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7월 30일(수)

【� 미국 경제 동향� 】� �

�

1)� 2/4분기 경제성장률 4%,� 기대 이상

2)� ADP� 7월 중 신규고용 21만 8천명 증가,� 예상 하회

� �

【� 해외 경제 동향 】�

1)� 유로존 국채 금리,� 사상 최저 기록

2)� 인도,� 온라인 쇼핑 시장 급성장

【� 산업 ․시장 동향 】�

1)� � 구글 안드로이드,� 보안 취약성 심각,� 미 보안업체



- 1 -

【 미국 경제 동향 】�

1) 2/4분기 경제성장률 4%, 기대 이상

 o 지난 30일 미 상무부는 2/4분기 GDP가 전분기비 4%(연율 환산·속보치) 

증가했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예상치 GDP 성장률 3.0%를 상회하는 결과로,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GDP는 0.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

  
 o 미 경제 견인 효과가 큰 개인 소비 지출이 2/4분기에 2.5% 증가한 점이 고무적

  - 이 역시 예상 증가율 1.9%를 초과한 것으로 내구재 구매가 크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o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재 지출은 14%(연율 환산) 증가해 2009년 3/4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냄

 o 한편, 미 기업 지출은 2/4분기에 5.9%(연율 환산) 증가된 것으로 집계

2) ADP 7월 중 신규고용 21만 8천명 증가, 예상 하회

 o 지난 30일 미 민간고용 조사업체인 ADP는 7월 중 민간고용이 21만 8천명 증가했다고 발표

 
  - 이는 전망치인 23만명 증가와 6월 중 28만 1천명 증가를 하회

 o 노동부는 다음달 1일 7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등을 발표할 예정

  - 전문가들은 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수가 6월의 28만 8천명에서 7월에 23만명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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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유로존 국채 금리, 사상 최저 기록

 o 지난 29일 FT는 10년 만기 독일 국채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전날보다 2.6bp 

하락한 1.12%까지 감소했다고 보도

  - 1920년대 물가가 폭등한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한동안 금리가 왜곡됐던 때를 

제외하고, 1800년대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

  
 o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역내 다른 국가들의 국채 금리도 수백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

  -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 금리는 이날 한때 250여년 만에 최저인 1.52%, 같은 만기의 

스페인 국채 금리는 2.5% 하회, 네덜란드 국채 금리 또한 50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o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통화완화정책이 국채 금리를 하락시켰다고 지적

 o 한편, 이날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제재에 나서기로 합의

2) 인도, 온라인 쇼핑 시장 급성장

 o 지난 29일  NYT는 인도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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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인도회사인 플립카트는 투자자들로부터 1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이번 투자금은 

인도 인터넷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이며, 페이스북이 2011년 2월 조달한 자금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짐

 o 전문가들은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에 따르면 인도의 전자상거래는 연평균 34% 

성장하고 있는 것을 지적,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달 하고 있다고 분석

  - 그러나 인도의 온라인 쇼핑 시장은 아직 규모가 작은 초기 단계로, 5천억 달러 규모인 

인도의 전체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일 것으로 추산

 o 한편 , 인도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업체인 스냅딜은 올해 매출이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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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구글 안드로이드, 보안 취약성 심각

 o 지난 30일 FT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이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하려는 

사이버 범죄에 취약한 보안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보도 

  - 미 보안업체‘블루박스 세큐리티’는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가짜 앱을 

진짜 앱인 것 처럼 위장한뒤 모바일 기기와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음을 경고

 o 블루박스 세큐리티측은 지난 4월 구글에 문제점을 알렸고 구글은 그 이후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파트너 업체들에게 치료법을 제공

  -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은 

기기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

 o 한편,‘블루박스 세큐리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보안 취약성에 관해 8월 초 

열리는‘블랙햇’보안관련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