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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 �

�
1) 3월 소비자 신뢰지수 101.3, 전망상회

 o 지난 31일 미국 컨퍼런스보드는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1.3을 기록했다고 발표

  - 시장 전망치 96.4를 상회하며 수정치인 98.8도 상회

 o 반면, 현재 상황지수는 3월 109.1로 전원 112.1에서 소폭 하락했으며 향후 

6개월에 대한 기대지수는 전월 90.0에서 96.0으로 상승 

2) 3월 시카고 PMI 46.4, 전망 하회

 o 지난 31일 시카고 구매 관리자 협회는 3월 시카고 구매자관리지수(PMI)가 46.3을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지난달 수치인 45.8보다는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51.7을 하회하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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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 

1) 중국, 제조업 경기 예상보다 개선

 o 지난 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공식 3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0.1로 

3개월 만에 50선을 넘었다고 발표

  - 이는 전월의 49.9는 물론 전문가들이 예상한 49.7을 상회한 수치

 o 또한, 2월 춘제(설) 연휴 이후 대기업 생산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정부의 최근 

정책이 성장에 대한 낙관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o 반면, 3월 서비스업 PMI는 전달보다 부진, 같은달 서비스업 PMI는 53.7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o 영국은행 HSBC와 금융정보업체 마르키트가 이날 발표한 중국의 3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49.6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달 말 나온 예비치인 49.2와 시장 

전망치 49.3을 모두 상회

  - HSBC의 PMI는 민간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계

 o 주하오 호주뉴질랜드은행(ANZA)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친성장 정책이 일부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이며 중국 경기의 하강 압력은 여전히 남아있어 경기를 

띄우기 위한 당국의 추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언급

 o 한편,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양회 폐막 회견에서 추가 부양책 사용 

가능성을 언급, 인민은행이 연내 은행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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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관측함

2) 일본, 단칸지수 12, 예상하회

 o 지난 1일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대형 제조업체의 단칸지수는 

+12로 전 분기 12와 동일했으며 전문가 예상치 14를 하회 

  - 니혼게이자이는 엔화 약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개인 소비의 침체로 

인해 체감 경기가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분석

 o 다케다 아쓰시 아토추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경제가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자신감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본이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언급

 o 한편, 대형 제조업체들은 2분기 단칸지수가 +10을 기록해 1분기보다 소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시장 전망치인 +16을 하회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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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장 동향 】 

1) 아마존, 단추눌러 생필품 호출하는 대시버튼 공개

 o 지난 31일,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버튼만 누르면 생필품을 

배달해주는 대시 버튼(Dash Button) 서비스를 공개, 이날부터 미국시장에서 

연회비 99달러를 내는 아마존 프라임 회원 일부를 대상으로 대시 버튼의 시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

 o 대시버튼에는 와이파이 장치가 돼 있어 온라인으로 아마존 상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문할 상품을 사전에 설정, 필요시 

대시버튼을 한번 누르면 가능

  - 대시버튼 뒷면에는 접착제 스티커, 고리가 포함돼 있어 집안 내 편한 곳에 

붙여놓고 사용 가능

 o 한편, 서비스 첫날 대시버튼을 지원하는 제품으로는 개 사료, 에너지 바, 즉석 

음식, 음료, 쓰레기봉투, 분유, 화장지, 세제, 기초화장품 등 254종이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