화 기대감으로 혼조세 마감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8,488p (0.24%) 2,146p (+0.25%) 7,008p (-0.28%) 19,073p (+0.10%) 3,004p (+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