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09. 16기준)

 품목 종가 등락률  

종합(KOSPI) 3,130.09 -0.74%

일본니케이225지수 30,323.34 -0.62%

중국상해종합지수 3,607.09 -1.34%

유로스톡스50 4,177.57 +0.76%

독일지수 15,616.00 -0.68%

프랑스지수 6,583.62 -1.04%

다우존스 산업지수 34,814.39 +0.68%

S&P500 4,464.78 -0.36%

브라질지수 115,062.50 -0.96%

인도지수 59,141.16 +0.71%

(출처 : 블름버그, WSJ)

 품목 종가 등락률

USD/KOR 1,171.80 +0.11%

EUR/USD 1.1819 -0.03%

USD/JPY 109.28 -0.34%

GBP/USD 1.3828 -0.14%

AUD/USD 0.7327 -0.03%

USD/CAD 1.2645 -0.25%

USD/CNY 6.4318 -0.12%

USD/HKD 7.7814 +0.04%

USD/CHF 0.9189 -0.05%

USD/BRL 5.252 +0.34%

(출처 : 마켓워치)

 품목 종가 등락률

WTI, 뉴욕 (선) 72.57 -0.06%

Brent, 북해산 (선) 75.56 +0.13%

Natural Gas(선) 5.268 -3.52%

금, 뉴욕  (선) 1,753.80 -2.28%

은, 뉴욕  (선) 22.89 -3.83%

구리, LME 9,488.50 +0.87%

아연, LME 3,052.00 +1.23%

니켈, LME 19,850.00 +1.07%

알루미늄, LME 2,450.00 -1.01%

주석, LME 34,375.00 +0.22%

(출처 : 블름버그,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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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GBP 2.7% 2.4% 3

18:00 EUR 1.6% 1.6% 3

23:00 USD - 4.6% 3

23:00 USD 72 7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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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Brief

영국 소매매출(전년비)

유로존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전년비)

미국 미시간대 1년 물가전망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지수                               

통화

경제지표

에너지/금속

■뉴욕증시, 매판매 호조에도 혼조…다우 0.18%↓ 마감

- 뉴욕증시는 소매판매가 깜짝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지수별로 혼조세 마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으나최근 들어 발

표되는 지표는 고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

- 상무부는 8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고 발표

- 미 노동부는 지난 11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2만 명 증가한 33만2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

- 투자자들은 8월 고용보고서 둔화 이후 고용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주목

-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안 요인이 변하지 않은 상황이라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

지고 있다고 진단

■유럽증시, 中 성장 우려 털고 일제히 상승 마감

- 유럽증시는 라이언에어가 장기 교통량 전망을 높이면서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쇄

되면서 상승

■달러화, 매판매 호조에 달러 강세…유로-달러 3주 만에 최저

- 달러화는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 국채수익률 상승 등으로 강세

- 미 상무부는 8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고 발표

-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에도 학교와 사무실 재오픈을 앞두고 가계의 소비가 늘어난 것이

소매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 지난 11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2만명 증가한

33만2천명을 기록

- 9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의 시선은 경제지표에 집중

- ING 애널리스트들은 "유로-달러 환율이 연말에는 1.17~1.20달러 사이에 머무를 것"이라며

"연준이 긴축으로 전환하는 테이퍼링을 할 경우 2022년에는 더 낮아질 수있다"고 전망

- 마이클 피어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8월에 미국 소매판매가 예상치 못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상승했지만 경제지표의 내용은 덜 긍정적이었다"며 "온라인 및 식

료품점 지출 증가는 델타 공포가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

■국제유가, 공급 우려 속에 70달러대 유지

- 유가는 공급 우려가 지속되면서 전날과 같은 70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마감

- 허리케인 아이다와 이후 이어진 또 다른 허리케인 니컬러스로 인해 멕시코만 지역 원유 생산

은 더디게 회복

- 전날 발표된 미국의 원유재고 자료도 6주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공급 우려 가중

- ANZ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자료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멕시코만의 줄어든 공급량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량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나왔다"라고 언급

■금가격, 소매판매 호조·미 국채수익률 상승에 2.1% 하락

- 금 가격은 8월 소매판매 지표 호조에 큰 폭 하락

- 8월 소매판매가 예상 밖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안전자산선호 심리는 다소 후퇴

- 델타 변이 확산에도 소매판매가 큰 타격을 입지 않은데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확산

- 전문가들은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금 가격은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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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USD -190.0B -195.7B 3

Technical Point

해외선물 (대표월물)  (2021. 09. 16기준)

상품 종목 종가 전일대비 2차저항 1차저항 1차지지 2차지지

Mini S&P 500 4460.25 -0.26% 4502.58 4481.42 4436.17 4412.08

FTSE China A50 15024.0 -0.57% 15274.0 15149.0 14891.0 14758.0

NIKKEI225 Dollar 30340 -0.39% 30743 30542 30102 29863

Euro FX 1.17890 -0.33% 1.18710 1.18300 1.17590 1.17290

British Pound 1.3795 -0.28% 1.3894 1.3845 1.3756 1.3716

Japanese Yen 9119.0 -0.31% 9182.3 9150.7 9099.2 9079.3

Gold 1753.8 -2.28% 1817.3 1785.6 1733.8 1713.7

Silver 22.890 -3.83% 24.573 23.732 22.317 21.743

Copper 4.2820 -2.83% 4.4727 4.3773 4.2213 4.1607

Crude Oil 72.57 -0.06% 73.82 73.20 71.74 70.90

Brent Crude Oil 75.56 +0.13% 76.68 76.12 74.74 73.92

Natural Gas 5.268 -3.52% 5.737 5.503 5.131 4.993

FX Market  (2021. 09. 16기준)

구분 종가 전일대비 2차저항 1차저항 1차지지 2차지지

EUR/USD 1.17686 -0.40% 1.18491 1.18089 1.17396 1.17105

USD/JPY 109.746 +0.34% 110.201 109.974 109.368 108.989

GBP/USD 1.37931 -0.35% 1.38906 1.38418 1.37546 1.37162

USD/CAD 1.26823 +0.45% 1.27487 1.27155 1.26327 1.25831

AUD/USD 0.72952 -0.53% 0.73789 0.73371 0.72637 0.72321

경상수지

경제지표

Currency

금속

에너지

지수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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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