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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

�
1) 국채 수익률 6일 연속 상승세

 o 지난 10일 트레이드웹은 미 국채 3년물 수익률은 0.3bp 오른 1.019%를 기록하여 

미 국채 수익률은 6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

  -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 때 2%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다소 진정세를 찾으며 2.8bp 오른 

1.976%로 거래를 마쳤으며, 30년물 역시 4.1bp 상승한 2.561%를 나타냄

 o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금요일 발표된 고용지표와 같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미국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또한 그리스 사태 해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

 o 반면, 대규모 채권발행이 지속되어져 국채 가격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짐

 o 한편, 미 정부는 이번 주에만 총 64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망

2) 12월 도매재고 0.1% 증가, 예상하회

 o 지난 10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도매재고는 전월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여짐

  -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2%와 11월의 0.8%를 하회하는 결과이며, 17개월래 

가장 저조한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짐

 o 일부 전문가들은 도매재고 증가폭 감소가 매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

  - 이는 기업이 수요 둔화에 맞춰 재고를 줄였다는 해석

 o 반면,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강세와 저유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며 

향후 도매재고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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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브라질 헤알화 가치, 10년래 최저 수준

 o 지난 10일 블룸버그통신은 원자재 가격 하락세에 브라질 성장 전망이 악화되면서 

헤알화 가치가 폭락했다고 보도

 o 이날 헤알화 가치는 전장대비 2.12% 하락한 달러당 2.8324헤알을 기록한 바 있음

  - 이는 지난 2004년 11월 1일 2.854헤알화 이후 최저수준이며, 헤알화는 이미 지난해 

달러화 대비 13% 가량 가치가 하락하기도 함

 o 또한,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 파울로에서 브라질 정부의 실업보험 축소 방안에 

노동조합들이 맞서 싸우면서 정부의 긴축 정책이 정치적 반발에 부딪혔다고 보도한 것도 

헤알화 가치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남

  - 일부 전문가들은 취약한 브라질 회복세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더 큰 위협을 

받으면서 헤알화에 대한 위험회피 심리가 증폭되고 있다고 언급

 o 이외에도, 커지는 경기침체 전망, 물가상승 압력 고조 등이 헤알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

 o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브라질 경제가 제로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7.15% 급등할 것으로 예상

  - 브라질 정부가 내놓은 공식적인 물가상승률 안정 범위는 2.5%에서 6.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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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금값, 9달러 이상 하락

 o 지난 10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값은 온스당 9.3달러 하락한 

1232.20달러를 기록했으며, 3월 인도분 은 가격 역시 20센터 떨어진 온스당 

16.87달러에 거래됨

 o 이날 금값은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기록

  -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와 그리스 사태 해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것이 요인이라고 분석

 o 한편, 이는 전날 중국 교역량이 예상보다 하회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값이 상승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

【 산업 ․시장 동향 】 

1) 애플, 세계최초로 시총 '7000억 달러' 돌파

 o 지난 10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애플의 주가는 주당 122.02달러를 기록하여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

  - 이로 인하여, 다른 기업들과의 시총 격차도 크게 벌어졌으며, 시장조사업체 팩셋에 

따르면 애플에 이어 2위인 엑손 모빌의 시총은 3850억 달러며, 그 뒤를 3700억 달러의 

버크셔해서웨이, 3490억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차지하고 있음

 o 애플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며, 지난 4/4분기 애플의 매출은 

746억 달러, 순익은 18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 38% 씩 급증



- 5 -

  
  -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적은 아이폰의 급증한 판매세가 요인이라고 분석했으며, 

캐너코드제뉴이티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스마트폰시장의 총 영업이익은 210억 달러이지만, 

이중 애플은 93%에 해당하는 194억달러의 영업이익을 창출

 o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애플의 주가 상승세는 향후 더 증가 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