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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8월 중 PPI 전월과 동일, 근원 PPI 전월비 0.1%증가 

 o 지난 16일 미 노동부는 8월 중 PPI가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로 7월 PPI는 전월대비 0.1% 상승 한 바 있음

  
 o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의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약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

 o 한편,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8월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1% 증가, 

근원 PPI 역시 전문가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타남

2) 미 노년층들도 대학 학자금 빚에 시달려

 o 지난 10일 AP통신은 학자금 대출 상환이 미국 노년층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

 
  - 지난해 미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이 부담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부채규모는 

182억달러로, 8년전인 2005년의 28억달러에 비해 무려 600% 이상 급증

 o 미 전체 대학 학자금 대출 부채(모든 연령층)는 1조달러로, 65세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있는 가구 수도 지난해 70만6,000가구인 것으로 집계

  - 미국의 노년층이 부담하는 학자금 대출 가운데 80%는 자신들이 학생 시절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것인 반면 나머지 20%는 자녀들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떠안은 경우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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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미 노년층의 학자금 대출 연체율도 상승 중

  - 전체 학자금 대출 가운데 25~49세의 대출 연체율은 12%에 불과한 반면 

65~74세의 연체율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7%에 달함 

  - 또한 75세 이상이 부담하는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50%를 초과

【 해외 경제 동향 】�

1) 골드만삭스 5,000만달러 규모‘수쿠크’발행

 o 지난 16일 블룸버그통신은 미 대형은행 골드만삭스가 5,000만달러 규모의 

수쿠크(이슬람 채권) 발행에 나섰다고 보도

  - 수쿠크란 이자 지급을 금지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 대신 배당금이나 

부동산 임대료와 같은 우회적 방식으로 수익을 돌려주는 채권

 o 골드만삭스는 5년 물 수쿠크를 미드스와프 금리에 90BP(1BP=0.01%p)를 가산한 

조건으로 발행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짐

 o 전문가들은 오는 2018년까지 수쿠크 발행 규모는 현재보다 약 2배 증가한 

34조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o 한편, 지난 6월에는 영국 정부가 비 무슬림 국가 중 처음으로 수쿠크를 발행

했으며, 홍콩 역시 1억달러 규모의 수쿠크를 지난주 발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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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FDI 4년래 최저, 반독점 규제 강화

 o 지난 16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8월 중 FDI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7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로써 중국의 1~8월 누적 FDI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한 783억달러로 집계, 

동기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 규모가 15.3% 증가한 652억달러에 이른 것과 대조적인 결과 

 o 전문가들은 중국의 FDI 규모 급감이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

  
  - 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 등 다국적 기업들에 반독점 조사를 강행하고 일부 

기업들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음

 o 앞서 발표된 7, 8월 중국 경제 지표가 실망스러웠던 만큼 FDI의 급감은 중국 

경제성장 목표 7.5%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에 더 힘을 실어줄 전망

     
 o 한편, 8월 중 산업생산 증가율은 6.9%(전년동기대비)로 7월 증가율 9%와 

전문가들의 예상 증가율 8.8%을 하회, 2008년 12월 이후 5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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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경쟁 내몰린 유럽 항공사들 파업 증가, 승객 불편 가중

 o 지난 16일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국적 항공사인 에어프랑스가 60%의 항공 운행을 

정지하는 파업을 이어가는 등 유럽지역 항공사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

  - 조종사 노조는 모회사인 에어프랑스 -KLM이 에어프랑스 조종사 일부를 
트랜스아비아로 배치하며 임금을 삭감할 뜻을 내비치자 이에 반대하며 파업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짐

 o 한편, 파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KLM네덜란드의 조종사들도 사태가 악화될 시 

파업에 동참할 뜻을 밝혀 파업 사태가 네덜란드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

 - 독일에서도 국적 항공사 루프트한자의 조종사 노조가 16일 8시간 한시적인 

파업을 단행할 뜻을 밝혔으나 이후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일단락 된 바 있음

 o 유럽 주요 국적 항공사들은 저가 항공사와의 경쟁과 걸프 지역 항공사들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구조조정과 사업모델 변화 등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 이탈리아의 국적 항공사인 알리탈리아항공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적자난을 겪고 있는 핀란드의 핀에어도 지난달 비용 절감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o 한편, 에어프랑스-KLM의 주가는 지난 15일 3% 이상 급락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