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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1) 11월 중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10.2, 전망하회

 o 지난 17일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1월 중 엠파이어스테이트 (뉴욕주) 

제조업지수가  10.2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10월 중 기록(6.2)에서 4p 상승한 것이지만, 전문가 전망치인 12.00을 

하회하는 결과 

  
 o 전문가들은 9월 중 기록인 27.5을 크게 하회하는 6.2와 10.2를 연달아 기록한 

것은 제조업 활동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

 o 한편, 0을 하회했던 신규주문지수는 0이상으로 상승했지만 수주잔고, 평균

고용인노동주 등은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금년 M&A� 시장 1조 5,000억달러 돌파할 듯

 o 지난 17일 WSJ은 올해 미국 기업들의 인수·합병(M&A)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1조 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 

 
  - 딜로직에 따르면 금년 초부터 지난 14일까지 성사된 미국 기업의 M&A는 

1조 3,540억달러로,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종전 최고치인 지난 1999년 

기록(1조 3520억달러)을 초과한 기록

 o M&A 시장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의 인수 활동도 활발해졌기 때문

 o 한편, 올해 주요 M&A 사례로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190억 달러), AT&T의 

디렉티비인수(485억 달러) 등이 있음



- 2 -

【 해외 경제 동향 】�

1) 중국-호주 FTA 체결

 o 지난 17일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은 중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고 보도

  - FTA는 협상을 시작한지 9년만에 결실을 맺는 것으로 협상 타결은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주를 방문한 사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짐

 o 호주 정부는 이번 FTA로 연간 200억호주달러(미화 175억달러) 상당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

  - 호주는 주력 수출품인 농ㆍ축산물과 와인, 유제품, 분유 등을 단계적으로 

관세 없이 중국에 수출할 예정 

  
2)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기준금리 인상

 o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75%로 0.25%p 인상했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o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날 유가 보조금을 삭감해 저소득층을 지원할 것이라며 

연료 가격을 30% 상승시킨다고 발표하여 물가상승 우려를 조성한 바 있음

 o 한편, 인도네시아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4.83%로 전월대비 0.3%p 증가

  - 이는 지난 6월의 물가상승률(6.7%)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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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트라피규라, 거래업체 최초로 정보공개 동참

 o 지난 17일 FT는 세계 3위 원유거래업체 트라피규라가 자원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에 동참, 상품거래업체로는 최초로 채굴산업투명성운동기구

(EITI) 가입을 결정했다고 보도

  - EITI는 석유, 가스, 금속 등 천연자원 수출국 및 관련기업, 홍보단체들로 구성된 

자발적 국제협력단체 

  - 천연자원 매출과 관련한 지불 비용 공개를 통해 자원거래 투명성 증대가 목표

 o EITI는 현재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3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으며 17

개국이 가입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짐

 o 이번 EITI 가입으로 트라피규라는 내년부터 연례 보고서에 국영석유기업들과의 

모든 거래 내역을 공개할 방침

   - 또한, 자원국에 대한 자원 거래대금 관련 정책도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

 
 o 한편, 현재까지 회원국 중 차드와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이 

원유 및 가스 매출을 공개했으며, 다른 회원국들도 연말까지 매출 정보를 밝힐 

것으로 기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