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4월 10일 제 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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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美연방정부, 사물인터넷 및 가상물리시스템 효율성 증진 지원사업「Global City Team Challenge」추진 : 

美국립표준원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팀으로써△분산되어 있는 각종 Smart City 개발 노력을 연계, 효율성 개선 

및 상호간 기술 협력 장려 △시공간 제약 없는 공공서비스·일자리 창출 가능 / 개인정보 오남용 등 과제 존재 

                * 주요 참여 기업 및 정부조직: US-Ignit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BM, Intel 등 170개 이상의 

기업·조직

[고용동향] 美노동부, 2015년 3월의 실업률 발표 (5.5% 전월과 동일) : 2015년 3월의 실업자수는 857만 5천명으로 전

월대비 13만명 감소하였으며 3월 중 일자리는 전월대비 13만 8천개 감소한 12만 6천개가 창출

                * 주요 일자리 감소분야: 광업,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운송업 등.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최근 미국 연방정부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관련된 산업발전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며, 미 국립표준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추진 중인 Global City Team Challenge에 대하여 소개

미 정부의 IoT 지원사업: Global City Teams Challenge

1 개요

□ (정의) Global City Teams Challenge란 Smart City나 Smart Community 환경에서

사물인터넷(IoT)과 가상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의 효율적 사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 팀 또는 협력 네트워크 (책임자: 이석우박사, 백악관

Presidwntial Innovation Fellow 2014)

○ (사물인터넷)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

○ (가상물리시스템) 생활 속 사물인터넷을뛰어넘어물리적인실제의시스템과사이버

공간의 소프트웨어및주변환경을실시간으로통합하는시스템

*예. 비상대응 네트워크, 스마트 로봇/무인항공기, 자율 주행 차량, 교통관리,

네트워크 기반 의료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 (Smart City) IoT 첨단정보통신기술을이용해주요도시의공공기능을네트워크화한도시

□ (목적) 분산되어 있는 각종 Smart Community 개발 노력을 통합하고 상호 협력

장려, 통일된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성 개선과 비용 절감

2 변모과정

□ (SmartAmerica Challenge) Global City Teams Challenge의 전신으로

‘13년 12월에서 ’14년 6월까지 100개 이상의 기업, 대학교, 기관 등이 참여하여

응용 네트워크 기술 증진에 기여

○ 기술 진보를 통해 서비스 개선, 경제성장 촉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현황 및 추진 방향

□ (현황) 현재 35개 이상의 팀(Action Cluster)으로 구성되었고, 170개 이상의

기업 및 조직이 참여

○ (구성) 도시 및 지역사회 계획가, 기술 개발자 및 공급자, SmartAmerica Challenge

참여자

*현재 US-Ignit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BM, Intel 등 여러 정부 및 사기업 참여

○ (참여도시) Portland, Greenville, Ammon, Chicago, Columbus, New York,

Washington, San Francisco 등이며홍콩, 스페인, 인도, 한국, 일본등에있는도시

참가여부논의중

□ (추진 방향) 기존의 각종 기술을 상호 연계하여 사용자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술 개발자들의 영향력 확대

○ 지역사회 및 도시 계획가나 프로젝트 매니저들 간의 상호 연계를 용이하게

하여 상호 공통점 발견 촉진

○ 기술 개발자 간의 상호 연계를 용이하게 하여 교통, 재난 대응, 에너지,

의료, 환경 등의 구체적인 분야에 관한 팀 형성 촉진

○ ‘Action Cluster’를 통해 지역사회 및 도시와 기술 개발자 간의 상호 연계를

용이하게 하여 특정 문제를 둘러싼 도시와 기술 개발자들이 협력하여 융통성

있고, 재현가능한 해결책 제시 촉진

4 기대효과

□ (장점)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통·안전·교육·의료·복지 등의

공공 서비스 향유. 기술 개발과 상호 연계를 통한 직업 창출. 효율적 에너지

공급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 (단점) 사용자의 정보에 대안 보안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및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대혼란 초래



5 발전 방향

□ (보완점) IoT와 CPS의 상호운용 및 표준 수립, 지나친 비용과 비효율성을 수반한

국지적이고 일회적인 프로젝트 개선 필요.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수반한 기술개발

□ (국내 사례) 송도 국제도시가 인프라·가격적절성·활용도등을고려한‘2014 네트워크

사회 도시 지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모델로 채택된 ‘ICT의 신 사례’로서

사전에 미래 도시를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모든 분야에

접목

□ (해외 사례) 스페인 바르셀로나, 디지털화 추진을 통해 에너지·시간·비용

절약 등 도시 문제 처리 효율성 제고. 일자리 5만 6천 개 창출

○ 시티제니스사와 협력하여 각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도시 데이터

관리시스템(city DataBase) 개발 계획

*(City DataBase) 도시에 설치된 각 센서로부터의 실시간 데이터, 최신

교통정보, 재난정보 등을 3D 형태로 통합·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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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2015년 3월 고용 동향

□ 미 노동부는 ‘15년 4월 3일 2015년 3월중 실업률이 전월과 같은 5.5%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o 2015년 3월 실업자수는 8,575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130천명 감소

- 성별 실업률에 있어서는 남성근로자(5.2% → 5.1%), 여성근로자

(4.9% → 4.9%)와 십대근로자(17.1% → 17.5%)를 기록하였고

- 인종별로도 백인(4.7%→4.7%), 흑인(10.4%→10.1%), 아시아계(4.0%→3.2%)

및 히스패닉(6.6%→6.8%)를 나타냄.

o 경제활동참여율은 전월보다 0.1% 하락한 62.7%를 기록하였고, 고용률은

전월과 같은 59.3%를 기록하였음.

* 전년 동기 대비 경제활동참여율은 0.5%(‘13.12월 63.2%) 낮은

수준임.

o 장기실업자(27주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의 수는 2,563천명으로

전월대비 146천명 감소, 경제적 이유로 인한 파트타임 근로자는

6,705천명으로 전월대비 70천명 감소

2015년 3월 고용동향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14.3월 2015.1월 2015.2월 2015.3월 전월대비 증감

경제활동인구 156,180 157,180 157,002 156,906 -96

경제활동참가율 63.2 62.9 62.8 62.7 -0.1

고용률 59.0 59.3 59.3 59.3 0.0

실업률 6.6 5.7 5.5 5.5 0.0

장기실업자 3,682 2,800 2,709 2,563 -146

경제적 파트타이머 7,449 6,810 6,635 6,705 70



□ 2015년 3월 중 일자리는 총 126천개 창출되었는데 동 수치는 전월보다

138천개 줄어든 것임 (지난 12개월간 일자리는 매월 평균 269천개 증가)

o 일자리는 주로 기업지원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및 소매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광업에선 줄어들었음.

- 기업지원서비스에서 40천개(지난 1분기간 매월 34천개 창출),

보건의료서비스에서는 22천개 창출되었으며, 소매업에서는 26천개

창출되었음.

- 광업에서는 11천개가 줄어들었고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운송업

등에서도 소폭 줄어들었음.

o 1주 근로시간은 전월보다 0.1시간 줄어든 34.5시간이고,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7센트 오른 $24.86(지난 12개월 평균 시간당 임금은 2.1% 증가)

2015년 3월 일자리 증가 추이(비농업분야, Non-farm)

(단위 : 천, 시간)

구 분 2014.3월 2015.1월 2015.2월 2015.3월

전체 일자리 증가 225 201 264 126

민간부문 223 202 264 129

상품생산
(광업,건설업,제조업)

42 51 20 -13

서비스업 181 151 244 142

정부부문 2 -1 0 -3

근로시간(1주 평균) 34.5 34.6 34.6 34.5

임금(1주 평균) $24.34 $24.76 $24.79 $24.86

□ 시장에서의 평가

o ‘15.3월 고용동향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

특히 당초 24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기대치에서 크게 못미치는

126천개 일자리 실적에 실망하는 분위기를 나타냄.



- 이 같은 일자리 창출 실적 부진은 석유값의 하락으로 인해 석유업계의

대량 해고와 함께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제조업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임.

o 달러화 강세에 맞물려 미국 경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바,

개인소비지출과 산업생산지수가 정체되고 있고 고용시장도 활력을

띠지 못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동향이 주목됨.

□ 다음달 고용동향 발표는 2015. 5. 8일(금)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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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재경관실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8 4.9 4.1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6,576.66 17,983.07 17,416.85 18,214.42 17,976.31 17,875.42 17,902.51 17,958.73 0.31% -0.10% -0.14%

Nasdaq 4,176.59 4,777.44 4,683.41 4,987.89 4,947.44 4,910.23 4,950.82 4,974.57 0.48% 0.55% 4.13%

S&P 500 1,848.36 2,080.35 2,021.25 2,110.74 2,086.24 2,076.33 2,081.90 2,091.18 0.45% 0.24% 0.52%

KOSPI (한) 2,011.34 1,915.59 1,949.26 1,985.80 2,041.03 2,059.26 2,058.87 2,087.76 1.40% 2.29% 8.99%

NIKKEI (일) 16,291.31 17,450.77 17,674.39 18,797.94 19,206.99 19,789.81 19,937.72 19,907.63 -0.15% 3.65% 14.08%

FTSE100 (영) 6,749.09 6,547.00 6,810.60 6,949.73 6,891.43 6,961.77 6,937.41 7,015.36 1.12% 1.80% 7.15%

DAX (독) 9,552.16 9,805.55 10,737.87 11,327.19 12,086.01 12,123.52 12,035.86 12,166.44 1.08% 0.67% 24.08%

[금리]  (단위: %)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8 4.9 4.1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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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OTE (3년) 0.78 1.1 0.77 1.01 0.93 0.85 0.86 0.89 0.03 -0.04 -0.21

T/NOTE (10년) 2.99 2.20 1.77 2.03 1.96 1.89 1.92 1.97 0.05 0.01 -0.23

T/NOTE (30년) 3.90 2.76 2.33 2.63 2.55 2.52 2.53 2.61 0.08 0.06 -0.15

LIBOR (Dollar,3월) 0.25 0.26 0.25 0.26 0.28 0.27 0.27 0.28 0.00 0.00 0.02

[환율]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8 4.9 4.1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55.40 1,090.95 1,093.50 1,098.40 1,109.50 1,091.00 1,092.30 1,092.70 0.04% -1.51% 0.16%

Y / US$ 105.30 119.55 117.80 119.17 120.08 119.83 120.29 120.47 0.15% 0.32% 0.77%

US$ / EUR 1.3736 1.2128 1.1338 1.1214 1.0780 1.0845 1.0753 1.0668 -0.79% -1.04% -12.04%

CNY / US$ 6.0628 6.2184 6.2507 6.2696 6.2026 6.2064 6.2052 6.2083 0.05% 0.09% -0.16%

[유가]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8 4.9 4.1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8.42 54.12 44.53 48.17 48.68 53.98 50.42 50.79 0.73% 4.33% -6.15%

Dubai ($/배럴) 107.88 53.62 44.63 58.42 53.95 55.01 55.92 53.31 -4.67% -1.19% -0.58%

* 최종종가 기준 작성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5.4.10 금)

DOW(0.31% 상승) KOSPI(1.40% 상승) 달러 환율(0.04%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