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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

�
1) 국채 수익률, 고용지표 호조에 소폭 상승

 o 지난 26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8.7bp오른 2.007%를 기록

  - 국채 수익률 상승은 국채 가격 하락을 의미

 o 지난주 미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보다 9000건 감소, 28만

200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예상치 29만건보다 8000건 적으며 추세를 반영하는 4주 평균치는 

한 주 전보다 7750건 감소한 29만7000건

 o 한편, 이날 진행된 290억달러 규모의 7년 만기 국채 입찰은 흥행에 실패, 

국채입찰 응찰률(bid-to-cover ratio)은 2.32배로 어제 5년 만기 응찰률 2.5배보다 

하락, 7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1.792%로 지난달(1.834%)보다 하락

2) 3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93.0…지난달보다 하락

 o 지난 27일 미국 톰슨-로이터/미시간대가 이달 미국의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가 

93.0을 나타냈다고 발표

  - 이는 앞서 발표된 예비치인 91.2를 상회하지만 지난달 확정치인 95.4를 하회, 

전문가 예상치인 92.0을 상회하는 결과

 o 조사 책임자인 리처드 커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 들어 혹한과 가스 가격의 

낮은 반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위축됐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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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지수는 105.0을 기록해 지난달의 106.9보다 위축되었으며 향후 대지수도 

85.3을 기록해 지난달의 88.0을 하회 

 o 한편, 이달의 향후 1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를 기록하여 지난달의 

2.7%를 상회

  - 5년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2.8%를 나타내 지난달의 2.7%보다 약간 

상회하는 결과 

【 해외 경제 동향 】 

1) 중국, 해외기관 투자 쿼터 6년 만에 상향, 자본시장 개방 확대

 o 지난 26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QFII) 투자한도 승인 상황표’에 따르면 피델리티자산운용의 

홍콩법인은 12억달러의 한도를 배정받음

  - 이는 SAFE가 그간 QFII 한도 증액을 발표한 적이 없음에도 기존 QFII 한도보다 

2억달러 많이 배정된 금액이며 2009년 이후 6년만에 상향 조정됨

  -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며 QFII는 물론 ‘적격 국내기관 투자자(QDII)’에 

대한 투자 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o SAFE는 이에 대한 성명은 별개로 내놓지 않았으며 피델리티자산운용도 관련 

발표를 하지는 않은 상태

  - 중국 관영 환구시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는 SAFE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한도가 증액된 것이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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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또한, 중국 관영 신화망은 인민은행 등 당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QFII*, QDII* 한

도제한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한도 제한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함

* QFII : 상하이와 선전 주식시장에서 중국인 투자전용 주식(A주)을 직접 사들일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외국투자기관
* QDII : 적격 국내 기관 투자자. 중국 외환관리 당국으로부터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권리를 부여 받은 금융기관

  - SAFE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132개 기관에 대해 899억9300만달러의 QDII가 

허가 돼 있음

 o 한편, QFII 잔액은 721억4900만달러, 적격 위안화 외국인 투자자(RQFII) 잔액은 

3298억위안 수준 

2) 日 물가상승률 부진에 힘 받는 추가 통화완화 가능성

 o 지난 27일 일본 총무성은 일본의 2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했다고 발표

  -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2.1% 상승)를 하회하는 결과

 o 또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은 확산되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임금 인상에 나선 것은 물론 수출 역시 강세를 띠며 

경제가 회복 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냄  

 o 하지만,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오는 10월까지 

BOJ가 경기 부양 목적의 추가 통화완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

 o 한편, 일본의 2월 CPI 상승률은 2.2%를 기록하였고 일본 CPI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도쿄도의 3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 도쿄도의 근원 

CPI 상승률은 2.2%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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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장 동향 】 

1) 페이스북, 드론 띄워 전세계 오지에 와이파이 연결 계획

 o 지난 26일,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최고기술책임자

(CTO) 마이크 슈뢰퍼는 샌프란시스코 포트 메이슨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F8 

2015 개발자 회의에서 하늘을 날며 지상에 인터넷 연결 신호를 쏘아주는 

드론(Drone,무인기) ‘아퀼라(Aquila)’ 계획을 공개

  - 무인기 ‘아퀼라’는 개발도상국 상공을 날아다니며 인터넷망을 제공, 날개 

길이는 보잉737기와 비슷하고 무게는 소형 자동차 수준

  - 이는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개발도상국 인터넷 보급 사업 ‘internet.org'의 

일환이며 인터넷 연결을 유선으로 제공하기 위해 케이블 설치가 쉽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나온 발상

 o 인터넷 연결에 필요한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는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약 10%로 추산됨

 o 마크 저버커그 페이스북 CEO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아퀼라의 사진을 

공개, 첫 시험 비행을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끝냈으며 이 사실을 공유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밝힘

 o 한편, 페이스북은 작년 영국에 본사를 둔 ‘어센타’를 인수, 인력을 흡수한 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직원들을 합류시켜 ‘커넥티비티(연결성) 랩’을 

만들었으며, 이를 internet.org 팀 산하에서 운영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