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9 일일 브리핑
[ 하이투자선물 9.9 모닝브리핑 ]

하이투자선물 전략영업팀

◆경제지표 (예상, 이전)
00:19 뉴질랜드 제조업 판매 (QoQ) (이전:2.0%)

◆ 전일 미국증시

08:50 일본 은행대출 (YoY) (이전:2.3%)

▶ DOW

08:50 일본 계절미조정경상수지 (2.083T, 1.211T)

26,797.46p (+69.31, +0.26%)
▶ S&P500
2,978.71p (+2.71, +0.09%)
▶ NASDAQ
8,103.07 (-13.75, -0.17%)

08:50 일본 GDP (QoQ) (0.3%, 0.4%)
08:50 일본 국내총생산 외부 수요 (QoQ) (-0.3%,
-0.3%)
08:50 일본 GDP물가지수 (YoY) (0.4%, 0.1%)
10:30 호주 주택대출 (0.5%, -0.9%)

◆ 해외선물 (한국시간 7:00 기준)

14:00 일본 재무성 경상지수 (41.2, 41.2)

▶ WTI (10월물)

14:45 스위스 실업률 (2.3%, 2.3%)

56.52(+0.22, +0.39%)
▶ 금 (12월물)
1,515.5(-10.5, -0.66%)
▶ 유로 (9월물)
1.1037 (-0.0006, -0.05%)
▶ 엔 (9월물)
9,360.5 (+6.0, +0.06%)
▶ 미국 2년국채 (12월물)
107*31 3/4(+0*00 7/8, +0.03%)
▶ 미국 5년국채 (12월물)
119*26 1/2(+0*02, +0.05%)

▶ 미국 10년국채 (12월물)
131*12(+0*02 1/2, +0.06%)
▶ 미국 30년국채 (12월물)
164*16 (+0*20, +0.38%)

15:00 독일 수출 (MoM) (-0.5%, -0.1%)
15:00 독일 수입가격지수 (MoM) (-0.3%, 0.5%)
15:00 독일 무역수지 (17.5B, 18.1B)
17:30 건설 생산 (MoM) (0.2%, -0.7%)
17:30 '매우중요' 영국 GDP (0.1%, 0.0%)
17:30 영국서비스지수 (0.1% 0.1%)
17:30 '매우중요' 영국 산업생산 (-0.1%, -0.1%)
17:30 영국 제조업 생산 (-0.1%, -0.2%)
17:30 영국 무역수지 (-9.60B, -7.01B)
17:30 영국 비EU국 상대 무역수지 (이전: -0.19B)
17:30 유럽 Sentix 투자자신뢰지수 (-14.0, -13.7)

18:00 싱가포르 외환보유고 (이전:272.7B)
20:25 브라질 BCB 포커스 시장 정보
9th-15th '매우중요' 중국 신규대출 (8.2%, 8.1%)
9th-15th M2 통화 공급량 YoY (8.2%, 8.1%)
(잠정) 영국 NIESR GDP 전망치 -0.1% (예상:-

◆ 외환시장 (한국시간 7:00 기준)

0.1%)

▶EUR/USD
1.10262 (-0.0009, -0.08%)
▶ USD/JPY
106.935(-0.02, -0.02%)
▶ NDF 환율 : 1,191.5/1,192.0 (4.05원 하락)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배포,전송,변경,대여할 수 없으며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
지하시기 바랍니다.

2019.09.2 일일 브리핑
◆ 브리핑

하이투자선물 전략영업팀

▶ 中 8월 수출입지표 일제히 악화 불구 시장 영

◆ 주요 헤드라인

향 미미, PBOC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에 대한

▶ 파웰 연준의장 취리히 연설, "美 경기전망, 여

▶ 블룸버그, "中 위안화 최근 큰 폭 평가절하 보

전히 '우호적(Favorable)' 시나리오 출현 가능성
가장 높아"
▶ 美 경기 긍정 진단 속 글로벌 경기하락, 무역
전쟁 發 불확실성 따른 '상당한 리스크
(Significant Risks)' 발언... 강한 매파 스탠스 미확
인
▶ 블룸버그, "파웰 발언 이후 금융시장 반응 미
미... 그가 '중기사이클 조정(Mid-cycle
adjustment)' 발언 회피한 점 주효... 9월 인하할

시장 기대감 때문
였음에도 수출입지표 부진한 점, 무역전쟁 여파
나타나고 있다는 것"
▶ 中 8월 주요 수출입지표 내용
1) 8월 무역 수지 (달러)
- 발표 $348,4억 / 예상 $443.0억 / 이전 $450.6
억 -> $445.8억 (하향 조정)
2) 수출 (달러)
- 발표 -1.0% / 예상 2.2% / 이전 3.3%
3) 수입 (달러)

듯"

- 발표 -5.6% / 예상 -6.4% / 이전 -5.6% -> -

상 통해 침체 리스크에 대해 관찰하고 있어

- 발표 2.6% / 예상 6.3% / 이전 10.3%

1) 파웰, "현재 연준 예상 시나리오, 경기 침체는 ' 5.3% (상향 조정)
4) 수출 (위안)
전혀(Not at all)' 없을 것... 다만, 향후 전개될 양

→금리 전략가들, "핵심은 9월 인하가 아닌 연내
금리인하 1차례(25bp)에 그칠지 아니면 두 차례
(50bp) 이상이 될지 여부 될 것"
→블룸버그, "파웰 의장, 7월 FOMC 이후 또 다시
'향후 금리정책 경로(The future path of interest
rate)' 언급...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2) 파웰, 시장에 금리인하 기대감 심어주는 것에
대한 긍정 효과 진단
→ 파웰, "연준 경기전망 긍정진단, 기저에는 시
장에 대한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꾸준히 심

5) 수입 (위안)
- 발표 -2.6% / 예상 -3.1% / 이전 0.4%
6) 무역수지 (위안)
- 발표 2,396.6억 위안 / 예상 2,993.0억 위안 / 이
전 3,102.6억 위안
▶ 미국채시장, 금요일 NFP 13만 명(예상 16만)
증가에 그치며 국채선물 단기 투매현상 진정세
출현
▶ 미국채 옵션시장, "그래도 금리 여전히 너무

어주었기 때문“

낮다"... 초단기 풋옵션 물량 대규모 블록딜 베팅

there)"

할 경우 최종 $470만 달러 손실(약 60억)

3) 연준 내 금리정책 잡음 지속되고 있는 점 시인, 했으나 대량 손실 확인
→ 하기 블록딜 포지션, 최종 프리미엄 손실 발생
"향후 경기진단이 불확실하기 때문(Murky out
→ 파웰, "7월 2명의 위원이 반대하면서 정책 결
정에 어려움 겪었지만 이들에게서도 "지속적인
정책 지지(Continued Backing)"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예상"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배포,전송,변경,대여할 수 없으며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
지하시기 바랍니다.

2019.09.2 일일 브리핑

하이투자선물 전략영업팀

◆ 브리핑
◆ 주요 헤드라인
1) 美 10년 국채수익률, NFP 발표 이후 1.60% ->
1.55%까지 5bp 큰 폭 하락
2) 파웰 의장 추가 금리인하 의지 확인 이후 줄곧
1.55% 부근에서 횡보세
→ 크레딧 아그리콜 美 금리전략가 헤드 알렉스
리, "국채 단기 투매세 가팔랐던 점 고려하면
NFP 수치 저조 불구 상승세 재개시킬 만한 동력
부족했던 것"
3) 미국채 10년 1주 / 2주 초단기 옵션 시장,
NFP+파웰 연설 이전 풋옵션 대량 매매 출현ㅁ
→ 美 10년 국채 1주일(지난 금요일 만기)
@130.75에 37,357계약 블록딜
→ 美 10년 국채 2주일(지난 금요일 만기)
@130.50에 17,233계약 블록딜

4) NFP 수치 발표 이후에도 풋옵션 물량 출현
→ 美 10년 국채 1주일 @130.75에 13,800계약
블록딜
▶ 유로달러 금리옵션시장, 파웰 연설 이후 12월
물 중심 금리하락+변동성 하락 물량 재출현
1) EDZ9 (2019.12), 파웰 연설 이후 bp당 $100만
달러 가치 거래
2) EDZ9 버터플라이 콜 @98.125 (Long * 1) /
@98.375 (Short * 3) / @98.625 (Long *2) 5,000
계약 블록딜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배포,전송,변경,대여할 수 없으며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
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