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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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보고서]  ́15년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연율 2.3%(美 상무부 발표): △1분기 성장률은 당초 확정치(6.24) △0.2%에서 

+0.6%로 수정 (소비지출 개선 및 수출증가가 GDP 성장 주요인)

[FOMC회의]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확장되는 추세라고 평가: △금리는 고용시장이 좀 더 

개선되고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2%로 회복된다는 합리적 확신이 들면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종전의 

지침을 유지하면서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특히 고용시장에 대해 지난 6월보다 낙관적인 평가

[한국식품주간] “한국식품 주간(K-Food Week)” 계획: △한국대사관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9.26-10.4 미국 내 한식당 및 

한국식품 유통업체들과 함께 한식의 우수성 홍보에 나설 계획 (홈페이지: kfoodweek2015.com 참조)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미 상무부는 ́15년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를 연율 2.3%로 발표,

1분기 성장률은 당초 확정치(6.24) △0.2%에서 +0.6%로 수정

’13 ’14.1/4 2/4 3/4 4/4 1/4 확정 1/4 수정치 2/4 속보

GDP 성장율 1.5 △0.9 4.6 4.3 2.1 △0.2 0.6 2.3

· 민간 소비 1.7 1.3 3.8 3.5 4.3 2.1 1.8 2.9

· 기업 투자 3.0 8.3 4.4 9.0 0.7 △2.0 1.6 △0.6

· 주택 투자 9.5 △2.8 10.4 3.4 10.0 6.5 10.1 6.6

· 수출 2.8 △6.7 9.8 1.8 5.4 △5.9 △6.0 5.3

· 수입 1.1 2.8 9.6 △0.8 10.3 7.1 7.1 3.5

· 정부 지출 △2.9 0.0 1.2 1.8 △1.4 △0.6 △0.1 0.8

미 ́15년 2분기 GDP 보고서 (15.7.30)

□ (GDP 성장률)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2.3%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

보다는 낮은 수준

* 전문가들은 2분기 속보치 성장률을 2.7∼2.8% 가량으로 예상

□ (분야별 성장률) 1분기와 비교하여 소비지출 개선(1.8%→ 2.9%)과 수출

증가가 GDP 성장의 주요 요인

ㅇ 유가하락에 따라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지출이 축소되어 기업투자 지출

(1.6%→△0.6%) 감소

ㅇ 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수출(△6.0%→5.3%)이 크게 개선되어 무역적자*

감소가 GDP증가에 기여

* 무역수지비 GDP 증가효과: 1분기 △1.92%p→ 2분기 속보치 0.13%p

ㅇ 주·지방 정부 지출이 증가하여 2분기 전체 정부 지출(△0.1%→0.8%) 개선

□ (시장 평가) 고용시장 호조가 소득과 소비 증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가능성이 엿보였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 평가

ㅇ 7.29일 연준은 현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전문가들은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전망

/끝/

※ 내용 관련 문의 : 박창환 재경관보 (202-939-5649, excelpch@gmail.com)



□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확장되는

추세라고 평가, 금리는 고용시장이 좀 더 개선되고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2%로 회복된다는 합리적 확신이 들면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종전의 Forward Guidance를 유지하면서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ㅇ 특히 고용시장에 대해 지난 6월보다 낙관적인 평가: 견고한

(solid) 고용증가와 노동시장 slack이 감소(diminished)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15.7.29)

□ (경제상황 평가) 미경제의 성장세가 종전과 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

(expanding moderately)되고 있다고 평가, 노동시장 관련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 소비지출 증가세가 완만(moderated) 해졌고 주택 시장은 지속적으로

개선(additional improvement) 추세

- 반면, 기업 고정투자와 수출증가율은 약세를 유지(stayed soft) (종전과 동일)

ㅇ 고용시장은 취업자수가 견고한(solid)* 증가세이고 실업률은 감소세

(declining)를
**

보이는 등 개선이 지속, 노동시장 유휴자원(slack)은 계속

하락세(diminished)***

* 종전 : “picked up” / ** 종전 : “remained steady” / ** 종전 : diminished

somewhat

ㅇ 인플레이션율은 종전과 같이 유가하락,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장기

목표보다 낮은 수준 지속(run below the Committee’s long-run

objective) (종전과 동일)

□ (금리) FOMC는 현재의 0∼0.25%의 금리를 유지, 10명의 FOMC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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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주류이나,

인상시기가 9월(16～17일)이 분명한지에 대해서는 이견

ㅇ 다수의 전문가는 연준이 고용시장 회복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9월 기준금리 인상 신호로 해석할수 있다고 분석

ㅇ 다만, 일부에서는 금리인상을 단행하기에는 현재 미국 경기회복세가

미흡하며 연준은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반론
*

* IMF는 연례보고서에서 내년 초 인상을 제기(7.9)

ㅇ 기준금리 동결 성명 발표 후 미국 증시는 상승마감

* 다우지수: 121.12포인트(0.69%) 상승 17,751.39

나스닥종합지수: 22.53포인트(0.44%) 상승 5,111.73

S&P 500지수: 15.32포인트(0.73%) 상승 2,108.57

/끝/

※ 내용 관련 문의 : 박창환 재경관보 (202-939-5649, excelpch@gmail.com)



한국식품 주간(K-Food Week) 운영계획

□ 주미대한민국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9.26(토)~10.4(일)까지

일주일 간 “한국식품 주간(K-Food Week)”으로 설정하고 미국 내 한식당

및 한국식품 유통업체들과 함께 한식의 우수성 홍보에 나설 계획임.

□ 동 행사는 한식당 및 한국식품 유통업체별로 추진하던 한식 및 한국 식품

홍보를 동일 기간에 집중토록 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됨.

□ K-Food Week 기간 동안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식을 맛보거나 한국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식당과 한국식품 유통업체에서는 특별 메뉴 또는 기존 메뉴를

할인 제공하거나 한국식품을 할인 판매하게 됨.

□ 한국대사관과 aT센터는 행사에 참여하는 한식당 및 한국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별 식품매장에 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K-Food

Week 홈페이지(kfoodweek2015.com)를 운영할 계획임.

□ 동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식당 및 한국식품 유통업체는 9월 25일까지

이메일(register@kfoodweek2015.com), K-Food Week 홈페이지, 전화

(201-310-3358) 등을 활용하여 신청 가능함.

/끝/

※ 내용 관련 문의: 김준걸 검역관 (202-587-6146, bluepine31@gmail.com)



[주가]
재경관실

미국 증시)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실망에 혼조세

‘13말 ‘14말 15.4말 5말 6말 7.29 7.30 7.31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6,576.66 17,983.07 17,840.52 18,010.68 17,596.35 17,630.27 17,751.39 17,745.98 -0.03% 0.85% -1.32%

Nasdaq 4,176.59 4,777.44 4,941.42 5,070.03 4,958.47 5,089.21 5,111.73 5,128.79 0.33% 3.43% 7.35%

S&P 500 1,848.36 2,080.35 2,085.51 2,107.39 2,057.64 2,093.25 2,108.57 2,108.63 0.00% 2.48% 1.36%

KOSPI (한) 2,011.34 1,915.59 2,127.17 2,114.80 2,074.20 2,037.62 2,019.03 2,030.16 0.55% -2.12% 5.98%

NIKKEI (일) 16,291.31 17,450.77 19,520.01 20,563.15 20,235.73 20,302.91 20,522.83 20,585.24 0.30% 1.73% 17.96%

FTSE100 (영) 6,749.09 6,547.00 6,960.63 6,984.43 6,620.48 6,555.28 6,631.00 6,668.87 0.57% 0.73% 1.86%

DAX (독) 9,552.16 9,805.55 11,454.38 11,413.82 11,083.20 11,173.91 11,211.85 11,257.15 0.40% 1.57% 14.80%

[금리]  (단위: %)

‘13말 ‘14말 15.4말 5말 6말 7.29 7.30 7.31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년) 0.78 1.1 0.91 0.94 1.00 1.03 1.05 1.07 0.02 0.07 -0.03

T/NOTE (10년) 2.99 2.20 2.05 2.12 2.33 2.26 2.29 2.28 -0.01 -0.05 0.08

T/NOTE (30년) 3.90 2.76 2.75 2.88 3.09 2.96 2.99 2.96 -0.03 -0.13 0.20

LIBOR (Dollar,3월) 0.25 0.26 0.28 0.28 0.28 0.30 0.30 0.30 0.00 0.02 0.04

Mortgage Rate
(30년 고정)

4.63 3.86 3.82 3.96 4.14 4.02 4.03 4.03 0.00 -0.11 0.17

[환율]

‘13말 ‘14말 15.4말 5말 6말 7.29 7.30 7.31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55.40 1,090.95 1,072.40 1,108.20 1,115.50 1,158.40 1,168.40 1,170.00 0.14% 4.89% 7.25%

Y / US$ 105.30 119.55 118.58 123.87 122.32 123.42 124.11 124.05 -0.05% 1.41% 3.76%

US$ / EUR 1.3736 1.2128 1.1091 1.0950 1.1196 1.1051 1.0971 1.0931 -0.36% -2.37% -9.87%

CNY / US$ 6.0628 6.2184 6.1997 6.2011 6.2046 6.2088 6.2096 6.2097 0.00% 0.08% -0.14%

[유가]

‘13말 ‘14말 15.4말 5말 6말 7.29 7.30 7.31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8.42 54.12 59.63 60.30 58.33 47.98 48.79 48.52 -0.55% -16.82% -10.35%

Dubai ($/배럴) 107.88 53.60 62.69 60.83 59.36 51.85 51.86 52.53 1.29% -11.51% -2.00%

* 최종종가 기준 작성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5.7.31 금)

DOW(0.03% 하락) KOSPI(0.55% 상승) 달러 환율(0.14%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