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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7월 중 소기업낙관지수 95.7, 예상하회

 o 지난 12일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7월 중 소기업낙관지수가 전월비 0.7p 

상승한 95.7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치 평균을 0.3p 하회한 결과

  
 o 경기선행지수인 NFIB 소기업낙관지수는 전월 0.6p 하락, 이어 7월 중 다시 

상승세로 돌아섬

  - 이는 고용, 제조, 서비스 영역에서 개선이 나타나 3/4분기 초반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o 조사 결과 10개 세부항목 중 6개 항목이 전월대비 개선 된 것으로 알려짐

  - 반면 소기업낙관지수는 지난 1973~2008년 평균보다 5p 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

2) 국채가격,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하락

 o 지난 11일 국채가격은 지정학적 긴장감 완화 등으로 인해 하락

 
  -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0.5bp 상승한 2.422%를 기록

  - 30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전일대비 1bp 상승한 3.236%를 기록

  -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약간 상승한 1.612%를 기록

 o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해진 

것이 국채가격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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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가 지난 8일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종료하는 등 우크

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은 완화

  -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다시 72시간 휴전에 들어감에 따라 중동

지역을 둘러싼 위기감도 완화

【 해외 경제 동향 】�

1) 국제유가, 미 원유재고 감소 전망에 상승

 o 지난 11일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전망 등으로 인해 상승

  -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9월 중 인도분 선물가격은 

전 거래일대비 43센트, 0.4% 증가한 배럴당 98.03달러에 체결

  -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 

 o 또한,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13일 지난주 원유 재고 동향을 발표할 예정

 o 한편, 런던 ICE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9월 중 인도분은 전 거래일 

대비 51센트 하락한 배럴당 104.51달러에 거래됨

  
2) 인도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식품정책으로 혼란 가중

 o 지난 11일 WSJ은 계속되는 식품 가격 상승세로 인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

  - 경제학자들은 인도의 지난달 CPI가 전년 동기대비 7.4% 상승할 것으로 예상, 

이는 6월 상승률 7.31%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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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CPI 상승을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가하고 있는 식품 물가 때문

  - 6~9월 몬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년 보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아 야채와 과일 가격이 상승 중  

 o 앞으로 남은 몬순 기간의 강우량이 인플레이션 불안감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

  
 o 인도 인구의 25~30%가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식료품 구입에 지출할 정도로 

식품 물가는 인도 가계의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알려짐

 o 한편, 인도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내년 1월까지 8%로, 2016년 1월 까지 6% 

수준으로 하락시킬 것으로 계획 한 바 있음

【 산업 ․시장 동향 】�

1) 컨슈머리포트, 테슬라 차 손잡이 오작동 문제 지적

 o 지난 11일 USA투데이는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가 테슬라의 

고급형 전기차 모델 S를 오랜 시간 시승해본 결과 몇 가지 기술적 문제점들을 

발견했다고 보도

  - 컨슈머리포트는 차문 손잡이 기능이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며 문제점을 제기, 

또한 센터에 위치한 터치스크린이 아무 이유 없이 꺼질 때가 있다고 지적

 
 o 한편, 테슬라는 그동안 혁신과 품질을 강조해 왔고, 자동손잡이 기능은 전기차의 

아이콘으로 인정받을 만큼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있는 것으로 알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