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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1) 7월중 소매매출 예상외 큰 폭 상회

 o 지난 8월14일(현지시간) 미상무부는 14일 지난 7월중 소매매출이 계절조정치로 

전월 대비 0.8% 늘어난 4,039억 달러로 조사됐다고 발표

 
  - 이는 지난 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4개월래 첫 소매매출 증가로 

전문가 예상치 0.2% 증가를 크게 웃도는 결과 

  - 다만 지난 6월중 소매 매출은 당초 발표됐던 0.5% 감소에서 0.7% 감소로 

하향 조정 

 o 자동차 소매 매출이 0.8%,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매출도 0.8% 증가

  - 전문가들은 7월중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매출 예상치를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바 있음

 o 자동차와 휘발유, 건설소재를 제외한 근원 소매매출은 지난 7월중 0.9% 증가, 

지난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

2) 7월중 생산자물가 상승률 예상 상회

 
 o 지난 8월14일(현지시간) 미노동부는 지난 7월중 생산자물가 지수가 계절 

조정치로 0.3% 상승했다고 발표

  - 이는 5개월래 최대 상승폭으로 전문가들은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바 있음

 o 에너지 가격은 0.4% 하락한 반면, 식료품 가격은 0.5% 상승, 경트럭 1.6%, 

약품이 0.9% 오르며 가격 상승을 주도 

  -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자 지수도 전월비 0.4% 상승, 

전문가 예상치 0.2% 상승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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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가 CEO들보다 높은 연봉 받는 美군수업체 CEO들 

 o 지난 8월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군수업체들의 경영자들이 

금융업계 총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보도 

  - WP는 지난해 미국 상위 5개 군수업체 최고경영자(CEO)의 연봉 합산이 

총 1억700만 달러로 상위 5개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총 연봉인 7,500만 달러 

대비 무려 43%나 높다고 분석 

  ․ 군수업체들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CEO는 노스롭 그럼맨의 웨스 부시로 지난해 무려

2,620만 달러를 받음

․ 은행 CEO 중에서는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의 연봉이 2,310만 달러로 가장

높았음

 o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CEO들의 연봉은 폭락한 반면, 군수업체 

CEO들의 연봉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 지난 2007년, 은행 CEO들의 연봉은 1억6,300만 달러로 군수업체 CEO 

연봉 9,700만 달러보다 41%가 높았음

 o 한편 WP는 백악관과 의회가 올해 연말까지 예산적자 감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 국방예산중 1조2천억 달러가 자동 삭감되는 등 군수업체 

CEO들에 연봉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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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1) 그리스, 9분기 연속 경기 후퇴

 o 지난 8월13일(현지시간) 그리스 통계청은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비 6.2% 감소했다고 발표 

  - 이에 따라 그리스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째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지속

  - 그리스 경제는 지난 1/4분기 6.5%, 지난해 4/4분기에는 7.5% 축소된바 있음

2) 2012년 런던올림픽 특수에도 불구, 영국 관광수입 감소

 o 지난 8월13일(현지시간) AP통신은 관광업계연합체인 UK-Inbound를 인용, 영국의 

관광수입이 전년동기비 수입이 감소했다고 평가한 기업이 전체의 88%에 달했다고 보도 

  - UK-Inbound는 올림픽으로 인해 런던이 너무 복잡할 것으로 생각, 상당수의 외국 관광객이 

런던 방문을 피했으며 아울러 영국의 다른 지역도 여행객이 감소했다고 지적

 o 여행업계는 선수와 임원, 그리고 경기 관람객 등 올림픽 관련 런던 방문자가 

약 3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런던의 식당과 상점 

주인들은 올림픽 관련 방문객들이 일반 여행객보다 돈을 덜 쓴다고 불평

3) 룩셈부르크, 세계 최고 부자 나라로 등극

 o 지난 8월13일(현지시간) CNN머니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5개 

부문의 세계 1위 국가들을 소개, 룩셈부르크가 1인당 국민소득 10만6,958달러로 

세계에서 국민들이 가장 부자인 나라로 선정되었다고 보도

  - 룩셈부르크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559억 달러로 크지 않지만 인구가 

적어 전체 노동력의 약 60%가 외국인일 정도인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

 o 한편 룩셈부르크는 유로존 채무위기 속에서도 국가신용등급은 AAA, 실업률은 

사상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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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1) 구글, 레스토랑 가이드 이어 여행 출판사 인수

 o 지난 8월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이 여행안내 서적 출판사인 

프로머를 포함해 존 와일리 앤 선즈의 여행 서적 부문을 인수, 프로머스 

닷 컴 웹 사이트를 통해 350개에 이르는 여행 가이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도

  - 구글은 성명을 통해 프로머스 팀의 질과 콘텐츠의 범위는 자갓 팀에게

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 

 
 o 한편 지난해 구글은 자갓(Zagat)의 레스토랑 가이드를 인수해 구글의 

소셜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음

2) 향후 3개월래 쌀 가격 10% 상승 예상

 o 지난 8월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향후 3개월 안에 공급부족으로 아시아 지역 주식인 쌀의 가격이 1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

 o WSJ은 이미 각국 정부가 곡물 수입 비용 상승에 대비하여 식량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생산자들로부터 당초보다 더 많은 쌀을 수급키로 결정

  - 필리핀 정부 등 일부 국가들은 개인 무역업자들의 쌀 수입을 독려

 o WSJ은 아직까지는 대다수 아시아 국가 정부가 쌀 수입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할 재원이 있지만, 전 세계 쌀 수요가 증가하거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