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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 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

통상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공정주거 강화규정] 美 주택도시개발부, 공정주거 강화규정 (Affirmatively Furthering Fair Housing) 발표 (7.8): △ 주택도시

개발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모든 지자체와 주택사업자들이 공정한 주거 여건 확대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사

업계획에 번영할 의무 △ 특정 인종, 민족이 빈곤지역에 집중되고 지역사회가 양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대책 △ 30일 이후 공식 발효 예정

[IMF 세계경제전망] IMF, ’15년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 세계경제 성장률은 ‘15년 3.3% (’15.4월 전망 대비 0.2%p 상승) 

△ 미국 등 북아메리카의 ‘15년 1/4분기 실적 저조가 성장률 조정의 주요인 △ ’15년 물가상승률은 선진국 0.0% 

(0.4%p 상승), 신흥국 5.5% (0.1%p 상승)로 전망

[미국경제동향] 美 경기 2분기 이후 호조 전망: △ ‘15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0.2% 상승을 기록,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어 2.0% 내외 성장 전망 △ 실물시장은 고용시장, 설비투자, 주택투자등이 모두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 후반 수준을 보일 전망

[美 자동차 판매동향] ‘15.6월 미국 자동차 판매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 △ 경기회복세와 저유가/저금리 여파로 소형상용 

우위 지속 △ 미국 업체를 중심으로 저금리 판촉 규모 확대 △ 현대 ․ 기아 합계 판매 점유순위는 7위

                               * GM, 포드, 도요타, 크라이슬러, 혼다, 닛산, 현대․기아, 폭스바겐,   BMW 順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미 주택도시개발부는 인종, 빈부 등에 따른 주거환경 양극화 문제를

시정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주거 강화규정(Final Rule on Affirmatively Furthering Fair

housing)"을 7.8일 발표하였음.

미 주택도시개발부, 공정주거강화 규정 발표

* 공정주거(Affirmatively Furthering Fair Housing)란 모든 국민이 인종,

피부색, 종교 등에 따라 주거생활에 차별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분리현상을 극복하고 차별없는 주거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뜻함.

1 공정주거강화 규정의 주요내용

□ 동 규정은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예산 지원을 받는 모든 지자체와 주택사업자들이

동 예산의 사용으로 인해 공정한 주거여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의 실현을 위해 동 규정은 “공정주거평가(Assessment of Fair

Housing)” 제도를 신설하여 각 지자체와 주택사업자들이 해당지역의

공정주거 현황(Fair Housing Landscape)을 분석하고 공정한 주거여건

실현을 위한 지역특화 목표를 정부와 함께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공정주거평가 제도를 통해 각 지자체와 주택사업자들은 ①지역사회의 통합,

분리 패턴, ②빈곤지역의 민족, 인종별 집중여부, ③주거권 확보의 불공정

여부, ④주거 수요의 불균형 등을 평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특화대책,

연간 행동계획, 자금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HUD에 제출

- HUD는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60일 이내에 분석하여 이를 수용하거나

공정 주거와 시민권의 목표(fair housing and civil right requirement)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보완하도록 지시



- 아울러 HUD는 공정주거평가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①지역별

인종, 민족별 분리 여부, 빈곤층 집중 정도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공공

데이터와 지도를 각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②각 지자체와

주택사업자들이 공정주거 실현을 위한 대책 수립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ㅇ 또한, 동규정은 공정주거 강화와 “공정주거평가” 제도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규정

- HUD는 명확하고 표준화된 공정주거 실현 목표 제시

- 서민주택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장려

- 모든 미국민들이 공정한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주택사업 시행시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 공정주거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 지원

- 인근의 여러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도록 장려

ㅇ 금번 발표된 공정주거 강화규정은 30일 이후 공식 발효예정임.

2 관찰 및 평가

ㅇ 금번 발표된 공정주거강화 규정은 1968년 제정된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한 것으로, 동법 시행 이후 개별

주택의 매매, 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평가되나,

특정 인종, 민족이 빈곤지역에 집중되고 지역사회가 양극화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임.

* 공정주거법 : 주택 매매, 임대, 융자 등에서 인종, 성별, 장애,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도록 규정

- 특히, 일부 지자체들이 지구단위계획(Zoning Plan) 등을 통해 서민주택이

특정지역에 들어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

- 줄리안 카스트로 HUD 장관은 “많은 미국인들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편번호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게 해야한다”며 동 규정의 제정 취지를 설명



ㅇ 이에 대해 공화당 및 보수층에서는 이번 규정에 대해 자연적인 지역사회

형성과정을 무시한 사회공학적(Social Engineering) 발상이라고 평가하면서

모든 지역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됨.

/끝/

※ 내용 관련 문의: 이상헌 국토관 (202-939-5676, simplewate@gmail.com)



◇ IMF는 ‘15.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 보고서에서
’15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15.4월 WEO 전망 대비 하향 조정

ㅇ 세계경제 성장률은 ’15년 3.3%(‘15.4월 전망 대비 △0.2p),

’16년 3.8%(‘15.4월 전망과 동일)로 전망

ㅇ 미국 등 북아메리카의 ‘15.1/4분기 실적 저조가 성장률 조정의 주요인

* 우리나라는 WEO Update에는 미포함

ㅇ ’15년 물가상승률은 선진국 0.0%(△0.4%p), 신흥국 5.5%(0.1%p)로 전망

'15.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주요내용

2014
2015 2016

15.4월
(A)

15.7월
(B)

조정폭
(B-A)

15.7월

세계 3.4 3.5 3.3 △0.2 3.8

선진국
(소비자물가)

1.8
(1.4)

2.4
(0.4)

2.1
(0.0)

△0.3
(△0.4)

2.4
(1.2)

미국 2.4 3.1 2.5 △0.6 3.0

유로존 0.8 1.5 1.5 0.0 1.7

독일 1.6 1.6 1.6 0.0 1.7

프랑스 0.2 1.2 1.2 0.0 1.5

이태리 △0.4 0.5 0.7 0.2 1.2

스페인 1.4 2.5 3.1 0.6 2.5

일본 △0.1 1.0 0.8 △0.2 1.2

영국 2.9 2.7 2.4 △0.3 2.2

캐나다 2.4 2.2 1.5 △0.7 2.1

신흥개도국
(소비자물가)

4.6
(5.1)

4.3
(5.4)

4.2
(5.5)

△0.1
(0.1)

4.7
(4.8)

중국 7.4 6.8 6.8 0.0 6.3

인도 7.3 7.5 7.5 0.0 7.5

러시아 0.6 △3.8 △3.4 0.4 0.2

브라질 0.1 △1.0 △1.5 △0.5 0.7

남아공 1.5 2.0 2.0 0.0 2.1



1 동향

□ 미국 등의 ‘15.1분기 실적 저조로 ’15년 세계성장률이 ‘15.4월 WEO 전망에

비해 다소 하향조정되었지만, 전체적인 세계경제전망의 윤곽은 크게 변하지 않음.

2 전망

□ 선진국의 점진적인 성장과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예상

ㅇ (선진국) 미국, 캐나다 등의 예상치 못한 성장세 약화로 ‘15년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점진적인 성장세 시현

- (미국) ‘15.1분기 실적 저조로 ’15년 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되었으나,

소비·투자 증가요인은 여전히 유효

- (유로) 유로 지역은 내수 회복과 물가상승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리스의 경제활동은 침체

- (일본) 자본투자 증가로 ’15.1분기 실적은 개선되었으나 이는 상당부분

재고증가에 기인하며 소비는 여전히 부진, 실질임금 및 소비 증가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ㅇ (신흥국) 낮은 원자재가격, 대외 금융여건 악화, 중국의 구조적 재균형

(rebalancing in China) 등에 따라 성장률 둔화 전망.

3 위험요인

□ 세계경제의 단기전망에 대한 위험요인은 전반적으로 ‘15.4월 WEO와 유사하며,

하방리스크가 다소 강함.

ㅇ ①급격한 자산가격 변동 및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③추가적인 달러 강세,
②낮은 중기 성장률, ④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4 정책권고

□ 실질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수요 증진 및 구조개혁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

ㅇ (선진국)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정책여력이 있는 경우 인프라 투자 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구조개혁 이행 노력 등 필요



- 공공부채 규모가 높은 국가는 경기활동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화

조치의 속도를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함.

ㅇ (신흥국) 수요진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여력이 제한적이나 가능한

한 추진되어야 하며, 신속한 구조개혁 역시 필요

- (원유수입국) 低유가는 물가 압력 및 대외 취약성을 낮춰 통화정책상

부담을 완화

- (원유수출국) 低유가로 재정여력이 줄어 공공지출 조정 필요, 변동환율제

국가의 경우 환율절하는 低유가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를 완화하는데 도움.

/끝/

※ 내용 관련 문의 : 박창환 재경관보 (202-939-5649, excelpch@gmail.com)



◇ 1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0.2%를 기록하였으나,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어 2015년 2.0%내외 성장 전망

◇ 실물시장은 고용시장, 설비투자, 주택투자등이 모두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 후반 수준을 보일 전망

- 금융시장은 그리스 사태로 인해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최근 미국의 경제동향

□ (경제성장) 주요 전망기관 대부분 2015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기존(3.0%내외)

전망 보다 낮은 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1분기의 일시적인 경제 둔화가 반전되어 하반기로 갈수록 민간소비 확대,

설비투자 확대 등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FRB IMF OECD 투자은행 평균

14.12월 15.6월 14.10월 15.7월 14.11월 15.6월 14.12월 15.6월

2.0~2.2 1.8~2.0 3.1 2.5 3.1 2.0 3.0 2.2

* 연간 GDP 성장률 : (’10)2.5%, (’11)1.6%, (’12)2.3%, (’13)2.2%

□ (고용) 6월 실업률은 전월(5.5%)보다 감소한 5.3%로 ‘08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향후 5% 초반 자연실업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ㅇ 비농업취업자는 22.3만명 증가, 광업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자리가 증가

□ (소비) 가계의 순자산 및 향후 소득증가 기대가 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상승, 유가하락에 따른 실질소비여력 증대 등으로 민간소비는 하반기에는

보다 확대 될 것으로 전망

ㅇ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6.1을 기록, 소비자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



□ (투자) 기업들의 양호한 투자여력, 비에너지 기업자산의 노후설비 교체

필요성 및 상업용 건설 허가 건수 등 고려시 2~3% 증가 전망

ㅇ ISM 제조업지수는 2015년 들어 지속 상승추세, 6월 53.5%를 기록

□ (주택시장) 주택관련 선행지표 호조, 가구형성 증가 등으로 완만한 주택시장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금년중 5~6% 내외 증가 예상

ㅇ 5월 들어 신규주택착공은 감소하였으나, 주택 허가 건수는 큰 폭으로 상승(11.8%),

기존주택판매는 증가세로 전환(5.1%), 신규주택판매는 상승(2.2%)하며 완만한

회복세 지속

□ (물가) 5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에 비해 0.4% 상승,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월대비 0.1% 상승

□ (금융시장) 6.30일 그리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어

주가 하락

* DOW지수는 5.19일 미국 주식시장 사상 최고치 18,351 기록 후 7.9일 17,548로

하락 추세

ㅇ Yellen 의장의 금년 중 금리인상 발언, 글로벌 유동성 과잉 및 유로존 시장

불안 등에 따라 미국국채금리 상승, 달러 강세 추세

□ (수출입) 2015년 5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은 수출 1,886억 달러,

수입 2,305억 달러로 총 419억 달러 적자 기록

ㅇ 한국의 對美 5월 수출은 64억 달러, 對美 5월 수입은 37억 달러를 기록,

한국의 5월 對美 상품무역 수지는 27억 달러 흑자

< 한․미 연도별 상품교역 현황(한국기준)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통관기준)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1∼5

수출
금액 457.7 463.8 376.5 498.2 562.0 585.3 623.9 696.1 306.7

증가율 6.0 1.3 -18.8 32.3 12.8 4.1 6.6 11.6 9.8

수입
금액 372.2 383.7 290.4 404.0 445.7 433.4 417.1 445.4 185.0

증가율 10.6 3.1 -24.3 39.1 10.3 -2.8 -3.8 6.8 -1.6

상품무역 수지 85.5 80.1 86.1 94.1 116.4 151.8 206.8 250.7 121.7(33.2)

/끝/

※ 내용 관련 문의 : 박창환 재경관보 (202-939-5649, excelpc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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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5.6월 미국 자동차 판매는 1,476,472대로 전년 동월(1,421,114대) 대비

3.90% 증가, 전월(1,634,952대) 대비 9.69% 하락 (Automotive news)

*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14.12)10.9→(‘15.1)13.7→(2)5.4→(3)0.5→

(4)4.6→(5)1.6→(6)3.9

ㅇ 경기회복세와 저유가/저금리 지속으로 소형상용 우위가 지속된 가운데

미국 업체를 중심으로 저금리 판촉 규모도 확대.

ㅇ 현대차는 전년/전월비 모두 판매량 증가, 기아차는 전년비 대비

판매는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크게 하락(SUV 판매 부진)

* 현대․기아차 합계 판매 점유순위는 7위를 유지

* GM, 포드, 도요타, 크라이슬러, 혼다, 닛산, 현대․기아, 폭스바겐,

BMW 順

1 전체 판매동향

□ (판매량) 6월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한 147.6만대 (자동차

산업연구소)

* 수요 측면: 경기회복세와 저유가/저금리 지속으로 SUV와 픽업을

중심으로 한 소형상용 호조가 전체 판매를 견인. 5월 다소 위축되었던

소비심리도 개선(소비자 신뢰지수 5월 90.7 → 6월 96.1)도 개선되면서

판매 증가에 기여

* 공급 측면: 캘리블루북의 6월 대당평균거래가격은 3,340달러로 전년비

2.5% 증가했지만, 업체의 저금리 판촉 강화로 무이자 할부이용 고객

증가

ㅇ 연간환산판매대수(SAAR)는 1,717만 대로 2개월 연속 1,700만 대 상회

* (SAAR, 만대):(‘14.12)1,688→(‘15.1)1,665→(2)1,624→(3)1,717→(4)1,652→

(5)1,780→(6)1,717

□ (점유율) 전월 대비 순위 변동은 없는 가운데 크라이슬러, 닛산, 현대․

기아의 점유율 수치는 다소 상승

ㅇ 현대․기아차는 지난달과 같이 7위 유지, 점유율은 8.24% (전월대비

0.53%p 증가, 전년대비 0.07%p 하락)



<업체별 점유율 및 순위 변동>

점유순위 GM 포드 도요타 크라이슬러 혼다 닛산 현대·기아 폭스바겐 BMW
Daimler

AG

‘15.5월 1 2 3 4 5 6 7 8 9 10

‘15.6월
(점유율)

1
(17.
6)

2
(15.
2)

3
(14.2)

4
(12.6)

5
(9.1)

6
(8.4)

7
(8.2)

8
(3.6)

9
(2.6)

10
(2.1)

순위변동 - - - - - - - - - -

□ (차급별 판매구성) 소형상용 우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판매에서의

비중도 상승(56.4%, 전월대비 0.9%p 상승한 수치)

ㅇ (소형상용 ) SUV는 신차효과가 본격화 된 엔트리급 등 중소형

위주로 판매량이 증가, 픽업에서는 중형픽업 호조세 지속

* SUV(전년동월比 13.0%↑): 엔트리급 신차인 혼다 HR-V(7,760대),

쉐보레 트랙스(5,971대), 지프 레니게이드(4,858대) 호조

* 픽업(전년동월比 9.6%↑): 중형픽업은 GM의 콜로라도 및 케니언의

신차효과와 함께 모델 변경을 앞둔 도요타 타코마(31.1%↑) 판매가

증가

ㅇ (승용 ) 일부 모델의 판촉 강화가 지속되었지만, SUV 등 소형

상용으로의 소비자 이탈로 상대적 판매부진 지속(전년비 3.6%

감소)

* 소형(전년동월比 2.3%↓): 현대 엘란트라(55.0%↑)를 제외한 포커스

(16.0%↓), 크루즈(12.9%↓), 시빅(11.1%↓), 코롤라(1.0%↓) 등 대부분

모델 부진

* 중형(전년동월比 1.7%↓): 닷지 어벤져 단종으로 모델이 단일화된

크라이슬러 200(152.7%↑)과 판촉을 강화한 닛산 알티마(12.7%↑)를 제외한

대부분 모델 부진

* 고급 승용(전년동월比 2.0%↓): 중간급 차종의 판매부진(27.5%↓)

이 큰 영향



< 월별 판매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추이 : 전미딜러협회 >

2 업체별 판매현황

□ (미국) 크라이슬러(FCA)는 호조. GM과 포드는 다소 부진

ㅇ GM(259,353대 전년比 3.0%↓): 소매판매(7%) 증가에도 불구, 렌탈 판매

감소(45%↓)에 따른 플릿 판매(29%↓) 부진으로 3.0% 감소

ㅇ 포드(224,681대 전년比 1.5%↑): SUV(11.7%↑)와 MPV(20.7%↑) 호조에도

불구, 픽업(8.9%↓)과 승용(3.6%↓) 감소로 1.5%증가에 그침

ㅇ FCA(186,186대 전년比 8.1%↑): MPV(33.0%↓) 공장 설비 변경에 따른

공급 부족이 지속됐지만, 200(152.7%↑)과 체로키(38.5%↑), 랭글러

(16.5%↑) 등의 판매증가로 호조세 지속

□ (일본) SUV호조로 전반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큰 판매신장세 기록

ㅇ 도요타(209,912대, 전년比 4.1%↑): 라브4(15.1%↑), 하이랜더(19.7%↑)

등 SUV 판매가 호조세

ㅇ 혼다(134,397대, 전년比 4.2%↑): HR-V신차효과와 CR-V(8.5%↑) 등 효과

ㅇ 닛산(124,228대, 전년比 13.3%↑): 주력차종인 알티마의 판촉강화 효과

(12.7%↑)

□ (현대․기아차) 전년비 3.0% 증가(121,639대). 현대의 소형차종과 기아의

미니밴 판매 증가가 전반적 판매세를 견인

* 6월 점유율(7위, 8.24%) : 전월대비 0.53%p 증가, 전년 동월(8.31%) 대비

0.07%p 하락



ㅇ (현대차) 67,502대로 전년比 0.1%↑, 전월(63,610대)比 6.12%↑

* 앨란트라(26,613대, 전년比 55.0%↑), 엑센트(6,541대, 전년比 14.4%↑) 등

소형판매 증가

* 소나타(15,199대, 전년比 39.67%↓), 제네시스(2,513대, 전년比 19.17%↓)

는 하락

ㅇ (기아차) 54,137대로 전년比 6.9%↑, 전월(62,433대)比 13.29%↓

* 스포티지(3,550대, 전년比 1.1%↓), 소렌토(8,967대, 전년比 16.5%↓),

소울(11,844대, 전년比 3.8%↓)등 SUV 라인은 모두 하락했으나

세도나(4,110대, 전년比 707.43%↑) 판매 증가로 전년비 판매

상승을 견인

/끝/

※ 내용 관련 문의 : 최성준 상무관보 (202-939-5670, s505agnie@gmail.com)



[주가] 재경관실

미국 증시) 중국 증시 반등과 그리스 협상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

‘13말 ‘14말 15.4말 5말 6말 7.08 7.09 7.1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6,576.66 17,983.07 17,840.52 18,010.68 17,596.35 17,776.91 17,515.42 17,548.62 0.19% -0.27% -2.42%

Nasdaq 4,176.59 4,777.44 4,941.42 5,070.03 4,958.47 4,997.46 4,909.76 4,922.40 0.26% -0.73% 3.03%

S&P 500 1,848.36 2,080.35 2,085.51 2,107.39 2,057.64 2,081.34 2,046.68 2,051.31 0.23% -0.31% -1.40%

KOSPI (한) 2,011.34 1,915.59 2,127.17 2,114.80 2,074.20 2,016.21 2,027.81 2,031.17 0.17% -2.07% 6.03%

NIKKEI (일) 16,291.31 17,450.77 19,520.01 20,563.15 20,235.73 19,737.64 19,855.50 19,779.83 -0.38% -2.25% 13.35%

FTSE100 (영) 6,749.09 6,547.00 6,960.63 6,984.43 6,620.48 6,432.21 6,490.70 6,581.63 1.40% -0.59% 0.53%

DAX (독) 9,552.16 9,805.55 11,454.38 11,413.82 11,083.20 10,676.78 10,747.30 10,996.41 2.32% -0.78% 12.14%

[금리]  (단위: %)

‘13말 ‘14말 15.4말 5말 6말 7.08 7.09 7.1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년) 0.78 1.1 0.91 0.94 1.00 0.96 0.91 0.95 0.04 -0.05 -0.15

T/NOTE (10년) 2.99 2.20 2.05 2.12 2.33 2.27 2.22 2.32 0.10 -0.01 0.12

T/NOTE (30년) 3.90 2.76 2.75 2.88 3.09 3.04 2.99 3.11 0.12 0.02 0.35

LIBOR (Dollar,3월) 0.25 0.26 0.28 0.28 0.28 0.28 0.28 0.29 0.00 0.00 0.03

Mortgage Rate
(30년 고정)

4.63 3.86 3.82 3.96 4.14 4.07 4.03 4.08 0.05 -0.06 0.22

[환율]

‘13말 ‘14말 15.4말 5말 6말 7.08 7.09 7.1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55.40 1,090.95 1,072.40 1,108.20 1,115.50 1,136.70 1,133.90 1,129.70 -0.37% 1.27% 3.55%

Y / US$ 105.30 119.55 118.58 123.87 122.32 121.96 121.50 121.91 0.34% -0.34% 1.97%

US$ / EUR 1.3736 1.2128 1.1091 1.0950 1.1196 1.1007 1.1092 1.1119 0.24% -0.69% -8.32%

CNY / US$ 6.0628 6.2184 6.1997 6.2011 6.2046 6.2098 6.2079 6.2089 0.02% 0.07% -0.15%

[유가]

‘13말 ‘14말 15.4말 5말 6말 7.08 7.09 7.1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8.42 54.12 59.63 60.30 58.33 52.33 51.65 52.78 2.19% -9.51% -2.48%

Dubai ($/배럴) 107.88 53.60 62.69 60.83 59.36 55.16 54.98 56.69 3.11% -4.50% 5.76%

* 최종종가 기준 작성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5.7.10 금)

DOW(0.19% 상승) KOSPI(0.17% 상승) 달러 환율(0.37%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