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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실업수당 청구건수 예상 밖 감소, 고용시장 개선 신호

 o 지난 2일 미 노동부는 전월 27일까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 대비 

8,000건 감소한 28만7,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전월 기록은 29만3,000건에서 29만5,000건으로 2,000건 상향 수정됨

  
 o 고용시장의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4주 이동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역시 

29만4,750건을 기록, 이전주 대비 4250건 감소

 o 특히, 전월 20일까지의 주간 실업보험 연속 수급 신청자 수는 한 주 만에 

4만5,000건 감소, 지난 2006년 6월 이래 최저치인 240만건을 기록

 o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고용시장도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 9월 중 신규 고용자 수는 21만3,000명으로 시장 전망치인 20만명을 상회

2) 국채가격,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에 급등

 o 지난 1일 미국 국채가격이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

 
  -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10.6bp 하락한 2.386%를 기록

  - 30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전일대비 10.6bp 하락한 3.093%를 기록

 
  -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8.7bp 하락한 1.671%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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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전문가들은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을 보이고 홍콩 시위로 중국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가 이날 국채가격 

상승(국채수익률 하락)을 이끌었다고 분석

  -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증가는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해외 경제 동향 】�

1)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05%로 동결

 o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개최, 기준금리를 현행 

0.05%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발표

  - 시중은행이 ECB에 돈을 맡길 때 적용하는 예치금리를 -0.20%로, 하루짜리 

초단기 한계대출 금리 역시 0.30%로 유지

 o 한편, ECB는 9월 중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0.1%p 하락시키고 

예치금리와 한계대출 금리도 각각 0.1%p씩 인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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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지방정부 부채 한도 설정

 o 지난 1일 중국 정부는 각 지방정부나 시가 채권을 발행할 경우 국무원이 

사전에 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빌리려는 자금 규모가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

 o 또한, 이익이 나지 않는 공공프로젝트를 위한 자본 지출이나 기존 부채를 

적절히 갚고 있는 경우에만 지방정부가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정부들이 규제를 피해 자금을 확보하려 설립한 공기업들 역시 채무를 

늘리는 것이 금지됨

 
 o 성명은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8월말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권한을 제한하도록 하는 예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은 추가 조치

  
  - 20년만의 예산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 부터는 지방정부가 공익성 자본 지출 

외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개정안에는 지방 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감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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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가방·신발 팔다 화장품까지, 명품업계 화장품 경쟁 치열

 o 지난 1일 미 경제방송 CNBC는 디자이너들이 잇따라 뷰티(화장품) 제품군을 

출시하며 명품업계 경쟁이 가방·신발 등을 넘어 화장품시장으로 불붙고 있다고 보도 

  - 구찌는 지난달 열린 밀라노 패션위크 패션쇼에서 화장품 제품군을 공개, 

스킨 파운데이션을 비롯해 검정색과 금색 케이스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200개의 화장품 제품을 출시

  - 프랑스 명품 구두 브랜드 크리스찬 루부탱도 지난 8월 매니큐어 제품을 출시

  
 
  - 마크제이콥스와 마이클코어스가 메이크업 컬렉션을 선보인데 이어 미국의 

떠오르는 패션 브랜드 토리 버치도 화장품 브랜드 론칭

 
 o 전문가들은 명품 업계가 화장품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고가 화장품 시장의 성장세가 꾸준하기 때문에 우호적이라는 평가

  - 지난해 미국 백화점에서 판매된 고가 화장품 매출액은 22억달러를 넘어 

전년동기대비 23%증가

  - 영국에서는 고가 화장품 매출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 2억6,400만파운드 

(약 4억2,700만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12%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