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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7월 중 고용추세지수, 전년비 6.6% 상승

 o 지난 4일 컨퍼런스보도는 지난달 미국 고용시장의 추세를 가늠하게 만드는 

고용추세지수(ETI)가 전년비 6.6% 상승한 120.31을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지난 6개월 동안의 ETI 상승세로는 2년래 최고 수준

  - 이는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구인건수, 산업생산, 임시고용자 수, 실질 생산 

및 무역 매출 등이 포함된 지수로, 전문가들은 최근 몇 달 동안의 경제활동 

확대는 고용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o 한편, 지난달 ETI는 산업생산과 임시 고용자수 등 전체 8가지 요소 중 5가지 

부문이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며 증가한 바 있음

2) 아프리카 정상회의 워싱턴 DC에서 개막, 경제·안보 핵심 의제 

 o 지난 4일 미국과 50여개 아프리카 국가의 정상이 참석하는‘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사흘 일정으로 워싱턴DC에서 개막

 
  -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대규모 정상회의는 이번이 최초로 미국으로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인 아프리카를 적극적으로 

껴안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날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다목적 의도

 o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차세대 투자’(Investing in the Next Generation)로, 

경제와 안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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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의제로는, ① 경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및 투자 확대

    ②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관세 혜택 등을 담은‘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 확대 및 연장

     ③미 국무부 산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의 역할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

 o 현재 AGOA 가입 아프리카 국가는 20여국으로, 이들은 현재 미국에 연간 7천 여개 품목, 

270억달러 어치를 수출하고 있음

 o 미 정부는 아프리카 지역의 안정없이는 민주화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투자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

  - 실제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남수단, 나이지리아, 소말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상당수 국가는 내전 등으로 정정이 극히 불안하며 이것이 경제개발의 큰 걸림돌로 작용 중

 o 한편,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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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유로존 7월 중 서비스업 PMI 54.2, 전월비 상승

 o 지난 5일 마킷 이코노믹스는 유로존의 7월 중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4.2를 기록, 전월의 52.8보다 상승했다고 발표

  - 마킷은 이탈리아의 회복세가 전월에도 견고하게 유지됐으며 프랑스는 제조업의 

침체를 서비스업이 상쇄하면서 느리게 상승중이라고 설명

 o 국가별로는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에서 서비스업 PMI가 상승, 특히 영국은 

전월의 57.7에서 59.1로 상승한 반면, 이탈리아는 전월의 53.9에서 52.8로 하락

  
 o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분기 성장률이 0.4%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속도가 완만하다고 지적, 향후 몇 달 동안의 성장세도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분석

  
2) 유엔, 올해 중남미 성장률 전망치 하향

 o 지난 5일 유엔 산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영문명 ECLAC)는 

중남미 지역의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7%에서 2.2%로 하향 조정

  - CEPAL의 올해 중남미 성장 전망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 연속 하향

조정된 바 있음

  - 중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의 성장률 전망치도 2.3%에서 1.4%로 하락

 o CEPAL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 파나마(6.7%)와 볼리비아(5.5%)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0.2%, 베네수엘라는 -0.5%에 그칠 것으로 예상

    
 o 한편, CEPAL은 국제 원자재 수요 감소와 내수시장 침체, 투자 부족 등이 

중남미 경제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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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워런 버핏, 사상최대 500억 달러‘현금 실탄’

 o 지난 4일 블룸버그통신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6월말 기준 

보유 현금액이 55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 분기 기준 최대치의 현금보유는 그가 버크셔해서웨이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

(CEO)를 맡은 지 40년 만에 최초

 o 이같은 성과는 버핏이 지난 몇 년간 거액을 투자해 인수한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냈기 때문으로 분석

 - 지난 1일 버크셔 해서웨이는 2/4분기에 당기 순이익이 41% 성장한 64억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시한 바 있음

 o 한편 , 버핏은 지난 2010년에 인수한 자동차 보험업체 가이코(Geico), 

철도 운송업체 BNSF를 비롯 식품회사 HJ 하인즈 등을 매수한 바 있음

  
2) 도요타, 2/4분기 순익 5.9조원, 예상상회

 o 지난 5일 도요타는 올 2/4분기에 5877억 7천만엔의 순익을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한 결과, 시장 전문가들은 도요타의 2/4분기 

순익이 4973억엔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매출은 2.2% 증가한 6조 3,900억 엔을 기록

 o 지역별로는 2/4분기 북미 매출이 7.3% 증가, 유럽 매출 역시 9.2% 증가한 반면, 

일본 국내 매출은 4.6% 감소 

 o 블룸버그통신은 도요타의 2/4분기 순익은 폴크스바겐보다 30% 초과하는 것이며 

GM·포드·닛산·혼다를 모두 합친 것을 상회하는 기록적인 규모라고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