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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연준, 양적완화 10월 중 종료 공식 합의

 o 지난 9일 연준(Fed)은 오는 10월 중 양적완화(QE)를 종료할 것으로 합의

  - 2012년 9월 매달 850억달러 규모로 시작한 연준의 3번째 양적완화(QE3)는 

오는 10월 중 FOMC 회의에서 150억달러 감축 결정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

  
 o 한편, 연준은 이달 29~30일, 9월 16~17일 두 차례 FOMC에서 각각 100억달러, 

10월 FOMC에서는 150억달러 감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

2) 경기회복으로 창업 급증

 o 지난 13일 USA투데이는 창업자들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점차 완화되

면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

   - 미국의 신규 창업은 지난 2007년 65만6천개에서 2010년 50만7천개로 크게 

감소했다가 2011년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o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지난해 4,700개에서 올해에는 5,700개로 늘어날 전망

 o 5월 중 소비자 대출과 부동산 대출을 제외한 상업 및 산업(C&I) 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1조 7천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후 저점이었던 4년 전의 

1조 2천억 달러대비 증가한 결과

  - 미국 내 상위 25개 상업은행에서 C&I 대출은 지난 1/4분기에 전 분기 대비 

10.5% 증가한 바 있음

 o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창업 대출 승인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주택 가격 
상승이며, 기업가들이 주택을 대출 담보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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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유로존, 5월 중 산업생산 전월비 하락

 o 지난 14일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가 유로존의 5월 중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고 발표

  - 이는 2012년 9월 이래 최대 하락폭인 것으로 알려짐

 o 지난 4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8% 상승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발생

  

2) 브릭스‘탈 달러화’3종 세트 마련 계획

 o 지난 14일 브라질 메체에 따르면 브릭스(BRICS)는 오늘 15일 브라질 정상회담

에서‘탈 달러화’를 위한 3종 세트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

  - ‘브릭스 개발은행(NDB)’,‘브릭스 긴급외환지원기금(CRA)’,‘브릭스 

에너지 연맹 설립’ 등이 마련될 전망 

 o 이는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항하려 하기 때문 

    
 o 우선 브릭스 개발은행은 오는 2016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해 브릭스 

국가 간 결산 및 대출업무를 담당할 예정

  
  - 개발은행은 초기 자본금으로 각국이 1백억 달러씩 출자해 5백억 달러를 조성한 

이후 향후 7년 내에 자본금을 1천억 달러로 확대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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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또한, 브릭스 국가 중 금융위기 발생 시 지원을 목적으로 한‘미니 IMF’ 

성격의 CRA도 조성

  - 브릭스 국가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이 410억달러, 남아공이 50억달러, 
나머지 국가들이 180억달러를 출자해 1천억달러 규모로 조성할 계획

 o 아울러 브릭스 에너지 연맹을 설립하고 산하에 에너지 비축은행과 에너지 

정책연구소도 설립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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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에어버스, 새 A330기로 드림라이너에 맞수 

 o 지난 13일 FT는 에어버스가 경쟁사 보잉의 드림라이너와 경쟁할 수 있도록 

사양을 개선한 새로운 A330기‘A330네오’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

  - ‘A330네오’는 에어버스의 인기가 높지만 낡은 모델 'A330'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롤스로이스 엔진을 장착해 파워를 높이고 연료 효율을 14% 개선한 것

 o 에어버스는 보잉이 선두주자로 있는 대형 항공기 시장에 사양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A330네오'를 통해 승부수를 던진다는 전략

2) 인텔, 저가 태블릿 시장 공략

 o 지난 13일 WSJ은 세계 최대 반도체 칩 생산업체 인텔이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선전 내 중소형 태블릿 생산 공장들과 협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

  - 인텔은 최근 PC시장이 태블릿과 스마트폰 보급에 밀려 침체되면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 중소형 저가 태블릿 생산 공장들과 손을 잡는다는 전략임

 o 일반적으로 애플의 태블릿 가격은 299달러부터 시작, 반면 중국 토종 브랜드

들은 태블릿을 훨씬 저렴한 약 48달러 선에 판매

 o 한편, 시장조사업체 IDC는 1/4분기 전 세계 태블릿 출하량 가운데 애플과 삼성의 

점유율이 1,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5위 밖 기타 비중이 34.2%로 상당히 높음

 
  - IDC는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하되는 태블릿 가운데 44%가 중국 

선전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