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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

MONDAY

◈ 9월 Key Remember

◈ 주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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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ESDAY

WEDNESDAY

THURSDAY

◈ 9월 회사채 발행 예정 기업

FRIDAY

SATURDAY

1 美 8월 고용/NAFTA 2차 재협상[1~5]

2 허리케인 하비 추가 강우[NWS 전망]

☞9/1
정기국회 개원/내년 정부 예산안 제출시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제출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5조 이상) 발표
MSCI 분기리뷰 적용
IFA 2017개최[1~6]
금융위, 공매도 적출기준 확대/규제강화
中, 북한산 광물·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발효
中, 미분류 폐지 수입 금지 조치 시행
한국GM 카허카젬 취임[GM 한국 철수 여부]
北, 특별경계근무 1호 전환 종료[8/21~9/1]

한- 2Q GDP[F](0.6%Q/2.7%Y)
8월 소비자물가지수(0.2%M/2.2%Y)
8월 무역수지($10,646백만)
8월 수출/수입(19.5%Y/14.5%Y)
일- 2Q 자본지출(4.5%Y)
중- 8월 차이신 PMI 제조업(51.1)
미- 8월 비농업 고용자수 변동(209천)
8월 실업률(4.3%)
8월 시간당 평균임금(0.3%M/2.5%Y)
8월 ISM 제조업지수(56.3)
7월 건설지출(-1.3%M)

송영무 국방장관 美 방문 종료
[국방장관회담,8/29~9/2]
무슬림 이드 알 아드하 축제 종료[1~2]

-가계부채 대책(DSR/新DTI 도입 기준내용)
미-EIA 주간원유재고 [수]
-기재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MBA 주간 모기지신청건수 [수]
-ECB 테이퍼링/FOMC 대차대조표 축소 여부
프레디맥 30년물 모기지금리 [목]
-허리케인 하비 피해영향(美GDP/금리인상)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목]
-北, 도발 가능성↔백악관 대응 전략
베이커휴즈 시추공수 [금]
-중-러 對北 도발 관련 스탠스 확인
-美, 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 진행과정
-美,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여부(30일 이전)
-美, 세제개혁안(중산층 감면/법인세 인하)
-OPEC·비OPEC 원유 감산논의 결과
-갤노트8·아이폰8 판매점유율 추이
-佛 개정노동법안 통과↔CGT 총파업 예정
-美, 베네수엘라 군사개입·경제재제 여부

현대엘리베이터(A-) 3년 1,000억
연합자산관리(AA) 3년 1,500억
대림산업(A+) 3년/5년 1,000억
폴라리스쉬핑(BBB+) 1년/2년 700억
현대제철(AA) 3년/5년/7년 2,500억

3 브릭스 5개국 정상회의[3~5]

4 미국 휴장(노동절)/유로존 7월 PPI

5 美 의회 회기 시작

6 제3차 동방경제포럼[6~7]/지준일

7 ECB 통화정책회의[테이퍼링 여부]

8 日 2Q GDP[확정]

9 北 정권수립 기념일(정주년)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중∙러 정상회담 성사 여부(북핵 대응 이슈)

일- 8월 본원통화(15.6%Y)
호- 8월 멜버른 연구소 인플레(0.1%M/2.7%Y)
유- 9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27.7)
7월 생산자물가지수(-0.1%M/2.5%Y)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4~7]
환경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발표 시한

한- 8월 외환보유고($383.76십억)
7월 경상수지($7,007.0백만)
중- 8월 차이신 PMI 서비스업(51.5)
호- 9월 RBA 금리결정(1.50%)
유- 7월 소매판매(0.5%M/3.1%Y)
2Q GDP[F](0.6%Q/2.2%Y)
브레이너드(O)/카시카리(O)/카플란(O) 연설
미국 드라이빙 시즌 종료
카카오뱅크 주금납입일
-한국투자증권 중간배당

호- 2Q GDP(0.3%Q/1.7%Y)
독- 7월 공장수주(1.0%M/5.1%Y)
미- 7월 무역수지(-$43.6십억)
8월 ISM 비제조업지수(53.9)
연준 베이지북 공표
[6~7]브라질 금리결정(9.25%)
한·러 정상회담(동방경제포럼 기간 中)
케이피에스 코스닥 상장
☞9/5
미- 7월 제조업수주(3.0%)
[입찰]4-Week/3-Month/6-Month Bill

일- 7월 선행지수[P](105.9)
중- 8월 외환보유고($3,080.7십억)
호- 7월 소매판매(0.3%M)
독- 7월 산업생산(-1.1%M/2.4%Y)
유- 9월 ECB 금리결정(0.00%)
브레이너드(O)/메스터(X)/더들리(O) 연설
갤럭시노트8, 사전예약 실시
한은∙기재부∙IMF 국제컨퍼런스[7~8]
-주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
-라가르드 IMF 총재 참석

일- 7월 경상수지(￥934.6십억)
2Q GDP[F](1.0%Q/-0.4%Y)
중- 8월 무역수지($46.73십억)
8월 수출/수입(7.2%Y/11.0%Y)
호- 7월 주택대출(0.5%M)
영- 7월 광공업생산(0.5%M/0.3%Y)
7월 제조업생산(0.0%M/0.6%Y)
하커(O) 연설
넷마블게임즈. 테라M 미디어 쇼케이스
BNK금융지주, 임추위 개최

중- 8월 소비자물가지수(1.4%Y)
8월 생산자물가지수(5.5%Y)
[전후]북한 추가 도발(미사일 발사)여부

10 [초중순]기재부,가계부채5개년 계획발표 11 국회 대정부 질문 실시[11~14]

12 프랑스 CGT 총파업 실시

13 [전후]애플 아이폰 8 공개(예상)

14 지수 선물·옵션만기일

15 카카오 KOSPI200 특례편입 효력

16 [중순]기재부, 사회적 경제활성화 대책

-新 DTI, DSR 도입 및 규제강도 확인
-중금리 대출 규모 확대
-연체이자율 인하

일- 7월 핵심기계수주(-1.9%M/-5.2%Y)
7월 3차 산업지수(0.0%M)
8월 공작기계 수주(28.0%Y)
[입찰]3-Month/6-Month Bill/3-Yr Note

영- 8월 소비자물가지수(-0.1%M/2.6%Y)
8월 소매물가지수(272.9)
미- 8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105.2)
[입찰]4-Week/52-Week Bill/10-Yr Note
OPEC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
힐러리 前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자서전 출간

한- 8월 수출물가지수(1.0%M/8.0%Y)
8월 수입물가지수(0.4%M/5.4%Y)
일- 8월 생산자물가지수(2.6%Y)
유- 7월 산업생산(-0.6%M/2.6%Y)
미- 8월 생산자물가지수(-0.1%M/1.9%Y)
8월 월간 재정수지(-$42.9십억)
[입찰]30-Yr Bond

일- 7월 설비가동률(2.1%M)
중- 8월 소매판매(10.4%Y)
8월 농촌제외 고정자산(8.3%Y)
8월 광공업생산(6.4%Y)
호- 8월 실업률(5.6%)
영- 9월 BOE 금리결정(0.25%)
미- 8월 소비자물가지수(0.1%M/1.7%Y)
러·벨라루스 자파드 합동훈련[14~20]
펄어비스 코스닥 상장

유- 7월 무역수지(€22.3십억)
미- 9월 뉴욕주 제조업지수(25.2)
8월 소매판매(0.6%M)
8월 광공업생산(0.2%M)
8월 설비가동률(76.7%)
9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지수[P]
7월 기업재고(0.5%)
통신요금 할인율 상향조치 시행
국회 상임위/법안심사[15~27]
FTSE 정기 지수·종목 리밸런싱
영국 브리티시 가스, 전기료 인상

[중순]정부, 일자리 5개년 정책 운용 로드맵
[월중]현대차, 새 노조 집행부 선거 진행
[월중]기아차, 페가스/K2크로스 중국 출시

18 일본 휴장[경로의 날]

중- [10~15] 8월 통화공급 M2/M1/M0
8월 신규 위안대출(825.5십억 위안)
8월 사회융자총액(1,220.6십억 위안)
[초중순]사드 발사대4기 추가배치(예상)

◈ 9월 국고채 입찰일
[9/4]국고(02000-2209)5년물(15,500억)
[9/11]국고(02125-2706)10년물(14,000억)
[9/18]국고(02250-3709)20년물(6,500억)

[NWS 기상전망]
-텍사스/루이지애나 남서부 380~630mm
추가강우

☞9/8
미- 7월 도매재고[F]
7월 소비자신용지수($12.397십억)

19 국채선물 만기/文, UN총회 연설

20 FOMC[19~20]/OECD 중간 경제전망

21 금통위 금안회의/BOJ 통화정책회의 22 OPEC∙비OPEC 감산연장 회의

23 [22]코미 前 FBI 국장 하워드대 연설

유- 8월 소비자물가지수(-0.5%M/1.3%Y)
미- 9월 NAHB 주택시장지수(68)
[입찰]3-Month/6-Month Bill
[중하순]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개시
일본 휴장(경로의 날)
[중순]도시바-WD 반도체부문 매각 최종계약 달러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중하순 IPO 일정
文, UN 총회 참석[18~22]
샘코(KQ), 앰플러스(KQ), 신흥에스이씨(KQ) -정상외교(18~22)
-대북 관련 대응 코멘트(사드 관련)

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3.0%Y)
-(*살충제 계란 공급차질)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독- 9월 ZEW 서베이 예상(10.0)
미- 8월 주택착공건수(-4.8%M)
2Q 경상수지(-$116.8십억)
8월 수입물가지수(0.1%M)
8월 건축허가(-3.5%M)
9월 FOMC 시작
[입찰]4-Week Bill
EU-영국 브렉시트 4차 협상

일- 8월 무역수지(￥418.8십억)
8월 수출/수입(13.4%Y/16.3%Y)
독- 8월 생산자물가지수(0.2%M/2.3%Y)
미- 8월 기존주택매매(-1.3%M)
8월 FOMC 금리결정(1.00%~1.25%)
옐런 의장 기자회견
-FRB,SEP발표
(6월 점도표 금년 1회 인상 Cons.)
OECD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한-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일- 7월 전체산업 활동지수(0.4%M)
9월 BOJ 금리결정(-0.10%)
구로다 총재 연설
[입찰]10-Yr TIPS
EU-캐나다 FTA (잠정)발효
STX중공업 본입찰(공개매각)
선익시스템 코스닥 상장(예정)
프랑스 개정 노동법 공포(예정)
갤노트8(삼성)∙V30(LG) 공식출시

유- 9월 마킷 제조업 PMI[P]
9월 마킷 비제조업 PMI[P]
인- 9월 인도네시아 금리결정(4.50%)
독일 총선 공식 TV토론회
USTR,태양광 수요 산업피해 여부조사시한
美 법무부, 트럼프-외국 정부 교류 소송
답변서 제출 시한
☞9/21
미- 9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18.9)
7월 FHFA 주택가격지수(0.1%M)
8월 선행지수(0.3%)

[하순]LG전자, V30 공식 출시
금호타이어 매매계약 종결 시한

24 독일 총선

25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독립투표일

26 옐런 NABE 컨퍼런스 연설

27 [26]EU 집행위, 살충제계란 사태 회담

28 정기국회 본회의/美 2Q GDP[확정]

29 美 의회, 부채한도 증액 협상시한

30 美'18년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시한

*마크롱 유로존 개혁 구상 메르켈 의견
(※ 메르켈 총리 4연임 확정 전제)
①유로존 공동채권 발행(반대)
②유로존 투자/성장 촉진 활용(찬성)
③공동 예산 관리 재무장관 임명(반대)
④유로존 의회 예산관리(반대)
⑤ESM →EMF 개편(찬성)

중- 8월 컨퍼런스보드 선행지수
독- 9월 IFO 예상(107.9)
미- 8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0.01)
9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입찰]3-Month/6-Month Bill

한- 9월 소비자심리지수(109.9)
미- 8월 신규주택매매(-9.4%M)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9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14)
옐런(O)/메스터(X)/보스틱(X) 연설
[입찰]4-Week Bill/2-Yr Note
미국 앨라배마 상원의원 보궐 예비선거
BOJ 금정위 의사록 공개

중- 8월 공업이익(16.5%Y)
미- 8월 내구재주문[P]
8월 항공기제외 비국방 자본재주문[P]
8월 미결주택매매
[입찰]2-Yr FRN/5-Yr Note
로젠그렌(O) 연설
케이뱅크 주금납입일

유- 9월 경기기대지수
9월 소비자지대지수[F]
독- 9월 소비자물가지수[P]
미- 2Q GDP[F]
8월 도매재고[P]
9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16)
[입찰]7-Yr Note/조지(X) 연설
-부자증세(초대기업/고소득자 소득,법인
관세강화)
-부동산입법(양도소득세/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은산분리 규제완화
KRX, 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 적격심사 시한
BNK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한- 10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비제조업
8월 광공업생산
일- 8월 실업률
8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9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8월 소매판매
8월 광공업생산[P]
9월 BOJ 요약의견 발표
중- 9월 차이신 PMI 제조업
영- 2Q GDP[F](0.3%Q/1.7%Y)
멕- 9월 멕시코 금리결정(7.00%)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코스피 이전 안건)

중- 9월 제조업/비제조업 PMI
(2017년도 회계연도 종료)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 예산안 통과여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 중단 이슈 결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자동 일몰
[월중]중국 CD 2.3조위안 규모 만기도래
[월말]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월말]삼성전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월말]中상무부,12개업종 시장개방계획 공개

17 [중하순]美 세제개혁안 공개
-법인세율 35%→15%
-개인소득세율, 간소화 7단계→3단계

※월말 IPO 일정
유티아이(KQ), 야스(KQ)

대표이사 송진호(2168-7401)

법인영업1팀
리서치팀

류태형 팀장(2168-7458)/최민정 대리(2168-7451) / 법인영업2팀 조영호 차장(2168-7457)
김호윤 팀장(2168-7491)/유동기 연구원(2168-7497)/조기백 연구원(2168-7403)

☞9/22
미- 9월 마킷 제조업 PMI[P]
9월 마킷 비제조업 PMI[P]

☞9/29
미- 8월 PCE 디플레이터/핵심 PCE
9월 시카고 P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