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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1) 7월중 재정적자 예상외 하회

 2) 미국 사회보장기금 감소, 오는 2033년부터 적자 예상

□ 해외 경제 동향

1) 뱅크오브어메리카, 중국 금년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2) 스페인 ․이탈리아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붕괴 위기

□ 산업 ․시장 동향

1) 구글, 모토로라 구조조정 시행 결정

2) 전세계 런닝화 시장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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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1) 7월중 재정적자 예상외 하회

 o 지난 8월10일(현지시간) 미재무부는 지난 7월중 재정수지가 69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

  - 지난해 7월중 1,294억 달러 적자보다 46.2%나 감소, 지난 6월 재정적자 

597억 달러보다는 소폭 증가한 결과 

   - 이는 정부 재정지출이 전년비 11.9% 감소했기 때문

 o 한편 전문가들은 900억 달러 적자를 예상한바 있음

 
2) 미국 사회보장기금 감소, 오는 2033년부터 적자 예상

 o 지난 8월12일(현지시간) AP통신은 지난 2010년부터 지급되는 사회보장(SS) 

수당이 거둬지는 세금에 비해 많으면서 미 의회에서까지 장기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그동안 사회보장기금은 지난 30년 동안 흑자를 기록하면서 미 정부의 

재정적자분을 만회해주는 역할을 수행, 근래에 들어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 수백만 명이 수당을 신청하면서 적자 위기에 직면

  - 현재 추세라면 오는 2033년에는 기금이 6,23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면서  

수당의 75%만 지급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

 o 한편 AP는 미 의회내에서는 이 같은 상황은 인지하고 있지만, 20년 후의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대책마련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2010년 적자감축 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퇴직연령 연장, 

중상류층 근로자 수당 축소, 소득세 인상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 또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나 롬니 공화당 후보 역시 

중요한 이슈로 여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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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1) 뱅크오브어메리카, 중국 금년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o 지난 8월13일(현지시간) 뱅크오브어메리카(BofA)는 선진국 경기둔화와 중국

정부의 제한적 부양책 예상에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 

  -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8%에서 7.7%로 하향조정, 3/4분기 

전망을 8%에서 7.%로, 4/4분기 전망을 8.3%에서 7.7%로 각각 수정 

  - BofA는 중국 수출 성장률 회복세가 당분간 기대되지 않는다며 전망 하향 

배경을 설명 

 o 한편 BofA는 여전히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며 기업 순익 역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 개선으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  

2) 스페인 ․이탈리아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붕괴 위기

 o 지난 8월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2/4분기 

상업용 부동산 거래건수가 전분기비 90% 넘게 감소, 두 나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

 o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리얼 캐피탈 애널리틱스(RCA)는 지난 2/4분기 스페인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단 3건에 불과, 1/4분기의 58건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발표

  -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지난 1/4분기중 2,600만 유로에서 2/4분기에는 

6700만 유로로 74% 감소, 극심한 거래 부진으로 스페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사상 처음으로 이웃 나라 포르투갈을 하회

  - 현지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스페인 부동산에 가격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

 o 한편 이탈리아 역시 동기간 상업용 부동산 거래건수가 56건에서 2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해지는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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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1) 구글, 모토로라 구조조정 시행 결정

 o 지난 8월13일(현지시간) 구글은 지난 16분기 가운데 무려 14분기나 적자를 기록한 

모토로라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

 
  - 이에 따라 모토로라 휴대폰사업 전체 인력 가운데 20%에 이르는 4천 명을 구조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조조정 대상의 2/3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 과정에서 90곳의 생산설비 가운데 30곳 정도를 폐쇄하거나 

규모가 감축될 계획 

 o 구글은 이번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2억7,500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예상

하고 있으며, 이는 3/4분기 실적에 대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

 o 한편 구글은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모토로라의 기존 피쳐폰보다 혁신적

이고 수익성 높은 단말기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

2) 전세계 런닝화 시장 급성장

 o 지난 8월12일(현지시간) CNBC는 최근 달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런닝화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

  - 지난 2011년중 세계 최대 런닝화 브랜드인 아디다스와 아식스의 관련 

매출액은 총 12억 달러로 전년대비 19% 증가한바 있음

  -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o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호황이 경기 불황에다 기업들의 실적도 어려워지는 등 일상생활

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늘자 달리기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o 한편 경기 둔화로 달리기가 각광을 받는 반면 헬스클럽은 침체를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