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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1) 1월중 미결주택매매 증가율 시장 전망치 큰 폭 상회

 2) 1월중 신규주택매매건수 최대 증가

 3) 2월중 소비자기대지수 3개월래 최고치 기록

 4) 미국 주요 경제 지표 

□ 해외 경제 동향

 1) HSBC, 아베노믹스 전면 비판

 2) 피치(Fitch), 미국내 정치권 다툼 지속시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

□ 산업․시장 동향

 1) 소프트뱅크, 엔화 헤지 통해 스프린트 인수비용 20억불 절감

 2) 버드와이저 제조사 AB인베브, 미국내 소비자 집단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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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1) 1월중 미결주택매매 증가율 시장 전망치 큰 폭 상회

 o 지난 2월27일(현지시간) 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 1월중 미결주택매매 
지수가 전월비 4.5% 증가한 105.9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전망치 1.9%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2010년 4월 이후 최고치
   - 한편 지난해 12월중 상승률은 -4.3%에서 1.9%로 수정 

 o 이는 최근 美주택시장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면서 개선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

2) 1월중 신규주택매매건수 최대 증가

 o 지난 2월26일(현지시간) 미상무부는 1월중 신규주택매매건수가 전월비 
15.6% 증가한 43만7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전망치 38만 채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결과로 신규주택매매
건수는 지난해 12월의 3.8% 감소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o 전문가들은 1월중 신규주택매매건수가 2008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금년 신규주택 시장의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최근 재고량이 낮아지고, 압류건수도 대폭 감소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주택매입여력이 매우 높고 신생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

 
 o 한편 지난 1월 신규주택 중간 매매가격은 전년동월비 2.1% 상승한 

22만6,400달러를 기록

3) 2월중 소비자기대지수 3개월래 최고치 기록

 o 지난 2월26일(현지시간) 미국 컨퍼런스보드는 2월중 소비자 기대지수가 
전월 58.4에서 69.6으로 상승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전망치 62.0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이며 201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 

 o 전문가들은 최근 실업률이 안정될 정도로 고용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자들의 신뢰감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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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주요 경제 지표 

주요 
경제 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2 2013

11 12 01 02

개인소득 전월비(%) 0.4 0.3 0.3 1 2.6

개인소비지출 전월비(%) 0.4 0.3 0.3 0.4 0.2

저축률 % 5.3 4.2 3.4 4.1 6.5

산업생산 전월비(%) 0.5 0.3 0.2 1.43 0.38 -0.1

기업재고 전월비(%) 0.7 0.6 0.4 0.2 0.1

설비가동률 % 74.4 76.8 78.7 79.1 79.3 79.1

소매매출 % 0.6 0.6 0.4 4.2 4.8 4.4

소비자 물가 전월비(%) 0.1 0.3 0.1 -0.2 0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 54.5 58.1 67 71.5 66.7 58.6 69.6

ISM 제조업지수 - 57.2 55.2 51.7 49.9 50.2 53.1

건설지출 십억$ 802.7 777.5 772.6 876.9 885

건축허가건수 천호 603.4 624.3 800.5 900 909 925

신규주택 착공건수 천호 586 612 780.5 841 973 890

신규주택판매 천호 320.9 306.8 365.6 398 369 437

기존주택판매
백만호

(연율)
4.8 4.3 4.7 5 4.9

비농업 일자리수 천 개 85.6 153.3 180.8 247 196 157

실업수당 청구건수 천 건 2011 1768 1623.6 1994 1436 1411

실업률 % 9.6 9.0 8.1 7.8 7.8 7.9

무역수지 십억$ -41.7 -46.7 -43.8 -48.7 -38.5

재정수지 십억$ -106.3 -104.1 -88.3 -172.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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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1) HSBC, 아베노믹스 전면 비판

 o 지난 2월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최대 은행 HSB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디플레이션 타개책이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

   - HSBC는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는 한국과 독일 등 일본의 

수출 경쟁 상대국 무역수지 악화 야기

  - 통화완화 정책으로 풀린 자금은 단기투기자금(핫머니) 유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o 한편 HSBC는 향후 수년간 세계가 직면할 큰 위험으로 경상수지 적자의 

급격한 확대, 핫머니 유입, 자본 규제 확산 등이 될 것이라고 지적

2) 피치(Fitch), 미국내 정치권 다툼 지속시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

 o 지난 2월27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예산과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다툼이 지속되면 미국의 최상위 등급(AAA)을 강등

할 수 있다고 경고 

  - 피치는 미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가 발동되고 정부 폐쇄로 

이어지더라도 곧바로 신용등급 강등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최상위 등급 유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감축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합의가 도출될 것이란 신뢰(confidence)를 떨어뜨릴 것

이라고 지적 

 o 한편 피치는 2011년부터 미국의 최상위 등급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견지하고 

있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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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장 동향

1) 소프트뱅크, 엔화 헤지 통해 스프린트 인수비용 20억불 절감

 o 지난 2월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이동 통신업체 소프트뱅크社가 

스프린트넥스텔 인수 협상에서 인수비용을 헤지해 최소 20억 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도 

  - 소프트뱅크는 스프린트넥스텔 인수시 201억 달러의 인수비용 지급과 관련, 

엔/달러 환율을 82.2엔으로 고정, 이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

   ·엔화가치는 지난해 10월 15일 협상 당시보다 약 14% 하락 

 o 전문가들은 소프트뱅크가 엔화의 움직임에 대해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의 헤지는 눈에 띈다고 평가 

2) 버드와이저 제조사 AB인베브, 미국내 소비자 집단소송 피소

 o 지난 2월27일(현지시간) 외신들은 토마스 그린버그와 제랄드 그린버그 형제가 

최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연방 법원에 AB인베브가 맥주에 물을 섞는 

방식으로 라벨에 포시된 것보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제품을 계속 판매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 

  - 이들은 소장에서 AB인베브의 알코올 도수를 과장한 것은 펜실베니아의 소비자 

보호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AB인베브가 물을 섞어 맥주 양을 늘리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해왔다고 주장 

  - 또한 AB인베브가 알코올 도수를 속였다고 의심받는 제품들은 버드와이저 

뿐 아니라 버드아이스, 버드라이트 플래티넘, 버드라이트 라임 미켈롭, 

킹코브라, 블래크라운, 부시아이스 등 10개 제품에 이른다고 주장

 o 한편 AB인베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알코올 표시 정책을 완전하게 따르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