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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신규 실업수당 청구 1만 4천건 하락, 고용 개선 기대 증가

 o 지난 7일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8만 9천건으로 

월가 예상치 30만 4천건보다 감소, 전주대비 1만 4천건 감소했다고 발표

  
 o 또한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8년 여만에 최저를 기록

  - 이는 시장 예상치인 30만 4천건을 하회하는 수준

 o 앞서 지난달 신규 고용은 20만 9천명으로 6개월 연속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짐

2) 재무부, 연준 완화 기조 철회 대비 현금 보유 확대 논의

 o 지난 6일 미 재무부는 미연준(Fed)의 초 완화 기조 철회에 대비해 보유 현금 

규모를 늘리는 등 정책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

 
  - 뉴욕 연방준비은행 출신인 러더포드는 이와 관련, 향후 연준의 유동성 회수가 

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재무부가 이에 대처할 수는 있으나 

금리가 인상 시작하는 시점 이후인 2016∼2020년 사이 상환돼야 하는 채권 

물량이 매년 대규모가 될 것임을 유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o 한편, 재무부는 내주 모두 67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음

  - 3년 만기물 270억달러와 10년물 240억 달러, 그리고 160억달러 규모의 

30년만기 채가 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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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15%로 동결

 o 지난 7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15%로 동결, 하루동안의 

예금에 적용되는 예금금리도 마이너스(-)0.1%로 유지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예상에 부합, ECB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중 실시한 부양책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o 하지만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와 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른 여파 등으로 

정책 당국의  우려가 깊어진 가운데, 유로존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2009년 이후 최저를 기록

 o 한편, ECB가 이번에 추가 완화에 나서지 않았지만 물가상승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추가완화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부상중

  
2) 엔화, 우크라 긴장 고조에 강세

 o 지난 6일 뉴욕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02.10엔에 거래돼 전 거래일의 

102.60엔보다 하락(엔화가치 상승)

  - 우크라이나 우려가 고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가 증가한 것이 

엔화 강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

 o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에 약 2만명의 병사들을 집결, 

인도주의나 평화유지를 구실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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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한편, 유로화는 1.3383달러에 거래돼 전날 1.3373달러대비 상승, 유로화는 장 초반 

이탈리아의 2/4분기 성장률 위축으로 인해 1.3350달러까지 하락한 바 있음

  -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 인덱스는 81.49로 
전일(81.61)대비 하락

 

【 산업 ․시장 동향 】�

1) 명품 수난시대, 프라다·구찌·루이뷔통 모두 부진

 o 지난 6일 WSJ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에 있지만 글로벌 명품 

업계는 이 분위기를 실적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는 수 년간 회사의 성장 엔진 역할을 했던 가죽 

제품류의 판매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낮은 실적을 기록 

 
  - 프라다의 금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17억 5천만유로, 

매출 신장률은 2012년 상반기 매출의 3분의 1 수준인 12%로 감소

 o 구찌, 루이뷔통 등 전통적으로 패션보다 가죽 제품류의 판매가 돋보였던 명품 

브랜드 전반에 비슷한 상황

  - 구찌의 모회사인 프랑스 커링그룹은 지난주 실적발표에서 올해 상반기 구찌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16억유로를 기록

 
  - 루이뷔통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사의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상반기 19.8%에서 올해 상반기 18%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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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글, 모바일 메시징 앱‘이뮤' 등 인수

 o 지난 6일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 구글이 스마트폰 

메시징 앱‘이뮤(Emu)’와 동영상 편집‘앱디렉터(Directr)'를 인수했다고 보도

  - 이뮤는 음성인식 방식으로 사용자의 일정 관리, 예약, 정보 검색, 위치 공유 

등을 도와주는 메시징 앱

 o 구글은 현재까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자체 모바일 메시징 앱인‘행아웃'을 탑재,

  - 이번에 인수한 이뮤의 주요 기술은 향후 행아웃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반영될 것으로 예상

 o 한편, 구글은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련 기업들을 꾸준히 인수, 

금년 상반기에 구글이 기업 인수에 지출한 비용은 42억달러로 집계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