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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안남기 (3705-6232)

 중국 1Q GDP 및 3월 경제지표 발표. OECD는 2년만에 중국 경제 서베이 발표
 Fed 베이지북, 미국·유로존 경제지표 발표. 美 재무부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美·日 첫 무역협상 개시. 미국 기업 1 분기 어닝시즌 본격화
 독일 정부 경제전망치 하향 예상.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대국민담화
 인도네시아 대선 및 우크라이나 대선 결선 실시. 美 법무부 뮬러특검 보고서 공개
미국 9월 고용 및 제조업지수 견조 예상. 유로존 제조업지수는 하락 지속 가능성
중국 1Q GDP 및 3월 경제지표 발표. OECD는 2년만에 중국 경제 서베이 발표

 4/17일 中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4분기 +6.4%(yoy)로
`09.1분기 이후 최저로 하락한 가운데 금번에도 추가
둔화될지 관심. 컨센서스는 +6.2~6.3%
- 같은 날 발표될 3월 소매판매(2월 +8.2%), 산업생산
(+5.3%), 고정자산투자(+6.1%) 등 주요 경제지표는
전월 하락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지 여부에 관심


OECD는 4/16일 격년으로 발표되는 ‘Economic Survey : China 2019’를 발표. 지난 `17년
성장·통화정책·금융·재정·기업·복지 등에 대한 평가를 조정할 전망

Fed 베이지북, 미국·유로존 경제지표 발표. 美 재무부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Fed는 4/17일 베이지북 발표. 3월 경제평가를 하향한
이후(10개지역 slight-to-moderate, 2개 flat) 금번 변화에 관심
- 美 2월 무역수지(17일)는 1월 적자 축소후(-$511억)
확대 가능성. 美 3월 소매판매(18일)는 플러스 전환,
유로존 4월 제조업지수는 3개월 연속 50 하회 전망



美 재무부는 4/15일경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 6개 기존 관찰대상국 중 인도·스위스의
제외 여부, 한국에 대한 평가 변화 여부, 주요 교역국 범위 확대 여부 등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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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첫 무역협상 개시. 미국 기업 1분기 어닝시즌 본격화


모테기 日 경제재생상이 이끄는 협상단이 4/15~16일
미국측(USTR 대표)과 첫 무역협상을 개시. 중국과의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여타국으로 확대 양상
- 美·中은 금주 2차례 고위급 전화협상 예정



E

美 S&P500 기업들의 1분기 기업실적 발표가 본격화.
추정 기업이익증가율은 -4.2%(yoy)로 `1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예상되며, 특히
업종별로 에너지·소재·IT·소비업종의 이익 감소가 클 것으로 보여 주가 영향에 관심
- 은행 중에서는 Goldman Sachs, Citi(15일), BoA(16일), Morgan Stanley(18일)가 예정

독일 정부 경제전망치 하향 예상.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대국민담화


獨 정부는 4/17일 금년 경제전망을 발표. 최근 獨 5대
연구소(1.9→ 0.8%), IMF(1.3→0.8%)가 전망치를 큰 폭
조정해 정부도 1월(1.8→1.0%)에 이어 하향조정 예상



마크롱 佛 대통령은 4/15일 대국민담화 발표. 작년말
이후 지속된 ‘노란조끼 시위’ 해법으로 1~3월 시행한
‘국민대토론(1만건의 지역토론)’의 결과와 대응이 포함. 국민여론과 시위대측 반응에 관심
- 英 의회는 4/16~22일 휴회가 예정되어 브렉시트 관련한 의회 논의는 줄어들지만
정부·노동당간 대화는 지속 전망. EU 의회는 5월 선거를 앞두고 4/18일 회기 종료

인도네시아 대선 및 우크라이나 대선 결선 실시. 美 법무부 뮬러특검 보고서 공개


4/17일 인도네시아 대선 실시. 위도도 현 대통령이
재집권을 모색하는 가운데 보수세력의 지지로 5년
만에 도전하는 프라보워(그린드라당 대표)가 추격
- 총선도 실시. 투쟁민주당과 골카당이 이끄는 여권
연대가 `14년에 이어 과반의석을 차지할지 관심



4/21일 우크라이나 대선 결선 실시. 3/31일 1차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30.2%)와 2위인 포로셴코 현 대통령(16.0%)이 경합



美 법무부는 금주 러시아의 대선개입 관련 뮬러특검 보고서(민감부분 삭제)를 공개
※ 부활절과 성금요일로 美(19일), 유럽 주요국·濠·홍콩(19일, 22일) 주식·채권시장 휴장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2 혹은 nkahn@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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