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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5월 중 생산자물가지수(PPI) 확정치 전월비 0.2%하락, 전망하회

 o 지난 13일 미 노동부는 5월 중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대비 0.2%하락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전망치인 0.1% 상승을 하회, 4월 중 기록인 0.6% 상승보다 낮은 결과

 
  - 항목별로는 식료품 물가가 전월비 0.2% 하락, 휘발유 가격은 0.9%하락, 

서비스 부문의 물가 역시 0.2% 하락을 기록

  
 o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에너지와 서비스업 등에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

  

2) 미국 주요 대기업들, 세금회피 위해 현금만 5천억 달러 빼돌려

 o 지난 12일 FT는 미국 내 주요 14개 미국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들

이 미국 밖에 예치한 현금자산이 도합 4,79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보도

  - 미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3년 말 기준으로 추산한 미국 기업들의 해외 

현금자산 총액이 9,470억 달러임을 고려하면 절반을 초과하는 규모

  - 미국 대기업들이 비싼 국내 법인세를 피해 현금 자산을 해외로 빼돌려 지난 

8년간 평균 25%의 세율을 절약했다고 지적

 o 해당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MS), 구글, 애플 등 정보기술 (IT) 기업 및 

화이자 , 머크 등 제약업체들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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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가 해외에 맡겨놓은 현금자산이 전체의 91%, 애플은 80%, 구글은 58%로 

회사 현금의 절반 이상이 미국 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머크, 화이자, 브리스톨마이어스큅 등 제약회사들 역시 각각 85%, 

80%, 75%의 막대한 현금을 해외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짐

o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버뮤다, 스위스 법인등지에 보관해 막대한 절세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

o 또한, 이들 기업은 지난 2004~2006년, 2011~2013년에 각각 7.7%의 세율을 절감,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10%의 세율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

o 한편, 지난달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향후 2년간 미국 기업이 절세 목적으로 해외 

법인을 세우기 위해 시도하는 인수합병을 잠정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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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유로존, 4월 중 무역흑자, 예상상회

 o 지난 13일 유럽 통계청 유로스타트는 계절조정을 감안하지 않은 유로존의 4월 중 

무역흑자 규모가 157억 유로를 기록, 무역흑자 규모가 예상보다 개선되었다고 발표

  - 이는 전망치인 139억 유로를 상회한 결과지만, 3월 중 기록한 167억 유로 흑자

기록 보다는 낮은 결과

 o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수입이 전년대비 3% 감소한 데 비해 수출은 

1% 감소에 그쳐 4월 중 무역수지 흑자를 예상보다 개선시켰기 때문으로 분석

 o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연합(EU)의 1/4분기 대러시아 수출이 

전년대비 12% 감소, 수입도 전년대비 9% 감소한 바 있음

  
2) 중국, 5월 중 산업생산 8.8% 증가

 o 지난 13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5월 중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했다고 보도

  - 이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로 경기가 

안정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o 한편,  동기간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 이는 전월치인 11.9%와 

전망치였던 12.1%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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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라크 내전으로 유가 급등, 세계경제 회복 발목

 o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는 이라크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국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발표

  -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월 인도분은 배럴당 전일비 2.0% 급등한 106.53달러에 마감,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의 최고 수준

 o 사상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뒀던 뉴욕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

  
  - 다우지수는 전일비 109.69p(0.65%) 하락한 1만 6734.19 기록, S&P500 지수는 

13.78p(0.71%) 하락한 1930.11로 마감, 나스닥 지수 역시 34.30p(0.79%) 하락한 

4297.63으로 거래를 마감   

 
 o 한편, 전문가들은 리비아, 나이지리아 석유 수출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이라크도

하루 400만 배럴이 넘는 석유공급 감소를 겪을 수 있으므로 유가가 향후 

배럴당 10~15달러 더 오를 것으로 전망

【 산업 ․시장 동향 】�

1) 미국,‘광우병 우려’쇠고기 1.8톤 리콜

 o 지난 12일 CNN은 식품업체 ‘프루트랜드 아메리칸 미트'가 광우병과 연관이 

있는 척수 신경절을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약 1.8톤을 리콜 

했다고 보도

  - 이번에 리콜 된 소고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만들어진 제품으로

코네티컷에 위치한‘Whole Foods’물류센터를 거쳐 뉴욕과 미주리주 , 

뉴잉글랜드의  소매점 등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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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미 농무부(USDA)는 이번 리콜 조치에 대해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은‘클래스2'로 분류

 o 한편, 광우병은 1996년 최초 발견 이래 현재까지 12개국에서 229명의 환자가 

감염된 바 있음

  
2) 마이크로소프트(MS), 미 정부 수색영장 기각 신청

 o 지난 11일 CNN머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정부가 발부한 수색영장에 

대해 기각 신청을 했다는 법원 기록이 공개됐다고 보도

  - 미국 정부는 국제적인 돈세탁 범죄와 마약 조직 소탕을 위해 MS의 e메일 

서버 압수 수색을 시도, 그러나 MS는 e메일 서버가 미국령이 아닌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기때문에 수색 영장이 발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 

 o 미국 검찰은 이에 대해 디지털 정보가 미국에서 미국인에 의해 접근 가능하

기에 압수 수색이 합당하다고 주장

 o 한편, 이번 사례는 국경이 명확하지 않은 디지털 정보에 관련된 미 사법권의 

역할에 대한 것이어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기술기업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