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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이후 가장 빠른 경기하강세를 보였던 세계경제는 각국의 적극적인 공조노력과 대응에 힘입어 2009년
중반부터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가 회복국면
을 어떻게 부작용 없이 이어나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G-20를 중심으로 각국 경제의
동향과 출구전략을 재정, 금융, 통화 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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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외 주요
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김흥종 외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
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르러 전 세계 경기를 급락시켰다. 급속한
경기 냉각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은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과 정책금리의 공조 인하, 중앙은행의 민간부문 채권 인수와
같은 비정상적 금융조치를 사용하여 위기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금융통화정책 공조와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의 결과 2009년 중반
기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경기의 ‘자유낙하’는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국을 중심으로 예상보
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09년 1분기와 2분기
에 경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전기대비 성장세가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상당수 신흥개도국들은 선진국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급속한 경기회복을 이끈 주요 요인은 각국의 저금리정책과 함께 확장
적 재정정책에 의한 정부 소비이다. 2009년 중반 이후에는 민간 소비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수출도 회복
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경우에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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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
로 전망되나 선진국 경제의 회복 여부가 경제위기의 궁극적 탈출을 판단
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출구전략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비정상적인 금융조치의 회수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
상 등 금융정책은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에 가야 실현될 것으로 보
이고, 재정부문의 출구전략도 2010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판단
된다. 심각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인한 재정여력의 소진으로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더블딥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출구전략에
들어선 인도와 더불어 중국의 금융출구전략이 2010년 상반기 중에 단행
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지형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상대적 고성장을 구현하여 예상외로 경제위
기에도 강인한 경제체질을 보였다. 이러한 신흥개도국의 고성장은 2000년
이후 이 국가들이 보인 괄목할만한 성장에 따른 경제적 위상의 증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선진국 중에서
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태를 보이겠지만,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위해서
는 고용, 주택시장, 재정적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동안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
며, 유럽의 경우도 독일을 필두로 프랑스 등 유럽 중심부 국가들의 회복
이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지중해 국가들과 영국, 아일랜드 등 신흥유럽
국은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EU 회원국 내에서 경제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유럽의 위상 약화가 예견된다.
호주는 선진국 중에서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대
적 호조의 원인으로 작용한 동아시아 경제의 활력에 힘입어 호주의 아시
아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멕시코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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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경제의 경우 경제위기에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재정부문이 건전하고 유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
인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는 그 이전 10년 동안의 변화만큼
이나 큰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롭게
변화된 지형에 맞게 통상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자원부국과의 관계 강화, 해외투자의 전략적 선택, FTA 형태의
다변화 등 국별, 지역별로 더욱 차별화된 경제통상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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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관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이르러 대공황 후 가장 빠른 속도의 경기
하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경
기 냉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 주요국은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적극
적인 재정확장정책과 정책금리의 공조 인하, 중앙은행의 민간부문 채권 인수
와 같은 비정상적 금융조치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위기에 굳건한 공동 대응체
계를 보여왔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서서히 회복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G-20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시 각국의 대응정책과 향후 경제전망 등
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제전망과 함께 출구전략을 재정,
금융, 그리고 통화정책의 차원에서 조명해 보고 출구전략의 시기를 각국별로
전망해 보고자 한다.
세계 경제위기는 이제 한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화정책 공조와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의 결과 2009년 중반기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경기의 ‘자유낙하’는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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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신흥 시장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선
진국의 경우 2009년 1분기와 2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전기대비 성
장세가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상당수 신흥개도국들은 선진국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급속한 경기회복을 이끈 주요 요인은 각국의 저금리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정부 소비이다. 2009년 중반 이후에는 민간 소비도 완만하
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수출도 회복세를 보
이면서 경기회복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경기후행지표인 고용은
특히 선진국의 경우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며, 경제활동이 아직 위기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인한 재정여
력의 소진으로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더블딥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경제위기의 궁극적 탈출을 판단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출구전략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비정
상적 금융조치의 회수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은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에 가야 실현될 것으로 보이고, 재정부문의 출구
전략도 2010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이미 출구전략에
들어선 인도와 더불어 중국의 금융 출구전략은 2010년 상반기 중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부터 제18장까지는 G-20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과 2010년 전망을 분석하
고, 이어서 해당 국가의 출구전략을 재정정책, 통화 및 금융정책의 순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9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를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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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

1. 미국경제 동향과 전망
가. 미국경제 동향
미국경제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진입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고용시장 약세, 신용경색 등이 성장을 둔화시키
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회복이 얼마나 강하게 지속될 지는 여전히 불확실
하다. 2009년 3분기 GDP는 자동차 및 주택 구입 지원 등 정부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2.8%(잠정치) 성장을 나타냈다. 개인소비지출도
2.9% 증가하여 2007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내구재 생
산증가율이 20.1%에 달해 2002년 1분기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 상황1)이 조기에 개선될 전망이 불투명하여 소비지출의 강세가 지속되
는 데 한계가 있고, 자동차 관련 지출을 제외하는 경우 내구재의 성장기여도

1) 10월 미국의 실업률은 10.2%로 198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1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하였으나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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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지 않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상수지는 2009년 2분기 수입수요의 급감으로 인한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증가 등으로 적자규모가 988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3분기 수
입증가율(20.8%)이 수출증가율(17.0%)을 상회하면서, 순수출은 연속 3분기
플러스 성장 기여도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순수출 성장기여
도 -0.83%포인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재고 조정이 감소하고, 생산이
확대되면서 축소되었던 경상수지 적자가 점진적으로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위축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경제적 수요 부진, 안정된 인플
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억제되고 있으나, 경기부양을 위
한 재정지출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표 2-1. 실질GDP 성장률 추이 ❚
(단위: 전기대비연율, %)

구 분

2008년

1/4분기
-6.4

2009년
2/4분기
-0.7

3/4분기
2.8

GDP

0.4

소비지출

-0.2

0.6

-0.9

2.9

비거주투자

1.6

-39.2

-9.6

-4.1

-22.9

-38.2

-23.3

19.5

수 출

5.4

-29.9

-4.1

17.0

수 입

-3.2

-36.4

-14.7

20.8

정부지출

3.1

-2.6

6.7

3.1

거주투자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BEA)(2009. 11. 24).

주택시장은 금융시장 및 실물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를 반영해 비교적 안정
국면에 진입하였으나,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잠재적 부실이 불안 요인으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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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다. 미국 20대 도시를 기준으로 한 9월 S&P/Case-Shiller 주택가
격지수는 146.51로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5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

❚ 그림 2-1. 미국 신규 및 기존 주택 판매 추이 ❚
(단위: 백만 채)

자료: 전미부동산협회.

또한 10월 신규주택 판매와 기존주택 판매도 각각 연 43만 채와 610만
채로 각각 전월대비 0.6%와 10.1%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 지표의
부분적인 개선은 최대 8,000달러에 달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미연준(FRB)의 모기지증권(MBS)구입 등 정부의 주택경기 부
양책에2) 크게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은행들의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3) 또한 악화되고 있는 주택차압 지표4) 등도 부동산시장의

2) 2009년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2010년 4월 30일까지 확대․연장
하는 법안(H.R. 3545)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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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제한하는 요소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2009년에 전반적인 고용시장 위축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
가 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1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10월
(11.1만 명 감소)대비 1.1만 명 감소하여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해
2008년 1월 이후 약 731만 명의 고용이 감소하였다.

❚ 그림 2-2. 비농업부문 고용변동 및 실업률 추이 ❚
(단위: 천 명, %)

자료: 미국 노동부(2009년 12월).

월별 고용 감소는 2009년 1월 74.1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 11월에
2007년 12월 경기침체 발생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10월 10.2%의
실업률에 비해 11월은 10.0%로 보여 고용시장 위축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급격한 고용 감소 추세는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중소형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은 불충분한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4) 3/4분기 압류주택 비율은 2007년 말(2.04%)보다 2배 이상 상승한 4.47%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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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경제 전망
2010년 미국경제는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2.5% 내
외의 잠재성장률 이하의 저성장이 전망된다.

❚ 표 2-2. GDP 동향(2009~11년) ❚
(단위: %)

전망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IMF

-2.7

1.5

-

Global Insight

-2.5

2.2

2.9

EIU

-2.4

2.5

1.3

OECD

-2.5

2.5

2.8

UN

-2.5

2.1

-

평균

-2.5

2.2

2.3

자료: Global Insight(2009.11); EIU(2009.11); IMF(2009.11); OECD(2009.11); UN(2009.12).

2009년 고용시장 악화, 상업용 모기지 부실 등에도 불구, 정부의 적극적
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최근 서서히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0년 하반기 재정지출 효과가 약화되면서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공고화되
지 않을 경우 2009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2010년에 지
속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실업률 상승세 지속으로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되어 있어 추세적 성장의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도 고용시장 위축, 주택시장 회복 둔화 가능성, 재정적자와 같은
불안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시장의 경우 적시고용 관행의 확
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 등 고용개선 지연 요인과 함께 잠
재 성장률도 낮아져 고용 없는 경기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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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경우 2009년 1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상업용 부동산 부실 증가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2010년 4월 30일까지 확대․연장하는 법안
이 의회를 통과해 주택시장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5)에 따른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우려는 낮지만 중․소
형 금융기관의 추가적 부실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미국의 경상수지는 2008년에 비해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으나
2010년은 경기회복의 정도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 2009년은 달러화 약세 및 해외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해외수요 증가에 기인하여 2008년 경상수지 적자규모인
7,061억 달러(GDP 대비 약 4.9%)에 비해 대폭 감소된 약 4,500억 달러
(GDP 대비 약 3.1%)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경상수지는 경기회
복 기대에 따른 상품수입 증대, 오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 비
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가. 재정정책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부담으로 2009년 2월에 도입된 7,870억 달러의 경
기부양책에 이은 추가적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도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11월 13일 미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7,870억 달러 중
2,201억 달러가 집행되었지만 총 경기부양액의 약 28%에 불과한 금액이다.

5)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3조 1,000억 달러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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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내년 4
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향후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와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개혁6) 등이 실시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대폭 확대될 경우,
미 국채에 대한 투자매력 감소 등으로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어
달러 가치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백악관 행정
관리예산국(OMB)은 2009년과 2010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각각 11.2%,
10.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부문에서의 출구전략 시행이 중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나 단기간에
신속하게 시행하기에는 추세성장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잔존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중순 북
경 인터뷰에서 미국이 재정건전성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더블딥(doubledip)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재정부문에 있어 출구전략
의 시급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2010년까지 이를 적
극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 통화정책
통화정책에서의 출구전략 시행 압력은 2010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두드
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FRB는 2009년 11월 4일 정책금리를 현재의 0 ~
0.25% 범위로 유지하기로 재차 결정함으로써 출구전략을 유보했다.

6) 보건의료 부문은 정부지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의료 개혁 법안은 10월 13일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가
결되고 11월 7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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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정책금리 추이(2007~09년) ❚
(단위: %)

자료: Bloomberg.

이는 2008년 12월 16일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한 이후 7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을 고수하고 있
음을 뜻한다. 연준은 11월 4일 FOMC 회의에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도 불
구하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고용회복 지
연에 따른 경제회복 지체 가능성, 낮은 인플레이션 추세 및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안정 등을 감안할 때, 2010년 상반기까지 초저금리 수준의 정책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화정책에서의 출구전략 시행 압력은 2010
년 하반기에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 연준의 출구전략 추진 시기 결정
에는 고용시장 회복 여부, 물가상승 압력, 자산시장 버블 우려 등이 주요 고
려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금융정책
금융정책 분야에서 미시적 출구전략은 2010년 2분기부터 시행될 가능성
이 높으며, 2010년 1분기까지는 현재의 확장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모기지 시장 안정을 위해 연준이 GSE의 모기지 직접 구매,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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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소기업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ABS 구입,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8천 달러 세액 공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비전통적 금융조치’(unconventional financial
measure)들은 점진적으로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은 11월 4일
FOMC 회의에서 총 1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MBS를 매입하는 등 자산
매입을 2010년 1분기까지 실시하기로 재확인하였다.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는 2010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다. 아직까지 금융 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규제논의
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총 5개 부문에 대한 주
요 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형식
으로 되어 있다. 이 방안의 5개 부문은 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강화 ②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 ③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기능 강
화 ④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배양 ⑤ 국제적 차원의 규제 마련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으로 되어 있다. 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연준에 부여하는지, 새
롭게 신설되는 기관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 사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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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경제 동향과 전망
가. EU 경제 동향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EU 경제는 2008년
2/4분기부터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전후 최대의 경기침체를
겪었다. 2009년 6월을 기점으로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EU
경제는 2009년 3/4분기에 0.3%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5분기 만에 성장
세로 돌아섰다. 회원국별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제조업 및 수출 비
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지만, 금융불안으로 침체 위기를
겪은 영국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각국 별로 명암이 교차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 표 3-1. EU 및 주요국의 GDP 성장률 ❚
(단위: %)
2008년

2009년

구 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EU27

-0.4
(0.7)

-1.8
(-1.6)

-2.4
(-4.7)

-0.3
(-4.8)

0.3
(-4.3)

유로존

-0.4
(0.5)

-1.8
(-1.7)

-2.5
(-4.9)

-0.1
(-4.6)

0.4
(-4.1)

독 일

-0.3
(0.8)

-2.4
(-1.8)

-3.5
(-6.7)

0.3
(-5.9)

0.7
(-4.8)

프랑스

-0.2
(0.1)

-1.4
(-1.6)

-1.3
(-3.4)

0.3
(-2.6)

0.3
(-2.4)

영 국

-0.7
(0.5)

-1.8
(-1.8)

-2.4
(-4.9)

-0.8
(-5.6)

-0.4
(-5.2)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수치임.
자료: EU 집행위원회.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는 크게 2009년 초부터 유럽경제부흥계획(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의 일환으로 각국에서 집행된 대규모의 경기부양
책, 각국이 내수 촉진의 차원에서 시행한 보조금 제도, 수출시장의 회복 등
을 들 수 있다. [표 3-2]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소비와 수출 증가는 EU 경
기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민간소비 부
분에서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며, 총투자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
고 있다는 점에서 더블딥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도 2008년 1/4분기부터 증가한 실업률은 계속적으
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9월 EU 지역의 실업률은 9.7%로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총 실업자의 수가 2,251만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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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부문별 성장률 ❚
(단위: %)
EU 27

구 분

민간소비
정부소비
총투자
수

출

수

입

GDP

2008년 2009년
4/4분기 1/4분기
-0.7
-0.9
(0.7)
(-1.9)
0.7
-0.3
(2.5)
(1.7)
-3.5
-5.4
(-5.8)
(-11.0)
-6.6
-8.1
(6.2)
(-15.7)
-5.1
-7.8
(-4.5)
(-13.6)
-1.9
-2.4
(-1.8)
(-4.9)

유로지역

2009년 2009년 2008년 2009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0.1
-0.2
-0.5
-0.5
(-1.8)
(-1.9)
(-0.7)
(-1.3)
0.6
0.5
0.6
0.6
(1.5)
(1.5)
(2.4)
(2.5)
-2.5
-0.5
-3.8
-4.9
(-12.5) (-11.4)
(-5.5)
(-10.9)
-1.4
2.4
-7.2
-8.7
(-16.6) (-13.4)
(-6.9)
(-16.8)
-2.9
2.4
-4.8
-7.4
(-15.4) (-12.9)
(-4.1)
(-12.8)
-0.3
0.3
-1.9
-2.4
(-5.0)
(-4.3)
(-1.8)
(-5.0)

2009년 2009년
2/4분기 3/4분기
0.0
-0.2
(-0.9)
(-1.1)
0.6
0.5
(2.4)
(2.5)
-1.7
-0.4
(-11.3) (-10.4)
-1.3
2.9
(-17.4) (-13.9)
-2.9
2.6
(-14.4) (-12.1)
-0.2
0.4
(-4.8)
(-4.1)

주: 분기별 증가율은 전기대비, 계절조정 기준이며, ( ) 안은 전년동기대비, 계절조정 기준임.
자료: EU 통계청(Eurostat).

나. 경기전망: 점진적인 경기회복의 시작
2010년 EU 경제는 0.7%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
장의 주 동력으로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온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의 증가로 본다. 수출주도형 경기회복은 과거
EU의 경기회복 국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으로 독일, 프랑스 등 제
조업 중심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각종 경기선행지수들은 일
찍부터 경기회복 전망을 나타내 왔다. 지난 3월에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EU 및 유로 지역의 경기체감지수(ESI)는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
이며 경기회복에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냈고, 유로 지역의 사업환경지수(BCI)
역시 지난 3월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를 나타내는 IFO 지수와 INSEE 지수 역시 지난 3월 이후 지
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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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기회복은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과 신흥국 중심의 경기회복으
로 인한 수출수요의 증대에 기인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계 역시 잔존한
다. 우선 2010년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향후 전체 GDP의 57%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에서의 수요 확대가 추가적인
경기회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3-3. EU의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GDP

3.2

2.9

0.8

-4.1

0.7

1.6

민간소비

2.2

2.1

0.8

-1.7

0.2

1.2

정부소비

6.2

5.9

-0.3

-11.4

-2.0

2.5

총투자

1.5

1.7

0.9

-2.3

-1.2

0.3

1)

8.2

7.1

7.0

9.1

10.3

10.2

인플레이션

2.3

2.4

3.7

1.0

1.3

1.6

3)

-1.4

-0.8

-2.3

-6.9

-7.5

-6.9

3)

61.3

58.7

61.5

73.0

79.3

83.7

실업률

2)

재정적자
국가채무

주: 2009년, 2010년은 전망 자료임.
1) 실업률을 나타냄. 2)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 명목변화율. 3) GDP 대비 수치.
자료: EU 집행위원회.

민간 소비의 회복 여부는 고용의 활성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후행적인 성격을 보이는 실업률은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임에도 불구하
고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에
전년대비 1.7% 감소를 기록한 민간 소비는 2010년에는 0.2% 정도의 미미
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시장의 위축 등을 고려할 때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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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EU의 고용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 ❚

자료: 유럽 통계청(Eurostat).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가. 재정정책 전망: 재정적자 문제의 대두
재정적자의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EU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9~10년 기간 동안 EU 각국이 실행할 경기부
양책의 규모는 전체 GDP의 1.9%에 달하며, 자동안정화장치를 통한 추가지
출까지 포함할 경우, 총 GDP의 4.4%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금융권 안정을 위한 채권보증 등 재정적자로 기록되지 않는 지원
책까지 포함할 경우 이번 글로벌 위기로 인한 EU 회원국의 재정지원책은
전체 GDP의 1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제 수입의 감소와 각국이
채택한 대규모의 재정지출 정책으로 인해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는 2008년 GDP 대비 2.3%에서
2009년에는 7%, 2010년에는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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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U 27개국 중 26개국이 ‘안정 및 성장 협약’7)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수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적자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2009년 하반기부터 EU 재무
장관 회담에서는 재정적자 감소를 우선순위 안건으로 논의했으며 EU 집행
위원회는 2011년부터 각국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EU 각국의 재정적자 감소에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국은 재정적자 감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
고 있으나 더블딥에 대한 우려로 본격적인 세수 인상 계획보다는 재정건전
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한 세입․지출 조절에 강한 EU 회원국의 특징상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에 의한 세입 증가와 세출 감소가 없으면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힘들 것
으로 전망된다.

나. 통화정책 전망: 금리인상 유보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기존의 1.0% 기준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09년 10월 이후 7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1.0%로 낮추었다. 또한 금융권에 추가적
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ECB는 고정금리에 의한 단기자금조작, 담보
조건 완화, 장기금융에 대한 만기일 연장, 달러화에 대한 무제한적 공급, 커
버드본드의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7) EU는 통화공동체의 출범을 앞둔 1997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정한 재정 준칙에 의거하여 ‘안정 및 성장 협
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도입했다. 이 협약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미만 수준으로 유지하
고 정부부채를 GDP 대비 60%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골자로 하여 중기적 재정목표를 균형재정 또는 흑자재정
에 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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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ECB 기준금리 및 기타 금리 ❚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에 따라 출구전략의 준비
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ECB는 금리인상 및 유동성 회수는 아
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9년 11월 5일의 정례이사회에서
ECB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0%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예외
적인 경기부양책을 끝내는 ‘출구전략’의 시행은 시기상조임을 밝혔는데, 금
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발생과 경제의 성장세 진입이
가시화될 경우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전문가들은
ECB의 금리인상 시점이 2010년 3/4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 금융정책 전망: 금융규제의 확대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EU 회원
국들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금융규제강화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
이고 있다. 이러한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는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2009년 초
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2009년 2월에 EU 정상들은 역내의 금융규제 감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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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를 도출했는데, 개선방안은 규제 감독업
무의 공조, 은행 건전성 규제 충실화, 헤지펀드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적정규제 실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및 기능 확충,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조치 강화 등을 담고 있다.

❚ 표 3-4. EU의 금융규제감독체계의 개선방안(2009년 2월) ❚

규제 감독업무의
공조

체계적 위험이나 금융시장 안정성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유럽시스템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Council)의
설립, 업무영역이 국경을 넘어서는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업무를
위해 유럽금융감독시스템(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의 구축을 제안

은행 건전성
규제

호황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미리 증액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규제(Basel
II)의 개선을 검토, 부외거래자산 등에 대한 자기자본기준 규제 강화

IMF의 역할 및
기능 증대

각국의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 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와의 공조,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IMF의 자본금 확충(2,500억 달러 규모에서
5,000억 달러 규모로)을 권고

주: EU 집행위원회의 발표를 정리.

한편 2009년 6월 18일에 열린 회원국 정상회담에서는 역내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범유럽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에 합의했다. EU 회원국들은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유럽시스템리스크관리 이사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를
신설하고 중앙집권 형태의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우선 ESRB는 EU 역내의
거시건전성의 감독을 담당하며, 특정 회원국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위험
이 EU의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각국의 정
책당국에 대응을 촉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정
해졌다. 또한 ESFS는 은행, 보험, 증권 등 3개 영역에서 미시건전성 감독을
통해 업종별 경영실태를 감독하며 개별 금융기관이 경영위기에 직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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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 및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상대적으로 금융
산업의 비중이 높은 영국 등의 일부 회원국들이 초기부터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영국이 금융 감독 관할권의 양도에 부담을 표시하면서, 기존
에 시도했던 유럽의 단일 감독기관 창설이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며 다국적 금
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절차 등도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EU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임원들에 대한 보너스 제
한 등 금융규제의 수위를 높이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를 G-20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이 보
너스 규제를 과도한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데 비해 EU는 책
임론과 함께 윤리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EU 집행위원회의 바로수
위원장은 보너스 규제 제안이 G-20 차원에서 채택되지 않을 경우 EU 차원
에서라도 실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라.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2008년 한국의 대EU 수출규모는 74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두 번
째로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품교역만 볼 경우 EU는 한국의
첫 번째 무역 흑자국으로 그 규모는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대EU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2008년 한국의 대EU
무역흑자 규모는 237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EU는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
국으로 2008년 전체 외국인 총투자의 68%를 차지한다.
EU의 경기침체로 2009년 대EU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EU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
EU 수출보다는 수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0년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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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도 2009년에 비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부문에서의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대한국
투자 역시 2002~08년간은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09년에는 경
기침체의 여파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한국의 빠른 경기회복이 EU의 대한
국 투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현재 EU의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2010년 EU로부터의 투자증가 여부는 불확실하다.
현재 가서명이 완료된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상품의 EU 시
장에 대한 시장접근성이 높아져 대EU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경상수지의 흑자폭 유지 및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편 한․EU FTA의 발효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은 EU 기업들의 한국 내 투
자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림 3-3. 대EU 경상수지 및 투자유치 ❚
(단위: 1억 달러)

자료: 통계청;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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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 중국경제 동향과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
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투자확대로 중국경제는 2009년 1/4~3/4분기까지
7.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7년 2/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성장률은 둔화되었으나, 2009년 2/4분기 7.9%에 이어 3/4분기
에도 8.9% 성장하여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제성장 회복세를 주도한
것은 도시고정자산투자로 2분기 연속 30%를 웃도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으로써, 3/4분기까지 투자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7.3%포인트에 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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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8년

2009년

연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GDP

9.0

6.8

6.1

7.9

8.9

10월

11월

산업생산

12.9

6.4

5.1

9.0

12.3

16.1

19.2

소매판매

21.6

20.6

14.9

15.0

15.4

16.2

15.8

도시고정자산투자

26.1

26.1

28.6

33.6

33.3

33.1

32.1

수 출

17.2

4.7

-19.7

-23.5

-20.7

-13.8

-1.2

수 입

18.5

-7.9

-30.8

-20.2

-10.2

-6.4

26.7
0.6

-

CPI

5.9

2.5

-0.6

-1.5

-1.3

-0.5

실업률

4.2

4.2

4.3

4.3

4.3

-

-

총통화(M2)

17.8

17.8

25.5

28.5

29.3

29.4

29.7

자료: CEIC; Global Insight; 한국은행.

산업생산, 소매판매, 자산시장 등 기타 경제지표도 호조세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은 2009년 1/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매판매 증가율 역시 소폭 상승하였다. 그 밖에 제조업 경기지표인 구매관
리자지수(PMI)도 2008년 12월 41.3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09년 10월과 11월에는 연이어 2008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5.2
를 기록하였다.
또한, 2008년 하반기 수출제조업 부문의 고용 급감으로 심각한 고용불안
이 우려되었으나, 최근 서비스, 건설, 공공 분야에서 고용 증가가 나타나면서
고용 상황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
재 중국 당국은 2009년 공식 실업률(도시지역 등록실업률)을 전년대비 0.1%
포인트 높은 4.3%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실업률은 7~10%에 이르는 것
으로 추정된다.
자산시장은 모두 최근 상승추세에 있으며, 유동성 급증으로 자산가격 버블
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증시는 2008년 10월 이후 정
부의 경기부양책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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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진입하였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전반적으로 위축세를 보였던 중국 부동산시장은 2009년 3월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신규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전환했다.

❚ 그림 4-1.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및 중국 부동산경기지수 추이 ❚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중국 부동산경기지수>

자료: CEIC.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09년 2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였으나, 3/4분기 CPI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3%로 2/4분기의 -1.5%
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되는 추세이다.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경제는 2009년 들어 전반적으로 주요 지
표들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도한 정부투자 의존, 소비동력 부
족, 그리고 수출부진으로 경제회복 기반은 아직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8년 1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수출은 2009년 11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회복의 최대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9) 2009년 9월 이후 수출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8) 2009년 11월 CPI는 전년동기대비 0.6%의 증가율을 기록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되었다.
9) 2009년 1/4~3/4분기동안 총수요 부문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투자 7.3%포인트, 소비 4%포인트,
그리고 순 수출 -3.6%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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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내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나. 향후 경제 전망
2010년 중국경제는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내수확대와 해외수요 개
선에 따른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침체에 빠져있던 수출이 세계경제의 회복과 맞물려 2010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순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따라 2009년 중국정부의 목표치인 8% 경제성장 달성은 무난
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에는 9%에 육박하는 성장률 기록도 가능할 전망
이다. 주요 전망기관들도 중국경제의 2010년 성장률을 8.7~9.0%로 예측하
는 가운데, OECD는 확장적인 거시정책의 지속과 내수확대에 힘입어 두자릿
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 표 4-2. 주요기관의 GDP 성장률 전망(2009~11년) ❚
전망 기관
IMF
WB

2009년
8.5
8.4

2010년
9.0
8.7

2011년
9.7
-

OECD
중국사회과학원

8.3
8.3

10.2
9.0

9.3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09.10);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2009.11);
OECD Economic Outlook(2009.11); 사회과학원, 중국경제형세 분석 및 2009년 예측 추계보고
(2009.10).

CPI는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과 식품가격 상승 등의 요
인으로 2010년에는 플러스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산시장은
급증한 유동성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겠
지만, 하반기 이후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위안화는 사실상 2008년 7월 이후 미 달러화에 페그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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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6.83위안), 수출이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이전까지는 뚜렷한
절상기미를 보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경기회복 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판단, 확장적
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한 아직까지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크지 않아, 당분간 급격한 대출축소나 금
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투자에 의존적인 성장패턴으로 인한 구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
해 인프라 위주의 대규모 재정투자보다는 소비촉진에 초점을 둔 내수부양책
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10)

가. 재정정책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11월 이후 중국정부는 재정정책 기조를
기존의 ‘온건’에서 ‘적극’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운용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2009년 약 1조 위안의(GDP 대비 약
2.9%)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2010년까지 2년간 GDP 대비 약 13%인 총 4
조 위안 규모의 내수부양책을 발표했다(2009.11.9).

10) 최근 중국지도부는 중앙경제업무회의(2009년 12월 5~7일)에서 2010년 경제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
라고 밝히며, 소비촉진을 통해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는데 힘쓰는 한편,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미세
조정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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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중국의 재정 추이 ❚
(단위: 십억 위안,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1~9월) (예산)

재정
수입

1,639
(22.3)

1,890
(15.3)

2,172
(14.9)

2,640
(21.5)

3,165
(19.9)

3,876
(22.5)

5,132
(32.4)

6,133
(19.5)

5,150
(5.3)

6,623
(8.0)

재정
지출

1,890
(18.9)

2,205
(16.7)

2,465
(11.8)

2,849
(15.6)

3,393
(19.1)

4,042
(19.1)

4,978
(23.2)

6,259
(25.7)

4,520
(24%)

7,624
(22.1)

재정
수지

-251

-315

-293

-209

-228

-166

154

-126

630

-1,001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CEIC; 한국은행.

2009년 들어 중국정부는 4조 위안 규모의 재정투자 이외에도 내수진작과
수출 확대를 위해 10대 산업 진흥정책과 각종 보조금 지급 및 감세 조치들
을 시행하고 있다.
❚ 표 4-4. 중국의 주요 경기부양조치 ❚
구

분

주요 조치

10대 산업 진흥정책
(2009년 1~2월)

- 10대 산업(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경공업, 방직,
설비제조, 비철금속, 전자정보, 물류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내수확대, 기술개발, 구조조정이 핵심내용

가전하향(家電下鄕) 확대
시행(2009년 2월)

- 농민이 해당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판매가 13%의
정부보조금 지급

자동차 관련 세금 인하
(2009년 1월)

- 1,600cc이하의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인하(10% → 5%)

수출환급세율 조정

- 수출확대를 위해 2008년 8월~2009년 6월 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수출환급세율을 상향조정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
(2009년 7월)

- 가전제품 교체 시 구입가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베이징,
상하이 등 9개 지역에서 2010년 5월까지)
- 중고 자동차를 신형으로 교체 시 보조금 지급(50억 위안 규모,
2010년 5월까지)

자료: KIEP, 지역경제포커스; KIEP 북경사무소, 중국경제현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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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화정책
중국인민은행은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국내 경기 하강 방
지를 위해 기존의 ‘긴축’에서 ‘적정수준의 완화’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
고, 2008년 9~12월까지 5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4차례의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를 단행하였다.

❚ 그림 4-2. 기준대출금리 및 지급준비율 변화 추이 ❚

자료: CEIC.

중국인민은행은 경기회복 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당
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
력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금리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금융정책
2009년 10월 말 기준, 총통화(M2)는 전년동기대비 29.4% 증가, 2009년
1~10월 위안화 신규대출 규모는 8.9조 위안으로 2009년 목표치인 5조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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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미 초과한 상태에 있다. 이에 최근 중국 내 유동성 급증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자산가격 버블 제거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대출 제한 및 유동성 관리, 핫머니 유입 억제 등의 미
세조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 표 4-5. 중국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조치 ❚
주요 조치

주요 내용

유동성 관리 강화(2009년 10월)

- 2009년 10월 통화어음 발행 610억 위안,
RP 590억 위안 발행 등을 통해 총 1,506억
위안의 유동성을 회수

‘상업은행 유동성리스크 관리지침’과
‘개인대출관리에 관한 임시조치’(2009년
10월 29일)

- 용도가 불분명한 대출 금지, 구체적
대출관리 세칙 및 관련 규정의 엄격 준수
요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대출 제한
조치(2009년 9월 30일)

- 과잉설비투자 산업(철강, 시멘트, 선박
등)에 대한 대출 제한

자료: 한국은행.

라. 외환시장
위안화 환율의 절상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외환보유고 증가세 지속,
중국정부의 안정적 환율정책 지속 등의 요인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위안화 절상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경제
회복과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핫머니 유입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2009년 상반기 현재 중국의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 및 금융수지 모
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상반
기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34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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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자본 및 금융수지는 2008년 하반기 적자(순유출)에서 2009년 상반
기 610억 달러의 흑자(순유입)로 전환되었으나, 흑자폭은 2008년 상반기에
비해 15% 감소하였다. 2009년 9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조 2,726
억 달러로 전월대비 618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핫머니가 약 410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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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본

1. 일본경제 동향과 전망
일본경제는 2007년 4/4분기를 정점으로 이후 하강국면에 들어섰다. 여기
에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 세계 경기침체가 더해지면서
2008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전후 최악의 수준인 -3.7%(전년도대비)를 기
록하였다. 2009년 2/4분기 이후 경기대책의 효과 및 수출회복세 등에 힘입
어 전기대비로는 점차 경기회복세를 시현(2/4분기 +0.7%, 3/4분기 +0.3%)
하고 있으나, 전년동기대비는 상당폭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2/4분기
-5.8%, 3/4분기 -5.1%)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3/4분기 현재 일본은 경
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실업률은 2008년 연간 4.0% 전후에서 2009년 4월부터 5%대를 돌
파하여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7월에는 사상 최악인 5.7%를 기록
하였다. 또한 취업자 수는 9월 현재 20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실업자 수는
11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도 2009년 3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09년 7~9월 각각 -2.2%, -2.4%, -2.3%를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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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산시장 역시 2008년 하반기 이후 침체국면에 빠져 있다. 신규주택
건설은 2008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9년 9월 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37.0% 감소하였다. Nikkei225 주가지수도 2008년 6월 말 이후
2009년 11월 초까지 약 30% 하락하였다.

❚ 표 5-1. 최근 일본경제 동향 ❚
(단위: 전기대비, %)

구 분
실질GDP
민간소비
주택투자
기업설비투자
정부소비
공적고정자본
수 출
수 입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2007년도

2008년도

1.8
1.4
-13.5
1.3
1.5
-6.4
9.2
1.8
3.8
0.3

-3.7
-1.8
-3.7
-6.8
-0.1
-6.6
-10.4
-4.4
4.1
1.2

1~3월
-3.1
-1.2
-6.4
-8.4
0.7
3.7
-21.3
-15.0
4.5
-0.1

주: 연간 단위는 회계년도(당해년도 4월~차년도 3월) 기준.
자료: 일본 內閣府(2009.12.9); 日本政策金融公庫(2009.12.4) 등.

❚ 그림 5-1. 부동산 및 주식 시장 동향 ❚

자료: 일본 國土交通省;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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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4~6월
0.7
1.2
-9.4
-4.6
0.3
6.3
6.5
-3.4
5.2
-1.0

7~9월
0.3
0.9
-7.9
-2.8
-0.1
-1.6
6.5
3.3
5.5
-2.3

일본경제는 2009년도에 전년도의 -3.7% 성장보다 마이너스 폭이 축소된
-2.7% 정도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11) 그러나 2010년도에는 1.1~1.2% 정
도의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2010년 상반기에는 경기
대책 효과의 견인력 약화 및 수출증가세 둔화 등이 예상되면서 더블딥이 우
려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의한 수출확대, 아동수당 지
급에 의한 개인소비 증가 등에 따라 성장세 시현이 전망된다.12)
2010년도에는 고용 감소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돼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5%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물가는 대폭적인 수요부족을 배경으로 2010년도 -1.0% 전후 등 마이너스권
의 지속이 예상되면서 디플레이션 경향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부동산시장
은 최근 ‘바닥 다지기’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2010년도에도 사무실 수급
악화 지속, 부동산 관련 사모펀드의 집중적인 상환 도래 등 부정적 요인이
많아 본격적인 회복은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13) 주식시
장은 2009년 7월 이후 전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닛케이225
지수가 10,000엔대를 돌파했으나 10월 들어 엔고 압력이 강해지면서 약세로
전환되었다. 당분간 디플레이션 압력과 엔고 리스크에 의해 10,000엔대 전후
에서 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0년 주식시장은 국내외에서
의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11) 이 전망치는 2009년 11월 16일 내각부의 3/4분기 GDP 통계(1차 속보치) 발표 이후 25개 민간연구소가 11월
말까지 발표한 2009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종합(평균)한 것이다. 그러나 12월 9일에 발표된 3/4분기 GDP 통
계 2차 속보치에서 전기대비 3/4분기 성장률이 대폭 하향조정(1차 1.2% → 2차 0.3%)됨에 따라 향후 2009년
도 전체에 대한 전망치 역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12) 2009년 10월 말 일본은행이 발표한 자료(｢경제․물가정세의 전망｣)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2009년도 -3.2%,
2010년도 1.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3) みずほ総合研究所(2009), ｢日本経済: 最近の不動産市場の動向について｣, みずほリサーチ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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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일본 GDP 전망 ❚
(단위: %)
2008년도

2009년도 예측

-3.7

-2.7

1.1

민간소비

-1.8

0.4

0.7

민간주택투자

-3.7

-18.1

-0.2

민간설비투자

-6.8

-13.1

2.3

정부소비

-0.1

1.1

0.8

공적고정자본

-6.6

10.7

-10.1

수 출

-10.4

-12.8

9.0

수 입

-4.4

-11.0

5.6

구 분
실질GDP

2010년도 예측

자료: 일본 內閣府(2009.12), 日本政策金融公庫(2009.12).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가. 재정정책
일본정부는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의 경제대책을 발표
하고 고용불안 및 신용경색 분야에 집중적으로 대응하였다. 즉, 2008년 10
월~ 2009년 4월까지 아소(麻生)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재정지출액 합계
24.4조 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9년 4월 10일에 발
표된 ｢경제위기대책｣의 규모는 개별 경제대책 가운데 재정지출액(15.4조 엔,
이후 제1차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14.7조 엔으로 조정)뿐만 아니라 총사업
비(56.8조 엔) 규모에서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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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1990년대 이후 내각별 경제대책안 규모 비교 ❚
(단위: 조 엔)

자료: 1990년대 경제대책은 小川一夫․竹中平蔵(2001), 2000년대는 內閣府에서 인용.

2009년 9월에 출범한 하토야마(鳩山) 신정부는 아소 정부 당시 편성된
2009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약 14.7조 엔의 경제위기대책 가운데 예
산낭비로 판단되는 2.7조 엔에 대해 집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2010년 상반
기에 더블딥이 우려되면서 12월 8일에는 재정지출액 7.2조 엔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내일의 안심과 성장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나, 실제 국채발행을
통한 조달은 5천억 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재정지출액(7.2
조 엔)은 1차 추경에서 집행이 중단된 2.7조 엔과 감액된 지방교부세 보전
분 3조 엔, 그리고 국채이자지급액 중 금리인하에 따른 여유분 1조 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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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 하토야마 신정부의 긴급경제대책(2009년 12월 8일) ❚
(단위: 조 엔)

재정지출(국비)

사업비

1. 고용

0.6 정도

0.6 정도

2. 환경

0.8 정도

4.1 정도

3. 경기

1.7 정도

18.6 정도

4. 생활의 안심 확보

0.8 정도

1.0 정도

5. 지방지원

3.5 정도

3.5 정도

7.2 정도

24.4 정도

주요 내용

합 계

주: 복수 항목에서 중복 계산된 경우가 있어 합산액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수상관저 홈페이지; 第一生命經濟硏究所(2009.12.08).

한편, 일본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8년 173.0%에 이르는 등 세
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화는 일본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
이다. 그러나 2009년 8월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정권공약집에는
재정건전화에 대한 목표나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거공약에서
아동수당 지급, 고교수업료 무상화,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내수진
작책을 통한 성장전략을 발표했으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
이 없었다. 또한 소비세율을 향후 4년간 현행 수준인 5%로 유지함으로써
재정건전화 문제를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토야마 정부는 ‘적자국채
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회피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여당 및 신정부의 대국민 직접지원형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세출 확대와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국채발행은 과거 최대 수준까지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일본에서 당장 재정정책 차원에서의 출구전략이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내 일부 민간경제연구소는 기업설
비투자 및 고용 등의 악화, 신정부의 공공지출 중지, 물가하락 지속 등의 요
인으로 2010년 상반기 경기침체를 우려하면서 실제 출구전략의 채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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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4) 그렇더라도 출구전략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본다. IMF는 11월 3일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
무비율이 2009년 218.6%, 2014년 245.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일본에
대해 출구전략으로의 이행은 시기상조이지만, 출구전략을 시급히 마련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15)

나. 금융통화정책
일본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해 왔다.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행은 2008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0.5%에서
0.1%로 0.4%포인트 인하하였고, 장기국채 매입한도도 2008년 12월과 2009
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월 중 1.2조 엔에서 1.8조 엔으로 증액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은 기업의 자본 확충을 위해 이례적으로 CP 및 회사채 매입
지원책을 도입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보유주식 매
입제도를 재개함과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 확보를 위해 적격담보기준 완화
지원책 등을 강구해 왔다. 이와 같이 일본은행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
데 국채매입을 통한 장기금융시장 지원과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및
단기금융시장 지원을 강화해 왔다.

14) 農林中金總合硏究所(2009.11), 金融市場.
15) 読売新聞(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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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 일본은행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금융정책 ❚
분 야

진척상황
(매입한도)

도입 시기

시한․연장조치

48조 엔

2008년 12월 19일
2009년 3월 18일

-

부동산투자법인채권 등의
적격담보기준 완화

-

2009년 1월 22일

-

정부보증단기채권의
적격담보기준 완화

-

2009년 2월 19일

-

내 용
장기국채 매입

금융시장
안정 확보

기업채무 담보요건 완화조치
기업금융
원활화

CP 등 매입

회사채 매입
기업금융지원 공개조작 조치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기관보유주식매입 재개

11조 엔
480억 엔
(3조 엔)
0.2조 엔
(1조 엔)
6.7조 엔
(무제한)
1,684억 엔
(1조 엔)

2008년 12월 2일 2010년 12월 연장
2008년 12월 19일 2009년 12월 완료
2009년 1월 22일 2009년 12월 완료
2008년 12월 19일 2010년 3월 연장
2009년 2월 3일

-

주: 진척 상황은 2009년 10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日本銀行 홈페이지.

최근 일본은행의 경우에는 초저금리 기조와 장기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일부 단기금융시장 지원책에 대하여 축소하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행은 10월 30일에 금융시장의 환경이 여전히 어
렵지만 CP 및 회사채 시장 일부에서는 개선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의 자본 확충을 위해 이례적으로 도입한 CP 및 회사채 매입
지원책에 대하여 재연장 없이 2009년 12월 말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에 경기․물가 하락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여 기업금융원활화 및 금융시장
안정 확보를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채무의 담보요건 완화조치 및 기업금융지
원 특별공개조작 조치 등의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때만 해도 일본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경제가 수요급감으로 인한 물가하락 압력이 높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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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자, 출구전략보다는 추가 금융완화정책
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여기에는 2001년에 이미 디플레이션의 악
영향을 경험한 바 있으며, 최근에 디플레이션이 재현되고 더욱이 물가하락과
경기하락이 맞물려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11월 24일 ‘금융경제월보’를 통하여 일
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직면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그 이후 디플레이션
과 엔고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1일 임시 금융정책결정회의
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일본은행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설비투
자 및 개인소비의 자율적 회복력이 약한 상황에 있으며, 2010년 중반까지
미약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행은 향후 경
기․물가 하락의 지속을 우려하며 일본경제가 안정적인 회복기조로 진입할
때까지 초저금리정책과 금융완화정책을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 추가 금융완화조치로서 국채, 사채, CP 등을 담보로 3개월간 0.1%의 초
저금리를 적용하여 총 10조 엔 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새로운 장기
대출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일본 민간연구기관들은 이번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이 디플레이션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하며, 추가 조치의 도
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는 일본은행의 대
책이 선언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엔고의 반전과 디플레이션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모건스탠리 리서치도 일본은행의 추가적 금융완화
정책으로의 기조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시장에서의 국채매입한도 증액, 정책
금리 인하조치 등의 기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경기․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16) 이들 연구소들은 일본정부가 2010년 7월 참의

16) 佐藤健裕(2009.12.1), ｢日銀ウオッチ｣, Morgan Stanl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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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은행에 대한 금융완화조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하면서, 국채매입 증액, 정책금리 인하 등을 활용한 추가적 금융완화정책의
도입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의 금융정
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은행은 단기적으로 정책금리 인상 등의 통화긴축정책을 사용하
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장기금리는 국채발행압력의 증대로 인한 상
승요인과 디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하락요인이 공존하면서 2010년에도 1.4%
대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처럼 경기하락과 디플레이션의 장기화 등이 일본경
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과 금융완화정
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5-5. 금리 동향 및 전망 ❚
(단위: %)
2009년

2010년

구 분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정책금리

0.10

0.10

0.10

0.10

0.10

0.10

10년 국채금리

1.45

1.34

1.40

1.40

1.40

1.40

주: 2009년 10월 이후는 전망치 기준.
자료: 日本總合硏究所(2009.11), 日本經濟展望.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2008년 12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한․중․일 3국간에 각각 300억 달러로 확충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한 바 있다. 하토야마 신정부가 명시적으로 외환정책을 제시한
적은 없으나, 이 정부의 내수중시 정책에 따라 현재 수준 정도의 엔고 현상
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사카
키바라 전 재무관이 엔고론자이고, 일본의 미․일 대등외교 추구에 따라 미
국이 엔고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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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현재의 엔고는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인하, 재정적자 상태에서의
경기진작용 대규모 재정지출, 기축통화로서의 위상 저하와 같은 미국 내 요
인에 의한 저달러 기조 하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이 높다. 그렇지만 11월 말 두바이 사태 당시와 같이 엔화 가치가 급등18)할
경우에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구두개입, 추가적인 유동성완화 정책 등에 따라
급격한 엔고는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5-3. 엔/달러 환율 추이 ❚

자료: Bloomberg.

17) 大和総研(2009.10.14).
18) 11월 26일 두바이 사태에 따라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엔화 가치는 일시 85엔대가
붕괴되어 14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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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 프랑스 경제 동향과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2007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프랑스 경제는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2008년 4/4분기에는 전기대비
-1.4%의 성장률로 194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 2/4분기에 0.3%로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하고 3/4분기에도 0.3%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EU 주요국과 비교하여 프랑스는 상
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는데, 낮은 대외의존도, 높은 사회보장비
지출, 민간부문의 낮은 부채수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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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 프랑스 경제 동향 ❚
(단위: %)
2008년 2009년 2009년 2009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GDP

-1.4

-1.3

0.3

0.3

민간소비

0.1

0.2

0.3

0.0

정부지출

0.3

0.0

0.5

0.7

총투자

-2.6

-2.6

-1.2

-1.4

수 출

-6.1

-7.4

0.6

2.3

수 입

-3.3

-6.0

-2.6

0.4

순수출

-0.7

-0.2

0.9

0.4

주: 증가율의 경우 전기대비 기준임.
자료: Insee(2009).

프랑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게 된 것은 주로 대외수요 증가에 따른 순수
출 증가 및 경기부양책 집행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를 들 수 있으며, 민간소
비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수출의 경우 2009년
2/4분기 0.6%의 성장률과 3/4분기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수입은
0.4%의 증가에 그치면서 순수출의 GDP 기여도는 2/4분기 0.9%에 이어
3/4분기에도 0.4%라는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사실 프랑스는 수출주도형 경
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프랑스 순수출의 GDP 기여도 역시 마
이너스를 기록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2/4분기와 3/4분기 순수출
의 GDP 기여도가 플러스를 기록한 원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 증
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민간소비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꾸준히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 대비 57%로 가장 높은 민간소비가 경기부
양을 위해 실시한 정부의 폐차보조금제 및 감세정책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
문이다. 특히 폐차보조금제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2년 더 연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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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엄격한 신용조건 및 고용
시장의 악화는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총투자의 경우 2009년 3/4분기에 -1.4%를 기록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
세에도 불구하고 2/4분기의 -1.2%보다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3/4분기까지
총투자는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총투
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 그림 6-1. 프랑스 주가지수 추이 ❚

❚ 그림 6-2. 프랑스 주택가격 증가율 ❚

주: 프랑스 주택가격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국제금융센터; 프랑스 부동산협회(FNAIM).

구체적으로 기업투자의 경우 2008년 2/4분기부터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이 본격화된 2008년 4/4분기(-2.6%)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다. 기업투자는 2009년 2/4분기에 -1.2%를 기록하면서 감소세가 다
소 둔화되는 듯 보였으나 3/4분기에 -1.4%의 증가세로 다시 악화되는 모습
을 보였다. 또한 가계투자의 경우도 높은 실업률과 이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
소, 주가지수 하락 및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역(逆)자산효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프랑스 실업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8.2%였으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09년 10월에는 10.0%까지 치솟으면서 경기회복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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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2008년 하반기 이후 정리해고에 따른 실업
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물가의 경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경제적 수요 부진 및 안정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제한되고 있어, 2009년과 2010년 프랑스 물가상승률은 각각 1.1%
및 1.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경제 전망
프랑스 경제는 2009년 경기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한 뒤, 2010년에는 본격
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선행지표들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인다는 측면은 있지만, 경제여건 자체가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008년부터 급감했던 프랑스의 경기체감지수
(ESI)가 최근 들어 회복하는 듯 보이나 여전히 경기상승 기준이 되는 100을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2009년 프랑스 경제는 상반
기의 경기하락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2.3%~-2.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
서 경기저점을 통과한 후, 2010년에는 0.9%~2.4%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6-2. 주요 기관별 프랑스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전망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IMF

-2.4

0.9

1.8

Global Insight

-2.3

1.1

1.3

EIU

-2.3

1.2

1.4

OECD

-2.3

2.4

1.7

자료: Global Insight(2009.11); EIU(2009.12); IMF(2009.10); OECD(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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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로 2010년 및 2011년 프랑스 경제에 대한 전망치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프랑스 경제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고용시장 불안
과 높은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를 들고 있다. 우선 고용시장의 경우 완만한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소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은 프랑스 경제
의 불안 요인 중 하나이다. 최근 프랑스의 실업률 증가는 주로 노동수요의
감소, 공장가동률의 감소,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프랑스의 실업률이 EU 회원국 중에서도 비교적 높
은 것은 경직된 고용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9년 및 2010년 프랑스의
실업률은 각각 9.6%와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6-3. 프랑스 및 주요국 실업률 추이 및 전망 ❚
(단위: %)

자료: Global Insight(2009).

다음으로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2008년 GDP의 3.4%로 2007년의 2.7%
보다 악화되었다. 재정적자의 악화는 개괄적으로 프랑스의 세수가 GDP의
49.3%로 2007년의 49.6%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세출은 GDP의 52.7%로
2007년의 52.3%보다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GDP 대비 세출규모는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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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프랑스의 높은 사회보장비 지출, 경
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및 감세정책 등에서 기인한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발전적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비효율적이라는 비
판을 받고 있다. 즉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은 크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따라서 경기침체기에 경제를 지탱하는 긍정적 요소로 평가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2009년 프랑스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각각 GDP의 8.3%와 85.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2010년에도 10%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도 GDP 대
비 90%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6-4. 프랑스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추이 ❚
(단위: GDP 대비,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9).

프랑스 내부의 불안요인 이외에도 외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
두바이의 채무상환유예 선언에 이어,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락 및 스페인, 포
르투갈, 이탈리아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면
서 경기침체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세계 경제 및 국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
이 높아진 것도 프랑스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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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완만한 경기회복과 함께 제약요인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는 당분간 확장적 경기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 구조적 재정적자 △ 잠재성장률 증가를 위한 재정적자 △ 자
동재정안정장치(automatic stabiliser)로 인한 재정적자로 구분하면서 이 중
구조적 재정적자만이 관리대상임을 역설하였다. 즉 프랑스 정부는 신속한 재
정 감축 회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단기적으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보다 경제성장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지난 2009년 6월 22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 및 위기
이후를 위해 정부의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국채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
채발행을 위해 국채위원회(Commission sur le grand emprunt)가 구성되었
으며, 프랑스 좌․우파 출신의 전직 총리인 알렝 쥐페와 미셀 로카르 2명이
국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사르코지 대
통령은 국채준비위원회가 보고한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r pour L'Avenir)’
계획서를 공식 수락했으며, 최종 검토를 거친 후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채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투자 자금을 GDP의 1.8%에 해당하는 350
억 유로로 정하고 이를 전담할 독립기관이나 정부부처를 신설해 100% 미래
투자에만 지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투자자금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350억 유
로 중 130억 유로는 1년 전 금융위기 시 프랑스 정부가 시중 은행들에 지원
해 준 융자금 상환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머지 220억 유
로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국채 발행은 2010~11년에 걸쳐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350억 유로의 투자로 인해
민간부문에서 220억 유로 규모의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서 국채위원회는 프랑스의 미래 신성장동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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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총 7개 분야, 17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7개 분야는 △ 고등교육 및
연구․혁신 분야 △ 혁신 중소기업의 개발 △ 생명공학(les sciences du
vivant)의 발전 △ 무탄소 에너지 개발 및 효율성 제고 △ 미래도시(la ville
de demain) 개발 △ 미래형 기동성(la mobilité du futur) 개발 △ 디지털
사회(la société numérique) 등이다.

❚ 표 6-3. 미래를 위한 투자의 분야별 예산안 ❚
(단위: 십억 유로)

분야

고등교육
및
연구혁신

분야별
예산

16.0

혁신
중소기업

2.0

생명공학

2.0

무탄소
에너지 및
효율성

3.5

미래도시

4.5

미래형
기동성

3.0

디지털
사회

4.0

프로젝트
예산

프로젝트

10.0

1. 5~10개의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을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기관 및 대학교로 전환

2.0

2. 세계적 규모의 혁신 캠퍼스 신설, 공동연구 결과의
상품화, 파트너 연구 지원

3.5

3. 연구설비 투자, 교육혁신 지원, 프랑스 내 연구활동 강화

0.5

4. 고등교육진학 평등화 장려, 어린이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진작

0.5

5.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5

6. 혁신 중소기업 설립 및 사회혁신 장려

1.0

7. 농생명과학 혁신

1.0

8. 건강 및 생명공학 분야의 파트너 연구 강화

1.5

9. 무탄소 에너지 기술 및 재활용 경제 개발

1.0

10. 무탄소 에너지 분야 기술연구소 설립

1.0

11. 미래형 핵 기술 개발

2.5

12. 지속가능도시 개발

2.0

13. 서민아파트 열 효율성 제고 가속화

1.0

14. 미래 자동차 개발

2.0

15. 우주 및 항공산업 개발

2.0

16. 초고속 디지털화 가속

2.0

17. 혁신적 디지털 콘텐츠 및 용도 개발

자료: Commission sur le grand emprunt(2009), Investir pour L'Ave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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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국채위원회는 고등교육 및 연구 부문에 전체의
45.7%인 160억 유로를 책정하였는데, 프랑스가 지식산업에 있어 다른 국가
들과 비교하여 조금씩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단기적인 재정지출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장기적으
로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 2월 ‘다년도재정계
획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2009~12년 동안 정부지출의 전 부문(사회복지
포함)에 걸쳐서 지출증가율을 연간 1.1%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지출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
다. 이에 따라 2009년 정부지출 증가율은 0.1%로 정해졌다.
그리고 2009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가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의 재정적자를 시현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매년 GDP의 1% 이상 재정적자를 축소하라고 권고하였
다. 이후 12월에 열린 EU 재무장관이사회를 통해 프랑스 정부는 EU 집행
위원회에 2014년까지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수락하였다.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보다 금융시장
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프랑스의 금
융기관, 특히 은행들은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EU 주요국과 비
교해 경기침체를 촉발시킨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즉
프랑스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신
용리스크․시장리스크․평판리스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있다.
한편 2009년 11월 5일 프랑스 정부는 은행 임직원의 과도한 보너스를 규
제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규 임금 이외의 다양한 보
너스를 직접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향후 4년간 보너스의 최소
60%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현금보다 주식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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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고 있다. 그리고 최근 프랑스 정부는 2만 7,000유로를 초과하는 은행
보너스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보너스세를 통해 금융위기 주범인 금융사들의 과도한 위
험투자와 무책임한 경영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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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경제 동향과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영국경제는 2009년 3/4분기에 전기대비 -0.4% 성장함으로써,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4
분기에 -2.5%, 2/4분기 -0.6%, 3/4분기 -0.4%로 경기하락 폭은 점차 줄어
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4/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 표 7-1. 최근 영국의 경제 동향 ❚
(단위: %)
2008년 4/4분기

2009년 1/4분기

2009년 2/4분기

2009년 3/4분기

-1.8

-2.5

-0.6

-0.4

가계소비

-1.2

-1.5

-0.7

-0.4

정부소비

1.0

0.1

0.6

0.6

구 분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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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1 계속 ❚
2008년 4/4분기

2009년 1/4분기

2009년 2/4분기

2009년 3/4분기

총투자

-2.2

-7.3

-5.2

-4.0

수 출

-4.0

-7.1

-1.4

2.6

수 입

-5.5

-7.0

-2.2

2.1

소비자물가

3.9

3.0

2.1

1.5

실업률

6.4

7.1

7.8

7.8

구 분

주: GDP는 전기대비 증가율 기준이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기준임.
자료: 영국통계청(ONS); Global Insight.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은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고실업 그리고 가계의 높
은 부채비중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이 주도하고 있다. 2008년까지 5%대로
안정되었던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09년 3/4분기에는
7.8%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민간소비 위축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9
년 3/4분기에 1.5%에 불과하다. 내수위축과 신용경색이 지속되면서 기업투
자도 부진한 상태며, 특히 주택시장의 약세로 건설투자도 크게 위축되었다.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정부부문의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투자 부진과 소비위축은 산업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영국경
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생산의 경우, 2009년 3/4분
기에 전기대비 -0.2%로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한편, 2009년 3월 최저점으로 하락했던 영국의 주가와 주택가격은 3월
이후 서서히 회복 중에 있다. 2007년 6월 6,732.4까지 상승했던 주가지수는
2009년 3월에 3,512.1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09년 11월
말에는 5,324.0로 회복되었다. 반면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주식시장에 비하여
다소 미약해 2009년 10월의 주택가격은 2009년 3월의 최저점 대비 5.2%
상승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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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 영국의 주가지수 및 주택가격지수 추이(2006년 11월~2009년 11월) ❚

주: 주가지수는 FTSE100, 주택가격지수는 Halifax House Price Index 기준임.
자료: 국제금융센터(주가지수); Lloyds Banking Group(주택가격지수).

나. 향후 경제 전망
영국경제는 2010년에 플러스 성장하며 회복되겠지만, 그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는 신용경색이 다소 완화되고, 저금리 및 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한편, 세계경기가 회복되면서 영국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것
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0년 실업률이 8~9%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고 있고, 경제위기 시 인하했던 부가가치세율이 2010년 1월부터 복귀(15.0
→17.5%)될 예정인데다, 2010년 초에 폐차보조금 제도가 종료되는 등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회복세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9년 -4%대로 극심한 침체를 겪은 영국경제는 2010년
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1.0% 내외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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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2. 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2009~11년) ❚
(단위: %)

전망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IMF

-4.4

0.9

2.9

OECD

-4.7

1.2

2.2

EU 집행위원회

-4.6

0.9

1.9

Global Insight

-4.7

0.8

1.6

자료: IMF(2009.10); OECD(2009.11); EU 집행위원회(2009.11); Global Insight(2009.11).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가. 재정정책
영국정부는 2010년에도 경기부양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재정건
전성 회복이라는 목표 하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영국정부의 재정상황은 은행 구제금융 지원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및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은행의 구
제금융 지원 조치로 영국 GDP의 90%에 달하는 약 1조 3,000억 파운드,
경기부양책으로 GDP의 1.4%에 해당하는 200억 파운드를 책정하고 이 정
책들을 추진하면서 재정적자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EU 집행위
원회의 전망치에 따르면, 영국의 2010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2.9%로,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의 -14.7%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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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3. 영국 및 주요국의 재정적자 추이 ❚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2~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EU 평균

-2.5

-0.8

-2.3

-6.9

-7.5

-6.9

영 국

-2.9

-2.7

-5.0

-12.1

-12.9

-11.1

독 일

-3.3

0.2

0.0

-3.4

-5.0

-4.6

프랑스

-3.2

-2.7

-3.4

-8.3

-8.2

-7.7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9.11), European Economic Forecast.

이에 영국정부는 2009~10년 기간 중 경기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정책과 함
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09~10년
예산안을 보면, 친환경산업 육성 및 심각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업자 해
소 정책, 그리고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과 같은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면서
또한 동시에 고소득층의 세금을 현행 45%에서 50%로 인상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부가가치세율을 15.0%에서 17.5.%로 복귀하는
등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세제개혁 등도 담고 있다.

❚ 표 7-4. 영국 2009~10년 예산의 주요 내용 ❚
경기부양책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제개혁

∙ 친환경산업 육성(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 2010년 4월부터 고소득층의 세율 인상
(45 → 50%)
개발,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기후변화방지
노력 등)
∙ 2010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 복귀
∙ 주택경기부양(모기지상환 유예 연장, 에너지
(15.0 → 17.5%)
고효율주택 건설)
∙ 주류, 담배세, 주유세 인상
∙ 10년 이상 차량의 신차 교체 시 2,000파운드
지급
∙ 청년 장기실업자들에게 취업 및 교육기회
제공
주: 영국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임.
자료: 영국 재무부의 Budget 2009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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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재정적자와 정
부부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영국 재무부는 2009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2.4%까지 증가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점차 줄여 2013년에는 GDP 대비
5.5%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07년에 GDP 대비 36.5%에
불과했던 정부부채의 경우,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2013년까지 계속 부채가
증가하여 GDP 대비 79.0%를 기록한 후, 2014년부터는 다시 줄어들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순투자 규모도 2009년에 440억 파운드에서
2013년에는 220억 파운드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그림 7-2. 영국의 재정 전망 ❚
(단위: GDP 대비, %)

주: 2007년은 실적치, 2008년은 추정치임.
자료: 영국 재무부, Budget 2009.

나. 통화정책
영국 통화정책의 특징은 저금리 기조의 유지 및 양적완화 정책의 추진으
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5.75%였던 기준금
리를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 인하하여 0.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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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으며 2009년 3월부터 12월 현재까지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
다. 영국은행들의 부실위험성 상존, 기업투자 위축, 낮은 인플레이션 추세 등
을 감안할 때, 2010년에도 정책금리는 0.5%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 그림 7-3.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추이 ❚
(단위: %)

자료: 영란은행.

또한 영란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한계에 이르
자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을 도입하여 추진 중이다. 2009년 3
월, 750억 파운드의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한 이후, 그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009년 11월 기준으로 GDP의 14.3%인 총 2,000억 파운드가 운영 중에
있다.
전반적으로 2010년 중 영국의 통화정책 분야에서의 출구전략은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영란은행은 현 0.5%의 기준금리를 2010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적완화정책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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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7-1. 영국의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

∙ 양적완화정책: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와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은행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
∙ 영국의 양적완화정책 규모(총 2,000억 파운드): 2009년 3월(750억 파운드) →
2009년 5월(500억 파운드 추가) → 2009년 8월(500억 파운드 추가) → 2009년
11월(250억 파운드 추가)

다. 금융정책
영국정부는 무너진 금융산업의 회생을 위해 부실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단
행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계획 중이다. 영국 재무부는 2009년
11월 3일,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은 영국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추
가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즉 금융위기로 국유화되었던
RBS(Royal Bank of Scotland)와 로이즈 뱅킹 그룹(Lloyds Banking Group)
의 일부 지점 약 600개를 향후 4년 내에 매각하고 임직원에 대한 현금 보너
스 지급을 중단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RBS에
255억 파운드, 로이즈에 57억 파운드를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적자금 총 투입 규모는 RBS가 455억 파운드, 로이즈는 228억 파
운드에 이르게 되었다. 영국의 산업을 대표하는 금융부문을 안정시키고 동시
에 다시 세계적인 산업으로 일으키기 위해 앞으로도 영국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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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독일

1. 독일경제 동향과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독일경제는 지난 2009년 2월 저점에 다다른 이후 2분기 연속 플러스 성
장을 하며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함께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2, 3분기의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7.0%와 -4.7%로 비록 경
제위기 전 상태로 회복한 것은 아니나 전분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6개월 연속 7.6~7.7%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의 11월 실업자 수
는 총 347만 1천명으로 전월대비 11,200명 감소했으나 전년대비 259,200명
증가했다.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연방노동부장관은 아직 실업률이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시장과 0.5% 이하의 낮은 물가상승률, 폐차보
조금제와 같은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09년 1, 2분기 가계소비가 다소 늘어
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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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1. 독일경제 동향 ❚
(단위: %)
구 분

GDP1)
2)

가계소비
정부지출2)
총투자2)
기계․설비
2)
투자
건설투자2)
수 입2)
2)
수 출
실업률
소비자
물가2)
제조업
3)
주문지수

2008년 4/4분기
10월 11월 12월
-2.4
(-1.7)
-0.4
06.
-1.1

2009년 1/4분기
1월 2월 3월
-3.5
(-6.4)
0.9
1.2
-9.4

2009년 2/4분기
4월 5월 6월
0.4
(-7.0)
0.6
0.6
-10.1

2009년 3/4분기 2009년 4/4분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0.7
(-4.7)
-0.9
0.1
10.5
-

-3.7

-18.5

-0.5

0.8

-

7.1

7.2

0.3
-5.6
-10.5
7.3

7.4

7.6

1.3
-5.4
-0.8
7.6

7.7

7.6

1.5
5.0
3.4
7.6

-

7.1

-1.0
-4.2
-7.9
7.1

7.6

7.5

-

-0.1

-0.3

-0.0

0.0

0.2

-2.0

0.2

-0.2

0.2

-0.2

0.3

-0.1

0.2

0.1

99.9 93.0 86.2 80.7 78.2 80.9 81.0 94.4 87.6 90.3 92.2 93.4

91.4

-

주: 1) 전기대비(전년동기대비), 2) 전기/전월대비, 3) 2005년=100 기준.
자료: 독일 통계청.

제조업 부문의 주문지수 역시 2월 이후 비교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009년 3분기 수출 전분기대비 3.4% 성장, 총투자를 비롯한 기계․설비투
자, 건설투자의 플러스 성장 등 점진적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
타나고 있다.

❚ 그림 8-1. 독일 주가 동향 ❚

자료: Deutsche Bo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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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주식시장 또한 활발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DAX 지수는 2009년
3월 초 3,666.41의 하한가를 기록한 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12월 현재
5,700선을 상회하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로 돌아섰고 당분간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향후 경제 전망
11월에 발표된 독일 Ifo 경제연구소의 비즈니스 환경지수 역시 전월대비
1.9포인트 상승한 93.9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최고치
이다. 이 지수에 포함된 부문 중 건설업만 하향세로 나타나고 나머지 제조업,
도소매업은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반
영하고 있다.

❚ 그림 8-2. Ifo 산업 및 무역 부문 비즈니스 설문조사(2009년 11월) ❚

주: Ifo에서 시행하는 비즈니스 환경지수(Business Climate Index)는 독일 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
문의 약 7,000여 개의 기업이 매달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공신력 있는 조사임. 환경지수는 현 시점의 비
즈니스 상태 평가와 향후 6개월의 비즈니스 기대치의 평균값으로 2000년을 100으로 설정하여 평가함.
자료: Ifo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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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Eurostat 등 여러 기관에
서는 독일경제가 2010년 평균 1.0%, 2011년 평균 1.7% 내외의 저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2009년 2, 3분기의 경제회복에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실
시된 폐차보조금제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2009년 9월 2일로 종료되면서 2009년 4분기 이후 다시 가계소비가 위축되
고 제조업 주문지수가 떨어지는 등 낮은 경제성장률을 동반한 부정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큰 독일 내에서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인한 업계 종사자들의 일시적 대량 실업이 더해져 경
제성장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표 8-2.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전망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Eurostat

-5.0

1.2

1.7

IMF

-5.3

0.3

1.5

EIU

-4.8

1.0

1.5

OECD

-4.9

1.4

1.9

평 균

-5.0

1.0

1.7

자료: Eurostat(2009.11); IMF(2009.11); EIU(2009.11); OECD(2009.11).

EU 집행위원회는 독일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심화된 재정수지 불균
형과 GDP의 80%에 이르는 정부부채의 누적으로 인해 2010년과 2011년
모두 EU 안정성장협약의 상한선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
러나 재정수지건전화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이루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따라
2010년 5%까지 상승한 재정적자는 2011년 -4.6%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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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3. 독일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추이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9).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가. 재정정책
독일 정부가 2008년 11월 발표한 500억 유로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에
이어 2009년 1월에는 810억 유로 규모에 해당하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추진
했다. 특히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써 9개월 간 지속된 폐차보조금 제도는 소
비진작 효과를 가져와 독일의 주요 산업부문인 제조업을 활성하는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15억 유로에서 50억 유로 규모로 늘려 운영된 폐
차보조금제는 9년 이상의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2,500유로를 지급
하는 제도이다. 독일통계청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동안 소형차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며, 소비진작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정작 독일 자동차 생산기업보

84│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다는 외국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더 큰 혜택을 보았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종료되는 2009년 4분기 이후 자동차 판매의 급감이 예상됨에도 독일 정부는
폐차보조금제를 추가적으로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표 8-3. 독일연방정부 재정 계획 ❚
(단위: 십억 유로,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수입
(연간변화율)

270.5
(5.8)

253.8
(-6.2)

241.3
(-4.9)

249.1
(3.2)

259.3
(4.1)

267.3
(3.1)

재정지출
(연간변화율)

282.3
(4.4)

303.3
(7.4)

327.7
(8.0)

321.1
(-2.0)

318.3
(-0.9)

313.5
(-1.5)

재정수지

-11.8

-49.5

-86.4

-72.0

-59.0

-46.2

자료: 독일연방 재정부(2009.11), Monatsbericht des BMF.

또한 독일은 중기적의로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2009년 6월 재정적자
상한선을 명시하는 재정수지건전화(Schuldenbremse; debt brake)법을 제정
했다. 2011년부터 구조적 적자의 개선을 위해 적용되는 재정수지건전화법
조항은 연방정부 2016년, 주(Land)정부 2020년부터 GDP의 0.35%, 즉 약
85억 유로까지의 재정적자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8-3]에
나타나듯이 2010년 재정수지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지출을
점차 감소시키면 2013년에는 2009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의 경우는 각 주정부 간의 재정상태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
를 고려하여 재정상태가 어려운 5개 지방19)에는 연방정부와 다른 주정부들
이 공동으로 2011~19년 동안 연간 총 8억 유로까지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로 했다.
세금부담 경감조치는 경제경기부양책이 시작될 무렵인 2008년부터 조심스

19) 베를린 주, 브레멘 주, 자알란트 주, 작센-안할트 주, 슈레스비히-홀슈타인 주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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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거론된 사항이다. 메르켈 정부는 2009년 GDP의 4.6%로 예상되는 심
각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연간 240억 유로의 세금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감행할 경우 2010~11년에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6%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 예상됨에도 2010년 1월 1일자로 GDP의 1%
에 해당하는 세금인하를 결정했는데, 폐차보조금을 대신할 경기활성화 대책
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세수감소에 따른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 보안
책으로 세금인하가 확정되기 전인 2009년 7월에 OECD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세금 포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탈세방지법(Steuerhinterziehungsbekaempfungsgesetz)이 제정되기도 했다. 탈세방지법의 시행
으로 효율적 세수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나. 금융정책
금융정책의 핵심은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있다. 지난 2008년 10
월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및 5,000억 유로의 자본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던 독일 정부는 2009년 7월에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
로 부실은행법(Bad Bank Gesetz)을 제정했다. 대차대조표 상의 부실자산을
제거해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법안에는 일반은행들
에 적용되는 ‘배드뱅크 방안’과 주립은행(Landesbank)들에 적용되는 ‘건전화
은행(Konsolidierungsbank) 방안’을 골자로 한다. 배드뱅크는 일반은행들이
부실자산을 장부가의 10% 할인된 가격에 넘기면 금융시장안정화기금
(SoFFin)이 최장 20년간 보증하는 채권을 차입하도록 하는 한편, 건전화은
행은 주립은행을 위한 배드뱅크로서 주립은행 재무제표 상의 위험자산을 분
리하여 처리 및 합병하되 주주들이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은행감독에 대한 권한은 연방중앙은행(Bundesbank)과 독일금융감독위원
회(BaFin)가 공유하는데 은행 허가 등과 같이 중요한 권한은 독일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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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귀속되어 있었다. 중앙은행의 권한 집중에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
고 연방중앙은행의 주장에 적극 찬성하는 자민당(FDP)의 지지로 기민당
(CDU)과 자민당의 보수연정 성립 후 은행감독 권한은 연방중앙은행에 두기
로 했다.

다. 출구전략 전망
독일이 이번 금융위기를 비교적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출증대
및 경기부양책의 효과라고 평가한다. 금융대출 장려 등 정부차원에서의 비금
융권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세하여 2009년 2, 3분기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
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본다.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독일경제가 호조를
보이자 추가 경기부양책을 통한 독일의 산업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총수요가 충분히 증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차보조금제가 종료되
고 소비가 다시 급감하고 있어 출구전략의 본격적 시행이 있을 것이라고 기
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10년 상반기까지
는 경기상승세 유지를 위한 감세조치 등 경기부양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재정수지 불균형, 정부부채의 심화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바,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법조항으로 명문화하는 등 출구전략의 시행시기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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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러시아

1. 러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2009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러시아의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 수요
증대,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의 산업 생산과 수출이 증
가함에 따라 침체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도 계속 감소
추세로, 2009년 9월 실업률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7.6%를 기록하였다. 러
시아 노동시장이 이처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기존의 해고방식에서 임금삭감 및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기업의 인력구조 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이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내수 위축, 수입 감소 등이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면서 인플
레이션 압력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 러시아 주식시장은 달러 약세 및 유
가 상승 등의 호재로 연초대비 130%의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
가격 폭등을 경험했던 주택시장도 금융위기 후 10년 만에 최저 가격으로 하
락하였으나, 2009년 3분기에 가격저점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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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1. 최근 경제 동향 ❚
(단위: %)

구 분
2)

GDP

3)

실업률

2)

실질임금
2)

물가

2008년
4/4분기

2009년
1/4분기

2009년
2/4분기

2009년
3/4분기

1.2

-9.5

-10.9

-9.4

7.1

9.1

8.6

7.8

-

-0.8

-3.9

-5.4

13.8

13.7

12.4

11.4

1)

주: 1) 러시아 경제개발부 추정치, 2) 전년동기대비, 3) 월평균 수치.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국가통계청; EIU.

❚ 그림 9-1. 러시아 주식시장 및 주택시장 동향(2007~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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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1. 계속 ❚

주: 1) 부동산시장 동향은 모스크바 주택 1㎡당 달러가격지수를 나타낸 것임.
자료: RTS거래소(www.rts.ru); 부동산시장지수(www.irn.ru).

2010년 러시아 경제성장의 주요 결정 변수는 유가 동향이기 때문에 러시
아 에너지 기업의 경기 활성화 여부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0.4~4.5% 사이로
커다란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표 9-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랄산 국제유가를 4개의 시나리오로 분류해 2010년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최근 러시아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 평균유
가를 배럴당 58달러로 예상하여 1.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했다. 특히, 우랄산 국제유가가 배럴당 58달러일 경우, 2010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를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9%대를 지속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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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또한 2010년 가계 실질소득은 전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소비수요
증가율도 매우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러시아의 실질
GDP 규모는 2012년 말에 가서야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향후 배럴당 75.3달러로 예상되는 높은 유가와 2009
년도 -8%대의 경제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2010년 러시아 경
제가 3.2%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2010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러시아 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대외여건 개선, 러시아 정부의 지연된 경기부양책 효과 발생, 금리 인
하 정책 등이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 배럴당 70달러
대의 유가가 지속된다고 예상할 경우, 러시아는 3%의 성장률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0년에도 내수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1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표 9-2. 2010년 국제유가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전망 변화 ❚
(단위: %)

구 분

2010년

Ⅰ

Ⅱ

Ⅲ

Ⅳ

GDP

-0.2

1.6

3.0

4.4

실질가처분소득

-0.6

0.4

1.4

2.4

고정자산투자

-2.5

1.0

4.5

8.0

수출(십억 달러)

305.9

348.5

384.0

425.5

수입(십억 달러)

252.9

271.3

285.7

297.0

주: 연평균 우랄산 유가 배럴당 Ⅰ) 45달러, Ⅱ) 58달러, Ⅲ) 68달러, Ⅳ) 80달러인 경우.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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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3. GDP 동향(2009~11년) ❚
(단위: %)

전망 기관

2009년

2010년

IMF

-7.5

1.5

World Bank

-8.7

3.2

OECD

-8.7

4.9

러시아 경제개발부

-8.5

0.9~1.6

주: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10~11년 경제성장을 경기침체 및 경기회생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전망하였음.
자료: IMF; World Bank; OECD; 러시아 경제개발부.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위기극복대책이 반영된 2009년 수정 연방예산은 총 재정지출액이 9조
6,922억 루블(GDP 대비 약 24%)로 기존 확정예산 대비 7.3% 확대되었다.
2009년 재정지출액 중 위기극복대책 관련 예산이 1조 3,799억 루블이 증액
편성되어, GDP 대비 7.4%인 총 3조 루블의 금액이 위기극복에 지원되었다.
특히,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0.1% 증
액된 총 1조 7,435억 루블(GDP 대비 4.3%)이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저점
을 통과했다고 판단한 러시아 정부는 2010년부터 재정적자 최소화, 예산지
출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재정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표 9-4. 러시아연방 재정 계획(2009~12년) ❚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수입

17.2

16.1

15.5

15.0

재정지출

25.5

22.9

19.5

18.0

재정수지

-8.3

-6.8

-4.0

-3.0

주: ‘2010~12년 러시아연방예산법초안’에 기초한 예상치임.
자료: 러시아재무부, World Bank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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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30일 러시아는 금융완화를 통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13%
의 기준금리를 10%까지 인하한 후, 10월 30일 다시 9.5%로 추가 인하하였
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기업대출위험 및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기업의 실질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
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2010년에도 물가상승률이 계속 안정세를 보일 경
우, 9% 이하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그림 9-2. 기준금리 추이(2007~09년) ❚
(단위: %)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한편, 러시아 정부는 금융부문을 우선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2009년
GDP 대비 1.4%인 총 5,550억 루블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여 주요 은행을 중
심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특히, 2008년 하반기 러시아 정부는 GDP 대
비 3.8%에 해당하는 2조 루블을 금융시장에 투입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
기도 했다.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주요 은행 및 지원금은 VTB(대외무
역은행) 2,000억 루블, VEB(대외경제은행) 1,300억 루블, 시중은행 2,250억
루블이다. 최근 중앙은행은 2009년 말 부실채권의 비율이 당초 10%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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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쿠드린 재무부장관도 금융시
장의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판단해 은행 구제금융을 위한 3천억
루블을 은행지원이 아닌 실물부문 지원으로 전환시켜 경기부양에 힘쓸 것이
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침체기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실물부문의 경기부양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출구전략
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경
제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출구전략보다는 기존의 위기
극복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현 러시아 위기극복정책의 세부 사업대책을 수정·보완
하여 러시아 경제구조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마련
중이며, 이를 토대로 러시아 정부의 출구전략도 계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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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호주

1. 호주경제 동향과 전망
2008년 후반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기후퇴, 즉 전분기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경
험하였지만, 2009년 1/4분기 호주의 GDP는 전분기대비 0.4% 성장하면서
경기후퇴를 피할 수 있었다. 같은 분기 호주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0.3%를 저점으로 2/4분기 0.6%까지 성장하면서 점진적인 경기회복의
모습을 보였다(그림 10-1).
호주의 경기회복은 실질GDP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지수와 주가지수에서도
나타났다. GDP 증가율과 마찬가지로 주택지수도 2009년 1/4분기 123.8의
저점 후 3/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주가지수도 비슷한 추이를 보
여 2009년 2월 3,297의 저점 통과 후 10월 소폭 하락하기 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그림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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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1. 호주의 실질GDP 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
(단위: %)

자료: EIU(2009.12) Australian Country Report.

❚ 그림 10-2. 호주의 주택가격지수 및 주가지수 추이 ❚

주: 주택가격지수는 8개 주도 가중평균임. 주가지수는 1980년 1월 1일=500 기준임.
자료: 주택가격지수는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주가지수는 EIU, Australian Country Report,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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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경기회복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이유 중 하나는 호주정부와
중앙은행의 신속한 경기부양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호주의
재정적자는 GDP의 3.9%로 예측되어 예전의 흑자재정과 크게 대조를 이루
며 호주정부의 강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었다(그림 10-3).

❚ 그림 10-3. 호주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추이 ❚
(단위: GDP 대비, %)

자료: EIU Australian Country Report December.

경기부양을 위한 호주정부의 재정정책과 동조해 호주 중앙은행도 2008년
10월 기준금리를 7%에서 6%로 인하한 후 2009년 4월 3%까지 신속한 인
하를 단행하였고 2009년 10월 3.25%로 인상하기 전까지 3%의 금리를 유
지하였다. 호주의 기준금리가 급락하면서 M3는 2008년 5월 1조 7억 호주
달러에서 2009년 9월 1조 1885억 호주달러로 급증하여 유동성 경색을 방지
하였다(그림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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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4. 호주 M3와 기준금리 추이 ❚
(단위: 십억 호주달러, %)

자료: Reserve Bank of Australia.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호주의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업률은 2009년
3/4분기 5.8%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그림 10-1). 미국의 경우, 1990년
이후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선 후 1~2년 간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났다(그림 10-5). 호주도 미국과 같은 경기회복을 경험한다
면 호주의 실업률은 빠르면 2010년 1/4분기 늦으면 2010년 4/4분기에 감소
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4분기를 기점으로 호주경기가 회복의 모습을 보이지만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는 한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는 빨리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므로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호주정부와
중앙은행은 팽창재정 및 팽창통화정책을 유지 또는 점차적으로 축소해야
1990년대 일본이 겪은 경기불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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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5. 미국의 고용 없는 성장 ❚
(단위: %)

주: 암영 부분은 경기후퇴기를 표시함.
자료: 수치는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경기후퇴기는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기준.

호주의 여당인 노동당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자유-민족
(Liberal-National) 야당연합은 2009/10년 지속적인 재정지출에 반대하고 있
지만 노동당은 재정지출 감축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그리하여 호주정부는 2009/10년 회계연도에 576억 호주달러 규모의 적
자 예산안을 편성하고 팽창재정정책을 유지할 계획을 세웠다. 더욱이 호주의
2009년 정부부채는 G-20 평균인 75.1%20)보다 월등히 낮은 18.9%로 예상
되기 때문에 정부부채의 부담으로 재정지출을 감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0-3).
재정지출 외에도 호주정부는 호주금융관리청(AOFM: Australian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을 통해서 2008년 12월~ 2009년 8월까지 주거용부동
산저당증권에 74억 호주달러, 이후 80억 호주달러를 추가로 투입하면서 소

20) IMF, The State of Public Finances Cross-Country Fiscal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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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은행과 비은행권 주택담보 대출기관을 돕고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경기의 완전한 회복을 확인하기 전까지 경
기부양정책을 축소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부동산가격(그림 10-2)이 상승하면서 향후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
해서 호주중앙은행은 지난 10월 이후 12월 2일까지 세 차례 기준금리를
3.00%에서 3.75%까지 인상하면서 점진적으로 출구전략을 펼치려는 움직임
을 보였다(그림 10-4). 최근 세계금융위기 전의 기준금리가 7% 내외인 점
[그림 10-4]과 최근 경기회복의 징후를 고려할 때 가까운 시기에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호주경제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경기후퇴를 경험하지 않았고 2009년 1/4
분기에 이미 경기회복기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호주중앙은행은 선
진국 중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회복의 자신감을 보였다. 호
주정부도 2009/10년 예산을 통해서 적자재정 유지를 굳히면서 2010년 호주
의 GDP 성장률은 금융위기 전보다는 낮지만 안정적인 경기회복기 수준을
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회복 실패 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반
응을 고려하여 호주 재무부는 2010년 GDP 성장률을 1.5%로 다소 보수적
으로 전망하였으나 다른 기관은 2.0 ~ 3.0%로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치를 발
표하였다.

❚ 표 10-1. 2010년 호주 GDP 성장률 전망치 ❚
(단위: %)

전망 기관
재무부*
OECD
IMF
EIU
Global Insight

호

주
1.5
2.5
2.0
2.0
3.0

주: * 2010/11년 회계연도 전망치.
자료: OECD(2009.11), OECD Economic Outlook; IMF(2009.12), World Economic; Outlook; EIU(2009.12),
Australian Country Report; Global Insight(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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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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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경제 동향과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2009년 2분기 캐나다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연율 -3.4%를 기록하는
등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경기부양
을 위해 실시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및 금융정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여 캐나
다 경제는 회복의 초기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낙관론
의 확산에 따라 2009년 7월 21일, 캐나다 중앙은행은 2009년과 2010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3%와 2.5%에서 -2.3%와 3%로 기존 전망치를 상향조
정하였다.
고용부문에서 캐나다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고용시장 침체
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8년 4/4분기 6.4% 수준이던 실업률이
2009년 3/4분기 현재 8.6%까지 상승하였다.
한편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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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2008년에는 전
년대비 2.4% 증가하였으나 2009년 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0.9%를 기록
하는 등 오히려 디플레이션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표 11-1. 최근 캐나다 경제 동향 ❚
구 분

2008년 4/4분기

2009년 1/4분기

2009년 2/4분기

2009년 3/4분기

GDP

-3.7

-6.1

-3.4

-

실업률

6.4

7.6

8.3

8.6

소비자물가

1.9

1.2

0.1

-0.9

주: GDP는 전기대비연율,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임.

캐나다 주식 및 주택 등 자산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
으로 보이는데, S&P/TSX종합지수의 경우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지
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9년 3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12월 10일
종가기준 11464.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은 오일샌드개발 관련 서부 캐나다를 중심으로 지난 몇 년
간 활황을 구가하였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2008년 초를 기점으
로 주택경기가 정체되기 시작해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규주택가격의 경우 다른 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9년 2/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여 9월 현재 154.4를 기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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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1. 주식시장 및 신규주택가격 추이 ❚

자료: Bloomberg; 캐나다 통계청.

나. 경제 전망
2010년 캐나다 GDP는 2009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
되어 약 2%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용시장은 2010년에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 중 실업률이 1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재정지출 등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2%
이하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09년 하반기에 들어
서면서 주택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0년에도 이
어질 것으로 보인다.

❚ 표 11-2. GDP 동향(2009~11년) ❚
전망 기관

2009년

2010년

IMF

-2.5

2.1

2011년
-

OECD

-2.7

2.0

3.0

Global Insight

-2.5

2.2

3.5

EIU

-2.6

1.9

1.4

평 균

-2.6

2.1

2.6

주: IMF; OECD; Global Insight; EIU의 전망시점은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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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가. 재정정책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탈피하고자 각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정부도 지난 2009년 1월 27일 2009~11년
동안 약 615.6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3.8%)에 달하는 ‘경기부양책’
(Economic Action Plan)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
방정부는 세금감면 62억 캐나다달러(10.1%), 고용창출 164.5억 캐나다달러
(26.7%), 기업 및 커뮤니티 지원 136.7억 캐나다달러(22.2%), 주정부차원
지원 149.5억 캐나다달러(24.%)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총 615.6억 캐나다달러 경기부양책에서 연방정부는 약 466.1억 캐나다달러,
지방정부는 약 149.5억 캐나다달러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 표 11-3. 경기부양책의 사업별 규모 ❚
(단위: 억 캐나다달러, %)

구 분

세금
감면

실업자
지원

고용
창출

지식기반
구축

2009년 10월

30.2

27.08

98.03

23.71

2010년 11월

31.8

35.46

66.49

합 계

62.0
62.54
164.52
(10.1%) (10.2%) (26.7%)

기업 및
주정부차원
커뮤니티 지원
지원
114.93

98.35

총규모
392.30

16.64

21.78

51.15

223.32

40.35
(6.6%)

136.71
(22.2%)

149.50
(24.3%)

615.62
(100%)

자료: 캐나다 정부(2009년 6월).

한편 캐나다도 미국 등 다른 국가들처럼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감소,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IMF(2009년 10
월) 추정에 따르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2009년과 2010년
-4.94%, -4.09%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수지적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다시 흑자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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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정부문에서 2010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급속히 개선될 것으로 보
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점진적인 출구전략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11-2. 재정수지 적자 전망 ❚
(단위: GDP 대비, %)

자료: IMF(2009.10).

나. 통화정책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이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정책금리
를 대폭 낮춘 초저금리 정책을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중앙은행 또
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하 정책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통
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2008년 9월 3.0%
에서 2009년 4월까지 6회 연속 금리를 신속히 인하하였으며, 이후 지금까지
현 수준인 0.25%로 동결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은 위와 같은 확장금융정책 기조를 2010년 6월 말
까지 지속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는
2010년 상반기까지 현 수준인 0.2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
기회복 정도에 따라 통화정책 분야에서 2010년 상반기 내 출구전략 실시 압
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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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3. 캐나다 정책금리 추이 ❚

자료: 캐나다 중앙은행.

다. 금융정책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한 통화정책과 더불어 캐나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
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정책 추진 및 금융시스템 보호에 주력하는 금융
정책(Financial Policy)을 추진하였다.
우선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은 2009년 6월까지 총 1,19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수행하였는데, 모기지매입 580억 캐나다달러,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 400억 캐나다달러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금융위기의 발생이 금융규제
등과 같은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2009년 1월에는 ‘특별금융프레임워
크’(Extraordinary Financing Framework)를 추진하여 금융시스템을 강화
하였다. 아울러 은행ㆍ보험 부채 지급보증, 모기지ㆍ자동차대출증권 구입, 은
행에 대한 자본투입사전허가 확보 등을 추진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융정책의 경우 2010년 초부터 미시적 출구전략 추진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2010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시
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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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인도

1. 인도 경제 동향과 전망
인도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2008/09년 4/4분기(1~3월)
저점을 돌파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V자형을 보여주고
있다.
GDP 성장률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사태 발생 직후인 2008/09년 3/4분기
(10월～12월)에 급락하여 2분기 연속 5.8%를 기록하였다. 이후 GDP 성장
률은 2009/10년 1/4분기 6.1%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2/4분
기에 7.9%로 급등하였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분기별 예상성장률 전
망치 6.3%를 크게 상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리먼 사태 발생 직전 분기 성
장률 7.7%보다 높은 것이다.
산업별 생산을 보면 제조업이 전년동기대비 5.1%에서 9.2%, 전기 및 가
스산업이 같은 기간 3.8%에서 7.4%로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예산 집행 증
대 등으로 공공서비스도 같은 기간 9.0%에서 12.7%로 대폭 증가하였다. 농
업생산은 같은 기간 강우량 부족으로 2.7%에서 0.9%로 오히려 둔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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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측면에서는 민간소비 지출증가율이 전분기 1.6%보다 크게 개선된
5.6%를 기록, 리먼 사태 직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고정자본투자증가율은
7.3%로 전분기 4.2%보다는 높아졌지만 예년의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
고 있다.

❚ 그림 12-1. 분기별 GDP 성장률 및 주요 거시지표 추이 ❚

구 분
GDP

2008/09년

2009/10년

1/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7.8

5.8

6.1

7.9

농 업

3.0

2.7

2.4

0.9

광공업

5.1

-0.5

4.2

9.3

서비스

10.0

8.4

7.7

8.1

민간소비지출

4.5

2.7

1.6

5.6

총고정투자

9.2

6.4

4.2

7.3

주: 인도 회계년도 기준 성장률임.
자료: 인도 재무부; 인도 중앙은행.

빠른 경기회복과 함께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루피화도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가와 루피화는 2009년 3월 이후 이미 강
세로 전환되었는데, 2009년 5월 총선 이후에는 인도의 정치적 리더십이 더
욱 공고해지고 인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다시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주가
와 루피화는 더욱 강세를 유지하였다. 여기에다 2009년 11월 말 분기별 성
장률마저 예상치를 돌파하자 주가와 루피화는 계속 강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뭄바이 센섹스 지수는 3/4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12월 첫 주에만 3%
증가한 17,101포인트로 마감하여 연초대비 약 73% 상승하였다. 루피/달러
환율도 분기 성장률 발표 후 더 떨어져 12월 4일 1달러당 46.25루피를 기
록하였다. 이는 연초대비 약 5%, 2009년 3월 고점대비 약 11% 이상 하락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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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물가는 계속 오름세가 강화되고 있다. 몬순 강우량의 부족으로 농업생
산량이 줄어들어 곡물을 중심으로 한 생필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
문이다. 여기에다 경기회복과 함께 물가오름세 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물가는
당분간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전망이다. 실제로 도매물가 상승률은 2009년
9월 0.6%를 기록,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되었지만, 10월 1.6%
를 기록, 1개월 만에 1%포인트 상승하였다. 곡물을 포함한 생필품의 도매물
가상승률이 2009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10월 9.4%를 기록하는 등
최근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림 12-2. 인도 뭄바이 센섹스 및 루피/달러 환율 추이 ❚

자료: CEIC.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인도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9년 8월 말부터다.
2009/10년 1/4분기(4~6월) GDP성장률이 6.1%로 2분기 연속 5.8%를 기록
한 후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8월 곡물 등 생필품 도매물가상승률이 8.5%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불안이 지속되
고 있고, 국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출구전략을 실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출구전략 조기 도입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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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론이 팽팽히 맞서다가 2009년 10월 말 결국 소극적인 출구전략이 시작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기회복이 보다 완연해지는 반면 물가 오름세는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2009년 10월 말부터 법정유동성비율(SLR: Statutory
Liquidity Rate)을 1%포인트 인상하고, 리파이낸스 한도를 축소하며,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승시켰다. 대신 기준금리(repo rate)와 현금지불준
비율(CRR)은 각각 4.75%와 5.0%로 유지하였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앞서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여 물가상승 압력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최소한의 출구전략을 실시하였다.

❚ 그림 12-3. 정책금리 추이 ❚

자료: 인도 중앙은행.

❚ 표 12-1. 최근 인도 중앙은행의 주요 유동성 회수정책 ❚
구 분

주요내용

- 법정유동성비율(SLR)을 24%에서 25%로 상향조정
유동성
- 수출기업에 대한 리파이낸스 한도 50%에서 15%로 축소
회수 정책
- 뮤츄얼펀드 및 비은행 금융회사 등에 대한 특별 리파이낸스 철회
-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은행의 대손충당금비율을 0.4%에서 1%로 상향 조정
건전성
- 은행의 부실자산(NPA)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을 2010년 9월까지 70% 수준으로
감독 강화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
자료: 인도 중앙은행, 2009년 10월 2분기 통화정책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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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도정부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출구전략도 아직 시행하
지 않고 있다. 대신 인도정부는 경기부양정책으로 급증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2008년 9월 리먼 사태 발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대규모 재
정을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007/08년 4.8%에
서 2008/09년 10.7%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9/10년에
는 1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자가 크
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2007/08년 3.3%에서
2008/09년 8.0%로 대폭 늘어나고 2009/10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7%를 기
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날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2009년 11월 초 정부소유 기업의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민영화를 승
인하고, 재정적자 규모를 2012년까지 4%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2009년 12월 중순 현재까지 제한적인 출구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개선되고 있는 소비 및 투자 심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재의 재정정책
과 기준금리는 유지한 채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금융긴축 정책만을 실시하
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도입시기가 점
차 빨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9/10년 2분기(7~9월) 성장률이 7.9%로

❚ 그림 12-4. 인도 재정적자비율(GDP 대비) 및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전년동기대비, %)
기관
(전망 시점)

2008/
09년

2009/
10년(F)

2010/
11(F)

IMF(10월)*

5.3

6.5

ADB(9월)

6.0

7.0

5.6

7.0

OECD(11월)

6.1

7.3

EIU(12월)

5.8

6.8

GlobalInsight
(10월)

6.7

자료: IMF 및 각 기관 최근 전망 보고서; calendar year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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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리먼 사태 발발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였고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을 동반하는 출구전략이 선진국의 경
우 2010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인도의 경우,
2010년 3월 이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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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ASEAN 10개국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는 2007년부터
2008년 3분기까지 6%대의 성장률을 유지해오다가 세계금융위기가 가시화된
4분기에는 5%대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주변국과 비교하면 ‘침체를 겪은 적
이 없다’고 평가될 만큼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된
2009년에도 4%대의 성장을 달성한 것에 대해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Morgan Stanley)는 인도네시아를 차세대 브릭스(BRICs)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투자지역 중 하
나로 새롭게 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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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1. 2008년 ASEAN 주요국 성장률과 분기별 인도네시아 성장률 ❚
(단위: %)

자료: 아세안 사무국;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피해를 적게 받은 만큼 회복도 매우 빠
른 편이다. 여기에는 낮은 수출의존도와 높은 내수비중의 구조적 특성이 크
게 작용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전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
년 기준 약 27%로서 아세안 10개국 중 수출의존도가 가장 낮다. 동시에 내
수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57%로 높은 편이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도
외부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한 2009년 4월 총선, 7월 대
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막대한 선거자금이 시중에 풀려 유동성 문제가 일부
해소된 것 역시 큰 기여를 했다.

❚ 그림 13-2. ASEAN 10개국의 수출의존도 비교 ❚

자료: IMF, DOT, W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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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최대 과제였던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된 것도 빠른 경기
회복을 도왔다. 2008년 초까지만 해도 국제 곡물가격 및 유가 상승으로 두
자릿수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 인플레이션 압박을 견뎌야 했으나 세
계경제위기 이후 현실에 알맞은 수준으로 국제 상품가격이 재조정되는 과정
에서 인도네시아의 물가도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였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2009년 물가안정 목표인 3.5%~5.5%보다 낮은 2.57%(전년동기대비)
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그림 13-3.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국내 소비지출도 실물경기 안정화를 뒷받침해주었다. 2009년 3분기 민간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4.7% 상승했는데, 물가안정과 소비자구매력 증대가 주
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두 번의 선거가 문제 없이 마무리되어 정치적 안정
을 찾고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도 소비
심리를 자극한 요인이었다. 특히 3분기에는 오토바이, 가전제품 등 가계의
내구재 소비가 증대하였으며 한동안 침체되었던 주택시장과 주식시장도 서서
히 회복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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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1. 인도네시아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8년

20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6.2

6.4

6.4

5.2

4.4

4.0

4.2

농 업

6.3

4.8

3.4

4.7

5.2

2.4

2.7

광 업

-1.7

-0.5

2.1

2.07

2.4

2.4

6.5

제조업

4.3

4.2

4.3

1.9

1.5

1.5

1.3

서비스

5.9

6.7

7.2

6.0

6.8

7.4

5.8

민간소비지출

5.7

5.5

5.3

4.8

6.0

4.8

4.7

총고정투자

13.7

12.0

12.2

9.1

3.5

2.6

4.0

수 출

13.6

12.4

10.6

1.8

-18.7

-15.5

-8.2

수 입

18.0

16.1

11.0

-3.5

-26.0

-23.9

-18.3

GDP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나. 2010년 경제 전망
2010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에너지자원 수요증대 및 국제상
품 가격상승으로 수출부문이 활성화되고, 국내적으로는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민간소비가 증대함에 따라 5%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현재 외국인투자를 성장동력으로 삼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인프라 부문에 대
한 투자가 충분히 유입된다면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높은 생
산성, 경쟁력 향상,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경기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2010년에도 여전히 8%대의 높은 실업률이 예상되므로 사회 약자 계층을 보
호하기 위한 사회안정망 확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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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2. 주요 기관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전망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인도네시아 정부

4.3

5.5

6.0

ADB(2009.09)

4.3

5.4

N/A

IMF (2009.10)

4.0

4.8

5.0

World Bank(2009.11)

4.3

5.4

6.5

OECD(2009.11)

4.5

5.3

5.6

EIU(2009.11)

4.3

5.1

5.6

UBS(2009.10)

4.5

6.0

6.0

HSBC(2009.11)

4.3

5.8

5.5

자료: 각 기관의 최근 전망 보고서.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가. 재정정책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내수
진작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
은 총 73.3조 루피아 규모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에 43
조 루피아, 세금 및 수입세 면제에 13.3조 루피아, 보조금 및 기업에 대한
정부지출에 17조 루피아가 편성되었다.
2009년 정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4% 이상을 차지하고 재정적자규모
는 당초 예산기준인 51.3조 루피아를 크게 상회하는 139.5조 루피아로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목GDP 대비 2.4%에 해당되는 액수로 2000년대
이후 최고치이지만 애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09년 국가
채무비율도 GDP 대비 31.5%를 기록하여 평균 채무비율이 75%를 육박하는
G-20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양호한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2010년에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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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1% 미만인 60조 루피아가 경기부양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 그림 13-4. 재정적자 추이 ❚
(단위: %)

주: 2009년은 예상치, 2010년은 전망치.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 표 13-3. 2009년 인도네시아 경기부양책 내용 ❚
(단위: 조 루피아)
2009년 주요 경기 부양책

▪개인․법인소득세 감세
▪세금 및 수입세 면제

73.3
43
13.3

- 원유·․천연가스· 탐사 및 식용유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3.5

- 원자재․자본재에 대한 수입 관련 관세 면제

2.5

- 근로소득세

6.5

- 지열발전소에 대한 주요 조세 면제

0.8

▪보조금 및 정부의 기업 지원

17

- 디젤유에 대한 보조금 지급

2.8

- 전기요금 보조금 지급

1.4

- 인프라 개발 관련 지출

12.2

- 지방개발을 위한 분담금

0.6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Finance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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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화정책 및 금융정책
인도네시아는 2009년 12월부터 총 9회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9.5%였던
기준금리를 6.5%까지 낮추고 5개월간 연속 동결하였다. 12월 금리동결에 대
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섣부른 조기 금리인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어 신중한 선택을 내렸
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림 13-5. 인도네시아 정책금리 추이 ❚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표 13-4.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주요 금융안정화 조치 ❚

2008년. 10월 24일

▪은행지급준비율 9.1%에서 7.5%로 인하 발표
- 제1선(Primary) 지급준비금 5%로 인하(즉시 발효)
- 제2선(Secondary) 지급준비금 2.5%로 인하 계획(2009년 10월 발효)

2008년. 12월 4일

▪기준금리 9.50%에서 9.25%로 인하

2009년. 1월 7일

▪기준금리 9.25%에서 8.75%로 인하

2009년. 2월 4일

▪기준금리 8.75%에서 8.2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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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4. 계속 ❚
2009년. 3월 4일

▪기준금리 8.25%에서 7.75%로 인하

2009년. 4월 3일

▪기준금리 7.75%에서 7.50%로 인하

2009년. 5월 5일

▪기준금리 7.55%에서 7.25%로 인하

2009년. 6월 3일

▪기준금리 7.25%에서 7.00%로 인하

2009년. 7월 3일

▪기준금리 7.00%에서 6.75%로 인하

2009년. 8월 5일

▪기준금리 6.75%에서 6.50%로 인하

2009년. 3월 24일

▪중국 중앙은행과의 185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2009년. 4월 6일

▪일본 중앙은행과의 12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2009년. 10월 24일 ▪제2선 지급준비율 2.50%로 인하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Jakarta Post 등 현지 보도자료.

금융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금보호한도 확대, 지급
준비율 완화,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을 진행하였다. 2008년 말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부실 시중은행들이 파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가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종전의 1억 루피아에
서 200억 루피아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에는 기존에 9.1%였던
은행 지급준비율을 7.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여 시중유동성 공급을 증대시
켰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액융자프로그램(KUR)을 통해 상업 은행
의 중소기업 대손충당금 비율을 85%에서 20%로 인하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2009년 3월 중국 중앙
은행과 3년 만기의 185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을 체결하였고 7월에는 일본
중앙은행과 12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에 성공하였다. 이밖에도 역내
자금지원 체계인 1,2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에 참여하여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다. 출구전략 전망
2009년 11월 Economist지는 2010년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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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되는 G-20 국가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였다. 최소한 인
도네시아의 입장에서 이번 위기는 기회의 발판이었다는 국내외적 평가가 틀
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호적인 국제사회의 평가와 연이은 경제지표개선
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전망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
운데,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추되 2010년까지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이상 기준금리도 2010년
상반기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당국의 입장이다. 따라
서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은 2010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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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남아프리카공화국

1.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동향과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글로벌 경제위기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선진국의 경기위축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은 남아프리
카공화국의 수출산업이었다. 주력 수출품인 광물과 1차산품의 가격이 급락하
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09년 1~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30%나
급감하였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회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위축되었고, 국
내 소비도 크게 줄어들어 2008년 4분기 내수는 전기대비 -0.4% 성장으로,
10년 만에 처음 감소하였다. 제조업과 광업의 위축으로 산업생산지수는 10
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국내 정치 갈등, 좌파정부 탄
생, 불법이민자 문제 등 내부적 요인까지 더해져 2009년 1분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성장률은 사상 최악인 -7.4%(전기대비연율)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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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춰,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조금씩 경제회복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
장 먼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출부문이다. 세계경기 회복으로 광물
및 1차 산품 수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이 2009년 1분기
-6.7%에서 3분기에는 -3.2%로 줄어들었다. 하락세를 보이던 주가지수도 최
근 회복돼, 2009년 11월 4일 기준 요하네스버그 주식시장(Johannesburg
Stock Exchange)의 종합주가지수는 8개월 전에 비해 무려 43%나 상승하였
다.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환율도 다시 글로벌 경제위기 전의 수준으로 회복
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가인데,
2009년 3분기에는 물가상승률이 6.4%를 기록하여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목표치(3~6%)에 근접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회복
움직임에 힘입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09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0.9%(전
기대비연율)를 기록하였다

❚ 표 14-1.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동향 ❚
2008년

구 분

20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실질GDP(%)1)

2.5

5.5

1.3

-0.7

-7.4

-2.8

0.9

경상수지(GDP%)

-8.8

-7.3

-7.8

-5.8

-6.7

-3.4

-3.2

ZAR/USD

7.54

7.78

7.78

9.91

9.97

8.48

7.81

CPI(%)2)

8.9

10.0

11.0

9.8

8.4

7.8

6.4

주: 1) 전기대비연율, 환산 성장률.
2)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자료: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Bloomberg.

이처럼 거시경제지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회복세를 타
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실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다. 2009년 3분기 실업률은 24.6%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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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심리도 뚜렷한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9
년 3분기 가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 감소하였고, 국내 총수요는 0.7%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분기 사상 최악의 국내수요 감소(-3.7%)에
이어 3분기에도 국내 총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실물경
제가 아직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산업계도 아직 침체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각종 산
업육성 정책 및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9년 상반기 남아프리카공화
국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무려 13.9%가 감소하였다. 특히 광업과
제조업의 침체가 산업생산지수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림 14-1. 국내수요 및 가계지출 증가율 ❚

자료: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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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2. 남아프리카공화국 주가 추이 ❚

자료: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나. 향후 경제 전망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09년 경제성장률은 -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9년 하반기 경제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경제하락 폭이
너무 크고, 아직까지 실물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과 2011년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South African Reserve
Bank), IMF, Global Insight 등은 2010년과 2011년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1%대와 3%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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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경제성장률을 4%, 개도국 전체를 5.1%로 예
측한 것을 감안할 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회복 속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민생안정 부문과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를 크게 늘리는 등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물가 불안, 환율 불안, 정정 불안, 거시경
제정책의 운영 능력 부족 등의 악재가 산재해 있어 빠른 경기회복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인한다. 특히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월드컵 개
최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른다는 것은
월드컵 특수효과가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의미한다.

❚ 표 14-2. 주요기관별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성장률 전망 ❚
2009년

2010년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2009년 11월)

-1.9

1.5

3.2

IMF(2009년 10월)

-2.2

1.7

3.8

Global Insight(2009월 11일)

-2.2

2.2

3.3

전망 기관

주: ( ) 안은 발표시점
자료: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IMF; Global Insight.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가. 재정정책: 재정지출 확대 기조 유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정부투자 및 재정지출 확
대를 통한 투자 촉진과 민생안정에 주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실물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09년 3월 ‘세계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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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한 대응책(Framework for South Africa's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Crisis)’을 발표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회안전망 확충, 저임금
근로자 보호 등에 3년간 약 787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 재정지
출도 크게 늘었는데, 2009/10년 재정지출 총규모는 전년에 비해 약 20% 가
까이 증가한 8,410억 랜드였다. 특히 전력, 수도, 도로 등 인프라 부문에 대
한 투자와 보건, 교육, 위생 등 사회부문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
출은 증가한데 반해 세수는 크게 줄어 2009/10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7.6%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재정확대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
인다. 지난 10월 27일 발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중기 재정정책 계
획(Medium Term Budget Policy Statement)’에 따르면, 정부는 2010/11년
과 2011/12년의 재정지출 규모를 9,000억 랜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경제 회복세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물경제와 서민
경제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물가상승압력 때문에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과 같은 적극적인 통화정책
보다는 재정정책에 의존하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의지도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 표 14-3.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십억 랜드)

구 분

2008년/09년

2009년/10년

2010년/11년

2011년/12년

2012년/13년

지 출

715

841

906

976

1,053

수 입

692

658

744

833

921

재정수지

-23

-183

-162

-143

132

GDP 대비 %

-1.0%

-7.6%

-6.2%

-5.0%

-4.2%

주: 2008/09년은 실제 재정지출 결과, 2009/10년 이후는 재정지출 계획.
자료: South African National Treasury(2009.10), Medium Term Budget Polic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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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화정책: 금리인하 종결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공급 확대와 소비
및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정책금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12% 수준이던 정책금리는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7% 수
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내부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 추가적
인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력요금이 25%나 인상되었고,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 물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
이다. 최근 들어 겨우 물가가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다시금 물가가 치솟는다
면 국민들의 반발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가 쉽게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
화국 금융통화정책위원회의 Mboweni 위원장은 2009년 8월에 정책금리를
7.5%에서 0.5%포인트 내린 7%로 조정하면서, 이번 금리인하가 마지막임을
시사하였다.

❚ 그림 14-3.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책금리 동향 ❚

자료: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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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정책: 향후 외환시장 개입 가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금융정책을 도입한데 반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금융시장에 특별히 개
입하지 않았다. 이는 외국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어서 선진 금
융시장의 불안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
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시장에서는 선진국 금융시장과 같은 유동성
부족 및 은행간 신용경색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고, 건전성이 높은 것
으로 평가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은행 등 금융업종의 주가지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다만,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외환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대비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 환율은 급격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
다. 최근에는 랜드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산업 및 경기회복을 가로막
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2009년 10월 28일 Gordhan 남아프
리카공화국 재무장관은 외환거래 통제 완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
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이를 통해 외환의 해외 유출을 확대하고 랜드
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 통화증가
로 인한 인플레 유발, 개입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비용 증가 등의 부담
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실질적인 외환 개입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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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구전략 전망
결론적으로 볼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당분간 재정확대 정책과 저금
리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와 물가상승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서 거론되는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남
아프리카공화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지 못했다는 판단에 기인
한다. 그러나 최근 전력요금 인상, 임금인상, 유동성 확대 등의 국내 경제사
정을 고려해볼 때 당분간 추가 금리인하와 같은 적극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의존하여 경기회복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환시장 불안,
민생안정 등과 같은 현안 과제에 대응하여 적절한 경기부양정책을 실행할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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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사우디아라비아

1.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동향과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사우디아라비아의 2009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 및 석유판매(오일머니) 감소의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0.9%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2003년 이후 고
유가 시기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연간 3~5%대의 성장률을 시현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번 금융위기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GDP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석유부문의 실질성장률은 -10.3%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15-1.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동향 ❚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실질GDP 성장률

3.3

4.4

-0.9

석유부문 GDP

0.5

4.8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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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1. 계속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석유부문 GDP

4.6

4.3

3.3

소비자물가상승률

4.1

9.9

4.5

경상수지(GDP 대비)

24.3

28.6

4.1

자료: IMF(2009.10).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산가치 역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
였다. 2008년 초 10,000포인트를 상회하던 사우디아라비아 주가지수는 금융
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에 4,000포인트 초반까지 폭락하며 고점대비 60%
이상 하락하였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시장은 저점대비 50% 가량 상승
하며 반등 중이지만 아직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11월 말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주가지수는 6,000포인트 초반 대를
기록하고 있다.

❚ 그림 15-1.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시장 동향 ❚

자료: Bloomberg.

나. 경제 전망
2010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4% 수준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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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전망된다. 세계경제가 안정화에 성공할 경우 향후 국제유가는 중국․인
도 등 신흥경제의 에너지수요 증가와 달러가치의 추세적 하락의 영향으로
안정된 상승기조가 예상된다. 따라서 2010년 국제유가는 2009년 대비 약
30% 가량 상승한 배럴당 70~80달러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제유가
의 상승은 오일머니의 재유입으로 이어져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회복을 견
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일머니 재유입은 현지 건설시장 회복과 에너지개발
프로젝트의 발주 재개, 내수시장 구매력 회복 등을 촉진하여 경제 전반에 활
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안정화에 실패하여 재침
체 국면에 진입할 경우 석유수요 감소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사
우디아라비아의 성장률 전망도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

❚ 표 15-2. 사우디아라비아 GDP 전망(2009~11년) ❚
(단위: %)

전망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IMF

-0.9

4.0

4.3

World Bank

-0.5

3.0

4.3

주: World Bank의 전망치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4개국을 합산한 것임.
자료: World Bank(2009.6); IMF(2009.10).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가. 재정정책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확대정
책을 취함으로써 자국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완충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우디
는 2009년 정부지출 규모를 전년대비 15.8% 증액한 1,267억 달러로 편성
하고 이 중 600억 달러를 신규 및 기추진 공공사업 투자에 투입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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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2009년 정부지출 규모가 GDP 대비 40%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
다.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국제유가 급락과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
반등에 힘입어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수지는 소폭의 흑자 내지 균형
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속적인 경기부양을 위하여 2010년 재정지출 규
모를 2009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수지는 국제유가 상승
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에 힘입어 흑자폭이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 표 15-3.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지출 및 재정수지 전망 ❚
(단위: %)
GDP 대비 재정지출

GDP 대비 재정수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29.6

40.0

37.6

33.0

1.2

6.7

자료: IMF(2009.10).

나. 통화정책 및 금융정책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급격한 정책금리
인하조치를 단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은 2008년 10월 정책금리를
5.5%에서 5.0%로 인하한 이후 2009년 1월까지 단기간에 2.0%까지 대폭
인하하였다. 이후 2009년 12월 현재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긴급유동성 공급, 은
행 지급준비율 완화, 국부펀드를 통한 대출 확대 등의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SAMA: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은 2008년 10월 은행권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약 30억 달러
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실시 하였으며, 2008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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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은행 지급준비율을 13%에서 7%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민간은행 대출
축소에 대응하여 국부펀드와 국유은행을 통해 대출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
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ublic Investment Fund는 국내 프로젝
트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도 했다.

❚ 그림 15-2. 금융위기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정책금리 추이 ❚

자료: Bloomberg.

❚ 표 15-4. 금융위기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금융안정화 조치 ❚
2008년 10월 13일

▪정책금리 5.5%에서 5.0%로 인하
▪은행 지급준비율 13%에서 10%로 인하

2008년 10월 21일

▪은행권 30억 달러 긴급 유동성 공급

2008년 10월 30일

▪정책금리 5.0%에서 4.0%로 인하

2008년 11월 23일

▪정책금리 4.0%에서 3.0%로 인하
▪은행 지급준비율 10%에서 7%로 인하

2008년 12월 17일

▪정책금리 3.0%에서 2.5%로 인하

2009년 1월 19일

▪정책금리 2.5%에서 2.0%로 인하
▪기준예금금리(benchmark deposit rate) 1.5%에서 0.75%로 인하

2009년 4월 14일

▪기준예금금리 0.75%에서 0.5%로 인하

2009년 6월 19일

▪ 기준예금금리 0.5%에서 0.25%로 인하

자료: Bloomberg;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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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구전략 전망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2009년 12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경기회복
이 확인될 때까지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과 양적완화 조치 등의 정책 기
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1월 1일자 Bloomberg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
라비아 중앙은행 총재는 “현 시점에서의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발
언한 것으로 전해진다.21)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출구전략은 2010년 상반기
이후 경제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시행이 점쳐지는데, 특히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시점과 연동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21) Bloomberg(2009.11.1). “Saudi Central Bank Warns Against Quick Withdrawal of Stimulus,”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104&sid=aqeuPr4K7I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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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브라질

1. 브라질 경제 동향과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브라질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4분기부터 2분기 연
속 경기침체를 기록했으나 2009년 2분기부터 전기대비 1.9%의 성장세로 전
환했다. 3분기 성장률도 1.3%를 기록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브라질 경제의 빠른 회복세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대폭적인 금리인하(연초
13.75% ⇒ 6월 8.75%) 등에 힘입은 소비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소비자 물가는 환율하락22)에 힘입은 수입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
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9월까지 12개월간 물가는 4.34%로 정
부의 물가목표치 4.5%(±2%)를 밑돌았다.
신속한 경기회복에 힘입은 고용확대로 실업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2) 달러대비 헤알화 가치는 12월 7일 현재(지난해 말 대비) 25.7%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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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실업률은 7.7%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 전년 동월 수준
을 회복했다. 광공업 생산도 10개월 연속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10월 광
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2.2% 증가하며, 2009년 1월부터 10개월째 회복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2% 하락한 것이
어서 브라질 경제가 세계 경제위기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에
는 이르다. 2009년 1~10월 광공업 생산도 전년동기대비 10.7% 하락했으며,
최근 12개월간의 광공업생산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6% 하락한
상황이다.

❚ 표 16-1. 최근 경제 동향 ❚
2008년 4/4분기 2009년 1/4분기 2009년 2/4 분기 2009년 3/4분기
GDP(전기대비, %)

-3.4

-1.0

1.9

1.3

실업률(평균, %)

7.3

8.6

8.6

7.9

소비자 물가(%)

6.2

5.8

5.2

4.4

자료: 브라질중앙은행, Global Insight.

원유 등 1차 산품 국제가격의 상승과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주가는
2009년 들어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했다. 12월 4일 현재 주가는 지난해 말 대비 80%나 상승했다. 특히 무디스
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2016년 올림픽 개최 확정 등에 따른 브라질
경제의 낙관적 전망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2009년 9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사는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Ba1)
에서 투자적격등급(Baa3)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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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1. 브라질 주가 추이 ❚

자료: Bloomberg.

나. 향후 경제 전망
소비를 축으로 한 신속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09년 브라질 경제는 당
초 예상을 넘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2009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이 0.2%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0년 브라질 경제는 소비 확대 지속, 10월 대선을 앞둔 정부의 팽창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개최 특수 기대감에
따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4%대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빠른 경기회복
세에 힘입어 고용 여건도 크게 개선, 실업률은 2009년 평균 8.2%에서 7.8%
로 하락할 전망이다. 신속한 경기회복, 물가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 생산
자 물가 상승 등의 압력으로 소비자 물가는 2009년 수치를 소폭 상회할 전
망이나 정부의 물가 목표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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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2. GDP 동향(2009~11년) ❚
전망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IMF

-0.7

3.5

3.5

OECD

0.0

4.8

4.5

Global Insight

0.2

4.3

5.7

중앙은행

0.2

5.0

-

자료: IMF(09.10); OECD(09.11); Global Insight(09.11); 브라질 중앙은행(09.11).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가. 재정정책
브라질 정부는 2008년 4분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지자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먼저 룰라 대
통령은 2008년 11월 24일 △대규모 인프라 개발의 성장촉진계획(PAC) △
암염하층(Pre-Slat) 해역의 대규모 유전 개발 △2014년 월드컵 준비 공사 등
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지시하는 등 경기부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
했다.
특히 브라질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소비확대를 위해 자동차 및 가전제
품에 대한 공업제품세(IPI)를 대폭 감면해오고 있다. 당초 이 조치는 수차례
연장을 거쳐 2009년 9월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으나 2010년 1월까지 시행
기간을 연장했다.
브라질 재무부에 따르면 2009년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는 GDP 대비
1.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공투자 및 정부지출이 0.6%로 가
장 크며, 세제감면 0.4%, 금리인하 효과 0.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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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3. 브라질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 ❚
(단위: GDP 대비, %)

주요 부양책

규

모

세제 감면

0.4

투자 및 정부지출 확대

0.6

금리인하 효과

0.2

총계(2009년)

1.2

자료: 브라질 재무부.

2010년에도 인프라 부문 등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등 팽창적 재정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브라질 정부는 월드컵 및 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0년 기초재정수지23) 목표 조정(당초 GDP 대
비 3.3% 흑자에서 2.65% 흑자로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에서도 2010년 브라질의 명목재정수지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확대에 힘입
어 2009년 -3.7%(GDP 대비) 적자에서 -1.3% 적자로 개선될 전망이다.

나. 통화정책
브라질 중앙은행은 경기진작을 위해 2009년 들어 6월까지 다섯 번에 걸
쳐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단행(13.75% ⇒8.75%)했다. 그러나 2분기부터 경
기회복 기미가 뚜렷해짐에 따라 9월부터 금리인하 기조를 중단하고 동결 정
책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23) 기초재정수지(명목재정수지-이자지급)는 브라질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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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2. 정책 금리 동향 및 전망 ❚
(단위: %)

주: 금리 전망은 Global Insight 기준.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Global Insight.

통화정책 측면에서 출구전략은 빠르면 2010년 2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물가인상 압력이 높지 않은데다 완전한 경기회복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2010년 1분기까지는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 금융정책
브라질 중앙은행은 2008년 하반기부터 유동성 공급을 위해 법정 지급준비
율을 인하해 왔다. 2009년 하반기 들어 브라질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면
서 대표적인 금융완화 정책으로 실시한 법정 지급준비율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2009년 9월 29일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어 은행의 지준율 변경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했다.
외환정책 측면에서는 단기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투기적 자본의 과다 유입에 따른 헤알화 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일련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먼저 2009년 10월 19일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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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식 및 채권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자금에 대해 2.0%의 금융거래세
(IOF)를 부과했다. 또한 11월 19일에는 브라질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ADR)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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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 경제 동향과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아르헨티나 경제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늦은 2009년 2분기부터 마이너
스 성장세에 진입했다.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2008년 4분기부터 경제 성장
세가 크게 둔화, 2009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0.8%, 전년동기대비)에
들어섰다.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인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요 급락에 힘입어
정부 발표 공식물가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통
계청의 물가조작 의혹으로 현재 민간부문에서는 정부의 공식 물가통계를 인
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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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1. 최근 경제 동향 ❚
구 분

2008년 4/4 분기

2009년 1/4 분기

2009년 2/4 분기

GDP(전년동기대비, %)

4.1

2.0

-0.8

실업률(%)

8.0

7.8

8.7

소비자물가(%)

8.1

6.6

5.6

자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Global Insight.

경제성장 둔화로 고용여건이 악화되며 2008년 4분기부터 실업률은 증가
세로 돌아섰다. 실업률은 2008년 4분기 8.0%에서 2009년 2분기에는 8.7%
로 악화되었다. 주가는 여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정치 불안에도 불구하고 글
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크게 상승, 글
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주가는 2009년 12월 4일 현재 지난해
말 대비 101%나 상승했다. 특히 파리클럽 차관 상환, 채무구조조정 협상 재
개, IMF와의 관계 개선 움직임 등이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했다.

❚ 그림 17-1. 아르헨티나 주가 추이 ❚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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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경제 전망
수출 및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면치 못
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으로 2009년 아르헨
티나 경제에 대한 전망은 크게 엇갈린다.
2010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브라질과 중국의 경기회복,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대외경제 여건 개선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한계로 경제성장
률은 1.5~2.0% 내외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의 속도가 완만
해 신속한 고용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고, 유가 및 환율 상승, 그리고 국내
소비의 회복에 힘입어 물가는 전해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2010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경제적 변수 못지않게 정치․사회적 변수에 의
해서도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먼저 국민과 시장이 납득할 합리적인 인플레
수치와 산정방식을 제시해 인플레 수치 조작 의혹으로 실추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
가 추진 중인 민간 채권단 및 파리클럽과의 채무 재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국제자본시장 복귀의 발판을 마련하고 대외신인도를 신속히 제고시키는 것이
다. 셋째, 장기간의 농민 시위, 총선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혼란 등에 따른 분
열된 국론을 수습, 실추된 정부의 통치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 표 17-2. GDP 동향(2009~11년) ❚
전망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IMF

-2.5

1.5

2.5

Global Insight

-0.7

2.0

4.1

EIU

0.5

1.8

2.6

자료: IMF(2009.10); Global Insight(2009.11); EIU(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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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가. 재정정책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2008년 11월 초 공공사업 확충,
제조업 금융지원, 소비자 신용대출 확대 등을 포함한 130억 달러 규모의 경
기부양책을 마련한 데 이어 11월 25일에는 △710억 페소(약 212억 달러)
규모의 공공사업 투자 계획 △신규 고용 창출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
직 전환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해외 거주자들의 본국 송금 시 각종 혜
택부여 등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2010년에도 팽창
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나 채무 디폴트에 대한 우려로 지출 증
가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세, 금융거래세 등 임시세 시한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출 한도를 법으로 규정한 재정책임법
준수를 2년간 면제했다.
경기침체 타개를 위한 팽창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재정정책 측면에서 출구전략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나. 통화정책
2008년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외 자본 도피를 막기 위해 고금
리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9년 2분기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되
며 금리인하로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2009년 7월과 8월의 금리인하에 이어
9월과 10월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10% ⇒ 9.50%)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2010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 가능성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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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다. 그러나 201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불안 심화로 환율시장이
불안할 경우 환율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다. 금융정책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정
지급준비율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102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협정
을 체결했다.
특히 2009년 하반기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타개하
기 위해 국제금융시장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 2009년 10월 아르헨티나 정부
는 IMF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한편 공식적으로 200억 달러에 대한 채
무 스왑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77억 달러의 채무 상환을 위해 파리클럽과
비공식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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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멕시코 경제 동향과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멕시코는 글로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1995년 외환위기 후폭풍보
다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금융시장은 미국 금융위기 발발 직후 외환
시장 개입, 유동성 공급 확대, FRB와 통화스와프 체결, IMF의 금융지원 등
을 기초로 안정되었지만, 2009년 들어 실물경기 침체는 본격화되었다. 즉,
2008년 4/4분기 -1.6% 이후 2009년 3/4분기 -6.2%에 이르기까지 4분기 연
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다.
❚ 표 18-1. 최근 경제 동향 ❚
(단위: %)

구 분
연 율
GDP
전분기대비
고용(평균)
물가(연율, 분기 말)

2008년 4/4분기 2009년 1/4분기 2009년 2/4분기 2009년 3/4분기
-1.6
-7.9
-10.1
-6.2
-0.8
-10.2
1.4
3.8
4.41
4.84
5.51
5.97
6.53
6.04
5.74
4.89

주: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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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의 일차적인 원인은 해외수요의 감소에 있다. 수출시장의 80%를
담당하는 미국의 내수침체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은 경제성장의 동력인 교
역을 감소시켜 산업생산 감소, 고용악화, 소비위축, 저성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2009년 10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6.9%, 수입은
28.7% 각각 감소하였다. 특히 보세가공 수출산업을 포함한 비석유부문 수출
은 22.2% 줄었고, 주요 외화가득원인 석유부문은 47.8%나 감소하였다.
여기에 유가하락, 신종플루 발생 및 관광산업 침체, 해외송금 감소 등의
악재가 더해졌다. 최근 매장량의 고갈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
데 멕시코산 원유 수출단가는 2008년 7월 월평균 120달러에서 12월 33달
러까지 하락했다가 2009년 9월 현재 69달러까지 회복되었다. 신종플루 발생
으로 약 0.5% 정도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었고, 신종플루 진원지로 알려지
면서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즉, 2009년 9월까지 관광 수입은 15.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멕시코 노동자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미
국경제가 침체되면서 이들이 송금하는 외화 수입도 대폭 감소했는데, 10월까
지 16.1% 줄어든 181억 달러에 그쳤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3%대에
머물던 실업률은 상승하기 시작해, 2009년 9월 기준 통계청 공식실업률이
2000년 신규산출법(NEOE) 도입 이후 최고치인 6.03%를 기록하였다. 2009
년 상반기 기준으로 제조업(-11%, 42만 6천 명)과 건설업(-9.5%, 11만 6천
명)의 고용감소율이 가장 심각하였고, 지역별로는 공업지대가 집중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고용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 2009년 상반기에만 전국 고
용감소율이 약 4%를 기록해 약 60만 명이 실직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사회보장기구(IMSS) 등록 근로자 수는 2008년 10월 1,460
만 명을 정점으로 2009년 6월 1,372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7월
부터 반전되어 10월 1,496만 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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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1. 멕시코 월별 실업률 추이(2004년 1월~2009년 9월) ❚
(단위: %)

자료: 멕시코 통계청(INEGI).

멕시코는 물가목표치(2～4%)에 기초한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2006년까지 3%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세계경제 호황 지속과 연이은 글로벌 금융위기과 환율상승 요인이 가세하면
서 소비자물가는 6%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위기발생 이후 물가상승
에 대한 심리적 압박요인이 제거되고, 환율안정세와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는 2008년 12월 6.5% 이후 하락세를 지속, 2009년 10월 말 현
재 4.5%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멕시코 자산시장도 예외 없이 취약성을 보였다. 파생금융상
품에 대한 노출도가 높았던 선진국과 달리 금융부문의 부실과 기업들의 부
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다른 신흥시장국가들처럼 위기 이전 부풀려
진 버블이 일정 정도 가라앉으면서 주가지수(IPC)는 금융위기를 전후로 최
고 47%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등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3월 중순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11월 말 현재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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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2. 멕시코 소비자물가 동향(2005년 1월~2009년 10월) ❚
(단위: 연율, %)

자료: 멕시코 통계청(INEGI).

❚ 그림 18-3. 멕시코 주가지수 동향(2008년 1월 2일~2009년 11월 30일) ❚

자료: 멕시코 통계청(INEGI).

외환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다가 최근 안정세를 되찾았다. 2008년
들어 강세를 지속하던 페소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과 더불어 급락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환율 방어보다는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FRB와 통화스와프 체결, IMF의 FCL 승인 등의 외환시장
안정책을 바탕으로 3월 중순 이후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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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4. 멕시코 환율 동향(2008년 1월 2일~2009년 12월 8일) ❚

자료: 멕시코 통계청(INEGI).

나. 향후 경제 전망
멕시코 경제는 2009년 3/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분기
이후 성장세를 보인 미국경제 회복에 힘입어 더디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보
이고 있다. 멕시코 경기는 3/4분기에 전기대비 3.8% 성장하고 종합경기지수
도 8월 이후 상승세를 기록한 데서 알 수 있듯이 2009년 상반기에 바닥을
친 것으로 평가되며, 하반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2009년 -7%, 2010년에는
3～4%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경기침체가 내부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성장동력인 수출만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투자, 생산, 고용, 소비 등이 단기간
에 연쇄적으로 회복세로 반전될 수 있을 것이다. 월별 30%를 상회하던 수
출 감소세가 8월 -24.9%, 9월 -17.3%, 10월 -10.0% 등 지속적으로 둔화되
고 있어 이미 회복세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출부문의 회복기미가 보이면서 10월 실업률이 6%대에서 5%대로 하락
한 가운데 7월부터 IMSS 등록 근로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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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반전되고 있어 향후 고용시장도 안정을 회복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회복으로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상승 가능성 등 물가상승을 유발
한 요인들은 상존하지만, 더딘 경기회복과 2010년 하반기에나 예상되는 통
화정책 긴축전환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급격한 상승보다는 예년의 4% 수준
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현재 13페소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환율은 외환시장 안정, 수출회복, 원
유수출가격 강세, 경기회복에 따른 외환소득(해외거주자 송금, 관광) 증대,
8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할 때 20010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표 18-2. GDP 전망(2009~11년) ❚
전망 기관
IMF
OECD
Global Insight
BANXICO

2009년
-7.3
-8.0
-7.5
-7.2

2010년
3.3
2.7
3.3
2.9

2011년
4.9
3.9
3.2
3.2

자료: IMF(2009.10), World Economic Outlook: Sustaining the Recovery; OECD(2009.11), OECD Economic
Outlook: Preliminary Edition, Vol. 2009.1, No.86; Global Insight(2009.11), 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Interim Forecast) 멕시코중앙은행 2009년 10월 전망치.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멕시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재정, 금융,
통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경제안정과 경기부양에 매진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현저한 경기회복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위기에 취해졌던 각종 정책수단
들을 정상화시키는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24)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멕시코의 입장을 감안하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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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2010년 각종 경제정책의 핵
심에 출구전략이 위치할 전망이다.

가. 재정정책
멕시코는 2008년 10월 경기부양안(성장고용촉진정책)을 마련하여 2009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 경기부양안은 GDP 대비 1.8% 적자에 해당한다. 경
기부양을 위한 재원으로 GDP 대비 0.7%인 903억 페소(약 70억 달러)를
책정하고, 이 가운데 19억 3천만 달러는 세출 경상비로,25) 9억 2천만 달러
는 정유소 신설비로, 41억 5천만 달러는 인프라 확충에26) 지원할 계획이었
고, 대부분 조기 집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부양안에 재정투입 이외에
127억 달러에 달하는 국영개발은행들의 여신 및 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으나, 실질적인 집행 수준은 알려지지 않았다.27)
2009년에 시행된 경기부양 재원 대부분이 유가 상승분 및 석유안정기금으
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2010년 재정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재정
긴축을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
나 세입 감소를 예상하여 편성된 2010년 예산이 자연스런 출구전략의 한 방
안(automatic stabilizer)으로 작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2010년 예산안에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고 세율을 인상한 것도
사실상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28)

24) Agustin Carstens 멕시코 재무장관은 2009년 9월 25일 피츠버그 G-20 회의에서 세계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 중이라는 점을 들어 조심스럽지만 G-20 국가들이 통화 및 재정정책에 대한 출구전략 계획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25) 경기침체에 따른 부족한 세입을 보완.
26) 2009년 상반기 집행 여부는 현재 자료 부족으로 알 수 없으나 2009년 5월 7일 관광산업 경기부양책(21억 달
러)이 발표된 바 있고, 9월까지 세입이 전망치보다 5.7% 감소한 가운데 공공투자(64.5%) 및 경제개발용(26%)
지출은 증가.
27) 이를 포함할 경우 전체 경기부양정책 비용은 GDP 대비 1.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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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3. 경기부양: 인프라 확충 투자 ❚
항

목

사업비(백만 페소)

항

목

사업비(백만 페소)

국영발전사(CFE) 인프라

4,000

관광 인프라

500

석유공사(PEMEX) 유지

6,000

도로 인프라

10,700

공공안보 인프라

5,500

농업생산증대 인프라

주

1,000

도심 인프라

750

교육 인프라

6,000

철도 인프라

1,650

스포츠 인프라

1,000

중소기업 기금

2,000

병원 인프라

4,500

FONAES

500

농업용 수자원, 관개

3,000

국가고용체제

250

택

총 계

5,750

53,100

나. 통화정책
멕시코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발생에도 불구하고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
승세를 우려하여 고금리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경기침체 심화로 경기부양 필
요성이 높아지면서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7회에 걸쳐 정책금리를 8.25%
에서 4.5%로 인하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더딘 경기회복, 4%의 물가수준, 출구전략 국제공조 입장, 2010년 예산안,
4.5%의 현행 기준금리 등을 감안하면 2010년 하반기까지 금리조정 가능성
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금리조정에 나설
경우 자금유출 등을 우려하여 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28) 부가가치세(15% →16%), 법인소득세(28% →30%, 3년간), 단일세율법인세(IUTE, 17% →17.5%), 특별소비세
(IEPS), 전화요금세 3% 신설, 담배세(갑당 0.8페소 →1.1페소), 맥주세(3년간 25% →28%), 현금예금세(IDE,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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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5. 정책금리 동향 및 전망 ❚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다. 금융정책
멕시코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주로 채권시장 개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에 노력해 왔다. 위기의 메커니
즘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1994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금융기관들의 부실화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멕시코 금융기관들은 미국 금융기관
들의 부실을 초래했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전무했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로서는 부실금융기관 지원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일시적인 유
동성 부족과 국제자본시장에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
을 강구하였다.
첫째, 2008년 4/4분기에 재정채권공매 프로그램을 변경했는데, 총 발행규
모는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의 단기 투자상품 수요에 부응하여 장기채권 매각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단기채권 매각규모를 확대했다.
둘째, 2008년 4/4분기에 예금보호기구(IPAB)의 채권공매 프로그램을 변
경하여 장기채인 BPAS(예금보호채권) 발행규모를 38억 5천만 페소에서 18
억 5천만 페소로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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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앙은행이 투자금융사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11월 4
일부터 이들이 보유한 1,500억 페소 규모의 BPAS를 매입하였다.
넷째, 중앙은행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신용기관 채권부실화 방지 및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500억 페소의 금리스와프(IRS) 거래를 실시했다.
다섯째, 유동성 공급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 3일부터 금융기관들이 보유
한 400억 페소 규모의 중장기(10～30년) 국채(Bonos de Tasa Fija, Unibonos)
를 직매입하기 시작했다.
한편, 급격한 외환수요로 인해 페소화 환율이 상승하자 멕시코는 외환시장
안정화에도 노력했다. 첫째,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다. 2008년 10
월 8일 외환위원회(Comision de Cambios)가 199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환율 방어보다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결정하였고, 중앙은
행이 외환 공개 매각을 실시했다. 2008년 10월에만 3회에 걸쳐 85억 달러
를 특별 공급하였고, 1997년 2월～2001년 6월 사이에 실시된 바 있는 공매
를 활용한 일일 외환공급 방식을 재개했다. 2008년 10월 9일부터 하루에 4
억 달러를 공급하다가 2009년 3월 9일에는 3억 달러로, 6월 9일부터는 2.5
억 달러로 축소하였다. 또한 2009년 2월 한 달간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18
억 3,500만 달러를 직접 매각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2009년 10월 1일부로
일일 외환공매 및 특별 공급은 중단되었지만, 2009년 상반기까지 총 117억
3,500만 달러(일일 공매 99억 달러, 특별 공급 18억 3,500만 달러)의 외환
이 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둘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이다. 먼저 2008년 10월 29일 미국
연준과 2010년 2월 1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3백억 달러의 통화스와프을
체결하고, 그 자금을 활용하여 2009년 4월 1일과 4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32억 2,100만 달러를 공매했다. 그리고 2009년 4월 17일 IMF로부터 470
억 달러의 FCL을 승인받음으로써 외환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외
화를 조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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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금융 및 외환 부문에서도 출구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
앙은행과 재무부는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시행했던 다양한 채권시장 개입
형태29)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 혹은 중단하거나 국영개발은행을 활용한
대(對)기업 여신 및 보증을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중앙은행은 외환
시장 개입을 중단하고, 시장의 외환사정이 개선될 경우 이미 공급한 외환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멕시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이전
부터 실시해오던 개인에 대한 환전 제한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29) 예컨대, 장기 국공채 발행 축소 및 단기채 발행 확대, 금리스와프 거래, 그리고 국채 직매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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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이후 또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여겨졌던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굳건한 정책 공조를 통하여 예상보다 빠르게 경
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정책 공조를 통한 경제위기
의 탈출이라는 과제를 푸는 데 있어 2010년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경제위기 이후 실시되었던 거시경제정책의 조화와 공조체제가 각국
의 회복 속도 및 경제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2010년에는 더 이상 기대
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국이 구사해왔던 비정상적 금융조치의 원상 회복이
2010년 상반기에는 대체로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가운데, 금리 인상
등 금융부문의 출구전략은 중국의 경우 2010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반
면, 일본의 경우는 2011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유럽의 경우 안정성장
협약이 강제하는 재정규율의 준수 요구로 인하여 2010년 하반기에 재정정책
의 출구전략이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들이 EU가 요구하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2010년에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ECB가 2010년 하반기 금리인상 카드를 선제적으로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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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마저 있다. 미국의 경우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질 것이고
실업률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정상적 금융조치의 회
수 이외에는 2010년 말까지 할 수 있는 조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 4대 주요국을 제외한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는 호주나 인도, 인도네
시아 등과 같이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2010년에
출구전략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안정세
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자원부국인 러시아 등의 경기회복이 가시
화될 것이며 다른 자원부국들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이
예상된다. 다른 해외주요국들의 2010년 출구전략은 선진국 및 거대개도국의
전략에 따라서 한, 두 분기의 시차를 두고 따라갈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형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
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상대적 고성장을 구현하여 경제위기에도 예상외로
강인한 경제체질을 보였다. 이러한 신흥개도국의 고성장은 2000년 이후 이
국가들이 보인 괄목할 만한 성장에 따른 경제적 위상의 증대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미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
적으로 양호한 양태를 보이겠지만,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고용,
주택시장, 재정적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동안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경우도 독일을 필두로 프랑스 등 유럽 중심부 국가들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지중해 국가들과 영국, 아일랜드 등 신흥유럽국의 경
제적 위상이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EU 회원국 내에서 경제지
형의 변화가 예상되며, 전반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유럽의 위상
약화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호주는 선진국 중에서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러한
상대적 호조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의 활력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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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아시아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와 러시아, 사우
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경우 경제위기 시 경제구조의 취
약성이 드러났으며, 재정부문이 건전하고 유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
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
인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는 그 이전 10년 동안의 변화만큼이
나 큰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롭게 변화
된 지형에 맞게 통상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자원부국과의 관계 강화, 해외투자의 전략적 선택, FTA 형태의 다변화 등
국별․지역별로 더욱 차별화된 경제통상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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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World Economy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Current Status and its Prospects
Heungchong KIM et al.

The collapse of Lehman Brothers in September 2008 has precipitated the
US economic crisis as well as a downfall of the worldwide economy. Many
countries have responded immediately to tackle the unprecedented recession
by enforcing aggressive fiscal stimulus plans, lowering prime interest rates,
and implementing unconventional financial measures including buy out of
private bonds by central banks’, something unthinkable in peacetime.
These policies proved to be quite successful in stopping the “free fall”
of the global economy. The data shows that private consumption and export
are picking up, albeit slowly, while the level of employment is still in the
doldrums. As for emerging markets, led mainly by China and India, they
have shown signs of economic recovery that was stronger than originally
expected. Developed economies, after reaching its trough, have shown positive
growth compared to the previous quarter during the first and second quarters
in 2009. Inferring from the fact that emerging markets are showing higher
growth rates than developed countries, we can anticipate the economic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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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0, where emerging markets will be in the lead in terms of the recovery
in the world economy, although the final signal of economic recovery will
come in the form of resurgence of the developed countries.
During the first half of 2010, many of the unconventional financial
measures are expected to be withdrawn, while monetary tightening such as a
raise in interest rates is expected to be postponed until the second half of
2010, or even 2011. Exit strategies in fiscal policies are expected in the latter
half of 2010.
There will be considerable structural change in the world economy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Rapidly emerging counties including China, India,
Indonesia and Brazil have leaped ahead in the midst of economic crisis, and
they will continue their catch‐up process in the future. While the United
States will slowly recover from its recession, the economic power of Japan
and Europe will likely shrink in the future. Australia may regain its economic
significance by joining together with Asia to become Australasia. In the
course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world economy, Korea needs to reset its
external economic policies.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elaborate region‐ or
country‐specific economic strategies. As for specifics of said strategies, such
measures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emerging markets, to
strengthen relationship with resource‐rich countries, to apply strategic foreign
investment, to diversify FTAs, etc. are some of the more strongly
recommended measures.

164│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최근 지역연구시리즈 발간자료목록

09-0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
김흥종 외
09-01 독일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연구 / 김균태 ․ 이현진
08-01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 오태현
07-01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 ․ 박상남
07-02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파워 통상전략 / 이 근
07-03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 최의현 ․ 김완중
07-04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 훈
07-05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 / Anjan Roy
07-06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 / 인남식
07-07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개발 경험 전수를 중심으로 /
전승훈 ․ 허길행 ․ 유 철 ․ 최미애
07-08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안덕근
07-09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 주재우 ․ 김민수
07-10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정 훈
07-11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 임배진
07-12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김영철
*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07-13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 하상섭
07-1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 이상현
07-15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한종만
07-16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박상남 ․ 강명구
06-0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제도적 접근 / 김세원 ․ 박명호 ․ 김흥종

저자약력
김흥종

김진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hckim@kiep.go.kr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jokim@kiep.go.kr

이재영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ljy@kiep.go.kr

나수엽

이준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junkyul@kiep.go.kr

박철형

강유덕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이형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권기수

박미숙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kskwon@kiep.go.kr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misookp@kiep.go.kr

손기태

백유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ksohn@kiep.go.kr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yjbaek@kiep.go.kr

조충제

송영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장
cjcho@kiep.go.kr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ycsong@kiep.go.kr

고희채

오태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hcko@kiep.go.kr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asroc101@kiep.go.kr

김균태

이현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ktkim@kiep.go.kr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hjeanlee@kiep.go.kr

김은지

허윤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원
yshur@kiep.go.kr

김종혁

황지영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hjydream@kiep.go.kr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chpark@kiep.go.kr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연간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문)

(한글)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담당자
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개 인 회 원 □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Regional Study Series 09-02

지역연구시리즈 09-02

KIEP Series for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지역연구
09-02

The World Economy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Current Status and its Prospects
Heungchong KIM et al.

글
로
벌
경
제
위
기
이
후

대공황 이후 가장 빠른 경기하강세를 보였던 세계경제는 각국의 적극적인 공조노력과 대응에 힘입어 2009년
중반부터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가 회복국면
을 어떻게 부작용 없이 이어나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G-20를 중심으로 각국 경제의
동향과 출구전략을 재정, 금융, 통화 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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