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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국채가격, 성장률 호조에도 '소폭 상승'

 o 지난 30일 미국 국채가격은 3/4분기 경제 성장률 호조와 뉴욕증시 강세에도 

소폭 상승

  -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0.9bp 하락한 2.307%를 기록

  - 5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전일대비 2.9bp 하락한 1.577%를 기록
 
  - 3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0.1bp 하락한 3.048%를 기록

 o 전문가들은 뉴욕 증권시장과 달리 채권시장에서는 3/4분기 성장률이 조기 

금리인상을 견인할 정도로 강하지 않다고 분석

2) 9월 개인소비 전월비 0.2% 감소, PCE지수는 0.1% 증가

 o 지난 31일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중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비 0.2% 감소했다고 발표

  - 이는 지난 8개월래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달에 미국인들이 자동차, 

에너지 등의 소비를 줄인 결과

 o 반면, 개인소득은 전월비로 0.2%증가함에 따라 소득증가세가 소비증가세를 

초과하면서 개인의 저축률은 5.4%에서 5.6%로 증가해 2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

 o 한편, 지난 9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월비 0.1%증가

  - 하지만, 전문가들은 PCE물가지수가 향후 몇 달간은 유가하락 때문에 하락할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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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1.5%p 인상

 o 지난 31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8%에서 9.5%로 1.5%p 인상

 o 전문가들은 러시아 유가가 크게 하락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대기업들에 

대한 서방제재가 강화되면서 루블화가 평가절하되는 등 대외여건이 크게 

변화된 것을 원인으로 지적 

 o 중앙은행은 2015년 1/4분기까지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이 8%에 이를 것으로 예상

 o 한편, 러시아는 앞서 지난 3월 중 금융 시장의 유동성 증대를 반영, 기준금리를 

5.5%에서 7%로 인상, 4월 말 7.5%로, 7월 말 8%로 인상 시킨 바 있음

  
2) 일본, BOJ 추가 금융완화 

 o 지난 31일 BOJ는 금융통화정책 회의 결과 자산매입을 통해 본원통화를 연간 

60~70조엔 늘리는 현행 양적완화 규모를 약 80조엔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힘 

  - 블룸버그의 조사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32명 중 3명만이 BOJ의 추가 금융완화를 

예상한 바 있음

 o 또한, 중장기 국채 매입 규모도 연간 약 50조엔에서 80조엔으로, 상장지수펀드

(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액도 연간 각 3조엔과 900억엔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o 전문가들은 저조한 물가상승률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압박을 가했을 것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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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스타벅스, 7~9월 실적 예상 하회

 o 지난 30일 스타벅스는 자체 회계연도 4/4분기 순이익이 5억8,790만달러, 

주당 77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74센트로 시장 전망에 부합

 o 그러나, 동 기간 매출은 41억8,000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42억4,000만 달러를 하회 

 o 스타벅스는 이번 분기 조정 순이익은 79~81센트로 전망, 이 역시 시장 전망치인 

83센트를 하회하는 결과

 o 한편, 이같은 실적 발표 후 스타벅스 주가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4.19%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