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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

�
1) 달러, 나빠진 경제지표에 약세

 o 지난 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3% 상승한 1.0762달러를 

기록, 달러/엔 환율 역시 0.43% 하락한 119.6엔을 기록

 o 또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0.19% 

떨어진 98.19를 기록

 o 이처럼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은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경기하강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며 민간부문 신규고용자 수는 18만9000명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20만명 아래로 떨어짐

 o 한편,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역시 51.5로 예상치(52.5)를 하회, 2월 

건설지출도 전월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2)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9주 내 최저

 o 지난 2일, 미 노동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 

대비 6000건 증가한 26만 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9주 만에 최저치로 시장 예상치(28만6000건)를 하회 

 o 또한, 블룸버그통신은 고용주들이 매출 전망에 고무되면서 노동자 해고수도 

줄어든 것이 지표를 통해 시사됐다고 해석 

 o 한편,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증권의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주간신규실업수당 

청구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꽤 안정적이라며 노동시장이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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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국제유가, 미 산유량 감소에 WTI 5.2% 상승

 o 지난 1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2.49달러(5.2%) 상승한 배럴당 50.09달러에 장을 마침

 o 또한, ICE 유럽선물시장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62달러(2.94%) 상승한 

56.73달러 선에서 거래됨

 o 이날 유가는 미국의 산유량 감소 소식에 상승세를 탔으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 산유량이 하루 평균 3만6000 배럴 줄어든 939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발표

 o 한편, 주간 휘발유 재고는 430만배럴 감소한 2291만배럴을 기록, 올해 최저 

수준을 나타냄

2) 유로화 약세로 유로존 디플레이션 탈출 청신호

 o 지난 3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통계청은 3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고 발표

  - 유로존에서는 4개월 연속 물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1월 –0.6%, 2월 –
0.3%, 3월 –0.1%로 낙폭이 감소하고 있어 조만간 디플레이션 진행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 상승 

 o 또한, 유로존의 2월 실업률은 11.3%를 기록해 지난 1월 11.4% 보다 낮아진 

실업률은 2012년 5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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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28개 회원국 실업률 역시 한 자릿수대로 하락

 o 유로존의 제조업·서비스업 경기 전망도 최근 4년 가운데 가장 밝으며 유로존 

민간 부문 경제의 활력을 나타내는 복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월 54.1을 

기록해 2011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냄

  - 시장조사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조나단 로네스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최근 통계로 유럽의 디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완화됐다고 설명

  - 독일 베런버그 은행의 크리스찬 슐츠 이코노미스트는 원유 가격 하락, 유로화 

약세, 유럽중앙은행 (ECB)의 양적완화가 올해 유럽경제 성장 견인 예측

  - FT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총 1조1000억유로 규모의 전면적 양적완화를 

시작하면서 유로화 약세가 진행됐고 이로 인해 유로존 경제 개선세가 뚜렷해진 

것이라고 호평

 o 한편, ECB의 양적완화 정책이 유럽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는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유로존의 디플레이션에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며 ECB 

정책의 효과를 미온적으로 평가한 것과 대조적

  - 피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ECB 정책이 유로화 약세를 이끌고는 있지만 디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유로존은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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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미국, 3월 자동차 판매량 선전

 o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자동차 판매량은 계절 조정치를 적용할 경우 

연간 1690만대 수준으로 집계됨

  - 이는 유가 하락이 원인

 o 토요타자동차는 3월 판매량이 4.5% 증가한 22만5959대로 집계, 1분기 판매량은 

전년대비 10.5% 증가, 업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함

 o 반면, 미국 디트로이트 삼총사(GM,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판매 실적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3월, GM은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 포드는 3.4% 감소했다고 밝힘

 o 한편,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판매량은 1.7% 늘어난 19만7261대로 나타났지만 

20만대를 넘을 것이란 예상에는 다소 못 미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