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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뉴욕증시, 주택지표 기대감에 상승세

 o 지난 24일 뉴욕증시 지수선물은 주택지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임

  -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선물은 전장대비 43p 상승한 1만 7006.00, 스탠다드

앤푸어스(S&P) 500지수선물은 5.20p 상승한 1977.50, 나스닥종합지수선물은 

12.25p 상승한 4049.25를 기록 

  
 o 전일 뉴욕증시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유럽 경제 부진 등으로 인해 3일 연속 하락, 

투자자들은 미국채 등의 안전자산선호 경향을 보인 바 있음

 o 같은 날 발표되는 주요 지표는 신규주택매매로, 전문가들은 8월 중의 매매건수가 

43만채를 기록, 직전월의 41만2,000채보다 거래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

 

【 해외 경제 동향 】�

1) WTO, 올 세계 무역 성장률 3.1%로 하향

 o 지난 23일 세계무역기구(WHO)는 올해와 2015년의 세계 무역 성장률을 하향발표

  - WTO가 수정한 올해 세계 무역 규모 성장률은 3.1%로, 지난 4월 전망치 

4.7%대비 1.6%p 하회하는 결과 

 o 전문가들은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발발 등 

지정학적 요인이 세계 무역 수요가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적



- 2 -

 o 한편, WTO의 내년 전망치도 기존에 비해 부정적, 내년 국제 교역 증가율 

전망치는 당초 5.3%에서 4.0%로 1.3%p 하락

  - 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의 장기 평균 무역 성장률 5.2%를 회복하려면 아직도 

세계 경제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

  
2) 인도증시, 대법 석탄채굴권 취소에 하락세

 o 지난 24일 인도증시는 대법원 석탄 채굴권 취소 판결 이후 장중 215p 이상하락 마감

  - 뭄바이증시 선섹스지수는 전장대비 31(0.12% ) 하락한 2만 6744.69, 

니프티지수는 15.15(0.19%) 하락한 8002.40으로 마감

 o 인도 대법원은 218개의 석탄 매장지역 구획 중 214곳의 매장지 채굴 허가권을 

취소한 바 있음

  - 지난 1993~2009년 동안 경쟁 입찰 등의 투명한 절차 없이 임의로 석탄 매장지 

구획을 민간업체에 할당해 국고에 손실을 준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

 o 이 판결로 석탄업 뿐 아니라 에너지, 철강 부문이 연쇄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진달 스틸앤파워는 9.99%, 철강사인 우샤 마틴은 11.83% 하락

 o 아울러 신규에너지 프로젝트에 대출해준 많은 은행들까지 타격이 예상되면서 증시 하락

  
  - 타타스틸은 2.76%, 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는 2.73%, 바라트 중전기는 

2.22%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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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1년 만에 1만2천개 기업 입주

 o 지난 24일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해 9월 중 출범한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에 

신설된 기업이 1만2,000여개로 집계 됐다고 보도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신설 등록기업의 자본금은 총 3400억 위안(약 57조

5000억 원), 등록 자본금이 1,000만 위안을 넘는 기업은 5200여 개를 기록

 o 특히 중국 당국이 적극 장려하고 있는 금융관련 기업의 진출도 지속돼 은행, 증권사, 

금융정보서비스, 자본투자서비스 등 금융 관련 기업 520개가 자유무역지대에 신설

 o 한편,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역과 보세 물류기지구역, 

양산 보세항구지역, 푸둥공항 종합보세구역 등 기존 4곳의 보세구를 통합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규모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