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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10월 중 소매판매 전월비 0.3% 증가

 o 지난 14일 미 상무부는 계절조정치를 적용한 지난 10월 중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전망치인 0.2%증가를 상회한 결과로, 전문가들은 미 소비자들의 구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o 또한, 전문가들은 증가된 소매판매가 미국의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

시켰을 것이라고 분석 

 o 한편 ,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3%증가, 휘발유를 제외한 10월 중 

소매판매는 0.5% 증가한 바 있음

2) 수입물가 1.3%하락, 원유약세에 4개월째 하락

 o 지난 14일 미 노동부는 10월 중 수입물가가 전월비 1.3% 하락했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전망치 1.5% 하락에 근접한 수치며, 2012년 6월 이후 16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인 것으로 알려짐

 o 수입 물가는 지난 7월 이후 매월 0.3%, 0.9%, 0.5% 감소하며 넉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 

 o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각각 0.2%, 0.9% 하락한 반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물가는 0.1% 상승

  - 품목별로는 원유 수입 가격이 7~9월 각각 1.7%, 4.4%, 2% 하락한데 이어 

10월 중에는 6.9%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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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유로존 3/4분기 GDP 0.2% 증가, 경제우려 지속

 o 지난 14일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GDP가 전분기 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 

  - 유로존의 GDP는 1/4분기에 0.3%성장을 기록, 2/4분기에는 0.1%위축 한 바 있지만, 

이는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로 여겨짐 

 o 한편, 일부 언론사들은 독일의 3/4분기 GDP가 전분기대비 0.1%성장하여 경기침체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발표  

  - 독일은 1/4분기 0.8% 성장을 기록 한 후, 2/4분기에 -0.1%를 기록 한 바 있음 

 o ECB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장기대출 프로그램, 커버드 본드 등의 

매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뚜렷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

  
2) 중국, 10월 위안화 신규대출 3개월래 최저

 o 지난 1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0월 중 신규 위안화 대출액이 

5,483억위안(약 9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신규 위안화 대출 규모가 3개월 만에 최저이며 전문가 예상치인 6,264억위안을 하회

 o 지난 9월 중 신규 위안화 대출액은 8,572억위안으로 예상치였던 7,450억위안, 

지난 8월 중의 7,025억위안을 모두 상회

 o 한편, 신용융자 규모를 나타내는 사회융자총액은 지난 10월 중 6,627억위안 

규모였던 것으로 집계, 이 역시 시장 예상치인 8,875억위안을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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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삼성전자, 블랙베리 모바일 보안 분야 제휴

 o 지난 13일 WSJ은 삼성전자와 블랙베리가 안드로이드 기반 보안을 강화한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제공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 

  - 블랙베리는 자사 최신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관리(EMM) 솔루션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비스12(BES 12)'와 삼성전자의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

(KNOX)'를 결합한 솔루션을 오는 2015년 초 제공할 계획

 o 양사는 녹스가 탑재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BES 12 솔루션을 

장착할 예정

 
 o 한편, WSJ은 삼성전자와 블랙베리는 기업 시장에서 경쟁자로 종종 묘사됐지만 

이들의 보안 기술은 상호 보완성이 있다고 지적

  - 일례로 삼성전자 녹스는 삼성 갤럭시 장치에 설치돼 개인 데이터와 업무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