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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유동기 연구원 (02-2168-7495) / 김호윤 연구위원(02-2168-7491)

SUNDAY

주: 1. 상기일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2.()는 이전치 3. M은 전월비, Q는 전분기비, Y는 전년대비 4. 지표 A는 예비, P는 잠정, F는 확정 5.해외일정 및 데이터는 현지시각 6. O,X는 FOMC 의결권 여부 7.기업명 실적발표일정(예상 EPS)

MONDAY

◈ 5월 Key Remember

1 한국/중국/영국휴장(노동절)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공개
한- 4월 무역수지($6,553백만)
-프랑스 대선 결과(EU탈퇴 VS 잔류 입장)
4월 수출/수입(13.7%Y/26.9%Y)
-19대 대통령(새정부), 사드배치 공식입장
일- [1~10]4월 외화보유고($1,230.3십억)
-중국 일대일로 포럼(北핵/시리아 사태)
호- 4월 멜버른연구소 인플레(0.1%M/2.2%Y)
-독일 주의회/영국 지방선거 결과
미- 3월 PCE디플레이터(0.1%M/2.1%Y)
-한·미 FTA 재검토(무역적자보고서 진행)
3월 핵심PCE(0.2%M/1.8%Y)
-시리아 재개 평화회담(러시아 제재 여부)
4월 ISM 제조업지수(57.2)
-이란 대선 결과(중도개혁 VS 강성보수)
[입찰]3-Month/6-Month Bill
-OPEC 정례회의결과(감산합의 연장여부)
중국 석유반제품 소비세 부과(미확정)
-도시바, 반도체부문 2차 본입찰 결과
중국 주요 철강사 공급가격 인하
-NATO 정상회담(회원국 방위비 분담금이슈)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완화 자율규제 시행
-美 미사일 요격실험-北,핵/미사일 도발여부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 FOMC 회의[2~3]

3 한국 휴장(석가탄신일)/일본 휴장

4 영국 지방선거/일본 휴장

5 한국/일본 휴장(어린이날)

6 [초순]트럼프 정부 최종 예산안 공개

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0.0%M/2.2%Y)
금통위 의사록 공개
일- 4월 본원통화(20.3%Y)
중- 4월 차이신 제조업PMI(51.2)
호- 5월 RBA금리결정(1.50%)
영- 4월 마킷 제조업PMI(54.2)
유- 3월 실업률(9.5%)
미- 5월 [2~3]FOMC시작(0.75%~1.00%)
[입찰]4-Week Bill
19대 대선후보 제3차 TV토론회(사회분야)
☞5/1 미-4월 ISM 신규주문(64.5)
3월 건설지출(0.8%M)

유- 3월 생산자물가지수(0.0%M/4.5%Y)
1Q GDP성장률[A](0.4%Q/1.7%Y)
미- 4월 ADP취업자변동(263천)
4월 ISM 비제조업지수(55.2)
FOMC금리결정(0.75%~1.00%)
일본 휴장(헌법의날)
일본 골든위크[3~7]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시작
애플 실적 발표
테슬라 실적 발표

한중유미-

3월 경상수지($8,400.2백만)
4월 차이신 서비스PMI(52.2)
3월 소매판매(0.7%M/1.8%Y)
3월 무역수지(-$43.6십억)
3월 제조업수주(1.0%)
일본 휴장(Greenery day)
한국 대선 사전투표[4~5]

유- 4월 마킷 소매PMI(49.5)
미- 4월 비농업 고용자수 변동(98천)
4월 실업률(4.5%)
4월 시간당 평균임금(0.2%M/2.7%Y)
3월 소비자신용지수($15.206십억)
피셔(O)/블라드(X)/윌리엄스(X)/에반스(O)
로젠그랜(X)연설
일본 휴장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의제: 통화 스와프)
(지역경제보고서 공표)
피치, 영국 국가신용등급 발표

-이후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 계획 공개

영국 지방선거(멘체스터 스코틀랜드)

[초순]미·중 전략경제대화(미국)
[초순]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발효 개시
[3~7]야마모토 고조 중의원-옐런의장 미팅
윌리엄스(X)연설
[월중]PSY 컴백

7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

8 [초순]美∙中 전략경제대화(개최순번:미국) 9 한국휴장(19대 대선 투표일)

10 새정부 출범(사드 배치 입장 확인)

11 옵션만기일/BOE 통화정책회의

12 넷마블 코스피 상장

13[중순]코스피200 구성종목 산정방식 변경

-마크롱(앙마르슈, 중도좌파-EU잔류) vs
르펜(국민전선, 극우성향-EU탈퇴)

한- 4월 외환보유고($375.30십억)
일- 4월 소비자기대지수(43.9)
중- 4월 무역수지($23.93십억)
4월 수출/수입(16.4%Y/20.3%Y)
호- 3월 건축허가(8.3%M/-4.9%Y)
독- 3월 공장수주(3.4%M)
유- 5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23.9)
미- 4월 LMCI고용시장경기지수(0.4)
[입찰]3-Month/6-Month Bill
메스터(X)연설

일호독미-

[9~12]4월 공작기계수주[A](22.6%Y)
3월 소매판매(-0.1%M)
3월 산업생산(2.2%M)
3월 도매재고[F](0.4%M)
[입찰]4-Week Bill/3-Yr Note
로젠그랜(X)연설
한국 대선 전후
-북한 6차 핵실험/미사일 발사 가능성

일- 3월 선행지수[P](104.4)
4월 BOJ요약의견 발표
중- 4월 소비자물가지수(0.9%Y)
4월 생산자물가지수(7.6%Y)
[10~15]4월 통화공급M2/M1/M0
4월 월간 신규위안대출(1,020십억 위안)
4월 사회융자총액(2,118.9십억 위안)
[입찰]10-Yr Note/로젠그랜(X)연설
드라기 연설/OECD 3월 경기선행지수 발표
USTR, 무역적자보고서 작성 의겸 수렴 마감
현대중공업 분할 재상장

일- 3월 경상수지(￥2,813.6십억)
영- 3월 광공업생산(-0.7%M/2.8%Y)
3월 제조업생산(-0.1%M/3.3%Y)
5월 BOE기준금리(0.25%)/(￡435십억)
미- 4월 생산자물가지수(-0.1%M/2.3%Y)
[입찰]30-Yr Bond
ING생명 코스피 상장
대우조선, 코스피200 제외 효력
엔씨소프트/카카오 1Q 실적발표
OPEC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
☞5/10 미-4월 월간 재정수지(-$176.2십억)

독- 1Q GDP성장률[P](0.4%Q)
유- 3월 산업생산(-0.3%M/1.2%Y)
미- 4월 소비자물가지수(-0.3%M/2.4%Y)
4월 소매판매(-0.2%M)
5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지수[P](98.0)
3월 기업재고(0.3%)
에반스(O)연설
ITC, 한국산 선재 산업피해관련 예비판정
☞5/11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 분할사)코스피
200 신규편입

-글로벌 산업분류(GICS)를 적용, 업종분류
기존 8개 산업군에서 9개로 변경
-산업군별 종목 선정 기준 적용 시 누적시가
총액 기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14 중국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최

15 암참 도어녹 행사 개최

16 유로존 1Q GDP[수정치]

17 대우조선, 임시주주총회 개최

18 일본 1Q GDP 연간화(SA)

19 이란 대통령 선거

20 APEC 각료회의(TPP11-美 제외 회담)

-

일- 4월 생산자물가지수(0.2%M/1.4%Y)
호- 3월 주택대출(-0.5%M)
중- 4월 소매판매(10.9%Y)
4월 고정자산(농촌제외)(9.2%Y)
4월 광공업생산(7.6%Y)
미- 5월 뉴욕주 제조업지수(5.2)
5월 NAHB주택시장지수(68)
[입찰]3-Month/6-Month Bill
펜스부통령 FTA 재시사 대응

일독유미-

한- 4월 수출/수입 물가지수(4.9%Y/6.9%Y)
일- 3월 핵심기계수주(5.6%Y)
3월 설비가동률(3.2%M)
유- 4월 소비자물가지수(0.8%M)
서울고법,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처분 항소심 선고
구글 개발자 회의(Google I/O) 개최
대우조선 임시주총
-출자전환, 중장기 사업구조개편 안건

일- 1Q GDP성장률[P](0.3%Q)
호- 4월 취업자변동(60.9천)
4월 실업률(5.9%)
미- 5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32.8)
4월 선행지수(0.6%)
[입찰]10-Yr TIPS
블라드(X)/메스터(X)연설
인도연방 GST, 상품-서비스 세율범주 확정
USTR, 무역적자 보고서 작성 공청회 진행

독- 4월 생산자 물가지수(0.0%M/3.1%Y)
유- 5월 소비자기대지수[A](-3.6)
블라드(X)연설

- 일본 주도 미국 제외 TPP 발효 본격 협의
- 11개국의 유대 재확인
- 미국의 이탈로 TPP 협정 내용 수정필요성

21 [월중]도시바, 반도체부문 2차 본입찰

22 EU/유로존 재무장관회의[~23]

23 서울 썸머세일 시작(~7/31)

24 FOMC 의사록 공개

25 금통위/OPEC회의/NATO회의

26 미국 1Q GDP[수정치]

27 G7정상회담[26~27]

-SK하이닉스,
대만 훙하이정밀공업(폭스콘),
미국 웨스턴디지털(WD),
실버레이크파트너스 등 인수 유력 후보
-SK하이닉스 입찰가격 상향조정 가능성

한- 4월 생산자물가지수(4.2%Y)
일- 4월 무역수지(￥614.7십억)
4월 수출/수입(12.0%Y/15.8%Y)
중- 4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1.2%)
유- [22~23]유로존 재무장관회의
미- 4월 시카고 연방 활동지수(0.34)
[입찰]3-Month/6-Month Bill
현대차 국내리콜(17만대) 시작

일- 3월 전체산업 활동지수(0.1%M)
독- 1Q GDP성장률[F](0.4%Q)
5월 IFO예상(105.7)
미- 4월 신규주택매매(6.1%M)
5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22)
[입찰]4-Week/52-Week Bill/2-Yr Note
커제-알파고 대국(1번기)

유- 5월 마킷 제조업PMI[P](56.2)
5월 마킷 서비스PMI[P](56.0)
[24-26]ECB 4월 의사록 공개
미- 3월 FHFA주택가격지수(0.0%M)
5월 마킷 제조업PMI[P](53.3)
5월 마킷 서비스PMI[P](52.8)
4월 기존주택매매(-3.7%M)
[입찰]2-Yr FRN/5-Yr Note

한- 5월 금융통화위원회(1.25%)
[25~31]4월 할인점/백화점/편의점 매출
영- 1Q GDP성장률[P](0.7%Q)
미- 4월 도매재고[P](0.4%M)
5월 캔자스시티 제조업지수(20)
[입찰]7-Yr Note
NATO 정상회의(직전 미국-터키 정상회담)
오바마-메르켈 회동(독일 교회의날)
유럽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24~28]
커제-알파고 대국(2번기)
두테르테(필리핀)-푸틴(러시아) 정상회담

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
일- 4월 전국 소비자심리지수
5월 도쿄 소비자심리지수
미- 1Q GDP성장률[수정]
4월 내구재주문[P]
4월 항공기제외 비국방 자본재주문[P]
[26~27]G7 정상회의(이탈리아)
[4/17~5/26]
정부, 비축 수산물(6,748t)방출 완료

- 북핵관련 대북 제재방안 논의
- 일본 아베총리 자유무역 지지 메시지
-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견제

28 [하순]EU-英 브렉시트 협상개시(예정)

29 미국/영국/중국 휴장

30 미국 드라이빙 시즌 시작/중국 휴장

31[월말]美국방부,北-이란 미사일 요격시험

◈ 5월 회사채 발행 예정 기업

◈ 주간지표

6월 8일 영국 조기총선 실시(예정)
-조기 총선으로 보수당 의석수 확보
-메이총리 브렉시트 협상력 강화

[28~30]중국 용선제 휴장
[29]영국 휴장
[29]미국 메모리얼데이 휴장
[30]홍콩 휴장

일- 4월 실업률
4월 소매판매
호- 4월 건축허가
독- 5월 소비자물가지수[P]
유- 5월 경기기대지수
5월 소비자기대지수[F]
미- 4월 PCE디플레이터
4월 핵심PCE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5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입찰]4-Week/3-Month/6-Month Bill

한- 6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
6월 기업경기실사 비제조업
4월 광공업 생산
일- 4월 광공업 생산[P]
중- 5월 제조업PMI
유- 4월 실업률
5월 소비자물가지수[A]
미- 5월 시카고 PMI
4월 미결주택매매
연준 베이지북 공표
브- [31~1]5월 브라질 기준금리(11.25%)

무림페이퍼-2년/3년만기 400억
폴라리스쉬핑-1년만기 300억

미-EIA 주간원유재고 [수]
MBA 주간 모기지신청건수 [수]
프레디맥 30년물 모기지금리 [목]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목]
베이커휴즈 시추공수 [금]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선거
중- 4월 외환보유고($3,009.1십억)
블라드(X)연설

실크로드 건설 경제협력 프로젝트
28개국 정상 참석확정 (한국 초청 제외)
중국 중심의 세계 자유무역 의지 표명
국제협력 강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

[월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예정)
-선고 전후 그룹사 지배구조 전환 이슈

대표이사 송진호(2168-7401)

*[월말/대선후]
인천공항 T2면세점 최종사업자 선정(예정)
장병화 한은 부총재(금통위원)후임인사 거론

3월 3차 산업지수(0.0%M)
5월 ZEW서베이 예상(19.5)
1Q GDP성장률[P](0.4%Q/1.7%Y)
4월 주택착공건수(-6.8%M)
4월 건축허가(3.6%M)
4월 광공업생산(0.5%M)
4월 설비가동률(76.1%)
[입찰]4-Week Bill

법인영업본부장 서지석 상무(2168-7450)
법인영업1팀
김구현 팀장(2168-7454)/류태형 부장(2168-7458)/최민정 대리(2168-7451)
법인영업2팀
조상현 팀장(2168-7484)/조영호 차장(2168-7457)
리서치팀
김호윤 팀장(2168-7491)/유동기 연구원(2168-7497)/조기백 연구원(2168-7403)

이란대선
-에브라힘 라이시(강경보수) VS
하산 로하니(중도개혁)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란 핵합의
재검토 시사

[월중 미확정 이슈]

-시리아 평화회담
-중-EU 정상회담
-러시아, 유엔 미국 3자회담
-미국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 공개
-한미 사드배치 결정 합의 여부

중- 4월 공업이익
트럼프-프란치스코 교황 회동
커제-알파고 대국(3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