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CHAM KOCHAM KOCHAM 
ECONOMIC NEWSECONOMIC NEWSECONOMIC NEWS

제 2012-58 호

2012년 8월 20일(월)

□ 미국 경제 동향 

 1) 미국 가뭄으로 건초 가격 급등, 육류 및 유제품 가격 상승 예상

 2) 8월중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3개월래 최고치 기록

□ 해외 경제 동향

1) 중국 해외여행 소비, 독일 ․미국 등 제치고 1위 등극 전망

2) 인도정부, 빈곤층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600만대 지급 결정

3) 브라질 고속철(TAV) 건설 사업을 위한 국제 입찰, 내년 5월 말 시행

□ 산업 ․시장 동향

1) 하이네켄, 타이거맥주 제조사인 APB 인수

2) 美유통기업들, 공동으로 모바일 결제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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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1) 미국 가뭄으로 건초 가격 급등, 육류 및 유제품 가격 상승 예상

 o 지난 8월19일(현지시간) 미농무부(USDA)는 지난주 아이오와주 록밸리 경매에서 

건초 가격이 쇼트톤(약 907㎏)당 3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지난해 8월보다 150% 오른 결과로 건초가 농산물 시장의 핵심 

작물로 떠오르고 있으며, 사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육류와 유제품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 

 o 건초 가격의 급등은 극심한 가뭄으로 옥수수와 콩 등 사료용 곡물의 수

확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

  - 곡물 가격이 뛰자 축산 농가들이 대체재로 건초를 찾으면서 가격이 급등

 o 한편 미 농무부는 올해 건초 수확량은 1억2,030만 쇼트톤으로 전년대비 

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2) 8월중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3개월래 최고치 기록

 o 지난 8월17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톰슨로이터는 8월 소비

심리지수 예비치가 73.6을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지난 5월 79.3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전문가 예측치 72.2와 

전월 확정치를 웃도는 결과 

  - 지난 7월에는 72.3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바 있음

 

 o 8월 소비지표가 예상 밖의 개선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 소매판매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커짐

 



- 2 -

□ 해외 경제 동향

1) 중국 해외여행 소비, 독일 ․미국 등 제치고 1위 등극 전망

 o 지난 8월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해 중국인의 해외소비는  

720억 달러로 전년대비 33.3% 증가했다고 보도

  - 이는 독일 840억 달러와 미국 790억 달러에 이어 3위 규모 

 o 중국인의 해외여행객은 15년 전만해도 500만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천만 명

으로 14배나 급증, 오는 2020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이는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이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여행객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2) 인도정부, 빈곤층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600만대 지급 결정

 o 지난 8월17일(현지시간) 인도 정부는 700억 루피(약14조2800억 원)를 

투입해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 주민들에게 휴대폰과 함께 200분의 

무료 통화 시간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 인도 정부는 교외 지역에 은행이 적은 것을 감안해 주민들이 휴대폰으로 

송금을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

 o 현재 인도에서는 휴대폰 9억5천만대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35%는 

교외 거주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브라질 고속철(TAV) 건설 사업을 위한 국제 입찰, 내년 5월 말 시행

 o 지난 8월16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육상교통청(ANTT)은 브라질 고속철

(TAV) 건설 사업을 위한 국제 입찰을 오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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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철 입찰은 지난 2010년 11월과 지난해 4월 등 두 차례 연기됐으며, 

지난해 7월 입찰에선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된바 있음

  - 이에 따라 브라질 육상교통청은 유찰 이후 1단계 기술 이전 및 시스템 운영, 

2단계 선로 및 역사 건설로 나눠 입찰을 시행키로 계획을 변경

 o 1단계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2단계 입찰은 내년 말께 시행될 예정이며,  

고속철 건설 사업은 2014년 중 공사에 착수, 2018년 말께 개통할 것을 목표

로 잡고 있음

□ 산업 ․시장 동향

1) 하이네켄, 타이거맥주 제조사인 APB 인수

 o 지난 8월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주류업체 하이네켄은 타이거맥주로 유명한 

싱가포르 아시아퍼시픽브루어리(APB)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

  - 하이네켄은 싱가포르 음료업체 프레이저앤니브(F&N)가 보유한 APB 

지분의 40%, 총 56억 싱가포르달러(약 5조원)에 사들일 계획 

  - 하이네켄의 장 프랑수아 반 복스미어 최고경영자(CEO)는 본사는 그대로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할 것이며 APB사와 타이거맥주 브랜드의 성장에 

헌신하겠다고 밝힘 

 o 하이네켄은 이번 인수 합의로 주춤하고 있는 유럽 시장 대신 고속 성장 중인 

아시아 맥주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평가

  - 한편 하이네켄은 앞서 멕시코·인도·브라질·아프리카 지역 맥주 업체 

지분을 인수 해 온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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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美유통기업들, 공동으로 모바일 결제시장 진출

 o 지난 8월15일(현지시간) CNN머니는 미국내 대표적인 소매업체인 월마트와 

타깃을 비롯해 세븐일레븐, 서노코 등의 유통업체들이 연합해 독자적인 

모바일 결제 네트워크 시장에 진출키로 합의했다고 보도 

  - 월마트와 세븐일레븐 등 유통업체는 머천트 커스터머 익스체인지(MCX)라는 

모바일 결제를 전담하게 될 법인 설립을 추진 중

 
 o 최근 여러 금융기관과 정보기술(IT)기업들은 「전자 지갑」으로 불리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직까지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향후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보다 편리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결제 수단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o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올해 미국의 모바일 결제 거래액은 1,72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오는 2016년에는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