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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1) 1월중 기존주택매매건수 예상 상회

 o 지난 2월21일(현지시간) 전미중개인협회(NAR)는 1월중 기존주택 매매가 

연율 기준 492만채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전망치 전월 대비 0.8% 감소한 490만채를 상회하는 결과

   - 또한 지난해 12월 집계된 494만채는 490만채로 하향 수정

 
 o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압류주택이 

줄고, 대출이 기존보다 수월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2) 美연준(FRB), 양적완화정책 중단 준비 중

 o 지난 2월24일(현지시간) 경제전문채널 CNBC는 연준(FRB)의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의 중단을 준비 중에 있다고 보도

 - CNBC는 버냉키 의장이 당분간 채권매입을 통한 기존의 경기 부양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경제회복이 빠른 속도로 이뤄진다면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하되 양적 완화조치는 수개월 내에 중단할 것이라는 정책기조의 

변화에 관해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

 o 한편 연방은행의 관리들은 최근 여러 연설들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부양책들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언급해 온바 있음

3) FT, 美연방정부의 시퀘스터 회피 어려울 것으로 시사 

 o 지난 2월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삭감(시퀘스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막판 노력을 가

하고 있으나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보도

  - 오는 3월1일까지 미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 삭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퀘스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 연방정부는 향후 10년간 1조

2천억 달러의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해야 함 

 o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으나 좀

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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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 협상에 추가 증세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차라리 시퀘스터 발동으로 재정 지출이 삭감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 

 o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경우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

  - 스퀘스터 발생 시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정부 기관 종사자들이 강제 무

급휴가를 떠나야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여기에는 연방항공청(FAA)직원 4만7천명, 각 지역 상당수의 소방대원 등이 포함

  - 아울러 미국내 장기 실업자 380만 명에 대한 실업수당(평균 300달러)가 

주당 30달러로 삭감될 예정

□ 해외 경제 동향

1) 유럽기업들, 유로화 강세로 고전

 o 지난 2월24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천은 유로화가치가 지난해 8월 기준, 

달러화 대비 7%, 엔화대비는 무려 28% 상승했다고 보도 

  - 포천은 지난 2007-2008년 당시 보다는 상승폭이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유로화 가치의 가파른 상승세는 유럽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 

 o 주요 유럽기업들은 유로화 가치 상승에 대해 불만을 표출

  - 로레알의 장 폴 아공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유로 강세는 명백한 과

대평가이며, 유로 강세는 유럽 기업들에게 사실상 불리한 조건이라고 언급

  - 미쉐린 타이어의 장-도미니크 세나르 CEO는 유로 강세가 달러로 표기된 

원자재에 가격을 매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해도 유럽기업 경쟁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 

 o 반면 유로존으로의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로화 강세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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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SJ, 그리스에 대한 시장 평가 개선 보도

 o 지난 2월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그리스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증시의 지속 상승, 해외 자본 지속 유입, 정부의 자금조달 완화 등 

그리스에 긍정적인 변화가 속속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 

  - WSJ은 그리스로 지난해 하반기 1억900만 유로의 해외 자금이 유입된데 

이어 지난 2월에도 2,760만유로가 유입됐다고 보도

 o 동 기간 증시에서도 지속 상승세가 감지된바 있음

  - 그리스 증시 지수는 지난 한 해 동안 33.4% 상승한 데 이어 올들어 

10.51% 추가 상승, 지난 주말에는 1003.32에 마감

  - WSJ은 12년 전 그리스 경기가 한창 호황이었던 기록(6355)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강조

 o WSJ은 이 같은 변화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 그리스가 저점반등을 

시작했다는 확신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

  - 투자자들이 그리스의 개혁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 투자 기회를 지속적

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평가

□ 산업․시장 동향

1) WSJ, 애플 주가 추가 하락 경고

 o 지난 2월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9월21일의 주당 705달러보다 무려 36%나 폭락한 상태지만 

현재 월가에선 여전히 추가하락을 경고하는 부정적 견해들이 지배적이라고 보도 

  - 이와 관련,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들의 행동양식을 연구해 온 텍사스 대학 

회계학과의 마이클 클레멘트 교수는 주가 트렌드가 하향세로 전환되고 부정적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이를 뒤엎을 만한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분석들이 잇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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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460 Park Ave, 8th Fl, New York, NY 10022

연 락 처  212-223-0029

대    표  백 승 호 직 위  지사장

업    종  공기업 내 역  금융업

설립 연도
 2009년 10월 28일(본사)
 2012년 11월(뉴욕지사)

홈페이지  kofc.or.kr

회사 소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둠

주    소  460 Park Ave, 21st Fl, New York, NY 10022

연 락 처  212-644-0925

대    표  정 수 용 직 위  지사장

업    종  공기업 내 역  금융업

설립 연도
 2005년  7월1일(본사)
 2011년 11월(뉴욕지사)

홈페이지  www.kic.kr

회사 소개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가자산을 증대
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됨

□ KOCHAM 회원사 동정

1) 2월 KOCHAM 신규회원사 안내

 o 한국정책금융공사(Korea Finance Corporation)

 o 한국투자공사(Korea Invest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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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LCA Architects, PC

회원구분  특별회원사

주    소  350 7th Ave, #1700, New York, NY 10001

연 락 처  212-947-0880

대    표  조 종 권 직 위  대 표

업    종  건설업 내 역
 건축 설계, 기획, 
인테리어 및 감리

설립 연도  1999년 홈페이지 www.klcapc.com

회사 소개

1999년 뉴욕 설립을 새로운 사업 기반으로 설립당시 뉴욕과 서울에서 이미 
10여년 이상 폭넓은 영역에서 건축설계실무를 수행해온 조종권 건축사를 
대표로하여 설립

기존 한국설계업체로서 기반을 다진 김이건축 설계사무소를 사업의 모태로 출발, 
현지화과정을 거쳐 현재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한국에 건축사면허를 
소지하면서 미국건축사 협회에 정회원으로서 꾸준한 활동을 전개

2003년 이후 SK Global USA 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현지 여러 교포기업들과 
한국기업들의 현지 지사, 상사들로 그 업무범위를 확장

LG전자 북미사업본부(Englewood Cliffs 소재)와는 2003 년 이후 최근까지 
기획, 설계, 공사감리, 사업 consulting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며 긴밀한 
업무협조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그외 주요 실적으로 LG CNS 전산센터, LG Mobile Comm , LG commercial 
Air Conditioning Academy 설립, SK Global, SK USA 이전, 삼성증권, 
한국무역협회(한국센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아메리카은행, 
나라은행, KISS Products, E-Land, Cambridge Members 등의 업체로 부터 
시설관련 설계 및 consulting 업무를 수행

2) 회원사 인사 이동

 o 대한항공: 마원 뉴욕지점장 귀임, 신임 서종우 지점장 부임

 o 한국타이어: 이수일 미주본부장 귀임, 이병진 미주본부장 부임 

3) KOCHAM 행사 안내

 o KOCHAM 여름인턴십 참가기업 모집(모집마감: 3월15일)

 o 3월세미나: 국제 비즈니스 분쟁의 원인과 대응방안(3월7일)

※저희 회원사 인사이동 또는 공지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