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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1) 7월중 케이스실러지수 예상외 상회

 2) 9월중 소비자기대지수 전문가 예상치 상회

□ 해외 경제 동향

 1) S&P, 아시아 주요국 경제성장전망치 하향 조정

 2) 포춘, 불황속 기업들이 성공하는 3가지 전략 소개

 3) 브라질, 미연준(FRB)의 QE3 시행 비난

□ 산업 ․시장 동향

 1) 사무용품 판매 체인 기업 스테이플스, 구조조정 결정

 2) 어메리칸에어, 조종사 파업으로 결항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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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1) 7월중 케이스실러지수 예상외 상회

 o 지난 9월25일(현지시간) S&P와 케이스쉴러 교수는 미국 대도시 20곳의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동기비 1.2% 상승했다고 발표 

  -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전망치 1.05% 상승을 상회하는 결과이며, 지난 
2010년 8월 이래 한 달 증가폭으로 최대치 

  - 전월비로는 0.4% 상승에 그치며 전문가 예상치 0.80%를 하회하였지만,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

 o 전문가들은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모기지 금리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평가

  -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보유자들의 자산 증가가 주택
구매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2) 9월중 소비자기대지수 전문가 예상치 상회

 o 지난 9월25일(현지시간) 컨퍼런스보드는 9월중 소비자기대지수가 전월대비 
9.0p 상승한 70.3을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최근 7개월래 가장 높은 수치로 전문가들은 63.1을 예상한바 있음 

 o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상승과 주식 시장의 호황 분위기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지만, 8%를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 둔화가 지수 
상승폭을 제한했다고 평가 

 o 한편 소비자들은 고용, 기업 환경, 수입 등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6개월 후 일자리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5%로 전달 
15.8%에 비해 증가

  - 동 기간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6.3%를 기록, 전달 
16%보다 소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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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1) S&P, 아시아 주요국 경제성장전망치 하향 조정

 o 지난 9월24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중국의 성장세 약화와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의 회복세 둔화 등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

  - 한국, 중국,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치보다 각각 0.5%p 낮춘 
2.5%, 7.5%, 2%로 수정

  - 싱가포르와 대만은 각각 0.4%p, 0.6%p 낮춘 2.1%, 1.9%로 하향 조정

 o S&P는 수출 중심의 동아시아 국가는 중국의 성장세 약화로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

  - 현재 중국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8%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성장세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 

 o 또한 유로존과 미국의 경기 상황이 악화된 점도 전망치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

  - S&P는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제로(0) 성장에서 0.6% 위축으로 수정, 
미국의 경기침체(리세션) 가능성을 지난 2월 20%에서 25%로 높인바 있음 

 o 한편 S&P는 필리핀의 경제성장률을 내수시장의 성장세 강화로 기존 
4.3%에서 4.9%로 상향 조정 

2) 포춘, 불황속 기업들이 성공하는 3가지 전략 소개

 o 지난 9월24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천은 불황속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치를 위한 경영, 지속적인 인적자본 개발, 철저한 고객중심 등 
3가지 성공 전략을 소개

(1) 가치를 위한 경영

 o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수년 후를 내다보는 연구개발(R&D)와 마케팅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지향하는 안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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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에 사용되는 칩 제조업체 퀄컴은 지난 2008~2009년에 순익이 감소했지만 
해마다 R&D를 늘렸으며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3년간 상승한바 있음

  - 인텔은 반도체 시장이 침체일 때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공장을 
건설했으며 코카콜라는 브랜드 마케팅을 중단하지 않은 결과 이들 두 
기업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2) 지속적인 인적자본 개발

 o 많은 기업들이 인재의 소중함을 알지만 불경기일 때 비용을 이유로 교육 및 
개발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포천이 선정한 리더십 개발 부문 1위 기업인 IBM은 유망한 직원들을 
세계 각국의 지사에 파견시켜 경험을 쌓게 하고 있고, 샘 팔미사노 전 
최고경영자(CEO)는 IBM을 소프웨어나 하드웨어 기업으로 불리는 것 보다 
사람기업이라고 부르기를 희망

(3) 철저한 고객 중심으로 

 o 포천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객중심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인터넷 유통업체 아마존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고객 중심 기업을 
추구해왔으며, 그 결과 성장과 함께 주가는 계속 상승해온바 있음

  - 웰스파고은행은 지난 2003년부터 고객중심의 전략을 선택, 그 결과 고객 
1가구당 평균 통장 개수는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5개의 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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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1) 사무용품 판매 체인 기업 스테이플스, 구조조정 결정

 o 지난 9월25일(현지시간) 스테이플스는 연간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을 위해 연말까지 유럽에 있는 매장 45곳과 미국내 매장 15곳 등 

총 60곳의 매장을 폐쇄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발표 

  - 미국내 매장의 평균 면적을 오는 2015년까지 15% 줄이는 한편, 추가적

으로 30곳의 매장을 폐쇄키로 결정

  - 다만 이에 따른 인력 감축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 

 o 스페이플스는 경기 부진으로 기업체들이 펜이나 폴더 등 사무용품들의 

구매를 줄이는 등 2분기 연속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한바 있음

2) 어메리칸에어, 조종사 파업으로 결항 속출

 o 지난 9월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어메리칸에어의 파산보호 

과정에 따른 조종사 파업으로 정상적인 운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 어메리칸에어 조종사들은 파산보호 과정에서 단행된 임금과 복지 혜택 

삭감에 항의, US에어웨이스와의 합병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음

 o 한편 아메리칸항공은 조종사들을 구하지 못해 지난 16일 시위 이후 1

주일여만에 300편에 가까운 항공편의 운항을 취소했고, 이로 인해 하루 

평균 운항 취소비율은 3~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