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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

�
1) 무역적자, 2009년 이후 최저

 o 지난 2일, 미 상무부는 미국의 지난달 무역수지가 2009년 10월 이후 최저치인 

354억달러 적자로 집계됐다고 발표

  - 앞서 시장 전문가들은 2월 무역수지가 412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었음 

 o 미국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무역수지 적자폭 완화는 미국 경제에 은총이면서 

저주라고 지적

  - 이는 무역수지 적자규모 급감은 미 1분기 GDP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수출액이 

뚜렷이 줄며 장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낳기 때문

 o 2월 수출액은 2012년 10월 이후 최저치, 전월 대비 1.6% 감소한 1862억달러로 

집계됐으며 전문가들은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인해 미 기업들의 수출액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경고해 왔음

 o 또한, 수입액은 3년만에 최저치, 4.4% 감소한 2217억달러를 나타냄

  - 석유 수입 규모는 2004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이는 국제유가 급락세가 요인

 o 한편, 미국인들이 저렴해진 가스 가격과 고용 증가에 힘입어 소비 지출을 장래 

확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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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월 제조업수주 시장 예상깨고 7개월만에 반등

 o 지난 2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2월 제조업수주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 

  -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 지난해 8월 10.0% 감소한 이후 6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하다 7개월 만에 반등한 결과  

 o 또한, 변동폭이 큰 운송부문을 제외한 제조업수주는 2월에 전월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8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결과

 o 항공기를 제외한 2월의 비 국방 자본재 수주는 전월 대비 1.1% 감소, 이는 

전월 1.4% 감소한 것에서 소폭 호전 

 o 한편, 미국의 1월 제조업 수주 증가율은 당초 마이너스 (-) 0.2%로 발표됐으나 

–0.7%로 하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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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EU, 미국 구글에 수주 내 반독점 소송

 o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구글에 수주 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보도 

  - 이에 따르면 EU 최고 반독점 기구 역할을 하는 EU집행위원회는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던 업체들을 상대로 일부 정보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 

 o 또한, WSJ는 반독점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EU 집행위원회의가 일부 유럽 

기업들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은 정식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 

  - 구글이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미 2010년 시작되었고 

구글은 유럽 웹 검색의 90% 이상을 차지해 미국보다 훨씬 높은 점유율을 차지 

 o 한편, 유럽에서 재판관 역할까지 도맡는 EU 집행위가 구글에 대해 유죄 

판정을 내리면 법률상 최고 연간 수입의 1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상황



- 5 -

2) 국제유가, 이란 핵 협상 타결에 1.9% 하락

 o 지난 2일, 뉴욕상업거래소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배럴당 95센트(1.9%) 하락한 49.14달러에 마감

  - ICE 유럽선물시장 브렌트유는 배럴당 2달러(3.50%) 하락한 55.10달러선에서 거래됨

 o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이날 이란 핵협상 최종 마감시한인 6월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키로 함

 o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이란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해 이란의 포드로 핵시설에 어떠한 핵분열물질도 

반입하지 않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힘

  - EH 하나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이란 경제제재와 관련해서는 IAEA가 이란이 

핵 관련 핵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증명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기로 함

 o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6개국은 이란과 함께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 핵 개발프로그램 저지와 

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을 벌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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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삼성전자, 아이폰 차기 모델 메인 칩 공급 예정

 o 지난 3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기 아이폰 

모델의 메인 칩을 제조,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도

 o 또한, 삼성전자가 경기도 기흥공장에서 애플의 A9 프로세서 제조를 시작할 

계획이며 추가 주문 물량의 경우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글로벌파운드리스가 

생산을 맡을 것이라 밝힘

 o 삼성전자는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와 경쟁을 지속해왔으며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애플과 계약하게 되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전망

 o 한편, TSMC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법적 분쟁을 지속할 당시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의 A8 프로세서 생산을 수주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