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3월� 17일(화)

【� 미국�경제�동향� 】� �

�

� 1)� 2월� 산업생산�전월대비� 0.1%� 상승,� 예상�하회

【� 해외�경제�동향� 】�

� 1)� 3월� ZEW� (독일�민간경제연구소)� 투자신뢰지수,� 전망� 하회

【� 산업․시장�동향� 】�
� 1)� 핀터레스트�몸값� 12조원으로�상승

【� 주미대사관�자료� 】�

� 1)� 미국�고병원성� AI� 발생�관련�동향�



【 미국 경제 동향 】� �

1) 2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0.1% 상승, 예상 하회

o 지난 16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계절 조정치를 적용한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발표 

 - 이는 직전월(1월) 수정치인 0.3% 감소보다는 개선된 것이지만 시장 전망치인 

0.3% 증가를 하회하는 결과, 

o 전체 산업생산의 75% 차지하는 제조업생산은 지난달 0.2% 하락

  - 3개월 연속 하락세, 이는 자동차생산이 3.0%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이 같은 

제조업 부진은 1분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신호로 풀이됨

o 지난달 광물 생산은 석탄, 석유, 가스 시추와 서비스가 줄은 결과로 4년래 최대 

감소폭인 2.5% 감소 , 반면 설비생산은 추위로 인한 난방용 기구에 대한 수요

의 증가의 결과로 지난 1972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인 7.3% 급증

  - 하지만 설비생산 호조가 제조업생산과 광물생산의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0.1% 증가에 그침

o 한편, 지난달 전체의 설비 가동률은 78.9%를 기록해 1월의 79.1%를 하회

  - 이는 3개월 연속 하락세이며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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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3월 ZEW (독일 민간경제연구소) 투자신뢰지수, 전망 하회

o 지난 17일 ZEW는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향후 6개월의 경기전망을 

조사한 지수가 3월에 2월(53.0)보다 개선된 54.7을 기록했다고 밝힘 

o 또한 지수는 시장 전망치인 59.4를 하회하였지만 5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014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그리스 불확실성이 유로존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 때문으로 분석

o 한편, ZEW 클레멘스 퓌스트 소장은 독일 경제 분위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스 채무 문제의 해결이 지지부진한 것이 회복 

기대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 

  - 수입물가지수는 17.9% 급락한 93.5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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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장 동향 】 

1) 핀터레스트 몸값 12조원으로 상승

 o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핀터레스트가 최근 3억 6700만달러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했으며 최대 2억 800만달러의 추가 자금조달을 추진

하고 있다고 보도

  - 이번 자금 조달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핀터레스트의 기업가치를 110억달러

(12조4000억)로 매김으로, 이는 지난해 5월의 50억 달러의 두배 수준

 o 핀터레스트는 창업 5년 만에 세계 3대 SNS로 부상, 가입자는 2011년 485만명에서 

지난 1월 현재 7580만명으로 급증 

  - 비즈니스인사이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달리 잘 정리된 미술관과 사진관, 

백화점을 보는 것 같은 효과가 핀터레스트의 강점이라고 언급

 o 한편, 핀터레스트는 지난 1월 디스플레이 관고를 새롭게 선보이며 가입자를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쇼핑을 많이 하는 여성층이 주요 

고객인 것을 고려해 이용자가 곧바로 쇼핑을 할 수 있는 구매버튼도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

  - 최근 SNS 광고시장이 커진 것 또한 성공비결로 볼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미국의 SNS 광고시장 규모가 2013년 51억 달러에서 2018년 15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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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대사관 자료 】 

 1) 미국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