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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 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

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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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경제] 2014.6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수출 증가와 원유 수입 감소로 7% 줄었으나, 금년 상반기 전체 무역적자 규모는 

2,601억 달러로 작년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분석 

[산업] 2014.7월 미국 자동차 판매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전년 대비 9.1% 증가한 143.5만 대)

하였으며, 1-7월간 판매 역시 959.9만대로 전년 대비 5.0% 상승함. 현대․기아차는 판매량은 늘었으나(3.7% 

상승한 119,320대), 시장 점유율은 하락(6위->7위)

[노동] 2014.7월 미국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 상승한 6.2%를 기록하였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은 20만9천개로 

8만9천개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분석

[기후변화]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기후변화 보고서"를 통해 비용 등을 이유로 기후변화 방지 대책 마련을 지연시킬 경우,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누적으로 인해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며, 대기 청정, 에너지 안보, 생물다양성 

등의 제고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경쟁협력] 중국 경쟁당국은 상대적으로 중국내에서 고가로 책정되는 독일 차와 미국 IT 제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바, 향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조사확대 가능성에도 주목



주요 미국 경제 동향

1  미국 6월 무역수지 발표(8.6)

ｏ 2014년 6월 미국 무역수지는 41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5월(447억 달러 적자)

에 비해 적자가 7.0%(31억 달러) 감소하였다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6.4)

- 상품수출의 소폭 감소, 원유수입 감소 등에 힘입어 2달 연속 적자폭이 감소

- 6월 중 수출은 5월 대비 0.1%가 증가(3억 달러)한 반면, 수입은 5월 대비

1.2%가 감소(29억 달러)하여 적자규모가 감소

- 재화부문은 603억 적자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187억 달러 흑자를 기록

- 2014년 6월까지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601억 달러로 작년 동기(2013년 1-6월)

2,427억 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규모가 7.1%(173억 달러) 증가

(단위 : 억달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6월 1월-6월 3월 4월 5월 6월

수 출 22,165 22,802 1,928 11,5901 1,937 1,935 1,956 1,959

수 입 27,541 27,566 2,302 14,190 2,378 2,405 2,403 2,374

무역수지 -5,376 -4,764 -374 -2,601 -442 -471 -447 -415

2  주요 경제동향

ｏ 2014년 8월 첫째 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에 비해 1.4만 명이

감소한 28.9만 명을 기록

구 분 1년전 7.12 7.19 7.26 8.2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33.5만 30.3만 27.9만 30.3만 28.9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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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미국 자동차 판매 동향

ㅇ ’14.7월 미국 자동차 판매는 1,435,805대로 전년 동월(1,315,266대) 대비

9.1% 증가, 전월(1,421,963대) 대비 1.0% 증가 (Automotive news)

*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 (‘14.2)0.0→(3)5.7→(4)8.1→(5)11.3→(6)1.2→(7)9.1

ㅇ 경기 회복세와 할부 및 신용 조건 완화, 유가 안정, 영업일수 증가,

독립기념일 연휴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소매 판매가 크게 증가

ㅇ 현대․기아차 판매는 전년동기․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판매 순위는

전월대비 한 단계 하락(7위) (6위로 올라선 닛산의 대폭적 판매신장에

따른 결과)

1 전체 판매 동향

□ (판매량) 7월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9.1% 증가한 143.5만 대, ‘14년

1~7월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한 959.9만 대 (자동차산업연구소)

* 수요 측면 : 경기와 고용시장 회복이 견고해지고, 할부/신용 조건 완화

및 구매여건 개선과 유가 안정이 지속. 또한, 긍정적 소비심리(81.8)와

더불어 영업일수 증가(+1)와 독립기념일 연휴에 따른 소매판매 증가

등이 원인

* 공급 측면 : 월초 독립기념일에 맞춘 인센티브 및 판촉 확대가

월 말까지 지속

ㅇ 연간환산판매대수(SAAR)는 1,648만대로 전월대비 다소 감소

* (SAAR, 만대) : (‘14.2)1,534→(3)1,642→(4)1,607→(5)1,679→(6)1,700→(7)1,648

ㅇ 평균거래가 대비 인센티브 비중은 8.9%로 전년比 0.5p% 증가

* 7월 대당 평균거래가는 3만 636달러로 전년比 1.2% 감소한 반면,

평균 인센티브는 2,731달러(전년동월比 7.1%↑)로 증가

□ (시장점유율) 현대․기아가 닛산에 밀려 6위에서 7위로 하락했으며,

도요타는 포드를 제치고 2위로 상승

ㅇ 전월 6위였던 현대․기아차는 닛산에게 밀려 7위로 한 달 만에

한 단계 하락

*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8.3% (전월대비 동일, 전년대비 0.4%↓하락)



ㅇ 전월 3위였던 도요타는 소매판매 호조세에 힘입어 포드를 제치고

2위로 순위 상승

* 인센티브 효과로 인한 포드의 판매증가세(10%↑)보다 도요타의

인센티브 효과 및 판촉강화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

* 크라이슬러는 체로키 등 신차효과와 소형 상용 호조로 증가(20%↑).

GM은 플릿 판매에서 호조세(9%↑)

< 업체별 점유율 및 순위 변동 >

점유
순위 GM 도요타 포드

크라이
슬러

혼다 닛산
현대·
기아

폭스
바겐

BMW
Diamler
AG

‘14.6월 1 3 2 4 5 7 6 8 9 10

‘14.7월
점유율
(%)

1
(17.8)

2
(15.0)

3
(14.7)

4
(11.7)

5
(9.5)

6
(8.5)

7
(8.3)

8
(3.5)

9
(2.3)

10
(2.1)

순위

변동
- ↑(+1) ↓(-1) - - ↑(+1) ↓(-1) - - -

□ (차급별 판매 구성) 소형 상용이 지속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비중

증가세도 지속(54.6%(전월比 1.6%↑))

ㅇ (소형상용) 픽업의 증가세 둔화가 지속된 반면(전년比 3.2%↑),

SUV와 MPV가 크게 증가(전년比 각각 17.2%↑, 17.6%↑ 증가)

ㅇ (승용) 중형 및 고급차 증가율이 확대되며 판매량은 신장중이나,

소형상용 대비 승용 부진 양상은 지속(점유율 45.4%, 전년比 4.3%↑)

* 소형 : 멕시코 생산을 확대한 닛산 센트라(17,579대, 전년比 53.7%↑)와

베르사(15,630대, 전년比 73.5%↑)의 증가세가 지속됨. 도요타

코롤라(30,833대, 전년比 26.0%↑)도 판촉 강화로 판매량 크게 증가

* 중형 : 인센티브를 확대한 도요타 캠리(39,888대, 전년比 14.7%↑),

포드 퓨전 (23,942대, 전년比 16.7%↑)은 두 자리수 판매 증가세. 다만,

닛산 알티마는 플릿과 인센티브 축소로 부진(26,654대, 전년比 9.8%↓)

* 고급 승용 : 벤츠 CLA 등 신규 모델들의 투입으로 엔트리(전년比

70.0%↑) · 전년比 16.9%↑), 렉서스(전년比 16.2%↑)가 호조세 시현



< 월별 판매량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추이 >

2  업체별 판매현황

 (미국) GM(전년比 9.4%↑)은 플릿 및 대형 SUV의 소매 판매로 증가세

유지. 포드(전년比 9.5%↑)는 인센티브 효과로 판매량이 증가하였으나,

도요타에 밀려 전체 순위는 3위로 하락. 크라이슬러(전년比 19.7%↑)는

체로키 신차효과와 소형 상용 호조로 인해 52개월 연속 증가세 시현

* 업체별 판매

: GM(256,160대, 전년比 9.4%↑) : 리콜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세 회복. 특히 플릿 호조(31%↑)로 MPV(64.5%↑)판매

량 증가

: 포드(211,467대, 전년比19.7%↑) : 인센티브 증가(400달러↑)와 대당거래가

인하(360달러↓)로 2006년 이래 최다 7월 판매 달성(211,467대,

전년比 10%↑). 그러나 도요타에 밀려 판매 순위 한 단계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월 F시리즈 픽업과 플릿 판매 부진의 여파인 것으로 추정

: 크라이슬러(167,667대, 전년比 19.7%↑) : 소형 상용 호조세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세 강세를 이어감. SUV(전년比 33.0%↑), MPV(31.7%↑),

픽업(13.8%↑)을 중심으로 크게 판매량 상승하였으며, 이중 지프

(59,588대, 전년比 40.9%↑)와 램(35,621대, 전년比 17.5%↑)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일본) 도요타(전년比 11.6%↑)와 닛산(전년比 11.4%↑)은 판매량이

증가한 반면, 혼다(전년比 3.9%↓)는 부진 지속

* 업체별 판매

: 도요타(215,802대, 전년比 11.6%↑) : 소매 판매 호조와 렉서스 판촉

강화로 3개월 연속 판매량 20만 대를 상회. 판매 점유율 15%를

넘어서며 포드를 제치고 월간 판매 2위 달성. 캠리(39,888대 전년比

15%↑)는 인센티브 확대로 판매량이 크게 증가

: 혼다(135,908대, 전년比 3.9%↓) : 인센티브 감축과 아큐라 브랜드

(12,480대, 18%↓)부진으로 대부분의 차량들이 판매량 감소. 승용(3%↓)과

상용(5%↓) 분야 모두 감소하였으며, 주력 소형 모델인 시빅(30,038대,

전년比 7%↓)또한 부진

: 닛산(121,452대, 전년比 11.4%↑) : 멕시코 공장(소형차 생산) 확대로

소형차 판매가 급증(62.4%)하였으며, 특히 센트라(17,579대, 전년比

54%↑)와 베르사(15,630대, 전년比 74%↑)의 판매가 강세

 (현대․기아차) 119,320대로 전년比 3.7%↑상승(전월 118,051대比

1.1%↑) 하였으나, 점유율*(8.3%) 순위는 전월대비 한 단계 하락한 7위

* 7월 점유율 : 전월 대비 변화 없음. 전년동월 대비 0.4%p 하락

* 6위인 닛산과는 점유율 0.2%p 차이 (2,132대)

ㅇ (현대차) 67,011대로 전년比 1.5%↑상승하였으나, 전월(67,407대)比 로는

0.6%↓하락하는 등 다소 판매량이 부진

* 산타페(8,655대, 전년比 26%↑)와 에쿠스(305대, 전년比 76%↑),

소나타 (22,577대, 전년比 19%↑)가 판매 강세. 제네시스(2,990대,

전년比 5%↑)도 판매량 증가세 지속

* 엑센트(3,755대, 전년比 32%↓), 벨로스터(2,237대, 전년比 22%↓)는 큰 폭 하락

ㅇ (기아차) 52,309대로 전년比(49,004대) 7%↑상승, 전월(50,644대)比

3.3%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증가세 시현



* 소울(14,709대, 전년比 45%↑), 스포티지(4,412대, 전년比 75%↑)의

판매량은 전년比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소렌토(8,749대, 전년比

9%↓)의 판매량은 전년과 전월比 하락세를 보임

* 옵티마(13,588대)는 전년比 1%↓, 전월(13,866대)比 2%↓ 미미하게

하락

< 업체별 점유율 추이 >

< 2014.7월 주요 업체별 판매량 (대, %) >

회 사

‘14.7월 ‘14.6월 ‘13.7월 판매량 증가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전월 전년동월

① GM 256,160 17.8% 267,461 18.8% 234,071 17.8 △4.2% 9.4%

② Toyota 215,802 15.0% 201,714 14.2% 193,394 14.7 7.0% 9.5%

③ Ford 211,467 14.7% 221,396 15.6% 193,080 14.7 △4.5% 11.6%

④ Chrysler 167,667 11.7% 171,086 12.0% 140,102 10.7 △2.0% 19.7%

⑤ Honda 135,908 9.5% 129,023 9.1% 141,439 10.8 5.3% △3.9%

⑥ Nissan 121,452 8.5% 109,643 7.7% 109,041 8.3 10.8% 11.4%

⑦ 현대기아 119,320 8.3% 118,051 8.3% 115,009 8.7 1.1% 3.7%

⑧ VW 49,729 3.5% 50,070 3.5% 52,914 4.0 △0.7% △6.0%

⑨ BMW 32,295 2.3% 35,652 2.5% 30,064 2.3 △9.4% 7.4%

⑩Daimler AG 30,757 2.1% 29,380 2.1% 26,425 2.0 4.7% 16.4%

※ 내용 관련 문의: 최성준 상무관보 (202-939-5670, s505agnie@gmail.com)



미국의 2014년 7월 노동시장 Monthly Report

1  주요 내용

□ 미 노동부는 ‘14년 8월 1일 2014년 7월 중 실업률이 전월보다

0.1% 오른 6.2%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o 2014년 7월 실업자 수는 9.6백만 명으로 전월에 비해 197천 명 증가

- 성별 실업률에 있어서는 남성근로자(5.7% → 5.7%), 여성근로자

(5.3% → 5.7%)와 십대근로자(21.0% → 20.2%)를 기록하였고

- 인종별로도 백인(5.3%→5.3%), 흑인(10.7%→11.4%), 아시아계

(5.3%→5.3%) 및 히스패닉(7.8%→7.8%)를 나타냄.

o 경제활동참여율은 전월보다 0.1% 오른 62.9%를 기록하였고, 고용률은

전월과 같은 59.0%를 기록하였음.

* 경제활동참여율은 전년 동기(63.4%) 대비 0.5% 낮은 수준임.

o 장기실업자(27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의 수는 3.15백만 명이었고,

경제적 이유로 인한 파트타임 근로자는 7.51백만 명인 것으로 나타남.

2014년 7월 고용동향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13.7월 2014.5월 2014.6월 2014.7월 전월대비 증감

경제활동인구 155,693 155,613 155,694 156,023 329

경제활동참가율 63.4 62.8 62.8 62.9 0.1

고용률 58.7 58.9 59.0 59.0 0.0

실업률 7.3 6.3 6.1 6.2 0.1

장기실업자 4,246 3,374 3,081 3,155 74

경제적 파트타이머 8,180 7,296 7,544 7,511 -33

□ 2014년 7월 중 일자리는 총 209천개 창출되었는데 동 수치는

전월보다 89천개 줄어든 것임(지난 12개월간 일자리는 매월 평균

209천개 증가)



o 일자리는 기업지원서비스, 제조업, 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주로 창출되었음

- 기업지원서비스에서는 47천개가 증가하여 지난 12개월간

총 648천개 창출

- 제조업에서는 28천개가 창출, 자동차업종과 가구업종 등에서 창출

- 소매업에서 27천개 창출되어 꾸준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건설업에서는 22천개가 창출되어 지난 1년간 총 211천개가 창출

o 1주 근로시간은 전월과 같은 34.5시간이고,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1센트 오른 $24.45(지난 12개월 평균 시간당 임금은 2.0% 증가)

2014년 7월 일자리 증가 추이(비농업분야, Non-farm)

(단위 : 천, 시간)

구 분 2013.7월 2014.5월 2014.6월 2014.7월

전체 일자리 증가 149 229 298 209

민간부문 170 228 270 198

상품생산
(광업,건설업,제조업)

-5 26 38 58

서비스업 175 202 232 140

정부부문 -21 1 28 11

근로시간(1주 평균) 34.4 34.5 34.5 34.5

임금(1주 평균) $23.97 $24.38 $24.44 $24.45

2  시장의 평가

o 7월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들은 전월과 크게 변동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 실업률은 기대와 달리 수치가 높아졌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o 다음달 고용동향 발표는 2014. 9. 5일(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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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경제자문위원회,“기후변화 보고서” 발표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for Economic Advisers)*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행동 지연에 따른 비용(The Cost of Delaying Action to Stem

Climate Change)” 제하 보고서를 7월 말 발표함. (보고서 원문 별첨)

       * 경제자문위원회(CEA) : Jason Furman, Maurice Obstfeld, Betsey Stevenson 등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미국의 국내외 경제이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함. 

1. 동 보고서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조치 이행 지연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만, 대기층에 이산화탄소가 누적됨으로 인해

시간이 지난 뒤에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보다 큰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함.

o 정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및 투자 촉진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목표 달성의

비용을 절감시켜 줄 것으로 분석

o 기후변화 조치가 지연되어 산업화 이전 기준과 비교하여 섭씨 2도가

아닌 3도 높은 수준으로 평균온도가 안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은

0.9% 감소 예상 (2014년 미국 GDP 기준 약 1천5백억 불에 해당)

- 특히, 조치가 10년 지연될 때마다 비용은 약 40%씩 증가

2. 또한, 기후변화 정책을 “기후변화 보험(Climate Insurance)”과도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보통 돌이킬 수 없는

갑작스럽고 대규모의 자연재해 등 과학적 불확실성에 보다 신중하게

대비해야 함을 강조함.

o 보통 보험과 달리, “기후변화 보험”은 대기 청정, 에너지 안보,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투자로도 기능할 전망 /끝/

※ 내용 관련 문의: 양서진 2등서기관 (202-939-5635, nanzo9@gmail.com)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언론이 8.4~5에 걸쳐 중국

경쟁당국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고급 외제차 및 부품가격과 고급 하이테크

제품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벤츠, 아우디,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중국 현지 사무소를 조사하는데 경쟁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

중국 경쟁당국, 현지 외국기업 조사를 위해 경쟁법 활용

1  보도내용

ｏ 최근 몇 달 간 중국 경쟁당국이 아우디, 벤츠 등의 고급 외국산

자동차 제조사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의 하이테크사들의 중국

현지 사무소를 조사

- 특히, 8.4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하여 중국 경쟁당국의 조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경고

ｏ 조사 목적은 중국 소비자 및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급

외제차와 부품 및 하이테크 제품의 가격이 미국 및 EU 국가의

현지 가격에 비하여 매우 높아 이들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 위한 것임.

- 예를 들면, 아이패드 미니(iPad Mini)의 가장 저렴한 버전 제품의

중국에서의 가격은 $470인반면, 미국에서는 $399에 판매

- 자동차 부품 가격의 경우, 독일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장 싸게

공급하는 판매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공인된(authorized) 딜러에서만 구입하도록 하여 자유롭게 구매

할 경우에 비하여 5배 내지 10배나 비쌈

ｏ 한편, 중국관영통신(Chinese state media)은 스타벅스와 고급 외

제차 제조사들이 중국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고 비난 보도

-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매장 임대료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고급 외제차 제조사들은 수입관세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

ｏ 중국 경쟁당국(NDRC)의 조사에 맞추어 벤츠, 아우디, 재규어는

이미 가격인하를 단행, BMW는 인하를 협의 중



- 벤츠는 부품가격을 15%* 인하, 아우디는 부품가격을 최대

38%
*
인하, 재규어는 3개 모델의 가격을 인하

* 언론사별로 보도 내용 조금 다름

- 반면, BMW는 규제당국(아마도 경쟁당국을 의미)과 가격인하 협의를

진행 중

ｏ 미국 업계는 지난 5월에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조사받고

있다고(unfairly targeted)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상공회의소

(U.S. Chamber of Commerce)를 통하여 재무성과 국무성에 중국

경쟁당국의 조사에 대한 우려 서한을 제출

-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및 상무부는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음.

2  향후 전망

ｏ 중국 경쟁당국이 고급 외제차 및 그 부품, 고급 하이테크 제품의

중국 현지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국 경쟁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우리 기업의

수출 제품으로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음.

- 미국과 독일 정부로부터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내지 차별

조사로 항의 받거나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나라나 일본의 제품 중

중국에 수출되는 내구성 소비재(자동차 및 그 부품, 전자제품 등)로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음.

ｏ 2001년 미국 기업인 GE와 Honeywell의 기업결합과 관련된 미국과

EU간 통상마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경쟁법

집행(산업정책을 위한 경쟁법 남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통상 마찰 가능

※ 내용 관련 문의: 김형배 경쟁협력관 (202-939-6488, kimhyungba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