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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22(목 ) 동 향 분 석 뉴욕사무소

최근 미국 경기선행지수 움직임에 대한 평가

1. 최근 경기선행지수 동향

□ 4월 경기선행지수(Conference Board 발표)는 0.4p 올라(전월대비) 작년말과 
금년초의 부진에서 벗어나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냄

경기선행지수
(1960년 이후) (2012년 이후)

자료 : Conference Board

  ㅇ 구성지표로 보면 장단기 금리차 및 선행 신용지수(금융부문)가 꾸준히 
경기선행지수 상승에 기여한 가운데 민간 주택건설 허가건수(주택투자

부문)가 크게 개선되고 소비재 신규주문 및 평균 소비자 경제활동 기
대(소비부문)가 증가로 돌아선 데 주로 기인*

      * ‘<참 고> 미국 경기선행지수의 구성지표’ 참조

경기선행지수 구성지표의 기여도
(%, p)

구성지표 13.11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경기선행지수(전월대비) 0.9 0.1 0.0 0.5 1.0 0.4

생산
평균 제조업 근로시간 0.06 -0.06 -0.13 -0.13 0.32 -0.06
ISM 신규주문지수 0.16 0.18 -0.09 -0.02 -0.01 -0.01

소비
소비재 신규주문 -0.03 -0.17 -0.07 0.17 -0.12 0.02
평균 소비자 경제활동 기대 -0.11 -0.05 -0.04 -0.05 -0.02 0.01

투자
항공기 제외 비방위자본재 신규 주문 0.23 -0.05 -0.08 0.00 0.12 -0.04
민간 주택건설 허가건수 -0.09 -0.05 -0.26 0.23 -0.03 0.24

고용 평균 주당 신규 실업수당청구권자수 0.18 -0.23 0.18 -0.03 0.16 -0.04

금융
주가지수 0.14 0.05 0.03 -0.01 0.10 0.00
선행 신용지수 0.18 0.21 0.16 0.15 0.08 0.09
장단기 금리차 0.29 0.31 0.31 0.29 0.29 0.29

자료 : Conferenc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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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미국 경기선행지수의 구성지표

□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는 다음과 같이 10개의 선행지표로 구성되어 있
으며 민간기관인 Conference Board가 매월 중순경 익월치를 발표

  ㅇ 실물경제(생산, 소비, 투자, 고용)를 반영하는 7개 지표와 금융과 관련
된 3개의 지표를 합성하여 종합지수로 작성

부문 구성지표

생산
평균 제조업 근로시간 Average weekly hours, manufacturing

ISM 신규주문지수 ISM new orders index 

소비

소비재 신규주문
Manufacturers' new orders, consumer 
goods and materials

평균 소비자 경제활동 
기대

Average consumer expectations for 
business conditions

투자

항공기 제외 
비방위자본재 신규 주문

Manufacturers' new orders, nondefense 
capital goods excluding aircraft orders

민간 주택건설 허가건수
Building permits, new private housing 
units

고용
평균 주당 신규 
실업수당청구권자수

Average weekly initial claims for 
unemployment insurance

금융

주가지수 Stock prices, 500 common stocks

선행 신용지수 Leading Credit Index
1),2)

장단기 금리차
Interest rate spread, 10-year Treasury 
bonds less federal funds

2)

주 : 1) M2를 대신하여 경기선행지수에 포함된 구성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금융 
지표들의 합성지수임

       - 2-year Swap Spread
       - 3-month LIBOR vs. Treasury bill yield
       - Debit balances in margin accounts at broker/dealers
       - Fed Senior Loan Officer Survey, % of banks tightening C&I loan 

availability
       - AAII investor sentiment survey, net bullish - bearish spread
       - Flow-of-funds accounts: security repurchase agreements
     2) 선행 신용지수 및 장단기 금리차가 각각 하락(상승). 확대(축소)시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하락)
자료 : Conferenc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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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  가

□ 최근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세 지속은 금년초 기상악화로 인한 경제지표 

부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

성이 큼을 시사

  ㅇ Conference Board는 향후 미국경제는 개인소비 증가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어 2/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3%대로 다시 

높아질 것으로 평가(5.22일)

  ㅇ 다만 금융부문 구성지표의 경기선행지수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그 정도는 완만히 줄어드는 모습

경기선행지수 증감에 대한 금융부문의 기여도
(%, p)

구성지표 13.11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경기선행지수(전월대비) 0.9 0.1 0.0 0.5 1.0 0.4
금융부문의 기여도 0.61 0.57 0.50 0.43 0.47 0.38
자료 : Conference Board

    ― 이러한 금융부문 구성지표의 완만한 기여도 하락은 지난해 경기선

행지수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친 주가지수가 금년 들어 등락을 반

복한 데 주로 기인

주가지수 주택판매

자료 : Bloomberg

  ㅇ 한편 4월 경기선행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한 민간 주택건설 허가건수

는 경기선행지수 구성지표중 변동성이 가장 큰 지표(표준화 Factor가 

가장 작음)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둔화된 주택시장에 아직 

리스크 요인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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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dley 뉴욕연준 총재는 최근 주택시장 부진은 저신용 가계에 대한 

모기지 대출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고,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국민

들이 최초 주택구입을 미루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주택

건설 비용을 하회하는 등 주택공급 제약요인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

는 것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언급(5.20일)

경기선행지수 구성지표의 표준화 Factor
1)

구성지표 표준화 Factor

생산
평균 제조업 근로시간 0.271
ISM 신규주문지수 0.161

소비
소비재 신규주문 0.083
평균 소비자 경제활동 기대 0.147

투자
항공기 제외 비방위자본재 신규 주문 0.041
민간 주택건설 허가건수 0.031

고용 평균 주당 신규 실업수당청구권자수 0.034

금융
주가지수 0.039
선행 신용지수 0.083
장단기 금리차 0.110

주 : 1) 구성지표를 종합지수로 합성하기 위한 Standardization 
Factor로서 수치가 작을수록 변동성이 커짐을 의미함

자료 : Conference 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