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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

�1) 국제유가 배럴당 $20 급락 경고

o 지난 9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3월 인도분 원유(WTI)가 전 거래일

에 비해 2.3% 상승, 배럴당 $52.86 기록했으며, 영국 ICE 선물시장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도 1% 상승하여 배럴당 $58.34 기록 

 - 이로 인해 국제 유가는 지난달 말 이후 약 20% 반등

o 또한, 지난 10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석유업계 투자 축소, 시추시설 감소가 미국 

산유량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o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WTI가 공급과잉과 재고 탓으로 배럴당 $40 밑으로 하락, 

$20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o 한편, 씨티그룹 상품리서치 글로벌 책임자 에드워드 모스는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 재고 축적이 끝나고 지속적인 재고 감축이 이뤄진 뒤에 국제 유가가 균형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 예측

2) 12월 도매재고 0.1% 증가, 예상하회

o 지난 10일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도매재고는 전달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 

  -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2%와 11월의 0.8% 보다 하회하는 결과 

o 또한, 지난 12월 미국 도매재고가 예상을 밑돌며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

  - 이는 매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반영되어 기업이 수요 둔화에 맞춰 재고를 줄인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해석    

o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강세와 저유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져 향후 도매

재고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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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영국 12월 산업생산 전달보다 감소

o 지난 10일 영국 국가통계청(ONS)이 지난 12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1% 감소와 전달의 0% 증가를 하회한 결과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북해 유전 원유와 가스 추출이 3.1%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

o 최근 유가 급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영국 북해 유전의 매장량 1/3이 사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 ONS는 아직까지는 유가 하락세로 북해 유전의 산유량이 줄었다는 증거는 적다고 

밝혔으나, 영국 에너지 기후 변화부는 올해 초 이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

o 한편, 산업생산은 분기 기준으로 지난 4/4분기에 0.1% 증가한 바 있음

  - 이는 시장 전망치인 0.1% 감소를 상회한 결과

2) 일본 경상수지 6개월 연속 흑자 지속 

o 지난 9일 일본 재무성은 일본 경상수지가 6개월 째 흑자를 지속, 다만 작년 12월 

일본 경상수지가 1972억엔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

  - 지난달 흑자 4330억엔과 전망치 3558억을 하회하는 결과   

o 하지만, 무역수지는 적자, 수출이 증가해 적자폭은 감소

  - 지난 12월 수출은 7조 1005억엔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19.3% 증가, 수입은 7조 

4961억엔을 기록해 지난해 동월대비 6.7% 증가, 무역적자 총액은 시장전망치 

4720억엔 보다 개선된 3956억엔으로 집계

o 한편, 직접 투자수익을 포함한 1차 소득수지는 12조 173억엔을 기록, 전년 대비 흑

자 전환

  - 직접투자에 따른 재투자수익 및 증권투자로 인한 이자수익이 늘어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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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장 동향 】 

1) MS, 12조원 규모 회사채 발행, 올해 최대 규모

o 지난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107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신규 회사채 발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

 - 이는 지난주 애플 및 제약사 머크의 발행 수준을 뛰어넘는 올해 최대 규모로, 당초 

MS는 7개의 만기로 7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회사채에 대

한 수요가 급증하며 발행 규모를 확대한 결과 

o 또한, 이번 MS의 10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보다 0.75% 

포인트 높은 수준

o 한편, WSJ는 저금리 환경으로 기업들은 낮은 조달금리 수혜를 받고 있지만 투자자

들은 회사채 등의 고수익 채권을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도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