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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

�
1) 바이백 붐, 매도 타이밍 신호 가능성

 o 지난 28일 CNBC는 최근 미국 기업들의 빠른 자사주 매입(바이백)이 일종의 

매도 타이밍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도

  -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이 올해 발표한 바이백 계획 규모는 

2650억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 전체 규모는 9000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o 반면, 골드만은 바이백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 기업들이 

바이백 시기를 잘 못 맞춘다며 지적

  - 미 기업들의 바이백은 실적 부진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이런 전략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됨

 o 한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회장은 시장의 단기적인 주가 부양 요구를 

멀리하고 장기적 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

2) 미국, 1분기 성장률 예상치 크게 하회

 o 지난 29일 미 상무부는 지난 1분기 GDP 증가율이 연간 환산 기준 0.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투자은행(IB) 등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1.0% 증가를 하회한 것은 물론 

작년 4분기 증가율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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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무부는 지난 2~3월 미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서부항만 파업,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 등으로 GDP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설명

 o 또한, 미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지출이 매우 부진했으며 

1분기 개인 소비지출은 1.9% 증가에 그쳐 2009년 중반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이후 평균치인 2.3%를 하회

 o 한편, 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 하락,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해외 경제 동향 】 

1) 호주,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기

 o 지난 28일 골드만삭스는 10년 넘게 유지돼 온 호주의 최상위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힘

  - 현재 ‘AAA‘ 등급인 호주의 신용등급이 깎이면 이는 1989년 이후 첫 하향

조정이며 호주달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o 또한, 골드만삭스는 원자재 가격 충격, 미약한 성장세, 정부의 정책 노력 결여 

등이 호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 등급 강등은 호주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며 현재 호주 10년물 

국채금리는 2.59%로 역대 최저수준을 유지

 o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과거 사례들을 통해 신용등급 방향과 국채금리가 연관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며 호주의 등급이 내려가도 국채금리가 상승하지 않을 수 있

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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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은행, 올해 인도 성장률 7.5% 전망 

 o 지난 28일 WSJ은 세계은행이 인도 경제가 2015 회계연도에 7.5% 성장하고 

2013-2014년 7% 수준이었던 성장률이 2017-2018년엔 8%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

  - 세계 은행은 인도 경제가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화보유액 등의 측면에서 

지난 1년간 상당한 반전을 이뤘으며, 이러한 인도 정부의 개혁성과에 힘입어 

앞으로 성장세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

 o 또한, WSJ은 세계은행의 전망은 인도 정부 예상보다 낙관적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지표의 기준연도 조정 등을 이유로 인도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무리로 지적하였지만 인도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했다고 보도

  - 민간 기업들의 디폴트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는 것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디폴트는 중국의 위기로 비칠 수 있고 중앙정부(인민은행)가 인민폐를 대량으로 

찍어 지방정부의 지방채를 대신 사주는 

 o 한편, 세계은행은 국제유가와 식품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플레이션 

전망도 호의적이라고 진단

【 산업․시장 동향 】 

1) 재보험 산업, 자연재해 증가로 손실

 o 지난 2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며 5750억달러 

규모의 세계 재보험 산업이 불안정해졌다고 보도

  - 이는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재보험사들이 리스크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업체들이 공동으로 묶인 계약들이 많

아 연쇄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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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특히, 최근 자금조달을 위해 연기금에 기대거나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s・캣본드) 

발행을 확대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지만 초저금리 기조를 타고 인기를 끌고 있는 캣본

드의 경우 재해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상품

  - 올 1분기에만 전 세계에서 발행된 손해보험 분야 캣본드는 15억달러, 누적액은 

210억달러에 달하며 25일 발생한 네팔 지진 피해액은 28억~45억달러에 이를 

전망이지만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1억달러에 불과

 o 한편, 연구진은 헤지펀드와 같이 단기 투자금을 빌려 쓰는 보험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이는 손실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 경고

 
2) 유튜브, 영화제작 계획 발표

 o 지난 28일 유튜브는‘멀티채널네트워크(MCN)’어섬니스TV*와 향후 2년간 

장편 영화들을 제작, 상영할 계획이라 발표

  - 이는 넷플릭스, 아마존닷컴 등의 콘텐츠 제작 성공에 맞춘 행보로 어섬니스

TV가 제작을 맡고 유튜브가 완성된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

 * 어섬니스는 인터넷 1인 방송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지난 2013년 영화제작사 

드림웍스가 3300만달러에 인수

 o IT전문매체 버지는 이들의 제휴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 지는 아직 알 수 없지

만 영화 제작을 통해 업계내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관측

  - 유튜브와 어섬니스의 모회사가 구글과 드림웍스라는 점도 향후 이들의 결합

을 기대하는 요인

 o 한편, 어섬니스는 올해 가을까지 첫 번째 장편 영화를 제작, 유튜브를 통해 

상영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