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
채권분석 담당 조용구 T.02)2004-9520 / cho.yong-gu@shinyoung.com
자산전략 RA 이정호 T.02)2004-9665 / lee.jung-ho@shinyoung.com

MONDAY

2021.
TUESDAY

WEDNESDAY

THURSDAY

12

FRIDAY

1
11월 제조업 PMI 한(50.2), 미(59.1), 유(58.6), 독
(57.6), 영(58.2) 일(54.2) 중(50.6)
한, 11월 수출(y+24.1%), 수입(y+37.7%)
미, 11월 ISM 제조업지수(60.8)
미, 11월 CB 소비자신뢰지수(111.6)
미, 11월 ADP 취업자 변동(571k)
연준, 파월 의장 연설

2
한, 3분기 GDP(q+0.3%)
한, 11월 CPI(y+3.2%)
유, 10월 PPI(y+16.0%)
연준, 보스틱, 퀄스, 데일리 위원 연설

3
11월 서비스업 PMI
미(57.0), 유(56.6), 독(53.4), 영(58.6), 일(52.1),
중(53.8)
미, 11월 ISM 비제조업지수(66.7)
미, 11월 실업률(4.6%), 내구재 주문(m-0.5%)
미, 10월 제조업 수주(m+0.2%)
미, 11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m+53.1만건)
연준, 불라드 위원 연설

7
한, 10월 경상수지(100.6억 달러)
미, 10월 무역수지(-809억 달러)
유, 3분기 GDP(q+2.2%)
유, 12월 ZEW 서베이 예상(25.9)
독, 12월 ZEW 서베이 예상(31.7)
중, 11월 수출(y+27.1%), 수입(y+20.6%)
호주, RBA 통화정책회의(0.10%)

8

9
한, 선물/옵션 만기일
독, 10월 무역수지(160억 유로)
독, 10월 수출(m-0.7%)
중, 11월 CPI(y+1.5%), PPI(y+13.5%)

10
미, 11월 CPI(y+6.2%)
미, 11월 월간 재정수지(-1,651억 달러)
미, 1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미, 12월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
미, 12월 미시간대 5-10년 기대인플레
독, 11월 CPI(y+5.2%)

13

14
한, 11월 수입물가(m+4.8%)
한, 11월 수출물가(m+1.6%)
미, 11월 PPI(y+8.6%)
유, 10월 산업생산(m-0.2%)

15
한, 11월 실업률(3.2%), 10월 통화M2(+m0.5%)
미, 11월 소매판매(m+1.7%)
미, 11월 수입/수출물가(m+1.2%/m+1.5%)
미, 12월 NAHB주택시장지수(83)
영, 11월 CPI(y+4.2%), PPI(y+8.0%)
미, FOMC 정례회의(0.00~0.25%)
연준, 파월 의장 연설

16
12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예비치(유, 독, 영)
미, 11월 주택착공건수(m-0.7%, +152만건)
미, 12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39)
미, 11월 산업생산(m+1.6%)
유, ECB 통화정책회의(0.00%)
영, BOE 통화정책회의(0.10%)

17
유, 11월 CPI(y+4.1%)
독, 11월 PPI(y+18.4%)
독, 12월 IFO 기업환경(96.5)
일, BOJ 통화정책회의(-0.10%)

20
미, 11월 선행지수(m+0.9%)

21
한, 11월 PPI(y+8.9%)
한, 12월 수출(y+27.6%), 수입(41.9%)(~20일)

22
미, 3분기 GDP(ar+2.1%)
미, 12월 CB 소비자신뢰지수(109.5)
미, 11월 기존주택매매(m+0.8%, 634만건)

23
미, 11월 PCE디플레이터(m+0.6%)
미, 11월 내구재 주문
미, 11월 신규주택매매(m+0.4%, 74.5만건)

24 미국∙홍콩 휴장

27 홍콩 휴장
한, 11월 소매판매(y+14.4%)
미, 12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11.8)

28
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107.6)
미,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m+0.9%)
미, 12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11)

29
한, 1월 기업경기전망 제조업(88), 비제조업(83)

30
한, 11월 광공업생산(m-3.0%)
한, 11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0.5)

31 한국∙홍콩∙일본 휴장
한, 12월 CPI
중, 12월 비제조업 PMI(52.3)
중, 12월 제조업 PMI(50.1)

<12월 주요국 이벤트>
* OPEC+ 회담(12/2)
* 민주주의 정상회의(12/9~10)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12월 주요국 회의록 및 보고서 공개일>
* 한국: 금통위 의사록(12/14)
* 미국: Beige Book(12/1)
* 일본: 금정위 의사록(12/22)

6
유, 12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18.3)
연준, 파월 의장, 에반스 위원 연설

괄호 안 수치는 전기 수치임(추후 개정 가능), y : 전년대비, ar : 전기비연율, q : 전분기대비, m : 전월대비, ytd : 연간 누적, 현지시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