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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4(화) 동 향 분 석 뉴욕사무소

최근 눈 폭풍(snow storm) 등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 지표 동향)

□ 2013년말 ~ 2014년 초반의 한파 등이 미국경제의 회복세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 바 있어 최근(2015년초) 미국 동북부 지방(보스턴, 뉴욕 등)을 

중심으로 한 눈 폭풍 등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 생산 등의 일부 선행
지표가 최근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o 1월 소매판매가 휘발유 및 자동차 판매의 위축 등으로 2개월 연속
(2012.4월이후 최초) 감소하였으며 생산가동률이 정체되고 1월 ISM 제조
업지수는 2014.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하락

o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택착공도 1월중 하락 반전하며 주택시장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

소매판매 추이 산업생산 추이 주택착공 추이

자료: FRB, U.S Census Breau, Bloomberg

□ 또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인 개선추세를 보이는 가운데도 소비자신뢰지
수가 소폭 하락

최근 주요 경제지표 동향

14.10월 11월 12월 15.1월 2월
소
비

소비자신뢰지수(CB) 94.1 91.0 93.1 103.8 96.4
소비자신뢰지수(미시건) 86.9 88.8 93.6 98.1 93.6

고
용

실업률(%) 5.7 5.8 5.6 5.7 ..
경제활동참가율(%) 62.8 62.9 62.7 62.9 ..
취업자수 증감(전월대비, 만명) 22.1 42.3 32.9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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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초와의 기상악화 정도 비교)

□ 미 동부지역의 대부분은 평년보다 추운 기온을 보였던데 반해 서부지역

은 평균보다 온난하여 전체적으로는 평균 수준의 기상여건*을 보였던 것

으로 추정(Goldman Sachs, 2.20일)

    * 기상여건을 판단하는 데 참고하는 누적 난방일수(평균온도 65F 이하 기준)가 2013/2014

년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가운데 1998~2013년중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o 그러나 최근(2014/15)의 누적 적설량은 2013년말 ~ 2014년초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과거 평균수준을 넘어서며* 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이 있음

* 1월말 이후 눈 폭풍 Juno 및 Octavia가 순차적으로 발생

최근 평균대비 
온도차1) 누적 일수 누적난방일수1) 추이 누적 적설량 비교

주: 1) 파란색은 평균보다 낮은 온도,
빨간색은 높은온도 누적일수를 의미

자료: 미 상무부, Goldman Sachs

주: 1) 평균온도 65F 이하 기준 

(2014년 대비 부정적 영향은 크게 작을 것으로 예상)

□ 시장에서는 대체로 최근 일부 경제지표의 부진에 평년 이상 수준의 기상

악화가 일정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o 기상악화는 자동차 판매* 등을 중심으로 한 소매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항공기 취소 등으로 GDP 계산시 포함되는 여행지출도 감소했

을 것으로 보임(Goldman Sachs, 2.20일)

* 극심한 추위 및 눈 폭풍 등으로 자동차 구매 전 시운전 등이 미루어지고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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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파 및 눈 폭풍 등 겨울 기상악화가 주택 착공 및 기존주택 판매 등 주택

시장 활동을 저해하였을 것으로 판단(Citi, 2.23일)

o 또한 눈 폭풍 직전 시행되었던 1월 비농업취업자수 서베이에 비해 2월 

비농업취업자수 서베이는 눈 폭풍기간중 이루어져 다소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BNP Paribas, 2.14일)

* 실업수당 청구 등도 기상악화시 관공서 휴무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후 정상
적인 업무를 재개할 경우 다시 증가하는 경향 

기상악화가 품목별 
소매판매에 미치는 영향

항공기 취소 건수 기존주택판매

자료: 미 상무부, Goldman Sachs 자료: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자료: NAR, Bloomberg

□ 그러나 미국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은 2014년과 비교하여 크게 작은 수준

에 그칠 것으로 분석

① 개인가처분소득 및 개인소비가 여전히 양호하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이 멈춘 가운데 실업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가계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성장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JP Morgan, 2.24일)

② 여타 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주가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 가계 및 금융시장의 경기회복

에 기대가 여전한 상황

③ 주택착공 감소가 1월중 2% 감소하였으나 14.12~1월중으로는 5%증가

하여 13.12월~14.1월중 –20%를 보였던 것에 비해 부정적 영향 정도가 

작았음(Goldman Sachs, 2.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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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Yellen 연준의장도 금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현 미국경제 성장

세가 추가적인 실업률 하락을 유도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평가하며 

폭설, 한파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음 

* While GDP growth is not anticipated to be sustained tat pace, it is expected

to be strong enough to be result in a further gradual decline in the

unemployment rate.(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15.2.24일)

─ 지난해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소비지출이 폭설, 한파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예상보다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향후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14.2.27일)

(다만 1/4분기 경제성장률에의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

□ 건설지출 등에의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1월 소매판매 및 신규주택 

착공 부진 등에 따라 1/4분기 GDP 성장률은 기존 예상보다 0.1~0.2%p

낮아질 것으로 예상(Barclays, BNP Paribas, Goldman Sachs, 2.20일)

* Barclays(2.5%→2.1%), Goldman sachs(3.0%→2.8%), JP Morgan(3.0%→2.5%)로 최근

1/4분기 성장률을 하향 조정(Bloomgerg 평균은 2.5%, 2.24일 기준)

o 2014.4분기 GDP 성장률도 순수출 및 재고증감의 성장에의 기여도가 

큰 폭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속보치(2.6%)를 훨씬 밑도는 2.0%

내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최근 발생한 서부해안 항구 노동분쟁도 1/4분기 GDP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Morgan Staley, 2.17일)

* 서부해안 항구 5일간 폐쇄는 동 분기 GDP를 0.7%p 감소시키고 10일간 폐쇄는 
1.2%p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National Retail Federation and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s, 2014)

⇒ 기상악화 및 대내외 여건의 부정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금년 

상반기중의 경기회복세가 당초 연준의 기대보다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