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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동향

1) 2012년 4/4분기 경제 성장 0.1% 기록

 o 지난 2월28일(현지시간) 미상무부는 지난 2012년 4/4분기중 국내총생산

(GDP)성장률이 0.1%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당초 잠정적으로 추산됐던 -0.1%보다 개선된 수준

 o 금번 결과는 건설 지출이 4/4분기 중 높게 나타났고, 수출은 정부 전망보다  

낮은 감소폭을 기록,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게 된 것으로 분석

  - 특히 소비지출, 주택 건설, 기업 투자의 꾸준한 증가세로 정부 재정지출 

감축을 상쇄시킴

2) 1월중 소비지출 증가, 전문가 예상치 부합

 o 지난 3월1일(현지시간) 미상무부는 지난 1월중 개인소비지수가 전월비 

0.2% 증가했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한편 지난해 12월 기록은 당초  

0.2% 증가에서 0.1% 증가로 하향 조정 

 o 반면 동 기간 개인 소득은 3.6% 감소, 저축률은 2.4% 기록

  - 이는 시장 전망치 2.2% 감소보다 악화된 수준으로 감소폭은 지난 1993년 

1월 이후 20년 만에 최대 

  - 저축률은 지난 2007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o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수개월간 소비자들은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불안 

심리로 인해 소비가 위축,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  



- 2 -

3) 1월중 건설지출 예상밖 감소 

 o 지난 3월1일(현지시간) 미상무부는 지난 1월중 건설지출이 전월비 2.1% 

감소했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예상치 0.4% 증가를 큰 폭 하회하는 결과이며, 특히 지난 

2011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 

    - 한편, 지난해 11월, 12월 중 건설지출은 각 1.1%, 1.9% 증가로 상향 조정 

 o 특히 민간부문의 비거주용 건설 부문이 크게 감소, 공공부문 지출도 

2006년 11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감소 

 o 그럼에도 불구, 전문가들은 금년 주택 시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매매, 건설 모두 강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

4) 2월중 ISM 지수 3개월 연속 확장

 o 지난 3월1일(현지시간) 전미공급관리자협회(ISM)는 지난 2월중 ISM지수가 

전월 기록인 53.1보다 확장된 54.2를 기록했다고 발표

  - 금번 결과는 전문가 예상치 52.5를 상회, 지난 201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히 지난 3개월 연속 꾸준한 확장세를 이어감 

 o 항목별로는 제품가격지수가 61.5로 전월의 56.5보다 큰 폭 상승, 신규주문은 

53.3에서 57.8로 상승하며 201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o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연말부터 제조업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 

이 같은 추세는 상호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며, 재고 증가가 고비를 넘겼고 

주문도 반등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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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Sequester, 시퀘스터) 장기화 조짐

 o 지난 3월3일(현지시간) AP통신은 지난 1일 발동된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sequester, 시퀘스터)가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보도

  - AP통신은 시퀘스터 발동 이후 큰 타격이 감지되지 않으면서 정치권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

 o 공화당은 시퀘스터의 시행에도 불구, 미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전망, 오바마 행정부와의 노골적 대치를 주장

  -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은 시퀘스터로 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로 인한 봉급생활자들의 

충격이 더 크다고 주장

 o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시퀘스터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

 o 한편 AP통신은 실제로 지출이 삭감되기 시작하면 시장도 타격을 입기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기업들의 실적 향상과 주택시장을 포함해 점차 회복 중인 

미 경제, 지출삭감에 대비해 시간을 갖고 준비함에 따라 시장이 양호

하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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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요 분야별 경제 지표 

주요 경제 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2 2013

11 12 01 02

개인소득 전월비(%) 0.4 0.3 0.3 1 2.6 -3.6

개인소비지출 전월비(%) 0.4 0.3 0.3 0.4 0.1 0.2

저축률 % 5.3 4.2 3.4 4.1 6.5 2.4

산업생산 전월비(%) 0.5 0.3 0.2 1.43 0.38 -0.1

기업재고 전월비(%) 0.7 0.6 0.4 0.2 0.1

설비가동률 % 74.4 76.8 78.7 79.1 79.3 79.1

소매매출 % 0.6 0.6 0.4 4.2 4.8 4.4

소비자 물가 전월비(%) 0.1 0.3 0.1 -0.2 0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 54.5 58.1 67 71.5 66.7 58.6 69.6

ISM 제조업지수 - 57.2 55.2 51.7 49.9 50.2 53.1

건설지출 십억$ 802.7 777.5 772.6 876.9 885 883

건축허가건수 천호 603.4 624.3 800.5 900 909 925

신규주택 착공건수 천호 586 612 780.5 841 973 890

신규주택판매 천호 320.9 306.8 365.6 398 369 437

기존주택판매
백만호

(연율)
4.8 4.3 4.7 4.96 4.90 4.92

비농업 일자리수 천 개 85.6 153.3 180.8 247 196 157

실업수당 청구건수 천 건 2011 1768 1623.6 1994 1436 1411

실업률 % 9.6 9.0 8.1 7.8 7.8 7.9

무역수지 십억$ -41.7 -46.7 -43.8 -48.7 -38.5

재정수지 십억$ -106.3 -104.1 -88.3 -172.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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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제 동향

1) 루비니 교수, 유럽재정위기 및 시퀘스터 등 위험요소의 평가절하 지적

 o 지난 3월4일(현지시간) 대표적 비관론 경제학자인 루비니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올 하반기 미국의 

성장세 둔화가 드리울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 

  - 루비니 교수는 이 같은 위험 요소들이 상반기에는 잠잠할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 사장 우려 요소로 재부상할 수 있다고 경고

2) 포브스, ‘2013 세계의 부호’ 발표

 o 지난 3월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013년 세계의 부호 

순위를 발표

  - 1위는 순자산 규모 730억 달러의 슬림 회장으로 작년에 이어 정상의 자리를 

지켰고,  2위는 670억 달러의 게이츠 회장, 오르테가 회장은 순자산 규모 

570억 달러로 작년 3위인 버핏(535억 달러)을 제치고 3위에 오름

  - 한편 버핏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3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함 

 o 우리나라에선 삼성 이건희 회장은 69위,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은 191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316위,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437위를 차지

  - 이건희 회장의 경우 지난해보다 47억 달러 증가한 130억 달러를 기록, 전체 

순위에선 지난해보다 37계단이나 상승

 o 한국계로는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128위를, 포에버21의 공동 창업주 

장도원, 장진숙 씨 부부가 276위를 기록 

 o 한편 포브스는 전세계 억만장자들의 평균 자산은 38억 달러로 전년비 

1억 달러 증가, 또한 전 세계 부호들의 2/3이상은 지난해와 비교해 자산이 

증가했으며 자산이 감소한 부호는 259명에 불과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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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 브라질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o 지난 3월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브라질 경제가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면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FT는 브라질 경제 성장률가 아직 경기침체 상황으로 몰리고 있지는 않지만 

순식간에 침체기를 맞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

  - 제조업 등 산업성장세는 주춤한 반면 서비스업이 활황을 보이면서 경제

흐름이 양극화하는 구조적 모순을 보이고 있기 때문

 o 반면,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은 완전고용에 가깝고, 인플레이션도 

가파르게 진행되는 등 이상 과열 조짐을 나타냄

  - 금년 1월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인 5.4%로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줬고, 물가는 중앙은행 목표치인 연율 2.5~6.5% 상한선에 근접

 o 그럼에도 불구, 전문가들은 금년 잠재성장률을 3%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브라질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국책은행의 소비대출 확대,  

가전제품·신차 세금 인하, 급여 중 사회보장세 삭감,  에너지 가격 인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산업체들은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