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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

�
1) 국채가격, 증시 강세에 하락

 o 지난 8일 FT는 미 국채가격이 뉴욕 증시 강세 등으로 인해 하락했다고 보도

  -  5년 만기: 전일비 1.3bp 상승한 1.492% 기록 

  - 10년 만기: 전일비 4.9bp 상승한 2.020% 기록 

  - 30년 만기: 전일비 7.0bp 상승한 2.602% 기록

 o 전문가들은 유가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해진 것도 

국채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

2) 12월 비농업 고용 25만2천명 증가, 실업률 5.6%

 o 지난 9일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가 25만 2천명 증가, 실업률은 

5.6%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예상치 24만명 증가를 상회, 실업률은 예상치인 5.7%를 하회하는 결과

 
 o 지난해 12월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대비 1.7% 상승하였고 

노동참가율은 62.7%로 전월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집계

  
 o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1월의 비농업신규 취업자수를 기존에 발표된 32만 1천명에서 

35만 3천명으로 수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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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독일 산업생산, 유가여파에 감소세 전환

 o 지난 9일 독일 경제부는 지난해 11월 중 독일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1% 감소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예상치인 0.3% 상승을 하회하는 결과로, 전문가들은 산업생산 감

소가 유가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생산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 

 o 한편, 11월 독일 수출은 전월대비 2.1% 감소, 전망치보다 부진한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동월 무역수지는 179억유로를 기록하여 전망치인 204억 유로를 하회

  
2) 중국, 12월 CPI 전년대비 1.5%상승, 5년래 최저수준 지속

 o 지난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2009년 이후 최저수준인 11월 

1.4% 상승에서 불과 0.1%p 상승한 수준에 그침

 o 세부적으로는, 식품가격은 전년대비 2.9% 상승, 비식품가격은 0.8% 상승, 도시 및 

농촌지역 물가상승률은 각각 전년대비 1.6%, 1.3% 상승을 기록

 o 한편,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월대비 3.3% 하락

  - 이로 인하여 중국 PPI는 지난해 12월까지 3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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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코카콜라, 비용절감 위해 최소 1,600명 구조조정

 o 지난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으로 1600명에서 1800명에 

이르는 사무직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보도

 o 이는 코카콜라가 작년 10월 발표한 30억달러 규모의 비용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나왔던 감원 계획보다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나타남

  - 당시 코카콜라는 1천명에서 2천명 사이 감원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음

 o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과 쿠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진출한 코카콜라가 

매출 둔화로 인하여 수익 목표 달성을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