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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주 연속 상승

 o 지난 11일 미 노동부는 지난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만1,000건 증가한 31만5,00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최근 10주 동안 최고치로, 약 30만건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

  
 o 변동성을 줄이면서 고용시장의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4주 이동평균 건수는 

30만4,000건으로 전주 대비 750건 증가

 o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지표의 경우 노동절 연휴가 포함돼 있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2) 7월 중 도매재고 0.1% 증가, 예상 하회

 o 지난 10일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도매재고가 전월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

 
  -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에 최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 평균 

예상치인 0.5% 증가에도 크게 미달하는 결과

  - 상무부는 6월 증가율도 0.3%에서 0.2%로 하향 수정

 
 o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7월 도매판매는 전월비 0.7% 증가 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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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홍콩, 달러화 표시 이슬람채권 발행

 o 지난 11일 홍콩 정부는 이슬람채권인 수쿠크를 발행했다고 발표

  - 만기 5년짜리 미국 달러화 표시 수쿠크를 발행해 10억 달러를 조달, 

금리는 2.005%로 책정됨

 o 신용등급이 AAA인 정부가 미 달러화 표시 이슬람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아시아 국가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에 이어 4번째인 것으로 알려짐

 
 o 홍콩 중앙은행인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수쿠크 발행에 

120여개 투자기관으로부터 발행액의 4.7배인 47억달러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힘

 o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비이슬람국가로는 최초로 지난 6월 20억파운드 규모의 

수쿠크를 발행한데 이어 홍콩이 수쿠크를 발행하는 등 올해는 수쿠크 국채 

발행의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 

 o 한편, 홍콩은 지난해 7월 수쿠크 발행을 위해 세법을 개정한 바 있음

  
2) 엔/달러 환율 107엔대 돌파, 5년 11개월 만에 최고

 o 지난 11일 엔/달러 환율이 도쿄 외환시장에서 장중 107.02엔을 기록, 오름세를 

나타내며 107엔대를 돌파

  - 리먼 사태 직후인 2008년 9월 25일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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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전문가들은 달러가 미연준(FRB)의 조기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인해 강세를 

보였으며, 일본의 성장률 부진도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분석

     
 o 한편 , 이날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에 힘입어 전일대비 0.8% 상승한 

1만  5909.20으로 장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짐

【 산업 ․시장 동향 】�

1) 구글, 파킨슨 환자용 숟가락 업체 리프트랩스 인수

 o 지난 10일 구글은 퇴행성 신경변성 질환자용 숟가락을 제조하는 리프트랩스를 

인수했다고 발표

 o 리프트랩스의 하이테크 숟가락은 환자의 손떨림을 감지하여 흔들림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으며, 가격은 295달러로 앞으로도 제품 판매는 계속될 예정

 o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는 구글이 의료 및 생명 공학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으로 분석

 o 한편, 이번 거래의 정확한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