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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1) 7월중 무역수지 규모 전월비 13.3% 증가

2) 전문가들, 시리아 공습 이후 유가 급락 전망

□ 해외 경제 동향

 1) G20정상회의 앞두고 미국의 출구전략 역풍 우려 확산 

 2) WSJ, 아시아 금융시장 최악의 고비 넘겼다고 평가

□ 산업․시장 동향

 1) 미국 기업들, 히스패닉계 구매력에 주목

 2) 버라이즌사,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지분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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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1) 7월중 무역수지 규모 전월비 13.3% 증가

 o 지난 8월4일(현지시간) 미상무부는 7월중 무역수지가 39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지난 6월중 345억 달러 적자 대비 13.3% 증가, 전문가 예상치 386억 

달러보다도 악화한 결과

  - 한편, 지난 6월중 무역수지는 2009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바 있음

 o 7월중 수입은 2,286억 달러로 1.6% 증가한 반면, 수출은 1, 894억 달러로  0.6% 감소

  - 수입은 석유 수입이 증가, 해외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수출은 상업용 항공기, 산업 엔진, 보석 완제품 출하가 감소 

 o 전문가들은 수입 증가로 인해 미 가계의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를 다소 

감소되었다고 평가

   - 지난주 발표된 7월중 개인소비는 시장전망치(0.3%)를 하회하는 0.1% 증가를 

기록, 시장의 우려를 키운바 있음 

2) 전문가들, 시리아 공습 이후 유가 급락 전망

 o 지난 9월2일(현지시간) WSJ은 과거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 행동시 실제 
작전이 벌어지기 전에는 유가가 급등, 주가는 하락하다가 작전이 시작된 뒤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고 보도

   - 씨티그룹은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리아, 이란, 러시아가 
미군의 군사개입에 무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시리아 
공습 이후 유가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한바 있음

 o 한편, WSJ은 미국의 시리아 개입 여부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불거져 현재 미국 경제는 지뢰밭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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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1) G20정상회의 앞두고 미국의 출구전략 역풍 우려 확산

 o 지난 9월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출구전략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

  - 미국의 불투명한 통화정책 향방이 인도네시아는 물론 브라질, 인도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

 o 신흥시장에서는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로 급격한 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 미국이 시장에 유입시킨 양적완화 자금은 그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시장으로 몰린바 있음

  - 하지만, 미국이 부양책을 축소하면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글로벌 
자금이 다시 미국 등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

 o 한편, WSJ은 미국의 개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시리아 사태가 사실상 

이번 G20 회의의 주요 의제로 선점된 상황이지만, 신흥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출구전략 역풍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보고

2) WSJ, 아시아 금융시장 최악의 고비 넘겼다고 평가

 o 지난 9월3일(현지시간) WSJ은 투자자들이 아시아 금융시장으로 복귀하면서 

현지 주가와 통화 가치가 반등하고 있다고 보도

   - 아직 주가 반등 폭은 미미하고 주요국 통화가치도 수년 새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수일간 상당수 주가지수와 통화 가치가 반등

   - 이는 투자자들이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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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일부 투자자들은 그간 신흥시장 위기감의 배경이 된 미국의 출구전략 

변수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고 평가 

  - 전문가들은 아시아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평가,  

아시아 통화의 약세도 금융위기로 소용돌이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분석

  - JP모간은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어 내년에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또한 WSJ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 우려가 감소, 중국을 주요 수출 상대국으로 

하는 한국과 대만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

  - 8월중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  

수출, 산업생산,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지표들도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전문가들은 최근 아시아 지표들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

□ 산업․시장 동향

1) 미국 기업들, 히스패닉계 구매력에 주목

 o 지난 9월2일(현지시간) FT는 미국내 비즈니스를 하는 대기업들이 
5,300만 명에 달하는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구매력에 집중, 마케팅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보도

  - 미센서스국은 현재 미국내 거주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미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 오는 2060년에는 1억2,900만 명을 돌파하여 미 전체 인구의 
31%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

  - 이와 같은 인구수에 힘입어 히스패닉계의 구매력은 무려 1조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분석

 o 이에 따라 미국내 주요 기업들이 히스패닉계를 겨냥한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대형 세제 생산업체인 클로락스는 히스패닉계가 향이 들어간 가정용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인식, 지난해부터 향이 강한 청소용품들을 출시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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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음료 기업인 네슬레는 히스패닉의 입맛을 겨냥, 지난 1990년대부터 
코코아와 연유를 멕시코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함

  - 하기스 기저귀로 유명한 킴벌리클라크사 역시 지난해 히스패닉을 겨낭한 
녹차와 오이향이 가미된 유아용 물티슈를 생산해 큰 인기를 끈 바 있음

2) 버라이즌사,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지분매입

o 지난 9월2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통신업체 버라이즌(veirzon)는  영국

보다폰이 보유한 합작회사 버라이즌 와이어리스(Verizon Wireless)의 

지분 45%를 1,3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 

- 이번 인수안은 버라이즌과 보다폰의 이사 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1/4분기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o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버라이즌과 보다폰이 각각 55대45의 지분을 

투자하여 지난 2000년 설립됐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버라이즌의 

100% 자회사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