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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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MC] 美연준 공개시장위원회 (FOMC), 일시적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 美경제성장 및 물가의 완만한 확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 현 0~0.25% 금리 유지 / 금리인상은 고용시장 개선 및 물가상승률 2% 근접 후 추진 

(4.29) 

                 * 경제 성장세 둔화 요인: 소비지출 하락, 기업 고정투자 둔화, 주택시장 회복세 둔화, 수충증가율 하락,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 실업률 지체 등 

[GDP 보고서] 美상무부, ‘15년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4분기보다 2.0%P 하락한 연율 0.2%로 발표(4.29): 1분기 성장 둔화 

요인으로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민간 소비지출 하락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기업들의 부진 △주·지방 정부 

지출의 감소 △서부항만 노사분규

                * 분야별 성장률: 민간 소비지출 (4분기 4.4% →1분기 1.9%), 기업 투자 (4분기 4.7% →1분기 △3.4%), 정부지출 (4분기 1.6% →1분기 △1.5%)

[Farmers Market]美농무부, National Mall 스미소니언 전철역 옆 Farmers Market 개장 발표 (5.2):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 될 예정 

                 * Farmers Market: 2개 이상의 농가들이 모여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시장, 현재 미국 내 8,364개가 등록되어 

운영 중.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15.4.29)

◇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현 경제활동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향후 성장 및 물가의 완만한 확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금리는 고용시장이 좀 더 개선되고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2%를

넘어설 때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종전의 Forward Guidance를 유지

□ (경제상황 평가) 미경제의 성장세가 ‘일시적인 요인(transitory

factors)’들로 인하여 ‘둔화된(slowed)’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종전 ‘완만한(moderate)’ 성장세 표현을 수정)

ㅇ 소비지출 증가율이 하락(declined)하고 기업 고정투자도 둔화되었으며

주택시장은 느린 회복추세 지속

- 다만 가계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소비심리지수가 높은 수준 유지

ㅇ 수출증가율이 하락세(export declined)

* 종전 : “export growth has weakened”

ㅇ 고용사정은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 실업률 지체 등 주춤한 모습

(strong에서 moderated로 하향 수정)

ㅇ 인플레이션율은 유가하락, 수입가격 하락 등 일시적 요인에 일부

기인하여 장기목표보다 낮은 수준 지속(run below the

Committee’s long-run objective)*

* 종전 : “declined further”

ㅇ 앞으로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예상(expand at a moderate

pace), 노동시장 관련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금리) FOMC는 현재의 0∼0.25%의 금리를 유지

ㅇ 금리인상은 고용시장이 좀 더 개선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한다는 합리적 확신(reasonably confident)이 설 때 이루어질 것

(종전과 동일)



□ (만기도래 국채·MBS 재투자) 종전대로 지속

ㅇ 현재와 같이 상당 수준의 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금융시장

여건을 경기 조절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종전과 동일)

□ (주요 IB 평가) 고용 개선과 물가상승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진 후

금리인상 추진할 것

ㅇ 연준은 1분기 경제 성장 둔화(‘14.4분기 2.2% → ‘15.1분기 0.2%)를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확실한 인상시점은 불확실

ㅇ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현재의 경기상황이 확실히 개선되는 지표가

나타나는 9월 이후 인상가능성에 무게



3월 및 4월 FOMC 정책결정문(Statement) 비교

직전 3월(3.18일) 금번 4월(4.29일)

Information received sinc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t in January suggests

that economic growth has moderated

somewhat.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improved further, with strong job gains and a

lower unemployment rate. A range of labor

market indicators suggests that underutilization

of labor resources continues to diminish.

Household spending is rising moderately;

declines in energy prices have boosted

household purchasing power. Business fixed

investment is advancing, while the recovery in

the housing sector remains slow and export

growth has weakened. Inflation has declined

further below the Committee's longer-run

objective, largely reflecting declines in energy

prices. Market-based measures of inflation

compensation remain low; survey-based

measures of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have remained stable.

Consistent with its statutory mandate, the

Committee seeks to foste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he Committee

expects that, with appropriate policy

accommodation, economic activity will expand

at a moderate pace, with labor market

indicators continuing to move toward levels

the Committee judges consistent with its dual

mandate. The Committee continues to see the

risks to the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the labor market as nearly balanced.

Information received sinc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t in March suggests

that economic growth slowed during the

winter months, in part reflecting transitory

factors. The pace of job gains moderated,

and the unemployment rate remained

steady. A range of labor market indicators

suggests that underutilization of labor

resources was little changed. Growth in

household spending declined; households'

real incomes rose strongly, partly reflecting

earlier declines in energy prices, and

consumer sentiment remains high. Business

fixed investment softened, the recovery in

the housing sector remained slow, and

exports declined. Inflation continued to run

below the Committee's longer-run objective,

partly reflecting earlier declines in energy

prices and decreasing prices of non-energy

imports. Market-based measures of inflation

compensation remain low; survey-based

measures of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have remained stable.

Consistent with its statutory mandate, the

Committee seeks to foste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Although

growth in output and employment slowed

during the first quarter, the Committee

continues to expect that, with appropriate

policy accommodation, economic activity will

expand at a moderate pace, with labor

market indicators continuing to move toward

levels the Committee judges consistent with

its dual mandate. The Committee continues

to see the risks to the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the labor market as nearly

balanced.



직전 3월(3.18일) 금번 4월(4.29일)

Inflation is anticipated to remain near its

recent low level in the near term, but the

Committee expects inflation to rise gradually

toward 2 percent over the medium term as

the labor market improves further and the

transitory effects of energy price declines and

other factors dissipate. The Committee

continues to monitor inflation developments

closely.

To support continued progress toward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he

Committee today reaffirmed its view that the

current 0 to 1/4 percent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remains appropriate. In

determining how long to maintain this target

range, the Committee will assess

progress--both realized and expected--toward

its objectives of maximum employment and 2

percent inflation. This assessment will take

into accoun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measures of labor market conditions,

indicators of inflation pressures and inflation

expectations, and readings on financi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Consistent with its

previous statement, the Committee judges that

an increase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remains unlikely at the April

FOMC meeting. The Committee anticipates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hen it has

seen further improvement in the labor market

and is reasonably confident that inflation will

move back to its 2 percent objective over the

medium term. This change in the forward

guidance does not indicate that the

Committee has decided on the timing of the

initial increase in the target range.

Inflation is anticipated to remain near its

recent low level in the near term, but the

Committee expects inflation to rise gradually

toward 2 percent over the medium term as

the labor market improves further and the

transitory effects of declines in energy and

import prices dissipate. The Committee

continues to monitor inflation developments

closely.

To support continued progress toward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he

Committee today reaffirmed its view that the

current 0 to 1/4 percent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remains appropriate. In

determining how long to maintain this target

range, the Committee will assess

progress--both realized and expected--toward

its objectives of maximum employment and 2

percent inflation. This assessment will take

into accoun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measures of labor market conditions,

indicators of inflation pressures and inflation

expectations, and readings on financi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The Committee

anticipates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hen it has seen further improvement in the

labor market and is reasonably confident that

inflation will move back to its 2 percent

objective over the medium term.



직전 3월(3.18일) 금번 4월(4.29일)

The Committee is maintaining its existing policy of reinvesting principal payments from its

holdings of agency debt and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in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and of rolling over maturing Treasury securities at auction. This policy, by keeping

the Committee's holdings of longer-term securities at sizable levels, should help maintain

accommodative financial conditions.

When the Committee decides to begin to remove policy accommodation, it will take a
balanced approach consistent with its longer-run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inflation
of 2 percent. The Committee currently anticipates that, even after employment and inflation
are near mandate-consistent levels, economic conditions may, for some time, warrant keeping
the target federal funds rate below levels the Committee views as normal in the longer run.

/끝/

※ 내용 관련 문의: 박창환 재경관보 (전화번호, excelpch@gmail.com)



미 ́15년 1분기 GDP 보고서 (15.4.29)

◇ 미 상무부는 ́15년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를 4분기 2.2%보다

2.0%p 하락한 연율 0.2%로 발표(4.29)

□ (GDP 성장률)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연율 0.2%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1%수준) 보다는 낮은 수준

□ (분야별 성장률) 소비와 수출이 동반하여 부진

ㅇ 민간 소비지출은지난겨울이상한파로인해 하락(4분기 4.4% → 1분기 1.9%)

ㅇ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기업들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 투자가

축소(4분기 4.7% → 1분기 △3.4%), 달러 강세로 인해 수출(4분기 4.5%

→ 1분기 △7.2%)이 크게 하락하여 무역적자*가 확대

* 무역수지비 GDP 감소효과: ‘14.4분기 1.03p → ’15.1분기 1.25%p

ㅇ 정부 지출 가운데 주·지방 정부 지출이 크게 감소(4분기 1.6% →

1분기 △1.5%)하여 4분기 △1.9% → 1분기 △0.8%로 연속 감소

□ (시장 평가) 강한 한파와 서부항만 노사분규가 1분기 성장 둔화 요인으로

지목되는 한편, 부진한 경기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시점 논쟁이 격화

ㅇ 금일(4.29일)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1분기 GDP 속보치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9월 이후로 전망

’13.1/4 2/4 3/4 4/4 ’14.1/4 2/4 3/4 4/4
’15.1/4

속보

GDP 성장율 2.7 1.8 4.5 3.5 △2.1 4.6 5.0 2.2 0.2

· 민간 소비 3.6 1.8 2.0 3.7 1.2 2.5 3.2 4.4 1.9

· 기업 투자 1.5 1.6 5.5 10.4 1.6 9.7 8.9 4.7 △3.4

· 주택 투자 7.8 19.0 11.2 △8.5 △5.3 8.8 3.2 3.8 1.3

· 수출 △0.8 6.3 5.1 10.0 △9.2 11.1 4.5 4.5 △7.2

· 수입 △0.3 8.5 0.6 1.3 2.2 11.3 △0.9 10.4 1.8

· 정부 지출 △3.9 0.2 0.2 △3.8 △0.8 1.7 4.4 △1.9 △0.8

/끝/

※ 내용 관련 문의: 박창환 재경관보 (전화번호, excelpch@gmail.com)



USDA Farmers Market 개장

□ USDA는 5월 2일 National Mall 스미스소니언 전철역 바로 옆에서

Tom Vilsack 농무부 장관, Anne Alonzo 농산물유통처(AMS) 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USDA Farmers Market를 개장했다고 밝힘.

ㅇ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30개 이상의 농민들이 참여할 예정임.

□ Farmers Market은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간 중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될 예정임.

ㅇ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다양한 음식과 오락이

준비되는 야간시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이는 올해 처음 운영되는 것으로

5월 15일에 첫 개장할 계획임.

□ AMS는 농가와 소비자간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Farmers

Market, CSA(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 Food Hub, On-Farm

Market 등 로컬푸드 시장에 대한 위치, 운영시간 등의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로컬푸드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음.

(www.usdalocalfooddirectories.com)

ㅇ Farmers Market은 2개 이상의 농가들이 모여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시장을 말하며, 현재미국 내에서 8,364개가등록되어 운영 중임.

* Farmers Market 수: (‘94) 1,755개, (’00) 2,863, (‘04) 3,706, (’08)

4,685, (‘10) 6,132, (’12) 7,864, (‘14) 8,268

ㅇ CSA는 수확기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회원으로 가입된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일반적으로 주1회)으로 배달해 주는 농장/

농장네트워크/농장협회를 말하며, 현재 651개가 등록되어 운영 중임.

ㅇ Food Hub는 지역의 생산자들이 지역 도매․소매․단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생산자들로부터 다소의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수집․유통․판매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나 조직을 말하며,

현재 144개가 등록되어 운영 중임.



ㅇ On-Farm Market은 농장이나 농장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농산물이나 원예농산물을 판매하는 단일 농장에 의해 운영되는

농민시장을 말하며, 현재 1,264개가 등록되어 운영 중임.

□ USDA Farmers Market은 영양지원프로그램(SNAP)와 여성․유아․

어린이 영양지원프로그램(WIC)의 수혜를 받는 소비자, 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쿠폰, DC Produce Plus 체크

등을 환영한다고 밝힘.

□ AMS는 보조금, 기술지원, 응용연구 등을 통해 미국내 Farmers

Market를 지원하고 있음.

ㅇ AMS는 Specialty Crop Block Grant Program과 Farmers Market and

Local Food Promotion Program을 통해 로컬푸드를 지원하기 위해

90백만 달러 이상의 보조기금을 조성함.

□ 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USDA Farmers Market은

우리에게 Farmers Market들이 어떻게 도시와 농촌사회가 더불어 살게 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과채류에 대한 접근을 확대했는가를 보여주었다”고 언급함.

ㅇ “전국의 Farmers Market과 마찬가지로 USDA Farmers Market은 경제기회와

건강에 유익한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가, 소규모 사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고 덧붙임.

/끝/

※ 내용 관련 문의: 박병홍 농무관 (202-641-8727, bakbh01@daum.net)



[주가] 재경관실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29 4.30 5.01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6,576.66 17,983.07 17,416.85 18,214.42 17,976.31 18,110.14 18,035.53 17,840.52 -1.08% -0.76% -0.79%

Nasdaq 4,176.59 4,777.44 4,683.41 4,987.89 4,947.44 5,055.42 5,023.64 4,941.42 -1.64% -0.12% 3.43%

S&P 500 1,848.36 2,080.35 2,021.25 2,110.74 2,086.24 2,114.76 2,106.85 2,085.51 -1.01% -0.03% 0.25%

KOSPI (한) 2,011.34 1,915.59 1,949.26 1,985.80 2,041.03 2,142.63 2,127.17 N/A -0.72% 4.22% 11.05%

NIKKEI (일) 16,291.31 17,450.77 17,674.39 18,797.94 19,206.99 N/A 19,520.01 19,531.63 0.06% 1.69% 11.92%

FTSE100 (영) 6,749.09 6,547.00 6,810.60 6,949.73 6,891.43 7,030.53 6,946.28 6,960.63 0.21% 1.00% 6.32%

DAX (독) 9,552.16 9,805.55 10,737.87 11,327.19 12,086.01 11,811.66 11,432.72 11,454.38 0.19% -5.23% 16.82%

[금리]  (단위: %)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29 4.30 5.01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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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OTE (3년) 0.78 1.1 0.77 1.01 0.93 0.9 0.91 0.91 0 -0.02 -0.19

T/NOTE (10년) 2.99 2.20 1.77 2.03 1.96 2.00 2.06 2.05 -0.01 0.09 -0.15

T/NOTE (30년) 3.90 2.76 2.33 2.63 2.55 2.68 2.76 2.75 -0.01 0.2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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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29 4.30 5.01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55.40 1,090.95 1,093.50 1,098.40 1,109.50 1,068.60 1,072.40 1,074.75 0.22% -3.13% -1.48%

Y / US$ 105.30 119.55 117.80 119.17 120.08 118.83 118.58 119.96 1.16% -0.10% 0.34%

US$ / EUR 1.3736 1.2128 1.1338 1.1214 1.0780 1.0967 1.1091 1.1251 1.44% 4.37% -7.23%

CNY / US$ 6.0628 6.2184 6.2507 6.2696 6.2026 6.2057 6.1997 6.1806 -0.31% -0.35% -0.61%

[유가]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29 4.30 5.01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8.42 54.12 44.53 48.17 48.68 57.06 58.58 59.63 1.79% 22.49% 10.18%

Dubai ($/배럴) 107.88 53.62 44.63 58.42 53.95 61.62 61.65 58.55 -5.03% 8.53% 9.19%

* 최종종가 기준 작성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5.5.01 금)

DOW(1.08% 하락) 달러 환율(0.22%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