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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달러 초강세, 미국 수출기업 및 유럽 경제 초비상

 o 지난 2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5 개월간 미국 달러화가치가 무려 8% 이상 

상승함에 따라 내주부터 시작되는 미국 3분기 어닝시즌을 앞둔 미국수출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

  -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달러 강세가 해외시장 경쟁력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이며, 특히 달러 강세 속에 해외 위험노출 비중이 큰 

미국기업의 주가가 최근 크게 위축되면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o 전문가는 기업의 해외 위험노출비중은 섹터별로 차이가 큰데 특히 기술, 에너지, 

산업재 부문 기업들의 해외 리스크가 큰 것으로 분석

  - 전문가는 미국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미국 수출기업을 위협하는 요소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유럽 등 국제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

2) 미국시중은행, 미국 국채 보유규모, 사상최대 

 o 지난 6일 미연준(FRB)은 미국 시중은행들이 지난 한달 간 540억 달러규모의 미국 

국공채를 매입, 지난달 말 현재 보유 국공채액이 사상최고치인 1조9,900억달러까지 

급증했다고 발표

  - 이는 올해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예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대출액이 이에 부합하지 않아 여유현금을 대거 미국 국공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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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한편, 미국은행들은 여전히 경기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경향을 보임

 o 전문가는 경기부진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감소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현금을 

유통시켜야하는 은행들은 국채매입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

【 해외 경제 동향 】 

1) 중국, 9월 HSBC 서비스업 PMI 53.5, 전월대비 하락

 o 지난 8일 민간업체 HSBC와 마킷은 중국의 9월 서비스업 PMI가 53.5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1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월의 54.1보다 하회하는 결과, PMI는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세에 있음을, 그 미만이면 위축세에 있음을 의미 

 o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종합 PMI는 52.3으로 이 역시 전월의 52.8에서 

소폭 하락했으며, 지난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9월 서비스업 PMI도 8개월 만의 

최저치이자 전월 기록(54.4)보다 낮은 54.0을 기록

  - 이는 중국의 지난달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가 다소 둔화됐다는 신호

2) 일본, 8월 경상수지 2,871억엔 흑자, 예상보다 상회

 o 지난 8일 일본 재무성은 8월 중 일본의 경상수지가 2,871억엔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전망치 2,000억엔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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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반면, 무역수지는 8,318억엔 적자를 기록해 전문가들이 예상한 7,707억엔, 전월 기록인 

8,281억엔보다 적자폭이 컸으며 서비스수지도 2,508억엔, 2차 소득수지도 1,503억엔 

적자를 기록 

  - 그러나 1차 소득수지가 1조5,199억엔 흑자를 내면서 적자분을 상쇄

 o 한편, 일본의 경상수지는 지난 6월 적자로 돌아섰다가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한 바 있음

【 산업 ․시장 동향 】 

1) 페이스북, 왓츠앱 220억 달러에 인수 마무리

 o 지난 6일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모

바일 메신저 서비스업체인 왓츠앱을 당초 인수가보다 30억 달러 높은 총액 

220억 달러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발표

  - 이는 총 190억달러 규모로 페이스북 인수 사상 최대 규모

  - 당초 인수가보다 인수가격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지난 2월 인수의사발표 이후 

왓츠앱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

 o 또한, 페이스북은 왓츠앱에 현금 45억9천만달러와 약 114억달러어치의 자사 주식 

1억7천8백만주를 지불했으며, 4년간 거래가 금지되는 권리제한부 주식 4천6백만

달러규모를 왓츠앱 직원에게 부여하도록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