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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

�
1) 국채 수익률 거의 변동없어, 베이지북(Beige Book) 영향

o 지난 4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Fed의 미국 경제동향 종합 보고서인 베이지북

(Beige Book) 발표로 10년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0.05% 오른 2.1230을 

기록하였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

o 한편, Fed는 이날 발표한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

2) 1월 제조업수주 0.2% 감소, 전망 하회

 o 지난 5일, 미 상무부는 지난 1월 제조업수주가 전월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

 o 반면,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사전 조사에서는 0.2% 증가가 예상됐었으며 

지난해 12월 제조업 수주는 3.5% 감소로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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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05% 동결

 o 지난 5일 유럽중앙은행(ECB)는 키프로스 니코시아에서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현행 0.05%로 동결, 하루짜리 예치금리는 -0.20%, 한계 

대출금리도 0.30%로 유지한다고 발표

  - ECB는 지난해 6월과 9월 기준금리/예치금리를 각각 0.10%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 0.75%였던 한계대출금리는 5월 0.35%포인트, 9월 0.10%포인트 하향됨

 o 이후 나올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ECB의 새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내놓을 예정으로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양적완화 종료 시기를 추정 가능

 o 앤서니 오브라이언 모건스탠리 채권 전략가는 양적완화의 세부사항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듣지 못했으며 드라기 총재가 정책에 대해 보다 충분한 설명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2) 中 올해 예산 17.1조 위안, "재정적자 더 늘린다"

o 지난 5일 중국 재정부는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힘

  - 올해 예산 중 중앙 부처에 편성된 예산(2조 5012억위안)에 한해 국방예산이 

전년대비 10.1% 증가한 8868억 9800만위안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2757억위안), 

식량·물자비축(1546억위안), 공공안전(1541억위안), 교육(1351억위안), 

일반 공공서비스(1004억위안) 순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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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보다 재정 적자 규모를 확대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방침 

  -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2.3% 수준인 1조 6200억위안으로 

지난해보다 7.3% 늘어난 15조 4300억 위안으로 예상 

o 한편, 리커창 총리는 올해 재정 적자를 지난해보다 2700억위안 늘린 1조 6200억 

위안으로 배정해 적자율을 상향 조정했다면서 효과가 뚜렷한 재정정책을 적극 

실시 할 것이라고 언급 

【 산업 ․시장 동향 】 

1) 애브비(Abbvie), 파마사이클리닉스 인수

 o 지난 4일 미국 제약업체 애브비(Abbvie)가 존슨앤존슨(J&J)와의 인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발표 이후 불과 한 시간만에 항암제 제조사 파마사이클리닉스를 

210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 이는 이날 종가인 주당 261.25달러에서 13%의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이며 

인수가 중 58%는 현금, 나머지는 애브비 주식으로 지급됨

 o 앞서 블룸버그 등 일부 외신들은 J&J와 파마사이클리닉스의 인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도, 다른 외신들은 이들이 인수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하기도 함

  - J&J는 파마사이클리닉스의 시가총액 수준인 175억달러 근처의 인수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o 한편, 파마사이클리닉스는 J&J와 함께 백혈병/림프종 치료제 ‘임브루비카’를 

개발, 지난 1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매출이 

연간 50억달러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