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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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의 경제동향(5월) : 금년 1분기 미 경제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정부 및 민간투자 감소로 

3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다만, 실업률은 지속 하락중이며 물가도 안정), 2분기부터는 

소비와 투자 증가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통상] 제5차 T-TIP 협상 결과 : 양측은 TBT, 경쟁, 분쟁해결 등 에서의 “꾸준한 진전”이 있었다고 하고,  

의약품, ICT, 자동차, 화학 등에서의 규제 호환성 촉진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함. 미-EU간 입장차이가 

있는 금융서비스 규제 및 호르몬 쇠고기 금지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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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경제동향 (14.5월)

※ 최근 미국경제는 이번 겨울 기상악화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분기부터는 소비, 투자 등의 증가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1 실물경제

o [경제성장] 미국경제는 금년 1/4분기중 기상악화, 기업들의 재고조정 등의 영향으로

2011년 1분기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2/4분기부터는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전기비, %)

’12.3/4 4/4 ’13.1/4 2/4 3/4 4/4 ’14.1/4

GDP 성장율 2.8 0.1 1.1 2.5 4.1 2.6 -1.0

· 개인소비 1.7 1.7 2.3 1.8 2.0 3.3 3.1

· 설비투자 0.3 9.8 -4.6 4.7 4.8 5.7 -1.6

· 주택투자 14.1 19.8 12.5 14.2 10.3 -7.9 -5.0

· 정부지출 3.5 -6.5 -4.2 -0.4 0.4 -5.2 -0.8

· 수출 0.4 1.1 -1.3 8.0 3.9 9.5 -6.0

· 수입 0.5 -3.1 0.6 6.9 2.4 1.5 0.7

* 연간 GDP 성장률 : 2.4%(’10), 1.8%(’11), 2.8%(’12), 1.9%(’13)

o [소비·투자] 실물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고용증가, 주가상승 등으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GDP 성장에 크게 기여

- 민간투자는 이번 겨울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1/4분기 크게 감소하였으나,

2분기부터는 경기·고용지표 호조로 상당한 수준의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

’12.4/4 ’13.1/4 2/4 3/4 4/4 ’14.1/4

* 민간소비(전기비, %) 1.7 2.3 1.8 2.0 3.3 3.1

* 민간투자(전기비, %) -2.4 4.7 9.2 17.2 2.5 -11.7



o 소비자 신뢰지수는작년연말이후높은 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 최근에는등락을거듭

- 제조업지수는 작년 하반기 재고증가와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1월에 하락하였으나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13.12월 ’14.1월 2월 3월 4월 5월

* 소비자 신뢰지수(미시건) 82.5 81.2 81.6 80.0 84.1 81.8

* ISM 제조업지수 56.5 51.3 53.2 53.7 54.9 -

◦ [고용] 실업률은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실물경제

회복에 따른 고용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

- 이번 겨울 기상악화로 인한 경제활동이 위축으로 3월까지의 실업률은 6.7%에

머물렀으나, 4월부터는 취업자 증가 및 실업률이 큰 폭으로 개선

’13.11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 실업률(%) 7.0 6.7 6.6 6.7 6.7 6.3

* 경제활동참가율(%) 63.0 62.8 63.0 63.0 63.2 62.8

* 비농업취업자 증가(만명) 27.4 8.4 14.4 22.2 20.3 28.8

◦ [주택시장] 최근 주택판매는 주택공급 부족, 모기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주택착공도 이번 겨울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 다만, 4월 주택판매 및 신규주택착공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라 향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13.11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 기존주택판매(전월비, %) -5.8 0.8 -5.1 -0.4 -0.2 1.3

* 신규주택판매(전월비, %) -0.9 -0.7 3.4 -4.4 -6.9 6.4

* 신규주택착공(전월비, %) 22.5 -6.4 -13.2 3.5 2.0 13.2

◦ [물가] 물가는 당분간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2% 가까운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시기가

다소 당겨질 수도 있을 전망



’13.11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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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전년동월대비(%)

2 금융시장

o [주가] 미국주가는 5월 중반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후반에는

2분기 경기호조에 대한 기대감과 우크라이나 등 국제정세 안정으로 상승세

’13.9말 12말 ’14.3말 ’4말 4.27 4.28 5.29

* 다우존스지수 15,130 16,577 16,458 16,535 16,676 16,633 16,699

* 나스닥지수 3,772 4,177 4,199 4,104 4,237 4,225 4,248

o [금리] 미국국채금리는산업생산등일부지표부진, Fed 조기금리인상기대약화등으로

’13.6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13.9말 12말 ’14.3말 4말 5.27 5.28 5.29

* 국채(10년물, %) 2.64 3.04 2.73 2.71 2.52 2.44 2.45

* 국채(2년물, %) 0.33 0.38 0.44 0.42 0.39 0.37 0.37

o [환율] 5월중환율은유로화의약세, 엔화등락, 달러화강세흐름이4주째계속되고있는상황

- 원화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원화강세 현상이 5월에도 지속

’13.9말 12말 ’14.3말 4말 5.27 5.28 5.29

* 달러/유로 1.349 1.374 1.375 1.380 1.363 1.360 1.360

* 엔/달러 97.9 105.3 102.5 102.4 101.9 101.7 101.6

* 원/달러 1,075 1,055 1,065 1,033 1,023 1,021 1,020



3  참고: 미 상무부의 2014년 1분기 성장률 수정치 발표(5.29) 

(1)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

o 미국상무부는 2014년 1분기 GDP증가율(전기대비연율기준) 수정치가속보치(0.1%)에 비해

1.1%p하락한 -1.0%라고 발표(5.29)

- 미국GDP증가율이마이너스로돌아선것은 2011년 1분기－1.3% 이후 3년만에최악의성장률

o 지난 겨울 미국 전역에 몰아닥친 한파와 폭설로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으며, 기업재고가 지난해 4분기 1,117억달러에서 1분기 490억달러로

급감한 것이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민간소비(3% → 3.1%), 수출(-7.6% → -6%)은 속보치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민간투자(-6.1% → -11.7%), 수입(-1.4% → 0.7%), 정부지출(-0.5% → -0.8%)은

속보치에 비해 실적이 악화

< 표 : 미국 GDP 증가율 >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GDP 증가율 1.8 2.8 3.7 1.2 2.8 0.1 1.9 1.1 2.5 4.1 2.6 -0.1

민간소비 2.5 2.2 2.9 1.9 1.7 1.7 2.0 2.3 1.8 2.0 3.3 3.1

민간투자 4.9 9.5 10.5 -1.6 6.5 -2.4 5.4 4.7 9.2 17.2 2.5 -11.7

수출 7.1 3.5 4.2 3.8 0.4 1.1 2.7 -1.3 8.0 3.9 9.5 -6.0

수입 4.9 2.2 0.7 2.5 0.5 -3.1 1.4 0.6 6.9 2.4 1.5   0.7

정부지출 -3.2 -1.0 -1.4 0.3 3.5 -6.5 -2.2 -4.2 -0.4 0.4 -5.2 -0.8



ｏ 전문가들은 지난 겨울 미국 전역에 걸친 혹한이 GDP 성장률을 최소

1.5%포인트 끌어내렸을 것으로 분석

- 다만, 시장에서는 GDP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폭설, 혹한 등 외

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뿐이며 경기 회복의 흐름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여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

- 2분기는 1분기의 기저효과와 최근의 경제지표 호조를 반영하여 3%대 중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2) 주요 경제 동향

ｏ 2014년 4월 개인소득은 전월대비 0.3% 증가하였으나, 개인지출은 0.1%가

감소하여 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

 

구 분 12월 2014.1월 2월 3월 4월

개인소득 -0.1% 0.3% 0.4% 0.5% 0.3%

개인지출 0.1% 0.2% 0.6% 1.0% -0.1%

     * 증감은 전월대비

ｏ 2014년 5월네째주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전주에비해 2.7만명이감소한 30만명을기록

구 분 1년전 5.3 5.10 5.17 5.24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35.0만 32.1만 29.0만 32.7만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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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5.28 05.29 05.3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3,104.14 16,576.66 16,321.71 16,323.06 16,535.37 16,675.50 16,633.18 16,698.74 0.39% 0.99% 0.74%

Nasdaq 3,019.51 4,176.59 4,308.12 4,155.76 4,103.54 4,237.07 4,225.08 4,247.95 0.54% 3.52% 1.71%

S&P 500 1,426.19 1,848.36 1,859.45 1,857.62 1,878.33 1,911.91 1,909.78 1,920.03 0.54% 2.22% 3.88%

KOSPI (한) 1,997.05 2,011.34 1,979.99 1,985.61 1,961.79 2,017.06 2,012.26 1,994.96 -0.86% 1.69% -0.81%

NIKKEI (일) 10,688.11 16,291.31 14,652.23 14,827.83 14,304.11 14,670.95 14,681.72 14,632.38 -0.34% -2.29% -10.18%

FTSE100 (영) 5,897.80 6,749.09 6,809.70 6,615.58 6,769.91 6,844.94 6,851.22 6,871.29 0.29% -1.50% 1.81%

DAX (독) 7,612.39 9,552.16 9,692.08 9,587.19 9,584.12 9,940.82 9,939.17 9,938.90 0.00% 3.70% 4.05%

[금리]  (단위: %)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5.28 05.29 05.3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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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OTE (10년) 1.78 2.99 2.65 2.73 2.71 2.52 2.44 2.45 0.01 -0.26 -0.54

T/NOTE (30년) 2.95 3.90 3.60 3.55 3.49 3.37 3.29 3.31 0.02 -0.18 -0.59

LIBOR (Dollar,3월) 0.31 0.25 0.24 0.23 0.23 0.23 0.23 0.23 0.00 0.00 -0.02

[환율]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5.28 05.29 05.3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70.60 1,055.40 1,067.50 1,064.70 1,033.20 1,021.40 1,020.60 1,020.10 -0.05% -1.27% -3.34%

Y / US$ 86.46 105.30 101.72 102.87 102.38 101.93 101.68 101.62 -0.06% -0.74% -3.49%

US$ / EUR 1.3240 1.3736 1.3698 1.3751 1.3800 1.3632 1.3603 1.3603 0.00% -1.43% -0.97%

CNY / US$ 6.2304 6.0628 6.1620 6.2237 6.2659 6.2577 6.2491 6.2431 -0.10% -0.36% 2.97%

[유가]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5.28 05.29 05.3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1.82 107.88 102.40 101.67 101.28 104.11 102.72 103.58 0.84% 2.27% -3.99%

Dubai ($/배럴) 107.81 108.77 105.55 104.58 104.78 106.81 106.59 106.33 -0.24% 1.48% -2.24%

* 최종종가 기준 작성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4.5.30 금)

DOW(0.39% 상승) KOSPI(0.86% 하락) 달러 환율(0.05% 하락) 재경관실



제5차 T-TIP 협상결과에 대한 양국 정부의 평가

※ 2014.5.19-5.23간 당지에서 제5차 TTIP 협상이 개최된 바, 지난주 양측 수석대표

(미측: Dan Mullaney, EU측: Ignacio Garcia Bercero)는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번 협상의 주요 결과를 설명함.

1 양측 수석대표 모두발언 주요내용

o TTIP 협상은 꾸준한 진전(steady progress)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진전(strong progress)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TBT, 경쟁, 분쟁해결 등 많은 분야에서 협정문(text)에 기초한

협상을 진행중이며, 지속가능개발, 노동, 환경 등 기타 이슈들에

대해서도 곧 마찬가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지난 협상에서와 같이 협상기간 중 각계 많은 이해관계자들과도

협의를 진행함.

o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관세, 서비스와 투자, 정부조달 및 미

-EU가 공통적으로 추가 시장개방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고, 양측이 어렵지만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준 및 규제(standard and regulation)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

목표가 불필요한 기준 및 규제로 인한 장벽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보건, 안전, 환경 기준은 유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수평적(horizontally)으로는 기준 및 규제 설정

작업에 input을 심화·확대하고, 섹터별(sectorally)로는 의약품,

ICT, 자동차, 화학 등 분야별 규제 호환성(compatibility)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음.



o (미측 수석대표 언급사항) 양측은 고위급 참여를 환영하는 바,

미 USTR 및 백악관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TTIP 협정 타결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음.

2 주요 질의 응답

o (호르몬 쇠고기 및 GMO 이슈에 대한 양측 입장) 미측 수석

대표는 미국이 모든 관세철폐를 통한 최대한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EU측에 이미 분명히 했다고 하고, SPS 등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양측이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설명함.

- EU측 수석대표는 EU 국내법상 호르몬 쇠고기는 금지되어 있고,

무역협상을 통해 이러한 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또한, GMO의 경우에는 EU 국내법상 모두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우가 다를 수 있다고 첨언함.

o (금융서비스 규제 관련 논의 동향) 금융서비스 규제 관련 양측

입장차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TTIP을

통해 협력을 위한 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동 문제에 대한

기타 국제포럼에서의논의와TTIP에서의논의가병행하여이루어져야할것임.

o (금년 2월 1차 양허안 교환 이후 진전사항) 양측은 아직 1차

양허안 내용을 기초로 협의중임.

- (TTIP 내 에너지 챕터 별도 포함 여부를 문의한 데 대해)

에너지 챕터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혹은 에너지에

영항을 미치는 내용들이 이미 다른 챕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중임.

- (섬유 관련 논의 동향 문의에 대해) 미측은 별도 섬유 챕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양측은 아직 동 여부를 놓고 협의중이며,

아직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본격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o (차기 협상 개최 계획) 차기 TTIP 협상은 7월중 개최할 예정이나,

구체 일시 및 장소는 상금 미정임.

3 Froman 미 USTR 선언문 발표

o 5.23(금) Froman USTR은 제5차 TTIP 협상 결과에 대한 아래

내용의 선언문(Statement)을 발표함. (원문 별첨)

- 제5차 TTIP 협상은 생산적이었으며, 양측은 개념적 틀을

논의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부분의 협상 분야별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규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음.

- 앞으로 과제가 많지만 꾸준한 진전(steady progress)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

- 과거 협상시와 같이 양측 협상단은 협상 중간에 수백명의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협의하는 과정을 가졌고, 이는 양측

정책과 협상 방향에 크게 기여하였음.

※ 내용 관련 문의 : 최다연 2등서기관 (202-939-5328, dychoi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