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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 Market Forecast

§ 담당: 리서치센터 김호윤 연구위원(투자전략, 6099-8506)
§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 )는 이전치 3. M은 전월대비, Q는 전분기대비, Y는 전년동기대비 4. 경제지표 A는 예비치 P는 잠정치, F는 확정치 5. 미국 기업명(예상/이전)는 주당EPS 7. 연준위원( )는 점도표 8. 해외일정 및 데이터는 현지시각 기준

SUN

MON

*7월 Market Key Word*

TUE

*자산배분/투자 Focus*

그리스 채무상환:디폴트 이슈, 뱅크런 추이
한국 2Q GDP 민간소비 축소폭[메르스]
한국 2분기 기업실적 추정치 하향조정
삼성전자, 2분기 IM실적 전분기대비 감소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여부(7/17 주총)
중국 신용거래추이-상해증시 등락폭 주목
달러환산-원지수 코스피 Gap축소:외인수급
중국 2Q GDP 7% 하회여부(전분기 둔화폭)
中 부동산 지표 둔화추이ㆍ지방채만기이슈
엔/유로 하락추이, 원/엔 단기적 상승추이

[달러자산]비중확대, 달러 레버리지상품
[외환시장]엔/유로 하락세, 원/엔 단기상승
[외환시장]스위스프랑절상[중앙은행 개입]
[신흥채권]비중축소, 해당국 환율 절하추이
[국내채권]現 비중유지→점진적 비중축소
[선진주식]유럽ㆍ일본주식/나스닥 바이오
[신흥주식]러시아RTS, 홍콩상장-중국주식
[국내주식]대형우량주 우선주[가격제한폭]
[국내주식]대형수출주[환율ㆍ벨류에이션]
[국내주식]화학업종 2Q 실적턴어라운드

☞7월 시행ㆍ출시ㆍ발표ㆍ적용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허용
가정용 전기요금, 3개월 한시적 인하
유연탄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 인상
기아차, 멕시코 판매/하이닉스 20나노D램
코나아이 中사천성 모바일카드사업 런칭
남광토건 재매각 개시/CJ오, 뽀로로파크
효성, 폴리케톤 생산 개시
테스코, 홈플러스 매각 절차 개시
한올바이오파마 중국시장 진출

WED

THU

FRI

§ 2015년 6월 30일 현재

SAT

1 중국-홍콩 펀드교차판매 허용

2 ISS보고서 발표 예정(2일전후)

3

4

한 6월 CPI(0.5%)/미 6월 ISM지수(52.8)
중 6월 ISM(50.2)/일 2Q 단칸지수(12)
현대제철ㆍ현대하이스코 합병절차 완료
한화그룹-삼성테크윈 공식출범
한라홀딩스-마이스터(자회사)흡수합병
이지웰퍼어 역직구시장(中하이닝)진출
하나투어, 법무부 중국인 한국 비자대행
엘리엇 가처분신청 결론[서울중앙지법]
현대 기아차 6월 판매[할인/신흥국 환율]
국회 본회의/홍콩 휴장(독립기념일)

한 5월 경상수지($81.4억)
미 6월 실업률(5.5%)/비농업고용(28.0만)
시간당평균임금(0.3%M/2.3%Y)
경제참가(62.9%)/공장주문(-0.4%)
ISS보고서(삼성물산 합병관련)발표(예정)
리커창 中총리, 중-EU정상회의참석[~7/2]
알뜰주유소, 유류공급 입찰(예정)
토니모리 공모주청약[~2](주관: 대우증권)
→"JH'S(Linda Watson) Fighting, Cheer Up!"
☞7/1 SKC-日미쓰이화학 PU합작사 출범

중 6월 HSBC 제조업 PMI(49.6)
유 5월 소매판매(0.7%M/2.2%Y)
드라기 총재 밀라노연설/안심대출 MBS입찰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現:BBB-)발표
식약청,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7/3]
미국 금융시장 조기폐장(독립기념일)
[2~3]융커 EU집행위원장, 연설/기자회견
☞7/2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설립 완료
☞7/2 이스트소프트, 카발2 美/유 상용화
☞7/2 현대차, 2016년형 쏘나타 출시

[7/1]해외 기업ㆍ시장 이슈/정책/이벤트
중국, 수입분유 포장기준 시행
중국, 광전총국 방송물 수입 규제 적용
중국 쓰촨성 최저임금 인상(1400→1500)
중국 중신증권 단일주신 마진론 조정
이베이, 엔터프라이즈 사업매각
베트남, FDI규제 완화/투자금지분야 축소
인니, 기업외환거래제한,30개국 무비자
월마트, 매장매니저 임금인상/애플뮤직
서울시, '2015서울썸머세일'(外人대상)

5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6 그리스 은행 폐쇄 시한(~6)

7 삼성전자 2Q 잠정실적(예상)

8 미국 2분기 어닝시즌 시작

9 금융통화위원회/옵션만기일

10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11[월초]추경규모 당정협의(예상)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관련
-국민투표 실시(5일)위해 시한 연장 요청
-IMF자금상환실패: 명목상 디폴트X
(회원국 상환실패: '체납'으로 규정)
-국민투표 기한까지 은행영업 중단
-주식시장 임시폐장(~7/5)
※국민투표 찬성가결시→조기총선 가능성
치프라스 내각 사임: 유로화 하락 점검
[6/26]여론조사: 찬성(47.2%)>반대(33.0%)
루마/이바카프터 복합제 미국 승인시한

미 6월 ISM비제조업지수(55.7)
일 6월 경기선행지수(106.4)
그리스 은행 폐쇄:1인당 인출액 €60 제한
걸스데이, 정규 2집 앨범 공개
[소녀시대, 씨스타, 에이핑크: 7월 컴백]
-음원 및 소속기획사 상장 주가 추이 점검
쌍용차, 소형SUV 티볼리 디젤 출시(잠정)
[월초]미국ㆍ쿠바 국교 회복 발표
[월초]일성신양(삼성물산 :2.05%)이사회
[월초]중국 기업 실적보고서 발표

미 5월 무역수지(-$409.0억)
호주 기준금리(2.00%)/독 5월 산생(0.9%)
인천공항 6월 수송통계/삼전 2Q[확]월말
미국 상무부, 반덩핌 관세(씨에스윈드)
대우건설, 분식회계 안건심의 감리위원회
*2분기 한국/미국 어닝시즌 체크포인트
①코스피 전체 2분기 실적추정 하향세
②삼성전자 IM부문/현대차(환율)실적하향
③화학업종ㆍ증권업종 실적개선세 확인
④미국 强달러ㆍ금리상승(은행/보험)영향

한 5월 통화승수(M2/명목GDP)*반등세여부
미 6월 FOMC 의사록 공개(옐런 입장)
: 연준위원간 금리인상-점도표 코멘트
일 5월 경상수지(￥1조 3,264억)
OECD 5월 34개국 경기선행지수(100.1)
윌리엄(Voter, 0.25~0.50%)위원 연설
영국 오스본 재무장관 새 예산안 발표
미래에셋생명 코스피 상장(주관: 삼성證)
현대엘리베이터 유증 신주발행가액 확정
Alcoa(0.230/0.280)

한 7월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1.50%)
-2015년 수정경제전망 발표(現전망; 3.1%)
*하향조정 여부(6월 금융연구원 2%대전망)
한 7월 옵션만기일/영란銀 기준금리(0.5%)
중 6월 CPI/PPI(1.2%/-4.6%)
코체라코타(Non-Voter, 0~0.25%)위원 연설
조지(Non-Voter, 0.75%~)위원 연설
이노션 일반투자 공모청약마감[8~9]
현대중공업 노사 쟁의조정 기간[~7/9]
Pepsico(1.239/0.830), Gap(June Sales Revenue)

한 6월 수출물가지수(-3.5%Y/1.0%M)
수입물가지수(-14.6%/1.3%M)
미 5월 도매재고(0.4%M)
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2.1%Y/0.3%)
토니모리 코스피 상장/한진칼 신주상장
중국 발개위, 순수 전기승용차 규정시행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미국 개봉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국민연금, 보유종목 지분변동내역 공시
[만기]그리스 €20.0억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규모 및 시행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3.8%→3.1% 전제
①2016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3.5%
②CPI전망: 금년(0.7%)/내년(1.3%)
③경상수지: 금년($820억)/내년($940억)
-15조(잠정): 5조 세수결손/10조 서민안정
-방식: 세제잉여금→ 적자국채발행예상
*기재부 금년 국채발행규모: 102.7조
: 5월말 현재 기준 국채잔액: 532.8조
로젠그렌(Non-Voter, 0.25~0.50%)위원연설

12

13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14 BOJ 금융통화정책회의

15 중국 2Q 실질GDP

16 옐런, 상원 반기통화정책보고

17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

18

신세계 시즌오프 여름세일 마감[~7/12]
[중순]금융위, 가계부채경감 대책 발표
-고정금리ㆍ분할상환대출 목표 상향
-변동금리 대출 축소/DTI 소득심사 강화
-토지 상가 대상 담보인정비율(LTV)도입
[중순]기아차, 신형K5(중형세단)출시
[월중]한전부지 개발 협상조정협회의 구성
[월중]크리스탈지노믹스, 관절염 신약출시
[월중]초연결네트워크 중장기 로드맵 발표
[월중]인터넷전문은행 인가메뉴얼 발표

중 6월 무역수지($594.9억)
수출/수입(-2.5%/-17.6%)
유로그룹 회의: 그리스 구제금융 협의건
코스피200 섹터지수 변경(KSCI→GICS)
: 생활소비재ㆍ산업재 섹터지수 신설
중국, 양로보험기금 투자계획안 접수시한
[7/10~15, 단위: 위안(RMB)]
중 6월 신규신용잔고(9,008억)
사회융자/M2(1조 2,196억/10.8%)
[만기]그리스, €4.65억(IMF분상환액)

미 6월 소매판매(1.2%M/EX_Car: 1.0%)
6월 수입물가(1.3%M/-9.6%Y)
5월 기업재고(0.4%M)
일 BOJ금정위/본원통화규모(￥80.0조)
-구로다 총재, 현재 물가판단 코멘트
인니 인니중앙은행 기준금리(7.50%)
개발부담금 한시감면혜택 종료(연장추진)
JP Morgan(1.455/1.606), J&J(1.688/1.560)
Wells Fargo(1.032/1.040), CSX(0.529/0.450)
[만기]그리스, ￥116.7억

미 베이지북 발표
*4~5월말 제조업 견실, 소매매출 상승세
미 6월 생산자물가지수(0.5%/-1.1%)
중 2분기 실질GDP(7.0%Y) *7%대 하회여부
6월 소매판매(10.1%Y)/광공업생산
고정자산투자(11.4%Y)
영 5월 ILO실업률(5.5%) *英 금리인상고려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진행
옐런, 미국 하원 반기통화정책보고 출석
BoA(0.358/0.300), Intel(0.508/0.410,Aft)

미 7월 NAHB 주택시장지수(59)
유 ECB통화정책회의/6월 CPI(0.2%M)
옐런, 미국 상원 반기통화정책보고 출석
Gold manSachs(3.970/6.002), Citi(1.348/1.520)
Schlumberger(0.798/1.060), ebay(0.724/0.770)
Philip Morris International(1.124/1.160)
☞7/17
미 7월 미시간대 소비신뢰지수(96.1)
6월 소비자물가지수(0.4%M/0.0%Y)
주택착공/건축허가(-11.1%M/9.6%M)

한 5월 PPI(-3.5%) *반등여부(CPI-PPI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임시주주총회
→삼성물산 우호지분(19.95%) *KCC 5.96%
에이텍, 인적분할/동성홀딩스 합병신주
이노션 코스피 상장/씨앤피로엔 유증신주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환불수수료 인상
엠씨넥스 무상증자 신주 상장예정일
Google(6.731/6.570), GE(0.342/0.310)
MorganStanley(0.733/0.850 )
[만기]그리스 €10.0억/싱가포르 휴장

중 6월 부동산가격지수
*부동산환경지수 역대최저치(5월: 92.43)
[14-18]중 6월 외국인FDI(7.8%Y)
[월중]ITC 관세, 중국타이어 부과
[월중]우리은행 매각방식 발표
[월중]삼성제약, 화성 화장품 공장준공
[월중]CJ대한통운, 북극항로 상업운항
[중순]제7홈쇼핑(공영 TV홈쇼핑)개국
[1/3주발표]D램가격(↓)/낸드플래시(보합)
☞7/17이슬람권 국가 라마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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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리스, ECB 채무상환 시한

21

22 애플 3분기 실적

23 한국 2Q 실질GDP[속보치]

24

25

롯데백화점, 여름 정기세일[~7/19]
[4주]삼성전자 중간배당 이사회 개최
[4주]SEMI, 5월 BB율(4M연속 1.00 상회]
[월중]애플. 애플페이 영국시장 진출
[월중]LG이노텍, 북미 스마트폰 부품공급
[월중]SK건설, U사업부 지분50%매각
[월중]IMF, 위안화 SDR편입 예비결과발표
[월중]밥켓홀딩스, 프리IPO 투자유치진행
[월중]STS반도체, 필리핀 정부 초과지불
전기료 $2,700만 환급(예정)

그리스, ECB 채무 €34.9억 상환시한
-S&P 입장: 채무상환 실패→디폴트X
-유로존 탈퇴 가시화여부, 유로화 점검
-이탈리아 순부채/GDP(114%)비율추이 점검
코스피 미니선물ㆍ옵션 도입(잠정)
테크윙,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계약종료
한중일 FTA 8차 실무협상[20~24, 베이징]
한ㆍ일 日수산물 수입금지 분쟁해결절차
[20~22]BIS, 6월 실질실효환율
:5월 원화 114.34(전월대비: -1.33)

현대차, 소형 SUV 크레타 인도출시
SK-SK C&C 주식매수청구권[16~21]
아이쓰리시스템 공모주 청약[20~21]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신고제
여신협회, 개정 여신전문금융법 시행
IBM(3.794/2.910), MicroSoft(0.588/0.620)
Travelers(2.094/2.530), Verizon(1.002/1.020)
☞7/22
Sandisk(0.346/0.760, Aft-Mkt)
Boeing(2.066/1.970),Qualcomm(0.950/1.400)

미 6월 기존주택매매(535만/5.1%M)
기존주택재고(5.1개월)
기존주택중간값($22.87만/7.9%Y)
중 6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유 1Q 정부부채규모발표
동양시멘트 본입찰 접수
중국 상해 국제육아박람회[22~24]
:(상장기업참여)아가방컴퍼니, 보령제약
애플 3Q 예상치(1.771)/이전치(2.330)
펩트론 코스닥 상장/쇼박스배급 암살 개봉

한 2Q 실질GDP(0.8%Q/2.5%Y) *둔화폭 점검
- 수출(0.1%Q)/민간소비(0.6%Q):*메르스
*'14년 민간소비: 1Q(0.2%)→2Q(-0.3%)
미 6월 경기선행지수(0.7%M/5.7%Y)
현대차 실적발표/이사회(배당금액결정)
☞7/23
McDonald(1.235/1.010, Bef), 3M(2.000/1.850)
Caterpilla(1.255/1.720),AT&T(0.634/0.630)
Gilead Sciences(2.643/2.940), GM(1.109/0.860)
Starbucks(0.480/0.330), Facebook(0.468/0.420)

한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2.5%)
소비자심리지수(99)
미 6월 신규주택매매(54.6만/2.2%M)
중 7월 HSBC 제조업 PMI[예비치](0.6%)
유 7월 유로존 제조업PMI[예비치]
동아에스티, 스티렌정 특허만료 시한
한빛소프트 中 FC매니저 안정화TEST[~8/6]
프랄루엔트, 미국 승인 시한
☞7/23
Biogen(4.058/3.820), Comcast(0.843/0.790)

[월중]씨에스윈드, 지멘스 윈드타워 공급
[월중]롯데제과, 인도 초코파이 공장 준공
[월중]중국 CSRC, 크라우드펀딩 규제안
[월중]TPP 12개국 협상 타결 여부
[중순]도시바, 회계 오류 사건 조사보고
*2Q 주요건설사 저가 PJ 준공액 규모
-삼성엔지 66,500억/대림산업 18,000억
-GS건설 33,000억/대우건설 20,900억
☞7/24
Amazon.com(-0.161/-0.120), Visa(0.584/0.630)

26 [월말]中, 하반기정책방향발표

27

28

29 FOMC회의

30 미국 2Q GDP[예비치]

31

[월말]中 공산당,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정치국회의, 운영방침 결정
-국유기업 개혁 가이드라인 발표 방침
-통화정책 이외 추가부양정책/규모 주목
-부동산(하락), 지방부채 만기 처리방안
[월말]한앤컴퍼니, 한라비스테온공조 인수
[월말]지상파 방송광고총량제도입
[7월~]삼성전자 시안공장 V낸드 물량
낸드플랜시 공장증설, D램 증설
경기도 화성 S3라인 2단계 투자 D램전환

한 7월 백화점 매출(3.1%): 휴일영업일수
할인점 매출(0.5%):식품/의류 증가
편의점 매출(31%): 점포증가/담배
미 6월 항공기제외비국방자본재주문
중 6월 중국 공업기업 총이익율(0.6%)
독 7월 IFO 기업환경지수(107.4)
코넥스, 전용소액투자계좌제도 시행
도요타, 자사주매입[~내년3/31,￥6,000억]
네츄럴엔도텍 자사주 18만주 취득
팬오션 유증/감자 신주 상장예정일

미 7월 컨퍼런스 소비자기대지수
5월 S&P 케이스쉴러지수
중 6월 국가통계국 경기선행(98.97)
어린이집 CCTV법령시행 입법예고 시한
프릴리지(조루치료제) PMS만료 시한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상품판매중지 시한
미국 상무부, 보조금 상계관세 최종판정
DR.Horton(0.513/0.400,B), Ford(0.372/0.230)
Merck(0.799/0.850), Dupont(1.239/1.340)
Amgen(2.408/2.408, Aft), Pfizer(0.514/0.510)

미 FOMC 기준금리 결정(0~0.25%)
[9월/12월 금리인상시기, 속도 코멘트]
미 6월 미결주택매매(0.9%M/8.3%Y)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13.75%)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0 정식 출시
녹십자, 일동제약 주식(689만주)처분기일
AOA(FNC엔터소속), 심쿵해 일본 발표
American Express(1.312/1.480)
US.Steel(-0.715/-0.070), Twitter(0.044/0/070)
☞ 7/30 Kraftfoods Group(0.848/0.860)

미 2Q GDP(-0.2%Q)
개인소비지출(0.8%Q)
휴메딕스 무상증자 신주상장예정일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취분취득
엑세스바이오, 말라리아rdt 공급계약만료
아이쓰리시스템 코스닥 상장
삼성전자, 타이젠 개발자 서밋[~31, 인도]
P&G(0.949/0.920, Bef), Metlife(1.487/1.440)
Goodyear Tire & Rubber(0.759/0.540)
☞7/31 효성, 공공기관 입찰 제한 해제

한 6월 산업생산(-0.6M/0.2%Y)
재고율(0.1%M)/경기선행(0.3%p)
일 6월 전국CPI(0.5%Y)/7월 도쿄CPI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11.50%)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시행
제이콘텐트리, KMIC 지분 취득[~9.30]
인천 송도 LNG기지 증설 시공자 선정
한진 보유 대한항공 지분(7.95%)매각시한
Tesla(-0.557/-0.360) Chevron(1.005/1.370)
Exxonmobil Corporation(0.954/1.170)

§ 대표이사 서경민(6099-8501 ) 법인영업본부 우정곤 부사장(6099-8621)ㆍ 홍주관 상임고문(6099-8632)
성원수 이사(6099-8642) ㆍ우성환 부장(6099-8637))
이재욱 대리(6099-8626) ㆍ 이채훈 대리(6099-8643)

*Weekly 경제지표*
*미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노동부, 목]
-4주이동평균(6/25: 27.37만) *소폭상승
*미 주간 원유재고[EIA, 수]
-(6/25)기준 4주평균 473만배럴/4주감소
*미 원유시추장비(Rig)[베이커휴즈, 금]
-(6/26)기준: 628대, 29주연속감소세
*미 프레디맥 30년물 모기지금리
-6월 4주 기준: 4.00% 레벨 상승추이점검
*러시아 외환보유고 주간발표[목]
※신흥국 환율절하추이/외환보유액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