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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7월 중 신규주택 판매 41만2천건, 예상하회

 o 지난 25일 미 상무부는 계절 조정치를 적용한 지난달 신규주택판매 건수가 

전월비 2.4% 감소한 연율 41만 2천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예상치 43만건, 6월 중 기록인 42만 2천건을 모두 하회하는 결과

  
 o 반면, 6월 중 신규주택판매 건수는 당초 40만 6천건에서 42만 2천건으로 상향 

조정됨 

 o 한편, 7월 중 신규 주택판매는 전년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8월 중 마킷 서비스업 PMI 58.5, 2개월래 하락

 o 지난 25일 금융정보제공업체인 마킷은 8월 중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58.5로 집계, 비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

 
  - 이는 5월 이래 가장 낮은 결과로 7월 중 확정치인 60.8, 전망치인 59.2를 모두 하회

 o 전문가들은 미국의 서비스부문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6월 이래 

회복세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o 반면, 하부지수인 신규 사업지수는 전월 57.3에서 금월 58.2로 상승

 o 한편, 서비스업의 향후 전망은 2012년 11월 최저 수준에서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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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노르웨이 국부펀드, 일본 국채 투자비중 증가시켜

 o 지난 25일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일본 

국채 매입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도

  - 이는 일본공적연금(GPIF)이 국채 비중을 감소시키고 주식 매입을 증가시키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라 귀추가 주목됨

 o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난 6월 중 현재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 비중을 

1608억크로네(약 26조 5481억원)로 지난해 말 대비 15%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짐

  - 이 펀드의 전체 국채 투자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

 o 반면, 세계 최대 연기금인 GPIF는 최근 국내 주식 보유 상한을 철폐하는 등 

향후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o 한편, 일본 국채 10년물 지표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 국채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2) 일본, 방글라데시에 6조 지원

 o 지난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4~5년 동안 공적원조로 

6,000억엔을 방글라데시 뱅갈만 인근 공업단지 조성에 제공한다고 보도

  - 일본은 수도 다카와 치타공 항구 인근 마타바리를 연결하는 지역에 인프라

스트럭처를 건설하고 일본 기업을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만들 계획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9월 중 방글라데시를 방문,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 

이 사업을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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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일본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다카 지역에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해 400억엔을 제공할 계획

  - 또한, 다음 회계연도에 150억엔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공업단지를 건설할 

특수목적법인을 세울 계획

 o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인도와 미얀마 시장도 함께 염두에 

두고 이 지역 진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 

 o 한편, 지난 4월 중 일본 기업 약 180개가 방글라데시에 진출

【 산업 ․시장 동향 】�

1) 버거킹, 115억 달러에 캐나다 최대 커피체인 팀호턴 인수

 o 지난 26일 미국 2대 햄버거 체인인 버거킹이 캐나다 최대 커피·도넛 체인인 

팀호턴을 11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 이에 따라 버거킹은 맥도널드에 이어 연매출액 23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이 됨

 o 버거킹 슈워츠 CEO는 이번 인수를 통해 버거킹의 전 세계 확장을 지속, 

팀호턴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한편 함께 세계의 레스토랑 사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o 양사의 결합으로 새로 설립될 법인은 전 세계 100여개국에 1만8천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 맥도날드, KFC·피자헛을 보유한 얌브랜즈에 이은 세계 3대 

패스트푸드 체인으로 등극할 전망

  
 o 한편, 버거킹의 팀호턴 인수 소식에 이날 뉴욕증시 장전 거래에서 팀호턴의 

주가는 전날비 12% 상승한 83.50달러를 기록, 버거킹 주가도 5% 상승한 

33.96달러를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