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0. 14기준)

 품목 종가 등락률  

종합(KOSPI) 2,988.64 +1.50%

일본니케이225지수 28,550.93 +1.46%

중국상해종합지수 3,558.28 -0.10%

유로스톡스50 4,144.63 +1.50%

독일지수 15,249.38 +0.68%

프랑스지수 6,597.38 +0.75%

다우존스 산업지수 34,377.81  0.00%

S&P500 4,418.29 +1.25%

브라질지수 113,455.90 +1.14%

인도지수 61,305.95 +0.94%

(출처 : 블름버그, WSJ)

 품목 종가 등락률

USD/KOR 1,186.80 -0.59%

EUR/USD 1.1573 +0.22%

USD/JPY 113.35 -0.23%

GBP/USD 1.3633 +0.24%

AUD/USD 0.7371 +0.22%

USD/CAD 1.2451 -0.02%

USD/CNY 6.4277 -0.32%

USD/HKD 7.7801 -0.01%

USD/CHF 0.9263 -0.27%

USD/BRL 5.552 +0.36%

(출처 : 마켓워치)

 품목 종가 등락률

WTI, 뉴욕 (선) 81.43 +1.23%

Brent, 북해산 (선) 84.16 +1.18%

Natural Gas(선) 5.649 +1.06%

금, 뉴욕  (선) 1,797.30 +0.14%

은, 뉴욕  (선) 23.56 +1.68%

구리, LME 9,661.00 +0.79%

아연, LME 3,410.00 +4.99%

니켈, LME 19,235.00 -0.72%

알루미늄, LME 2,733.00  0.00%

주석, LME 37,800.00 +0.12%

(출처 : 블름버그,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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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Brief

유로존 무역수지

미국 근원 소매판매(전월비)

미국 수입물가지수(전월비)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뉴욕증시, 기업 실적 호조에 상승…S&P500 상승률 3월 초 이후 최고

- 뉴욕증시는 대형주들은 지난 3월 이후 가장큰 폭의 강세를 기록

- 실적을 공개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웰스파고, 씨티그룹, 모간스탠리는 일제히 기대

이상의 이익 증가 사실을 공개

- 뉴바인스 캐피털의 안드레 바크호스 상무이사는 로이터통신에 "오늘 시장의 강세는 예상보 다

강한 실적에 꽤 예상된 것"이라고 언급

- 시장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S&P500지수에 속한 모든 업종은 상승세를 기록

- 투자자들은 미국 기업들이 이번 분기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시장은

전반적인 투입 비용 상승속에서 경영진들의 전망과 관련한 코멘트에 집중

- 워싱턴 크로싱 어드바이저스의 케빈 캐런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생산자들은 높은 비용 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고 주식을 지지할 수 있는 강한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

■유럽증시, 미 월가 대형은행들 실적 호조에 상승

- 유럽증시는 미국 월가 대형은행들의 실적 호조에 일제히 상승 마감

■달러화, 인플레 우려에도 차익실현에 혼조

- 달러화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혼조세

-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최근 열흘 동안 가파른 강세를 보인 데 따른 되돌림인 것으로 풀이

-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경신하면서 미국 경제의 가장 약

한 고리였던 고용 부분이 호전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

- 전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치를 웃도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

- 시장은 연준의 매파적 행보도 예상한 것보다 한층 빨라질 것으로 진단

- UBS의 외환 및 매크로 전략가인 바실리 세레브리아코프는 "소문에 사고 사실에 파는 게 약

간 있었다"고 진단

-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되돌림 장세를 보인 영향으로 그동안 달러화 강세를 견인했

던 미국 국채 수익률은 되레 하락

- 미즈호의 외환 영업 헤드인 닐 존스는 "루머에 사고 팩트에 파는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전형

적인 사례인 것 같다"고 진단

■국제유가, IEA 원유수요 급증 전망에 유가, 80달러대로 상승

- 유가는 미국 주간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원유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유가가 상승

- 12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84달러 수준으로 오르면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8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608만8천 배럴 증가한 4억

2천700만 배럴로 집계

■금가격, 인플레 우려 등에 0.2% 상승…1,800달러 회복은 실패

- 금 가격은 전날 급등세에 이어 상승세 보이는 등 3영업일 연속 상승세

-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진 가운데 미국 국채 수익률과 달러화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승세

- 미국채 수익률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가격 상승세를 뒷받침

- 시장은 연준의 매파적 행보도 예상한 것보다 한층 빨라질 것으로 진단

- 독립 분석가인 로스 노만은 "금의 랠리가 건설적이다"면서도 "또 다른 상당한 상승이 있기

전에 1,800달러와 1,835달러 주변의 주요 기술적 저항을 돌파해야 한다"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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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Point

해외선물 (대표월물)  (2021. 10. 14기준)

상품 종목 종가 전일대비 2차저항 1차저항 1차지지 2차지지

Mini S&P 500 4435.50 +1.85% 4492.17 4463.83 4380.58 4325.67

FTSE China A50 15992.0 -1.15% 16310.0 16151.0 15856.0 15720.0

NIKKEI225 Dollar 28840 +2.14% 29260 29050 28420 28000

Euro FX 1.16100 +0.06% 1.16550 1.16325 1.15920 1.15740

British Pound 1.3670 +0.20% 1.3764 1.3717 1.3641 1.3612

Japanese Yen 8800.5 -0.28% 8851.2 8825.8 8785.8 8771.2

Gold 1797.3 +0.14% 1809.9 1803.6 1789.3 1781.3

Silver 23.560 +1.68% 24.070 23.815 23.115 22.670

Copper 4.6105 +2.09% 4.7302 4.6703 4.5168 4.4232

Crude Oil 81.43 +1.23% 82.46 81.95 80.65 79.86

Brent Crude Oil 84.16 +1.18% 85.30 84.73 83.39 82.62

Natural Gas 5.649 +1.06% 6.099 5.874 5.514 5.379

FX Market  (2021. 10. 14기준)

구분 종가 전일대비 2차저항 1차저항 1차지지 2차지지

EUR/USD 1.15970 +0.01% 1.16409 1.16190 1.15797 1.15623

USD/JPY 113.677 +0.37% 114.033 113.855 113.356 113.035

GBP/USD 1.36741 +0.10% 1.37656 1.37198 1.36425 1.36110

USD/CAD 1.23695 -0.59% 1.24807 1.24251 1.23343 1.22991

AUD/USD 0.74161 +0.49% 0.74596 0.74378 0.73831 0.73502

Currency

금속

에너지

지수

통화

미국 FOMC 위원 연설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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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