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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

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

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경제] 2014년 3월 미국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는 404억달러 적자를 기록, 전월대비 3.6% 감소(15억불) 

하였으며, 금년 1분기까지의 적자규모는 1,215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소폭(15억불) 하락 
 

[노동] 미국 4월 노동지표 : 실업률의 하락 추세가 지속(전월 대비 0.4% 하락한 6.3%)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 증가(전월 대비 8만5천개 증가) 및 장기실업자 수 감소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 

 
[ICT] 3D 프린팅, 제조업 분야의 혁신기술로 대두 : 완성품 중 3D 프린팅 활용비중이 2013년 3.9%에서  

2012년 28.3%로 증가(품목수 기준), 소비재∙전자(22%), 자동차(19%), 메디컬∙덴탈(17%) 등으로 확산중 
 

[농업] 2012년 기준 농업총조사 결과 (5년주기) : 미 농산물 판매액은 2007년 2,972억불에서 2012년 3,946

억불로 증가 (경지면적은 소폭감소)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미국 경제 주요 동향

1 2014.3월 미국 무역수지 발표

o 2014년 3월 미국 무역수지는 40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2월(419억 달러 적자)에 비해서

적자가 3.2014.3월 미국 무역수지 발표 6%(15억달러) 감소하였다고미국상무부가발표(5.6)

- 3월중 수출은 2월 대비 2.1%가 증가(39억 달러)한 반면, 수입은 2월 대비 1.1%

증가(25억 달러)에 그쳐 적자규모가 감소

- 재화부문은 607억 적자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204억 달러 흑자를 기록

- 2014년 3월까지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215억 달러로 작년 동기(2013년 1-3월)

1,220억 달러 적자에 비해 소폭 적자규모가 감소(15억 달러)

(단위 : 억달러)

구 분 2012년 2013년
2013년 2014년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수 출 22,106 22,714 1,848 1,946 1,913 1,925 1,900 1,939

수 입 27,452 27,462 2,213 2,298 2,303 2,317 2,318 2,343

무역수지 -5,347 -4,749 -366 -352 -390 -393 -419 -404

2 주요 경제동향

  o 2014년 5월 첫째 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에 비해 2.6만 명이 감소한

31.9만 명을 기록하여 4주 만에 감소

구 분 1년 전 4.12 4.19 4.26 5.3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만 30.5만 33.0만 34.5만 31.9만

※ 내용 관련 문의 : 유재훈 재경관보 (202-939-5649, dustinryu@gmail.com)



미국의 2014년 4월 노동시장 Monthly Report

1  주요 내용

□ 미 노동부는 ‘14년 5월 2일 2014년 4월 실업률이 전월보다 0.4%가

하락한 6.3%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o 2014년 4월 실업자 수는 975만 명으로 전월에 비해 73만3천명 감소

- 성별 실업률에있어서는남성근로자(6.2% → 5.9%), 여성근로자(6.2% → 5.7%)와

십대근로자(20.9% → 19.1%)를기록하였고

- 인종별로 백인(5.8%→5.3%), 흑인(12.4%→11.6%), 아시아계(5.4%→5.7%)

및 히스패닉(7.9%→7.3%)으로 나타남.

o 경제활동참여율은 전월(63.2%)보다 0.4% 줄어든 62.8%를 기록하였고,

고용률은 전월과 같은 58.9%를 기록하였음.

* 경제활동참여율은 전년 동기(63.4%) 대비 0.6% 낮은 수준임.

o 장기실업자(27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의 수는 345만 명이었고, 경제적

이유로 인한 파트타임 근로자는 74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남.

<2014년 4월 고용동향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13.3월 2014.2월 2014.3월 2014.4월 전월대비 증감

경제활동인구 155,359 155,724 156,227 155,421 -806

경제활동참가율 63.4 63.0 63.2 62.8 -0.4

고용률 58.6 58.8 58.9 58.9 0.0

실업률 7.5 6.7 6.7 6.3 -0.4

장기실업자 4,360 3,849 3,739 3,452 -287

경제적 파트타이머 7,929 7,186 7,411 7,465 54



□ 2014년 4월 일자리는 총 28만8천개 창출되었는데 동수치는 전월보다 8만5천개

늘어난 것임. (지난 12개월간 일자리는 매월 평균 19만개 증가)

o 일자리는기업지원서비스, 소매업, 음식료서비스, 건설업등에서많이창출되었음.

- 기업지원서비스에서는 7만5천개가증가하였고, 소매업에서 3만5천개가증가하였음.

- 음식료서비스업에서는 3만3천개 증가하였고, 건설업에서는 3만2천개가 증가하여

지난 1년간총 18만9천개가창출되었음.

o 1주근로시간은전월과같은 34.5시간이고, 평균시간당임금도전월과같은 $24.31

(지난 12개월평균시간당임금은 1.9% 증가)

<2014년 4월 일자리 증가 추이(비농업분야, Non-farm)>

(단위 : 천, 시간)

구분 2013.4월 2014.2월 2014.3월 2014.4월

전체 일자리 증가 203 222 203 288

민간부문 188 201 202 273

상품생산
(광업,건설업,제조업)

-11 48 29 53

서비스업 199 153 173 220

정부부문 15 21 1 15

근로시간(1주 평균) 34.4 34.3 34.5 34.5

임금(1주 평균) $23.86 $24.29 $24.31 $24.31

2  시장의 평가

o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치가

발표된 것으로 평가

- 실업률이 대폭 감소한 것은 경제활동참여율이 줄어든 것에도 다소 영향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

- 특히, 미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인 장기실업자가 감소한 것에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임.

o 다음 달 고용동향 발표는 2014. 6. 6일(금) 예정

※ 내용 관련 문의 : 이원두 노동관 (202-939-5664, 212mkmr@gmail.com)



첨단제조업의 화두 3D프린팅 개념 및 주요 사례

1  3D 프린팅의 개념

o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 소재를 적층(積層)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88년 3D Systems社(美)에서 최초 상용화)

* 재료를 자르거나 깎아 생산하는 절삭가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식용어는

적층제조(AM; Additive Manufacturing), 쾌속조형(RP; Rapid Prototyping)

o 3D프린팅 공정은 모델링*, 프린팅, 후처리**의 3단계로 구성

* (모델링) CAD 등 디자인SW 또는 3D스캐너를 통한 3차원 디지털 도면 제작

** (후처리) 서포터 제거, 연마, 염색, 표면재료 증착 등 최종 상품화를 위한 마무리 공정

2  사례

o 소비재․전자(22%), 자동차(19%), 메디컬․덴탈(17%) 등을 중심으로 활용

되며, 목업(Mock-up)에서 최종제품 생산으로 활용범위 확대 중

* 3D프린팅 활용 완성품 생산비중 : (‘03) 3.9% → (’12) 28.3%



구

분
사례 비고

소

비

재

<식품> <완구> <쥬얼리>

(일본, FabCafe)
사람모양 젤리

(미국, Sandboxr)
캐릭터 미니어처 제작

(캐나다,Hot Pop Factory)
악세서리 제작

다품종

소량생산

주

력

산

업

<자동차> <항공> <기계>

(미국, Kor Ecologic)
3D프린터로 Body를 제작

(중국, AVIC 레이저社)
전투기용 티타튬 부품

(캐나다,Solid-Ideas)  
정밀기계 제작

생산 공정

시간·비용

절감

의

료
·

메

디

컬

<인공 장기> <수술용인공기관> <치아 임플란트>

(미국, Organovo)
인공 간세포

(미국, 캔사스 의대)
기관지 이식

(이스라엘, AB-Dental)
수술용 가이드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

3  미국의 동향

o 미국은 3D프린팅을 제조혁신의 핵심수단으로 집중 육성 중

o 中, 인도 등 저임금 국가로 이전된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3D프린팅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에 집중 투자

․오바마 대통령은 3D프린팅산업육성을 위해 10억 달러 투자발표(‘12.3월)

․3D프린팅 기술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NAMII)설립(‘12.8월)

․3D프린팅 테크벨트 건설(7천만불) : 오하이오-웨스트버지니아

※ 내용 관련 문의 : 정성환 방통관 (202-939-6478, xyz3812@gmail.com)



2012년 농업총조사 결과 주요내용

1  개요

o 농업총조사(Census of Agriculture)는 184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매 5년마다 미국의

모든 농장과 농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o 농업총조사는 미국 농업의 변화, 새로운 프로그램과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혁신과 생산성 촉진, 농촌 경제 활성화, 차세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함.

o 미국 농무부(USDA)는 2014년 5월 2일 2012년 농업총조사 결과를 발표함.

2  주요 결과

o 2012년 미국은 3.2백만 농업인이 914.5백만 에이커의 농지에 2.1백만 농장을 운영함.

o 미국 농산물 판매액은 3,946억 달러이고, 농업 생산비는 3,289억 달러임. (2007년

판매액: 2,972억불)

o 농산물 판매액이 5만 달러 미만인 농장이 전체 농장의 3/4 수준이고 전체 농산물

판매액의 3%를 생산함.

- 판매액이 1백만 달러를 넘는 농장이 전체 농장의 4% 수준이고, 전체의 66%를

생산함.

o 대부분의 농장 소득 증가는 특정 지역 또는 농가 유형에 집중됨.

- 농산물 판매액 상위 10개 카운티 중 9개가 캘리포니아주에 있고, Fresno 카운티는

판매액이 23개 주의 판매액보다 많은 5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함(콜로라도주의

Weld 카운티가 9위를 차지)

- 농산물 판매액 상위 5개 주 : 캘리포니아 426억 달러, 아이오와 308, 텍사스

254, 네브라스카 231, 미네소타 213

o 미국 농장의 87%는 가족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됨.



o 주된 농장 운영자의 평균 연령은 58.3세이고 주로 남성임.

- 두 번째 운영자는 약간 더 젊고 주로 여성이며, 세 번째 운영자는 젊은 층임.

o 주된 직업이 농업이라고 언급한 젊은 신규 농업인은 2007년 36,396명에서 2012년

40,499명으로 11.3% 증가하였음.

o 모든 유형의 소수민족 운영 농장은 증가하였으며, 히스페닉계 운영 농장은 2007년

82,462개에서 2012년 99,734개로 21% 증가함.

o 144,530개 농장운영자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고 있으며, 판매액은 2007년보다

8.1% 증가한 13억 달러 이상임.

o 유기(organic) 농산물 판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 전체 농산물 생산액의 0.8%에

불과하고, 유기 농장의 판매액은 31.2억 달러로 2007년 17억 달러보다 늘어났음.

o 인터넷 활용 농장은 2007년 56.5%에서 2012년 69.6%로 증가함.

o 57,299개 농장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이는 2007년 23,451개 농장의

2배가 넘은 수준임.

o 전통적인 경작이나 무경운 농법을 하는 농장이 173.1백만 에이커의 474,028개임.

o 옥수수와 콩 재배면적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면적의 50%를 넘어섰음.

o 소 사육농장이 619,172개로 전체 농장의 29%를 차지함(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3  분야별 주요 내용

□ 농업노동력(The faces of US Agriculture)

o 농장운영자의 수는 3.2백만 명이고, 2007년 대비 3% 감소하였음

- 주된 농장운영자의 평균 연령은 58세이고, 주로 남부가 가장 높고, 북부 평원

(upper plains)이 가장 낮음.

- 여성 농장운영자는 969,672명이고, 전체 농장운영자의 30%를 차지함.



o 신규 농업인(beginning farmers)은 전체 농업인의 22%이고, 이는 농업인 5명

중 1명은 농장운영 경험이 10년 이하임을 의미함.

o 34세 이하인 밀레니엄세대 농업인은 257,454명이고, 이는 텍사스 A&M 대학

등록자의 4배 이상 수준임.

o 87%의 농장은 가족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농장운영자 2.4백만 명은 자신의

농장에서 거주함.

o 고용노동자는 2.7백만 명이고, 2007년 대비 4% 증가하였음.

- 농업분야 고용노동자는 미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1% 미만 수준이지만, 농업생산

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

o 상위 5개 주의 히스패닉(Hispanic) 농장운영자의 수 : 텍사스 34,264명, 캘리포

니아 15,123명, 뉴멕시코 13,195명, 플로리다 6,668명, 콜로라도 3,255

□ 미국농업의 지형(Geography of US Agriculture)

o 농지는 미국 전체 토지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의 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됨.

- 농지면적은 2007년 922백만 에이커에서 2012년 914.5백만 에이커로 감소하였고,

1982년 이래 72백만 에이커가 줄어드는 감소 추세가 계속됨.

o 메사추세츠주 Migglesex 카운티와 펜실베니아주 Lancaster 카운티는 지역공동체

지원 농업프로그램(CSA, 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 programs) 분야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하였고, 88개 농장에서 CSA를 통해 각각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음.

o 텍사스주는 농촌관광(agritourism and recreational services)을 통해 소득을 얻는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에서 사냥, 건초더미 올라타기, 농장 관광 등의 활동

을 통해 얻는 소득의 19%를 차지함.

o 조지아주는 땅콩 생산량이 32억 파운드로 1위를 차지하였고, 땅콩 수확 농장수는

2,833개임.



o 하와이 카운티는 직거래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농가가 농산물을 직접

식당, 식료품점 등 소매 판매점에 판매하는 농장수는 646개임.

o 아칸소주는 쌀 재배면적이 1.3백만 에이커로 1위를 차지하였고, 쌀 생산농장은

2,345개임.

o 캘리포니아는 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 분야에서 미국내 시스템의 10%로 1위를

차지하였고, 해당 농장수는 5,845개임.

o 쇠고기 육포, 과일잼, 젤리, 꽃꽂이, 사이다, 와인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하는

상위 5개주의 농장수 : 텍사스 11,544개, 캘리포니아 4,281개, 캔터키 4,117개,

미주리 3,926개, 오클라호마 3,815개

□ 재배․사육방법 (US Agriculture Practices)

o 미국의 관개 농지는 6% 수준임.

o 상위 10대 농업생산비 중의 하나인 종자비는 195억 달러로 2007년 대비 66%

증가함.

o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을 사용하는 농장수는 57,299개로 2007년의 23,451개의

2배가 넘은 수준임.

- 태양 전지를 이용하는 농장수는 36,331개로 농장에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스템의 63% 수준을 차지함.

o 무경운(no-till) 면적은 96.5백만 에이커이고, 네브라스카주와 미주리주를 합한

면적보다 큼.

o 유기(organic)로 생산된 낙농제품의 판매액은 817.6백만 달러로 국가 전체 유기

농산물 판매액의 25% 이상을 차지함.

o 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평균 농기구 가치는 115,706달러로 2007년 대비 31%

증가하였고, 이는 메이저리그 야구 입장권 약 4,285장에 상당하는 수준임.

o 전체 미국 농장의 70%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접속방법은 DSL 40%, 위성 19%,

모바일 광대역 18%, 케이블 모뎀 15%, 다이얼 업 10%, 광섬유 5%, 광대역 전력선

통신 3%임.



□ 농업 생산(US Agriculture Production)

o 미국 농산물 판매액의 1/3은 곡물과 유지종자임.

o 옥수수와 콩 재배면적은 163.5백만 에이커이고, 사상 최초로 전체 수확된 경지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함.

o 과일, 나무 견과류 및 포도나무의 면적이 5.2백만 에이커이고, 포도 면적이

전체 과수원의 22%를 차지하며 2007년보다 8% 증가함.

o 캘리포니아주의 Fresno 카운티는 농산물 판매액이 49.7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

였고, 23개 주의 판매액보다 더 큼.

o 판매용 채소 재배면적은 4.5백만 에이커이고, 고구마 재배면적은 2007년 대비

19% 늘어난 125,726 에이커임.

o 육계(broiler) 판매량은 85억 수로 2007년 대비 5% 줄어들었고, 이는 세계 인구

보다 많은 수임.

o 소 사육 농장수가 619,172개로 가장 많고, 전체 농장의 29%를 차지함.

o 판매액 상위 5위 상품 : 소 764억 달러, 옥수수 673, 가금 및 계란 428, 콩 387, 낙농 355

※ 내용 관련 문의 : 박병홍 농무관 (202-939-5673, bakbh01@daum.net)



[주가]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5.07 05.08 05.09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3,104.14 16,576.66 16,321.71 16,323.06 16,535.37 16,401.02 16,518.54 16,550.97 0.20% 0.09% -0.15%

Nasdaq 3,019.51 4,176.59 4,308.12 4,155.76 4,103.54 4,080.76 4,067.67 4,051.50 -0.40% -1.27% -3.00%

S&P 500 1,426.19 1,848.36 1,859.45 1,857.62 1,878.33 1,867.72 1,878.21 1,875.63 -0.14% -0.14% 1.48%

KOSPI (한) 1,997.05 2,011.34 1,979.99 1,985.61 1,961.79 1,939.88 1,950.60 1,956.55 0.31% -0.27% -2.72%

NIKKEI (일) 10,688.11 16,291.31 14,652.23 14,827.83 14,304.11 14,033.45 14,163.78 14,199.59 0.25% 0.73% -12.84%

FTSE100 (영) 5,897.80 6,749.09 6,809.70 6,615.58 6,769.91 6,798.56 6,796.44 6,839.25 0.63% 1.02% 1.34%

DAX (독) 7,612.39 9,552.16 9,692.08 9,587.19 9,584.12 9,467.53 9,521.30 9,607.40 0.90% 0.24% 0.58%

[금리]  (단위: %)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5.07 05.08 05.08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월) 0.05 0.07 0.04 0.04 0.02 0.03 0.03 0.03 0.00 0.01 -0.04

T/NOTE (10년) 1.78 2.99 2.65 2.73 2.71 2.61 2.62 2.61 -0.01 -0.10 -0.38

T/NOTE (30년) 2.95 3.90 3.60 3.55 3.49 3.38 3.40 3.45 0.05 -0.04 -0.45

LIBOR (Dollar,3월) 0.31 0.25 0.24 0.23 0.23 0.22 0.22 0.22 N/A -0.01 -0.03

[환율]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5.07 05.08 05.08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70.60 1,055.40 1,067.50 1,064.70 1,033.20 1,022.50 1,022.60 1,024.40 0.18% -0.85% -2.94%

Y / US$ 86.46 105.30 101.72 102.87 102.38 101.44 101.73 101.70 -0.03% -0.66% -3.42%

US$ / EUR 1.3240 1.3736 1.3698 1.3751 1.3800 1.3916 1.3912 1.3840 -0.52% 0.29% 0.76%

CNY / US$ 6.2304 6.0628 6.1620 6.2237 6.2659 6.2300 6.2276 6.2322 0.07% -0.54% 2.79%

[유가]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5.07 05.08 05.08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1.82 107.88 102.40 101.67 101.28 99.50 100.77 100.26 -0.51% -1.01% -7.06%

Dubai ($/배럴) 107.81 108.77 105.55 104.58 104.78 103.05 103.59 104.09 0.48% -0.66% -4.30%

* 최종종가 기준 작성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4.5.9 금)

DOW(0.20% 상승) KOSPI(0.31% 상승) 달러 환율(0.18% 상승) 재경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