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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물가상승률 향후 년안에 목표 달성 어려워1) , 5 2%

o 지난 일 블룸버그통신은 채권시장의 가격변화를 분석한 결과 년까지13 , 2019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CPI) 1.5%

이는 블룸버그채권지수를 토대로 예측치를 산출해낸 결과로 과거 여년간- 10

실제 물가상승률과 자사의 예측 사이에 오차가 정도라고 주장0.1%

o 아울러 블룸버그는 물가연동채권 을 예로 들어 채권시장의 물가상승기대가(TIPS)*

꺾인 상태라고 지적

- 는 투자원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으로*TIPS ,

수익률은 고정되어 있지만 물가가 오르면 원금이 늘어나는 채권의 형태

o 한편 블룸버그는 최근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하향세를 거듭하고 있는 점을,

들어 미국 정부가 당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추정

이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통화정책을 더해 경기를 더욱 띄우겠다는 계획-

미국 달러 강세화 글로벌 침체에도 성장2) ,

o 지난 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경제가 달러 강세와 세계 성장 둔화 등13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 미국경제는 낮은 금리와 하락세인 국제유가를 통해 달러 강세를 딛고 성장세를

유지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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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한 미 금융시장의 동반하락에 대한o

우려는 낮으며 향후 미국이 최고의 투자처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

- 이는 아시아 경제 부진에도 대외 수출로 기업이윤을 쉽게 늘릴 수 있기 때문

해외 경제 동향【 】

골드만삭스 홍콩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1) ,

o 지난 일 는 골드만삭스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홍콩 내 민주화 시위의13 CNBC ,

여파로 인해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

골드만삭스는 홍콩의 올해 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에서 로- 4 2.5% 2% 하향조정

하였으며 홍콩 관광산업에서 중국 본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충격이,

장기화활 수 있다고 지적

o 또한 는 홍콩 관광업계의 황금연휴 지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CNBC

시위 여파로 상당수 소매점과 식당이 문을 닫은 만큼 실제 지표도 비관적일 것

으로 예상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황금연휴에 홍콩을 찾은 관광객이 만명으로 지난해o , 97

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산 지난해 늘었던 데 비해 감소한 수치5.4%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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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월 수출 증가 개월 연속 흑자2) , 9 9.4% (7 )

지난 일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월 중 무역수지가 억달러 흑자를 기록o 13 9 310

했다고 발표

이는 전월치인 억 만달러와 전망치인 억달러를 하회하는 결과- 498 4000 411

o 지난달 중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비 증가15.3%

- 이는 전월 증가폭 와 시장에서 예상한 를 모두 상회하였으며 지난달9.4% 12% ,

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이 로 예상보다 상회7%

- 이로 인해 중국의 무역수지는 지난 월 적자 이후 월부터 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2 3 7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경제의 빠른 회복세로 인한 외부수요증가로 향후 중국o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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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장 동향【 】․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상표 활용 확대1) , ' '

o 지난 일 는 워렌버핏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버크셔 헤서웨이의 이름으로 부동산업13 FT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보도

- FT는 이나 코카콜라와 같이 상표 가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해온 버크셔IBM

헤서웨이가 이제는 자신들의 상표 가치를 시장에서 직접 활용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예측

o 미국에서는 이미 버크셔 헤서웨이가 소유한 부동산 중개업체인 홈서비스 오브

아메리카와 브룩필드 자산운용과 합작한 부동산 중개업체인 어필리에이츠가HSF

버크셔 헤서웨이 홈서비스 라는 상표로 년부터 간판을 변경한 바 있음‘ ’ 2012

o 반면 전문가는 영국 부동산 업체들이 버크셔 헤서웨이의 상표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