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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김호윤 연구위원(글로벌 투자전략, 02-2168-7491)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 )는 이전치 3. M은 전월비, Q는 전분기비, Y는 전년대비 4. 경제지표 A는 예비치 P는 잠정치, F는 확정치 5. 해외일정 및 데이터는 현지시각

SUN

MON

*9월 Key Remember*

TUE

WED

*Weekly Indicator Trend*

FOMC회의 기준금리 인상(시기)여부
ECB 채권매입규모확대ㆍ기한 연장여부
BOJ 추가 마이너스금리 확대 여부
G20정상회의: 사드협의,보호무역 완화
김영란법 시행: 민간소비지표 영향 점검
힐러리(민주), 이메일 스캔들 쟁점부각
독일지방선거결과(메르켈-브렉시트 경과)
日 임시국회: 개헌논의(아베 재집권 이슈)
산유국 비공식 회담: 이란 생산량 합의여부
하순경 라니냐 발생 여부: 농산물 가격점검

*미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목]
-8월 4주(26.2만), 4W변동 26만레벨
*미 주간 EIA 원유재고[수]
-8월 (누적)재고변동분: +104.8만bbl
*미 프레디맥 30년물 모기지금리
-8월 4주 3.43%. 금리인상 신호반영 예상
*Other Important Trading Partners[월]
-8월 153레벨 진입(FOMC 금리인상신호)
*미 MBA 주간 모기지 신청건수[수]
-8월 5주 -2.6%. FOMC인상 신호반영

 2016년 8월 31일 현재

6. ( )의 O,X는 연준 위원 의결권 보유 여부

THU

FRI

SAT

1 정기국회 개회[~12/9]

2 동방경제포럼[2~3]

3 [2]미국 8월 고용보고서 발표

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0.7%Y/0.1%M)
수출/수입(-10.2%Y/-14.0%Y)
7월 경상수지/금융계정($122억/$96억)
중 8월 제조업PMI/비제조업(49.9/53.9)
차이신 제조업PMI(50.6)
정부 차관회의[3ㆍ5ㆍ10 가액기준 확정]
사우디, 아시아 수출 원유 가격인하
바오산ㆍ우한철강 판재류 가격 인상
중국 광전총국, 한류제재 명문규정 발표
2016년 정기국회 개회[~12/9]

한 2Q GDP[확정](3.2%Y/0.7%Q)
유 7월 생산자물가지수(-3.1%Y/0.7%M)
제2차 동방경제포럼[2~3, 블라디보스톡]
IFA[베를린,2~7]/내년 예산안 제출기한
한진해운, 사채권자집회 개최
☞9/1
미 8월 ISM제조업지수(52.6)
-신규주문-재고 스프레드(7.4p)
8월 자동차판매/7월 건설지출(-0.6%M)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O)연설

ITC, 반덤핑ㆍ상계 관세 부과 결정
☞9/2
일 8월 소비자기대지수(41.3)
미 8월 비농업/민간고용(25.5만/21.7만)
핵심고용비율(78.0%)
경제참여율/실업률(62.8%/4.9%)
시간당 임금상승(2.6%Y/0.3%M)
7월 무역수지(-$445억)
공장주문(-5.6%/-1.5%M)
래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X)연설

4 G20 정상회의[4~5]

5 미국 휴장(노동절)

6 미국 드라이빙 시즌 종료

7 한ㆍASEAN 정상회의/지준일

8 선물옵션만기/ECB통화정책회의 9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10 [9]테슬라 국내 판매점 개설

한진해운 자율협약 종료시점
독일 메클렌부르크주 지방선거 실시
홍콩 입법회의원 선거 실시
테레사 수녀 시성식 개최[바티칸]
*제11차 G20 정상회의[중국 항저우, 4~5]
①사드 배치 및 북핵 해법 접근 쟁점
②각국 보호무역(통상)주의 스탠스 완화
③중국 공급과잉업종 통상협의 해소방안
④금융위기(환율부문)안전망 구축 강화
⑤IMF지배구조ㆍ특별인출권(SDR)확대안

한 8월 외환보유고($3,713.8억)
중 8월 차이신 PMI 서비스업(51.7)
일 7월 실질임금총액(2.0%Y)
호 멜버른 연구소 인플레(1.0%Y/-0.3%M)
구로다(BOJ)총재, 교도통신 행사 인터뷰
무디스-한국정부 신용등급 연례협의 진행
파텔 인도중앙은행(RBI)신임 총재 취임
금융위, LCR 규제도입 변경 입법예고시한
[입찰]국고채5년물(16,000억원)
미국 금융시장 휴장[노동절]

호 9월 RBA통화정책회의 기준금리(1.50%)
유 2Q GDP[F](1.6%Y/0.3%M)
미 8월 LMCI 고용환경지수(1.0)
자이글 코스닥(KOSDAQ)상장
韓 국무회의/美 상하원 의회 회기 시작
중국 항저우, 공장가동중단ㆍ챠량운행제한
중국 상하이, 석탄발전 정유공장 가동제한
☞9/5
유 9월 센틱스 소비자기대지수(4.2)
7월 소매판매(1.6%Y/0.0%M)

중 8월 외환보유액($3조 2,011억)
일 7월 경기선행지수[p](99.2)
영 8월 핼리팩스 주택가격지수(-1.0%M)
미 베이지북(Beige Book)공표
윌리엄스 SF 연은 총재(X) 연설
중국 항저우시, 집단휴가 지정종료[1~7]
제19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8차 한ㆍ아세안 정상회의[비엔티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종료[5~7]
☞9/6 미 8월 ISM비제조업지수(55.5)

한 8월 선물ㆍ옵션만기일
7월 통화승수(17.06배)
중 8월 수출/수입(-4.4%Y/-12.5%Y)
일 2Q GDP[F](0.2%Y/0.0%Q)
7월 경상수지(￥9,744억)
*ECB통화정책회의: 추가부양 여부 점검
①예금금리(현: -0.4%)추가 인하 여부
②채권매입기한ㆍ매입한도증액 여부
나카소 BOJ 부총재 연설[도쿄]
제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한 9월 금통위 기준금리(1.25%)
중 8월 소비자물가지수(1.8%Y)
생산자물가지수(-1.7%Y)
일 8월 M2/M3(3.3%Y/2.9%Y)
경기관찰현행/전망(45.1/47.1)
북한 정권 창건 기념일
[교환]국고01875-2606↔물가02750-2006
☞9/8 미 7월 소비자신용($123.20억)
OECD 철강위원회 개최
FAO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161.9)

중국 발개위, 공급측 개혁감찰조사[1~10]
[초순]중국 전기차배터리 5차규준 발표
☞9/9
미 7월 도매재고(0.3%Y/0.0%M)
로제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O)연설
오바마 대통령 중국ㆍ라오스 방문 종료
대우조선, CP(4,000억)규모 만기도래
글로벌 녹색성장주간행사종료[5~9,제주]
테슬라 매장입점[경기도 하남 스타필드]
[8-9]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11

12

13 추석 대책기간 종료[8/31~9/3] 14 한국 휴장(추석)

15 한국ㆍ중국 휴장(추석/중추절) 16 한국ㆍ중국 휴장(추석/중추절) 17 [중하순]일본 임시국회 개회

EU 재무부ㆍ중앙은행 관계자 회의
-브렉시트 진행관련 이슈 의제 상정
[10~11, 블라티슬라바(슬로바키아)]
[8~12]
중 8월 외국인직접투자(-1.6%,CNY)
[10-15]
중 8월 신규위안대출(4,636억,CNY)
사회융자총액(4,879억,CNY)
본원통화(7.2%Y)/통화량(10.2%Y)
[초중순]한ㆍ영 FTA실무협의 개시
[초중순]오바마, TPP이행법안 제출여부

일 8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대비(3.9%Y)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0.0%M)
공작기계수주 전년대비(-19.7%Y)
7월 핵심기계수주 전년대비(-0.9%Y)
핵심기계수주 전월대비(8.3%M)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X)연설
USDA 9월 세계곡물수급전망 보고서 발표
싱가포르 금융시장 휴장[하리라야하지]
[중순]11조 추경편성안 집행시작
[중순]중국 출자전환 시행방안 발표
[중순]국내 완성차업계, 신차 출시

한 8월 수출/수입물가(-7.5%Y/-7.1%Y)
중 8월 산업생산(6.0%Y/6.0%YTD)
소매판매(10.2%Y/10.3%YTD)
고정자산투자(8.1%YTD)
-고정자산투자 부동산부문(6.2%Y)
유 9월 ZEW 서베이 예상지수(4.6)
영 7월 주택가격지수(8.7%Y)
미 8월 월간재정수지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종료[8/22~9/13]
모두투어리츠 코스피(KOSPI)상장
美법원, 국무부 힐러리 이메일 공개시작

유 8월 소비자물가지수(0.2%Y/-0.5%M)
7월 무역수지(€292.0억)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0.25%/￡4,350억)
미 2Q 경상수지(-$1,247억)
9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2.0)
뉴욕제조업지수(-4.21)
8월 생산자물가지수(-0.2%Y/-0.4%M)
산생/설비가동률(0.7%M/75.9%)
7월 기업재고(0.5%Y/0.2%M)
한국 금융시장 휴장(추석)
중국ㆍ대만 금융시장 휴장(중추절)

일 7월 산업생산/설비가동률(1.5%M)
유 7월 산업생산(0.4%Y/0.6%M)
영 7월 ILO실업률/고용변동(4.9%/17.2만)
미 8월 수입물가지수(-3.7%Y/0.1%M)
융커 EU집행위원전, 유럽의회 연설
한국 금융시장 휴장[추석연휴]
☞9/13
미 8월 NFIB소기업낙관지수(94.6)
독 9월 ZEW 서베이 예상지수(0.5)
ZEW 현재상황 지수(57.6)
8월 소비자물가지수[F]

미 2Q 가계순자산 변동($8,370억)
*1Q 기준 부동산/가계순자산 비중:57.8%
9월 미시건대 소비기대지수(78.7)
1년 인플레이션율(2.5%)
5-10년 인플레이션율(2.5%)
8월 소비자물가지수(0.8%Y/0.0%M)
핵심소비자물가(2.2%Y/0.1%M)
7월 자본순유출입(-$36.0억)
EU 정상회의(브렉시트)[블라티슬라바]
한국 금융시장 휴장[추석연휴]
중국ㆍ홍콩ㆍ대만 시장 휴장[중추절연휴]

[중순]日 임시국회/유식자회의 소집
①중ㆍ참의원 개헌 헌법심의 여부
②일왕 생전퇴임 법안 개정 논의 진행
③아베 재집권 여론: 엔화약세 전환여부
[월중]상장ㆍ공모제도 개선방안 발표
[월중]아마존, 음원 스트리밍 시장 진출
[월중]특별고용업종지원 지정 발표
[월중]제2금융권 분할상환 대출 확대방안
[월중]한국-이란 유로화 결제화 가동
[월중]피치, 한국신용등급 조정 발표
[월중]선강퉁 시행 가이드라인 구체화

18 독일 베를린 주의회 선거

19 일본 휴장(경로의날)

20 국채선물 만기일

21 FOMC회의/BOJ금정위[20~21] 22 일본 휴장(추분)

23 아이폰7 출시(예정)

24 중국 중앙금융공작회의[~26]

정부, 한가위 문화 여행주간 종료[10~18]
*독일 베를린주 지방선거 진행
①난민포용정책에 대한 여론 동향
②메르켈, 2017년 총선 연임 가늠
③브렉시트 등 EU내 정치이슈 해결 난항
[17~24]
BIS 8월 실질실효환율
-한국(110.19)/일본(82.56)/중국(121.69)
-미국(114.19)/유로(91.08)/호주(90.83)
-BRL(82.90)/영국(99.86)/CHF(109.13)

중 8월 부동산 가격
-Tire1(27.08%Y)/2(8.49%Y)/3(1.45%Y)
유 7월 경상수지(€376.0억)
건설생산(0.6%Y/0.0%M)
미 9월 NAHB주택시장지수(60)
-현재지수/미래지수(65/67)
OPEC 월간보고서 전망 발표
UN총회ㆍ고위급 회담[난민문제의제 상정]
[입찰]국고채10년물(18,000억원)
일본 금융시장 휴장(경로의 날)

한 국채선물 만기일
호 9월 RBA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국회, 對정부 질문기간[20~23]
*미 FOMC 회의 기준금리 결정[20~21]
①9월인상: 21%(CME Watch, 8/29 기준)
②12월인상: 43.5%(CME Watch, 8/29기준)
③대선 경제공약(보호무역)금리인상 이슈
*일 BOJ 금융통화정책회의
①구로다, 추가양적/(-)금리인하 시사(잭)
②개헌 논의 본격화: 양적완화 추진 점증

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2.4%Y)
중 8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일 8월 무역수지(￥5,136억)
-수출/수입(-14.0%/-24.7%Y)
[조기상환]19,500억 규모
(5년만기채):'18년 3월, 9월만기
(10년만기채):'18년 9월,'20년 6월만기
☞9/20
미 8월 주택착공건수(121.1만/2.1%M)
건축허가건수(114.4만/-0.8%M)

유 9월 제조업PMI[p]
서비스업PMI[p]
종합PMI[p]
미 9월 마킷 제조업 PMI[p]
애플, 아이폰7 출시 유력(예정)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1차 총파업(예정)
우리은행 매각, 투자의향서(LOI)접수
LG전자, V20 정식 출시일
☞9/22~2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독일 하노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예정[24~26]
①현행 금융감독기구 조직개편방안 발표
②민간신용위험증대,상호연동위험방지
[월말]원샷법 지원대상 기업 승인 확정
[월말]K뱅크, 본인가 신청(예정)
[월말]금융위, 파생상품 활성방안 발표
[26-30]
한 8월 편의점 매출(15.4%Y)
할인점 매출(2.1%Y)
백화점 매출(7.0%Y)

브 IBGE 인플레이션율(8.95%Y/0.45%M)
유 ECB 경제보고서/9월 소비자기대지수
미 9월 캔자스시티 연방활동지수(-4)
8월 시카고 연방활동지수(0.27)
기존주택매매(539만/-3.2%M)
7월 FHFA주택가격지수(0.2%M)
전기료 누진제 소송, 첫 판결기일
LS전선 아시아 코스피 상장
FBI 힐러리 이메일 서버 검토완료 시한
일본 금융시장 휴장[추분]

25 [월말]라니냐 발생 확대 여부

26 미국 대선 첫 TV토론회 개최

27 국제 에너지 포럼[26~28]

28 김영란법 시행

29

30 누진세 경감 한시적 시행 종료

스페인 바스크 지방선거
*라니냐 발생 세계기상기관 예측
①WMO, 올 가을 라니냐 발생확률(50~65%)
②7월 감시구역 해수면온도 -0.4℃ 하회
③북반구 한파 유발 가능성(원유/가스)
*미국 대선 첫 TV 토론회(뉴욕)쟁점정리
①(차이)조세/규제: 부자증세VS부자감세
②(공통)보호무역주의/TPP부문 입장확인
③힐러리 이메일 스캔틀 이슈 쟁점 부각
④트럼프, 이민정책기조(완화)변경 여부

한 8월 소득교역조건(1.2%Y)
독 9월 IFO예상/현재지수(100.1/112.8)
미 9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지수(-6.2)
8월 신규주택매매(65.4만/12.4%M)
2016년 국정감사 시작[~10/15]
구로다 BOJ 총재 연설[오사카]
[입찰]국고채20년물(6,500억원)
*국제 에너지 포럼[26~28]
①이란 정부, 생산량 합의 가능성 여부
②러시아, 원유 생산량 회담 공조 여부

한
중
일
유
미

한 9월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2.3%)
소비자기대지수(102)
유 9월 경기기대지수
미 8월 내구재주문/운송제외
-항공기제외 비국방자본재주문
불라드 St총재(O)ㆍ파월 위원(O) 연설
에반스 시카고 연은총재(X) 연설
롯데홈쇼핑, 일6시간 영업정지효력 시작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 시행
-4분기 민간소비/GDP 기여도 영향 점검

미 2Q GDP[확정](1.1%Q)
개인소비지출/물가(1.8%Q/2.3%Q)
구로다 BOJ총재 보안협회 연설
KRX, 대우조선 기업심사위 개최 시한
☞9/30
브 8월 GDP 대비 순부채 비율
미 8월 PCE 디플레이터(0.8%Y/0.0%M)
실질개인소비(0.3%M)
미결주택매매
[만기]한진해운[73-2회]공모사채(310억)

한 8월 광공업생산(1.6%Y)
재고/출하비율(120%, -0.9%M)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0.4p)
중 9월 차이신 중국 PMI 제조업
일 9월 전국CPI/8월 도쿄(-0.4%Y/-0.4%Y)
일 BOJ 9월 금정위 요약평가서
KB금융-현대증권 주주확정기준일
대우조선, 소난골 드릴십 계약종료 시점
현행 미국 투자이민제도 EB-5 종료
미국 2016년 회계연도 종료

9월
8월
7월
8월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공업이익(11.0%Y)
BOJ금정위[27~28] 의사록 공개
통화공급M3(4.8%Y)
마켓 서비스 PMI[p]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11)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7월 S&P CS 주택가격지수
-주요20개 도시 주택가격
[만기]한진해운(71-2회)공모사채(1,600억)

대표이사 송진호(2168-7401) 오성만 부사장 (2168-7407) ㆍ 법인영업본부장 서지석 상무(2168-7450)
법인영업1팀 김구현 팀장(2168-7454) ㆍ류태형 부장(2168-7458)ㆍ최민정 대리(2168-7451)
법인영업2팀

조상현 팀장(2168-7484) ㆍ조현호 차장(2168-7457)

[초순]중국 선강퉁 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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