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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

�
1) 에너지 정크본드 시총 열흘 새 70억달러 증발

 
 o 지난 17일 블룸버그는 미국 에너지기업들이 발행한 투기등급 채권(정크본드) 

시가총액이 최근 열흘도 안 돼 70억달러(약7조8827억원) 넘게 날아갔다고 보도

  - 블룸버그채권지수에 따르면 에너지 정크본드 시가총액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이 마지막으로 배럴당 50달러를 웃돈 지난 5일 2030억달러에서 1957억달러로 

73억달러 감소 

 o 에너지 정크본드 금리는 2개월만에 최저(회사채 가격 최고)치로 하락

  - 고수익에 굶주린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 이후 반 토막 났던 국제 유가가 

지난달 반등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에너지 기업 투자에 나선 결과 

 o 하지만, WTI 가격은 지난 4일부터 10거래일 동안 15% 넘게 추락하여 이틀째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  

  -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WTI 4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이날 

배럴당 43.46달러를 기록하여 전날보다 0.96% 하락

 o 그 사이 에너지 정크본드 가격도 급락하여 미국의 셰일 개발 붐에 힘입어 지난 

3년간 정크본드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에너지기업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 

 o 또한 만기가 같은 미국 국채와 에너지 정크본드의 금리 차이(스프레드)는 지난 1월 

10.7% 포인트에서 이달 초 8.4% 포인트로 축소됐다가 이날 9.4% 포인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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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전 세계 정크본드의 디폴트 비율이 지난 1월 

2.1%에서 2월 2.3%로 올랐다며 연말에는 2.5%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2) 국채 수익률, 이틀째 소폭 하락

 o 지난 17일, 트레이드웹은 10년 만기 미 국채수익률은 전날보다 3.9bp(1/100%) 

하락한 2.059%를 기록, 30년 만기 국채수익률 역시 전날보다 6.2bp 떨어진 

2.615%로 마감했다고 보도

  - 이는 부진한 경제지표 영향이며 주택착공 건수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금리

인상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

 o 이날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주택착공 건수가 전월대비 17% 급감한 89만7000건에 

그쳤다고 발표

  - 이는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

 o 한편,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전월 대비 2.4% 감소한 104만건이었으며 주택착공이 

100만건 이하로 감소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 해외 경제 동향 】 

1) 유로존 비계절조정 1월 무역수지 79억유로 흑자, 예상 하회

 o 지난 18일, 유럽연합 통계청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1월 계절조정치를 적용하지 

않은 무역수지가 79억유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지난해 1월 기록인 1억유로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전문가 예상치인 

150억유로는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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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U 28개 회원국 전체의 에너지 수입은 전년대비 37% 감소된 264억유로를 기록, 

에너지 부문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1월의 326억유로에서 올해 1월 200억유로로 감소

  - 유럽 최대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와의 무역적자는 1년 전보다 약 50% 

감소된 54억유로로 집계,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지난해 1월의 137억유로에서 

올해 1월 186억유로로 증가

 o 한편, 유로스타트는 기술적 오류의 발생으로 인해 이번 발표에서는 계절조정치를 

적용한 수치들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힘

2) 일본, 2월 무역적자 대폭 축소

 o 지난 18일, 일본 재무성은 2월 무역수지가 시장 예상치 9866억엔 적자의 절반 

밑인 4246억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

 o 수출이 늘어난 한편 수입이 예상 외 감소세를 보인 것이 요인으로 작용, 2월 

수입은 전년대비 3.6% 감소한 6조3657억엔을 기록

  - 앞서 시장은 이달 수입이 전년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며 2월 

수출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5조9411억엔으로 집계돼 시장 예상을 상회

 o 지역별로는 대미 무역수지가 6317억엔 흑자를 기록, 전년대비 30.9% 증가한 

반면 대중 무역수지는 7689억엔 적자로 전년대비 571.1% 급증

 o 한편, 지난 1월 무역수지 적자는 1조1775억엔에서 1조1791억엔으로 소폭 상향 

조정됐으며 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2월까지 32개월째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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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페이스북, P2P 송금 서비스 시작

 o 지난 17일, 페이스북은 자사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페이스북 친구들끼리 가능한 

개인 대 개인(P2P) 송금 서비스를 몇 달 내 미국에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페이스북의 P2P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은행이 발행한 비자 또는 마스터 

직불카드가 필수적이며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됨

  - 금융서비스 영역에 돌입한 다른 미국 초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로는 애플, 

구글, 트위터 등이 있음

 o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이 미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 자회사인 페이팔 또는 스퀘어와 같은 기존 모바일결제시장 강자들과 

일전을 치르게 됐다고 평가

  - 또한 지난해 4월, FT는 페이스북이 금융서비스 진출을 위한 대비를 갖췄으며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신생기업 최소 세 곳과 제휴를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o 미국 정보기술 전문매체 CNET은 개인 간 송금 서비스는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신저 앱 시장을 주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

  - 지난해 모바일기기를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한 이용자 수는 한달에 12억명 정도인 

반면 메신저 앱 이용자는 5억명으로 아직 성장 여력이 크다는 분석

 o 한편,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의 매출액 가운데 대부분은 광고에서 발생하며 메신저앱과 

같은 개인 간 서비스에서는 지나친 광고가 거슬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