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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

�
1) 미국 6월 산업생산 0.3%상승, 석달만에 반등

 o 지난 15일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미국의 월간 산업생산이 석달만에 증가세로 반등

했다고 발표   

  - 미국의 월간 산업생산은 지난 2월 정체를 보였다가 지난 3월 0.2% 증가했지만 지난 4월 

5월에는 각각 0.5%와 0.2% 감소, 전체 산업생산의 약 75%를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당초 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광업 생산은 올들어 처음으로 월간 단위로 증가를 보여 

전체 산업생산의 증가에 기여 

 o 전문가들은 연준에서 경기 이완 요인(slack)의 하나로 제조업의 설비 가동률을 종종 

지목했던 점을 고려하면 7개월만에 반등한 설비 가동률은 미국 경기 회복 전망을 뒷

받침한다고 설명 

  
 o 또한, 최근과 같이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상태에서 산업생산 

같은 제조업 지표가 순조로운 흐름을 보인다면, 연준이 추진하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 

  - 연준에서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고용과 물가 가운데 물가관련 지표들은 여전히 

목표와 거리가 있지만, 미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 

경기의 호조가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면 소득 증가와 그에 따른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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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6월 소비자물가, 5개월째 상승

 o 지난 17일 미 노동부는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한 달 전보다 0.3% 상승했다고 

발표

  - 이는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같은 것

  - 에너지와 식품 부문을 제외한 근원 CPI의 지난달 상승폭은 0.2%로 지난 5월의 0.1%

보다 컸음

 o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완만한 물가 상승폭을 소비경기 회복 신호와 직결시키기는 어렵지만 

최근 호조를 보이는 고용지표 등을 감안하면 Fed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설명

 o 한편, 재닛 옐런 Fed 의장은 전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단기로는 최근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월간 단위의 물가상승은 

견고하다고 밝힘

【 해외 경제 동향 】 

1) 일본, 인플레이션 기대감에 구글 검색 급증

 o 지난 17일 블룸버그통신은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구글에서 관련어 검색

건수가 치솟고 있다고 보도

  -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아직 일본은행(BOJ) 목표치인 2%를 한참 밑돌지만 구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검색이 급증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일

본인들의 기대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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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BOJ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물가상승률이 내년에 1.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계는 3%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구글에서도 불황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검색건수는 

감소한 반면 인플레이션 검색건수는 급증 

 o 한편, 전문가들은 일본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비관했으며 블룸버그가 최근 설문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BOJ가 물가상승률 2% 달성 시한으로 정한 내년 9월 말 물가상승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 

2) 러시아, 이웃 벨라우스에 7억6천만달러 금융지원

 o 지난 17일 러시아 언론사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날 벨라루스 정부가 채무 상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7억6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러시아는 차관 제공 협정 체결일 기준 환율을 적용, 이 금액에 상당하는 루블화로 

차관을 전달할 예정

 o 러시아와 옛 소련권 경제공동체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주도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벨라루스는 국가채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

  - 벨라루스의 올해 6월 기준 대외 국가채무는 127억달러에 달함

 o 한편,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금융 지원을 결정한 것은 긴밀한 

관계로 묶여 있는 옛 소련 국가 벨라루스의 경제위기가 곧바로 자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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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싱가포르 테마섹 홀딩스, 컨테이너선사 NOL 매각 추진

 o 지난 16일 WSJ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 Holdings)이 싱가포르 최대 

선사인 넵튠오리엔트라인(NOL)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최근 여러 매수 희망자 가운데 하나와 논의를 벌였지만 가격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였고 

다른 잠재적 인수자와도 논의할 방침

 o S&P캐피털IQ에 따르면 NOL의 시가총액은 23억싱가포르달러(약 1조9315억원)지만 

부채를 포함한 회사가치는 80억 싱가포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o 한편, NOL 지분은 테마섹이 65%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테마섹이 NOL 매각에 성공하면 컨테이너선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  

 
2) 스와치, 올 여름 스마트워치 출시

 o 지난 16일 WSJ에 EK르면 닉 하이에크 스와치 CEO는 올 여름 미국, 중국, 스위스에서 

스마트시계를 출시할 예정이라 밝힘

  - 그는 새 제품을 이미 2만개가량 생산해뒀다고 전함

 o 스와치의 스마트시계는 인터넷 연결은 물론이고 제품 구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스와치는 곧 스마트시계의 지급결제와 관련 대형 제휴사를 공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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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하이에크 CEO는 연초에 이미 올 여름 스마트시계 출시 계획을 확인했으며 당시 

그는 스와치의 제품이 ‘애플워치’ 등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지만 주요 기능 면에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

 o 한편, 업계에서는 스와치가 론진이나 오메가와 같은 명품 브랜드 시계를 생산하지만 

저가 제품은 애플워치를 비롯한 스마트워치에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

  - 스와치가 스마트시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런 우려에 따른 반격인 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