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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국제금값, 일부 연준위원 6월 금리인상 주장에 소폭 하락

 o 지난 8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6% 하락한 

1203.10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 국제 금값이 일부 연장준비제도(연준, Fed)위원들이 6월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는 

소식에 하락 

 o 이날 공개된 지난 3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6월 금리 인상을 놓고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분석 

  - 일부 연준위원들은 6월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다른 

위원들은 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로 물가상승률이 낮은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

여 올 하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 투자자들은 일부 연준 위원들이 6월 금리인상을 주장했다는 소식을 시장참가

자 상당수가 연준이 금리인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하

였다는 입장  

 o 한편, 이날 공개된 의사록은 지난달 17일과 18일 열린 회의를 기록한 것이어

서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는 반영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  

2) 영국, 기준금리 동결, 자산매입 목표 유지(상보)

 o 지난 9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경기 부양 목적의 현행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 열린 정례 통화정책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현행과 같은 0.50%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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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또한, BOE는 아울러 월간 3750억 파운드인 현행 자산매입 규모도 유지하기로 결정  

  - 이번 통화정책 회의 결정은 시장 전문가 예상에 부합한 결과 

 o 한편, BOE는 2009년 3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50bp 내린 이후 

6년 넘게 금리를 동결

  - 2012년 7월 3750억 파운드로 자산 매입 규모를 500억 파운드 늘린 후 같은 수준을 유지 

【 산업․시장 동향 】 

1) 유니클로, 아시아 실적호조 힘입어 사상 최대 순익 달성 전망

 o 지난 9일, 일본 야마구치현에 본사를 둔 일본의 유명 저가 의류브랜드 유니

클로의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은 오는 8월 종료하는 회계연도 연결 순이익이 전

년 대비 61% 증가한 1200억엔이 예상된다고 발표

  - 이는 기존 예상보다 200억엔 상향 조정된 것으로, 2013년 8월까지 연간 순

이익으로 집계된 1045억엔을 웃돈 역대 최대치

 o 또한, 이날 함께 발표한 2014년 9월-2015년 2월 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

비 24% 증가한 9496억엔을 기록, 영업이익은 40% 증가한 1500억엔, 순이익은 

56% 증가한 1047억엔으로 집계됨

 o 반기 실적에서는 한국을 비롯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 매출액

이 증가했다고 밝힌 반면 미국과 호주는 예상보다 매출액이 부진

  - 매출액은 해외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 자국에서 12.1% 증가

 o 한편, 패스트리테일링의 연간 매출액은 19% 증가한 6500억엔이 예상되며 이

는 기존보다 500억엔 상향 조정됨



【 미국 경제 동향 】� �

1) 신규 실업수당 청구 증가, 4주 이동평균 15년 저점

 o 지난 9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 4일까지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 

대비 1만 4000건 증가한 28만 1000건으로 집계 됐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치보다 2000건 감소한 결과 

 o 하지만,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 건수는 15년 저점을 

기록해 고용시장의 회복세를 시사 

  - 지난 4일 까지 4주 이동평균 건수는 28만 2250건을 기록해 2000년 6월 이후 최저치

 o 한편, 지난 3월 28일 현재 실업보험 연속 수급 신청건수는 230만 4000건을 기록

  - 이는 예상치를 4600건 하회하는 수치이며 전주 대비로는 2만 3000건 감소  

2)  국채수익률, FOMC 의사록 영향 상승폭 둔화

 o 지난 8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0.2bp 오

른 1.895%를 기록

  -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6bp 하락한 2.524%를 나타냄

 o 또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장 초반 급등세를 나타냈으며 10년 만기 국채 수

익률을 한때 1.92%를 돌파하기도 함

  - 이는 일부 연준 위원들이 6월 금리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때문

 o 반면, 다른 연준 위원들이 6월 금리인상을 반대했고 또 다른 연준 위원은 

2016년 금리인상을 주장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이 둔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