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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12월 소매 판매 -0.7% … 석달 연속 감소세

“미 증시 곧 추가 조정 … 길게 보면 더 오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지난 12월 미국 소매 

판매가 0.7% 줄었다.

15일‘뉴시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전

한 바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소매 판

매는 석 달 연속으로 줄었다.

11월 소매 판매도 -1.1%에서 -1.4%로 수정됐다.

세부 사항을 보면 온라인 구매, 바, 식당, 전자제품, 식

료품, 백화점을 포함한 많은 주요 범주에서 지출이 줄

었다. 증가세를 나타낸 부문은 건강, 의류, 휘발유 등이

었다.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하면 소매 소비는 한달 

미국 주식과 채권시장이 머지 않아 함께 추가적인 조

정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경고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여전히 주식시장은 더 상승할 수 있

는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13일‘이데일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뉴욕증시는 올해 들어서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다우지수는 지난해 3월 말 저점 이후 거의 70% 

동안 2.1% 감소했다고 WSJ은 전했다.

통상 매해 12월은 연말 연휴로 쇼핑객이 몰리지만 올

해는 사업체들의 판매 실적이 엇갈렸다. 코로나19 사

태 악화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

역은 경제 활동에 새로운 규제를 가했다.

고용주들도 채용 인원을 줄였다. 지난달 민간부문 고

용은 12만3,000명 줄었다. 이 수치가 감소한 건 4월 이

후 8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느려지기 전까지 향후 몇달은 경제가 지지부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가까이 올랐고 다우지수는 80% 이상 뛰었다.

그러나 이날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투자전략 컨퍼런

스에 참석한 얀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

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연방준비제도(Fed·연

준)가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Tapering)

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데다 장기금리가 상승

하고 있어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

다.”면서“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지수가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는“인플레이션이 뛰고 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

치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연준과 미국 정부

도 경제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초점을 맞추

고 있는 만큼 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

장률 전망치를 종전 5.6%에서 6.4%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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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란트라,
‘북미 올해의 차’ 선정

현대자동차‘엘란트라’가‘북미 올해의 차’로 선

정됐다.

현대차는 12일, 전날 열린‘2021 북미 올해의 차’

온라인 시상식에서 엘란트라가 승용차 부문에 선정

됐다고 밝혔다. 

‘2021 북미 올해의 차’승용차 부문에는 현대 엘란

트라, 제네시스 G80, 닛산 센트라가 최종 후보로 올

랐고, 엘란트라가 최종 선정됐다.

북미 올해의 차 주최측은“파라메트릭 다이나믹

스 테마를 적용한 혁신적인 디자인, 디지털 키와 같

은 첨단 편의사양, 연비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

정 이유를 설명했다.

엘란트라가 올해의 차를 수상한 것은 2012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이 제정된 

1994년 이후로 한 번 이상 수상한 차량은 쉐보레 콜

벳과 혼다 시빅뿐이다. 이로써 엘란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준중형차 반열에 오르게 됐다.

또 이번 수상으로 현대차는 5번째(2009년 제네시

스, 2012년 아반떼, 2019년 제네시스 G70(승용 부

문) / 코나(유틸리티 부문)) 올해의 차를 수상했다.

엘란트라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시장에서 10만 

대 이상 판매됐다. 

1994년 시작된 북미 올해의 차 시상은 매년 그해 

출시된 차 가운데 최고를 뽑는 행사로, 미국과 캐나

다의 자동차 전문 기자단 투표로 선정한다.

사진= 현대 엘란트라(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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