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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

�
1) 1월 도매재고 시장 예상 깨고 증가세로 전환

o 지난 10일 미 상무부는 지난 1월 도매재고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예상치 (0.1% 감소)를 상회하는 결과 

o 또한, 미 상무부는 당초 미국의 지난해 12월 도매재고 증가율이 0.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0%’로 하향 수정

  - 지난해 12월 도매재고는 이로써 전월 대비 같은 수준

o 한편, 1월 도매판매는 전월 대비 3.1% 감소해 2009년 3월 이후 가장 월간 기준 

최대 폭으로 감소 

2)  2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98.0, 예상치 하회

o 지난 10일 NFIB는 2월 소기업낙관지수가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98.0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예상치를 0.9포인트 하회하는 결과 

3) 1월 구인건수 499만8000건, 예상치 하회

o 지난 10일 미 노동부는 고용 및 이직에 대한 보고서(JOLTs)를 내고 1월 구인

건수가 499만 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예상치인 505만건을 하회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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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일본 2월 PPI 전년比 0.5% 상승, 전망 웃돌아

o 지난 11일 일본은행은 2월 일본 PPI(기업물가지수)가 103.3을 기록해 전년대비 0.5% 상

승했다고 발표

o 또한 전월대비 2월 PPI는 보합세를 기록해 시장 전망에 부합한 결과를 나타냄

o 한편,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5.2% 하락한 93.8을 기록

  - 수입물가지수는 17.9% 급락한 93.5로 집계 

2) 영국, 1월 광공업생산 전월대비 0.1% 하락, 예상하회

 o 지난 11일, 영국 국가통계청(ONS)는 영국의 1월 광공업 생산이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 0.2%를 하회, 전월대비 0.1% 감소했다고 발표

  - 이는 이전치 -0.2%보다는 하락폭이 줄어든 수치이며 1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대비 

1.4% 증가,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0.5%에서 0.8%로 수정됨

 o 제조업 생산은 전문가 예상치 0.2%를 하회하며 전월대비 0.5% 감소했지만 

전년대비 1.9% 상승

  - 지난해 12월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2.4%에서 2.6%로 상향 조정됨

 o 블룸버그 통신은 컴퓨터, 전자산업 등 몇몇 사업 부진이 지수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o 한편, 런던 소재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하워드 아처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자들의 

전망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소비의욕과 고용의 증가가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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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장 동향 】 

1) 알리바바, 인도 전자상거래업체에 1조원대 투자 추진

 o 지난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외신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인도 3대 전자상거래 업체 중 하나인 스냅딜에 10억 달러의 투자를 추진중이라고 보도

  - 스냅딜과 알리바바 관계자들은 알리바바가 스냅딜에 1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스냅딜의 공동 창업자는 지난 주 알리바바와 협상을 하러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o 또한, 스냅딜은 알리바바 이외의 다른 투자가와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스냅딜은 기업가치를 현재 20~25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늘릴 계획

 o 지난달 5일, 알리바바는 인도 온라인 결제회사 원97커뮤니케이션즈의 지분 

25%를 인수하는 등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에 관심을 보임

 o 한편,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07 회계연도 기준으로 2억 4200만달러였으나 

2012 회계연도에 22억 4600만달러를 기록해 5년 만에 9배 이상으로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