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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실업수당 청구 4주만에 감소, 예상 하회

 o 지난 8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만 6천건 감소한 31만 9천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인 32만 5천건을 하회하는 수준

 
  -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한 수치가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분석

  
 o 변동성을 줄여 전반적인 노동 시장의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은 32만

4천 750건으로 전주보다 4천 5백건 증가

  
 o 지속적으로 실업수당 지급 혜택을 본 인구 수는 지난달 26일 현재 269만명

으로 7만 6천명 감소

 o 한편, 지난주 4월 실업률이 6.3%를 기록, 전월대비 0.4%p 하락하면서 2008년 
9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도 28만 8천개 증가, 2012년 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인 바 있음

2) 1/4분기 생산성 1.7% 하락

 o 지난 7일(현지시간) 노동부는 1/4분기 생산성이 연율 1.7% 감소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1.1% 감소를 상회 , 전년 1/4분기 생산성은 

2.3% 증가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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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은 감소의 원인으로 한파의 영향으로 인한 1/4분기 미국의 비농업부문 

생산성 하락을 지적

 o 한편, 1/4분기 단위 노동비용은 연율 4.2% 증가해 전문가들의 예상치 2.8% 이상 기록

3) 월가은행 순익 계속 감소세

 o 지난 6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천은 보스턴 컨설팅그룹(BCG) 보고서를 인용, 

월가 은행들의 순익이 향후 2년간 45%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은행들은 비용 절감 등으로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분석

  - JP모간체이스는 최근 미 대형은행의 올해 순익이 전반적으로 저조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o 은행은 상업과 산업 대출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신용카드 사업이 크게 부진해 

대출은 약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

 o 또한 트레이딩 매출이 줄고 모기지 뱅킹이나 지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o 한편, Fed는 최근 JP모간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형은행들이 

시스템상 높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15개 금융사에 대해 추가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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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유럽중앙은행, 6개월 째 기준금리 동결

 o 지난 8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조달금리를 사상 최저점인 0.25%로 동결한다고 발표

  -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p 하락시킨 후 6개월 간 동결 

하고 있는 상황

  -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도 각각 0%와 0.75%로 동결

 o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지난달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0.7%로 

집계, 전월보다 0.2%p 상승한 것을 지적

  -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시기는 유로존의 중기 물가상승률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

 o 한편, 이날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 

자산매입 규모도 3750억 파운드로 유지한다고 발표

2) 글로벌 헤지펀드 2개월 연속 손실

 o 지난 7일(현지시간) 헤지펀드 분석업체 HFR은 헤지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이 

지난 3월 -0.33%를 기록한 데 이어 4월에도 -0.17%를 기록했다고 발표

  - 헤지펀드들이 두 달 연속 손실을 기록한 것은 2012년 4~5월 이후 처음으로, 

이 같은 실적은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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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지난달 가장 큰 손실을 낸 펀드매니저들은 지난해 큰 상승세를 기록했던 

기술주에 기대를 걸었던 매니저들로 분석

  - HFR은 기술 및 헬스케어 관련주에 투자한 헤지펀드매니저들은 평균 3.7% 손실 

기록,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손실률이라고 설명

 o 한편, 영국 헤지펀드사 슬론 로빈슨은 지난해 일본 엔화에 베팅했다가 연간 

20%라는 기록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짐

3) 그리스 실업률 5개월 연속 하락, 1년 만에 최저

 o 지난 8일(현지시간) 그리스 통계청은 2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26.5%로 전년동기대비 

26.7%보다 하락,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 전문가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대량 실업난을 겪는 그리스 고용시장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

 o 실업률은 지난해 9월 27.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5개월 연속 하락

  - 2월 실업자 수는 130만16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감소, 1월에 

비해서는 0.6% 감소

 o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그리스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3%로 7년째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으며 실

업률도 연말에 27.1%에 이를 것으로 예측

 o 한편, 그리스는 실업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5년 전인 2009년 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3배 수준이며 유로존 평균 실업률의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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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토요타, 지난해 순익 사상 최고, 전년대비 89%증가

 o 지난 8일(현지시간) 토요타는 2013회계연도 연간 순이익이 1조 8231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89% 증가, 지난해 사상 최고 순익을 기록했다고 발표

  -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74% 늘어난 2조 2921억엔으로 집계, 이는 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금융위기 이전인 2007회계연도 이후 6년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

 o 전문가들은 일본 국내는 물론 북미에서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인 데다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 채산성이 높아진 점 등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

 o 한편, 올해는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2014회계연도 순이익이 2% 감

소한 1조7800억엔, 영업이익은 0.3% 증가한 2조 3천억엔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2) 세계 차 생산량 2021년까지 25% 증가

 o 지난 8일(현지시간) FT는 자동차 시장조사 기관 IHS오토모티브의 보고서를 

인용,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2021년까지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2021년까지 연간 2100만대 늘 전망, 해마다 생산량이 

3.5%씩 증가해 2021년에는 증가율이 25%에 이를 것으로 예상

 o 중국과 신흥국 일대의 과잉생산에 대한 고민은 유럽과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계 자동차 수요도 함께 회복돼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2021년까지 1020만대 증가한 3천만대로 예상

했으며,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의 자동차 생산량도 연간 500만대 증가할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