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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국채가격, 국채 입찰 앞두고 하락

 o 지난 9일 미국 국채가격은 이번주 620억 달러의 국채 입찰을 앞두고 하락

  -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날보다 3bp 상승한 1.682%를 기록

  -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또한 전 거래일보다 1.5bp 상승한 2.611%를 기록

  - 30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이날 전날보다 1bp 상승한 3.446%를 기록

 o 전문가들은 이번주 620억달러의 국채 발행에 따른 물량 압박이 국채가격 

하락을 부추겼다고 분석

 o 한편, 재무부는 지난 10일 280억달러 규모의 3년 만기 국채를 입찰하는 데 

이어 11일 210억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를, 12일 13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국채를 각각 입찰할 예정

  
2) M&A호재에 다우·S&P 사상최고

 o 지난 9일 미 뉴욕증시가 사상최고를 경신하며 상승

  - 이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장대비 37.49(0.22%) 상승한 1만 6961.77을 기록

  - S&P500지수는 5.16(0.27%) 오른 1954.60에 거래 중

  - 나스닥종합지수는 25.31(0.59%) 상승한 4346.71 기록

 o 전문가들은 잇따라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발표되며 투심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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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슨 푸드의 힐샤이어 브랜즈 인수, 머크앤코의 아이데닉스 파마슈티컬 인수, 

아날로그 디바이시스의 히타이트 마이크로웨이브 인수 등이 호재로 작용

 o 한편, 월가는 최근 각종 경제지표와 잇단 M&A 등에 비춰볼 때 미국 경제가 

2분기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해외 경제 동향 】�

1) 일본, 1/4분기 GDP 증가율 6.7%로 상향조정

 o 지난 9일 일본 내각부가 올해 1/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내각부가 5월 중 GDP성장률이 5.9% 증가 했다고 발표했던 것에서 상향 조정된 

결과로, 기업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

 o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의 2/4분기 GDP는 전기 대비 3.5% 하락할 것으로 예상, 

3/4분기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GDP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 바 있음

  
2) 영국, 4월 산업생산 전월비 0.4% 증가, 석 달째 증가세

 o 지난 10일 영국 국가통계청(ONS)은 4월 중 산업생산이 전월비 0.4% 증가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3% 증가를 기록

 o 항목별로는 전기와 가스가 전월 대비 3.7% 증가,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

 o 한편, 지난 3월 중 산업생산 기록은 전월 대비 0.1% 감소,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에서 각 0.1%, 2.5% 증가로 수정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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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5월 소비자물가 2.5% 상승, 4개월래 최고

 o 지난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중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기대비 2.5% 

상승했다고 발표, 이는 4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한 결과

  - 전문가들은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이유는 식료품 가격 상승세 때문이라고 분석

 o 그러나 이는 중국 정부의 올해 물가 상승률 억제 목표치(3.5%)에는 미달하는 

결과로써, 올해 물가안정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산업 ․시장 동향 】�

1) 타이슨푸드, 힐셔브랜드 85억 5천 달러에 인수

 o 지난 9일 미국 최대 육류업체 타이슨푸드가 핫도그 제조업체인 힐셔브랜드를 

85억5천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o FT는 힐셔브랜드 인수전에서 닭고기 생산업체인 필그림프라이드와 경쟁한 

끝에 승리했다고 보도

  - 필그림은 지난주 주당 55달러를 제안했으나, 타이슨푸드는 이보다 높은 주당 

63달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o 한편, 이번 인수로 인해 힐셔가 냉동식품업체인 피나클푸드 인수를 취소할 

것인지는 불명확

  - 지난달초 힐셔는 피나클푸드를 43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2) 소니, 'PS4'로 게임시장서 8년 만에 닌텐도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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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지난 9일 FT는 2006년이후로 8년만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PS) 시리즈가 

2006년 '위(Wii)' 시리즈의 닌텐도를 추월했다고 보도

  - 지난 회계연도인 2013년 4월~2014년 3월 동안 소니는 게임기 1870만대를, 

닌텐도는 1630만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짐

 o 또한 소니는 10일 미국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E3(Electronic Entertainment Expo) 2014'에서 신작 타이틀을 대거 발표할 예정

 o 전문가들은 소니가 앞으로 게임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켜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