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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

�
1) 미국 주당 실업수당청구 28.9만건, 전망 하회

 o 지난 12일 미 노동부는 지난주 7일 기준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보다 

3만6000건 줄어든 28만 900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

  - 최근 4주간 평균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0만 2250건으로 지난주 30만 6000건에서 감소세를 보임

 o 또한, 2월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는 29만 5000개가 늘어 전망을 상회했으며 

실업률 또한 5.5%로 7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 

 o 한편, 7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2만건에서 32만 5000건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같은 날 기준 실업수당 연속 수급 신청건수는 241만 8000건을 

기록해 전망치 240건을 소폭 상회 

2) 미국 2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0.6% 하락, 3개월째 감소세

 o 지난 12일 미국 상무부는 2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6% 감소했다고 발표

  - 지난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8% 감소했으며 12월의 경우 0.9% 감소하여 

3개월 연속 감소 행보

  
  - 이는 2월의 기록적인 추위와 부진한 임금 인상률이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지출을 제한에 의한 결과로 분석

 o 한편, 변동성이 큰 자동차 및 휘발유를 제외한 2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2% 감소해 역시 전망치 0.3% 증가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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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유로화, 12년만에 1.04 달러선 붕괴

 o 지난 12일, 블룸버그통신은 유로 가치가 12년만에 처음으로 1.04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고 보도

  - 이날 유로는 유로당 1.0495까지 내려갔으며 1.05달러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2003년 1월 이후로 처음

 o 지난 9일 유럽중앙은행(ECB)이 사상 첫 양적완화를 시행한 이후 유로 가치 하락세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달러 강세 속도가 빨라진 것도 유로 급락세에 힘을 더함

 o 한편, 유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달러대비 13% 빠졌으며 이는 지난 2008년 

1분기(10.6%) 기록을 깨는 것으로 사상 최대 하락폭임

2) 인도, IMF 성장률 전망치 5.6%에서 7.2%로 상승

 o 지난 12일 IMF는 오는 3월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인도 GDP 전망치를 기존 

5.6%에서 7.2%로  2015년 성장률 전망치 또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고 발표

 o 또한 IMF는 인도 정부가 재정 적자를 낮추기 위해 애쓰고 도로, 철도, 에너지 

설비 등 인프라 개선 작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기에 

경기 부양을 위한 인도 정부의 개혁조치를 높게 평가 

 o 한편, IMF 수석대표 폴 카신은 정부의 물가상승률 기대치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언급 

  - 그러나 IMF가 예상한 성장률은 인도 재무부 전망치 8.1~8.5% 보다 크게 낮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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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BMW, 작년 순익 9.2% 증가, 사상 최대

 o 지난 12일, 독일 고급자동차 제조업체 BMW는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의 

경제 둔화에도 불구, 작년 순익이 전년대비 9.2% 증가한 58억2000만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

  - 세전이익은 전년 79억8000만유로에서 14% 늘어난 91억2000만유로로 집계돼 

앞서 시장 전망치인 89억9000만유로를 상회

  - 작년 전체 매출은 804억유로로 전년도 761억유로에서 5.7% 증가

 
 o 또한, BMW는 주당 2.60유로였던 배당 규모를 2.90유로로 늘리겠다고 발표

 o 한편, 노르베르트 라이트호퍼 BMW CEO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요가 순풍으로 

작용해 매출 규모를 증가시켰다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