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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정상 늦어진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미국 경제]

WSJ: 미 3분기 GDP 2.6% 성장… 여름에 소비 둔화 불구
WSJ: 지난주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폭 증가
Bloomberg: Summers 전 재무장관, “역사를 보면 인플레 쉽게 식지 않아”
연방 재무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클린 에너지 세금 인센티브 시행에 대
한 의견 요청 (~11월 4일까지)

 
[미국 금융]

Bloomberg: 연준 수익률 곡선, 침체 리스크 신호 보낸다
NYT: 달러 강세로 다른 통화들 약세, 중앙은행들 개입 중

 
[글로벌 경제]

WSJ: 유럽중앙은행, 금리 0.75포인트 인상… 10년만에 최고 수준
 
[의료]

WSJ: 미 올해 고용주 부담 직원 가족 건강보험 비용 2만2천 달러… 아직
은 인상 안해
CNBC: 오미크론 하위 변종, 항체 치료에 내성 가졌다

 
[한국 경제지 기사들]

연합: 미국 USTR 대표 "IPEF, CPTPP보다 개선된 협정"
연합: 미국 새 집 판매 11% 감소…금리 인상에 부동산경기 하락 가속

 
 [비즈니스와 업계 동향]

Bloomberg: 재택근무 희망자 많지만 원격 근무 구인 공고는 준다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U.S. GDP Grew 2.6% in Third Quarter
미 3분기 GDP 2.6% 성장… 여름에 소비 둔화 불구
 

올 여름에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3
분기 경제가 2.6%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감소후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
였다고 오늘 목요일 연방 상무부는 밝혔다.

 
이번 3분기 상황과 관련, 전반적인 물가 압력이 계속되면서 소비자 인플레
가 40만에 거의 최고치를 보였다. 연준은 인플레 통제 위해 경제 활동을 둔
화시키려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12개월간 경치 침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자리 시장도 다소간 강세를 여전히 보이는 편이
고 임금도 강세, 실업률도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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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기사

WSJ: U.S. Jobless Claims Rose Slightly Last Week
지난주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폭 증가
 

연방 노동부는 이번주 목요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21
만 4천 건에서 지난 주 21만 7천 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보다는 증가했지만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2019년 주간 평균 21만 8천
건에 근접한 수치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는 사람들의 수인 지속 청구 건수는 10월 첫
주 1백 38만명에서 둘째 주 1백 44만 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연방 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세이지만
점차 완만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동 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WSJ 기사

Bloomberg: Larry Summers Says History Implies Inflation Won’t Quickly
Fade
Summers 전 재무장관, “역사를 보면 인플레 쉽게 식지 않아”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1970년대 이래 선진국 역사를 보면 현재 8%의
미 인플레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드대 교수인 그는 “역사적 경험이 현재의 상황을 가이드하기에는 실
제 너무 낙관적인지는 모른다. 포퓰리즘이 더 이상 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 시장도 타이트하고 정부 부채도 최고 수준이다. 세계화는 더이상 확
산되지 않고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고인플레가 결코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며 인플레가 둔화
될 것이라는 오늘날의 컨센서스는 정상적인 역사 경험과 다르다고 인플레
지속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Seeks Public Input on
Implementing the Inflation Reduction Act’s Clean Energy Tax Incentives
연방 재무부 보도 :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클린 에너지 세금 인센티브 시행에 대
한 의견 요청(~11/4까지)
 

미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클린 에너지
세금 인센티브에 대한 일반의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6개의 사항을 공지했
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a25c56ca-cbd2-4461-9282-b0d88a551f00.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701213d9-182d-4d0b-b8e6-d8b70749a27e.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3065cde5-9715-45b1-b97d-efe44756530f.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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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와 공지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 비용 절약,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 도달을 위한 것으로, IRA의 기후변화
관련 예산 중 약 4분의 3인 2천 7백억 달러가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전달
된다.

 
IRA의 기후 및 클린 에너지 조항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재무부는 세 가
지 핵심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1.  적극적인 공공 참여(Robust Public Engagement)- 납세자와 이해관계자 등
일반의 의견을 구하고 가이드라인과 결정 사항을 알린다.
 
2.  명확성 및 확실성(Clarity and Certainty)-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한다.
 
3.  철저한 관리(Sound Stewardship) - 국세청과 협력해 적절한 가드레일을 설
치하여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인센티브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재무부가 공개한 정보는 이 법안에 대한 고시와 이행 과정에 대한 추가 정
보가 포함된 팩트 시트가 포함된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재무부가 공개한 자
료 원문을 볼 수 있다.

 
의견 수렴은 11월 4일 까지다

연방 재무부 보도 원문

[미국 금융]

Bloomberg: Fed’s Yield-Curve Barometer Starts Flashing Recession Risk
연준 수익률 곡선, 침체 리스크 신호 보낸다
 

전통적인 침체 경고는 이렇다. 연방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개월보다 떨어
지면, 흔치 않는 경우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때 인플레를 향한 연준
의 대응으로 경제가 힘들어 지는 상황으로 본다. 

 
어제 수요일 10년물 수익률이 3년물보다 0.08% 더 낮은 수준이다. 그 전
날과 8월초에는 격차(Inversion)가 적었지만 10년물의 하향격차가 더 늘어
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은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연준이 예의 주시할 것이
라는 것.

 
AmeriVet Securities의 전략가인Gregory Faranello는 “이같은 현상으로 금
리 인상폭이 줄어들고 연준의 긴축 금리 조치가 후퇴할 수 있다고 채권 시
장이 감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NYT: A Rising Dollar Is Hurting Other Currencies. Central Banks Are
Stepping In
달러 강세로 다른 통화들 약세... 중앙은행들 개입중
 

https://www.whitehouse.gov/cleanenergy/?utm_source=cleanenergy.gov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4ab08fbe-90e8-4b25-b168-1eaf0df24cfb.pdf?rdr=true


22. 10. 27. 오후 3:52 Constant Contact

https://app.constantcontact.com/pages/campaigns/view/list 4/6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어 다른 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의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연준이 올해만 해도 5차례 금리인상을 하고 추가 인상 움직임도 있다. 이
에 따른 글로벌 시장 약세로 인해 투자자들은 돈을 미국에 계속 투자하면
서 달러 강세만 부추키고 있다.

 
즉, 일본, 한국, 중국, 인도, 영국 등의 화폐가 여러움을 겪고 있어 이들 국
가들의 수입품 가격 부담과 국내 인플레,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유하는 달러 국채를 팔아 자국 통화
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UN은 중앙은행들은 이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들간의 연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은행들이 다른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도울 여력이 없
다. 글로벌 금융 시장은 올해 말까지 계속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NYT 기사

[글로벌 경제]

WSJ: ECB Raises Rates by 0.75 Point to Highest in More Than a Decade
유럽중앙은행, 금리 0.75포인트 인상… 10년만에 최고 수준
 

유럽 중앙은행(ECB)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번주 목
요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10여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앞으
로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ECB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높은 에너지 비용, 팬데믹으로부
터의 더딘 회복,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연준보다 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왔다.

 
Refinitiv의 자료에 따르면 ECB는 내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2.8% 안팎으
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준은 5%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지난 달 유
로존의 물가상승률은 9.9%, 미국은 8.2%였다.

WSJ 기사

[의료]

WSJ: Employers’ Family Health Insurance Holds at About $22,000 in 2022
미 올해 고용주 부담 직원 가족 건강 보험 비용 2만2천 달러… 아직은 인상 안해
 

비영리 단체 Kaiser Family Foundation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
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고용주가 직원 가족들 대해 지급한 연간 보험료
는 약 2만 2천 달러로 작년 총액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의료서비스 가격 역시 인상되면서 2023년
에는 보험료가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1b5688f7-cc25-4ac8-922c-b1e1bee6d3e6.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62f6b082-4fb9-4541-800a-c57b1255afee.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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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수 없
었던 2021년 가을에 2022년 보험료를 고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WSJ 기사

CNBC: Omicron subvariants are resistant to key antibody treatments,
putting people with weak immune systems at risk of Covid
오미크론 하위 변종, 항체 치료에 내성 가졌다
 

오미크론의 각종 하위 변종 바이러스들이 대부분의 기존 항체 치료 방법에
내성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올 겨울 HIV, 장기 이식 및 기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고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립 보건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순환 중인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바이러스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작한 면역력 저하 환자를 위한 항체 직
접 투여 치료제인 Evusheld, 일라이 릴리의 항체 치료제 bebtelovimab 모
두에게 내성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항바이러스제인 Paxlovid는 환자들
의 다른 약과의 충돌 문제로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주 화요일 면역체계가 손상된 미국 성인 7백만
명이 올 겨울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의사와 상담을 권
한다고 말했으나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이 올 겨울 코로나 퇴
치에 필요한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갖췄다는 백악관의 발표와 충돌하는 상
황이다.

 
한편 미 의회는 공화당의 반대로 코로나 대응 자금 2백 25억 달러를 통과
시키지 못했다.

CNBC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연합: 미국 USTR 대표 "IPEF, CPTPP보다 개선된 협정"
연합: 미국 새 집 판매 11% 감소…금리 인상에 부동산경기 하락 가속

[비즈니스와 업계동향]

Bloomberg: More People Want to Work From Home But Remote Job
Postings Are Declining
재택근무 희망자 많지만 원격 근무 구인 공고는 준다
 

LinkedIn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사이트에 광고된 구인 공고 중 원격 근
무 공고는 2022년 2월 20%에서 9월 14%로 떨어졌다. 한편 원격 근무에
지원하는 사람의 비율은 2월 50%에서 9월 52%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
다.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여전히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며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9bcd400f-0376-465b-9ebb-d8632d4a1020.pdf?rdr=true
https://www.cnbc.com/2022/10/27/omicron-subvariants-show-resistance-putting-some-people-at-risk-.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7124500009?section=economy/international-economy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7031200009?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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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장이 점차 식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 힘의 균
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3분기 성장률 2.6%…시장 예상 넘어 올해 첫 플러스 성장
 
무역적자 개선·소비지출 증가로 기술적 침체 탈피…향후 전망은 부정적
 
미국 경제가 올해 들어 첫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기술적 경기침체 상태에서
벗어났다.
 
시장 전망을 웃도는 성장폭이지만, 40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기 위
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내년에는 '진짜' 경기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
하다.
 
미 상무부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2.6%로 집계됐다고 27일
(현지시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를 상회한 결과다.
 
플러스 성장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 1분기 -1.6%, 지난 2분기
-0.6% 각각 후퇴한 미 경제는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기술적 경기
침체의 정의를 충족한 바 있다.
 
물론 튼튼한 고용시장과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을 고려할 때 진정한 경기침체와
는 거리가 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이날 발표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경기
침체의 기술적 기준에서 탈피했다는 의미가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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