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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에 대한 주요국들의 정책대응 진전 

 2 July 2012 이상원, 김용준 外 

 

 (시장 동향) 6월 국제금융시장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주요국들의 정책대응이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월말 세계주가와 원자재가격이 큰 폭 상승하고, 유럽 지역의 CDS 프

리미엄이 큰 폭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뚜렷한 개선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감 

 주식시장 : 세계주가는 6월 중 3.8% 상승해 연간 상승폭이 4.8%로 확대 

- 선진국은 4.1% 상승한 가운데 미국은 3.9%, 유로존은 5.9% 상승. 신흥국은 국가별  

편차가 큰 가운데 중국, 브라질은 각각 6.2%, 0.2% 하락한 반면 한국은 0.6% 상승 

 외환시장 : 유로존 우려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감소로 美 달러화는 △1.7%, 엔화는 

△1.8% 약세. 유로화는 투기적 수요 일부 완화된 가운데 2.4% 강세 

- 원화는 외국인 증권자금 이탈 지속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 감소, 반기

말 수출자금 출회 확대 등으로 3.0% 강세 

 채권시장 : 유럽 재정위기 진정 기대감에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는 상승(美 +8bp, 英 +16bp, 

獨 +38bp)하고 유럽 주변국 금리는 하락(伊 △8bp, 스페인 △23bp) 

- 신흥국 가산금리(△40bp), 韓(△19bp) 및 유럽 CDS 프리미엄(佛 △30bp, 스페인 △73bp)도 하락 

 (주요 이슈) 7월중에는 6가지의 주요 정치∙경제적 이벤트가 있으며, BRICs 통화 약세 

심화, 그리스 OSI 가능성 등이 관심사로 대두 

 6월중 주요 이벤트 : ① 그리스/스페인 사태 전개, ② ESM 출범, ③ 주요국 통화정책, ④  

2분기 어닝시즌, ⑤ 국제유가 향방, ⑥ 아일랜드의 단기국채 발행 재개 등 

 BRICs 통화 약세 심화 : 2분기 경기둔화 우려, 주가 급락 등으로 BRICs 통화 약세가 두

드러졌으며 향후에도 추가 약세 예상. 단, 당국의 대응에 의해 그 폭은 둔화될 전망 

 그리스 OSI 가능성? : 그리스 국채의 공공부문 채무조정(OSI, Official Sector Involvement) 시 ECB 

보유국채의 헤어컷보다는 만기연장 등을 통한 이자부담 완화 가능성에 비중 

 (시사점) 6월중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 스페인 은행권 구제

금융 결정, 그리스 親긴축 연정구성 성공, EU 정상회의에서의 다양한 해법도출 등 주

요국들의 정책대응이 진전을 이루며 큰 폭 개선 

 7월에도 그리스 新정부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재협상,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6월말 EU 정상회의에서 얻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주요국들의 대응

에 대한 기대심리가 지속되면서 회복 시도가 이어질 전망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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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금융시장 동향 

 6월 국제금융시장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주요국들의 정책대응이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월말 세계주가와 원자재가격이 큰 폭 상승하고, 유럽 지역의 CDS 프리

미엄이 큰 폭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뚜렷한 개선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감 

 그리스 親긴축 연정구성 성공,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 등으로 불안심리가 일

부 완화된 가운데, 월초부터 주목을 받은 금융동맹(banking union) 논의를 비롯한 

유로존 정책대응 움직임이 월말 EU 정상회의에서 일부 진전 

-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스페인 구제금융 우선변제권 포기는 스페인 구제

금융 이후 민간투자자들이 우려하던 채무불이행 우려를 일부 해소 

- 伊, 스페인 CDS 프리미엄은 전월말 대비 각각 △81bp, △73bp로 큰 폭 하락 

 주요국 경제지표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 

- 미국은 Operation Twist의 기한을 연장, 중국은 3년 6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대응이 증가 

 위험회피 심리 완화로 미국(+8bp), 독일(+38bp) 국채금리가 상승. VIX도 美 주가 

호조에 힘입어 2개월 만에 17%대 초반으로 축소 

<주요 금융지표 추이> 

 구분 `11년말 `12.5월말 `12.6월말 전월대비 

주가 美 다우 12,217.56 12,393.45 12,880.09 +3.93%  

 日 Nikkei 225 8,455.35 8,542.73 9,006.78 +5.43%  

 英 FTSE 100 5,572.28 5,320.86 5,571.15 +4.70%  

 中 상하이종합 2,199.41 2,372.23 2,225.43 △6.19%  

 KOSPI 1,825.74 1,843.47 1,854.01 +0.57%  

환율 달러/엔 76.91 78.32 79.79 +1.88% 

 유로/달러 1.2961 1.2365 1.2666 +2.43% 

 원/달러 1,151.8 1,180.3 1,145.4 △2.96% 

 원/엔 14.98 15.07 14.98 △4.74% 

금리 美 국채 10년(%) 1.88 1.56 1.64 +8bp 

 韓 외평채 가산금리 144 137 120 △17bp 

 韓 CDS 프리미엄(5년) 161 142 123 △19bp 

Risk VIX 23.40 24.06 17.08 △29.0% 

 EMBI+ 377 402 362 △40bp 

* 외평채 가산금리는 2019년 만기 채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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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 6월 세계주가는 그리스 親긴축 연정 구성,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 결

정, EU 정상회의에서 대응책 일부 진전 등으로 반등(월간 +3.8%, 연간 +4.8%) 

 선진국은 4.1% 상승. 미국이 3.9% 상승했으며, 유로존도 5.9% 상승. 전월 급락

했던 스페인·이탈리아가 각각 16.6%, 10.9% 반등. 獨·英·日 등 여타 선진국

도 2~5% 상승 

 신흥국은 1.7% 상승. 국가별로 편차가 큰 가운데 브라질·중국이 경기둔화 우

려로 0.2%, 6.2% 하락. 반면 인도·인니·말련 등 동남아 증시는 1%~7% 상승. 

한국은 0.6% 상승 

<세계주가 추이> <주요국 연간/월간 등락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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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7월에도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대, 낮은 주가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

입 등으로 상승 요인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예상. 다만 그리스·스페인 불안,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 

 유로존이 경제성장 촉진, 금융통합 강화 등 근본해법을 위한 정책공조를 추진하

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정책 진전 가능성.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ECB의 

금리인하 또는 BOE의 양적완화 확대 기대도 높아질 전망 

 다만 7월부터 그리스 재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추세적인 주가 회복은 어려울 전망. 

또한 어닝시즌 중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기업실적 전망에 반영될 가능성 

 (특이사항) 상해증시, 6월 중 신흥국 가운데 최대폭 하락(월간 △6.2%, 연간 +1.2%) 

 중국은 Daiwa, HSBC 등 IB들의 경제전망 하향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6/7일 단

행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책 부재에 대한 실망으로 주가 하락세 지속 

 상해종합지수는 연간 +1.2% 수준까지 하락하여 연초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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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 美 달러화는 유로존 우려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감소, 美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약세(△1.7%) 

 유로화는 그리스 재총선 이후 親긴축 연정구성 성공 등에 따른 불안심리 완화, 

월말 EU 정상들의 각종 위기대응 조치 합의 등으로 강세(+2.4%) 

 엔화는 日 무역수지 적자 확대, 美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상대적 선호도 감소, 

소비세 인상 등으로 한 때 달러당 80엔을 상회하는 약세 시현(△1.8%) 

 원화는 외국인 증권자금 이탈 지속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 감소, 

반기말 수출자금 출회 확대 등으로 강세(+3.0%) 

<유로화 및 엔화 환율 추이>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전망) 美 달러화는 경제지표 부진 지속 시 Fed의 경기부양 조치에 대한 기

대감이 확대되면서 약세가 이어질 수 있으나 유럽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그 

폭은 제한적일 전망 

 유로화는 ECB 및 EU 정상들의 정책 대응이 강화될 경우 단기적 강세 예상 

 (특이사항) 유로화 약세 관련 투기적 베팅 수요 완화 

 6월초 그리스 유로존 탈퇴 우려 증가 등으로 투기거래자들의 유로화 선물 순매

도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6/5일, 21.4만계약)했으나, 그리스 연정구성 성공, EU

정상회의 기대 등으로 축소(6/26일, 16.0만계약) 

 특히 유로화 매도 미결제포지션 규모가 5만계약 이상 축소(25.1만→19.7만) 

 단기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완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5월 

그리스 1차 총선 직전보다 약세 기대가 큰 편 

외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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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 유럽 재정위기 진정 기대감에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유럽 주

변국 금리는 하락. 신흥국 가산금리, 韓 및 유럽 CDS 프리미엄도 하락 

 주요국 장기금리(10년)는 월말 EU 정상회의의 예상 밖 진전 등에 따라 상승(美 

1.56%→1.64%, 英 1.57%→1.73%, 獨 1.20%→1.58%) 

 유럽 주변국 국채금리(10년)는 하락(伊 5.90%→5.82%, 스페인 6.56%→6.33%) 

 신흥국 가산금리(EMBI+)는 하락(402bp→362bp). 韓 CDS(△19bp)를 비롯, 佛(△30bp), 

스페인(△73bp), 伊(△81bp) 등 유럽 CDS 프리미엄도 비교적 큰 폭 하락 

<주요국 장기금리(10년) 추이> <유럽 CDS 프리미엄 추이> 

  

 (전망) 주요국 장기금리는 유럽 재정위기 완화 기대감에 소폭 상승할 가능성. 

그러나 그리스 구제금융 재협상 요구와 스페인 위기감 확산 가능성 등에는 유

의할 필요 

 주요국 장기금리는 ECB 금리인하, 美ㆍ中 추가 통화완화정책, ESM 출범에 따른 

유럽 재정위기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 요인이 다소 우세 

 그러나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 요구, 스페인 지방정부 및 은행권 부실 

우려 확산,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책 미비 인식 등에도 주목할 필요 

 (특이사항) 獨-佛 간 CDS 격차, 3개월 만에 두 자리수로 축소(6월말 87bp) 

 스페인 은행권과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그리스 구제금융 자금 상환여

부에 의구심에 더해지면서 獨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우려가 확산. 이에 따라 獨-

佛 CDS 격차가 한달 만에 29bp 축소되며 2/9일 이후 최저 수준인 87bp를 기록 

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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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이슈 점검 

 (7월 주요 이벤트) 그리스/스페인 사태 전개, ESM 출범, 주요국 통화정책, 2분기 어

닝시즌, 국제유가 향방, 아일랜드의 단기국채 발행 재개 등 

 그리스/스페인 사태 전개: 그리스는 7월중 트로이카와 구제금융 

협상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어서 협상 진전에 관심. 또한, 사마라

스 총리는 수주 내 獨∙佛 등 주요국 정상들과 회동할 예정 

- 스페인은 은행권 구제금융 관련한 세부일정이 진행되는 가운

데 국채수익률의 반등 여부, 7월말 4대 회계법인의 은행권 실사결과에 주목 

 ESM 출범: 7월중 ESM(유럽안정메커니즘)의 출범이 예정. 당초 7/1

일 예정이었으나 회원국들의 승인이 지연. ESM 가동을 위한 각

국의 승인 여부에 주목할 필요  

- ESM 가동으로 위기 보호막과 관련한 우려는 다소 완화될 수

는 있으나 실제 기능 및 위기확산 시 자금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클 듯 

 주요국 통화정책: ECB(7/5), BOE(7/4~5), BOJ(7/11~12), FOMC(7/31~8/1)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결정. 최근의 경기상황 판단 

및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 등이 관심  

- 특히, ECB 금리인하, BOE 추가 양적완화 여부가 초점. 이외   

주요 신흥국들의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여부도 관심 

 2분기 어닝시즌 : 7/9일부터 Alcoa를 시작으로 美 S&P 500기업들

의 2분기 기업실적이 발표. 동 기간 중 경기둔화, 달러화 강세 

등으로 실적 둔화폭이 예상보다 클 가능성에 유의 

- 한편,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은행들의 분기실적 및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잠재적 손실 발표 여부도 관심 

 국제유가 향방: 7월부터 EU의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가 시행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원유 수급 차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수급 변화에 따른 국제유가 향방에 관심 

- 또한, 7월초 이란과 6개국간의 기술적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본 협상이 정해지지 않아 국제유가에는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듯 

 아일랜드의 단기국채 발행 재개: 내년 말까지 구제금융 프로그

램 하에 있는 아일랜드는 빠르면 7월중 단기국채 입찰에 나설 

예정. 발행 성공시 투자심리 회복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듯 

- 그러나 본격적인 자금조달의 시험대는 장기국채의 입찰. 장기

국채의 경우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입찰에 나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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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s 통화 약세 심화) 신흥국 통화들이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경기둔화로 동반 

약세를 보인 가운데, 주가 급락을 겪은 BRICs 통화 약세가 두드러짐. 향후에도 약

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에 의해 그 폭은 둔화될 전망 

 최근 동향 : 2분기 중 대부분의 글로벌 신흥국 통화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특

히 BRICs 통화들의 약세 현상이 두드러짐 

- 브라질 헤알화 △9.2%, 러시아 루블화 △9.2%, 인도 루피화 △8.0% 절하되어 각 

대륙 별 평균 절하 폭(중남미 △3.1%, 아시아 △1.9%, △동유럽 4.9%)을 크게 상회 

· 당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관리를 받고 있는 중국 위안화는 △1.0% 절하 

- 인도 루피화는 사상 최저, 브라질 헤알화, 러시아 루블화는 3년래 최저 경신 

 급락 배경 :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화(美 달러화 선호도 증가), 

BRICs 경기둔화에 따른 각국 주가 급락 및 디레버리징 부담 등에 기인 

- 인도의 쌍둥이 적자(특히, 1분기 GDP 대비 경상수지 규모는 4.5%로 30년래 최대) 문제 

- 브라질 당국의 적극적인 헤알화 약세 유도 조치(달러화 매수개입, 기준금리 인하 등) 

- 유가 급락에 따른 러시아(산유국) 루블화 약세압력 등이 약세 폭을 심화 

 향후 전망 : 위험회피 환경이 지속되는 한 약세를 지속할 전망. 단, 각국이 외환

시장 불안에 대한 일정수준의 대처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 폭은 제한될 가능성 

-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은 유럽 재정위기 이외에도 BRICs 경기둔화 심화를 반

영하고 있으며 이는 BRICs 통화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Credit Suisse) 

- 각국 내 투자심리 악화로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가 높기 때문에 BRICs 당국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 예상(Barclays) 

 시사점 : BRICs가 신흥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08년 이후 세계경제 회

복에 기여한 바도 컸기 때문에 최근 BRICs 통화 급락에 주목할 필요(Financial Times) 

 

<2분기 주요 신흥국 통화 절상/절하율 비교>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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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OSI 가능성?) 그리스 국채의 공공부문 채무조정(OSI, Official Sector Involvement) 시 

ECB 보유국채의 헤어컷보다는 만기연장 등을 통한 부담 완화 가능성에 비중 

 그리스 구제금융 재협상: 그리스가 연정 구성에 성공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면했

으나 7월 트로이카와의 구제금융 재협상이 중요한 변수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 

- 재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나 1) 긴축이행 시한 최소 2년 

연장(’14→’16년), 2) 경제성장 지원, 3) 유로존 잔류 확약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그리스 언론들은 긴축 시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약 €160~200억의 펀딩 갭이 발생

하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공공부문 채무조정(OSI)이 필요하다고 보도  

 OSI 가능성 분석: 그리스의 공공부문 채권자는 ECB(SMP), EU(상호대출+EFSF), IMF가 

70% 가량을 차지. ECB가 SMP를 통해 매입한 국채의 OSI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 

- IMF 대출: 최우선 변제 의무가 있으므로 OSI 가능성이 가장 작은 것으로 판단  

- EU 상호대출: 작년 대출금리를 Euribor+300bp → +150bp로 낮춘 데 이어 올해도 

+100bp까지 인하할 가능성. 다만,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5억 정도에 불과 

- EFSF 대출: EFSF 채권 발행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므로 협상여지가 적음 

- ECB 보유국채: ECB가 SMP를 통해 매입한 그리스 국채에 대해 그리스가 지불

하는 이자비용은 €24억, 만기도래액은 ’12년 중 €31억, ’13년 중 €84억으로 전액 

상환 예정. 일부 IB들은 OSI 압력이 커질 경우 ECB가 그리스와의 협상을 통해 

보유국채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평가(BNP Paribas 등) 

 평가 및 전망: 그리스가 긴축 시한 연장으로 발생하는 펀딩 갭을 추가 지원으로 충

당한다면 ’20년까지 GDP대비 정부부채 120% 달성이 어려워지며, OSI를 단행할 경

우 ECB 손실에 대한 ECB 내부 및 주요국의 반발이 클 수 있음  

- 추후 그리스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재개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 

 

 

 

 

 

 

 

 

<민간채무재조정(PSI) 이전/이후 그리스 부채> <향후 1년간 예상되는 그리스의 이자비용> 

  

자료: Bloomberg, BNP Paribas 

민간부문 부채(2Q기준) 쿠폰 연간 이자비용

신규국채 624 2%* 12.5

PSI 미참여 61 5% 3.1

단기국채 152 4.75% 7.2

공공부문 부채(2Q기준) 쿠폰 연간 이자비용

SMP 487 5% 24.4

EU 대출 529 2.7%** 14.3

IMF 대출 226 4.75%** 8

EFSF 대출 1,033 2.2%** 24.4

* '13~'15년까지 2%, '16~'20 3%, '21년 3.65%, 이후 4.3%

** Euribor+ 가산금리의 변동금리로 회차에 따라 다른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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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평가 

 6월중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 

결정, 그리스 親긴축 연정구성 성공, EU 정상들의 각종 위기대응 조치 합의 등 

주요국들의 정책대응이 진전을 이루며 큰 폭 개선 

 세계주가 큰 폭 상승, 안전자산 금리(美, 獨 등) 상승/위험자산 금리(伊/스페인 등) 하

락, 유로화 강세(+2.4%)/美 달러화(△1.7%), 엔화(△1.8%) 약세 등 위험회피 심리 완화 

움직임이 뚜렷 

 7월에도 그리스 新정부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재협상,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6월말 EU 정상회의에서 얻은 신뢰감을 바탕으

로 주요국들의 대응에 대한 기대심리가 지속되면서 회복 시도가 이어질 전망 

 EU 정상회의 합의안 이행 등을 위해 7/9일 유로그룹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

데, 월초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보여줄 위기대응 공조 의지에 주목할 필요(ECB 7/5

일, BOE 7/4~5일, BOJ 7/11~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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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월 Economic Calendar>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2 

미국 6월 ISM 제조업지수 

미국 6월 ISM 구매물가지수 

미국 5월 건설지출 

유로 5월 실업률 

일본 6월 자동차판매 

중국 6월 제조업 PMI 

중국 6월 HSBC 제조업 PMI(확정치) 

한국 6월 CPI 

3 

미국 5월 제조업수주 

미국 6월 총 차량판매 

유로 5월 PPI 

4 

미국 Independence day 

 

유로 6월 PMI Composite 

유로 6월 PMI 서비스 

유로 5월 소매판매 

5 

미국 6월 ISM 비제조업지수 

미국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로 ECB 금리공시 

영국 BOE 금리공시  

 

6 

미국 6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미국 6월 실업률 

유로6월 PMI 제조업(7일) 

일본 동행지수 CI 

일본 선행지수 CI 

9 

미국 5월 소비자신용지수 

일본 5월 기계수주 

일본 5월 경상수지 

일본 6월 경기 와치 조사: 현행 

일본 6월 경기 와치 조사: 전망 

한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중국 6월 무역수지 

10 

미국 7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11 

미국 5월 무역수지 

미국 5월 도매재고지수 

미국 FOMC 회의 회의록 

미국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일본 BOJ Meeting(~12일) 

일본 5월 3차산업 활동지수 

12 

미국 6월 수입물가지수  

미국 6월 월간 재정수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로 7월 ECB Monthly Report 

유로 5월 산업생산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13 

미국 6월 PPI 

미국 7월 미시건대소비심리평가지수 

(잠정치)  

일본 5월 산업생산 

한국 6월 수출입물가 

16 

일본 Marine Day 

 

미국 7월 제조업지수 (뉴욕주) 

미국 6월 소매판매액지수 

미국 5월 기업재고 

유로 5월 무역수지 

유로 6월 CPI 

17 

미국 6월 CPI 

미국 5월 TIC흐름 

미국 6월 산업생산 

미국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유로 7월 ZEW 조사치 

 

18 

미국 Fed Beige book 

미국 6월 주택착공건수 

미국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9 

미국 7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미국 6월 기존주택매매 

미국 6월 경기선행지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로 5월 경상수지 

일본 5월 전체공업활동지수 

일본 동행지수 CI 

일본 선행지수 CI 

20 

중국 7월 HSBC 제조업 PMI(잠정치) 

23 

 
24 

미국 5월 주택가격지수 
25 

미국 6월 신규주택매매 

미국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일본 6월 무역수지 

26 

미국 6월 잠정주택판매지수 

미국 6월 내구재주문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7 

미국 2Q GDP(adv)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확정치) 

일본 6월 CPI 

한국 6월 국제수지  

30 

일본 6월 산업생산 

 

31 

미국 FOMC Meeting 

미국 5월 S&P/CS 주택가격지수 

미국 7월 소비자기대지수  

미국 6월 개인소득 및 소비지수 

미국 7월 시카고 구매자협회 

   

* 현지시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