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09. 27기준)

 품목 종가 등락률  

종합(KOSPI) 3,133.64 +0.27%

일본니케이225지수 30,240.06 -0.03%

중국상해종합지수 3,582.83 -0.84%

유로스톡스50 4,165.48 +0.17%

독일지수 15,573.88 +0.27%

프랑스지수 6,650.91 +0.19%

다우존스 산업지수 34,869.37 +0.21%

S&P500 4,443.11 -0.28%

브라질지수 113,583.00 +0.27%

인도지수 60,077.88 +0.05%

(출처 : 블름버그, WSJ)

 품목 종가 등락률

USD/KOR 1,176.80 +0.03%

EUR/USD 1.1700 -0.16%

USD/JPY 110.97 +0.21%

GBP/USD 1.3707 +0.24%

AUD/USD 0.7281 +0.28%

USD/CAD 1.2637 -0.18%

USD/CNY 6.4584 -0.13%

USD/HKD 7.7830 -0.03%

USD/CHF 0.9260 +0.21%

USD/BRL 5.348 +0.26%

(출처 : 마켓워치)

 품목 종가 등락률

WTI, 뉴욕 (선) 75.42 +1.95%

Brent, 북해산 (선) 78.61 +1.79%

Natural Gas(선) 5.857 +12.63%

금, 뉴욕  (선) 1,749.80 -0.11%

은, 뉴욕  (선) 22.64 +0.94%

구리, LME 9,275.00 +0.25%

아연, LME 3,110.00 +2.17%

니켈, LME 19,180.00 -0.29%

알루미늄, LME 2,527.00 -0.04%

주석, LME 37,525.00 +2.53%

(출처 : 블름버그, WSJ)

Economic Calendar D

시간 통화 예상 이전 중요도

15:00 EUR -1.6 -1.2 3

21:30 USD 0.8% 0.6% 2

22:30 USD - - 2

23:00 USD 115.2 113.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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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Brief

독일 Gfk소비자경기지수

미국 도매재고(전월대비)

지수                               

통화

경제지표

에너지/금속

미국 시카고 연준 총재 연설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뉴욕증시, 금리 상승 압력에 혼조…다우 0.21% 상승 마감

- 뉴욕증시는 국채금리가 장중 1.5%까지 오르면서 기술주가 하락하며 혼조세

- 투자자들은 국채 금리 상승과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경제 지표 등을 주시

- 장기 국채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준 위원들의 절반가량은 내년 말 금리 인상을

예상, 연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시장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

- 업종별로 에너지와 금융, 자재 관련주가 올랐고, 부동산, 헬스, 유틸리티, 기술 관련주는 하락,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보잉과 델타항공 등 항공주는 지표

호조에 상승,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장기 금리의 상승이 주식시장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유럽증시, 대체로 상승 마감…독일 정치 불확실성 해소

- 유럽증시는 독일 연방 선거 결과 좌익 연합 정부 구성 가능성이 줄어들어 10일 최고치 경신

■달러화, 미국채 수익률 상승에 강세…111엔선 진입

- 달러화는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등의 영향 으로 강세를 보임, 미국채 수익률은 지난 주말부터

급등,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초 전망보다 매파적인 것으로 풀이

- 미국채 10년물이 장중 한때 연 1.50%를 넘보는 등 급등하면서 달러화를 끌어 올렸으며, 

미국채 캐리 수요가 유입되면서 특히 달러-엔 환율은 111엔대에 진입하는 등 상승세

- 국제유가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노르웨이 크로네, 호주 달러화, 캐나다 달러화 등

이른바 원자재 통화인 위험통화들의 약진도 돋보였으며, 이날 국제 원유 시장에서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79.07달러로, 98센트 가량 오르면서 2018년 10월 이후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배럴당 75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 연준이 당초 전망보다 매파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로화는 1.16달러 수준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달러화에 대한 약세폭을 확대, 연준은 지난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를 열고 11월에 자산매입 축소를 일컫는 테이퍼링에 나서고 내년에 한차례 이상의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시사

■국제유가, 공급 우려에 2018년 이후 최고

- 유가는 원유 공급이 계속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3년래 최고치로 상승

-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로비 프레이저 글로벌 리서치 및 애널리틱스 매니저는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올해 거의 모든 기간 원유시장이 "공급부족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라며 "북반구에

온도가 떨어지면 공급이 더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으며, ANZ 리서치도

보고서에서 "공급 긴축이 거의 모든 지역의 재고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말함

-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산유국들이 증산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도 커질 전망

■금가격, 헝다 경계감 이어지며 강보합…0.3달러 상승

- 금 가격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틀 연속 소폭 상승, 중국 헝다 그룹의 달러채권 이자 지급 규모가 연내로만 5억달러가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23일 지급해야 했던 8천350만달러보다 6배가 넘는 규모의

이자 지급이 남아 있는 상황



Economic Calendar D+1

시간 통화 예상 이전 중요도

15:00 EUR 0.8% 2.2% 2

23:00 USD 1.1% -1.8% 3

23:30 USD -1.6M -3.5M 3

Technical Point

해외선물 (대표월물)  (2021. 09. 27기준)

상품 종목 종가 전일대비 2차저항 1차저항 1차지지 2차지지

Mini S&P 500 4429.25 -0.37% 4489.08 4459.17 4412.17 4395.08

FTSE China A50 15442.0 +2.53% 15857.3 15649.7 15136.7 14831.3

NIKKEI225 Dollar 30100 +0.05% 30397 30248 29983 29867

Euro FX 1.17135 -0.17% 1.17615 1.17375 1.16950 1.16765

British Pound 1.3702 +0.30% 1.3768 1.3735 1.3664 1.3626

Japanese Yen 9012.0 -0.20% 9067.7 9039.8 8995.8 8979.7

Gold 1749.8 -0.11% 1768.0 1758.9 1742.7 1735.6

Silver 22.635 +0.94% 23.105 22.870 22.395 22.155

Copper 4.2795 -0.14% 4.3465 4.3130 4.2505 4.2215

Crude Oil 75.42 +1.95% 76.70 76.06 74.47 73.52

Brent Crude Oil 78.61 +1.79% 79.98 79.29 77.67 76.74

Natural Gas 5.857 +12.63% 6.319 6.088 5.432 5.007

FX Market  (2021. 09. 27기준)

구분 종가 전일대비 2차저항 1차저항 1차지지 2차지지

EUR/USD 1.16955 -0.22% 1.17414 1.17185 1.16790 1.16624

USD/JPY 111.014 +0.23% 111.392 111.203 110.681 110.348

GBP/USD 1.37020 +0.21% 1.37669 1.37344 1.36639 1.36259

USD/CAD 1.26304 -0.12% 1.27001 1.26652 1.26030 1.25757

AUD/USD 0.72862 +0.37% 0.73209 0.73036 0.72592 0.72321

독일 수입물가지수(전월비)

경제지표

미국 보류주택판매지수(전월비)

Currency

금속

에너지

지수

통화

미국 EIA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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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