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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 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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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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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교역] 2014.11월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원유수입 감소 등에 힘입어 연중 최저치 기록 : 수출 1,964억 달러(전월

대비 △20억달러(1.0%↓)) 수입 2,354억 달러(전월대비 △52억 달러(2.2%↓))로 총 390억 달러 적자 기록

(전월대비 △32억 달러(7.7%↓))

[기업가정신] 미국은 창의력․혁신․기업가 정신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11명의 기업가정신 대사 운용중 : 

프리츠커 상무장관, 케리 국무장관, 라지브 샤 국제개발처장(USAID) 등 3명의 위원장단과 11명의 성공한 

창업 CEO*로 구성(2014.4월 발족). 동 대사들은 미국내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제공 및 백악관․
상무부에 기업가정신 관련 정책 제안 등의 활동 전개

                * Rich Barton(Zillow社), Tory Burch(Tory Burch社), Steve Case(Revolution社), Helen Greiner(CyPhy Works社), Reid 

Hoffman(LinkedIn社), Quincy Jones(Quincy Jones Productions社), Salam Khan(Khan Academy社), Daphne Koller(Coursera

社), Hamdi Ulukaya(Chobani社), Nina Vaca(Pinnacle Technical Resources社), Alexa von Tobel(Learn Vest社)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2014년 11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실적

2014년 11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은 수출 1,964억 달러, 수입 2,354억

달러로 총 390억 달러 적자 기록 (상무부 경제분석실 발표, 1.7)

1 수출입 추이

□ (전월 대비) 수출은 20억 달러 하락(전월대비 1.0%↓)하였으며, 수입은

52억 달러 하락(전월대비 2.2%↓)

ㅇ 민간 항공기(11억 달러↓)와 자본재(3억 달러↓) 분야 상품 수출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수출 하락세를 주도(수입은 원유수입이 크게 감소하며 대폭

감소)

ㅇ 무역수지 적자는 390억 달러(전월대비 7.7%↓)로, 연중 최저치 기록

* 무역적자(억불): (5월)435→(6월)408→(7월)405→(8월)400→(9월)436→

(10월)422→(11월)390

□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이 14억 달러 증가(0.7%↑) 하였으나, 수입액도

45억 달러 증가(1.9%↑)함에 따라, 상품·서비스 적자폭 증가(30억 달러,

8.4%↑)

< 2014년 11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14년

11월
‘14년10월

‘13년

11월

증감(전월) 증감(전년동월)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수

출

상품 136,730 138,580 136,752 △1,850 -1.3% △22 - 0.02%

서비스 59,627 59,742 58,170 △115 -0.5% 1,457 2.5%

합계 196,357 198,321 194,922 △1,964 -1.2% 1,435 0.7%

수

입

상품 195,009 200,192 191,517 △5,183 -1.0% 3,492 1.8%

서비스 40,350 40,378 39,377 △28 -0.4% 973 2.5%

합계 235,359 240,570 230,894 △5,211 -0.9% 4,465 1.9%

수

지

상품적자 △58,279 △61,613 △54,765 △3,334 -5.4% 3,514 6.4%

서비스흑

자
19,277 19,364 18,793 △87 -0.5% 484 2.6%

합계 △39,001 △42,249 △35,972 △3,248 -7.7% 3,029 8.4%



□ ’14년 1~11월 교역추이

ㅇ 전년 동기대비, 수입과 수출이 모두 증가 하면서 적자폭도 증가

ㅇ 상품․서비스 수출입 전 분야에서 전반적인 교역 증가세가 시현되고

있음. 다만, 상품수지 적자가 증가(4.4%↑)하면서 서비스 흑자확대

(3.0%↑)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역수지 적자 폭은 증가(5.1%↑)

< 2014년 미국의 상품/서비스 수출입 추이 (단위: 억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4.1∼1

1

‘13.1∼1

1
증감

수출 1,925 1,878 1,939 1,943 1,966 1,957 1,980 1,987 1,952 1,983 1,964 21,474 20,874 3%

수입 2,317 2,300 2,371 2,402 2,401 2,374 2,387 2,388 2,388 2,406 2,354 26,088 25,264 3%

수지 -392 -422 -431 -460 -436 -417 -407 -400 -436 -422 -390 -4,613 -4,390 5%

규모 4,241 4,178 4,310 4,346 4,367 4,331 4,368 4,375 4,341 4,389 4,317 47,562 46,138 3%

< 2014년 1～11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백만불,% 2014년 1-11월 2013년 1-11월 증감(금액) 증감(%)

수출

상품 1,497,694 1,458,574 39,120 2.7

서비스 649,747 628,821 20,926 3.3

합계 2,147,441 2,087,395 60,046 2,9

수입

상품 2,171,307 2,103,660 67,647 3.2

서비스 437,470 422,734 14,736 3.5

합계 2,608,777 2,526,394 82,383 3.3

수지

상품 △673,612 △645,086 28,526 4.4

서비스 212,277 206,087 6,190 3.0

합계 △461,335 △438,999 22,336 5.1

무역규모 4,756,218 4,613,789 142,429 3.1

2 분야별 교역 실적 (11월 기준 전월 대비) 

□ 상품 교역

ㅇ (수출) 상업여객기의 판매 감소와 더불어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등 각

분야에서 수출이 총 20억 가량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소폭 하락(19억,1.3%↓)

ㅇ (수입) 원유 수입은 크게 하락하여 원자재나 자본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 수입액 감소(52억, 2.6%↓)

□ 서비스 교역

ㅇ (수출) 전월 대비 소폭 감소 (1억 달러, 0.2%↓)

* 교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분야 소폭 하락



ㅇ (수입) 전월 대비 소폭 감소 (0.3억 달러, 0.1%↓)

* 보험 및 금융서비스 분야 소폭 증가한 반면, 여행수익 크게 감소

□ 에너지 수입

ㅇ 11월 원유 수입량은 전월대비 15.7% 하락한 1억 8,887만 배럴 기록

* 전년 동월 대비 수입량은 2,387만 배럴(11.2%↓) 하락

ㅇ OPEC 국가들의 비중은 37.0%로 전월(37.3%) 대비 0.3%p 하락

* OPEC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과 전체 미국 원유 수입량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상대적으로전월대비 OPEC 국가들로부터의수입량이소폭하락함.

ㅇ 최대 원유수입 대상국은 캐나다로 전체 수입량의 약 40% 차지(7,499만 배럴)

* 사우디(2,715만), 베네수엘라(1,718만), 멕시코(2,329만), 이라크 (103만)

3 미국의 주요 국가별 상품 무역 수지 (미국 기준, 연간 누적)

ㅇ (수출) 캐나다($2,878억), 멕시코($2,214억), 중국($1,118억), 일본($612억),

영국($492억), 독일($457억), ⑦한국($407억), 네덜란드($400억), 브라질, 홍콩 順

ㅇ (수입) 중국($4,261억), 캐나다($3,174억), 멕시코($2,703억), 일본($1,225억),

독일($1,131억), ⑥한국($636억), 영국($492억), 사우디($441억), 프랑스

($431억) 順

ㅇ (교역수지) 주요 흑자국은 홍콩($321억), 네덜란드($209억), UAE($174억),

호주($150억)이며, 주요 적자국은 중국($3,143억), 독일($674억), 일본($613억), 등

* 한국은 연간 누적기준 9위의 교역수지 적자국

4 참고 : 한미 무역동향 (한국 기준, 상품무역 분야)

ㅇ (對美 수출) 11월 수출은 63억 달러 (한국은 6위의 대미 수출국)

ㅇ (對美 수입) 11월 수입은 35억 달러 (한국은 7위의 대미 수입국)

ㅇ (무역수지) 한국의 11월對美상품무역수지는 28억달러흑자 (통관기준, 전월대비

2.8억달러상승)로서, *한국은 11월기준 9위의對美교역흑자국



< 한․미 연도별 상품교역 현황(한국기준) (억불, 전년 동기 대비 %, 통관기준, 상무부)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1∼11

수출

금액 431.8 457.7 463.8 376.5 498.2 562.0 585.3 622.3 635.6

증가율 4.5 6.0 1.3 △18.8 32.3 12.8 4.1 5.7 10.5

수입

금액 336.5 372.2 383.7 290.4 404.0 445.7 433.4 415.6 407.2

증가율 10.0 10.6 3.1 △24.3 39.1 10.3 △2.8 △1.8 7.9

상품무역 규모 768.3 829.9 847.5 666.9 902.2 1,007.7 1,018.7 1,037.9 1,042.8 (1.1)

상품무역 수지 95.3 85.5 80.1 86.1 94.1 116.4 151.8 206.7 228.4 (1.2)

* ’14년 11월까지의 우리나라의 대미 상품무역 및 상품무역 흑자 규모가 전년도(’13년)를 상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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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기업가정신대사(PAGE) 소개

□ 기업가정신 대사(Presidential Ambassadors for Global Entrepreneurship) 발족

ㅇ ’13. 10월 오바마 대통령이 Global Entrepreneurship Summit(GES)*에서 기업인들로

구성된 기업가정신 대사 발족을 공표

* 글로벌 기업가정신 정상 회의(GES): '09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 문화권

의 경제 개발 및 기회 창출을 위해 기업가 정신 정상 회의를 개최할 것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미국 등 100여 개국이

참여

ㅇ ’14. 4월 상무부에서 초대 기업가정신 대사 11명 임명 및 오바마 대통령

주재 전체 회의 개최

□ 구성 및 역할

ㅇ (구성) 프리츠커 상무장관, 케리 국무장관, 라지브 샤 국제 개발처장 (USAID)

등 3명의 위원장단과 11명의 성공한 창업 CEO로 구성(참고2)

-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국무부, 국제개발처와 협력해 PAGE를 운영

- 산업 성별 인종 등 각 대사들의 특성을 살려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경험 및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

ㅇ (목적) 미국 및 다른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과 협력하여 창의력, 혁신,

기업가 정신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역할) 미국 내 및 전 세계의 차세대 기업가 양성을 위한 멘토링 및 재능

공유

- (미국 내 활동)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등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백악관 상무부에 기업가정신 관련 정책 제안

- (해외 활동) 상무부 국무부가 진행하는 다자 양자간 협의체나 관련 행사에

참여해 창업 지원 정책 제안 및 창업 희망자를 지원

▪ 국제 개발청을 통해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봉사 및 재능 공유



참고 PAGE 상세 인적사항

Rich Barton (공동창업자/CEO) Zillow社, 시애틀)

ㅇ (회사 개요) ’ ́05년 창업한 미국 최대 온라인 부동산 포털

사이트, ́11년 주식 상장

ㅇ (인물 개요) 마이크로소프트 근무 시절 익스피디아 여행

포털 사이트 창업. 이외에도 최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Glassdoor 창업. 현재는 투자회사 Benchmark의 파트너도

역임 중

Tory Burch (창업자/CEO, Tory Burch社, 뉴욕)

ㅇ (회사 개요) ’04년 맨해튼에서 매장 하나로 시작한 의류회사.

현재는 전 세계적인 패션 회사로 100개 이상 매장 보유

ㅇ (인물 개요) 팬실배니아 주립대학 졸업. 뉴욕에서 유명한

의류 회사들을 위한 마케팅 및 홍보를 담당. 이후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하여 창업

Steve Case (CEO, Revolution社, 워싱턴)

ㅇ (회사 개요) ’05년 창립한 투자회사, 회사 경영윤리는 '성공

하는 기업' 만들기이며, 현재까지 Zipcar, LivingSocial

등 30개 이상 회사에 투자

ㅇ (인물 개요) 90년대 미국인구의 반 이상이 사용한 인터넷

회사 America Online(AOL)의 공동 창립자

Helen Greiner (CEO, CyPhy Works社, 댄버)

ㅇ (회사 개요) 민간, 상업, 군사 사용 등을 위한 로봇 개발 회사

ㅇ (인물 개요) ’ ́90년 로봇 청소기를 처음 선보인 iRobot사

창업자. 선도석인 로봇 분야 전문가로 MIT 학사 및 석사

졸업.

Reid Hoffman (공동창업자/CEO, LinkedIn社, 캘리포니아)

ㅇ (회사 개요) ’03년 설립된 ’구인․구직과 비즈니스 분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현재 200여 국가에서 2억 6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

ㅇ (인물 개요) LinkedIn 社 공동창업자. Paypal 부사장 역임



Quincy Jones (CEO, Quincy Jones Productions社, 뉴욕)

ㅇ (회사 개요) 미국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음악가

협동 재단

ㅇ (인물 개요) TIME지 선정 20세기의 제일 영향력 있는 음악가

6명 중 하나로 꼽히는 재즈 음악가

Salman Khan (창업자/전무이사, Khan Academy社, 캘리포니아)

ㅇ (회사 개요) 무료 온라인 교육 아카데미(비영리)

ㅇ (인물 개요). MIT에서 수학과 공학 전공. 가족과 친구 자녀들

을 위해 시작한 원거리 과외 영상이 큰 호응을 받자 무

료 온라인 과외 아카데미를 시작

Daphne Koller(공동창업자/CEO, Coursera社, 캘리포니아)

ㅇ (회사 개요) 무료 대형 공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사.

세계 최고 대학들의 수업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

ㅇ (인물 개요) 예루살렘 헤브루대학교 학․석사, 스탠포드 박사

Hamdi Ulukaya(창업자/CEO, Chobani社, 뉴욕)

ㅇ (회사 개요) ’05년 뉴욕 주에서 설립된 이후 6년 이내 미국

매출 1위 요구르트 제품 출시. 연 10억불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역사상 최대 빨리 성장한 기업으로 여겨짐

ㅇ (인물 개요) 터키 이민자 출신으로, 사회 공헌에도 활발

Nina Vaca(CEO, Pinnacle Technical Resources社, 댈러스)

ㅇ (회사 개요) 미국 내 최대 IT 서비스 회사

ㅇ (인물 개요) 가장 유명한 라틴계 여성 사업가 또는 20명의

최고 발명가 중 한 명 꼽힘

Alexa von Tobel (창업자/CEO, LearnVest社, 뉴욕)

ㅇ (회사 개요) 온라인 맞춤형 재정 조언 서비스 회사

ㅇ (인물 개요) 일반인들에게 쉽고 맞춤 형태의 재정 조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 하버드 학사, MBA 수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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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12말 ‘13말 14.10말 11말 12말 1.7 1.8 1.9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3,104.14 16,576.66 17,195.42 17,827.75 17,983.07 17,371.64 17,584.52 17,907.87 1.84% -0.42% 8.03%

Nasdaq 3,019.51 4,176.59 4,566.14 4,787.32 4,777.44 4,592.74 4,650.47 4,736.19 1.84% -0.86% 13.40%

S&P 500 1,426.19 1,848.36 1,994.65 2,072.83 2,080.35 2,002.61 2,025.90 2,062.14 1.79% -0.88% 11.57%

KOSPI (한) 1,997.05 2,011.34 1,964.43 1,980.78 1,915.59 1,883.83 1,904.65 1,924.70 1.05% 0.48% -4.31%

NIKKEI (일) 10,688.11 16,291.31 16,413.76 17,459.85 17,450.77 16,885.33 17,167.10 17,197.73 0.18% -1.45% 5.56%

FTSE100 (영) 5,897.80 6,749.09 6,463.55 6,723.42 6,547.00 6,366.51 6,419.83 6,569.96 2.34% 0.35% -2.65%

DAX (독) 7,612.39 9,552.16 9,114.84 9,974.87 9,805.55 9,469.66 9,518.18 9,837.61 3.36% -2.93% -0.36%

[금리]  (단위: %)

‘12말 ‘13말 14.10말 11말 12말 1.7 1.8 1.9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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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OTE (10년) 1.78 2.99 2.32 2.24 2.20 1.97 1.96 2.03 0.07 -0.17 -0.96

T/NOTE (30년) 2.95 3.90 3.04 2.95 2.76 2.52 2.52 2.59 0.07 -0.17 -1.31

LIBOR (Dollar,3월) 0.31 0.25 0.23 0.24 0.26 0.25 0.25 0.25 0.00 -0.01 0.00

[환율]

‘12말 ‘13말 14.10말 11말 12말 1.7 1.8 1.9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70.60 1,055.40 1,068.50 1,107.90 1,090.95 1,099.90 1,096.90 1,090.00 -0.63% -0.09% 3.28%

Y / US$ 86.46 105.30 110.95 118.21 119.55 118.84 119.70 119.31 -0.33% -0.20% 13.30%

US$ / EUR 1.3240 1.3736 1.2564 1.2448 1.2128 1.1879 1.1819 1.1811 -0.07% -2.61% -14.01%

CNY / US$ 6.2304 6.0628 6.1099 6.1465 6.2184 6.2092 6.2185 6.2075 -0.18% -0.18% 2.39%

[유가]

‘12말 ‘13말 14.10말 11말 12말 1.7 1.8 1.9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1.82 98.42 81.12 73.69 54.12 47.93 48.65 48.79 0.29% -9.85% -50.43%

Dubai ($/배럴) 107.81 107.88 84.82 73.33 53.62 48.08 46.60 47.50 1.93% -11.41% -55.97%

* 최종종가 기준 작성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5.1.9 금)

DOW(1.84% 상승) KOSPI(1.05% 상승) 달러 환율(0.63% 하락 재경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