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IF 

1 

 

 

 

국제금융시장 일일 점검 속보(6.23) 
 

 

 

 

 

 

 

 주가 상승(미국 다우 0.30%, 유로 Stoxx 600 1.09%), 달러화 약세(DXY -0.37%), 유가 상승(WTI 4.64%) 

 주가: 미국 다우지수는 미중 무역갈등 우려 불구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의 강세로 상승. 반면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S&P 0.19%, 나스닥 -0.26%) 

– 유럽 주가도 6월 종합 PMI 상승과 에너지 관련주 강세 등으로 상승 

 환율: 달러화는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우려 완화와 그리스 구제금융 종료 합의 등이 

반영되어 유로화 대비 약세(유로화 0.41%, 엔화 0.02%) 

– 원/달러 NDF 환율은 1,111.00원으로 스왑포인트(-1.20원) 감안 시 전일 현물 종가 

(1,107.40원) 대비 4.80원 상승 

 금리: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 발언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 마감 

 원자재: WTI 가격은 OPEC과 산유국의 증산 규모가 당초 전망 하회한다는 평가에 상승 

 

  6/22일 6/21일 전일대비    6/22일 6/21일 전일대비 

미국 Dow 24,581  24,462  0.49%   미국 10y 2.89% 2.90% -0bp 

유로 Stoxx 600 385  381  1.09%   독일 10y 0.34% 0.34% 0bp 

중국 상해종합 2,890  2,876  0.49%   영국 10y 1.32% 1.28% 4bp 

일본 Nikkei 22,517  22,693  -0.78%   한국 CDS 5y  45bp  45bp 1bp 

달러지수 94.52  94.86  -0.37%   중국 CDS 5y  58bp  58bp -1bp 

유로화 1.1651  1.1604  0.41%   EMBI+ 394  401  -7bp 

엔화 109.97  109.99  0.02%   VIX 13.77  14.64  -5.94% 

위안화 6.5052  6.4932  -0.18%   WTI 유 68.58  65.54  4.64% 

원화 1,107.4  1,112.8  0.49%   금 1,270.6  1,267.2  0.27% 

주) 환율은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 기준(+는 절상, -는 절하). 7시 기준. 자료: 블룸버그 

정중식(3705-6172) 

 미국 다우지수 상승, 달러화 약세, 미국 금리(10년물) 약보합, 유가 상승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합의. 트럼프 대통령, 대북 제재 1년 연장 결정  

 미국 트럼프 대통령, 유럽차 20% 관세 부과 위협. GS, 미국 주가 상승 잠재력은 제한적  

2018. 6. 23 

특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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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합의. 트럼프 대통령, 대북 제재 1년 연장 결정 

 남북: 적십자회담,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 100명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 

향후에도 적십자회담과 실무접촉을 갖고 인도적 문제를 협의해 나갈 방침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북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북 경제제재 1년 연장 결정 

–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을 진행할 계획 

– 해리스 주한 미대사 지명자, 북한 미사일 위협 없어지면 사드 불필요 

–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으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철회 

 북한: 조선신보, 일방적 핵폐기 요구는 통하지 않으며 북미 관계의 근본 개선이 중요 

– 김정은 위원장이 폐기 약속했던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뚜렷한 해체 움직임은 부재(38노스) 

 러시아: 푸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채택을 높이 평가하고 

철도사업 등 남북러 3국의 경제협력 기반 마련에 합의 

 일본: 금융청, 북일 합작기업 10곳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 

 Reuters: 한국과 러시아가 남북러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노력 및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철회가 있을 때 가능할 전망 
 

 미국 트럼프 대통령, 유럽차 20% 관세 부과 위협. GS, 미국 주가 상승 잠재력은 제한적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장벽 철폐되지 않으면 유럽차에 20% 관세 부과 위협 

– IHS 마킷, 6월 제조업 PMI(속보치)는 54.6으로 7개월 만의 최저, 서비스 PMI(속보치)는 

56.5로 전월(56.8)에서 하락 

 유로존: IMF 라가르드 총재, 유로존 경제 최대 리스크는 무역갈등  

– IHS 마킷, 6월 종합 PMI(속보치)는 54.8로 전월(54.1)에서 상승 

 이탈리아: 보르기 하원 예산위원장, 유로존 탈퇴는 정부 계획에 미포함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 유로그룹과 구제금융 종료에 합의 

 일본: 총무성, 5월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7%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 

 OPEC: 일일 100만배럴 증산에 원칙적 합의, 실제 증산 물량은 60만배럴 전망  

 GS: 향후 미국 기업의 실적 향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무역갈등 고조, 중간 선거 등을 고려할 때 주가 상승 잠재력은 제한적  

 ANZ: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 차단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유동성 부족 방지 위해 일정 수준의 신용 증가를 용인할 가능성 

북한 관련 주요국 대응 및 해외 시각 

 

 

 

 

 

 

경제ㆍ금융시장 관련 주요국 대응 및 해외 시각 

 

 

 

 

 

 



 

 

 KCIF 

3 

 

특별일보 

 

                                   <취약 신흥국 주요 금융시장 지표 >                (6월 22일 

기준) 

  주가 전일대비     환율 전일대비 CDS 5y 전일대비 

베네수엘라 71616  3.63%  79900  0.00%  N/A - 

아르헨티나 30210  -2.13%  27.0282  1.77%  390bp -9bp 

터키 95852  0.84%  4.6771  0.92% 295bp -15bp 

브라질 70640  0.81% 3.7854  -0.46% 261bp -4bp 

남아공 50623  0.81%  13.4373  1.08% 199bp -13bp 

베트남 983  1.42%  22890  -0.11% 158bp -4bp 

러시아 2249  0.17%  62.9873  1.05%  144bp -2bp 

멕시코 46737  0.60%  20.0118  1.49% 139bp -5bp 

인도네시아 5821  -0.01%  14086  0.11% 131bp -5bp 

콜롬비아 1522  -0.76%  2915.53  1.30%  122bp -4bp 

주) 환율은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 기준(+는 절상, -는 절하). 7시 기준. 자료: 블룸버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