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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1) 3월중 시카고PMI 55.9…지난 8월래 최저

 o 지난 31일(현지시간)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는 3월중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의 59.8에서 하락한 55.9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미국 중서부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2) 美기업, 해외에 거액 현금 보유..경기회복에 독

 o 지난 31일(현지시간) FT는 미국 기업들이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거액의 보유 현금을 쌓아두고 있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제기

   - 무디스는 지난 2013년중 기업들이 해외에 둔 현금 규모가 전년비 13% 증가한 

9,470억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

 o 한편, 전문가들은 금년말 미 기업들의 보유 현금 규모가 1조 6400억 달러로 증가, 

전년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미연방수사국(FBI), 월가 초단타매매거래(HFT) 광범위 수사

 o 지난달 31일(현지시간) WSJ은 FBI 고위 관계자 및 대변인 등의 말을 인용, 

FBI가 HFT 트레이더를 대상으로 초단타매매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고 보도

 
   - 이는 일부 HFT 트레이더가 일반 투자자에겐 공개되지 않은 주문정보를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거래에 먼저 나서면서 이익을 취했는지에 대한 조사로 

최근 월가에서 진행되는 거래들이 자동 전산화되면서 시스템 매매에 관한 

조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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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관련,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법무장관은 금융정보 제공업체들이 

HFT 트레이더들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투자정보를 사전에 제공했는지를 

조사해왔다고 밝힘

 o 한편, 초단타거래는 지난 2010년 5월 다우지수가 순식간에 1000p가량 곤두박질쳤던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의 원인으로 알려진바 있음

□ 해외 경제 동향

1) '트리플A' 국채, 글로벌 채권시장 '넘버2'로 전락

 o 지난 1일(현지시간) FT는 금년 들어 국제 채권시장에서 더블A 국채가 트리플A 

국채 규모를 압도했다고 보도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트리플A 

등급을 내준 국채의 비중은 지난해 34.5%에서 올해 32.3%로 감소

  - 반면, 더블A 국채 비중은 34.3%에서 36.6%로 증가

 o 특히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트리플A 등급을 받은 '9A' 클럽 국채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 지난 2011년 8월 미국이 S&P로부터 트리플A 등급을 박탈, 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재정악화로 최고 등급 상실, 최근 네덜란드마저 9A 클럽에서 
퇴출되었기 때문

 o 이로써 9A 클럽의 국채 규모는 3대 신용평가사가 등급을 매긴 전체 국채 

가운데 11%인 5조 9,000억 달러로 지난 1년간 6% 감소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전인 2007년에 비하면 62% 급감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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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3월 HSBC 제조업 PMI 48.0..8개월래 최저

 o 지난 1일(현지시간) HSBC와 마킷이코노믹스는 중국의 3월 제조업 PMI가 

48.0(확정치)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o 이는 예비치인 48.1과 전망치 48.1을 모두 하회, 지난 2013년 7월 이후 

최저치로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를 고조시킴

3) 스위스 공정위, UBS, 크레디트 스위스 등 8곳 환율 조작 혐의 조사

 o 지난 3월31일(현지시간) 스위스 공정위는 스위스 UBS, 영국 바클레이스를 포함, 

대형 은행 8곳이 환율과 관련해 비밀정보를 공유하고, 거래를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며, 조사가 진행되면서 다른 

은행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표

  - 주요 외신들은 스위스 공정위가 UBS, 크레디트스위스(CS), 줄리어스 베어, 

취리히 칸톤은행 등 스위스 은행 4곳과 영국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미국 JP모간체이스, 씨티그룹 등 외국 은행 4곳이 담합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

 o 한편, 이들 8개 대형 은행 외에 도이체방크(독일), 골드만삭스(미국), HSBC(영국) 등 

역시 각국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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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장 동향

1) 러, 우크라이나 공급 가스 가격 44% 인상

 o 지난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44% 인상했다고 보도

  -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은 이날 2/4분기부터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가스 가격을 1,000㎥당 기존 268.5달러에서 385.5달러로 43.5% 인상한다고 발표

 o 가즈프롬은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가스 공급 계약에 따른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이미 지난해 초부터 17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체불하고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힘

 o 한편,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2분기부터 공급 가격을 10%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음

2) 맥도날드 "유럽 인력 부족, 경제 회복 장애물" 경고

 o 지난 30일(현지시간) FT는 유럽 38개 시장에서 42만5,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맥도날드가 유럽의 고용시장 악화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 전문가들은 맥도날드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인력 절벽(workforce cliff)' 으로 인해 

고용시장에 젊은 층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나이든 인력도 

대거 시장을 이탈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유럽의 고용시장 하방 압력이 경제 회복 유지를 방해, 노동 인구가 

증가세를 멈추면 경제는 생산성에 타격을 입고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