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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S&P, 모기지 등급 부정 혐의로 조사

 o 지난 3일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S&P가 모기지 채권 등급을 

은행에 유리하게 책정했다는 혐의로 뉴욕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

  - 에릭 슈네이더만 뉴욕 검찰총장은 S&P의 모기업인 맥그로힐이 2011년 등급을 

매긴 6곳이 문제가 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

  
 o S&P는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2011년 상업모기지채권의 등급을 

잘못매겼다는 혐의로 '웰스 노티스'(Wells Notice)1)를 받은 바 있음

 o 한편, S&P는 연방정부로부터 모기지채권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상태로 연방정부는 S&P에 50억달러의 벌금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국채가격, 반발 매수에 상승

 o 지난 6일 FT는 미국 국채가격이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뉴욕 증시 

약세 등으로 인해 상승했다고 보도 

  - 이날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날보다 1.4bp 내린 2.4%를 기록했으며 ,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날보다 3.3bp 하락한 1.7%를 나타냈고, 3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 거래일과 비슷한 3.1%를 기록 

1)  웰스 노티스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에 해명을 요구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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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는 국채가격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의 유입이 국채가격 반등을 이끌었던 

결과이며, 또한 미연준이 발표한 9월 고용시장지수(LMCI)가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 역시 국채가격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짐 

  - 고용시장지수는 실업률과 시간당 평균임금, 시간제 근로자수, 고용인력 참여율 등 

19개 고용시장 관련 통계를 종합해 산출한 지수로서, 미연준이 이날  공식 발표한 

지난달 고용시장지수(LMCI)는 2.5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결과

【 해외 경제 동향 】�

1) 일본, 공무원 월급 7년만에 0.27% 인상

 o 지난 7일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7년만에 공무원의 월급을 평균 0.27％, 

상여금을 0.15개월분 추가해 4.1개월분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보도

  - 일본 공무원들은 금년 연봉으로 평균 1.2％(7만9000엔) 늘어난 661만8,000엔

(약 6496만원)을 받게 될 전망

 o 반면, 민간 기업보다 보수가 많은 55세 이상 공무원의 급여는 동결

 o 전문가들은 월급 인상 결정이 민간 기업과 보수 격차가 큰 젊은층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고 분석

 o 한편, 일본은 불황 등을 이유로 2008년도부터 국가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 

동결해온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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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BOJ 통화정책 유지, "경기 완만한 회복세"

 o 지난 7일 BOJ(일본은행)는 6일부터 이틀간의 회의 끝에 연간 본원통화 규모를 

60조~70조엔 확대하는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

  - 이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 

 o 한편, BOJ의 발표 이전 109엔대 초반을 보이던 엔/달러 환율은 108엔대 후

반으로 하락, 지난 1일 엔/달러 환율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10.09달러를 기록한 바 있음

 o 이에 따라, 기존 기조를 유지하며 통화규모확대에 따른 소비세율 인상에 의해 

갑작스러운 수요의 반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생산을 중심으로 약한 움직임도 

보일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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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HP, 내년 중 PC 사업 분사 결정

 o 지난 5일 WSJ은 세계 벤처기업 1호로 불리는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 휴렛 

팩커드(HP)가 내년 분사할 예정이라고 보도

  - HP의 멕 휘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이르면 6일 회사를 개인용 컴퓨터(PC)

및 프린터 전문회사와 기업용 하드웨어및 서비스 업체로 나누는 분사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발표

 o 최근 회사의 주력 분야였던 PC 부문 등이 침체를 겪으며 경영 악화에 시달려옴에 

따라 수익성 회복을 위한 고육책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됨

 
 o 한편, HP는 올해 2/4분기 27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

  -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5월 전 세계 임직원의 10%인 3만4,000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