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녪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

은 2006년에도 소비돚내수경기 회복

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월 중순부터

발표되는 기업들의 2005년 4분기(10

~12월)실적이투자심리에긍정적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

년 1월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일 가능

성이높다는분석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1980년

부터 2005년까지 코스피지수 1월 평

균 상승률은 98년(50% 폭등)을 제

외하고 2.12%를 기록, 11월(3.6%),

3월(2.7%)과 함께 상위권을 형성했

다.

성진경 대신증권 연구원은 돱2006

년 1월 주식시장은 올 연말 단기 급

등에 따른 부담으로 상승 탄력이 둔

화될 수는 있지만 오름세는 이어갈

것돲이라며 돱코스피지수는 1320을 지

지선으로 1450선까지상승할 수있을

것돲으로전망했다.

우리투자증권은 1월중 지수 최대

목표치를 1400선전후로한정해목표

수익률을낮춰잡고실적시즌진입때

업체간 주가차별화에대비하라고지

적했다.

이영원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돱코스피지수는 내년 1월상순강세기

조를 이어가며 1400선까지 상승하겠

지만 하순에는 조정을 받을 것돲이라

며 돱다만 조정이 본격화되더라도 지

수가 1250선아래로떨어지지는않을

것돲이라고말했다.

굿모닝신한증권도 1월 코스피지수

대가 1330~1410선에 달할 것으로 전

망하며 돳전강후약(前强後弱)돴의 모

습을보일것이라고예상했다.
이승재기자 lee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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돱주식은 로또가 아닙니다돲

이 수 진

경제부기자

녪살다보면 돳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돴하는 순간이

꽤있다. 올해주식시장이바로그랬다. 연말송년회자리에서가

장 많이 등장한 푸념 중의 하나는 바로 돱주가가 이렇게 오를 줄

알았더라면…돲이었다.

돱아파트를 팔아 주식에 묻었으면 타워팰리스로 옮기는 건

데돲, 돱아무 종목이나 사뒀으면 로또가 따로 없었을텐데돲라는 한

탄의소리가높았다.

올한해코스피지수상승률은 53.9%, 막판 돳황우석쇼

크돴라는 복병을 만난 코스닥지수도 무려 84.5%나 뛰어

올랐으니 그럴 만도 하다. 더군다나 1000%이상 뛰어오

른 종목이 7개나 출현하는등 10종목중에 8~9종목은 오

르는 돳십중팔구돴, 돳물반고기반돴장세였다.

특히 올해는 주가가 올라도 개인투자자들은 강건너

불구경하기 일쑤던 과거와는 사뭇 달랐다. 적립식펀드

(11월말 현재 526만계좌)를 포함한 간접투자계좌수가

1000만계좌에 육박한 가운데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평균 57%에

달하는 좋은 성과를 거뒀으니 그 어느 때보다 간접투자로 웃는

사람이많았던셈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기록 풍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전반의

체감경기는 영 신통치 않았던게 사실이다. 증권맨의 속사정도

돳외화내빈돴이긴 마찬가지여서 개인 성과주의 탓에 일부 영업직

을제외하면두둑한활황보너스는기대난망이라고한다.

내년 주식시장 전망도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주가가 올라도 모

두가 행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론이 만만찮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게 마련, 지금은 돳로또 주식돴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대수익률과이에걸맞는냉정한투자전략을모색할때다. lulu@

돱내년 1월 1400 행진뒤 조정 예상돲

돱주식시장 올해만 같아라돲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직원들이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올해 주식시장을 마감한 29

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옥 2층 강당에서색종이를 뿌리며 자축하고 있다.임정현기자 theos@

코스피 사상최고가(1379.37)로 올해마감

증권사들 돱4분기 실적 긍정적 영향돲 전망

통화 현찰로팔때 현찰로살때

미국 992.33 1027.67

일본(100엔) 842.35 872.35

유로화 1172.00 1219.58

영국 1706.94 1776.24

캐나다 850.33 884.85

중국 118.89 133.89

외환은행제공, 단위〓원, 은행간차이있음

(30일오전)

종류 금리(%) 전일비

회사채 5.52 0.09

CD(91일) 4.09 0.01

통화채(1년) 4.67 0.03

금융채(1년) 4.84 0.03

국민주택1종(5년) 5.52 0.09

콜금리 3.75 돥

대신증권제공

(29일기준)

사상 최고가(1379.37)로 2005년을 마감한 코스피지수가 내년 1월에

는 1400을 돌파,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

고있다. 다만대부분증권사들은 1400 돌파가능성은인정하면서도

이후지수가소폭하락하는조정국면이펼쳐질것으로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