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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美수사당국, 파나소닉의 뇌물제공협의로 수사 진행



□ 미국 주요 경제지표 

주요 경제 지표 단위 2011 2012
2012 2013

11 12 01 02 03

개인소득 전월비(%) 0.3 0.3 1 2.6 -3.6

개인소비지출 전월비(%) 0.3 0.3 0.4 0.1 0.2

저축률 % 4.2 3.4 4 6.4 2.4

산업생산 전월비(%) 0.3 0.2 1.23 0.14 0.15 0.75

기업재고 전월비(%) 0.6 0.4 0.2 0.3 1

설비가동률 % 76.8 78.7 77.8 77.8 77.8 78.3

소매매출 % 0.6 0.4 0.5 0.5 0.2 1.1

소비자 물가 전월비(%) 0.3 0.1 -0.2 0 0 0.7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 58.1 67 71.5 66.7 58.4 68 59.7

ISM 제조업지수 - 55.2 51.7 49.9 50.2 53.1 54.2

건설지출 십억$ 777.5 850.6 892.4 902.6 883.2

건축허가건수 천호 624.3 800.5 900 909 904 939

신규주택 착공건수 천호 612 782 841 982 910 917

신규주택판매 천호 306.8 366.3 394 381 431 411

기존주택판매
백만호

(연율)
4.3 4.7 4.96 4.90 4.94 4.98

비농업 일자리수 천 개 153.3 182.8 247 219 119 236

실업수당 청구건수 천 건 1768 1623.6 1994 1436 1411 1423

실업률 % 9.0 8.1 7.8 7.8 7.9 7.7

무역수지 십억$ -46.7 -43.8 -48.2 -38.1 -44.4

재정수지 십억$ -104.1 -88.3 -172.1 -0.3 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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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1) 4/4분기 경제성장률 최종치 0.4%로 확정

 o 지난 3월28일(현지시간) 미상무부는 지난 201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최종치(3차 발표)가 연율 0.4%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앞서 발표된 0.1%를 상회, 다만 전문가 전망치 0.5%보다는 소폭 
하회한 결과 

  - 미국 경제성장률은 국방비의 대폭 축소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중 3.1%
에서 4/4분기에는 0.4%로 급락한바 있음 

 o 한편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새로운 장비 투자에 나서고 대폭 감소한 재고를 
벌충하며 이번 분기 미국 경제 회복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2) 3월중 제조업 PMI 전월비 소폭 상승, 확장세 지속

  o 지난 4월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3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최종치가 54.6으로 잠정치인 54.9보다 하락했다고 보도

   - 이는 전월의 54.3보다 0.3p 상승한 결과로, PMI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인 오름세를 기록, 2월에 한차례 하락 후 한 달 만에 다시 반등

 
 o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신규 주문과 고용이 늘어난 게 지표 개선에 

힘을 실어줬다고 분석
 
3) 美증시 호황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 거품 경고

 o 지난 3월31일(현지시간) NBC뉴스는 미국 뉴욕증시가 계속 호황인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이 거품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보도

  - NBC뉴스는 S&P500지수가 지난 13주간 11주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 
10개월간 무려 25%가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07년 10월의 폭락과 
더불어 2000년의 닷컴 거품 붕괴 등의 기억을 더듬게 하고 있다고 지적

 o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증시 호황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

  - 그린스펀 前FRB의장은 현재의 증시 호황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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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것도 증권시장의 주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FRB 현 의장인 벤 버냉키는 최근 기자들에게 경제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가 호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음

 o 반면, 최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유명 투자가 짐 로저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S&P500지수의 사상 
최고치는 FRB가 만든 인위적인 기록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여전히 더딘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

  - 또한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 역시 주식시장이 실물경기와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뉴욕증시의 거품을 경고

 o 한편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예산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데이비드 스톡맨도 
FRB의 양적완화 조치가 주식시장에 엄청난 돈을 풀었지만 이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결국 경제에 거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 

  - 그는 만약 거품이 터진다면 지난 2008년 같은 구제금융조치를 통해 
또다시 회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 해외 경제 동향

1) 러시아, 미국이어 ‘제2의 셰일가스 혁명’도전

 o 지난 3월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가 시베리아에 매장된 

셰일가스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에 이어‘제2의 셰일가스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보도

   - FT는 루크오일과 로스네프트, 가스프롬네프트 등 러시아 석유업체들이 

바체노프 지역에서 셰일가스 시추 프로젝트에 돌입, 이를 통해 기존 유전의 

생산량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

   - 셰일가스는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암석(셰일층)에 존재하는 천연가스로 

매장량이 풍부해‘제2의 석유’로 불릴 정도로 기대 받는 에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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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한편,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산업이 발달돼 있으며 

서유럽과 달리 환경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아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혁명’을 

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고 전망

   - 전문가들은 바체노프 셰일가스전을 개발할 경우 하루에 러시아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5%에 해당하는 50만 배럴의 가스가 생산 가능할 것으로 추산

 
 o 반면, 일부에서는 미국과 달리 러시아에서의 셰일가스 혁명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 러시아 지질환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로 미국과 

러시아의 자연환경이 달라 셰일층 깊숙이 시추관을 넣는 수평정 시추 

기술 등이 러시아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

2) 김종훈(前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 워싱턴포스트 기고

 o 지난 3월31일(현지시간) 김종훈 前미래창고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워싱턴

포스트(WP)에‘민족주의에 좌절된 조국 복귀의 꿈(A return to South 

Korea, thwarted by nationalism)’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기고

  - 그는 기고문에서 정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었음에도 단번에 장관직을 수락했던 것은 순진한 결정이었다고 언급

   - 또한 변화에 강하게 저항하는 정가와 관가 및 일부 재계에서 국적과 

충성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관직 임명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며, 인터넷은 물론 주류 언론들까지 마녀사냥과도 같은 독설로 

가득 찬 반응들을 쏟아냈다고 회고 

 o 한편, 그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 중심 경제를 발전시켜 온 한국이 청년 실업, 인도와 

중국 등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 또한 한국이 혁신을 이루기 위한 

모델로 초국적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스라엘의 사례를 예로 들음

  - 아울러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민족주의를 배척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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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장 동향

1) 美연방거래위원회(FTC), 페이스북의 MS광고회사 인수 승인

 o 지난 3월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광고 플랫폼 

인수를 추진 중인 페이스북이 미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antitrust) 

승인을 획득했다고 보도 

  - 페이스북은 지난 3월28일(현지시간) 구글과의 온라인 광고 시장 경쟁을 위해 

MS의 광고플랫폼인 아틀라스 인수를 공식화한바 있음 

 o 한편, FTC는 이날 페이스북의 아틀라스 인수에 대한 세부조건을 알리지 

않은 채 승인을 허가한다고 발표 

2) 美수사당국, 파나소닉의 뇌물제공협의로 수사 진행

 o 지난 3월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나소닉이 미국에서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

   - 파나소닉의 자회사인 파나소닉 애비아닉스(PAC)는 항공사 직원 및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당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짐

   - PAC는 항공기 기내 엔터테인먼트와 통신 시스템 관련 기기를 생산하는 

회사로 캘리포니주에 본사를 두고 있음

 o 한편, WSJ는 PAC의 법률팀이 지난 1월 직원들에게 파나소닉이나 PAC가 

항공사 직원 및 정부 관리에게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단서가 될 문서가 

있으면 이를 폐기하지 말고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

  - PAC의 법률팀은 당국의 이번 수사에 대해 회사측은 협력할 것이라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