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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

�
1) 국채 수익률, 그리스 개혁안 제출 지연에 소폭 하락

 o 지난 23일 트레이트웹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7.6bp (1/100%) 

하락한 2.057%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날 국채 수익률은 그리스 정부가 유로그룹에 경재개혁 제안서를 당초 

예정보다 늦은 24일 오전에 제출할 것이란 소식에 하락한 결과 

 o 한편, 그리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협상 리스트에 

탈세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힘

2) 2월 소비자신뢰지수, 전달보다 하락

 o 지난 24일 미국 컨퍼런스보드는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7년 반 만의 최고치였던 

전달 103.8(수정치)에서 96.4로 하락했다고 밝힘 

  -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집계 전망치 99.5를 밑도는 수치

 o 또한, 현재상황지수가 113.9에서 110.2로 하락했으며 향후 6개월에 대한 

기대지수도 97.0에서 87.2로 하락 

 o 한편, 린 프랑코 컨퍼런스보드 이사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 수는 사실상 변하지 않았지만, 더 적은 소비자가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덜 낙관적인 전망을 불러왔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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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터키 기준금리 7.5%로 0.25%포인트 인하

 o 지난 24일 터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1주일짜리 레포 금리를 

7.75%에서 7.5%로 0.25%p 인하했다고 발표 

  - 기준 금리 가운데 하나인 하루짜리 대출금리를 11.25%에서 10.75%로 인하하고 

하루짜리 차입금리도 7.5%에서 7.25로 인하 

  - 이는 세 금리를 모두 인하할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 

 o 한편, 지난해 1월 터키 중앙은행이 환율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부터 

정부는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 

2) 유로존, 1월 CPI -0.6%, 5년 6개월만에 최저

 o 지난 24일 유럽연합 통계당국 유로스타트가 유로존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가 지난해 동기보다 0.6% 하락, 2009년 7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

했다고 밝힘

  - 이는 지난 달 -0.2%보다 하락폭은 커졌으나 전문가 예상과 예비치는 부합,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유가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침

 o 한편,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기보다 

0.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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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애플, 아일랜드/덴마크에 20억 투자 데이터센터 건립

 o 지난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애플이 아일랜드와 덴마크에 각 16만 6천㎡ 

규모의 최초의 유럽 데이터센터를 지을 계획이라고 발표

  - 모두 2017년부터 운영 예정,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 아이튠즈, 메시지, 

음성 인식 서비스 시리 등을 지원하게 되며 아일랜드 데이터센터는 애플 

유럽 본사도 겸함

 o 또한, 애플은 유럽 데이터센터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현지 수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밝힘

 o 아마존, 세일포스 등 다른 미국 기업들도 유럽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계획이며 WSJ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일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것이 미국 기업들의 유럽행을 재촉했다고 지적

  - 애플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고객정보로 돈을 벌지 않는다며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해왔음

 o 한편, 최근 유럽에서 나온 규제안은 고객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최대 1억유로 또는 연간매출 5%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