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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수 배경 및 전망 

  

 (최근 외국인 동향) 올들어 외국인 국내 주식을 17.4조원 순매수. `04년 이후 5년

만에 순매수로의 전환이 기대되는 가운데 외국인 국내 시가총액 비중도  `08.9월 

이후 10개월만에 30%를 회복함에 따라 향후 외국인 순매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 집중 

 `98년 이후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5개월 이상 순매수한 횟수는 모두 4차례로 적게는 

4.4조원에서 많게는 28.9조원까지 순매수 했으며 4차례 순매수 중 3회는 주가가 순

매수 직전 보다 상승(17.6%~142.5%)  

 (외국인 주식 순매수 배경)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 기대감 고조, 2 분기 기업실적 

예상치 상회, 高 Beta 시장 인식, 원화 강세, 외환위기설 약화 등이 순매수 요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올해 GDP 전망치 상향 추세 (해외 10개 IB, 평균) : `09.3월 △4.0% → 5월 △2.9% → 

7월 △1.5%  

 2 분기 거래소 기업, 전기(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4.7%(+0.6%), 영업이익 +89.4%(△

22.8%), 순이익 +254.3%(+9.6%) 증가 (자료: Fn Guide)  

 최근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시장 변화에 민감하고 글로벌 경기 호전 

및 주가 상승시 여타 증시에 비해 상승폭이 큰 한국증시에 재차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집중. 일부 중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혜 기대 시각도 있음 

 (향후 전망) 상기 언급한 요인 외에도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증가, 저금리 지

속, 높은 한국증시 투자 매력 등으로 당분간 외국인의 한국주식 매수세 이어질 전

망. 그러나 향후 순매수 규모는 위축될 가능성 

 순매수 규모 위축 전망은 ▲ 선진국 경기의 늦은 회복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 제한될 

가능성 ▲상반기 주가 큰 폭 상승에 따른 Valuation 부담 및 차익매물 욕구 ▲ 하반기 

주요국 Exit Strategy 본격 논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 ▲ 향후 원달러 

환율의 점진적 하락에 따른 환차익 규모 감소 등으로 줄어들 가능성 

 (외국계 IB 시각) ̀ 09.8월 현재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계 IB 시각은 “비중확대”의견

이 우세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그러나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선진국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영향, 추가적인 경기회복 

확신 부족에 따른 실망 매물 출회 등으로 하반기 아시아로의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Summary 

7 Aug. 2009 이유선, 안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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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국인 동향) 올들어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17.4조원 순매수. `04년 이

후 5 년만에 연간 기준으로 순매수 전환 기대되는 가운데 외국인 국내 시가

총액 비중도 `08.9 월 이후 10 개월만에 30%를 회복함에 따라 향후 외국인 

순매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 집중  

 외국인, `04 년이후 5 년만에 국내주식 

순매수 전환 기대 : `09.8/6 일까지 외국

인은 국내 주식을 17.4 조원을 누적 순

매수. 작년 연간 순매도 규모(34.6 조원)

의 절반 수준(거래소 기준) 

- `04 년 +10.3 조원 → `05 년 △4.2 조원 

→ `06 년 △11.5 조원 → `07 년 △27.2

조원 → `08 년 △34.6 조원 → `09 년 

+17.4 조원(`09.8/6 일)  

- 월별로는 `09.3월 이후 6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으며 일별로

는 `09.7/15 일 이후 8/6 일까지 17 일 연속(영업일 기준) 순매수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 운수장비 > 철강 > 금융업종 순으로 매수 규모 큼 

 외국인 시가총액 비율 30%대 회복 : 작년말 28.74%에서 27.69%(연중 저

점. `09.4/14 일)로 하락했던 외국인 시가총액 비율(거래소 기준)은 외국인

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 및 주가 상승에 따른 보유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

로 7 월 중 30%를 돌파. `09.8/6 일 현재 30.82%로 `08.9/2 일(30.92%) 이후 

최고 수준  

 한편, `98 년 이후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5 개월 이상 순매수한 횟수는 모

두 4차례 : 적게는 4.4조원에서 많게는 28.9조원까지 순매수 했으며 4차

례 순매수 중 3 차례는 주가가 순매수 직전 보다 상승(17.6%~142.5%)해 

향후 외국인 순매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집중  

<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수 추이(` 98 년이후, 5 개월 연속 이상)> 

(단위: 십억원) 

  누적 순매수 지수 상승률 

1 `98.9 월 ~ `99.4 월(8 개월) 4,421 `98.8 월말 대비 142.5%↑ 

2 `99.10월 ~ `00.8월(11 개월) 15,949 `99.9 월말 대비 17.6%↓ 

3 `00.11 월 ~ `01.5 월(7 개월) 6,309 `00.10 월말 대비 19.0%↑ 

4 `03.5 월 ~ `04.9 월(17 개월) 28,885 `03.4 월말 대비 39.3%↑ 

* 자료: 증권전산 

`09 년 외국인 누적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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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배경)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 기대감 고조, 2 분

기 기업실적 예상치 상회, 高 Beta 시장 인식, 원화 강세, 외환위기설 약화 

등이 순매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한국 경제전망 호전 :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

장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

로 마이너스 폭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09.7월말 현재 10개 해외 IB들의 

올해 GDP 평균은 △1.5%으로 회의적 시각이 많았던 3 월말 △4.0% 대비 

큰 폭 개선 

- 올해 GDP 전망치 : `09. 3 월 △4.0% → 5 월 △2.9% → 7 월 △1.5% 

- `09.7 월 중에만 10 개 중 7 개 해외 IB 들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Barclays △

2.5% →△1.2%, DB △2.9%→△1.6%, GS △3.0% →△1.7% JP △2.0% → △

1.7%, ML △3.0%→△1.2%, MS △1.8%→△0.5%, UBS △3.4%→△1.7%) 

 2 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 대체로 국내 기업들이 양호한 2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POSCO, 현대차 등이 예상치

를 큰 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감 약화 

- 2 분기 거래소 기업, 전기(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4.7%(+0.6%), 영업이익 

+89.4%(△22.8%), 순이익 +254.3%(+9.6%) 증가 (자료: Fn Guide)  

 한국은 세계증시 중 “高 Beta Play” 시장으로 인식 : 최근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시장 변화에 민감하고 글로벌 경기 호전 및 주가 

상승시 여타 증시에 비해 상승폭이 큰 한국증시에 재차 외국인 투자자들

의 관심 집중. 일부 중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혜 기대 시각도 있음 

 원화 강세 요인도 작용한 듯 : 3 월 초 1,600 원 가까이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1,200 원대로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원화 강세에 따른 원재료 수

입 또는 달러 차입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과 일부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

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 

 국내 위기설 약화도 투자심리 개선에 일조 :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원

달러 환율 급등세에서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 경상수지 `09.2 월 이후 6

개월 연속 흑자 등으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약화된 것이 외국인 투

자자들에게 한국경제 및 증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심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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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상기 언급한 요인 외에도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증가, 저금

리 지속, 높은 한국증시 투자 매력 등으로 당분간 외국인의 한국주식 매수

세 이어질 전망. 그러나 향후 순매수 규모는 위축될 가능성   

 투자자들의 리스크 선호 지속 :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개선과 금융시장 

안정으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지속될 전망. 특히 2 분기 美 GDP 성

장률이 예상외 호전을 보이고 주택관련 지표들이 개선되며 경기 회복 기

대감을 높이고 있어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 예상 

 저금리 지속 : 주요국 정부가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 의사를 밝힘에 따

라 당분간 현재의 제로금리 또는 저금리 정책이 유지되어 향후에도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는 외국인 자금 유입될 전망 

 높은 한국증시 투자 매력 : 최근 주가가 단기 급등하며 해외 증시와의 

Valuation 이 줄어들었으나 국내 기업 실적이 가격 상승폭보다 더 빠르게 

상향 조정됨에 따라 Valuation 측면에서의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투자매력

은 높은 수준 유지 가능  

- 12 개월 예상 PER 는 한국이 12.2 배로 아시아 주요국 중 태국(11.0 배) 다음

으로 낮은 수준. 반면 올해 EPS 증가율은 22.6%로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할 전망이며 내년은 40.5% 증가 예상 (Credit Suisse) 

 그러나 향후 순매수 규모는 위축될 가능성 : ▲ 선진국 경기의 늦은 회

복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 제한될 가능성 ▲상반기 주가 큰 폭 상승에 따

른 Valuation 부담 및 차익매물 욕구 ▲ 하반기 주요국 Exit Strategy 본격 

논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 ▲ 향후 원달러 환율의 점진

적 하락에 따른 환차익 규모 감소 등으로 줄어들 가능성 

- 한국 주가는 중국(84.3%, 8/6 일 기준), 

인도(59.7%) 등 주요 아시아 국가대비 

낮은 주가 상승률(39.2%)을 기록하고 

있으나 연중 저점대비 현 주가가 단기

간내 60% 가까이 상승한데 따른 심리

적 부담이 차익실현으로 이어질 가능

성. 특히 IT, 기계 등 일부 업종의 경

우 여타 업종 대비 Valuation 수준이 

높아져 추가 매수에 대한 부담 예상 

국내 업종별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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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 자에게 배

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당 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13 혹은 yslee@kcif.or.kr , 홈페이지: www.kcif.or.kr 

 

 

- 아직까지 긴축으로의 정책방향의 급격한 선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

나 `09.9 월 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출구전략 본격 논의될 가능성 대두 

- 한편, 해외 증시 여건 악화 및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등으로 일시적

으로 순매도 확대 가능성도 상존 

- `09.7/15 일 이후 8/4 일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일평균 순매수 규모 

4,100 억원을 기록(15 일간, 누적 6.1 조원)했었으나 8/5 일 이후에는 순매수 

규모 천억원 미만으로 감소(8/5 일 690 억 → 6 일 150 억) 

 (외국계 IB 시각) `09.8월 현재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계 IB 시각은 “비중확

대” 의견이 우세. 또한 하반기에도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

망되나 일부에서는 유입 규모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한국증시에 대해 긍정적 시각 우세 : `09.3 월 이후 해외 IB 들의 한국 증

시에 대한 투자시각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BNP Paribas, Goldman Sachs, 

Nomura 등이 한국증시에 투자의견을 각각 „Underweight‟ → „Overweight‟, 

„Underweight‟ → „Neutral‟, „Bearish‟ → „Bullish‟ 으로 상향 조정. `09.8 월 

현재 한국증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다소 우세 

- 10 개 해외 IB 중 한국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은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한 

기관은 5 개 기관으로 중립(2 개), 축소(3 개) 기관 수보다 많음 

 하반기 외국인 주식 순매수 기대 :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Credit 

Suisse 는 원화강세, Valuation 매력, 실적 개선 등으로 하반기에도 외국인

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일부에서는 선진국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영향, 추가적인 경기회복 

확신 부족에 따른 실망 매물 출회 등으로 하반기 아시아로의 외국인 주식

자금 유입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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