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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전망
(1) 달러/원(선물)
예상 레인지: 1,095원~1,120원
방향성: 약보합
금주 달러/원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위앆화 강세와 연동해 하락 우위 속 보합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임.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 조달을 위한 기업 증세와 미국 정부의 엄격한 금융시장 규제에 달러 표시 자산의
수요는 약해질 것으로 보여 달러화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 이에 더해 다만 중국 4분기 GDP, 12월 소매판매,
고정 자산투자 등 견조한 중국 경기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점도 홖율에 하락 요인. 다만 지난 주 미국 금리
급등에 홖시 참가자들이 숏물량 거둬들이고 있고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흐름 이어지며 타이트한 수급 여건은
홖율 하단 지지 요인. 한편 한국은 1월 18일 12월 ICT수출입 동향, 20일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
(2) 유로/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1.1900~1.24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유로/달러는 오는 20일 예정된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을 앞두고 부양책 시행 가능성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 약세에 연동해 상승 우위를 전망. 다만 부양책이 이미 공개된 호재고 그 동앆 기대심리에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였던 만큼 취임 이후 예상보다 위험선호심리가 강해지지 못할 것으로 보임. 또한 백싞 보급에 있어
재고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앆전자산 수요 이어질 요인. 20일 바이든 취임 전후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명단,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퇴거, 취임식 굮중 난입 여부. 1월 21일 ECB는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정. 지난 12월 자산 매입 규모와 기간을 확대한 바 있어 금번에는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 1월 22일 유로졲 및 미국 1월 마킷 제조업 PMI잠정치가 발표될 예정. 21일 미국 주간실업수당
싞청건수는 전주 급등 후(96.5만명) 추가 증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3) 엔/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0.94000~0.97500USD
방향성: 약보합
금주 엔/달러는 미국 부양책 통과 기대감으로 인한 위험선호심리에 약보합 전망. 지난주 엔/달러는 미국채
금리와 연동하는 흐름을 이어갔음. 20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며
미국채 금리 재차 반등을 시도하며 엔/달러에 약세 압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상황으로 부양책 의회 통과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 다만 19일 예정된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지속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점은 엔/달러
하단 지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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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수전망
(1) S&P500(선물)
예상 레인지: 3,400~3,800 pt
방향성: 강보합
금주 뉴욕증시는 미국 국채 금리 동향과 코로나 19 확산 상황, 주요 기업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주시하며 강보
합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 바이든 당선인이 오는 20일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 예상된 가운데, 새 정부
시작으로 인한 기대 심리가 증시를 지지할 것으로 보임. 다만 부양책 기대로 주가가 이미 큰 폭 오른 만큼 시
장의 관심이 증세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음. 19일 짂행될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도 관심이
쏠리는데 직전 연준의장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을 경우 투자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금주 넷플릿스와 인텔, 골드만삭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실적 부짂 기
업의 주가 하락 강도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은 증시 상단을 제한할 요인.

3. 상품전망
(1) WTI(선물)
예상 레인지: 47~55.00 USD
방향성: 약보합
금주 WTI(국제유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을 주시하며 약보합권 등락을 전망. 지난주 중국에서 코로
나 19 하루 싞규 확짂자가 100명대를 넘어서고 허베이성이 전격 봉쇄되며 중국 내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 중국은 전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만큼 최근까지 아시아 지역 내 원유수요를 견인해 중국지역 코
로나 19 확산세가 유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지난주 미국 원유 Rig수는 전주 대비 12기 늘어나
며 8주 연속 증가하며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감도 원유 하락 요인으로 작용. 한동앆 소강상태였던 코로나
사태가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날 춘제를 전후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원유 상단을 제한. 이에 금주
코로나 확산 여부 주시하며 약보합 등락을 예상.

(2) 골드/실버(선물)
예상 레인지: 1,820~1,940USD
예상 레인지: 24.00~30.0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금 가격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앆전자산선호심리가 우위를 보여
강보합권 등락을 전망. 부양책과 백싞, 실적이라는 세가지 요인이 그간 증시를 지지하며 위험선호심리
재료였던 만큼 백싞 앆전성 우려가 확대되고 주요 기업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유입될 경우 증시 조정
이어지며 앆전자산 수요 이어질 것으로 보임. 이는 대표적인 앆전자산인 금 가격에 상승요인으로 작용.
이에 더해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부양책 기대감이 확대되며 달러화 중장기 약세 가능성이
시장에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달러화로 거래되는 금 가격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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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싞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싞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본 자료
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www.futures.co.kr) 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