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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
 
오늘 오전에는 세미나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고용/노무 가이드 세미나'가 있었
습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WSJ: 미 주택 매매 9개월 연속 하락…높은 모기지율 탓
WSJ: 성장을 지연시키는 정체된 ‘과학적 생산성’

 
[글로벌 경제]

Bloomberg: 타이 USTR, 처음으로 중국 무역 파트너 만나
Inside Trade: 영국도 EU에 이어 미 IRA 전기차 세금 공제 우려 표명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바이든, 오늘 Ford, Carrier 등 업계 CEO, 노동부 관리들과 경
제 논의한다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U.S. Home Sales Fell for Ninth Straight Month in October
미 주택 매매 9개월 연속 하락…높은 모기지율 탓
 

미 전국 부동산업자협회가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
존 주택 판매는 계절 조정된 연율로 4백 43만채로 전월보다 5.9% 감소했
으며, 이는 2020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10월 매매는 연간 비교
로는 전년 동기 대비 28.4% 줄었고, 올해 1월의 최고치에서 32% 감소했
다. 9개월 연속의 기록적인 하락세인 것이다.

 
이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또 부동산 전문
가들은 다가오는 경제 불확실성과 높은 집값이 구매자들로 하여금 주택 매
입을 더욱 불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한편 현재 주택 보유자 상당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미만이므로, 그
들은 더 높은 금리로 다른 집을 사고팔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 매
매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10월 주택 가격 중윗값은 37만 9천 1백달러로 전
년 동기 대비 6.6% 상승했다. 

 
당분간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 시장 침체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Stagnant Scientific Productivity Holding Back Growth
성장을 지연시키는 정체된 ‘과학적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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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자들은 말하는데, 과학적 연구를 위한 펀딩이 리스크를 싫어하게 되어
점차적인 발견을 추구하는 기존의 연구자들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 8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적 연구에 대한 막대한 지원하는 법에 서
명했다: 완전히(전액) 지원될 경우 향후 수년 동안 대략 2천억 달러가 된
다.

 
양당(공화당과 민주당) 법의 전제는 간단하다. 즉,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은
혁신에 달려있다는 것인데 혁신은 결국 우리가 연구와 개발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발생한다.

 
그러한 전제의 문제점은 미국이 이미 R&D에 충분한 돈을 사용하고 있는
데 최근 몇년 동안 미 GSP의 대략 3%다. 그 규모는 (구소련과의) 우주 경
쟁 때인 1960년대 초의 정점보다 더 많다. 그러나 그런 노력의 결실은 발
생되지 않았다. 성장을 위한 혁신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최상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총 요소(factor) 생산성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0.5%밖에 성장
하지 못했다. 1960년 성장률의 반 정도다.

 
다른 증거에 따르면 신약 개발과 같은 돌파구들을 찾으려면 점점 돈이 더
들고 시간도 더 든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발견을 이루기
전에 교육과 경험을 얻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바꾸어 말해서 미국은 그 과학적 비용에 대한 결실이나 성과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Biden Trade Chief Meets With Chinese Counterpart for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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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타이 USTR, 처음으로 중국 무역 파트너 만나
 

Katherine Tai USTR은 카운터 파트너인 Wang Wentao 증국 상무장관을
만났다고 USTR 측은 밝혔다.

 
이는 양국 긴장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 둘은 양국 무역상
황을 논의하고 양국 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중요성을 서로 강조했다.

 
이날 모임은 방콕에서 열린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장관 회의
중에 이뤄졌다.

Bloomberg 기사

InsideTrade: UK trade minister raises concerns about U.S. tax credit for
EVs
영국도 EU에 이어 미 IRA 전기차 세금 공제 우려 표명
 

영국의 무역부 장관인 Kemi Badenoch는 이번 주에 워싱턴 DC의 CATO
Institute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전기차 세금 혜택에서 영국 제조업체
들을 배제 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영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미국의 해치는 다른 국가들을 동일시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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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연방 하원 세입 위원회 위원들과 상원 금융위원회 의원뿐만 아니라
IRA 관련 시행기관인 연방 재무부의 차관 Wally Adeyemo를 만나게 된다. 

기사 원문 참조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Biden to Discuss the Economy With Ford, Carrier CEOs and
Labor Chiefs
바이든, 오늘 Ford, Carrier 등 업계 CEO, 노동부 관리들과 경제 논의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 백악관에서 Ford Motor Co.,
Carrier Global Corp., Kaiser Permanente의 CEO 등과 노동 관련 정부 관
계자들을 만나 2023년부터 시행되는 노인 의료보험 인슐린 가격 상한선,
오바마 케어 보험 보조금 확대 등 IRA의 조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든은 중간 선거 이후 재선 도전을 위해 핵심 이슈인 경제에 다시 집중
하고 있다. 민주당이 예상외로 선전하며 상원 다수당을 지켰지만, 공화당
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앞으로의 경제 정책 추진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의회가 분열된 만큼 앞으로는 바이든 집권 초반 2년만큼 전면적인 경제 조
치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IRA를 포함한 바
이든의 주요 법안에 대해 협력할 의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골드만삭스 "달러화 추가 강세 여지…美 전면 경기후퇴 피할
듯"
 
월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미국 달러화 가치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이날 보고서에
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쫓아가는데 허덕이는 가운데 미국
경제·노동시장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어 달러화 가치가 여전히 높은 상승 여력
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달러화 가치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난 1년간에
비해 굴곡이 심하고 깔끔한 흐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이 저성장과 인
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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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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