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09. 14기준)

 품목 종가 등락률  

종합(KOSPI) 3,148.83 +0.67%

일본니케이225지수 30,670.10 +0.73%

중국상해종합지수 3,662.60 -1.42%

유로스톡스50 4,194.28 +0.11%

독일지수 15,701.42 +0.59%

프랑스지수 6,676.93 +0.20%

다우존스 산업지수 34,869.63 +0.76%

S&P500 4,459.08 -0.22%

브라질지수 116,403.70 +1.85%

인도지수 58,247.09 +0.12%

(출처 : 블름버그, WSJ)

 품목 종가 등락률

USD/KOR 1,170.80 -0.44%

EUR/USD 1.1810  0.00%

USD/JPY 109.92  0.00%

GBP/USD 1.3849 +0.14%

AUD/USD 0.7372 +0.23%

USD/CAD 1.2654 -0.28%

USD/CNY 6.4512 +0.11%

USD/HKD 7.7806 +0.04%

USD/CHF 0.9209 +0.32%

USD/BRL 5.206 -0.74%

(출처 : 마켓워치)

 품목 종가 등락률

WTI, 뉴욕 (선) 70.77 +0.45%

Brent, 북해산 (선) 73.92 +0.56%

Natural Gas(선) 5.281 +0.96%

금, 뉴욕  (선) 1,806.50 +0.67%

은, 뉴욕  (선) 23.88 +0.35%

구리, LME 9,627.00 +1.18%

아연, LME 3,072.50 -0.53%

니켈, LME 19,930.00 -2.18%

알루미늄, LME 2,475.00 -2.94%

주석, LME 34,950.00 +0.58%

(출처 : 블름버그,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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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통화 예상 이전 중요도

15:00 GBP 2.9% 2% 3

18:00 EUR 0.6% -0.3% 3

21:30 USD 0.3% 0.3% 3

21:30 USD 18 18.3 3

22:15 USD 0.4% 0.9% 3

23:30 USD - -1.529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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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물가지수(전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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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IA 원유 재고량 증감

지수                               

통화

경제지표

에너지/금속

■뉴욕증시, 기업 증세 우려 속 일제히 하락…다우 0.84%↓

-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둔화했다는 소식은 시장에 일시적인 호재를 제공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의회가 논의할 증세 가능성에 주식을 매도하며 하락 마감

- 미국의 물가 지표는 주식시장에 호재가 됐지만 오래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지지하지는 못

했으며 근원 CPI 오름세가 큰 폭으로 둔화하자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는 일

시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판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 속에서 고용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연준이 이달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

세의 최고세율을 현재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유럽증시, 인플레 우려 완화 주시하며 혼조 마감

- 유럽증시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되는 상황을 주시하며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

다고 AFP 통신이 보도

■달러화, 엔화 대비 약세…예상 밑돈 CPI에 미 국채가 상승

- 달러화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초예상보다는 거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 등에 동조해 안전통화인 엔화에 대해 약세 전환

-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연 1.28% 수준까지 하락

- 시티인덱스의 금융시장 분석가인 피오나 신코타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약해짐에 따라 투자

자들은 연준이 채권 매입을 더 빨리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베팅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진단

- 프랑스계 자산운용사인 카미냑의 저절리 마조로스는 "연준은 인플레이션 기대치상승을

동반한 느린 경제 성장을 안고 있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2.0'을 떠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진단

- 그레이트 힐 캐피털의 토마스 헤이스는 "우리는 CPI에서 정말 높은 수치를 얻은 것은 아니

다"면서 "CPI가 예상치를 약간 밑돌았다는 사실은 연준이 테이퍼링 실시에 대한 발표 시기를

9월부터 11월까지 저울질할 기회를 준다"고 진단

■국제유가, 공급 우려·위험회피 공방 속 보합

- 유가는 미국의 원유 공급 우려에도 증시가 하락하고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보합권에

서 마감

-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둔화했다는 소식에 주식 등 위험자산이 올랐으나 증시가 하

락세로 돌아서면서 유가는 개장 초 오름폭을 대부분 반납

- 유가는 개장 초에는 멕시코만 여파로 미국의 원유 생산 우려가 지속된 데다 열대성 폭풍 니

컬러스가 미국 텍사스주에 상륙했다는 소식에 오름세

■금가격, 달러 약세에 0.7%↑…예상치 밑돈 CPI에도 1,800달러 회복

- 금 가격은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800달러 선 회복에 성공

-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으며 월

CPI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3% 상승

- 인시그니아의 리서치 담당인 친탄 카르나니는 "트레이더들이 다음 분기의 (경기회복) 강도

를 가늠하는 데 활용하기 때문에 발표되는 모든 경제지표가 중요하다"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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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통화 예상 이전 중요도

18:00 EUR - 18.1B 3

21:30 USD -0.2% -0.4% 3

21:30 USD 328K 310K 3

21:30 USD 19 19.4 3

23:30 USD - 52B 3

Technical Point

해외선물 (대표월물)  (2021. 09. 14기준)

상품 종목 종가 전일대비 2차저항 1차저항 1차지지 2차지지

Mini S&P 500 4437.25 -0.50% 4501.58 4469.42 4415.17 4393.08

FTSE China A50 15312.0 -1.63% 15806.7 15559.3 15167.3 15022.7

NIKKEI225 Dollar 30210 -0.82% 30847 30528 30023 29837

Euro FX 1.18250 +0.00% 1.18840 1.18545 1.18080 1.17910

British Pound 1.3810 -0.17% 1.3956 1.3883 1.3771 1.3732

Japanese Yen 9123.0 +0.30% 9169.3 9146.2 9090.2 9057.3

Gold 1806.5 +0.67% 1829.2 1817.9 1787.9 1769.2

Silver 23.880 +0.35% 24.310 24.095 23.550 23.220

Copper 4.3145 -1.20% 4.4168 4.3657 4.2752 4.2358

Crude Oil 70.77 +0.45% 71.90 71.33 70.09 69.42

Brent Crude Oil 73.92 +0.56% 74.95 74.43 73.24 72.57

Natural Gas 5.281 +0.96% 5.472 5.376 5.178 5.076

FX Market  (2021. 09. 14기준)

구분 종가 전일대비 2차저항 1차저항 1차지지 2차지지

EUR/USD 1.18046 -0.05% 1.18622 1.18334 1.17881 1.17716

USD/JPY 109.685 -0.29% 110.417 110.051 109.424 109.163

GBP/USD 1.38059 -0.26% 1.39496 1.38777 1.37689 1.37320

USD/CAD 1.26915 +0.39% 1.27608 1.27262 1.26291 1.25666

AUD/USD 0.73202 -0.70% 0.73957 0.73579 0.72978 0.72755

유로존 무역수지

경제지표

미국 근원 소매판매(전월비)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

Currency

금속

에너지

지수

통화

미국 EIA 천연가스 재고량 증감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입니다. 당사 고객에 한해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배포, 전송, 변형, 대여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키움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파생상품(선물&옵션거래)은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

속됩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

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청산 될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거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FX마진거래는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 시 호가 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합니다.

-해외선물거래시 당사 기준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수수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