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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8월 중 주택착공 급감, 건축허가도 감소

 o 지난 18일 미 상무부는 8월 중 주택착공이 전월비 14.4% 감소한 95만6,000건으로 

집계, 이는 2013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라고 발표

  - 반면, 전문가들은 전월비 5.2% 감소한 103만7,000건으로 예상한바 있음

  
 o 전문가들은 전월 주택착공건수가 급감한데는 7월 중 주택착공건수가 

112만건으로 7년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 원인이라고 분석

 o 한편, 향후 경기를 반영하는 건축허가 또한 전월 99만8,000건으로 전월비 5.6%감소 

2)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2개월 만에 최저

 o 지난 18일 미 노동부는 이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대비 

3만6,000건 감소한 28만건을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예상치 30만5,000건보다 2만5,000건 낮은 결과

 o 이로써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한 주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20만건대로 하락,  

4주 평균치도 30만4,250건에서 29만9,500건으로 감소

 o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고용시장은 올해 1/4분기를 제외한 지난 1년간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상당히 개선됐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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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일본, 26개월째 무역적자, 수출 감소

 o 지난 18일 일본 재무성은 8월 중 무역수지가 9485억엔(약 9조113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전월 대비 9.6%, 전년동월대비 2.4% 감소, 전문가 예상치  1조289억엔

보다도 적자규모가 적은 것으로 알려짐

 o 8월 중 수출은 5조7,060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3% 감소, 일본의 수출은 

5월 중과 6월 중에도 각각 1.9%, 2.7% 감소한 바 있음

 o 전문가들은 최근 엔화가 달러당 108엔선까지 오르며 엔화 가치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출 경기가 엔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o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5일 세계 경제 보고서에서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9%로 하향조정한 바 있음

2) 중국, 인도에 BCIM 경제벨트 공동개발 제안

 o 지난 18일 인도와 중국 양국 정상은 철도 기반시설 건설과 관개 기술 지원, 

관광·문화 교류에 관한 협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협정을 체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의 공장(중국)과 후방지원 사무소(인도)가 결합하면 

가장 경쟁력 있는 생산기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조

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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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시 주석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함께 논의,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BCIM) 

경제회랑을 함께 개발할 것을 제안

 o 아울러, 양국 정상은 광둥성과 구자라트주의 협력 증진 등에 관한 협약 3개에 서명

     
 o 한편, 중국공상은행이 인도 항공사 인디고가 항공기 리스를 위해 달러를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날 양국 기업간 34억3,000만달러 규모의 24개 투자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짐

【 산업 ․시장 동향 】�

1)‘우주 택시’사업자로 보잉-스페이스X 선정, 68억달러 계약

 o 지난 16일 미 항공우주국(NASA)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주 택시 개발 주요 

사업자로 보잉과 스페이스X를 공동 선정했다고 발표

  - 미국 항공기제조사 보잉과 엘런 머스크 테슬라자동차 최고경영자(CEO)가 

창립한 신생 벤처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상업용 유인 우주선, 일명‘우주 택시’

사업자로 선정

 o NASA는 보잉, 스페이스X와 각각 42억달러, 26억달러의 우주 택시 사업 계약을 체결

  - 앞으로 두 회사는 자체 개발한 우주 택시를 이용해 우주비행사와 화물 운송과 

관련된 여러 실험을 할 예정

 o 보잉은 지난달 7인승 우주 택시 CST-100의 디자인을 공개했고 스페이스X는 

5월 드래곤 V2를 공개한 바 있음

 o 한편, NASA는 이번 사업자 선정을 통해 2017년 우주비행사를 태운 우주 택시를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시험 발사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