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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4분기 미국 GDP 성장률 큰 폭 하향 조정(0.2%→-0.7%) 

□ 금일 발표된 2015. 1/4분기 미국 GDP 성장률(전기비 연율) 수정치는 잠정치
(0.2%, 4.29일 발표)보다 크게 낮은 -0.7%를 나타냄(시장예상치(-0.9%)는 상회)

 o 이는 순수출의 감소폭(-1.3 % → -1.9%)이 보다 확대*되고 재고의 증가폭도 
잠정치보다 축소(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 0.7%p → 0.3%p)된 데 주로 기인

       * 달러강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더욱 감소하고(-7.2% → -7.6%) 항만 정상화 등으로 
수입 증가(1.8% → 5.6%)폭이 커진 데 기인하며 1998년 이후 처음 2분기 연속 큰 폭 감소

     ─ 한편 원유채굴 구조물 등의 비주택 기업투자 감소폭은 축소(-3.4 % →

-2.8%) 되었으나 정부지출의 감소폭은 확대(-0.8 % → -1.1%)

  o 이에 따라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던 민간 최종수요(개인소비+설비투자+주택

투자)가 지난해 1분기 수준인 1.2%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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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A) 수정(B) B-A
GDP 5.0 2.2 0.2 -0.7 -0.9
  개인소비 3.2 4.4 1.9 1.8 -0.1
  민간투자 7.2 3.7 2.0 0.7 -1.3
    비주택 8.9 4.7 -3.4 -2.8 0.6
     (구조물) 4.8 5.9 -23.1 -20.8 2.3
    주택 3.2 3.8 1.3 4.9 3.6
    재고증감1) -0.0 -0.1 2 0.7 0.3 -0.4
  순수출1) 0.8 -1.0 -1.3 -1.9 -0.6
    수출 4.5 4.5 .1 -7.2 -7.6 -0.4
    수입 -0.9 10.4 1.8 5.6 3.8
  정부지출 4.4 -1.9 -0.8 -1.1 -0.3

  주 : 1)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p)

□ 시장에서는 금번 GDP 부진이 날씨효과, 항만파업 및 계절조정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2분기에는 경제활동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1/4분기 GDP 성장률에 잔여계절성이 존재(계절조정 후 계절성이 남아 있는 것)하여 과소 추계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샌프란시스코 연준 및 다수 시장참가자를 중심으로 제기

 o 또한 1분기 성장률 부진에도 최근 Yellen 연준 의장 및 Fischer 부의장의 
‘금년중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에 주목하며 
향후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 및 물가지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

□ 다만 소비확대가 견조하지 않은 가운데 달러화 강세, 유가하락 등이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킬 가능성에도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