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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7월 넷째주 실업급여청구 8년만에 최저

 o 지난 31일 블룸버그통신은 7월 넷째주 실업수당청구건수는 29만 7,250건으로, 

2006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전주의 30만 750건, 시장 전망치 30만 2,000건을 모두 하회하는 결과

  - 특히,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는 주간임을 고려하면 미국의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

 o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해고율이 낮고, 지난 두달간 

경영자신감이 매우 높다고 분석

2) 국채가격, 2/4분기 성장에 하락

 o 지난 30일 국채가격은 2/4분기 경제 성장률 호조 등으로 인해 하락

 
  -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9.5bp 증가한 2.556%으로, 지난해 11월 8일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

  - 30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전일대비 8.5bp 상승한 3.309%를 기록

  -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7bp 상승한 1.771%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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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유로존, 6월 중 실업률 11.5%, 2012년 9월 이후 최저

 o 지난 31일 유로스타트는 지난 6월 중 유로존의 실업률이 11.5%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예상치이자 직전월 수치인 11.6%을 하회하는 결과

  - 동기간 유로존의 청년 실업률은 23.1%로 집계

 o 개별 국가별로는, 스페인이 24.5%를 기록한 반면 오스트리아는 5.0%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나라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o 전문가들은 유로존 실업률이 내년에 11.5%를 기록한 후 2016년에 11.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2) S&P, 아르헨티나‘선택적 디폴트’로 강등

 o 지난 30일 스탠더드앤드 푸어스(S&P)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한다고 발표

  - S&P는 아르헨티나가 5억3,900만 달러에 이르는 채무상환을 놓고 채권단과 

벌인 협상 마감시한을 이날 넘겼다고 설명

  - 선택적 디폴트는 전체 채무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는 부분적 부도 

상태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디폴트와는 구분됨

     
 o 한편,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1년 1천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고 

채무 대부분을 구조조정했지만, 미국 내 2개 헤지펀드가 100% 상환을 요구하면서 

법정다툼을 이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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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태국, 중국과 쌀 수출 협상

 o 지난 31일 방콕포스트는 태국 상무부가 정부 간 거래를 통해 쌀 100만t을 

수출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상 중이라고 발표

  -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과도 비슷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o 상무부는 정부가 비축 중인 쌀 300만~400만t을 수출할 예정이며 민간 업자들의 

수출분과 합해 올해 쌀 수출 목표를 800만t으로 계획중

 o 태국 군정은 이달 초 정부가 저장하는 쌀을 매달 50만 t씩 매각해 앞으로 3년 동안 

1천800만t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군정은 일반 경매, 정부 간 수출, 쌀 거래업자에 대한 직접 매각, 농산물 

선물시장 판매 등을 통해 정부 비축미를 방출할 계획

 o 한편, 잉락 전 총리는 쌀 수출에 실패, 5천억 바트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기록한 바 있음

2) 미, 헬파이어 미사일 5천기 이라크 판매 승인

 o 지난 30일 미 국무부는 부품과 운송, 훈련지원 등이 포함된 총 7억달러 규모의 

헬파이어 미사일 이라크 판매를 승인

  - 이는 부품과 운송, 훈련지원 등이 포함된 총 7억달러 규모로 알려짐

 o 헬파이어 미사일은 헬기 등에 장착, 주로 탱크나 장갑차 파괴에 사용

 o 한편, 이라크 정부는 북부와 서부 지역을 장악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에 헬파이어 미사일 판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