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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

�
1) 1월 산업생산 0.2% 증가, 예상 하회  

o 지난 18일 Fed(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들은 예상치 0.4%를 하회했지만 지난 12월 (-0.1%) 감소세에서 

벗어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  

o 또한, 제조업 생산은 0.3% 증가. 광공업 생산은 지난달 0.3% 감소에서 2.2% 

증가했고 변동성이 심한 유틸리티의 경우 7.3% 감소  

o 한편, 공장설비 가동률을 79.4%로 지난달 (79.7%)은 물론 예상치(79.9%)를 하회

2)  1월 생산자물가 -0.8%, 2009년 11월 이후 최대

o 지난 18일 미 노동부가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0.8% 하락했다고 밝힘

  - 이는 2009년 11월 이후 최대 하락치이며 당초 전문가들은 1월 PPI가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o 한편, 가격변동이 잦은 식음료와 에너지, 무역 등을 제외한 근원 PPI 또한 

0.3%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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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영국, 1월 물가상승률 ‘0.3%’ 통계이래 최저 

o 지난 17일 ONS(영국 통계청)은 지난 1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했다고 발표

  - 이는 CPI통계가 시작된 1989년 이래 최저치. CPI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5%)에도 통계 이후 최저치를 경신

o 이로써 영국 중앙은행인 BOE(영란은행) 목표치인 2%를 13개월 연속 하회

  - ONS는 성명을 내고 차량 연료 및 식품가격 하락이 물가 상승을 둔화시킨 

요인이라고 지적 

o 한편, 마크카니 BOE 총재는 올해 상반기 영국 CPI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영역에 

들어갈 것으로 경고한바 있음

2) 중국, 국제금값 설 연휴 영향 6주만에 최저치

o 지난 17일 뉴욕상품거래소는 4월 인도분 금값이 온스당 $18.5(1.5%) 하락한 

$1208.60를 기록

  - 이는 6주 만에 최저치로 세계 최대 수요처인 중국이 설 연휴에 돌입함과 지난 

16일 그리스 채무협상 결렬로 인한 결과 

o 또한, 삭소(Saxo)은행의 올레 한센 상품 전략 수석은 그리스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달러는 양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의 설 명절과 같은 이벤트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

o 한편, 그리스는 오는 18일 회의에서 구제금융 기한 6개월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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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버핏, 엑손모빌 지분 팔고 GM 지분 매입

o 지난 17일 버크셔 해서웨이가 제출한 지분변동신고서에 따라 워런 버핏이 미국 

정유업체 엑손 모빌(Exxon Mobil)의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유가 하락에 따른 조치로 인한 결과 

o 반면, 버핏은 같은 시기 GM의 지분 약 4000만주 취득

o 한편, 조지 소로스 또한 73만주 수준이던 GM지분율을 490만주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