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9월 12일(금)

【� 미국 경제 동향� 】� �

�

� 1)� 8월 중 소매판매 0.6% 증가,� 하반기 경제‘청신호’

� 2)� 수입물가 2개월 연속 하락,� 인플레 부담 없어

� �

【� 해외 경제 동향 】�

� 1)� 국제 상품 가격,� 공급 과잉에 5년 저점

� 2)� 중국,� 8월 중 위안화 신규대출·사회융자총액 규모 회복

�

【� 산업 ․시장 동향 】�

� 1)� HP,�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 유칼립투스 인수

�



- 1 -

【 미국 경제 동향 】�

1) 8월 중 소매판매 0.6%증가, 하반기 경제‘청신호’

 o 지난 12일 미 상무부는 8월 중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6% 증가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전망치 0.6% 증가에 부합,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 시장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문을 제외하면 0.2%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0.3% 증가한 것으로 발표됨 

  
 o 또한, 상무부는 6월과 7월 중 지표도 상향조정

  - 직전월과 변동이 없다고 발표됐던 7월 중 소매판매는 같은 날 전월비 0.3%증가로, 

0.2% 증가로 발표됐던 6월 중 소매판매는 0.4%증가로 상향조정

 o 한편, 전년비로 8월 중 소매판매는 5%증가, 잡화점·백화점 판매 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이 고른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짐 

2) 수입물가 2개월 연속 하락, 인플레 부담 없어

 o 지난 12일 미 노동부는 8월 중 수입물가가 전월비 0.9% 하락, 이는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고 7월(0.3% 하락)에 이어 두 달째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라고 발표 

 
  - 수입물가가 국제 원유가 약세 등으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이 부문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

 o 시장 전문가들도 대체로 8월 중 수입물가가 0.9%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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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수입 가격이 7월 중 1.1% 상승한 데 이어 전월도 0.6% 상승한 반면, 

원유 수입 가격이 7월 중 1.7% 하락하고 나서 지난달 4.4% 하락한 바 있음

 o 전문가들은 수출입 물가를 비롯한 각종 물가상승률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의 

목표치(2%) 이내에서 안정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부담이 아직 없는 것으로 분석

 o 한편, 지난달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5%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0.4% 상승

 【 해외 경제 동향 】�

1) 국제 상품 가격, 공급 과잉에 5년 저점

 o 지난 12일 블룸버그통신은 곡물, 금속, 축산품, 에너지 등 국제 상품가격이 

과잉 공급과 미국 외 지역의 수요 둔화 전망 등으로 5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발표 

 o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상품지수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

  - 브렌트 유는 지난 2012년7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 구리 가격은 2010년 7월 

이후 최저 수준

  - 밀, 옥수수, 대두 가격도 4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금값은 7개월 만에 최저 수준

 o 유럽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며 에너지 수요는 감소

  - 전문가들은 셰일가스 붐으로 올해 미국 원유ㆍ가스생산이 지난 4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품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 가격 

하락 요인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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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8월 중 위안화 신규대출·사회융자총액 규모 회복

 o 지난 12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국의 8월 중 신규 위안화 대출이 

7025억위안(한화 약 1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2007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던 전월 신규 위안화 대출에서 약 83% 

증가한 결과

  - 8월 사회융자총액은 9,547억위안으로 2008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낸 

전월대비 251% 증가한 결과

 o 사회융자총액은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종합한 것으로 은행대출, 장부 외 대출, 

채권 및 주식 발행 등을 포함

     
 o 반면, 광의통화(M2)는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와 전월 증가율을 

모두 하회한 바 있으며, 전문가 예상치와 전월 증가율은 모두 13.5%로 집계됨

【 산업 ․시장 동향 】�

1) HP,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 유칼립투스 인수

 o 지난 11일 미국 휴렛팩커드(HP)는 성명을 내고 클라우드서비스용 솔루션 

업체인 유칼립투스를 인수하는데 합의, 인수 금액은 1억달러 미만이라고 발표

  
 o 이번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마틴 믹코스 유칼립투스 최고경영자(CEO)는 

HP 수석부사장 겸 클라우드사업부문 대표를 맡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o 한편, 믹코스는 유칼립투스를 이끌기 전 마이SQL이란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벤처기업을 창업, 이를 지난 2008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 10억달러에 매각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