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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5월 중 미결주택매매 전월비, 6.1% 상승

 o 지난 30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5월 중 미결주택매매가 전월비 6.1% 증가, 

4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보도

  - 미결주택매매는 3월 중 전월비 3.4% 증가로 저점으로 4월 중 0.5%증가하며 

상승세가 둔화됐다가 5월 중 급상승

   
 o 전문가들은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은 낮은 대출 금리에 고용상황이 개선됬기 

때문으로 분석

 o 한편, 신규주택판매 건수도 전월대비 큰 상승폭을 나타냄

  - 5월 중 신규주택판매 건수는 50만 4천건으로 전월대비 18.6% 증가, 이는 

2008년 5월 이후 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결과

2) 6월 중 ISM 제조업지수 55.3, 전망하회

o 지난 1일 미 공급관리자협회(ISM)는 6월 중 제조업지수가 55.3을 기록했다고 발표, 

이는 전문가 전망치 55.9를 하회하는 결과

  - 세부 항목별로는 고용지수가 52.8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생산지수는 전월 61에서 

60으로 하락

o 한편, 신규 주문지수는 전월 56.9에서 58.9로 상승하며 금년 최고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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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유로존 5월 중 실업률 11.6%, 예상하회

 o 지난 1일 유럽통계청(유로스타트)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유로존의 5월 중 

실업률이 11.6%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4월 중 실업률 수정치와 같은 수치로, 전문가 예상치인 11.7%를 하회

하는 기록

 o 전문가들은 높은 실업률은 경기 회복의 큰 위험 요소이며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는 

아마도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2) 상하이 자유무역구, 투자 제한 대상 대폭 감소

 o 지난 1일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시 발표한 190개 항목의 

투자제한 업종을 종전보다 51개(27%) 감소한 139개로 축소, 적용한다고 발표

  - 조정된 투자제한 대상 139개 가운데 골프장과 대형 테마파크, 문화재 경매, 

무기 제조업 등 29개는 완전 금지 대상이며 나머지 110개는 부분적인 규제를 

받을 것으로 알려짐

 o 한편,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명시된 금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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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제조업 PMI 연중 최고치 기록

 o 지난 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6월 중 제조업 PMI가 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1.0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지난해 12월 51.0 이후 6개월만에 최고치이며, 중국의 제조업 PMI는 4개월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음

 o 최근 중국 정부는 전면적인 경기 부양책 대신 선별적인 미니 부양책을 시행해온 

것으로 알려짐

  - 전문가들은 선별적인 미니 부양책은 지나친 저금리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신용 확장을 경계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7.5%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분석

 o 한편,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은행의 대출한도 계산 방식을 

조정해 대출 여지를 늘려주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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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크라이슬러, 6월 중 판매 호조, 9.2% 증가

 o 지난 1일 크라이슬러는 지난달 픽업트럭, 미니밴 판매 호조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고 발표

  - 지난달 17만 1,086대의 자동차 판매고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9.2%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

  - 이는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한 증가율을 5.9% 상회하는 결과
 
 o 한편, 지프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 미니밴 타운앤 컨트리와 그랜드 

카라밴의 증가율은 각각 24%, 22%로 집계됨

2) BNP파리바, 미 제재 위반 사상 최대 89억 달러 벌금

 o 지난 30일 WSJ은 프랑스 최대은행 BNP파리바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사상 최대인 89억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미국 사법당국과 합의했다고 보도

  -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수단, 이란, 쿠바 등 미국의 제재 대상국과 1,900억

달러가 넘는 달러 결제 거래를 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

 o 합의의 일환으로 BNP파리바에서는 임원 13명이 사임하기로 했고, 미국 내 달러 

결제 거래 일부가 1년간 중단될 예정

 o 이번 벌금은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 제재 위반 혐의로 부과된 것 가운데 최대 규모 

 o 한편, BNP파리바는 지난 5월 중 미국 부유층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고 

26억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한 크레디트스위스에 이어 글로벌 은행 가운데 10

여년 만에 범죄 혐의를 인정한 두 번째 은행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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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위터, 광고기술업체 탭커머스 인수

 o 지난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 트위터는 광고기술 업체 탭커머스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

  - WSJ은 인수 금액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트위터가 약 1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보도

 o 탭커머스는 소비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에 그들이 다시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타겟팅 광고 전문 회사로 알려짐

  - 주요 고객으로는 이베이와 팹이 있으며 페이스북과도 협력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탭커머스는 설립 이후 2년 동안 RRE 벤처스와 베인 캐피털 벤처스 등

으로부터 1,000만달러의 투자를 받은 바 있음

 o 한편, 트위터는 지난해 10월 모펍을 인수해 전 세계 10억대의 전화기와 태블릿에 

광고를 배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전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