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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세계경제] KIEP는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전망치 대비 1.1%p 하향조정하여
3.5%로 전망하고,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6%로 전망
- 2022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정책 전환기, 경로의 초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통화정책
△지정학적 충돌 △방역정책 등과 관련된 정책경로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 전쟁은 공급망을 교란하고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확대하며, 코로
나19 이후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사이의 상충관계에 직면해 있는 통화당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
서 경기회복세를 둔화
-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
- 유로 지역과 영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서 성장세
가 상당히 둔화
- 일본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3월 21일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확장적 재정정책(4월
26일 ‘긴급경제대책’)을 추진하면서 민간소비, 설비투자, 정부지출 등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신흥국] 대부분의 신흥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나, 아세안 5개국은 대체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
- 중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의 시행 등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
- 인도는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성장세가 둔화
- 아세안 5개국은 국별 차이는 있으나 내수회복 및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성
장세를 회복
- 러시아는 대러 제재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높은 인플레이션 △러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 등으
로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
- 브라질은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대두, 옥수수, 사탕수수 등)과 원자재(철광석, 원유 등) 가격상승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기조는 하방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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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경제 전망 개관
가. 2022년 세계경제
■ [세계경제] 2022년 세계경제는 2021년 대비 2.5%p 둔화된 3.5%의 성장률(종전 전망치 대비 1.1%p 하향조정)을
기록할 전망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회복세를 둔화시킬 것이며 △높은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교란 △전쟁의 장기화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선진국] 전쟁은 공급망을 교란하고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확대하며,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사이의 상충관계에 직면해 있는 통화당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경기회복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3.3%의 성장률(종전 전망치 대비 0.5%p 하향조정)을
기록할 전망임.
◦ 전쟁으로 가중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이에 대응하는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기준금리 인상, 보유자산 축소)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

- 유로 지역과 영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되면서 각각 2.8%와 3.7%의 성장률(각각 종전 전망치 대비 1.8%p와 1.6%p 하향조정)을 기록할 전망임.
◦ 특히 이 지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아서 전쟁의 향방에 의해서 커다란
정치·경제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

- 일본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3월 21일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확장적 재정정책(4월26일
‘긴급경제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인해서 민간소비, 설비투자, 정부지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2.0%의 성장률(종전
전망치 대비 1.3%p 하향조정)을 기록할 전망임.
◦ 다만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반도체 공급 부족, 미국 등과의 통화정책 기조 차이에 따른 엔저 및 무역수지
적자폭의 확대는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신흥국] 대부분의 신흥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나, 아세안 5개국은 대체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의 시행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5.1%의 성장률(종전 전망치 대비
0.4%p 하향조정)을 기록할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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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국정부가 양회의 목표치(5.5%) 달성을 위해 신형인프라 건설 및 기업투자 확대 등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현재
계획보다 강하게 추진할 경우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음.

- 인도는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7.4%의 성장률(종전
전망치 대비 0.5%p 하향조정)을 기록할 전망임.
◦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루피화 가치 하락과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도 발생하고 있음.

- 아세안 5개국은 국별 차이는 있으나 내수회복 및 수출 확대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5.1%의 성장률(종전 전망치 대비 0.1%p 하향조정)을 기록할 전망임.
◦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공급망 교란은 이 지역 공통의 하방 리스크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연말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태국의 경우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큰 폭의 회복세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대러 제재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환율 상승, 자산가격 하락, 자본유출) △높은 인플레이션 △러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 등으로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9.5%의 성장률(종전 전망치 대비 12.4%p
하향조정)을 기록할 전망임.
◦ 높은 인플레이션과 자본유출에 대응하는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러 정부의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총수요 진작
효과(승수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제한적

- 브라질은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대두, 옥수수, 사탕수수 등)과 원자재(철광석, 원유 등) 가격상승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기조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0.5%의 성장률(종전 전망치
대비 1.0%p 하향조정)을 기록할 전망임.
◦ 또한 10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간 충돌이 심하기 때문에 대전 전후의 정치적 불안정이 확대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림 1-1. 선진국의 성장률 추이

그림 1-2. 신흥국의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주: EU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자료: CEIC(검색일: 2022. 5. 9).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CEIC(검색일: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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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3년 세계경제
■ 2022년과 마찬가지로 △높은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전쟁의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주요 하방요인이며, 2023년 세계경제는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미국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공급망 교란,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유로 지역과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여부가 주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각각 2.4%와 1.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면서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2022년 정점을 지나 안정화될 경우 2023년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성장세인 5.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인도는 세계 3대 원유 수입국으로서 국제유가 상승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6.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아세안 5개국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면서 5.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러시아는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제한적인 가운데 광범위한 대러 제재로 인해서 실물·금융 부문 충격이 지속되면서
–0.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브라질은 코로나19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1.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표 1-1. KIEP 세계경제 전망
(단위: 전년대비, %)

구분

2021년

2022년
[2021년 11월] (A)
[2022년 5월] (B)
4.6
3.5 (▼1.1)
3.8
3.3 (▼0.5)
4.6
2.8 (▼1.8)

2023년
[2022년 5월]
3.6
2.2
2.4

세계3)
미국
유로 지역

6.01)
5.7
5.3

- 독일

2.9

4.6

2.0 (▼2.6)

2.8

- 프랑스

7.0

4.1

2.9 (▼1.2)

1.5

- 이탈리아

6.6

4.2

2.4 (▼1.8)

1.7

- 스페인

5.1

6.5

4.8 (▼1.7)

3.6

7.4
1.7
8.1
8.1
3.4
3.7
3.1
5.7
1.6
2.6
4.7
5.0

5.3
3.3
5.5
7.9
5.2
5.0
5.5
5.6
4.0
7.0
2.9
1.5

영국
일본
중국
인도
ASEAN 54)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태국
-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3.7
2.0
5.1
7.4
5.1
5.0
5.4
6.4
3.0
6.2
-9.5
0.5

(▼1.6)
(▼1.3)
(▼0.4)
(▼0.5)
(▼0.1)
(-)
(▼0.1)
(▲0.8)
(▼1.0)
(▼0.8)
(▼12.4)
(▼1.0)

1.4
1.6
5.3
6.5
5.6
5.5
5.5
6.2
4.5
6.8
-0.3
1.3

주: 1) Oxford Economics(4. 22) 기준, 2) [ ] 안은 전망시점, 3) PPP 환율 기준, 4) ASEAN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의 PPP 환율 적용 GDP 합 기준, 5) ( ) 안은 2022년 성장률 전망에 대한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전망 사이의 조정치(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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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리스크 요인
■ 2022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정책 전환기, 경로의 초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통화정책 △지정학적 충돌
△방역정책 등과 관련된 정책경로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1)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경로와 속도
■ [높은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이전 총수요-총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확대하면서 2022년과 2023년 기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IMF(2022. 4)에 따르면 주요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중장기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well-anchored)되고 있지만,
단기적 인플레이션은 2022년 5.7%(선진국)와 8.7%(개발도상국), 2023년 2.5%(선진국)와 6.5%(개발도상국)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
※ Furman(2022. 4)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급불균형이 좀더 심화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1)

- [수요측 요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통화·재정 정책 △경기회복기 보상수요의 확대 △방역정책 완화로 대면서비스 소비
증가 △주요국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비철금속 수요 증가 등
◦ 2020년 이후 대부분 국가의 근원인플레이션은 크게 증가했으며, 서비스업의 인플레이션은 감소하였다가 방역정책이
완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 전기차 보급 및 친환경에너지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의 수요가 크게 확대

- [공급측 요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공급 감소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로 인한 병목현상 △탄소중립
강화로 인한 원유증산 제약 △코로나19 재발생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등
그림 1-3. 주요국의 월별 인플레이션 추이

그림 1-4. 근원인플레이션과 서비스인플레이션

(단위: %)

자료: OECD STATS(검색일: 2022. 5. 6).

(단위: %)

주: IMF WEO(2020. 4) 그림 1.13 재인용.
자료: IMF WEO Database(검색일: 2022. 5. 7).

1) Jason Furman(2022. 4. 20), “This inflation is demand-driven and persistent,”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inflatio
n-demand-driven-persistent-by-jason-furman-2022-04#:~:text=Strong%20real%20(inflation%2Dadjusted),means%20that%20infla
tion%20will%20per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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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 정상화] 통화당국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사이의
상충관계에 직면해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통화당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통화당국의 과제] 다른 주요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국내가격으로 전가되는 양상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각국의
상황과 정책 여건에 맞게 차별화된 데이터에 근거한, 섬세한 정책수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함.
◦ 미국과 같이 전쟁 전 이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았으며, 빠른 고용회복과 명목임금의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인플레이션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긴축적 통화정책을 운영 중
* 미 연준은 2021년 11월 회의 이후 ‘고용창출’보다 ‘인플레이션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신속하게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
※ 2022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금리인상을 단행해왔으며, 가장 최근인 2022년 5월 4일 FOMC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다시 0.5%p 인상하여 현재 0.75∼1.0% 수준까지 올렸으며, 6월부터는 양적긴축을
시작한다고 발표

◦ 한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각국의 정책여건에 맞게 통화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선제적 지침(forward guidance)의 활용이 늘어날 전망
※ ECB의 경우 3월 금리인상과 자산매입 축소를 결정하고 5월 빅스텝 인상 여론도 있는 등 다소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22년 3월 10일 라가르드 총재는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향후 긴축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여건에
맞게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발언
※ IMF(2022. 4. 19)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전쟁으로 더욱 가중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는 통화긴축도
요구되지만 각국 여건에 맞는 섬세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OECD(2022. 3. 17)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지만 근원인플레이션이 낮고 임금 상승 압력이 크지 않으며 전쟁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큰
국가는 통화긴축으로의 전환 속도를 늦출 것을 권고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둘러싼 이견 노출
■ [전쟁의 영향] 전쟁은 부정적 공급충격으로 작용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훼손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전이 등 하방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높은 인플레이션] 러시아 원유 공급 차질 우려에 따라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팔라듐, 니켈, 알루미늄 등) 및 곡물(밀, 옥수수 등)의 가격 역시 급등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경제·무역·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다수의 원자재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어 해당 원자재가 아직 생산·수출에서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 2022년 1월 대비 전쟁 이후 상품가격은 밀(88.4%), 광물질비료(77.3%), 니켈(77.3%), 팔라듐(34.8%), 알루미늄(17.0%)
등과 같이 급증(괄호 안은 상품가격 변화율)2)
※ 양국은 밀(30.0%), 팔라듐(25.1%), 광물질비료(23.4%), 니켈(13.8%), 알루미늄(3.5%) 등에서 중요한 공급자 역할
수행(괄호 안은 전 세계 수출 대비 양국의 수출 비중)3)

- [글로벌 공급망 훼손] 영공·영해 제재 등에 따라 운송비용이 상승하고, 핵심기술 및 첨단부품의 대(對)러 수출이
차단되며, 러시아 은행에 대한 SWIFT 퇴출 등에 따라 세계무역이 위축됨.

2) OECD(2022. 3),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https://www.oecd.org/economy/Interim
-economic-outlook-report-march-2022.pdf.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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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전이] 전 세계 은행권의 대러 익스포저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크게
축소되어 이번 사태 이후 현재까지 전이 가능성은 낮은 상태임.
◦ 다만 원자재 가격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서 관련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시 다른 나라의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직접적인 거래당사자를 넘어 간접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음.

■ [종전협상] 전쟁의 종전방식에 대한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서방정부 간 의견 차가 크기 때문에 종전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전쟁의 배경] NATO의 지속적인 동방확장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 내 친서방 정부의 출현으로
서방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과 안보 우려에서 전쟁이 비롯되었음.
◦ 구소련 국가(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민주화 운동 및 유럽권 편입에 대한 지원, 동유럽 MD 체제의 구축 강행,
2014년 크림사태 이후 대러 제재 강화 등 1997년 이후 NATO의 지속적인 동방정책 추진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부가 출현하면서 러시아의 서방국가에 대한 불만이 증대
◦ 반면 구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친러성향 주민의 반발 등은 우크라이나의 국내 문제이며, NATO의
동진은 구소련 국가의 핵무기 처리 과정에 대한 구소련과 서방국가 간 합의의 결과인데,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음.4)

- [종전방식에 대한 입장 차] 전쟁의 종식은 젤렌스키와 푸틴의 전략적 결단뿐 아니라 종전 후 재건비용 부담에 대한
서방세계의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우크라이나 돈바스 및 동남부 지역의 러시아 편입 여부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여부에 대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의견 차이가 있음.
◦ 또한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을 러시아와 서방국가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국가의 유권자들로부터의 합의도 필요한 상황

3) 경제회복기 방역정책의 경로
■ [전개양상]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치료제 보급과 백신 접종률 상승에 힘입어 감염병의 확산세와 방역강도가 추세적으로
완화되면서 향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회복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
- WHO에서 델타변이에 이은 ‘우려 변이’로 지정한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높으나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감염병
전개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부정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오미크론 확산 초기인 2021년 12월에는 미국 운송업 구인난과 항구 혼잡도 심화로 공급망이 교란된 바 있으며(본편
미국 참고), 2022년 4월 기준 아세안 5개국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화되는 상황임.
※ 다만 최근에 미국의 물류 정체 현상은 완화되었으며, 아세안 5개국의 경우 감염병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4) Adam Roberts(2022. 3. 26), “Sir Adam Roberts rebuffs the view that the West is principally responsible for the crisis in Ukraine,”
https://www.economist.com/by-invitation/2022/03/26/sir-adam-roberts-rebuffs-the-view-that-the-west-is-principally-respons
ible-for-the-crisis-in-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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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부스터샷, 신흥국의 백신 접종률 상승세 등으로 인해서 신흥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면역률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등 보다 효과적인 치료제도 개발·보급되고 있어서, 국지적으로
확산세가 증가할 수는 있어도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IMF(2022. 4)도 저소득국가의 백신 부족으로 연내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지적으로는 확진자
증가가 재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감염병 확산이 재발하더라도 이것의 경제적 영향은 과거보다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방역강도의 완화 이후] 다만 중국 등 높은 방역 강도를 유지하는 국가가 완화된 방역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감염병
확산세가 심화되는 경우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여전함.
- 현재 중국 상하이·지린성 등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금년 초 200명 → 4월 2만명)에 대응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강화된 방역조치(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를 시행 중이며, 지역별로 주민전원 핵산검사, 대중교통 운행중단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유럽 등 백신 접종률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를 중심으로 방역완화 기조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도 했음.
※ 2021년 11월, 감염병 재확산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부분 혹은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확대

- 백신 접종의 확대로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정치일정에 따라서 올
연말 이후에는 방역강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올 연말까지는 지속되겠지만,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그 이후에는
현재의 고강도 방역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
※ 시진핑 주석도 3월 17일 최소비용으로 최대 수준의 예방과 통제를 달성하고, 유행병의 경제사회적 파급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언

- 하지만 향후 중국 등 주요국에서의 방역강도 완화 이후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될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생산,
수출, 소비 등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로의 부정적 충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하반기 아세안 국가 등에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미국에서는
선박 부족과 인력난 등으로 주요 항구에서 상품 하역이 지연되면서 해상운송 비용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음.
※ 올해 3월 중국에서의 방역조치 강화 이후 션전(폭스콘), 상하이(테슬라), 둥관(렌즈테크놀로지), 창춘(이치자동차) 등에서
조업 일시중단 및 생산규모 감축이 발생했으며, 상하이 등 대형항만의 경우 방역 강화에 따른 통관지연, 운송인력
부족으로 인한 물동량이 감소되기도 했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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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계 교역

1) 2021년 동향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따른 교역침체에 대한 반등으로 2021년 세계 교역량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여기에 높은 수준의 수출입 가격 상승이 동반되면서 세계 교역액은 20% 이상 더 크게 증가함.
- IMF(’22. 4)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은 전년대비 10.1%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전망치(9.7%;
’21. 10)와 비교하면 0.4%p 높은 수치임.5)
◦ 2021년 세계 상품 교역량은 전년대비 10.9% 증가하면서 지난 전망치(10.5%) 및 전체 교역량 증가를 소폭 상회했는
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상품 교역은 호조를 보인 반면, 서비스 교역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다소 부진했음을 시사6)
◦ IMF(’22. 4)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품 교역의 급격한 회복이 ‘서비스’에서 ‘상품’으로의 소비 전환과 국내 상품 생
산 감소에 따른 수입 증가에 기인함을 지적7)

- 세계 교역액(상품+서비스, 수출 기준)은 전년대비 24.2% 증가하면서 지난 전망치(21.1%)를 3.1%p 크게 상회함.
- 2021년 세계 상품 가격은 전년대비 14.0% 증가해 최근 10년 내 최대 상승폭을 보였으며, 특히 전년도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이 컸던 석유(67.3%) 가격의 반등과 금속을 포함한 기타 1차 제품(26.8%)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짐.
◦ 석유 가격은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과거 2011년, 2018년 약 30% 상승)
◦ 기타 1차 제품의 전년대비 가격 상승은 식료품(food) 27.8%, 음료(beverages) 22.7%, 농산원료품(agricultural raw
materials) 15.8%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속(metal)은 제조업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전력 가격 상승
및 탄소 배출 관련 비용 증대 등에 따른 공급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6.8%로 가격이 크게 상승8)

그림 1-5. 세계 교역 증가율 추이

표 1-2. 세계 교역 및 가격 증가율

(단위: 전년대비 %)

(단위: 전년대비 %)

구분
상품+
서비스
상품

가격

2018

2019

2020

2021

교역량(volume)

4.0

0.9

-7.9

10.1

교역액(value)

9.6

-1.7

-9.7

24.2

교역량

3.8

0.2

-4.9

10.9

교역액

9.5

-3.0

-7.1

26.3

전체(상품+서비스)

5.5

-2.4

-2.2

12.6

전체(상품)

5.8

-3.1

-2.6

14.0

제조품

2.0

0.5

-3.2

6.8

29.4

-10.2

-32.7

67.3

1.3

0.7

6.8

26.8

석유(oil)
기타 1차 제품
주: 교역은 ‘상품+서비스 교역’을 의미.
자료: IMF WEO(2022. 4).

5)
6)
7)
8)

주: 교역액은 수출 기준.
자료: IMF WEO(2022. 4).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연도별 서비스 수출액(십억 달러): (’16) 5,007, (’17) 5,425, (’18) 5,964, (’19) 6,112, (’20) 5,031, (’21) 5,883.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p. 91.
연도별 금속 가격의 전년대비 증가율: (’15) -27.3%, (’16) -5.3%, (’17) 22.2%, (’18) 6.6%, (’19) 3.7%, (’20) 3.5%, (’21)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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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분기별 세계 상품 교역량은 1/4분기에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이후 2/4분기 및 4/4분기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대 교역량을 경신함.
- 2/4분기 교역량(수출 기준)은 코로나19 영향이 정점에 달했던 전년동기대비 22.9%로 크게 증가했고, 다른 분기들의
경우도 각각 전년동기대비 약 6% 내외로 교역량이 증가함.
- 국가 수준별로는 2021년 전반에 걸쳐 신흥국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수출의 경우 2021년 선진국의 교역량이
코로나19 이전(2018년) 수준을 회복한 정도라면, 신흥국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0% 이상 높은 교역량을 기록함.
◦ 수입 기준 교역량의 추이 역시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격차는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특히 4/4분기 들어서는 오히려 선진국의 수입이 신흥국보다 크게 증가함.

- 지역별로는 코로나19 이후 교역량이 크게 증가한 중국9)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계속 강세를 보였으며,
아프리카의 수출은 2/4분기 크게 증가하기도 했으나 2021년 전반적으로는 예년 대비 부진한 양상임.
◦ 수입은 아프리카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아직 부진한 수준이며, 유럽과 아메리카는 4/4분기에 큰 증가세를 보임.
그림 1-6. 세계 상품 교역량 추이: 분기별
(단위: ’18.Q1=100)

수출

수입

주: 교역량은 2018년 1/4분기를 100으로 하는 계절조정값.
자료: UNCTAD stat, https://unctadstat.unctad.org/(검색일: 2022. 4. 4).

그림 1-7. 지역별 세계 상품 교역량 추이: 분기별
(단위: ’18.Q1=100)

수출

수입

주: 교역량은 2018년 1/4분기를 100으로 하는 계절조정값.
자료: UNCTAD stat, https://unctadstat.unctad.org/(검색일: 2022. 4. 4).

9) 2018년 1/4분기를 100으로 하는 중국의 분기별 교역량(수출; 계절미조정)을 단순평균으로 계산하여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음:
(’18) 111.6, (’19) 114.0, (’20) 116.9, (’21)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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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월별 세계 상품 교역액(수출)은 모든 기간에 대해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3월(1조 8,487억
달러)과 6월, 그리고 9월 이후 계속해서 월간 최대치를 경신, 나아가 11월부터는 월간 2조 달러를 돌파함.10)
- 4~5월 수출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교역침체가 정점에 달했던 전년동월대비 50%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하반기
7월부터도 전년동월대비 20% 이상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월별 수출은 연말 12월까지 계속해서 증가함.
◦ 2021년 월간 수출액은 1월 1조 5,889억 달러부터 12월 2조 664억 달러로 2021년 전반에 걸쳐 크게 증가

-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1~2월에는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나, 3월부터는 주요국 대부분에서 수출이 큰
증가세를 보였고, 9월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졌으나 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증가세가 다소 완화됨.

그림 1-8. 월별 세계 상품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단위: 조 달러, 전년대비 %)

주: 왼쪽 축은 수출액(막대그래프), 오른쪽 축은 증가율(실선그래프).
자료: IMF DOTS(검색일: 2022. 4. 4).

표 1-3. 주요국의 2021년 월별 수출액 증가율
(단위: 전년대비 %)

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

11.3

9.4

16.1

41.0

45.6

39.6

29.6

34.7

16.9

24.2

31.9

18.3

미국

-1.2

-6.1

13.8

52.0

61.4

40.6

27.7

25.5

16.8

24.2

23.3

20.0

독일

1.2

9.8

25.6

63.2

51.9

32.5

15.6

14.0

7.1

6.7

8.5

7.5

영국

-22.2

-0.7

11.8

30.6

47.6

31.9

19.6

11.1

20.1

27.0

9.4

22.4

일본

12.1

-0.3

14.6

36.4

47.1

45.1

41.6

21.9

8.4

1.8

10.4

7.5

중국

55.1

67.7

30.2

31.8

27.6

31.8

19.0

25.1

27.5

26.6

21.4

20.8

인도

7.2

-0.1

62.1

198.7

68.5

48.2

50.8

46.9

22.1

43.5

35.0

44.6

11.2

7.7

29.6

51.2

61.3

53.9

28.9

63.3

47.4

53.2

50.1

47.1

러시아

-13.2

4.0

19.4

47.3

62.9

73.0

75.8

80.1

45.5

53.7

59.6

60.0

브라질

2.9

4.3

29.4

42.6

53.8

61.9

31.6

55.6

31.6

27.8

17.7

32.4

인도네시아

자료: IMF DOTS(검색일: 2022. 4. 4).

10) 2021년 이전 역대 월간 수출액 최대치는 2018년 10월의 1조 7,188억 달러이며, 그보다 이전에는 2013년 10월의 1조 6,685억 달러가 최대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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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서비스 교역량은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여행(Travel) 서비스를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됨.
- 업종별로는 비대면 활동과 관련된 통신(Telecommunications) 서비스가 호조를 보였고, 운송(Transport) 및 기타(Other)
부문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여행 서비스는 2021년 2/4분기까지 전년대비 50% 이상의 감소세를 보임.

그림 1-9. 세계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 추이

그림 1-10. 상업서비스 업종별 수입 추이

(단위: ’18.Q1=100)

(단위: ’18.Q1=100)

주: 'Lock down stringency'는 0~100 값을 갖는 지수로 경제 봉쇄조치
가 강할수록 100에 가까운 수치를 가짐(Oxford COVID-19 Data
Explorer).
자료: IMF WEO(2022. 4), p. 88.

주: 'Telecommunications' 서비스에는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가 포함되며,
'Other' 서비스에는 건설, 금융, 보험, 연금, 지적재산권, 기타 사업,
문화 등이 포함됨.
자료: IMF WEO(2022. 4), p. 88.

■ 2021년 제조업 분야별 교역액은 2019년 대비 15% 및 2020년 대비 21%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철강(Iron and
Steel), 화학(Chemicals), 반도체(Integrated Circuits) 등은 2021년 하반기에도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자동차(Automotive Products)는 주요국의 경기회복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차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2019년)보다 소폭 저조한 실적을 기록함.

그림 1-11. 제조업 분야별 교역액 변화
(단위: 전년대비 %)

자료: WTO(PRESS/902)(2022. 4),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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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및 2023년 전망
■ 2022~23년 세계 교역은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경제 정상화에 따라 과거의 증가 추세로 회귀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 증가세는 당초 예측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됨.
- IMF(’22. 4)는 2022년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이 전년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 전망치(6.7%; ’21.
10)를 1.7%p 하향조정했으며, 2023년 세계 교역량은 2022년보다 더 낮은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상품 교역량은 2022년 4.4% 증가(지난 전망치보다 1.6%p 하향), 2023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21년의 양상과는 달리 2022~23년에는 서비스 교역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임을 시사함.

- WTO(’22. 4)는 2022년 세계 상품 교역량이 전년대비 3.0% 증가(지난 전망치보다 1.7%p 하향)할 것으로 전망했고,
2023년에는 이보다 소폭 높은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국가 수준별로는 코로나19 영향하에서 비교적 호조를 보였던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동 지역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1-4. 세계 교역량 증가율 전망치(2022~23년)
(단위: 전년대비 %)

기관
(발표시점)

구분

2018

교역량(상품+서비스)
수출
수입
IMF
(2022. 4)

수입

WTO
(2022. 4)

수입

2021

2022

2023

0.9

-7.9

10.1

5.0

4.4

선진국

3.6

1.3

-9.1

8.6

5.0

4.7

신흥국

4.1

0.4

-4.8

12.3

4.1

3.6

선진국

3.8

2.1

-8.7

9.5

6.1

4.5

신흥국

5.1

-1.1

-7.9

11.8

3.9

4.8

3.8

0.2

-4.9

10.9

4.4

3.8

선진국

3.1

0.5

-6.3

9.4

4.0

4.3

신흥국

3.8

-0.6

-1.1

11.6

3.6

3.1

선진국

3.7

0.6

-5.7

10.9

5.6

3.8

신흥국

5.2

-0.1

-5.5

12.5

3.8

3.9

교역량(상품)

수출

2020

4.0

교역량(상품)
수출

2019

3.0

0.2

-5.0

9.8

3.0

3.4

북미

3.8

0.3

-8.8

6.3

3.4

5.3

남미

-0.9

-1.2

-4.6

6.8

-0.3

1.8

유럽

1.8

0.6

-7.8

7.9

2.9

2.7

아프리카

3.1

-0.3

-7.5

5.1

1.4

1.1

중동

4.6

-1.9

-9.3

7.3

11.0

2.9

아시아

3.7

0.9

0.5

13.8

2.0

3.5

북미

5.1

-0.6

-6.1

12.6

3.9

2.5

남미

4.8

-1.7

-11.2

25.8

4.8

3.1

유럽

1.9

0.3

-7.3

8.1

3.7

3.3

아프리카

5.4

3.0

-11.8

4.2

2.5

3.9

중동

-4.1

5.2

-9.8

5.3

11.7

6.2

아시아

5.0

-0.4

-1.0

11.1

2.0

4.5

주: 2022년과 2023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 WEO(2022. 4); WTO(PRESS/902)(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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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교역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높은 해상 운송 비용 등 세계 공급망의 교란과 경기 상승동력의 저하 역시 세계 교역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 식료품, 금속 등의 수출입 가격 상승 압력을 가중시킴.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교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밀·옥수수 등 식품,
광물질비료·천연가스·석유 등 에너지 자원, 팔라듐·니켈, 비활성기체, 티타늄스펀지, 우라늄 등이 있으며, 이들의
가격 상승은 자동차, 철강·배터리, 반도체, 항공기, 원전 등의 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임.11)
◦ OECD(’22. 3)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 상품 가격 충격 영향은 전쟁 발발(2월 24일) 직후
2주 동안 석유 33%, 석탄 80%, 금속 11%, 식품 6%(밀 90%, 옥수수 40%), 비료 30% 상승에 달하며(2022년 1월
대비), 특히 가스 가격의 경우 유럽에서 85%(북미 10%, 기타 국가 20%) 상승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12)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이동의 제한과 세계 공급망의 교란은 직·간접적으로 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일부 국가의 에너지 및 식량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2019년 기준 유럽 천연가스 수입의 40% 이상이 러시아로부터 이루어졌으며, 또한 아프리카·중동의 터키, 이집트,
이스라엘, 튀니지 등은 밀 수입의 50% 이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이루어짐.13)
◦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세계 서비스 교역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2019년 기준 러시아의 서비스 수입은
전 세계의 1.4%를 차지하고 주요 상대국은 EU(42%), 터키(7.7%), 영국(5.1%), 미국(4.0%), 중국(3.7%) 등임.14)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는 2021년 1월 8일 2,870.34에서
2022년 1월 7일 5,109.60으로 2021년 전반에 걸쳐 크게 상승했으며, 2022년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4월 29일
4,196.24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전(1,000선)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임.15)
-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상하이 등 지역 봉쇄, 에너지 및 1차 제품의 수출입 인플레이션 심화, 그리고
자동차 등 주요 전방산업(Downstream)의 생산 차질 및 수요 부진 등 역시 세계 공급망 교란을 가중시킬 것임.
- 세계 교역의 선행지표 중 하나인 신규수출주문(New Export Orders)은 2021년 50선 이상(경기확장 국면)을 계속
유지했으나 2022년 초 50선 미만(경기축소 국면)으로 하락했고, 세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s: Purchasing
Managers' Indices)는 2021년에 이어 50선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2년 초부터는 하락세를 보임.16)

11)
12)
13)
14)
15)
16)

OECD(2022. 3),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p. 5.
Ibid., p. 13.
Ibid., p. 6, p. 12.
WTO(PRESS/902)(2022. 4), Trade Statistics and Outlook, p. 8.
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https://en.sse.net.cn/indices/scfinew.jsp(검색일: 2022. 4. 25).
WTO(PRESS/902)(2022. 4), Trade Statistics and Outlook,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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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상품시장
가. 금리
1) 2022년 동향
■ 주요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22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후 전쟁 발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2021년 3월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같은 해 8월 연중 저점인
1.19%로부터 상승세로 반전한 이후 2021년 4/4분기와 2022년 2월을 제외하고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져 5월 9일 기준 3.15%를 기록, 2011년 이래 최고점에 도달함.
◦ 2021년 중반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며 국채금리가 완만히 상승하다가 10월 이후에는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임.
※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으나 물가와 통화정책 방향,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기금리가 반등세를 멈추고 변동성이 확대된 반면, 단기금리는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전망으로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기도 함.
※ 2021년 8월부터 상승세를 지속했던 10년물 국채금리는 10월 중 단기 고점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12월에 1.4%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였는데, 전망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거래 유동성 축소로 채권시장
변동성이 팬데믹 발생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함.

◦ 2022년 1월 들어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가팔라짐.
※ 당시 미국 FOMC의 스탠스는 매우 매파적이어서 기준금리 인상을 3월에 시작하고 2022년 중 4~5회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양적 긴축을 개시하겠다고 알렸는데, 이는 기존의 연내 3회 인상 및 양적긴축 발표보다 더 강화된
입장이었음.
※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나 제조업 PMI 등의 동향으로 보았을 때 통화정책 전망 변화가 경기여건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됨.

◦ 2022년 2월 중 채권시장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누르며 약세로 전환되어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 1.7%대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함.
※ 2월 25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함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리며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 금리가 하락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슈라는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만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 상반기 금리인상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기도 함.

◦ 2022년 3월부터 5월 초까지의 채권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가팔라진 상승세로 다시 반전,
2011년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한 상태
※ 채권시장 강세 요인이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악화 요인으로 번지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높였으며, 이는 미국 소비자물가에서도 확인됨.
※ 미국 소비자물가는 1월 7.5%, 2월 7.9%, 3월 8.5% 상승한 데 이어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8.3%를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 8.1%보다 높게 나타남.
※ 미국 연준은 3월 FOMC에서 빠른 금리인상 기조와 양적긴축 전망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비둘기파적 인사들까지
50bp의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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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5월 4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5%p 인상함으로써 연 0.75~1.0%에 도달했으며,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를 6월 1일 시작한다고 공표함.

- [독일]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줄곧 마이너스를 유지한 가운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22년 1월 말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3월 초 재차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반전되며 5월 9일 기준
1.14%까지 상승함.
◦ 그동안 채권 매입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던 ECB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러한 긴축 행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럽 입장에서 아직 불확실함.
※ 전쟁과 공급망 이슈로 유럽에서 인플레이션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유럽중앙은행은 4월 14일에 유로존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한 바 있음.

- [일본] 일본 10년물 채권금리는 2022년 초부터 미국, 유럽과 유사하게 급등하다가, 3월 말 일본은행이 새로 발행된
10년물 장기국채를 0.25% 이율로 무제한 매입하는 ‘연속 지정가격 오퍼레이션’을 실시하면서 0.25% 내에서 횡보
중임.
◦ 일본은행은 물가상승에 미국 연준처럼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장기국채를 무제한 사
들이는 강경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일본은행 보유 채권의 평가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가운데, 최근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져 5월 9일 기준 3.4%를
초과함.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 빠르게 상향되면서 미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 국내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거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원자재 가격 이슈,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중국 주요 도시 봉쇄에 따른 물류 지체와
공급망 불안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임.
◦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1.25%까지 높였으며,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1.5%로 추가 상향함.
※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시장에서는 2022년 말
기준금리를 1.75~2.0%로 예상

그림 2-1. 주요국의 장기(10년) 국채금리

그림 2-2.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및 장단기 금리차
(단위: %)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5. 4).

(단위: 좌-%, 우-bp)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검색일: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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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 채권 잔액

그림 2-4. 우리나라의 주요 금리

(단위: 조 달러)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5. 4).

(단위: %, 십억 원)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5. 4).

글상자 2-1.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 Santacreu and LaBelle(2022)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021년 1월부터 11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2-1]에 따르면, 주문잔고(backlogs) 증가 혹은 배송시간(delivery times) 지연 등 대외공급망 병목현상이
생산자물가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전년동월대비 주문잔고가 1% 증가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24%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배송시간이 1% 증가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26%p 증가함.
◦ 반면 대내공급망의 병목현상은 생산자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
◦ 이러한 대내·대외 공급망 불안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대외공급망을 재구성하는 데 매우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이 부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매우 강한 후방효과가 나타남.

- 공급망 불안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계량 모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됨.
표 2-1. 대내·대외 공급망 불안 노출도와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단위: %p)

자료: Santacreu and LaBelle(2022),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Infl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able 1,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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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뉴욕 연준이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와
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 또한 확인됨.
-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17)는 27개의 개별 시계열로부터 Stock and Watson(2002)18)의 동적인자모형
(Dynamic factor model) 방법론에 따라 공통요인(Common component)을 추출, 지수화한 것임.
◦ [그림 2-5]에 따르면 2019년 말 코로나19 발생으로부터 글로벌 공급망에 긴장이 크게 높아지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코로나19 유행의 확산 및 쇠퇴에 따라 등락을 거듭함.
◦ 2022년 1월과 2월에 걸쳐 공급망 위기가 다소 해소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동 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아직 역사적 고점 상태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가 아직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공급망 긴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

- 전 세계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해당 국가의 전 세계 GDP 대비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으로 계산됨.
◦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의 움직임을 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으며, 앞으로 상당
기간 공급망 긴장이 물가 전망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그림 2-5. 전 세계 소비자물가와 공급망 압력
(단위: %)

자료: IHS Markit, FRB New York(검색일: 2022. 4. 28).

17) Gianluca Benigno, Julian di Giovanni, Jan J. J. Groen, and Adam I. Noble, “A New Barometer of Global Supply Chain Pressure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Liberty Street Economics, January 4, 2022, https://libertystreeteconomics.newyorkfed.org/2022/0
1/a-new-barometer-of-global-supply-chain-pressures/.
18) James H Stock & Mark W Watson(2002), “Macroeconomic Forecasting Using Diffusion Indexes,”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atistics, 20:2, 147-162, DOI: 10.1198/0735001023173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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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및 2023년 전망
■ 물가 안정세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임.
- 미국의 실업률 등 주요 거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아, 지금으로서는 연준의 스탠스가
물가보다 성장에 치우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그러나 지난 3월 29일 장중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되기도 하는 등 경제전망에 대한 불안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긴축적 정책기조에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독일과 일본의 국채금리도 미국 국채시장 흐름의 영향권하에 있지만,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 일본은 BOJ가 연준 및 ECB와 차별화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세는
국별로 차별화될 전망임.
-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4%대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는 등
인플레이션 진정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 통화정책 기조도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2-2.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금리 전망
(단위: %, %p)

구분

2022 Q2

2022 Q3

2022 Q4

1.25-1.50

1.75-2.00

2.00-2.25

중간값

2.53

2.65

2.70

최고치

3.10

3.63

4.20

최저치

2.00

1.90

1.60

기준금리(ECB) 중간값

0.00

0.00

0.00

10년물 국채금리
중간값
최고치
최저치

0.60
0.80
0.10

0.62
0.95
0.20

0.72
1.10
0.30

기준금리 중간값

-0.10

-0.10

-0.10

10년물 국채금리
중간값
최고치
최저치

0.20
0.30
0.00

0.20
0.30
0.00

0.20
0.30
0.00

기준금리 중간값
10년물 국채금리
미
국

독
일

일
본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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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율
1) 2022년 동향
■ 주요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예고에 따라 ’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등
- 달러 인덱스는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긴축적 통화정책 시행 전망으로 ’21년 4/4분기 95 수준으로 상향 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전쟁 발발 이후 급등하며 ’16년 12월 이후 5년 만에 103을 상회함(4. 28~5. 3 기준).
◦ 미 연준은 ’22년 두 차례 금리인상을 통해 기준금리 범위를 0.75~1%로 상향조정하고, 예고대로 6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 시행을 공표하였으며, 오는 6월과 7월의 FOMC에서도 빅스텝(50bp 인상) 가능성을 시사함.
◦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사슬 병목, 상품 수요 증가 등으로 ’2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던 미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2년 3월 8.5%를 기록, 이는 1981년 12월 8.9% 이후 40년 만의 최고치
◦ ’22년 1/4분기 –1.4%의 미국 GDP 역성장19)과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 제로 코로나 봉쇄조치로 인한 경기하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고물가 위험을 대비하여 금리인상을 가속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 유럽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등으로 인해 달러 인덱스는 ’22년 1월 3일 96에서 5월 2일 103까지 상승
◦ 우크라이나 사태, 통화정책 방향성 차이에 의한 금리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유로화 및 엔화의 약세가 특히
두드러지는 가운데, 주요 유럽 국가 통화들 모두 전년말일대비 5% 이상 절하*되어 달러화 강세를 반영

* 영국파운드, 스웨덴크로나, 스위스프랑은 전년말일대비 각각 –6.8%, -7.0%, -6.1%의 달러 상대 평가절하(2월
23일 전쟁 직전 대비 각각 –7.0%, -3.5%, -5.6%)를 기록, 반면 원자재 수출국인 캐나다는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기준금리 50bp 인상 및 양적긴축을 단행하여 달러 대비 통화가치에 큰
변화가 없는 모습
그림 2-6. 달러 인덱스*와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추이

주: * 유로, 일본엔, 영국파운드, 캐나다달러, 스웨덴크로나, 스위스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임(1973년 3월
=100).
** 우측 달러/유로 축은 상하 반전되어 상향 이동이 유로화 약세를 의미.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5. 5).

그림 2-7. 신흥국 통화지수*와 위안/달러 환율 추이

주: * JP모건지수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10개 신흥국(브라질, 칠
레, 중국(CNH), 헝가리, 인도, 멕시코, 러시아, 싱가포르, 터키, 남
아공)의 통화가치를 미국달러에 대비하여 나타낸 것임.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5. 5).

19) BEA, News Releases(2022. 4. 28), “Gross Domestic Product, First Quarter 2022 (Advance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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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화] 달러 대비 유로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후 금리인상 기대가 확산하면서 미국과 유로 지역 간
금리차*가 확대되어 ’21년 하반기 동안 약세를 보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락, 2020년 3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미국-독일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bp, 월말 기준): (’21년 12월) 169 → (’22년 1월) 177 → (2월) 169 → (3월) 179
→ (4월) 199 → (5월 4일) 19620)
◦ ECB는 3, 4월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자산매입프로그램의 ’22년 2/4분기 순매입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기준금리를 0.00%로 동결
* 4월 400억 유로, 5월 300억 유로, 6월 200억 유로의 규모로 진행하며, 3/4분기 중 순매입 종료 가능성을 시사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존의 고물가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유로 지역 경제 회복세를
둔화

* 유로 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HICP, 전년동월대비): (’21년 12월) 5.0% → (’22년 1월) 5.1% → (2월) 5.9% →
(3월) 7.4% → (4월) 7.5%21)
◦ 팬데믹 관련 위험은 감소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심리 악화, 공급망 교란 심화, 에너지 가격
상승 지속 등은 유로화 약세를 견인

- [엔화] 엔/달러 환율은 일본 2022 회계연도 경상수지 적자 전망과 미 연준과의 통화정책 방향성 차이 등에 의해 큰
폭으로 절하, 4월 28일~5월 3일 130엔을 상회하며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세계적인 고물가 추세에도 일본의 CPI 인플레이션*은 0%대에서 낮게 유지되어 3, 4월 정례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BOJ 구로다 총재는 일본경제 전반적으로 엔저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2% ‘물가안정목표’를
실현하기까지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 전년대비): (’21년 11월) 0.5% → (12월) 0.5% → (’22년 1월) 0.2% → (2월)
0.6% → (3월) 0.8%22)
◦ 미국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및 금리인상이 진행되는 반면 BOJ는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지속할 계획으로, 수익률 곡선
관리(Yield Curve Control)를 위한 ‘연속 지정가 주문’ 조치(10년물 국채를 0.25% 금리로 무제한 매입)를 3월
28~31일, 4월 20~26일 동안 수차례 단행
◦ 주요국의 국채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장단기 금리의 오름폭을 제한하였고, 이로 인해 미·일 간 금리
스프레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확대되어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는 2002년 5월 16일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원/엔 환율도 2018년 이후 3년 만에 1,000원을 하회(4, 5월 기준)

* 미국-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bp): (’21년 12월 말) 144 → (’22년 1월 말) 160 → (2월 말) 164 →
(3월 말) 213 → (4월 말) 27123)
◦ 지난 12월, 1월 경상수지 2달 연속 적자 발생*과 함께 엔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일본경제의 수입액 증가세는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

* 일본 경상수지 추이(1억 엔) : (’21년 11월) 9,142 → (12월) -2,675 → (’22년 1월) -11,964 → (2월) 16,48324)

20)
21)
22)
23)
24)

Bloomberg(검색일: 2022. 5. 5)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urostat(2022. 4. 29), “Euroindicators.”
일본 통계청(검색일: 2022. 5. 5).
Bloomberg(검색일: 2022. 5. 5)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일본 재무성(검색일: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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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미국 달러 대비 환율 및 금리차* 추이
독일**

일본

주: * 미국-독일, 미국-일본의 금리차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해당 국가 10년물 국채금리를 제한 basis point 단위값.
** 좌측 달러/유로 축은 상하 반전되어 상향이동이 유로화 약세를 의미.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5. 5).

- [위안화] 위안/달러 환율은 2021년 6월 FOMC의 매파적 발언 및 금리인상 전망으로 인해 ’21년 5월 31일
6.37위안에서 7월 27일 6.51위안까지 상승*한 뒤, 꾸준히 하락**하여 ’22년 2월 28일 6.31위안을 저점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약세로 전환, 5월 5일 기준 6.61위안을 기록
* ’21년 6월 미 FOMC의 테이퍼링, 금리인상 계획 등 매파적 발언에 의해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7월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나타나 위안화 약세를 시현
** ’21년 8월 이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발표, 그리고 연이은 달러 지수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무역수지
흑자와 투자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인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시점까지 꾸준히
강세를 보였으나,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되면서 4월 14일부터 10년물 미·중 금리가 역전되고 위안/달러
환율은 상승세
◦ ’22년 2월 달러 대비 강보합세를 보이던 위안화는 3월 이후 선전·상하이 등 대도시까지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부동산시장 부진, 주가하락*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경계감 증대 및 자금 유출**로 약세로 전환

* 상해종합주가지수(월말 기준): (’21년 12월) 3,597.00 → (’22년 1월) 3,361.44 → (2월) 3,462.31 → (3월) 3,252.20
→ (4월) 3,047.0625)
선전종합주가지수(월말 기준): (’21년 12월) 2,530.14 → (’22년 1월) 2,262.37 → (2월) 2,318.09 → (3월)
2,117.96 → (4월) 1,878.8826)
** 은행간 시장에서 외국인의 중국 채권 보유액 추이(10억 위안): (’21년 12월) 4,003.39 → (’22년 1월) 4,069.66
→ (2월) 3,989.31 → (3월) 3,876.8027)
- [신흥국 통화지수] 2021년 6월 10일 58.38을 고점으로 꾸준히 하락세이던 신흥국의 통화가치는 ’21년 12월 17일
51.32를 저점 기록 후 상승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49.95(3월 7일)까지 급락하였으나, 원자재 수출국의
통화를 중심으로 강세 전환하며, 전쟁 직전 수준을 회복함(JP모건 신흥국 통화지수 기준).

25) CEIC(검색일: 2022. 5. 5).
26) Ibid.
2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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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대러시아 금융제재(러시아 은행과 거래 중단, SWIFT 배제 등)로 인하여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면서 루블화는 3월 중 전쟁 직전 대비 30% 이상 폭락하였다가 4월 들어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오히려 전년 말 대비 13.6% 절상(5월 5일 기준)*
* 러시아 당국은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루블화 가치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2월 28일 9.5%에서 20%로 대폭
인상하였다가 4월 8일 17%, 4월 29일 14%로 연달아 하향조정하는 한편, 러시아 외화 송금 제한, 원자재 수출
대금 루블화 결제, 수출기업 외화 수입의 80%에 대한 루블화 환전 의무화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
◦ 아르헨티나(-11.4%), 터키(-9.8%)의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하락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원자재 수출국들의
통화가치는 상승(5월 5일 기준): 브라질(13.3%)*, 페루(6.1%), 남아공(3.1%), 멕시코(2.5%)
*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22년 3월 16일 11.75%까지 9회 연속 인상하였고, 상파울루 BOVESPA 주가지수도 ’21년
12월 104,822.44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2년 3월 119,999.23을 기록한 뒤 4월 107,876.16으로 하락28)

그림 2-9. 원/달러 환율과 원/위안 및 원/엔 환율 추이

그림 2-10. 주요 32개국1)의 달러 대비 통화가치 변동률2)
(단위: %)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5. 5).

주: 1) IMF(2020), AREAER 기준 변동(Floating) 및 자유변동(Free
Floating) 환율제를 채택한 국가 중 28개 주요국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포함.
2) 2021. 12. 31 대비 2022. 5. 5 환율 기준.
자료: Bloomberg, WSJ Markets(검색일: 2022. 5. 5); 저자 계산.

■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2021년에 이어서 2022년에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 흐름 및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전망* 등 대외요인과 에너지원·중간재
수입 급증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 국내 달러 수급여건에 의해 원화 가치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임.
* IMF는 4월 세계경제 전망(WEO)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물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중국 제조업 허브의 봉쇄조치 등 세계경제 회복세가 대폭 둔화될 것을 반영하여 한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조정(’22년 1월 전망치에서 –0.5%p)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21년 12월) -4.3 → (’22년 1월) -47.3 → (2월) 8.9 → (3월) -1.1 → (4월) -26.629)
28) Ibid.
2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 5. 1), 「2022년 4월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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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의 경우 2021년(-26조 원)에 이어 2022년에도 4월 중 6.2조 원 순유출되어 총
13.8조 원 순유출을 기록한 반면, 채권은 2021년 119.2조 원의 순유입 이후 2022년에도 25.9조 원의 순유입을
시현30)

◦ 원/달러 환율은 ’21년 12월 31일 1,188.90원을 기록한 후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3월 15일 1,242.80까지
치솟았고, 그후 하락했으나 3월 18일 1,208.25원을 저점으로 5월 12일 1,288.6원까지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약세가 심화되는 모습
◦ 2022년 들어 원화에 비해 일본엔화의 약세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2021년 말 대비 원/엔 환율은 6.0% 하락(5월 5일
기준)

2) 2022년 전망
■ 미국경제의 완만한 성장 흐름과 고물가로 인한 긴축적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강세를 보인 달러화는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전망
- 미 연준은 중립 금리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며, 이러한 긴축적 통화정책은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전망
◦ 미 연준은 5월 FOMC에서 6월 대차대조표 축소 시작과 함께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공표하면서, 기준금리는
’22년 말까지 2.50~2.75%의 수준이 될 전망임.
◦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대응 봉쇄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정도에 따라 금리 인상
경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팬데믹 관련 위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로 지역은 경제 전망이
악화되면서, 전쟁 여파가 종료될 때까지 유로화는 약화된 수준이 지속될 전망임.
◦ 유로 지역은 우크라이나 사태 교착, 러시아 상호제재의 영향,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성장둔화 및
물가상승세를 함께 보이면서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

-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로 인한 내외금리차 확대의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은 120엔을 상회하며
등락할 전망임.
◦ 일본은행은 경제회복 및 2% 물가안정목표 실현을 강조하며 강력한 금융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나, 근원
물가상승률이 2%를 상회하거나 엔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구매력 저하, 기업수익 감소)이 부각될 경우 하반기 중
정책변경 가능성도 상존

-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투자 유입이 2021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반면, 2022년에는 중국 성장 둔화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가 제기되며 위안화 절하 기대를 높임.
◦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강경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주요 도시 봉쇄조치 등은
국제금융시장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경계감을 높여 자본유출 요인으로 작용
◦ 미 연준의 통화긴축에 반해 중국인민은행은 5월 15일 외화지준율을 1%p 인하하는 등 금리인하 기대를 높이면서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중국 국채금리를 역전하였으나, 급격한 위안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30) 금융감독원(2022. 5. 4), 「일일 금융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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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의 고조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 교착,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무역수지 적자, 미 연준 통화 긴축 가속화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중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에 의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고
고유가, 원자재 공급 부족 상황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한국의 견조한 수출 및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지속, 국내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경기회복,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 지속 등은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 2020년 팬데믹 이후 한국의 견고한 펀더멘털, 원화채의 고금리-고신용등급 특징 등으로 주식자금 유출세에도 외국인
원화채 투자가 지속되어 외화유동성을 공급31)

- 주요 국제 투자은행들은 원/달러 환율이 2022년 2/4분기 1,235원, 2022년 3/4분기 1,218원, 4/4분기
1,201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2022년 5월 5일, 중간값 기준)하고 있음.

표 2-3.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치
원/달러

구분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22Q2

’22Q3

’22Q4

’22Q2

’22Q3

’22Q4

’22Q2

’22Q3

’22Q4

’22Q2

’22Q3

’22Q4

Nomura(4/29)

1,290

1,270

1,250

1.08

1.10

1.14

125

123

120

6.80

6.70

6.60

ING(4/8)

1,220

1,200

1,200

1.08

1.08

1.10

125

126

128

6.35

6.40

6.50

Morgan Stanley(4/26)

1,250

1,200

1,180

1.08

1.11

1.14

120

117

115

6.35

6.42

6.40

Standard Chartered(1/13)

1,140

1,130

1,120

1.19

1.21

1.21

112

110

110

6.35

6.40

6.50

BNP Paribas(3/29)

1,235

1,235

1,240

1.11

1.13

1.14

125

124

123

6.50

6.55

6.65

Wells Fargo(4/26)

1,260

1,270

1,280

1.06

1.05

1.04

128

129

130

6.60

6.63

6.66

ANZ(4/27)

1,260

1,250

1,225

1.09

1.10

1.12

135

135

130

6.55

6.50

6.40

JP Morgan(5/2)

1,280

1,290

1,300

1.06

1.05

1.08

130

131

132

6.70

6.75

6.80

중간값

1,235

1,218

1,201

1.08

1.10

1.12

125

125

125

6.50

6.50

6.50

평균값

1,236

1,224

1,213

1.08

1.11

1.12

126

125

124

6.52

6.53

6.53

1,265

1,262

1,258

1.06

1.06

1.07

130

129

128

6.65

6.68

6.70

Bloomberg 전망치(5/5)

선물 환율(4/17)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일.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5. 5).

31)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 4. 13), 「2022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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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유가
1) 2022년 동향
■ 연초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불안 등의 영향으로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 OPEC+의 기존 증산 규모 유지, OECD 재고 감소세 지속 등으로
인해 브렌트유가 128달러(3/8 기준)에 달하는 등 13년래 최고치를 기록함.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조치는 공급불안 우려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국제유가 급등을 초래
※ 러시아는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12%(세계 3위)를, 천연가스는 17%(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원유의 27%, 석탄의 45%, 천연가스의 46%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음.
※ 2/25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에너지 부문 제재 제외)하였으며, 3/8에는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발표32)
※ 3/11 G7 정상은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로 합의한 이후 4/7 EU는 최근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석탄 수입을 금지(8월초 발효)하였으며,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도 마련하고 있음.33)

◦ 미국, EU 등 서방국가는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OPEC+에 증산을 요청하였으나, OPEC+는 기존 증산 규모를 유지하
는 등 증산 요구를 거절
※ 3/31 OPEC+ 공동기술위원회(JTC)는 5월에도 종전 계획(’21년 7월 40만 b/d)보다 소폭 상향된 일일 43.2만 배럴씩
증산하는 데 그침.

◦ ’22년 3월 말 기준 OECD 상업용 재고는 26.1억 배럴로 최근 5년 평균을 하회하였으며 ’14년 4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

- 반면 IEA의 전략비축유 방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미 연준의 공격적 통화긴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은 유가의 추가 상승을 제한함.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원유 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은 3월 1일 전략비축유(SPR)를 6천만 배럴 방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4월 1일에는 5월부터
6개월간 일일 100만 배럴씩 총 1억 2천만 배럴(미국 6천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기로 결정
※ 중국의 1~3월 1/4분기 누적 원유 수입량(1,040만 배럴/일)은 가격 급등 및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8% 감소

그림 2-11. 국제유가 추이

그림 2-12. OECD 국가의 상업용 원유 재고
(단위: 달러/배럴)

주: 일별자료.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2. 4. 13).

(단위: 백만 배럴)

자료: IEA(2022. 4), Oil Market Report, p. 45.

32) 미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2021년 중, %): (캐나다) 51.3, (멕시코) 8.4, (페르시안 걸프) 8.1, (러시아) 7.9, (사우디) 5.1.
33) “Europe Reluctantly Readies Russian Oil Embargo”(2022. 4. 14),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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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준은 지난 3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하였으며, 이후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강화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 반전

2) 2022년 하반기 전망
■ [수요] 대러시아 제재, 코로나19 변이 발생에 따른 재확산, 공급망 병목현상 악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됨에
따라 2022년 세계 원유수요의 증가 속도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의 재확산 혹은 변이 발생에 따라 세계경제의 회복 시기와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러시아 제재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원유수요 증가세도 둔화될 우려가 있음.
- IMF(2022. 4)는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4%에서 3.6%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 폐쇄를 반복하는 경우 중국의 경제회복 지연 및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현상 악화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을 제기함.
※ IMF(2022. 4)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악화 가능성, 대러시아 제재 확대, 중국의 엄격한 zero-COVID 전략에 따른
중국경제의 낮은 성장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대유행 등이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최대 무역항인 상하이에서 지난 3월 중순 이후 화물량이 3분의 1로 감소하는 등 중국의 봉쇄조치 강화는
경제활동을 지연시키고 물류 병목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

- IEA(2022. 4)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세계
원유수요의 전년대비 증가폭(1,868kb/d)이 2021년(5,608kb/d)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IEA(2022. 4)는 2022년 세계 원유수요를 종전 전망치보다 일일 187만 배럴 하향조정한 일일 9,937만 배럴로 전망

■ [공급] 지정학적 위험, OPEC+의 생산량 부족 등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전망임.
- 조만간 EU 회원국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를 협상할 것으로 보이며, EU의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금수조치와
유사한 단계*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음.34)
* EU는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도록 러시아산 석탄 금수조치를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8월 초부터
발효할 예정
◦ 5월 4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중단
하는 내용의 대러시아 6차 제재안을 제안
◦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유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독일의 경우 초반에는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금수조치를 지지하는 등 입장을 선회
※ 4월 20일 안나레나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 독일 외무장관은 러시아산 원유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5월 2일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독일 경제기후부
장관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 5월부터 러시아산 원유수요 감소로 원유수출이 일일 30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IEA, 2022. 4)되나, OPEC+의
증산으로 러시아의 공급차질 물량을 대체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OPEC+가 생산량 감축을 계획된 속도로 완화하는 등 원유시장의 수급여건이 타이트한
상황인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원유시장의 공급차질 불안은 더욱 고조되었음.
※ 4월 11일 모하마드 바르킨도(Mohammad Barkindo) OPEC 사무총장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시 일일 700만
34) “Europe Reluctantly Readies Russian Oil Embargo”(2022. 4. 14),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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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럴의 공급부족이 발생하며, 이는 OPEC이 대체하기 어렵다고 언급
※ 한편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로 인해 최근 목적지 불명(destination unknown)의 원유 선적량이 크게 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원유와 혼합 판매35)되는 등 러시아산 원유가 제재를 우회하여 판매되고 있음.36)

- 한편 미국 셰일업계는 과거 저유가의 영향으로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였는데, 최근 유가가
급등하였음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증산에 나서지 않고 있음.
- 미·이란 핵협상 불확실성, 리비아 정정불안, 사우디·UAE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등 지정학적 위험은 공급
차질 및 유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시 이란의 원유생산 능력은 2018년 제재 이전 수준(380만 b/d)으로 회복할 것이나,
수출이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그림 2-13. OPEC의 생산량·여유생산능력

그림 2-14. 러시아 원유 공급

(단위: 백만 배럴/일)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4. 18).

주: 점선은 전망치.
자료: IEA(2022.4), Oil Market Report, p. 19.

그림 2-15. 유럽 국가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액
(단위: 십억 달러)

주: 2020년 기준.
자료: Transport&Environment(2022).37)

(단위: 백만 배럴/일)

그림 2-16. 러시아의 해상 원유 수출 선적량
(단위: 만 배럴/일)

자료: TankerTrackers.com, The Wall Street Journal(2022).38)

35) 러시아산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형식상 러시아산이 아니게 되므로, 이 점을 활용하여 제재를 우회하여 판매되고 있음. 혼합된 제품은 라트비안
블렌드(Latvian Blend) 혹은 투르크메니스탄 블렌드(Turkmenistan Blend)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며, 이는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같은 제재
국가가 제재를 우회하여 판매할 때 활용하던 방법임.
36) “The West Is Still Buying Russian Oil, but It’s Now Harder to Track”(2022. 4. 21), The Wall Street Journal.
37) “Europe’s dependence on Russian oil puts $285 million a day in Putin’s pocket”(2022. 3. 8), Transport&Environment.
38) “The West Is Still Buying Russian Oil, but It’s Now Harder to Track”(2022. 4. 21), The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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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WTI유 기준)는 공급차질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22년 평균 배럴당 97.68달러로, 2021년(67.98달러/
배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에 따른 생산망 붕괴, 높은 불확실성 등은 유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상황 등은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외교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
◦ 천연가스 등 여타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원유 대체 수요(Gas-to-Oil switching)가 확대되는 점은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출 계획39)이지만 운송 및 저장 인프라 구축이 미진40)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2023년 중반까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고유가에 따른 산유국의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 등으로 2023년에는 국제유가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단기 및 중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차질로 인해 유가 상방위험이 커진 상황이나,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등으로 인해 하방위험도 상존

표 2-4. 세계 원유 수급 전망

표 2-5. 주요기관별 국제유가 전망

(단위: 백만 배럴/일)

분류
수요(A)
┌OECD
└비OECD
공급(B)
┌비OPEC
└O P EC
초과공급(B-A)

2021
97.38
44.79
52.59
95.55
63.89
31.66
-1.83

2022
99.80
46.01
53.78
100.21
65.91
34.30
0.41

자료: EIA(2022. 4), Short-Term Energy Outlook.

2023
101.73
46.37
55.35
102.21
67.36
34.85
0.48

(단위: 달러/배럴)

기관

유종

2021년

2022년

2023년

WTI

67.98

97.68

83.26

3종 평균

69.07

106.83

92.63

EIA

WTI

68.21

97.96

88.57

(2022.4)

Brent

70.89

103.37

92.57

KIEP
(2022.4)
IMF
(2022.1)

주: ( ) 안은 전망시기, 2022~23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2. 4), EIA Short-Term
Energy Outlook(2022. 4).

39) EU 회원국은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알제리, 카타르 등으로부터의 LNG 수입을 늘리고 있음.
40) 독일의 경우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부 자체생산 및 해상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통해 공급하고 있음.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줄이기 위해 미국, 카타르 등으로부터 LNG 수입을 늘리고 있으나, 러시아 공급량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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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철금속 및 곡물 가격
1) 2022년 동향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기동을 비롯한 주요 비철금속 공급망 혼란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지는
가운데, 전기동과 알루미늄 가격 모두 ’22년 초반 상승 추세를 지속함.
- 최근 상하이 봉쇄에 따른 중국 수요 우려가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동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 및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가 전기동 가격 상승을 지지함.
◦ 세계 최대 전기동 광산인 칠레 Escondida의 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14.3% 감소했으며, 칠레 2위 전기동 광산인
Collahuasi의 생산량 또한 11.2% 감소함.

- 다만 알루미늄 가격의 경우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4월 첫째 주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폭 하락한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였으며, ’22년
1월과 2월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은 ’20년 동기대비 8.2% 증가하였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주요 비철금속 가운데 니켈이 가장 큰 가격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금 가격 또한 급격히
상승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니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러시아의 세계 니켈 생산 점유율이 11.3%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임.
◦ 더불어 최근 니켈 시장이 상대적 약세를 보이던 상황도 니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
◦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러시아의 니켈 공급 우려로 니켈 가격이 상승함.

- 최근 사태 악화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였고, 이는 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짐.
◦ 미 연준의 긴축정책 가속화 가능성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 더불어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후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 수요가 증가함.
그림 2-17. 전기동 가격 및 재고 추이

그림 2-18. 알루미늄 가격 및 재고 추이

(단위: 달러/톤, 만 톤)

주: 런던금속거래소(LME) 전기동 3개월.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2. 4. 25).

(단위: 달러/톤, 만 톤)

주: 런던금속거래소(LME) 알루미늄 3개월.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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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니켈 가격 및 재고 추이

그림 2-20. 금 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만 톤)

주: 니켈 [런던금속거래소(LME)].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2. 4. 25).

(단위: 달러/트로이 온즈)

주: 금 [CME(NYMEX)].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2. 4. 25).

■ 곡물 가격은 ’21년 하반기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소맥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짐.
- [수급 여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소맥 가격은 3월 초 2주 동안 50%
상승하였으며, 이후 다시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4월 8일 기준 388.4달러를 기록하며 여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2년 2월 25일(315.9달러/톤) → ’22년 3월 7일(475.46달러/톤)
◦ 소맥의 투기적 순매수 건수는 대두 및 옥수수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

- [투기적 매수] 대두와 옥수수 가격은 ’21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이는 수급 여건보다는 투기적 순매수에
기인했다고 보임.
◦ 대두의 경우 수급 여건 악화와 투기적 순매수 증대가 모두 대두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임.
※ 전 세계 대두 재고는 ’21년 4월 기준 0.4%가량 하락한 8,878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맥, 대두와 달리 옥수수 재고는 타이트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투기적 순매수 건수의 상승 추세로 인하여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전 세계 옥수수 재고는 ’21년 4월 기준 전월대비 1.5% 상승하여 3억 546억 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21. 주요 곡물 가격 추이

그림 2-22. 주요 곡물 투기적 순매수 건수
(단위: 달러/톤)

주: CME(CBOT).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2. 4. 21).

(단위: 계약 건수(5,000부셸 단위))

주: CBOT 소맥, 대두, 옥수수 투기적 순매수 건수.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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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및 2023년 전망
■ 최근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인 주요 비철금속 및 금 가격은 ’22년과 ’23년을 지나며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전기동과 알루미늄 가격은 ’22년 1/4분기를 기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 예정인 반면, 니켈과 금은 한 분기 이후인
’22년 2/4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전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니켈 및 금 가격에 대한 여파가 ’22년 2/4분기 이후에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기반으로 한 전망이지만, 지금까지의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시장 흐름이 단기간에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2년 세계 전기동 생산 및 소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으로 ’22년 전기동 생산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3.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2년 전기동 생산 및 소비가 ’21년 대비 큰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21년 5월 발표 기준) 이는
조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20년 이후 3년간 수급 상황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그림 2-23. 세계 전기동 및 알루미늄 가격 전망
(단위: 달러/톤)

주: ’22.Q1 이후 전망치.
자료: Oxford Economics(검색일: 2022. 4. 6).

그림 2-24. 세계 니켈 및 금 가격 전망
(단위: 달러/톤, 달러/트로이 온즈)

주: ’22.Q1 이후 전망치.
자료: Oxford Economics(검색일: 2022. 4. 6).

그림 2-25. 세계 전기동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ICSG Copper Market Forecast 2021/2022(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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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최근의 이상기후가 전 세계 농업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세계 곡물 가격은 ’22년과 ’23년 모두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곡물 가격은 ’20년 이후 최근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22년과 ’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급 우려와 더불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남미 지역 농작물 작황 부진이 곡물 공급
차질 우려를 야기하여 곡물 가격 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21년 말 시작된 라니냐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곧 약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곡물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저지될 가능성도 있음.
◦ 일반적으로 라니냐는 남미의 건조한 날씨와 연관되어 있으며, 최근 남미 지역의 가뭄은 라니냐의 영향임.

- ’22년 세계 곡물 생산과 소비 모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고 수준은 ’21년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급량이 많은 소맥의 경우 ’22년 생산과 소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2년 소맥 재고 수준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26. 세계 곡물 수급 전망

그림 2-27. 세계 곡물 가격 전망
(단위: 백만 톤)

주: 2020/21은 추정치, 2021/22는 전망치.
자료: USDA(’22. 3),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그림 2-28. 세계 소맥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주: 2020/21은 추정치, 2021/22는 전망치.
자료: USDA(’2. 3),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단위: 2005=100)

주: ’22.Q1 이후 전망치.
자료: Oxford Economics(검색일: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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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2. 제6차 대외경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개요] KIEP는 2022년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7일간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의 전문가들로부터 △세계경제
성장 △주요 하방 리스크 △유가 △인플레이션 요인 △주요국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 KIEP는 2020년 세계경제 전망(2019. 11. 11 발간)부터 보다 객관적으로 세계경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계,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연구소, 기업 등 경제 및 지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계경제와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이번 설문조사는 6회 차로, 조사대상 155명 중 61명이 응답함(응답률 39.4%).
-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은 국제거시, 국제금융, 북미, 유럽, 일본, 중국, 인도·남아시아, 동남아·대양주, 러시아,
중남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차례 표본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 [세계경제 성장] 대외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한 2022년과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의 중앙값 및 최빈값은 3%,
3.5%
-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외경제 전문가 61명 중 35명이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3.5% 수준으로 전망함.
◦ 이어 2.5~3%(11명), 3.5~4%(8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

- 2023년에 대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2022년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인 3.5~4%를 전망하는 응답자가
24명으로 가장 많음.
◦ 이어 3~3.5%(20명) 구간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성장률의 평균치는 3.4%로 2022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
[설문 1-1]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설문 1-2]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단위: 세로축 명, 가로축 %)

주: 범위는 하한 이상 상한 미만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단위: 세로축 명, 가로축 %)

주: 범위는 하한 이상 상한 미만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 [주요 하방 리스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22년과 2023년 세계경제의 가장 주요한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선정
- 전문가의 77%(47명)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세계경제의 가장 큰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응답함.
- 이와 더불어 세계경제의 공급망 훼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세계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망이 각각 응답자의 77%(44명), 59%(36명)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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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2022년과 2023년 세계경제의 가장 주요한 하방 리스크
(단위: 명)

주: 복수응답 허용.
자료: 저자 작성.

■ [유가] 전문가들은 ’22년 평균 유가를 95.8달러/배럴, ’23년 평균 유가를 85.3달러/배럴이라고 응답하여, ’23년
에 유가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전체 응답자의 42.6%(26명)는 2022년 유가가 90~100달러/배럴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가장 낮은
유가 전망은 70달러/배럴, 가장 높은 유가 전망은 130달러/배럴임.
- 2023년 유가에 대해서는 75달러/배럴 미만 수준을 전망하는 응답자가 21.3%(13명)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낮은 유가 전망은 60달러/배럴, 가장 높은 유가 전망은 110달러/배럴임.
- 유가 전망치는 과거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90달러/배럴 이상의 유가를 전망한 비율이 2022년
83.6%에서 2023년 47.5%로 감소하며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됨.
[설문 3-1] 2022년 국제유가

[설문 3-2] 2023년 국제유가

(단위: 세로축 명, 가로축 달러/배럴)

자료: 저자 작성.

(단위: 세로축 명, 가로축 달러/배럴)

자료: 저자 작성.

■ [인플레이션 요인] 대부분의 대외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확대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전문가들이 평가한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급측 요인의 기여도는 평균적으로 66.6%이며, 중앙값 및
최빈값은 70%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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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응답자의 82%(50명)는 공급측 요인의 기여도를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수요측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8.2%(5명), 양측 요인의 기여도가 동등하다는 의견은 9.8%(6명)에 그침.
[설문 4]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급측 요인의 기여도
(단위: 세로축 명, 가로축 %)

자료: 저자 작성.

■ [주요국 정부 정책과제] 전문가들은 향후 2~3년 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현재 주요국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제협력을 통한 전쟁, 무역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최소화’를 선정
-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가운데 응답자의 57.4%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 노력’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에너지 등 중간재 가격 인하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52.5%)를 선택함.
-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및 공급망 교란 등 대외적 충격 관리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면서도, ‘통화정책
정상화’(45.9%), ‘재정건전성 강화’(23%) 등 코로나19 출구전략 역시 중요한 정부 정책과제로 인식함.
[설문 5]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부의 정책과제
(단위: 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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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국 경제 전망
가. 미국
1) 거시경제 현황
■ [실물동향]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부분적 회복과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 미국경제는 5.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팬데믹 여파 지속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물가는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소비지출] 2021년 상반기 실업수당 및 정부 지원금 효과로 급증했던 민간소비지출은 하반기 들어 2% 초중반대
증가율을 보이며 연간으로는 8%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2년 1/4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감.
- [민간투자]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민간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회복세를 보임.
- [수출입]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봉쇄조치 등 세계 여러 국가의 강경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영향으로 수출은 4.5%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견조한 민간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수입은 14% 증가했으며, 2022년 1/4분기에도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지출] 2021년 1/4분기에 지급된 지원금의 영향으로 급증했던 정부지출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물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지속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이어짐과 동시에 경기회복세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면서 물가는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표 3-1. 미국 경제성장률(지출부문별)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질 GDP

2.3

-3.4

소비지출

2.2

민간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Q2

Q3

Q4

Q1

Q2

Q3

Q4

Q1

5.7

-31.2

33.8

4.5

6.3

6.7

2.3

6.9

-1.4

-3.8

7.9

-33.4

41.4

3.4

11.4

12.0

2.0

2.5

2.7

3.4

-5.5

9.8

-48.8

82.1

24.7

-2.3

-3.9

12.4

36.7

2.3

수출

-0.1

-13.6

4.5

-59.9

54.5

22.5

-2.9

7.6

-5.0

22.4

-5.9

수입

1.2

-8.9

14.0

-53.1

89.2

31.3

9.3

7.1

4.7

17.9

17.7

정부지출

2.2

2.5

0.5

3.9

-2.1

-0.5

4.2

-2.0

0.9

-2.6

-2.7

근원 PCE

1.7

1.4

3.3

1.0

1.5

1.4

1.7

3.4

3.6

4.6

5.2

주: 전기대비 연율 기준(계절조정), 근원 PCE는 전년동기대비 수치.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2022. 4)(검색일: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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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미국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그림 3-2. 미국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단위: %p, 실질 GDP 성장률은 %)

주: 계절조정 수치.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2022. 4)(검색일: 2022. 5. 9).

(단위: %)

주: ‘근원’은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무부 경제분석국(2022. 3)
(검색일: 2022. 4. 8).

■ [고용시장] 대부분의 지표가 고용시장 상황 개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한 모습임.
- 2022년 3월 실업률은 3.6%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도달하였으며, 올해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도 매월
40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고용시장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임.
-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비율도 각각 60%, 62%를 상회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 팬데믹 직전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임.

그림 3-3. 미국 실업률 및 비농업부문 고용 증감
(단위: %, 천 명)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22. 4)(검색일: 2022. 4. 6).

그림 3-4.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경제활동 참가비율 및 고용률
(단위: 천 명, %)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월평균.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22. 4)(검색일: 2022. 4. 6).

■ [민간소비] 민간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견조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한편,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담이 소비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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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소매판매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바 있으나, 전년과 비교하여 10%
중후반대 증가율을 유지하며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소비심리지수는 2021년 중반부터 하향세를 보이며 고물가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고 있음.
그림 3-5. 미국 소매판매지수

그림 3-6.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미국 인구통계국(2022. 3)(검색일: 2022. 4. 6).

(단위: 1996년=100(미시건대), 1985년=100(컨퍼런스보드))

자료: 미시건대학교, 컨퍼런스보드(2022. 3)(검색일: 2022. 4. 6).

■ [주택시장] 최근 금리상승 움직임에도 미국 주택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 판매 수도 중장기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기존 및 신규 주택 판매 수 모두 최근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미국 주택가격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며 전년동월대비 19~20% 수준의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3-7. 미국 주택 판매 수

그림 3-8. S&P/Case-Shiller 미국주택가격지수
(단위: 백만 채)

자료: 전미부동산협회, 미국 인구조사국(2022. 3)(검색일: 2022. 4. 6).

(단위: 2000.1=100, %)

자료: Case-Shiller(2022. 3)(검색일: 2022. 4. 6).

■ [제조업]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확장세는 이전 대비 완화된
모습을 보임.
- 미 ISM 제조업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2개월 연속 제조업의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장세가 다소 꺾이는 양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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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생산지수 역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지속에 따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견조한 수요 증가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설비가동률 역시 상승 추세이며, 재고/판매 비율 또한 1992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
수준(2022년 2월 기준 1.26)을 기록하고 있음.
◦ 재고/판매 비율은 2021년 10월 기준 1.24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전 최저치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전인
2008년 6월과 회복이 본격화된 시점인 2010년 4월에 기록한 1.25였음.

그림 3-9. 미국 ISM 제조업지수

그림 3-10. 미국 산업생산활동지수
(단위: 지수)

주: 50 이상은 경기 확장, 미만은 수축을 의미함.
자료: 미국 공급관리협회(2022. 4)(검색일: 2022. 4. 6).

(단위: 2017년=100, %)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2022. 3)(검색일: 2022. 4. 6).

그림 3-11. 미국 설비가동률

그림 3-12. 미국 재고/판매 비율
(단위: %)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2022. 4)(검색일: 2022. 4. 21).

자료: 미국 인구통계국(2022. 4)(검색일: 2022. 4. 21).

■ [금융시장] 인플레이션 심화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움직임이 예상보다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 그간의 주가 상승 부담이
더해지면서 주식시장은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 인플레이션 심화 압력으로 인한 통화정책 긴축으로의 전환 기조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높아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2020년 상반기 수준까지 상승함.
- 저금리 기조하에서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였던 미국 주식시장은 그동안의 주가 상승
부담과 함께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나리오가 앞당겨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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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미 달러 인덱스

그림 3-14. S&P 500, 나스닥 지수
(단위: 지수)

자료: Bloomberg(2022. 4. 5)(검색일: 2022. 4. 6).

(단위: 지수)

자료: Bloomberg(2022. 4. 5)(검색일: 2022. 4. 6).

2) 거시정책 현황
■ [통화정책]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지속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미 연준은 2022년 중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자산축소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통화정책 긴축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2021년 중반까지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통화정책 정상화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였으나, 고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함.
◦ 파월 의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FOMC 위원들은 2021년 중반까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데다 금년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자 적극적인
긴축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음.
◦ 이에 2022년 6월에 종료 예정이었던 기존의 테이퍼링 일정을 앞당겨 3월에 종료함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3월에
25bp, 5월에 50bp 인상

- 2022년 중 추가로 기준금리 50bp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75bp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전 대비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이 예고되고 있음.
◦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 미 연준은 금리인상과 더불어 양적긴축(Qunatitative Tightening, QT)을 6월 1일부로 개시한다고 밝히며 세부
조치 계획을 공개함.
◦ 6월부터 매월 총 475억 달러(미 국채 300억 달러, MBS 175억 달러)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해당 자산축소 규모는 9월부터 월 950억 달러(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로 늘어날 예정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미 연준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4,1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축소 조치를 실시하였음(2015년 말 미 연준의 총자산 규모는 4조 5,000억 달러 수준).

- 미 연준은 물가상승 속도에 초점을 맞춰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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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물적인프라 투자계획은 양원 의회를 통과하여 발효되었으나 기후변화 대응, 보육 및 의료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안은 상원 통과가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미 연방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증세계획이 발표됨.
- 노후 인프라 재건을 포함한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물적인프라 투자계획인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양원 의회를 통과하였고, 2021년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음.
◦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낙후된 도로 및 교량 보수(1,100억 달러) △광대역 인터넷망 확대 구축(650억 달러)
△청정에너지 전환 및 그리드 구축(650억 달러) △대중교통수단 현대화(390억 달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네트워크
건설(75억 달러) 등을 포함

- 바이든 행정부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기조를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한 축인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법안은 2021년 11월에 하원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민주당 내 의견 대립으로 인해 상원에서의
통과는 어려워짐.
◦ 해당 사회복지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지원(5,600억 달러) △보편적 무상보육 지원(4,000억 달러) △아동수당 지급
연장(2,000억 달러) △유급휴가 지원(2,000억 달러) △의료비용 지원(1,700억 달러) △장애인 및 노인 대상
가구돌봄(home care) 서비스 확대(1,500억 달러) △주거비 지원(1,500억 달러) 등을 포함
◦ 동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이 진행되기 전 미 의회예산국(CBO)은 동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3,67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백악관은 조세 집행 강화를 통해 세수 역시 늘어남으로써
법안 지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으며,41) 이에 하원은 민주당 전체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킴.
◦ 하지만 동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논의 및 수정을 거친 후 표결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원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도파로 꼽히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조 맨친 의원이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연방정부 재정 악화 및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를 제기하며 해당 법안에 반대함에 따라 상원 통과가 어려워짐.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에 사회복지법안 예산을 제외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
및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계획을 공개함.
◦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은 총 5조 8,000억 달러 규모로,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안보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국방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으며, 그 외에도 기후변화, 교육, 보건 분야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었음.
* 2023년에 배정된 국방 예산은 8,000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2.3% 증액되었으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예산(10억 달러), 유럽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원 예산(69억 달러)도 포함됨.
◦ 바이든 행정부는 차년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계획 또한 공개하였음.
* 증세계획에는 △법인세율 인상(현행 21%→28%) △연소득 상위 0.01%에 속하는 개인의 미실현 자본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 세율 적용 등이 포함됨.

41) Forbes(2021. 12. 14), “Is The CBO’s New Score Real Or Fake? Either Way, Build Back Better Is Deficit Spending,”
https://www.forbes.com/sites/ebauer/2021/12/14/is-the-cbos-new-score-real-or-fake-either-way-build-back-better-is-defic
it-spending/?sh=22a34ed814e6(검색일: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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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이슈
■ [인플레이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공급망 교란 및 미국 주요 산업에서의 임금 상승 압력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음.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미국 운송업 구인난 및 항구 혼잡도 심화, 중국 상하이 및 선전 봉쇄조치에 따른
항만 물류 정체현상 등을 야기하며 공급망 교란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임.
◦ 2021년 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낮은 치명률에 비해 높은 전파력을 보이면서 운송업
구인난이 다시 발생한 바 있으며, 글로벌 선박회사들의 해운동맹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 항구
혼잡도 역시 크게 상승하였다가 최근에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미국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의 2021년 12월 기준 구인율은 최근
10년래 최고치인 8.2%에 달할 정도로 구인난이 심화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7% 이하로 떨어지면서 다소
안정되는 양상
*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해운 운임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42) 특히 2021년 초부터 시작된 미국 서부해안
항구(로스앤젤레스, 롱비치 등) 혼잡으로 인한 컨테이너선 물품 하역 지연사태가 2022년 초까지 이어지면서
미국기업의 비용(항만 지체료, 체선료(demurrage) 등) 부담이 크게 발생하였음.
*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글로벌 선박회사들의 요금정책을 활용한 독점적 행위의 영향으로 보고 2021년
7월 「미국경제에서의 경쟁 촉진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f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통해 글로벌 선박회사가 미국 화주에게 부과하는 구금(detention) 및 체선료 관행을 개선하도록
연방해사위원회(FMC: Federal Maritime Commission)에 지시한 바 있음.
◦ 또한 중국 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상하이 및 선전에 대한 봉쇄조치로 인해 물동량 기준으로 각각
전 세계 1, 4위를 차지하는 해당 도시 항만에서의 물류 정체현상으로 인해 공급망 마비 심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
그림 3-15. 미국 창고·운송 관련 서비스업 구인수 및
구인율
(단위: 천 명, %)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22. 4)(검색일: 2022. 4. 10).

그림 3-16. 미국 창고·운송 관련 서비스업 퇴직자 수 및
퇴직률
(단위: 천 명, %)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22. 4)(검색일: 2022. 4. 10).

42) 극동지역에서 미 서부 해안 항구까지의 평균 해운 운송료(40피트 컨테이너 1대 기준)는 2022년 1월에 8,500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동월대비
467% 증가한 수준임. The Wall Street Journal(2022. 1. 28), “Port Congestion Spreads Across More U.S. Import Gateways,”
https://www.wsj.com/articles/port-congestion-spreads-across-more-u-s-import-gateways-11643397131(검색일: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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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미국 고용시장 현황 및 이슈

1) 배경
■ 미국경제에서 민간소비지출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고용시장 상황도 중요
- 민간소비지출은 미국 GDP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고용 상황에 따른 민간소비가 미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2022년 3월 실업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한 3.6%를 기록하며 고용시장의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음.
- 단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 회복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고용시장 현황
■ 고용시장의 회복과 더불어 견조한 수요는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력에 대한 구인 수요 역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임금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의 지표들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가며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고용률, 경제
활동 참가율과 같은 노동시장 참여 관련 지표들은 아직 뒤처지는 모습임.43)
◦ 이는 고용인원 수가 구인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높은 시장수요를 공급속도가 받쳐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고용시장 내 수요-공급 간 괴리는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높아진
물류비에 인건비 상승이라는 추가 부담을 기업에 가중시키고 있음.
- 기업은 이러한 부담을 일부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다시 고용자들의 임금상승
요구로 이어지는 일명 ‘임금-물가 상호연쇄적 상승(wage-price spiral)’을 일으키고 있음.

3) 고용시장 이슈
■ [고용시장의 시차적 회복] 2022년 초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세로 보다 많은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기대되었으나,
구인 수와 고용인원 수의 차이는 여전히 큰 상태
- 2021년 12월 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급증한 미국 확진자 수는 금년 2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일상
으로의 복귀 기대감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이 기대되었음.
- 하지만 임금상승과 함께 실업률이 낮아진 반면, 고용시장으로의 복귀 속도는 기대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아직 확실히 검증된 바는 없으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함.
- 2021년 부분적으로 고용시장 회복이 이루어진 가운데 일부 서비스 업종의 회복은 타 산업에 비해 제한적이었음.

43) 해당 지표들은 ‘거시경제 현황’ 부분의 ‘고용시장’ 관련 지표들을 참고.

45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5.17.

46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 미국의 경우 고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제조업 대비 대면 업무가 많아 업무 복귀 속도가 늦어졌으
며, 여행·레저 관련 업종은 최근 들어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임금 상승 폭도 더 커짐.
그림 3-17. 미국 주요 산업별 임금상승 추이
(단위: %)

주: 월별 시간당 임금상승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22. 3)(검색일: 2022. 4. 11).

■ [코로나19 후유증 인력의 공백] 코로나19 후유증을 장기간 겪고 있는 인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의 공백이 팬데믹 전후의 고용시장 참여율 차이 중 일부를 차지할 것이라는 시각 존재
-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인구가 예상 외로 많아 이들이 일자리로 돌아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그와 같은 노동 공백이 팬데믹 이전 대비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의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함.
- 대다수 국가에서 코로나19 후유증 관련 정책이 미비한 가운데 Financial Times는 후유증을 장기간 겪고 있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44)
- 미국정부는 장기간 코로나19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도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하에 장애인으로
구분 가능하게 함.45)
◦ 실제로 미국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수는 2021년 초부터 급증
그림 3-18. 미국 경제활동 참여자 수 추이(16세 이상 장애인)
(단위: 천 명)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22. 4)(검색일: 2022. 4. 21).

44) Financial Times(2022. 4. 9), “Long Covid: the invisibl public health crisis fueling labour shortages”(검색일: 2022. 4. 11).
45) 바이든 대통령은 장기간 코로나19 후유증을 겪고 있는 미국인도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관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2021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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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및 2023년 전망
■ 미국경제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3.3%,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지속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요인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세가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한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기준금리 인상, 보유자산 축소)가 이어지면서 실물경제 부문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임.
◦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국가별 회복력 차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예: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 부족 사태)이
지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원자재 가격 또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공급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 반도체를 포함한 차량용 부품 공급난으로 인해 미국의 자동차 및 경량 트럭 생산 및 판매가 2021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슬라는 중국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에 따라 상하이
공장에서의 생산을 중단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양국간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세 역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기대감에서 비롯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간 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점차 심화되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올해 미 연준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및 보유자산 축소 등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물경제 부문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향후 미국 고용시장 상황 추가 개선 여부와 함께 대외적 여건에 따른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응한 금리인상 속도가
2022년과 2023년 미국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 3-2. 주요 기관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KIEP
[2022.5]

기관
미국

FED
[2022.3]

IMF
[2022.4]

OECD
[2021.12]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3.3

2.2

2.8

2.2

3.7

2.3

3.7

2.4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시점.
자료: 기관별 전망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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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
1) 거시경제 현황
■ [성장률]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2021년 2/4분기 중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면서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회복 수준은
국별로 상이함.
- [유로 지역] 유로 지역은 2021년 민간소비 회복 및 신규투자 증가로 5.3% 성장하여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4/4분기 중에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회복세가 일부 지체됨.
그림 3-19. 유럽 주요국 GDP 규모 추이

표 3-3. 유럽 주요국 분기별 GDP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 % )

(2019년 평균 = 100)

지역

2020

2021

2022

연간

Q1

Q2

Q3

Q4

연간

Q1

유로지역

-6.4

-0.1

2.2

2.3

0.3

5.3

0.2

독일

-4.6

-1.7

2.2

1.7

-0.3

2.9

0.2

프랑스

-7.9

0.2

1.3

3.1

0.7

7.0

0.0

이탈리아

-9.0

0.3

2.7

2.5

0.6

6.6

-0.2

스페인

-10.8

-0.5

1.1

2.6

2.2

5.1

0.3

영국

-9.4

-1.2

5.6

1.0

1.0

7.5

-

주: 계절조정 자료, 분기별 성장률은 전기대비, 영국은 2022년 1/4분기 자료 없음.
자료: EU 자료, Eurostat, “GDP and main components(output, expenditure and income)[namq_10_gdp],[nama_10_gdp]” 및
영국 자료, ONS, “GDP quarterly national accounts time series (QNA), [IHYQ],[IHYP]”(검색일: 2022. 4. 7)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독일] 2021년 민간소비 회복으로 2.9%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함.
◦ 다만 반도체 수급 문제를 포함한 주요 산업의 공급망 교란으로 수출 성장이 일부 지체되고 있음.

- [프랑스] 민간소비 회복 및 신규투자 증가로 2021년 7% 성장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규모를 회복함.
◦ 프랑스는 디지털 및 녹색 전환 중심의 재산업화 정책(France Relance)을 적극 추진하여 2021년 신규투자가 증가

- [스페인] 민간소비 및 수출 일부 회복으로 2021년 5.1% 성장하였으나, 기존 코로나19 피해 규모가 매우 커
경제규모는 회복하지 못함.
◦ 스페인은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교란 및 건설시장의 더딘 회복으로 경제성장이 일부 지체

- [이탈리아] 민간소비 회복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2021년 6.6% 성장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규모가
근접함.
◦ 이탈리아 경제 회복에는 공급망 교란 등으로 수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 폭보다 작아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영국] 영국은 2021년 선제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7.5% 성장하였으며, 경제규모
또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함.
◦ 다만 2021년 3/4, 4/4분기 중 오미크론 변이 재확산으로 경제 변동이 매우 큰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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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유럽 주요국 및 유로 지역의 GDP 주요 지출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단위: %p, %)

주: 영국은 4/4분기 기여율 자료 없음.
자료: Eurostat, “GDP and main components(output, expenditure and income)[namq_10_gdp]” 및 ONS,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April to June 2021(검색일: 2021. 10. 9)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 [교역량] 2021년 경제활동 재개로 유럽 국가들의 수출은 금액 기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공급망
교란 등으로 성장에는 일부 한계가 드러남.
- 주요국의 무역 회복은 역내 수출이 주도하였으나, 2021년도 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공급망 문제로 변동성이 관측됨.
- 영국의 경우 2021년 브렉시트 여파로 대EU 수출이 연초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며, 수출 증가 또한 전반적으로 지체됨.
그림 3-21. 유럽 주요국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월별 성장률.
자료: EU 자료, Eurostat, “Member States trade by BEC product group since 1999 [ext_st_27_2020msbec]”
영국 자료, ONS “Trade in goods: all countries, seasonally adjusted”(검색일: 2022. 4. 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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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상승률] 공급망 교란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주요국 모두 뚜렷한 생산자물가 상승이
관측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전이되는 양상임.
- 유로 지역의 생산자물가(PPI)는 2022년 2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25% 상승하였으며, 주요 부문별로는 에너지가
87.6%, 중간재가 20.9%, 소비재가 6.7%, 자본재가 5.1% 상승함.
◦ 영국은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이 유럽 주요국에 비해 낮음(같은 기간 가스 가격
28.8% 상승).

- 유로 지역의 소비자물가(CPI)는 2022년 2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5.9% 상승하였으며, 주요 부문별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주거가 13.4%, 교통이 10.3%, 식료품이 4.7% 상승함.
◦ 유럽 주요국은 에너지 가격 상한 및 바우처 제도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았음.

그림 3-22. 유럽 주요국 물가상승률 추이
(2015 = 100 기준 물가 수준)

자료: [생산자물가지수] 유럽 자료: Eurostat “Producer prices in industry, total - monthly data [sts_inpp_m], 영국 자료: ONS, “Producer price
inflation, UK: February 2022,” [소비자물가지수] 유럽 자료: “Harmonised Indices of Consumer Prices [prc_hicp_manr],” 영국 자료:
ONS, “Consumer price inflation, UK: February 2022”(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4 7)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노동시장] 코로나19 당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실업률은 2022년 2월 기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 유로 지역의 2022년 2월 실업률은 6.8%, 청년실업률은 14%로, 코로나19 이전 2019년 2월(각각 7.9%, 16.5%)
대비 소폭 개선됨.
◦ 급격한 경제활동 정상화로 인해 결원율(vacancy rate)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음.

-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률 증가 폭은 청년층에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청년실업률은 매우 높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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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청년실업률은 2022년 2월 기준 각각 29.8% 및 24.2%로, 같은 기간 5.7%를 기록한 독일과 큰
격차
그림 3-23. 유럽 주요국 실업률 추이
(단위: %)

주: 청년은 16~24세를 말함.
자료: 유럽 자료, “Unemployment by sex and age – monthly data [une_rt_m]”; 영국 자료, ONS, “Unemployment rate (aged 16 and over,
seasonally adjusted): %”[MGSX] 및 “LFS: Unemployment rate: UK: All: Aged 16-24: %: SA [MGWY]”(검색일: 2022. 4. 7)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거시정책 현황
■ [재정정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 정상화를 위한 EU 차원의 정책을 실시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및 난민수용을 위한 EU 회원국에의 자금지원 등에 재정이 소요될 예정임.
- EU 27 및 주요 EU 회원국 모두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이 2020년 2/4분기의 저점 이후 점진적 회복세에
있으나 아직 적자 상태이고, 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대체로 감소 또는 보합 상태임.
- EU 집행위원회는 3월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EU 집행위는 ‘회복재건기금(RRF)’을 통해 3,125억 유로의 보조금과 3,600억 유로 규모를 회원국에 대출할
예정이었고, RRF를 통한 경기부양이 재정수지 적자나 부채를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

-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EU 이사회는 4월에 ‘유럽 경제금융 부문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함.
◦ 동 전략에는 △유로화 위상 강화 △실물경제를 받쳐줄 수 있고 제3국의 금융기관 혹은 구조에의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리스크가 없는, 강하고 경쟁력과 탄력성이 있는 유럽 금융 부문 형성 △금융시장 구조의 보호 및 탄력성 강화
△효과적인 제재 메커니즘 개발 △우방과의 협력 등이 언급46)
46) Council of the EU(2022. 4. 5), “Council adopts conclusions on strategic autonomy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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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이사회는 개인보호장비, 응급처치 물자, 연료, 군사장비 등을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유럽평화기금
(European Peace Facility)을 통한 총 15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원에 합의함.47)
-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는 EU 회원국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총 35억 유로 규모의
REACT-EU(Recovery Assistance for Cohesion and the Territories of Europe) 프로그램 긴급지출을 승인함.
◦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헝가리/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와 자국 인구 1% 이상 규모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한 오스트리아/불가리아/체코/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에는 긴급지출 규모를 2021년 할당분의 11%에서
45%로 확대 지원, 나머지 회원국들에도 15%로 확대 지원할 예정48)
그림 3-24. 유럽 주요국의 재정수지 비중

그림 3-25. 유럽 주요국의 정부부채 비중

(단위: GDP 대비 %)

주: 양수는 재정 흑자를, 음수는 재정 적자를 나타냄.
이탈리아는 계절 및 달력조정 미적용 데이터.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4. 8).

(단위: GDP 대비 %)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4. 8).

■ [통화정책]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존에 설정된 유로존 물가상승률 목표치(2%)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정책금리도 동결할 예정이며,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EU 회원국들의 난민에 대한 유로화 환전을 권고함.
-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2016년 3월부터 각각 0%, 0.25%, 수신금리는 2019년 9월부터 –0.5%를 유지하고 있음.
-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은 2022년 3월 말 기준 총누적 규모가 3조 3,488억 유로에 이르는데, 2022년에도 지속되어
4월 월평균 400억 유로, 5월 월평균 300억 유로, 6월 월평균 200억 유로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인플레이션 전망의 하락 여부에 따라 2022년 3/4분기 규모를 결정할 예정임.
◦ 6월 이후의 물가상승률 전망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2022년 3/4분기로 매입을 종결, 하락할 경우 2% 목표치에
맞추어 순자산 매입 시기와 규모 및 기간을 조정할 예정

sector,”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4/05/council-adopts-conclusions-on-strategic-auton
omy-of-the-european-economic-and-financial-sector(검색일: 2022. 4. 8).
47) Council of the EU(2022. 4. 13), “EU support to Ukraine: Council agrees on third tranche of support under the European Peace
Facility for total €1.5 billion,”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4/13/eu-support-to-ukraine-co
uncil-agrees-on-third-tranche-of-support-under-the-european-peace-facility-for-total-1-5-billion/(검색일: 2022. 4. 14).
48) Council of the EU(2022. 4. 6), “Ukraine: Council approves immediate disbursement of €3.5 billion to EU countries welcoming
refugees,”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4/06/ukraine-council-approves-immediate-disbur
sement-of-3-5-billion-to-eu-countries-welcoming-refugees/(검색일: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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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은 2022년 3월로 종료되었으나 필요시 재개 가능성도 있으며, 기존 매입에서의
증권만기 상환 원금은 2024년 말까지 재투자할 예정임.
- EU 이사회는 4월 13일 EU에 머무는 우크라이나 난민 1인당 최고 1만 흐리브냐(Hr)(약 310유로 해당)의 유로화
환전(환전일 공식환율 기준)에 합의하여, EU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환전 실시를 권고함.49)

그림 327. 유로 지역 주요국 국채금리

그림 3-26. 유럽중앙은행의 주요 정책금리
(단위: %)

자료: ECB DB(검색일: 2022. 4. 6).

(단위: GDP 대비 %)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4. 8).

그림 3-28.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의 월별 규모 및 목표치

그림 3-29.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의 누적 규모

(단위: 10억 유로)

(단위: 10억 유로)

주: PSPP는 공공부채, CBPP3는 제3채권자(커버드본드), ABSPP는 자산유
동화증권, CSPP는 회사채에 대한 자산매입프로그램.
자료: ECB database(검색일: 2022. 4. 12).

주: PSPP는 공공부채, CBPP3는 제3채권자(커버드본드), ABSPP는 자산유
동화증권, CSPP는 회사채에 대한 자산매입프로그램.
자료: ECB database(검색일: 2022. 4. 12).

49) Council of the EU(2022. 4. 13), “Council agrees recommendation on the exchange of Ukrainian hryvnia banknotes into EU
currencies to support people escaping the war in Ukrain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4/13
/council-paves-the-way-for-enabling-ukrainians-to-exchange-their-currency-hryvnia-in-all-eu-countries-at-a-fair-exchange
-rate/(검색일: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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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이슈
■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EU가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해감에 따라 유럽의 경제에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 EU는 러시아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독립 승인 후 4월 초까지 러시아의 전쟁 재원 약화 및 러시아 지도층에
대한 정치·경제적 책임 부과 차원에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제재를 실시함.
◦ 부과된 제재에는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현재 1,091명의 개인 및 80개 업체/기관에 대한 제재 △금융, 에너지,
교통, 방위, 원자재 및 기타 상품 부문 등의 거래에 대한 경제제재 △EU 역내에서의 러시아 방송 제한 △주요
국제회담에서 러시아 배제, 러시아 외교관·공무원·사업가에 대한 비자 간소화 혜택 철회 등 외교적 제재 △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비정부 지역의 교역·투자 금지 등이 해당
◦ 개인 제재는 2022년 9월 15일, 경제제재는 2022년 7월 31일,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비정부 지역 제재는 2023년
2월 2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 국면을 맞을 때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표 3-4. EU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 제재 현황
날짜

주체

내용

2월 23일

EU 이사회

대러 1차 제재

2월 24일

EU 정상회의

러시아 규탄 및 추가 제재 부과, 우크라이나 지지 합의

2월 25일

EU 이사회

대러 2차 제재

2월 28일, 3월 2일

EU 이사회

대러 3차 제재

3월 9일

EU 이사회

대벨라루스 금융제재 및 대러 추가 제재

3월 10일

EU 이사회

총 862명과 53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9월 15일까지 연장

3월 10~11일

EU 정상회의

‘베르사유 선언(Versailles Declaration)’ 발표

3월 15일

EU 이사회

대러 4차 제재

4월 8일

EU 이사회

대러 5차 제재

자료: Council of the EU, “Timeline - EU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over Ukrain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
s/restrictive-measures-against-russia-over-ukraine/history-restrictive-measures-against-russia-over-ukraine(검색일: 2022. 4. 11) 활용
하여 저자 작성.

■ [에너지 공급망]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EU는 러시아에 원유 수입량의 26.9%(1위), 석탄 수입량의 46.7%(1위), 천연가스 수입량의 41.1%(1위)를 의존하고
있어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동참이 어려운 상황임.
◦ 특히 가스의 경우 주요국 중 독일의 대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높고,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좋지 않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의존이 장기간 지속됨(그림 3-30 참고).

-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3월 「REPowerEU: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유럽 공동 행동」
(이하 “REPowerEU”) 전략 문건을 발표, 대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2022년 말까지 현행 1/3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임.
◦ REPowerEU은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소 △전력화(electrification) △산업 전환 이행 가속을 위한 단기(2022년
말) 및 중기(2030년) 목표를 제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5.17.

55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그림 3-30. EU 및 유럽 주요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현황(2020년 기준)
<대러시아 가스 수입량>

<전체 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의 비중>

(단위: 10억 세제곱 미터)

(단위: %)

자료: DW, “Why the EU needs Russian energy giant Gazprom,”
https://www.dw.com/en/why-the-eu-needs-russian-ener
gy-giant-gazprom/a-60674774(검색일: 2022. 3. 10) 및
Statista, “Which European Countries Depend on Russian
Gas?”(검색일: 2022. 3. 10).

자료: Statista, “Which European Countries Depend on Russian Gas?”
https://www.statista.com/chart/26768/dependence-on-russ
ian-gas-by-european-country/(검색일: 2022. 3. 10).

- 그러나 목표 이행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원자력 발전 활용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차가 상존하여
전략의 세부 내용 확정 및 실제 이행에는 난항이 예상됨.
◦ 에너지원 전환 시 각국 소비자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며, 감축목표 또한 에너지 절약운동 등 일부 현실성이
낮은 방안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
◦ 또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파이프라인 가스에 대한 의존이 매우 심하고 LNG 전환에는 시설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프랑스는 원자력을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 인식하여 신규 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탈원전 정책과 이를 대신할 가스발전 활용을 추진하고 있어 단기간 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
표 3-5. REPowerEU 주요 내용
구분

가스 공급선
다변화

유럽의 전력화
(Electrify
Europe)

산업 전환
(Tranform
industry)

대상

FF55 2030년 목표
(기존)

비러시아
천연가스

-

친환경
가스

가정

바이오메탄 17bcm 생산
(17bcm 절약)
친환경수소 560만 톤 생산
(9~18.5bcm)
에너지 효율화 대책
(38bcm 절약)
2030년까지 가정용 히트펌프
3천만 개 설치, 옥상 태양광
설치(35bcm 절약)

REPowerEU 목표
LNG 수입 확대
파이프 가스 공급 다변화
2030년까지 바이오메탄
35bcm 생산
2030년까지 수소 생산량
2천만 톤 달성
범-EU 에너지 절약 운동
(10bcm 절약)
옥상 태양광 발전 매년
15TWh 이상 확보
히트 펌프 생산 가속(향후
5년간 약 천만 대 생산)

2022년 목표
(bcm)
50
10

FF55 2030년 목표
대비 + (bcm)
50
10

3.5

18

-

25~50

14

이행 가속

2.5

이행 가속

1.5

이행 가속

발전

풍력 480GW, 태양
420GW(170bcm 절약)

목표 이행속도 20% 증가

20

이행 가속

에너지
집중 산업

전력화 및 친환경수소
사용

전력화 및 친환경수소
사용 가속화 탄소 Cfd
적용 확대

-

-

주: bcm: 10억 세제곱 미터, mt: 백만 톤, GW: 기가와트, TWh: 테라와트시, FF55: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Fit for 55).
자료: EU Commission(검색일: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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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및 2023년 전망
■ 유로 지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하는 가운데, 2022년과 202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8%, 2.4%로 전망됨.
- [유로 지역]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약화되고 있는 유로 지역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2022년
경제성장세 둔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에너지와 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소비
확대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됨.
- [독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러 제재는 독일의 공급망 차질을 빚어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이
되었고 수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견조한 소비와 투자로 2022년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일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은 2023년에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증가 추세였던 민간소비 및 신규투자의 성장세가 일부 둔화되며 2022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대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활동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민간소비 및 수출 성장세 둔화로 2022년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스페인]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제한적인 스페인에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어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관광산업 회복, 가계소비
증가와 수출 증가 등으로 2022년 4.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영국] 코로나19 봉쇄조치의 빠른 해제로 민간소비 및 투자가 활성화되어 2022년 3.7%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경제성장 동력이 일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3-6. 유럽 주요국의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KIEP
[2022.5]

구분

IMF
[2022.4]

Oxford Economics
[2022.4]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유로 지역

2.8

2.4

2.8

2.3

2.8

2.7

- 독일

2.0

2.8

2.1

2.7

2.0

3.1

- 프랑스

2.9

1.5

2.9

1.4

3.0

2.0

- 이탈리아

2.4

1.7

2.3

1.7

2.8

2.4

- 스페인

4.8

3.6

4.8

3.3

4.8

3.9

3.7

1.4

3.7

1.2

3.8

1.6

영국

주: 전년대비 실질경제성장률.
자료: IMF, Oxford Economics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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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1) 거시경제 현황
■ 2021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6%로 개인소비 및 수출 회복에 힘입어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함.
- 2021년 일본경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에 따라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반복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 일본은 2021년 1월 초부터 9월 말 사이 거의 연속적으로 긴급사태선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와 같은 이동제한
조치를 도입, 이에 따라 소비, 고용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회복이 제한
◦ 긴급사태선언이 재발령된 ’21년 1/4분기와 확진자 수가 급증한 3/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4/4분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1.1%(연율 환산 4.6%)의 성장률을 보임.

- 2021년 일본의 GDP 성장률은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50)
표 3-7. 일본 GDP 성장률 추이

그림 3-31. 일본 GDP 구성항목별 기여도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19년 ’20년 ’21년

2020년

2021년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0.2 -4.5

1.6

5.3

1.9

-0.5

0.6

-0.7

1.1

개인소비

-0.5 -5.2

1.3

5.3

1.6

-0.8

0.7

-1.0

2.4

주택투자

4.1

-7.9 -1.9 -4.7 -0.1

0.9

1.0

-1.6 -1.0

설비투자

0.1

-6.5 -0.7 -0.4

1.2

0.4

2.0

-2.4

0.3

정부지출

1.9

2.3

2.1

2.1

0.7

-0.6

0.7

1.1

-0.4

공공투자

1.7

3.9

-3.7

1.0

2.2

-1.7 -3.4 -3.0 -3.8

수

출 -1.5 -11.8 11.6

8.7

10.7

2.2

3.1

-0.3

수

입

-7.1

5.6

3.0

3.8

-1.0 -0.4

1.0

-7.2

5.2

자료: 内閣府(검색일: 2022. 4. 5).

(단위: 실질계절조정,, %)

0.9
자료: 内閣府(검색일: 2022. 4. 5).

■ [개인소비] ’21년 4/4분기 개인소비가 크게 증가했으나, 코로나19 및 가처분소득 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연간으로는
개인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밑도는 소비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일본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21년 1월 긴급사태선언 발표 이후 계속 부진하다가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10월부터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회복, 4/4분기에는 일본정부의 관광진흥책인 ‘Go to Travel’이
실시되었던 ’20년 말 수준을 넘어섬.
◦ 9월 말 이동제한이 완화된 이후 외식, 교통, 숙박료, 패키지 여행비 등 대면서비스 소비가 크게 회복되면서
‘소비활동지수’ 중 서비스 소비는 ’21년 10~12월 3개월 동안 10% 성장함(그림 3-32 참고).51)
50)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9년 Q4의 실질 GDP를 100으로 두고 분기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미국 및 유럽 지역이 각각 ’21년 2/4분기, 4/4분기에
코로나19 이전 성장률을 넘어선 반면 일본은 기준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51) 일반외식, 교통, 숙박료, 패키지 여행비, 입장·관람·게임비 소비를 포함한 대면서비스 소비는 ’21년 1월 2019년의 50% 수준이었으나, ’21년
10월(전월대비 32%), 11월(동 6.2%), 12월(동 4.7%)에 크게 성장하여 ’20년 말 수준에 도달하였음. ニッセイ基礎研究所(2022. 2. 16), 「2021~202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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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인소비는 4/4분기의 성장(2.4%)에도 불구하고 ’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 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실질 임금상승률·가처분소득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 기간의 저축률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15~19년 실질가처분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0~1%대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년 2/4분기
코로나19 지원금 급부로 전년동기비 10.8% 증가했으나,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
◦ 명목임금 역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21년 하반기 이후 원유를 비롯한 자원가격 상승이 실질소득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1년 4/4분기 실질고용자소득52)은 전년동기대비 -0.8%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인
’19년 4/4분기와 비교하면 –2.7%를 기록53)
◦ 한편 첫 긴급사태선언이 발표된 ’20년 4월 이후 가계저축률(저축/가처분소득)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코로나19 이전(2015~19년)의 평균 1%대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인 평균 10%대를 기록하고 있어 가계의
소비성향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그림 3-33 참고).
그림 3-32. 소비활동지수 추이(월별)

그림 3-33. 실질가처분소득 및 저축률 추이

(실질계절조정비, 2015년=100)

(단위: 조 엔, %)

주: 소비활동지수는 인바운드 소비를 제외하고 아웃바운드 소비를 포함한 지수를
활용(旅行収支調整済).
자료: 日本銀行(검색일: 2022. 4. 5).

주: 가처분소득은 급여, 보너스 등 개인의 가계 수입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 저축률은 가처분소득 중 저축(가처분소
득-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실질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비.
자료: 内閣府(검색일: 2022. 4. 8).

■ [물가] ’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21년
4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이 1%에 미치지 못함.
- 신선식품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 및 종합 CPI는 ’21년 8·9월 전년동월대비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신선식품·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20년 이후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에너지가격지수가 ’20년 12월 –8.1%(전년동월비)에서 지속 상승하여 ’21년 12월 16.4%를 기록했으며,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 가격 역시 ’21년 7월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21년 12월 1.1%까지 6개월 연속 상승,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21년 12월 종합 CPI는 ’19년 4월 이래 최대폭으로 상승한 0.9%로, 일본은행의 물가목표치(2%)를 크게 하회함.
度経済見通し(22年2月)」.
52) 실질고용자소득(実質雇用者所得)은 1인당 임금에 고용자 수를 곱한 총소득.
53) 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70369?pno=3&site=nli(검색일: 2022. 4. 8).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5.17.

59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 [고용] 고용 상황은 ’20년 하반기 저점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회복이 늦어지고 있음.
- ’21년 실업률은 2.8%로 전년도와 동일했으며,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2만 명 증가한 193만 명(2년 연속 증가),
연평균 유효구인배율54)은 전년대비 0.05배 하락한 1.13배로 3년 연속 하락함.
◦ 고용자 수가 전년대비 9만 명 감소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구직을 포기한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동력인구(경제활동인구) 역시
전년대비 8만 명 감소, 노동참가율 저하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로 실업률 상승이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21년 총 고용자 수는 전년과 동일한 5,973만 명으로,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은 전년대비 26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26만 명 감소하였음.
◦ 일본 고용유지책의 핵심인 고용조정지원금의 대상은 ‘고용유지’, ‘휴업수당 지불’을 실시하는 고용주(기업)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와 같은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조정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었는데, 이것이 정규직 중심의 고용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55)
* ’19년 기준 약 306만~341만 명이 프리랜스 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56)

- 2021년 전년대비 고용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은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22만 명 감소)’, ‘건설업(10만 명 감소)’,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10만 명 감소)’ 순임.57)
그림 3-34.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월별)

그림 3-35. 고용형태별 고용자 수 및 유효구인배율 추이(월별)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総務省 統計局(검색일: 2022. 4. 5).

(단위: 만 명, 배)

주: 1) 유효구인배율은 계절조정치.
2) 정규직·비정규직은 전년동월대비 증감 인원 수.
자료: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검색일: 2022. 4. 5).

■ [무역] 2021년 세계경제 회복을 배경으로 수출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약세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웃돌면서 2년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함.
- 2021년 수출은 전년대비 21.5% 증가한 83조 931억 엔, 수입은 전년대비 24.3% 증가한 84조 5,652억 엔으로, 수출입
모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엔화 기준)58)을 기록함.
◦ 수출 품목별로 보면, 코로나19로부터의 경기회복 및 자동차 부품·반도체 부족 등 공급제약 완화를 배경으로
철강(전년대비 48.1%), 자동차(11.9%), 반도체 등 제조장치(33.2%)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수출을 견인
54)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
55) ’20년 3월~’21년 12월 사이 고용조정지원금 총 급부액은 누계로 5조 엔을 초과했으며, ’20년 완전실업률을 2.6%p 억제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https://www.dlri.co.jp/report/macro/182833.html(검색일: 2022. 4. 22).
56) 부업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포함. 内閣府(2019), 「政策課題分析シリ－ズ 17日本のフリーランスについて」, p. 3.
57) 総務省統計局(2022. 2. 1), 「労働力調査（基本集計）2021年（令和３年）平均結果の要約」, p. 10.
58) 수출은 2007년(83조 9,314억 엔), 수입은 2014년(85조 9,091억 엔)이 역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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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의 경우 원유(전년대비 49.1%), 액화천연가스(33.1%), 비철금속(64.3%) 등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코로나19
백신 수입으로 인한 의약품(30.9%) 수입 확대가 수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지역별로는 미국, EU, 아시아, 중국 등 전 세계 지역으로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 EU로의
반도체, 철강 등 수출이, 미국, EU로부터의 의약품, 에너지원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
■ [기업 활동] 매출액, 경상이익 등 기업 수익은 ’20년 2/4분기 저점에서 회복 중이며, 설비투자 역시 ’21년 2/4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됨.
- ’21년 4/4분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24.7% 증가한 23조 145억 엔으로 4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351조 11억 엔으로 3분기 연속 증가함.
◦ 제조업의 경우 해외경제 회복과 반도체 수급 완화로 수송용 기계, 정보통신기계, 납용기계 등 수출이 증가하여
기업수익이 회복되면서 경상수지와 매출이 각각 전년대비 22.1%, 9.2% 증가
◦ 비제조업의 경우 ’21년 4/4분기 이동제한 완화에 따라 서비스업, 물류·우편업 및 정보통신업의 수익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1년 3/4분기까지 적자였던 숙박업 및 생활 관련 서비스업의 경상이익이 4/4분기에
각각 8분기, 7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59)

- 설비투자는 ’21년 4/4분기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서 전년대비 4.3% 증가한 11조 5,518억 엔을 기록, 3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감염 확대 이전 수준(’19년 4/4분기: 11조 6,303억 엔)에는 미치지 못함.
◦ 기업의 투자성향을 보여주는 설비투자 대 현금흐름 비율은 ’21년 역대 최저 수준인 59.8%를 기록,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이 설비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이 나타남.60)

- 한편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이 기업 수익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1년에는 매출 및
매출 마진 성장이 이를 상회하였음.
◦ ’21년 1/4~4/4분기, 제조업/비제조업 전반에 걸쳐 전년대비 매출액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100)이 개선되었음.61)
그림 3-36. 일본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분기별)
(단위: 억 달러)

자료: JETRO(검색일: 2022. 4. 5).

그림 3-37. 기업의 경상이익, 설비투자 및 매출액 추이(분기별)
(단위: 조 엔)

주: 경상이익 및 매출액은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전 산업 통계(계절조정치),
설비투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금액(계절조정치).
자료: 財務省, 「法人企業統計」(검색일: 2022. 4. 5).

59) 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70380?site=nli(검색일: 2022. 4. 22).
60) 현금흐름=경상이익×0.5+감가상각비. 연도별 설비투자/현금흐름 비율은 4분기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음. 財務省, 「法人企業統計」(검색일:
2022. 4. 22); 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70380?site=nli(검색일: 2022. 4. 22).
61) 財務省, 「法人企業統計」(검색일: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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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정책 현황
■ [통화정책] 일본은행은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강화, 엔화약세 및 수입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을 나타냄.
- 일본은행은 ’22년 4월 27·28일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존의 수익률곡선관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함.62)
◦ 단기금리는 –0.1%(일본은행 당좌예금 중 정책금리 잔액에 적용), 장기금리는 0%로 유도하는 수익률곡선관리 정책 및
ETF, J-REIT의 자산매입 규모(각각 연간 12조 엔, 1,800억 엔 상한)를 유지
◦ 한편 코로나19 기간 대폭 확대했던 기업 자금지원의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규모를
축소 또는 종료하기로 결정(’21년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결정)
* ’20년 4월 연간 20조 엔으로 확대했던 기업어음(CP)·회사채 매입 한도를 ’21년 4월부터 이전 규모(CP: 2.2조 엔,
회사채 등: 3.2조 엔)로 서서히 인하
* 코로나19 대응 특별 오퍼레이션63) 중 중소기업 대출은 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22년 9월까지 실시하고, 대기업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은 ’22년 3월부로 종료하기로 결정64)

- 미국발 금리상승 압력에 따라 ‘22년 3월 말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자(3/6: 0.131%→ 3/28: 0.245%)
일본은행은 3~4월 10년 만기 국채를 0.25% 금리로 무제한 매입하는 ‘지정가 오퍼레이션(指し値オペ)’65)을 연달아
실시하였으며, 4월 28일에는 이를 매 영업일 실시하기로 결정, 장기국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
- 일본은행은 경기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통화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미국과의 정책 차이로 엔저가 가속화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음.
◦ 일본은행은 4월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물가상승은 에너지 등 수입가격 상승이라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장기화
가능성이 낮으며, 일본경제에 가계실질소득 감소, 기업수익 악화 등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완화를
지속하여 경제활동을 지지할 것을 밝힘.66)
◦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방향성 차이로 인해 미·일 금리차가 확대(’22년 3월 초: 1.6%대→’22년 4월 말: 2.6%대)
되면서 엔화 매도·달러 매수 거래가 증가하여 최근 달러/엔 환율이 130엔대로 급상승(4/28 기준, 그림 3-38 참고)
◦ 과거 엔저는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투자 증가, 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일본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최근의 엔저를 무역적자 확대, 소비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67)

- 시장에서는 엔저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일본은행이 완화조치를 일부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결정되면 일본은행의 노선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됨.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는 2023년 4월 8일 종료되며, ’22년 여름 참의원 선거 개최 이후 구로다 총재의
후임자 임명이 본격화될 전망
62) 日本銀行(2022. 3. 18), 「当面の金融政策運営について」.
63) ’20년 3월부터 실시된 코로나19 대응 자금융통 지원 특별 오퍼레이션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중소기업·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의 일본은행 당좌예금 중 시중자금 공급분에 대하여 일정 금리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제도임.
64) https://www.morningstar.co.jp/market/2021/1217/market_02180.html(검색일: 2022. 4. 9).
65) 일본은행은 ’16년 9월 장단기 금리 조작 정책을 도입한 이후 ’21년 3월 장기금리의 범위를 +/-0.25%로 확대하였는데, ‘지정가 오퍼레이션(공개시장조
작)’은 10년 국채금리가 지정 범위에 도달할 경우 장기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 사실상 장기 금리에 상한을 두는 수단임.
66) 日本銀行(2022. 5. 2), 「総裁記者会見要旨」, pp. 3~4.
67) 기업의 해외 생산이 증가하여 과거 대비 엔저의 수출촉진 효과가 줄어들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인바운드 수요 급감,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이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인해 엔저의 경기부양 효과는 약화되고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 이정은(2022. 3.
21), 「최근 엔화 약세의 배경과 전망」, 제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 공동 동향세미나, pp. 16~17. 한편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도 최근 현재 엔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에 대해 ‘나쁜 엔저’라고 표현하며 경계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음. 日本経済新聞(2022. 4.
16), 「財務相、異例の「悪い円安」 20年ぶり126円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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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전 정권에 이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재정건전화 속도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함.
- 기시다 정부는 ‘21년 11월 19일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재정지출 55.7조 엔)을 발표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21년 12월, ’21년도 추경예산 및 202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
◦ ’21년도 추경예산의 세출총액은 35조 9,895억 엔(신규 국채발행분: 22조 580억 엔)으로, 추경예산을 포함한 ’21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142.6조 엔을 기록(’21년도 총 신규국채 발행액: 65.7조 엔)
◦ 2022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관계비와 국채 이자비용의 증가로 전년대비 1조 엔 증가한
107.6조 엔(신규 국채발행액 36.9조 엔)으로 책정

- ’22년 기시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경제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4월 26일 발표한 첫 번째 대책은 물가 급등에
대응한 가계 생활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단기적인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7월 참의원 선거 전 발표 예정인 두
번째 대책은 기시다 정부의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 관련 시책 등 본격적인 경제대책을 포함할 전망임.
◦ 4월 26일 발표한 국비 6.2조 엔 규모의 ‘종합긴급경제대책’은 △유가 보조금 등 고유가 대책(1.5조 엔) △에너지·
원자재·식료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내 생산설비 확대, 비축 기능 강화, 국산재 생산 지원 등(0.5조 엔)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사업재구축 및 원재료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 등 지원(1.3조 엔) △저소득 가구 자녀 1인당
5만 엔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1.3조 엔) △예비비(1.5조 엔)로 구성68)

- 기시다 정부는 첫 번째 경제대책의 재원으로 2.7조 엔 규모의 ’22년도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며, 참의원 선거 이후
두 번째 경제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안을 추가 편성할 방침임.
◦ ‘새로운 자본주의’는 재정지출 및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및 분배 정책을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어
재정지출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기시다 정부는 ’21년 12월 발표한 ‘2022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침’ 및 ‘2022년도 세제개정안’ 등의 문건에서도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명확히 나타냈으며, 재정 건전화보다 경제 재건을 우선시할 것을 확실히 하였음.69)

그림 3-38. 달러/엔 환율 추이

그림 3-39. 신규 국채발행액 추이
(단위: 엔)

자료: みずほ銀行, 外国為替公示相場ヒストリカルデータ(검색일: 2022. 4. 22).

(단위: 조 엔)

자료: 第一生命経済研究所(2021. 12. 24), 「2022年度当初予算案のポイント整理」.

68) 内閣府(2022. 4. 26), 「コロナ禍における「原油価格・物価高騰等総合緊急対策」」.
69) ’2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서 ‘우선 경제를 다시 세우고 이후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고 명시. 内閣府(2021. 12. 3), 「令和４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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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이슈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수출 통제 강화, 국내 공급망 강화,
특허 출원 제한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함.
- 일본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격화된 미중 무역 마찰, 주요국의 경제안보 강화 추세 등에 대응하고 일본산업의
경쟁력 확보, 공급망 재구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전략을 추진해왔음.
- 기시다 내각은 특히 기술수출 제한에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허 공개 제한, 비밀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
신흥기술 수출 통제 및 간주수출 통제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음(’22년 5월부터 간주수출 통제제도 시행).
- 기시다 내각은 첨단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 배터리 공장의 국내 건설 지원정책 등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힘을 싣고 있음.
- 반도체, 희토류 및 5G 분야에서 쿼드 4국과 공급망 및 전략물자의 공동관리 협력을 추진 중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논의 중임.
◦ 미국은 2021년 디지털, 전략물자 공급, 청정에너지 등 분야를 포함한 실물경제 전반의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체계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창설을 제안하였으며, 일본에 협력을 요청함.70)
- 이외에도 일본정부는 경제안전보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안보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중앙성청의 정원을
100명 이상 늘리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
- 2022년 4월 7일 경제안전보장추진법71)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
◦ 해당 법안은 전체 7장 9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망 구축 강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첨단 기술 민관협력 △특허 공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법안은 ’22년 5월 10일 참의원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표 3-8. 경제안전보장법추진법안의 주요 내용
장

구성

2장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

3장

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4장

첨단 중요기술의 개발지원

5장

특허출원의 비공개

주요 내용
- 특정 중요물자 지정
- 민간사업자는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공급확보 대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 지원
- 주무장관은 특정 중요물자 사업자에게 해당 물자 또는 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생산·수입·판매·조달 또는 보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전기·가스·석유·수도·전기통신 등 기간인프라 중요설비의 도입 및 유지관리
위탁 시 사전심사
- 해당 기업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부과
- 첨단 중요기술자금 지원, 민관협력 지원을 위한 협의회 설치
- 자금배분기관에 설치하는 기금 중 일부를 특정 중요기술 연구개발 목적의
지정기금으로 지정
- 조사연구업무 위탁(싱크탱크) 추진
- 관계자가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내지 50만 엔 이하의
벌금 부과
-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큰 발명이 포함될 수
있는 기술분야에서의 특허출원을 심사하여 보전대상으로 지정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해당 특허의 외국특허출원 제한

자료: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및 「김규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 체계(전문가풀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70) 「日本經濟新聞」(2022. 3. 31), 「半導体の欠品防止、日米が新枠組み ASEANに参加要請へ - 脱中国依存の供給網めざす」.
71) 정식 명칭은 경제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것에 의한 안전보장의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안(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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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수요회복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일본은 생산자물가 상승에 비해 소비자물가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임.
- 기업물가지수의 경우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1년 3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22년 3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대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22년
3월 기업물가지수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9.5%,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1.2%).
-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일본의 기업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간 격차가 큰 원인으로는 상품 수요의
차이, 일본기업의 가격 결정력 및 통계가중치 차이 등이 지목되고 있음.72)
◦ [수급상의 차이] 일본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개인소비를 비롯한 수요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과거부터 부진했던 개인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개인저축률이 상승하였으며, 사회보험료 부담,
긴급사태선언 및 코로나 확산방지조치 장기화 등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실질가처분소득이 하락73)
*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따른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에 따라 보복소비가 미국 등
주요국 대비 제한적이었음.74)
◦ [일본기업의 가격 결정력] 일본기업은 소매가를 올릴 경우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생산비용 증가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보다 마진 축소, 비용 절감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75)
* ’22년 3월 원자재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0% 상승한 반면 최종재는 전년동월대비 4.0% 상승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내구소비재 가격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3.1%에 그쳐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증가분이 최종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76)
- [통계가중치의 차이]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높은 집세(가중치 18.3%), 휴대전화 통신료(가중치 2.7%) 등의 상승률이
높지 않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77)
◦ ’22년 3월 휴대전화 통신료는 전년동월대비 52.7% 하락하였으며, 집세는 0.1% 상승하였음.
-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엔화 가치의 하락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이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22년
핵심 CPI는 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78)
◦ 또한 ’21년 4월 이후 통신요금 인하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Go
To 캠페인’ 재개 등이 더해질 경우 숙박 및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등 관련 소비가 활성화되어 물가상승률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명목임금 상승률이 부진한 현 상황에서 물가상승은 가계의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져 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79)
* ’21년 명목임금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3%p, 실질임금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6%p 증가하였음.

72) 「日本銀行」(2022. 3. 29), 「コロナショックと物価変動」.
73) 「ニッセイ基礎研究所」(2022. 2. 8), 「経済正常化の鍵を握る個人消費－当面は貯蓄率の引き下げ、中長期的には賃上げによる可処分所得の増加が重要」;
「浦野 愛理」(2022. 1. 12),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下における家計の貯蓄と消費」.
74) 「日本経済新聞」(2022. 2. 9), 「貯蓄率、2年連続で34%超 21年も「リベンジ消費」弱く」.

75) 「日本銀行」(2021. 9. 27), 「最近の金融経済情勢と金融政策運営」; 「日本經濟新聞」(2021. 12. 10), 「企業物価41年ぶり伸び、川下製品に広がる 小売り波
及も」.
76) 日本銀行調査統計局」(2022. 3), 「企業物価指数」.
77) 「日本銀行」(2022. 3. 29), 「コロナショックと物価変動」; 「總務省」(2022. 4 .22), 「消費者物価指数」.

78) 「ニッセイ基礎研究所」(2022. 4. 22), 「消費者物価(全国22年3月)－コアCPIは22年4月以降、2％前後の伸びが続く見通し」.
79) 「日本經濟新聞」(2021. 12. 10), 「企業物価41年ぶり伸び、川下製品に広がる 小売り波及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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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기업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그림 3-41. 명목임금지수 및 실질임금지수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日本銀行(검색일: 2022. 4. 25).

(단위: 2020년 평균 =100)

자료: 厚生労働省(검색일: 2022. 4. 28).

4) 2022년 및 2023년 전망
■ 일본경제는 2022년에 2.0%, 2023년에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억제된다는 전제하에 개인소비, 설비투자, 정부지출 등이 회복세를 지속하여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 ’22년 1/4분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본 대부분 지역에서 방역 규제조치가 실행되면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3월 21일부로 규제조치가 전면 해제되어 경제활동 정상화에 돌입, ’20~’21년
크게 증가한 가계 초과저축이 소비지출로 이어져 개인소비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설비투자가 회복하고 있으며, 백신 3·4차 접종 등 코로나19 대응 지출과 2022년도
긴급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부지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물가·수입가격 상승 및 유럽 등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반도체 부족 등 공급 제약이 경제성장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과의 통화정책 차이로 인한 엔저 가속화도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성장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11.8%(2018년 기준)로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 및 기업수익 악화로 직결되며, 당분간 에너지 가격 상승·엔저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과 더불어 ‘21년
3/4분기부터 적자 전환된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3-9. 주요 기관의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지역

일본

KIEP
[2021.5.6]

IMF
[2022.4.22]

IHS Markit
[2022.4.21]

다이와
종합연구소
[2022.3.18]

’22

’23

’22

’23

’22

’23

’22

’23

’22

’23

’22

’23

’22

’23

’22

’23

2.0

1.6

2.4

2.3

2.4

1.8

2.7

2.6

2.9

1.9

1.8

1.6

2.1

1.7

2,1

1.3

일본은행
[2022.4.28]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
[2022.3.9]

주: 1) [ ] 안은 전망치 발표 시점.
2) 일본은행, 닛세이기초연구소는 해당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기준, 그 외는 해당 연도 1~12월 기준임.
* 일본은행은 정책위원 전망의 중앙치.
자료: 기관별 전망 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닛세이
기초연구소
[2022.4.7]

일본경제연구센터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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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흥국 경제 전망
가. 중국
1) 거시경제 현황
■ 중국의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은 8.1%로 전년대비 5.9%p 확대되었으나 기저효과 축소 및 코로나
재확산,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3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1/4분기 4.8%를 기록
- 2021년 하반기, 중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 홍수, 투자 저조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증가세가 둔화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부진
◦ 소비, 투자, 순수출의 GDP 기여율이 각각 65.4%, 13.7%, 20.9%로 소비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투자 제한 정책으로 인해 투자의 기여율이 대폭 축소

- 2022년 1/4분기 춘절 요인으로 중국의 생산, 소비, 투자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3월부터 개선세가 축소
◦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강력한 봉쇄조치로 인해 3월 생산, 소비, 투자가 각각 5.0%, -3.5%, 9.3%를
기록하며 1~2월(7.5%, 6.7%, 12.2%)대비 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수출입은 대체로 증가세가 약화
표 4-1.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그림 4-1. GDP 성장률 및 주요 부문의 기여율
(단위: %)

구분

’19

’20

GDP

6.1

2.2

소매판매

Q4

Q2

Q3

Q4

Q1

4.9

6.5

8.1 18.3 7.9

Q1

4.9

4.0

4.8

8.0 -3.9 0.9

4.6

3.4 33.9 14.1 4.9

3.5

3.3

2.9

4.9 25.6 12.6 7.3

4.9

9.3

2.9

0.8

3.6

8.8 16.9 21.2 49.0 38.6 24.3 23.3 15.0

수출

0.5

수입

-2.7 -0.8 3.2

5.2 21.5 28.0 36.1 26.3 23.9 10.0

5.7

7.1

산업생산

물
가

‘22

Q3

고정자산투자 5.4

PMI

’21

2.8

5.8

(단위: %)

9.6 24.5 9.0

5.1

3.9

5.0

제조업 49.8 49.9 51.2 51.8 50.5 51.3 51.0 50.0 49.9 49.9
비제조업 54.0 52.6 55.1 56.1 52.9 53.4 54.5 51.3 52.5 50.4
CPI

2.9

2.5

2.3

0.1

0.9

0.0

1.1

0.8

PPI

-0.3 -1.8 -2.2 -1.3 8.1

2.1

8.2

9.7 12.2 8.7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누계치임.
2) 소매판매, 산업생산, PMI, CPI, PPI는 분기 합의 평균임.
자료: CEIC, 중국해관총서, 중국국가통계국.

1.8

1.1
자료: CEIC.

■ [소매판매] 2021년 하반기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과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선제적인 코로나19 봉쇄조치 시행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소매판매 증가율이 3.4%를 기록하였으며, 3월에 소비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022년
1/4분기 3.3%를 기록
- 2021년 소비는 1/4분기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며 특히 식음료 소비가 저조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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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품 소비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조치가 지역별·단계별로 이어지면서 서비스
소비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

- 2022년 1/4분기 소비증가율은 3.3%로 1~2월 계절성 요인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봉쇄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3월 마이너스로 전환
◦ 동계올림픽개최를 위한 선제적인 봉쇄조치로 2022년 1~2월 중 온라인 소비 비중이 다소간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3월 중국의 소비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5%를 기록

■ [고정자산투자] 2021년 중국 고정자산투자는 연중 감소세를 보이며 4.9%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 중국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2022년 1/4분기 9.3%를 기록
- 2021년 초부터 시행된 중국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정책 및 헝따그룹 사태로 인한 부동산 투자가 약화되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 또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
◦ 2021년 부동산 부문 투자가 약화(4.4%)되었으며 인프라 부문 투자 증가세 또한 큰 폭으로 하락(0.4%)한 가운데
제조업 부문 투자가 13.5%를 기록하여 투자 부문을 견인

- 중국정부의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완화, 민간 부문 투자 촉진 등에 따라 2022년 1/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9.3% 증가
◦ 2022년 1/4분기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 투자는 각각 15.6%, 8.5%, 0.7%를 기록하여 2021년 12월 이후 제조업
투자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투자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또한 2022년 1~2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2.2% 증가하였으나 3월 9.3%로 하락하며 다소 하락

■ [대외무역] 2021년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전년대비 각각 21.2%, 21.5%를 기록하며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 1/4분기 다소 저조한 양상을 보이며 3월 수출이 확대 폭이 축소되고 수입은 급격히 감소
- 2021년 중국의 총 수출입 규모는 6조 달러를 돌파80)하였으며 5대 교역 상대국은 ASEAN, EU, 미국, 일본, 한국
순임.
- 품목별로는 기계·전자제품의 수출입이 각각 전체 수출의 59.0%,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20.4%, 12.2% 상승
◦ 세부 품목별로는 자동데이터 처리설비 및 그 부품, 휴대전화, 자동차의 수출액이 각각 12.9%, 9.3%, 104.6% 늘어났으며
집적회로 수입액이 15.4% 증가
◦ 2021년 하반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회복되면서 중국의 수출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2022년 중국의 주요
수입대상국으로부터 수입이 대폭 감소
◦ 수출증가율은 4분기 연속, 수입증가율은 3분기 연속 축소되었으며 특히, 2022년 3월 수입증가율은 마이너스(-0.1%)를
기록하며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 2022년 1/4분기 국가별로는 중국의 대일본, 미국, 호주, 독일 수입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품목별로는 주요 수입품인
철광석, 기계 및 전기 제품, 첨단기술 제품의 수입이 감소

80) 중국의 총 수출입액은 2013년 4조 달러를 달성, 2020년 4조 6,462억 달러를 기록.

67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5.17.

68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그림 4-2. 상품/서비스 소비 비중

그림 4-3.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단위: %)

주: 총 소비에서 상품/서비스 비중을 나타냄
자료: CEIC, 국가통계국.

그림 4-4.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자료: CEIC, 국가통계국.

(단위: %, 억 USD)

자료: CEIC, 국가통계국.

■ [산업생산] 2021년 산업생산(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하였으나 2021년
4/4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1/4분기에는 6.5%를 기록
- 제조업이 산업 생산 부문을 견인하면서 기저효과를 고려한 2년 평균 증가율은 6.1%로 평년 수준을 회복
◦ 채광업, 제조업, 에너지생산 및 공급업이 각각 5.3%, 9.8%, 11.4%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41개 주요 산업 중 39개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36개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

- 다만 산업생산 증가율은 2021년 9월 11.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22년 3월에는 6.5%를
까지 하락
◦ 주요 부문인 채광업, 제조업, 에너지생산 및 공급업 중 채광업은 1~2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및 에너지생산 및
공급업은 둔화되는 추이

■ [PMI] 2021년 PMI는 50선을 상회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신규주문이 감소하며 연속 하락하여 2022년
1/4분기 제조업 PMI는 50선을 하회
- 2021년 상반기, 제조업 PMI는 51을 상회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구매 지수의 악화로 연속 하락(연말·연초 계절성 요인 제외)
- 비제조업 PMI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53선을 상회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신규 주문 및 고용이 악화되어 연속
하락세
-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계절성 요인으로 50선을 상회하였으나 2022년 3월에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모두 50선을 하회
◦ 2022년 1~2월 50선을 유지하던 제조업 PMI는 4월, 2008년 12월(41.2)이후 최저점인 47.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주요하게 공급자배송시간, 신규주문지수, 신규수출주문지수, 구매물량지수가 각각 9.3%p, 6.2%p, 5.6%p, 5.2%p
하락함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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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조업 PMI 또한 2022년 1~2월 51선을 상회하였으나 4월, 41.9를 기록하며 2005년 1월 통계 발표 이래
최저점으로 이는 주요하게 신규주문지수, 신규수출주문지수, 공급자배송시간이 각각 8.3%p, 3.1%p, 2.4%p 하락한
것에 기인

■ [물가] 2021년 CPI 증가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PPI 증가율은 4분기 연속 상승세로 2022년 1/4분기에도
CPI 증가율은 1.1%, PPI 증가율은 8.7%를 기록하며 같은 기조를 보임.
- 2021년 CPI 증가율은 교통통신(4.1%), 문화오락(1.9%), 생활용품 및 서비스(0.4%), 식료품(0.3%) 증가폭
감소로 0.9%를 기록하였으며 PPI 증가율은 1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8.1% 기록
◦ 중국 CPI 구성의 약 26%를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 중 돼지고기 가격이 30.3% 하락하면서 CPI 증가율이 안정세를
보였으며 PPI는 생산자 구매 가격이 전년대비 11.0% 증가하면서 4분기 연속 증가

- 2022년 1/4분기 CPI 및 PPI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1%, 8.7% 상승하였으나 월별로는 3월 CPI 증가율이
1~2월 CPI 증가율 대비 다소 상승한 반면 PPI는 하락하는 양상
◦ 2022년 3월, 근원 CPI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로 중국 내 봉쇄조치 장기화로 인
한 물류 지연으로 신선식품(채소류)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국제 에너지 및 곡물 가격 상승으로 CPI 증가폭이 다소 확대
◦ 동기간 PPI 증가율은 2021년도 PPI 물가가 높았던 영향으로 현재 PPI 상승분의 일부가 상쇄되며 전년동기대비 하
락하였으나 8.0%를 상회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

그림 4-5. 산업생산
(단위: %)

주: 3월 수치는 1/4분기 누적 수치, 그 외는 월
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CEIC, 국가통계국.

그림 4-6.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지수

자료: CEIC, 국가통계국.

그림 4-7. CPI 및 PPI 증감률
(단위: %)

자료: CEIC, 국가통계국.

■ [고용] 2021년 조사실업률81)은 5.1%까지 감소하며 코로나 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였으나 봉쇄조치
장기화로 인해 2022년 1/4분기 조사실업률은 상승세
- 2021년 신규 취업자 수는 1,269만 명으로 전년대비 83만 명 증가하여 연간목표82)를 달성하였으며, 조사실업률은
전년대비 0.5p% 하락하여 개선세를 보이며 중국이 2021년 목표로 설정한 약 5.5%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
81) 중국 실업률 통계는 등록실업률과 조사실업률이 있으며 본문에는 농민공 이동 등 현실 상황이 좀 더 반영된 조사실업률을 기준으로 작성함.
2020년 신규고용자는 1,186만 명으로 2020년 신규고용자 목표치인 900만 명을 상회하고 실업률 또한 목표 구간(6.0% 내외) 내에 속함.
82) 2021년 신규고용자 목표치는 1,100만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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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4분기 신규 취업자 수는 285만 명으로 조사실업률은 5.5%를 기록하였으나 3월 조사실업률이 5.8%를
기록하며 신규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120만 명 감소
◦ 2022년 3월 신규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전환되었으며 조사실업률은 2020년 5월(5.9%) 이후
최고치를 기록

■ [금융·외환 시장] 2022년 1/4분기,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장기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중국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위안화 환율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식 시장 또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정부가 고시 환율을 6.4위안으로 발표하면서(4월 22일) 위안화 약세로 전환
◦ 2022년 4월 코로나로 인한 봉쇄조치가 장기화되고 중국정부가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위안화 가치 하락세

- 2022년 1월 말 3,500선을 상회하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4월 2,800선까지 하락
◦ 중국정부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내 경제가 둔화된 것과 더불어 중국정부의 부
양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발현되지 않아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외투 자본 유출이 가속화83)

그림 4-8. 실업률 및 신규고용 증감률

그림 4-9.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

(단위: %)

(단위: 위안/달러)

자료: CEIC

자료: CEIC.

그림 4-10. 중국 주가지수
(단위: 지수)

자료: CEIC.

2) 거시정책 현황
■ [거시경제 기조] 2022년 중국은 ‘안정을 최우선, 안정 속 성장 추구’의 거시경제 기조 아래 실물경제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와 투자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중국은 ‘안정’에 초점을 두어 경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3월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5% 내외’를 제시함.

83) 2022년 3월 중국 채권시장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1,125억 위안으로 연속 2개월째 순매도를 기록(2월 외국인 순매도 규모 804억 위안)하고
있으며, 3월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451억 위안을 기록함. 经济50人论坛(2022. 4. 27), http://www.50forum.org.cn/home/article/de
tail/id/9091.html(검색일: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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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계산한 2021년 중국의 2년 연평균(2020~21) 경제성장률은 5.1%로, 2022년에 제시된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021년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수준임.
◦ 이는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경제 불확실성을 적극 대응하고 경제 안정 및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됨.

-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강화할 계획으로, 조세감면과 재정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소비·투자 시장의 안정적 회복을 도모할 방침임.
◦ 중국정부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감세정책을 활용할 계획이며, 시장 중요 참여자인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안정을 통한 소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또한 14.5 규획에서 제시한 102개 중점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중국의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신형인프라 건설과 R&D 투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적극적 재정정책] 중국은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2022년 재정적자율 목표는 2019년 수준으로 인하하지만, 2021년의
이월 예산 등을 활용하여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임.
- 중국정부는 2022년 재정적자율 목표로 2.8%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2021년 대비 0.4%p 인하되었으며 2019년의
재정적자율 목표와 동일한 수준임.
◦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로 확대된 재정적자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2022년 재정적자 규모는

약 3조 3,700억 위안으로 추정됨.
◦ 재정적자율 목표는 인하되었지만, 중국정부는 2021년 이월 예산84)과 특정 국유 금융기관에서 전년도

이익을 재정부로 이전85)하여 재정지원 여력을 확대할 계획임.
- 2022년 중국정부는 민생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정지출은 2021년
대비 약 2조 위안 추가 확대한 26조 7,000억 위안이 될 전망임.
◦ 취업 안정을 위하여 취업보조금을 617억 5,800만 위안(전년대비 51억 6,800만 위안↑)까지 늘리고 1,000억

위안의 실업보험 기금을 사용하여 취업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임.
◦ 신형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는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인 3조 6,500억

위안으로 유지될 방침이며, 중앙예산 내 투자를 6,400억 위안으로 책정하여 정부 예산 내 투자구조를 개선할
계획임.
- 중국은 기업에 대한 감세헤택과 함께 기존에 제한적으로 운용하여 왔던 부가세 환급정책을 확대하여 기업의
부가가치 공제세액 환급을 추진할 계획임.
◦ 2022년 중국은 기업에게 약 2조 5,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혜택을 제공될 계획이며, 이 중 1조 5,000억

위안은 기업의 부가가치 공제세액 환급(留底退税)86)을 통하여 지원할 예정임.

84) 2021년 이월 예산을 활용하여 중국정부는 재정적자율의 1%에 해당하는 1조 2,670억 위안을 조달할 계획임. 新浪财经(2022. 3. 5),
https://k.sina.com.cn/article_7517400647_1c0126e4705902zreq.html(검색일: 2022. 4. 9).
85) 국유 금융기관 이익 이전을 통하여 약 1조 6,500억 위안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3월 8일 인민은행은 외환보유고 운영수익 등의 1조 위안
이상의 전년도 이익을 순차적으로 재정부에 이전할 것을 발표함. 新浪财经(2022. 3. 9), https://finance.sina.com.cn/roll/2022-03-09/doc-imc
wiwss4993281.shtml(검색일: 2022. 4. 9).
86) 부가가치 공제세액 환급은 기업의 투자 시에 공제받는 부가가치세에서 기업 매출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제한 후 남은 잔액을 환급해
주는 정책임. https://baike.baidu.com/item/留底退税/23373585?fr=aladdin(검색일: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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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영세기업과 제조업, 과학기술 등 6개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 공제세액 환급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영세기업의 기존 공제세액 잔액은 6월 이전에 환급을 진행87)

■ [안정적 통화정책] 경기회복을 위하여 실물경제에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연하게 공급할 계획임.
- 2021년부터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며, 2022년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전망임.
◦ 2021년 중국은 하반기에 지급준비율을 두 차례 인하하였고(7월 0.5%p↓, 12월 0,5%p↓),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
(LPR)도 0.05%p 인하함.88)
◦ 2022년 중국은 신규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1월에 1년 만기 LPR,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MLF), 역RP를 각각 0.1%p 인하하고89) 4월 지급준비율을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함.90)
◦ 다만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중국의 정책 금리인하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통한 대출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91)
-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통화정책 기조에 맞추어 1/4분기 통화공급량 및 사회융자규모도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92)
◦ 2022년 3월 M2 공급량은 249조 7,7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하였으며, 1/4분기 사회융자규모는
12조 6,0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함.
◦ 2022년 1/4분기 위안화 대출 규모도 8조 3,400억 위안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6,636억 위안 증가

3) 핵심 이슈
■ [인플레이션]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외부 유입성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존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은 외부 유입성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존재함.
◦ 2021년 기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중요 상품으로는 천연가스(17.3%), 석유(15.5%), 알루미늄

(18.9%)이 있으며, 우크라이나로부터는 옥수수(27.1%), 보리(25.8%) 등의 농산품을 주로 수입하였음.93)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주요 원자재 구입가격과 상품

출고가 지수가 각각 66.1%, 56.7%를 기록하며 최근 5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함.94)
87) 6개 업종으로는 제조업, 과학기술 연구, 전력·열·가스·물 생산 공급 산업, 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업, 생태보호·환경 관리 산업, 교통운수업을 포함하고
있음. 税务总局(2022. 3. 22),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760/c5173766/content.html(검색일: 2022. 4. 9).
88) 新浪财经(2022. 3. 9), http://finance.sina.com.cn/jjxw/2022-03-09/doc-imcwipih7505237.shtml(검색일: 2022. 4. 9).
89) 2022년 2월 기준, 중국의 평균 지급준비율은 8.4%, 1년 만기 LPR은 3.7%, MLF는 2.85%, 역RP는 2.1% 수준임. 中国人民银行 DB, http://www.pbc.
gov.cn/rmyh/index.html(검색일: 2022. 4. 9); 21世纪经济报道(2022. 3. 16), https://www.163.com/dy/article/H2K607AA05199NPP.html
(검색일: 2022. 4. 9).
90) 4월의 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장에 약 5,300억 위안의 장기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人民银行(2022. 4. 15), http://www.pbc.
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4531945/index.html(검색일: 2022. 4. 22).
91) 海通证券(2022. 4. 16), 「降准后, LPR如何走?--对央行降准的理解」, p. 5.
92)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4527980/index.html.
93) 海通证券(2022. 1. 25), 「我国从俄、乌进口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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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산·소비 수요가 감소하여 중국 근원 CPI 증가율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 품목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식품 가격이 다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3월 CPI 증가율은 주요 구성부분인 돼지고기 가격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1.4% 하락하면서

식품 가격이 전년동기대비1.5% 하락하였으나 비식품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3.5% 상승
◦ 특히, 휘발유, 경유, LPG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24.6%, 26.9%, 27.1% 상승하여 비식품 중 에너지 품목의

물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남.95)
◦ 중국 CPI 증가율 중 식품 가격 및 비식품 가격의 비중은 각각 약 30%, 약 70%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해 비식품 물가 반영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96)

■ [‘전정특신’ 전략] 중국정부는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응하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혁신’의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임.

- 이번에 양회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라는 문구가 처음 명시되었으
며,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혁신’의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임.97)
◦ ‘전정특신’ 전략은 2011년 「중국산업발전과 산업정책 보고」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2013년 공업

정보화부서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의 ‘전정특신’ 발전 촉진을 위한 지도의견」과 2015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국제조 2015」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념을 정비함.98)
◦ 2019년 이후 미중갈등이 본격화 되면서 ‘전정특신’ 관련 정책이 대거 출시되었으며, 2022년 양회에서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전략에서 국가 제조업 경쟁력 제고 전략으로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함.

- ‘전정특신’ 전략은 중소기업을 △일반 ‘전정특신’ 중소기업 △제조업 단일분야 우수기업 △‘작은거인’으로 불리는 강소기업
3단계로 구분하며, 현재 중국은 600여 개 제조업 단일분야 우수기업, 4,700여 개 강소기업을 포함한 4만 개 이상의
‘전정특신’ 중소기업이 있음.99)
◦ 제조업 단일분야 우수기업은 장기간 특정 제조분야에 전문화 된 기업으로 해당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위그룹에 속한 기업을 의미하며, ‘작은거인’ 강소기업은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선도기업으로 높은
시장점유율과 혁신능력, 그리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함.
◦ 2017년에 중국정부가 53개의 제조업 단일분야 우수기업을 발표하면서 ‘전정특신’ 기업 육성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이후 중국정부는 272개의 제조업 단일분야 우수기업과 4,673개 강소기업을 발표하면서 ‘전정특신’
기업 육성을 본격화 함.
◦ 강소기업의 90% 이상은 제조업의 ‘4대 기초’ 분야인 △핵심 기초부품 △핵심 기초소재 △선진 기초공정

△산업기술 기초산업에 분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의 소부장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중국은 3,000개의 강소기업을 추가적으로 육성하여 5만 개의 ‘전정특신’ 중소기업 육성을 선도할 계획이며,100)
94) 海通证券(2022. 3. 31), 「疫情再起：复苏暂缓——3 月全国 PMI数据解读」.
95)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비식품 물가 상승률은 0.7%임.
96) 일본, 미국의 CPI 중 식품가격 비중은 각각 약 20%, 약 8%.
97) 21经济网(2022. 3. 6), https://m.21jingji.com/article/20220306/herald/441e92e41a3393ab92932ab9a25c97ac.html(검색일: 2022. 4. 10).
98) 灼鼎咨询(2022), 「“专精特新”政策研究报告」, p. 16.
99) 灼鼎咨询(2022), 「“专精特新”政策研究报告」, pp. 5~13.
100) 21经济网(2022. 3. 6), https://m.21jingji.com/article/20220306/herald/441e92e41a3393ab92932ab9a25c97ac.html(검색일: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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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지역의 ‘전정특신’ 기업 육성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평균적으로 ‘전정특신’ 기업으로 선발된 기업에게는 20만 위안, 제조업 단일분야 우수기업으로 선발된 기업에게는

100만 위안, 강소기업으로 선발된 기업에게는 600만 위안의 장려금과 연 2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4) 2022년 및 2023년 전망
■ 2022년 중국은 ‘경제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제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지역 봉쇄로
인해 경제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2022년 경제성장률은 중국정부 목표치보다 0.4%p 하락한 5.1%를 기록할 전망임.
- 2022년 중국정부는 ‘5.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와 투자에 집중한 경기부양책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 상반기에 집중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중국은 과도한 산업규제,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 미중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경제 하방압력의

상승과 함께 소비 위축, 공급 충격, 경제전망 약화의 경제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101)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각각 18.3%, 7.9%, 4.9%, 4.0%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2조 5,000억 위안의 감세정책, 제조업 핵심경쟁력 강화, 신형인프라 건설

추진, 14.5 규획의 102개 중점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등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제시함.
-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중국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국 경제의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임.
◦ 2022년 3월 이후 중국 전역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으며, 4월 25일 총 확진자수는 2만

8,968명, 무증상 환자수는 24만 5,343명으로 보고됨.102)
◦ 중국정부는 3월 초, 중국은 길림성, 장춘시, 선전(深圳)에 대한 봉쇄를 추진하였으며, 3월 인구 2,500만

명의 상하이(上海)에는 전수 검사와 함께 부분적 봉쇄조치를 실행함.103)
◦ 현재 중국은 아파트단지 및 주민지역별로 7개의 고위험지역과 133개의 중위험지역을 선포하였으며,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봉쇄가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함.104)
◦ 코로나19로 경제적 영향을 받은 지역을 현(县)급과 도시로 구분하여 계산할 경우, GDP 비중은 70%, 소비, 투자,
무역의 비중은 각각 70%, 60%, 90%의 수준임105)(그림 참고).

101) 중국경제 삼중고는 리커창 총리가 2021년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71
8990401349771761&wfr=spider&for=pc(검색일: 2022. 4. 9).
102) 해당 데이터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확잔자 수를 제외한 수치이며, 25일 신규 유증상 확진자 수는 2,666명, 신규 무증상 확진자 수는 1만
7,581명임. 腾讯新闻(2022. 4. 25), https://news.qq.com/zt2020/page/feiyan.htm#/(검색일: 2022. 4. 25).
103) 海通证券(2022. 4. 19), 「本轮疫情: 影响多少投资?」, p. 12.
104)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위험지역은 지린성(3개), 푸지엔성(2개), 헤이롱장성(2개)이고, 중위험지역은 헤이롱장성(31개), 후난성(2개), 광동성(3개),
장수성(2개), 상하이시(13개), 지린성(49개), 허베이성(2개), 허난성(5개), 푸지엔성(10개), 안후이성(8개), 장시성(3개), 샨시성(3개), 산시성(1개),
배이징시(1개)임. 澎湃新闻(2022. 4. 21),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7728720(검색일: 2022. 4. 22).
105) 중국은 아파트 단지 및 주민구 별로 봉쇄초치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해당 통계는 확진자 발생 지역을 경제통계가 제공되는 현(县)급 지역과
도시로 구분하고 있어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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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코로나 확산 지역의 경제 비중(7일 이동 평균)

그림 4-12.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현황(2022. 5. 11 기준)

주: 코로나19의 영향지역은 누적 14일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도시를 의
미하며, GDP와 소비는 2021년 데이터를 사용하고, 고정자산투자와
수출은 2017년 데이터를 사용함.
자료: 海通证券(2022. 4. 18), 「疫情影响显现--2022年一季度经济数据
点平」 재인용.

자료: https://news.qq.com/zt2020/page/feiyan.htm#/(검색일: 2022.
5. 11).

-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은 2/4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평가되며,106)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정부가 발표한 목표치에서 0.4%p 하락한 5.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 1~2월 소비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의 인센티브 정책에 힘입어 6.7%를 기록하였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봉쇄 기간이 연장되면서 3월 소비증가율은 –3.5%를 기록
◦ [투자] 3월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6.7%로 1~2월 대비 5.5%p 하락하였으며, 3월 제조업 투자증가율이
20.9%(2월)에서 11.9%로 하락하고, 부동산투자도 3월에 –2.4%를 기록하며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됨.
◦ [생산] 3월 규모 이상의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2월 대비 2.5%p 하락한 5%로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였으며, 2022년 1/4분기 공업생산 이용률은 75.8%로 2020년 2/4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 2022년 1/4분기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중국정부는 빠르게 정부 주도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107) 이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4월에 코로나19가 베이징으로도 확산되며 조양구(朝阳区)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봉쇄를 추진하고 있어서,
코로나19 확산 심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23년 중국 국내 코로나19가 안정화될 경우,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정상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
경제성장률은 5.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을 지난 후 2023년에 중국정부는 강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회복세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됨.

106) 海通证券(2022. 4. 18), 「疫情影响显现--2022年一季度经济数据点评」.
107) 1/4분기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규모는 1조 3,000억 위안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올해 처음으로 제시한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규모 할당량(1조 4,600억 위안)의 90%를 차지하는 규모로, 이는 2020년의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속도보다 빠른 수준임.
海通证券(2022. 4. 26), 「专项债：进度如何？投向哪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5.17.

76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 중국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이자의 팍스로이드 2만 1,200상자를 수입하여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에 배포하고108) 코로나19의 치명률을 줄이기 위한 3차 백신접종을 확대하고 있어 2023년에는 제로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2년 상반기에 강하게 추진하려는 정부 주도의 투자 계획들이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존재함.

표 4-2. 주요 기관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

KIEP
[2022. 5]

IMF
[2022. 4]

ADB
[2022. 4]

World Bank
[2022. 1]

Oxford Economics
[2022. 3]

연도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중국

5.1

5.3

4.8

5.2

5.0

4.8

5.1

5.3

4.8

5.4

주: [ ]안은 전망치 발표시점.
자료: 기관별 전망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108) https://baijiahao.baidu.com/s?id=1728486494957389267&wfr=spider&for=pc(검색일: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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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인도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신흥국 중 가장 높은 9.2%를 달성하며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인도는 2021년 3/4분기(8.5%)와 4/4분기(5.4%)에 정부지출 확대 및 저금리 기조를 통한 민간소비 진작으로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며 연간 9.2%의 성장률을 기록함.109)
- 민간소비, 정부지출, 총고정자본형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의 2021년 분기별 성장률은 대부분 플러스로 전환됨.
◦ [민간소비] 2021년 민간소비 부문의 연간성장률은 9.5%를 기록하였으나 소비심리 위축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 불완전한(incomplete) 노동참여율 회복, 비공식부문과 중소기업(MSMEs)에서의 부진한 회복세 등에 의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110)
◦ [정부지출] 2021년 정부지출은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 수입 확대에 따른 관세 증가 등 세수 확대에
기반하여 전년대비 9.3% 증가함.111)
◦ [총고정자본형성] 2021년 총고정자본형성은 투입 비용증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건설 활동 지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설비가동률(CU: Capacity Utilization) 회복(2021년 3/4분기: 68.3% → 4/4분기: 72.4%)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한 2조 3천억 루피(₨ 2.3lakh crore) 규모의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s)
프로그램 승인, PM 가티 샥티 마스터플랜 개시 등으로 22.3%의 증가세를 기록함.112)

- [농림수산업]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연간 4.6%의 성장률을 달성한 농림수산업은 2021년에도 생산
및 수출이 지속 증가하며 3.2%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2년 1/4분기에도 3.5%의 성장세를 이어감.
◦ 2021년 4/4분기와 2022년 1/4분기에 적절한 강우량, 저수지 및 토양 개선 등으로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총부가가치가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함.113)
◦ 2021/22 회계연도 농산품 수출은 전년동기 364억 달러 대비 23% 증가한 449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업 성장세를
견인함.114)

- [산업] 2021년 산업의 연간 성장률은 16.8%를 달성하며 전년도의 역성장(–7.2%)을 대부분 회복하였으나 4/4분기부터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며 2022년 1/4분기에는 3.0%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21년 4/4분기와 2022년 1/4분기 산업성장률은 각각 0.2%와 3.0%를 달성하고 산업생산(IIP) 증가율은 각각 2.1%와
1.3%를 기록함.
◦ 이는 이전 분기(2021년 3/4분기 산업성장률: 7.0%, IIP 증가율: 9.5%) 대비 하락한 수치로 제조업의 공급 부족 및
투입 비용 상승으로 전반적인 산업의 회복세가 더뎌짐.115)
109) Government of India, https://mospi.gov.in/documents/213904/416359//PRESS_NOTE-Q2_2021-221638274412474.pdf/3557d3
e3-e19d-0544-266d-803d29e0aa07(검색일: 2022. 4. 14).
110) 2011/12년 기준가격 민간소비는 2019년 1조 1,683억 달러, 2020년 1조 294억 달러, 2021년에는 1조 1,256억 달러를 기록함. CEIC(검색일:
2022. 4. 25).
111)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순 세수입(net tax revenue)은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함.
112) BULLETIN(2022. 4), 인도중앙은행(RBI), pp. 54-58.
113) Ibid., p. 64.
114)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임.
115) BULLETIN(2022. 4), 인도중앙은행(RBI), p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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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회복세 저하는 원유생산 감소에서 기인하였으며, 주로 자본재와 내구소비재 등의 생산이 감소함.

-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총부가가치는 2021년에 7.8%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2022년 1/4분기
성장률은 다소 둔화한 4.7%를 기록함.116)
◦ 2021년 하반기에 무역, 호텔, 교통, 통신 등 대면서비스업은 정상화 기조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다소 주춤함.
◦ 그러나 대부분의 교통·통신 서비스가 정상화되고, 국내 항공 이용량, 상용차 판매량, 철도 및 화물 운송량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그림 4-13. 인도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그림 4-14. 인도 산업별 성장률 추이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CEIC(검색일: 2022. 4. 7).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CEIC(검색일: 2022. 4. 21).

표 4-3. 인도의 부문별 성장률 추이
(단위: %)

2020년

구성 요소
(GDP 비중)
GDP 성장률
민간소비
정부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수출
수입
농림수산업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59)
(13)
(27)
(19)
(19)
(18)
(24)
(13)
(49)

2.8
1.7
7.5
-0.4
-8.8
-2.6
8.0
-2.0
-4.6
5.5

-23.8
-23.7
13.6
-45.3
-25.5
-41.1
3.0
-33.7
-31.5
-20.8

-6.6
-8.3
-22.9
-4.5
-6.4
-17.9
3.2
0.6
5.2
-10.8

0.7
0.6
-0.3
-0.6
-8.6
-5.2
4.1
6.3
8.4
-0.9

연간
-6.7
-7.4
-0.5
-12.7
-12.3
-16.7
4.6
-7.2
-5.6
-6.8

202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5
6.5
29.0
10.1
3.7
11.7
2.8
13.4
15.2
2.1

20.3
14.2
-4.4
62.5
40.4
60.7
3.5
46.6
49.0
10.5

8.5
10.2
9.3
14.6
20.5
40.7
3.7
7.0
5.6
10.2

5.4
7.0
3.4
2.0
20.9
32.6
2.6
0.2
0.2
8.2

연간

1/4분기

9.2
9.5
9.3
22.3
21.4
36.4
3.2
16.8
17.5
7.8

4.8
1.5
11.7
1.3
7.8
1.3
3.5
3.0
1.7
4.7

주: 1) 2011/12년 기준가격.
2) 역년(CY: Calendar Year)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구성 요소의 GDP 비중은 2021년 기준.
4) 2022년 1/4분기는 추정치.
자료: CEIC, 인도중앙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검색일: 2022. 4. 21).

■ [경상수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 증가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며 2021년 4/4분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3/4분기의 1.3% 대비 심화된 2.7%를 기록함.117)
116)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의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2019년 10월에서 2020년 3월까지의 수준보다 8% 상회함.
117) BULLETIN(2022 4), 인도중앙은행(RBI),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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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2 회계연도 상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액 역시 급증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동기대비 87.5% 증가한 1,922억 달러를 기록함.118)
◦ 2021/22 회계연도 상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4,180억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119) 기계류(26.7%), 석유제품(15.6%),
보석류(9.3%), 화학물질(7%), 의약품(5.9%) 등을 주로 수출함.
◦ 동 기간 상품 수입액은 6,10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제품(26.3%), 전자제품(12%), 금(7.6%),
기계류(6.5%), 석탄류(5.1%) 등임.

- 인도경제의 주요 부문인 서비스의 수출입은 2021년 가파른 회복세와 함께 1,027억 달러(수출: 2,406억 달러, 수입:
1,37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120)
◦ 2021년 4/4분기 동안 총 278억 달러(수출: 670억 달러, 수입: 392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BFSI,121) 소비재 및 유통(retail and consumer business), 통신, 미디어(media and technology), 의료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에서 기인함.
◦ 2022년 1/4분기 서비스 교역액은 1,11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총 28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그림 4-15. 인도 교역 및 무역수지

그림 4-16. 인도 수출입 증가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22. 4. 7).

(단위: %)

주: 전년동월대비.
자료: CEIC(검색일: 2022. 4. 8).

■ [금융·외환 시장] 2021년 대인도 해외직접투자(FDI)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는 각각 291억 달러와 57억 달러의
순유입액을 기록하고 Sensex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기회복세를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루피화
가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21년 대인도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액은 2/4분기 연중 최대치인 11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3/4분기 95억 달러,
4/4분기 51억 달러의 흑자가 지속되며 총 291억 달러를 달성함.122)
◦ 2021년 4~12월 대인도 해외직접투자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116억 달러), 미국(75억 달러), 모리셔스(65억 달러) 등이며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102억 달러), 자동차(59억 달러), 서비스업(53억 달러) 등의 부문에 투자됨.123)
118)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https://commerce.gov.in/press-releases/press-release-indias-merchan
dise-trade-preliminary-data-march-2022/(검색일: 2022. 4. 14).
119) 이는 2020/21 회계연도의 2,920억 달러 대비 40% 증가하고, 정부 목표치인 4,000억 달러의 약 5%를 상회한 수준임.
120) https://www.rbi.org.in/Scripts/Pr_DataRelease.aspx?SectionID=352&DateFilter=Year(검색일: 2022. 5. 3).
121) Banking, Financial Services and Insurance.
122) 2021년 대인도 FDI는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한 2020년의 875억 달러 대비 약 15% 감소한 740억 달러를 기록함.
123) FDI Statistics,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Government of India, https://dpiit.gov.in/publications/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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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51억 달러를 기록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순유입은 2021년에 62% 감소한 57억 달러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4/4분기 58억 달러의 순유출에서 기인함.
◦ 2021년 4/4분기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는 코로나19 재확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순매도로 전환됨.124)

- 2021년 Sensex 지수는 전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폭락을 신속하게 회복한 이후 2021년 10월 사상 최고치인
59,306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음.125)
- 2021년 달러 대비 루피화는 코로나19 발발, 무역적자 심화, 에너지 가격상승, 정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며 72~75INR 수준을 유지함.126)
◦ 달러당 루피화는 2022년 3월 7일 러-우 전쟁으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해 사상 최고치인 76.96INR을
기록함.
그림 4-17. 대인도 외국인 투자 순유입

그림 4-18. 인도 환율 및 Sensex 지수

(단위: 십억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22. 4. 8).

(단위: 루피/달러, 지수)

주: 월별평균값.
자료: CEIC(검색일: 2022. 4. 8).

■ [물가]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전년도의 6.6%에 비해 다소 둔화한 5.1%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1~3월
6%대를 기록하며 인도정부의 목표치(4±2%)를 상회함.127)128)
-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2021년 5~6월 연간 최고치인 6.3%와 6.26%를 기록한 이래 4~5%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1~3월 다시 6%대로 상승함.
◦ 2021년 5~6월에는 연료·전기(Fuel and Light) CPI가 각각 11.58%와 12.68%를 기록하며 6%대의 CPI를 견인함.
◦ 2022년 1~3월 CPI는 다시 6%대를 기록한 가운데 3월에는 의류·신발(9.4%), 연료·전기(7.52%), 식음료(7.47%) 등의
가격상승이 전체 CPI의 상승을 견인하며 6.95%를 기록함.

statistics(검색일: 2022. 4. 19).
BULLETIN(APRIL 2022), 인도중앙은행(RBI), p. 63.
2020년 3월 당해 최저치인 29,468을 기록.
2022년 5월 3일 기준 1USD=76.59INR.
인도정부는 2021년 3월 물가안정 목표 구간이었던 2~6%를 2026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함. https://www.rbi.org.in/scripts/FS_Overview.asp
x?fn=2752(검색일: 2022. 4. 8).
128)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Government of India, https://mospi.gov.in/web/mospi/press-release1(검색일:
2022. 4. 19).
124)
125)
12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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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근원 CPI는 전체 CPI(4.1~6.3%)보다 다소 높은 수준(5.4~6.4%)을 기록한 가운데, 5월 6.4%를 기록한 이후
다소 둔화하여 5.8~6.1%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22년 3월에는 6.07%를 기록함.129)

- 2021년 식료품 CPI는 1~5%대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낮은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나 2022년에는 상승 폭이 다소
확대되어 3월에 7.47%를 기록함.
◦ 이는 특히 유지류(Oils and fats, 18.8%), 채소(11.6%), 육류 및 어류(9.7%) 가격의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연료·전기 CPI는 5월부터 10% 이상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의 요인이 되었으나, 2022년에는 다소
둔화한 기조를 보이며 3월에는 7.52%를 기록함.

그림 4-19. 인도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림 4-20. 인도 식료품 및 연료·전기 물가상승률
(단위: %)

주: 전년동월대비.
자료: CEIC(검색일: 2022. 5. 2).

(단위: %)

주: 전년동월대비.
자료: 인도중앙은행(검색일: 2022. 4. 20).

2) 거시정책 현황
■ [통화정책] 인도 중앙은행(RBI)은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빠르게 확대되자 2022년 4월 4%로 동결했던 기준금리를
5월 4일 4.4%로 0.4%p 인상함.
- RBI는 2022년 4월 8일 발표한 통화정책위원회(MPC) 입장문을 통해 최근 2개월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및 국제상품 가격상승 등의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음을 강조함.
◦ 내수의 주요 동력인 민간소비와 고정투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제권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금융 시장 변동성, 공급망 불안 등을 고려해 2022/23년 GDP 성장률을 7.8%에서
7.2%로 하향 조정했으며, 물가상승률130)은 4.5%에서 5.7%로 상향 조정함.
◦ 위의 상황을 고려해 RBI는 기준금리를 동결131)하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 물가 안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경제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었음.132)

129)
130)
131)
132)

2021년 5월 근원 CPI 상승률(6.4%)은 2018년 5월 6.3%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인도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는 4±2%임.
인도중앙은행은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4%로 인하한 후 11차례 연속 동결하였음.
이에 일각에서는 RBI가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CNBC(2022. 4. 14), “India’s central
bank pivots focus from growth to fighting inflation as prices rise”(검색일: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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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에 육박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자 RBI는 5월 4일 기준 금리를
0.4%p 인상함으로써 물가를 목표 범위내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RBI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대외환경 불안정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함.133)
◦ 한편 다스(Shaktikanta Das) 총재는 금리 인상이 저축, 투자, 생산성 성장 등에 끼칠 충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RBI는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해 적절한 유동성을 보장하면서 신중하게 기조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재정정책] 인도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자본 지출을 확대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인 PM 가티 샥티(Gati Shakti)134)를
발표하는 한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방편으로 인도 국영 생명보험공사(LIC)의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고 있음.
- [확장적 예산 편성] 인도정부는 2022/23년 2월 1일 예산안을 통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 인프라, 대중교통,
수로 7개 분야의 인프라 개발 확대 발표하고 자본 지출에 2,000억 루피(약 3조 2천억 원)를 할당함.135)
◦ 회계연도 내 25,000km 국도 완성, 히마찰프라데시, 우타라칸드, 잠무·카슈미르 등 산간지역 인프라 개발, 고속 열차
반데 바라트(Vande Bharat) 400량 제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인프라 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조
루피 규모의 50년 무이자 대출도 실시할 예정임.
◦ GDP 대비 2021/22년 재정적자 규모 예측치는 6.9%이며, 인도정부는 2022/23년 재정적자 목표치를 6.4%로
설정함.136)

- [재정적자 축소 조치] 인도정부는 국영기업이자 인도 최대 보험회사인 LIC(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137)의 기업공개를 통해 3.5%의 지분 매각을 계획하고 있음.
◦ LIC의 기업공개 규모는 인도 결제시스템인 페이티엠(Paytm) 기업공개(2021년 11월, 약 1,830억 루피)보다 더 큰
2,100억 루피로, 인도 IPO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LIC 기업공개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인도정부의 입장이며, 2022년 3월 인도증권거래소
(SEBI)에 IPO 승인을 완료하고 5월 4일부터 9일까지 청약을 실시하였음.138)

133) RBI 보도자료, https://www.rbi.org.in/Scripts/BS_PressReleaseDisplay.aspx?prid=53652(검색일: 2022. 5. 6).
134) PM 가티 샥티는 지난 10월에 인도 정부가 발표한 통합 인프라 개발 정책을 더 구체화 한 것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공급망 개선을 통한
인도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상품 및 서비스 이동에 있어서 운송 수단 간의 통합적이고 원활한 연결성 제공 등을 골자로 함. 자세한
내용은 김민희(2021), 「인도, 가티 샥티 국가 마스터 플랜 개시」, 동향세미나 1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135) 2021/22년 수정예산안 대비 총 지출 규모는 4.5% 증액한 39조 4,490억 루피이며, 총 자본지출은 35% 증액한 7조 5,000만 루피로 할당함.
136)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794133(검색일: 2022. 4. 10).
137) LIC는 뭄바이에 본사를 두었으며, 인도 전역에 2,000여 개의 지점과 10만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138) Mint(2022. 4. 30), “LIC IPO opens next week. GMP, date, price, other details you should know”(검색일: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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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인도의 기준금리

그림 4-22. 인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단위: %)

자료: CEIC(검색일: 2022. 5. 6).

(단위: %)

주: 인도회계년도 기준, 14/15는 2014. 4~2015. 3.
자료: CEIC(검색일: 2022. 4. 18).

3) 핵심 이슈
■ [인플레이션] 최근 대외 지정학적 긴장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 식품 및 에너지 부분의 공급측 요인에 따른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factors)에 기인해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가 모두 오르고 있으며, 농업, 제조업,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 확대가 나타나고 있음.
- 인도의 생산자물가(WPI, 2011/12=100) 상승률은 2021년 11월 14.7%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 2월
13%대로 소폭 둔화했으나 3월 다시 14.5%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공산품(WPI 비중 64.2%) 생산자물가상승률은
9.84%로 1월 대비 3.78%p 상승함.139)
- 인도의 소비자물가(CPI, 2011/12=100) 상승률은 2022년 1월 6.01%, 2월 6.06%, 3월 6.95%로 3개월 연속
중앙은행(RBI)의 목표치(4±2%)를 상회했으며, 특히 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물가상승을 견인함.
◦ [식품, 비중=45.86%] 2022년 3월 식품 물가상승률은 7.7%를 기록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및 세계적인 공급
불안정으로 밀, 해바라기유, 비료, 옥수수의 가격이 높아져 인도 식품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140)
◦ [연료, 비중=6.84%] 등유 및 LPG의 국제가격과 국내로의 운송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료 물가상승률은 2021년 10월
14.3%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국제유가 등의 완만한 상승세로 2022년 1월 9.3%, 2월 8.7%로 소폭 둔화세를
보임.
◦ 인도는 전체 원유 소비량의 약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 중동지역에서 50% 이상을 수입해왔으나, 최근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고 있음.141)

- [전망] 대외 불안정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으로 2022/23년도에는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유가의 안정화 여부가 향후 인도 인플레이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됨.

139) 원유 55.17%, 휘발유 58.33%, LPG 26.27%, 기름 종자(oil seeds) 22.88% 상승. https://eaindustry.nic.in/pdf_files/cmonthly.pdf(검색일: 2022. 4. 8).
140) 인도의 해바라기유 수입에서 러시아가 20%, 우크라이나는 70%를 차지함.
141)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원유 소비국이며,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한 배경에는 러시아가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에 대해 최근 미국은 불편한 기색을 표시하고 있으나 인도는 러시아 우랄유 외에
소콜(sokol)유도 구매하는 등 매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Bloomberg(2022. 4. 20), “India soaks up every major Russian oil variety
as flows persist”(검색일: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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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인도의 전체 교역에 있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거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식용유와
같은 필수 식품재 수입 비중이 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도경제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2021/22년도 인도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상품교역액은 각각 119억 달러(인도 전체 교역의 약 1.3%)와 31억
달러(약 0.3%)임.
◦ 인도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의료용품, 보일러 기계류, 전기기기이고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연료, 귀금속, 비료,
동식물성유지이며, 광물성연료는 전체 수입의 52%를 차지함.
◦ 인도의 대우크라이나 주요 수출품은 의료용품, 보일러 기계류이고, 주요 수입품은 동식물성유지, 비료, 무기화합물이며,
동식물성유지는 전체 수입의 70% 비중을 차지함.

- 원유 가격 상승과 해바라기유를 포함한 동식물성유지 및 비료 공급 차질은 인도의 물가 상승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142)
◦ 한편 인도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밀 공급이 감소한 상황에서 2021/22년도에 전 회계연도 3배인 780만 톤의
밀을 수출하는 등 농산물 공급망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143)

4) 2022년 및 2023년 전망
■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대외경제 여건 악화가 성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2022년 인도경제는 기존 전망보다
약화된 7%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오미크론 감소 및 높은 백신 접종률,144) 농업 생산량 및 수출 증가, 외환보유고 확대 등을 기반으로
2021년 9.2%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인도정부는 이러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2022/23년
경제성장률을 8~8.5%로 전망했음.145)
-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에너지․원자재 가격상승, 공급망 병목이
심화되고 주요 경제권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원유 및 석탄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인도의 루피화 가치하락 및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IMF는 유가상승이 민간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신흥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함.146)

- 인플레이션 압력도 전방으로 확산되고 있어 상반기 경제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며, 2022년 소비자
물가는 정부 목표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 2022년 1/4분기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5%, 1.3%에 그침.

142) 인도는 세계에서 식물성 기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팜유, 해바라기유 등 식용유 소비량의 약 60%를 수입함. 세부 내용은
핵심 이슈의 인플레이션 부분 참고.
143) 주요 수출국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UAE, 한국 등이며, 인도는 세계 두 번째로 큰 밀 생산국으로 총 생산량의 80%를 국내 소비 혹은 저장해왔으나,
2022/23년도 밀 수출만 1억 톤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Reuters(2022. 4. 5), “India's wheat exports hit record 7.85 million
tonnes in 2021-22 –traders”(검색일: 2022. 4. 18).
144) 아워월드인데이터(Ourworldindata, 검색일: 2022. 4. 20)에 따르면, 2022년 4월 19일 기준 인도 전체 인구의 61%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임.
145) Reserve Bank of India(2022. 4. 18), Bulletin, pp. 164-165 참고.
146) Business Standard(2022. 4. 20), “IMF slashes India's FY23 GDP growth forecast to 8.2%”(검색일: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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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최근 인도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재확산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성장 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147)
- 2023년 인도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4-4. 주요 기관의 인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지역
인도

KIEP
[2022.5]
2022

2023

7.4

6.5

EIU
[2022.3]

OECD
[2022.3]

IMF
[2022.4]

ADB
[2022.4]

RBI
[2022.4]

2022/23 2023/24 2022/23 2023/24 2022/23 2023/24 2022/23 2023/24 2022/23 2023/24
7.2

5.3

8.0

5.5

8.2

6.9

7.5

8

7.2

6.3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 시점.
자료: 기관별 전망 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147) Indian Express(2022. 4. 21), “Covid: R-value over 1 across India, Delhi brings back mask mandate”(검색일: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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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남아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동남아 주요국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은 다수 국가들이 마이너스 혹은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기저효과 및 대내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반등세를 보임.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정부지출 및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3.6%의 양의 성장률로
회복함.
◦ 모든 지출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양의 성장률을 회복한 가운데 정부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4.2%,
3.8%, 24.0% 성장하며 플러스 성장률 회복을 주도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2.9% → 3.4%), 유통도소매(-3.8% → 4.7%), 운송창고(-15.1% → 3.2%) 등이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되었으며, 보건 및 사회사업 부문이 전년대비 10.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말레이시아]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백신 접종률 확대 등에 따른 대내외 수요 회복에 기인해 2021년에 3.1%
성장하며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됨.
◦ 지출항목별로는 수출과 소비 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한 가운데 수출은 전기전자제품과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전년대비 15.9% 증가하였고, GDP의 6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도 1.9% 증가함.
◦ 공급 측면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년대비 각각 9.5%, 12.3% 성장한 가운데, 제조업은 전기전자제품 및 소비재
부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은 보험·정보통신·도소매 및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냄.

- [필리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에 동남아 주요국 중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민간소비 및 투자 부문
회복에 기인해 2021년에 경제성장률이 5.6%로 반등함.
◦ 투자는 공공건설, 기계 및 운송장비 부문을 중심으로 2021년에 전년대비 19%, GDP의 3/4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고용 회복·해외송금액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4.2%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함.
◦ 업종별로는 무역·금융·정보통신·비즈니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대비 5.3%, 식품·건설자재·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산업 부문이 8.2% 성장하며 경제회복을 주도함.

- [태국] 태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내수 및 대외 수요 회복,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 및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6%로 양의 성장률을 회복함.
◦ 지출항목별로는 가계소비와 정부지출이 각각 전년대비 0.3%, 3.2% 증가하며 경기회복을 주도했으나 대외부문에서
수입이 크게 증가해 경상수지는 GDP 대비 –2.2%를 기록함.
◦ 공급 측면에서는 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의 성장률이 각각 1.4%, 4.9%를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0.7%
수준에 그쳤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운송·창고 및 숙박식음료 부문의 성장률이 각각 전년대비
–2.9% 및 –14.4%로 마이너스 성장률에 그침.

- [베트남]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노동공급에 차질이 생겼으며 3/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2021년
베트남 경제는 2.6% 성장에 그쳐 전년대비 성장세가 둔화됨.
◦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바탕으로 2021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는 5.7%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8월말 이후 1만
명 이상의 일일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3/4분기 성장률은 –6.02%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2% 증가하며 2020년(0.6%)의 둔화를 상회했으나 정부지출은 2.9% 증가해 2020년(6.2%) 대비 둔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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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전자·컴퓨터·광학제품 제조업은 전년대비 생산이 각각 22.1%, 10.2%, 9.6% 증가하며
2021년 제조업 성장(6.37%)을 주도했으며 농림어업, 서비스업은 각각 2.9%, 1.2% 성장함.

그림 4-23. 동남아 주요국의 실질 GDP 증가율

표 4-5. 동남아 주요국의 지출별 GDP 증가율

(단위: %)

(단위: %)

8
6

민간소비
′20
′21

정부소비
′20
′21

총자본형성
′20
′21

인도네시아

-3.7

5.7

2.5

7.3

-9.4

8.9

말레이시아

-6.0

5.2

2.7

8.8

-13.5

24.8

필리핀

-1.6

9.2

17.5

11.1

-36.6

32.4

태국

-2.0

-0.7

1.3

3.1

-8.6

24.4

베트남

3.1

11.1

7.6

86.1

4.2

65.3

국가

4
2
0
'15

'16

'17

'18

'19

'20

'21

-2
-4
-6
-8
-10
-12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IHS Markit Connect(검색일: 2022. 4. 5); Oxford
Economics(검색일: 2022. 4. 10).

자료: CEIC(검색일: 2022. 4. 23).

■ [환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동남아 주요국들의 환율이 약세를 기록한 후 안정세를 찾은 바 있으나 최근 미국의 긴축
우려 및 국제 정세불안 등의 영향으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상반기에는 아세안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절하되었으나 이후 점차 안정세를 찾으며 2021년 달러당 14,000~14,500루피아 수준에서 등락 폭을 줄이는 추세임.
- [말레이시아] 경상수지 흑자, 중앙은행의 철저한 환율관리 등 요인에 힘입어 2022년 1~2월 달러당 링깃 환율은 4.2
링깃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소폭 약세를 보임.
- [필리핀] 물가 상승, 미국 금리 인상, 경상수지 적자 전환, 2022년 5월 대선 관련 불확실성 심화 등 요인에 기인해
2022년 2월 기준 달러당 페소 환율은 51.3으로 2021년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함.
◦ 페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 악화, 미국 금리 인상 등 요인에 따라 향후 약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태국] 미국의 테이퍼링,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수입 부족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바트화 환율은 약 10%가량
절하되어 달러당 33바트 내외에서 등락 중임.
- [베트남] 베트남 동화의 대달러 환율은 2021년 1월 달러당 23,137동을 기록한 후 등락은 있었으나 연초대비 27bp,
전월대비 25bp 이내의 움직임을 보이며 12월 기준 달러당 23,179동으로 연초대비 0.18% 상승(평가절하)함.

■ [경상수지] 대다수 동남아 주요국들이 최근 글로벌 수요 회복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한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태국·베트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됨.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만성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해왔으나 2021년 글로벌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상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
- [말레이시아]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흑자는 증가했으나, 서비스수지·소득수지·이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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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증가로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21년 기준 3.5%로, 전년대비(4.2%) 소폭 감소함(말레이시아 통계청).
- [필리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수입이 급감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바 있으나, 2021년에 경기
회복에 따른 기계류 및 운송장비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심화되어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됨(GDP대비
비중 1.8%).
- [태국] 2021년 상품 수출, 수입이 각각 전년대비 14.9%, 18.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약 3,627억 바트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서비스 교역은 수출이 전년대비 22.8% 감소한 반면 수입은 16.2% 증가해 약 3,950억 바트 적자를 기록해
경상수지가 GDP 대비 –2.2%를 기록함.
- [베트남] 총 수출의 30%를 초과하는 휴대전화, 컴퓨터, 전자기기 수출이 10% 이상 증가하며 베트남의 상품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으나 해외여행객 방문 감소로 인한 서비스 수출 감소로 서비스 수지 적자가 2020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며 2021년 베트남의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됨(38억 달러).

그림 4-24. 동남아 주요국의 환율
(단위: LCU/달러, 2019년 1월=100)

자료: IHS Markit Connect(검색일: 2022. 4. 5).

그림 4-25. 동남아 주요국의 경상수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SP(검색일: 2022. 4. 10), EIU(검색일: 2022. 4. 5), The State
Bank of Vietnam(검색일: 2022. 4. 8).

2) 거시정책 현황
■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및 성장 회복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과 사상 최저 수준의 낮은 기준금리로 경기
부양을 시도해옴.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약 1년간 6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기존 5%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동결해왔음.
◦ 2022년 3월 소비자물가승승률은 2.64%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물가관리 목표치인 3.0%±1%
수준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148)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부양책으로 2021년 GDP 대비 3.9% 규모인 959조 루피아를 지출한 바
있으며 2022년에도 적자 재정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적자 및 부재 규모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148) Bank Indonesia(2022. 4. 19), “BI 7-Day Reverse Repo rate held at 3.50%: Synergy maintaining stability and strengthening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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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확장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가세 세율 인상(10% → 11%)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금융당국의
예상보다 세수가 약 15% 증가해 재정적자는 2020년 GDP 대비 6.1%에서 2021년 4.6%로 감소함.149)

■ [말레이시아]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중임.
-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2020년에 기준금리를 125bp 인하한(3% → 1.75%) 이후 2022년 4월 초 기준 해당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2022년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2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YoY)은 2.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전기세 보조금 혜택
종료, 공급망 불안정, 고용 호조 등 요인에 따라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근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임.
◦ 2021년 기준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6.1%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도 63.5%로 정부 상한선인 65%에 근접함.

■ [필리핀] 경제회복을 위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중임.
- 중앙은행은 2020년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기준금리를 200bp 인하한(4% → 2%) 이후 2021년 4월 초까지 동결했으나,
최근 원자재 및 식료품 물가 상승, 미국 금리 인상 등 리스크 요인이 존재해 2022년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큼.
◦ 필리핀은 석유 및 식량 순수입국인바,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이 상승해 2022년
3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빈곤 문제가 악화되어 정부는 빈곤감축 및 경제회복 모멘텀 확보를 위해 2022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1.5% 확대 편성함.
◦ 정부는 2022년 기준 재정적자 상한선 GDP대비 7.7%로 설정했으며,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2021년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60.5%로 전년대비 5.9%p 증가했으나, 부채의 2/3이 국내 조달 부채이고, 장기 형태여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및 채무 불이행 리스크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 [태국] 경기 부양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재정정책과 사상 최저 수준으로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행해옴.
- 태국 중앙은행은 2020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 수준으로 인하한 후 지속 금리를 동결해오고 있으며,
2022년 3월말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에서도 인플레이션 대응보다는 경기회복에 우선
순위를 두고 기준 금리 동결을 의결함.
◦ 태국 중앙은행은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는 유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대적으로 느린 소득 회복으로 인해 낮은 수준이며 중기 차원의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물가 관리 목표 범위
이내 수준인 것으로 판단함.150)

149) Asia Development Bank(2022),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2, p. 303 참고.
150) Bank of Thailand(2021. 3. 30), Monetary Policy Committee’s Decision 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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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경기부양 패키지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태국 정부는 5,000억 바트(약
16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차입하고 부채 상한선 수준을 기존 GDP 대비 60%에서 70%으로 상향 조정함.151)

■ [베트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상쇄를 위해 완화적 통화·재정정책 기조를 유지 중이나 인플레이션 상승, 부실채권
증가,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집행 중임.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0년 인하한 기준금리를 유지 중(Refinancing rate: 4.0%, Discount Rate: 2.5%)이나
통화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연말기준 M2증가율 2020년 9.5% → 2021년 6.8%).
◦ 베트남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통제와 경기 회복 지원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계획하되, 코로나19 이후 부실채권
증가 우려(2021년 말 기준 총은행대출 전년대비 12.7% 증가, 잠재적 불량채권 비율 8.2%)를 고려할 것임을 밝힘.

-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 감면, 채무 구조조정, 사회보험 등의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러한 정부지출 증가와 더불어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 적자와 공공부채는 전년대비 증가함.

그림 4-26. 동남아 주요국의 공공부채

그림 4-27. 동남아 주요국의 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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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동남아 주요국의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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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IU(검색일: 2022. 4. 5); ADB(검색일: 2022. 4. 10).

그림 4-28. 동남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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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년동월대비 자료임.
자료: IHS Markit Connect(검색일: 2022. 4. 5);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검색일: 2022. 4. 10);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검색일:
2022. 4. 10).
151) EIU(2021. 4. 5), Country Report – Thailand.

자료: IHS Markit Connect(검색일: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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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이슈
■ [인플레이션]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해 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원자재·식품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022년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64%로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원자재 수출 증가라는 수혜를 일부 누리고 있으며,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치인 3.0%±1%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말레이시아] 원유 순수출국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덜하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대외수요
감소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됨.
◦ 정부는 내수 견인을 위해 2022년 5월 1일부터 기존 대비 25%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할 방침인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필리핀] 석유 및 식량 순수입국으로, 최근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증가해 2022년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YoY)이 중앙은행 관리 목표(2~4%)의 상한인 4%를 기록함.
◦ 최저임금은 최근 3년간 동결한바,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태국] 2022년 3월 태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5.73%로 관리 목표(1~3%)를 넘어섰으며, 태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2022년 4.9%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2023년에는 1.7%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태국 중앙은행은 최근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비용상승(Cost push) 효과가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수요 견인
효과가 지연되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 전환할 경우 2023년에는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함.

- [베트남] 베트남 정부는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4% 내외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수행 중으로
생필품 가격 안정화로 목표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나 7월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약 6%),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유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목표치보다 높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2021년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8%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2년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1~3월의 경우 각각 1.9%, 1.4%, 2.4%)를 기록함.

■ [경기부양 정책] 동남아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 인상 등 요인을 감안해 2022년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에도 경제회복에 방점을 두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나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 수요 감소와 재정 여력 부족으로 인해 지출 규모가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확대 재정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경기부양책 지출 지연과 부가세 인상(10 → 11%)으로 세입이 증가해 재정 여력이 양호한 수준이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6%로 물가관리 목표(3.0%±1%) 이하에 머물러 있어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태국] 코로나19 방역 대응 수요 감소로 인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지출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인플레이션 부담을 감안해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0.5%)를 소폭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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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중앙은행은 코로나19 대응 수요 감소로 2022년 정부 지출 규모가 전년대비 0.7%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021년 1.2%에서 2022년 4.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감안하면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 코로나19에 따른 보건·경제적 영향을 완화를 위한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지표 관리를 통한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목표, 경기 회복에 따라 관련 정책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의회는 2022~23년 간 세금 감면 및 면제, 보건, 인프라 개발 등을 포함하는 경제회복·발전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
투입을 승인했으며 부가가치세도 2%p 인하함.
◦ 경기 부양을 위해 현재의 기준 금리를 유지하다 연말 이후 긴축적 통화정책이 예상되며 지속적 무역협정 체결,
공급망 다변화 기조, 경상수지 흑자 및 FDI 유입 지속 등에 따라 자본 유출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4) 2022년 및 2023년 전망
■ [인도네시아] 내수 회복,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2022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5% 내외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방역 조치 종료로 인한 사회·경제 활동 재개, 경기부양책 지속, 사회경제 개혁 이니셔티브
‘옴니버스법(Omnibus Law)’ 이행으로 인한 투자 확대, 원자재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2022년 경제성장률은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부가세 세율 인상과 원자재 수출 확대에 힘입어 2022년 1/4분기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해 재정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나 전통적으로 재정 지출 속도가 더딘 점은 해소해야할 과제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의 금리 인상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5.5%에서 4.5~5.3%으로 소폭 하향 조정함.152)

■ [말레이시아] 소비 증가, 수출실적 개선으로 2022~23년 5% 중반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 호조로 가계소비가 증가하고, 생산라인 정상화 및 국경 개방(’22.4)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22년 3월 중순에 월 최저임금을 기존 대비 25% 인상한 1,500링깃(약 355달러)으로 확정하였으며, 신규
최저임금은 22년 5월 1일부터 적용됨.153)

-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대외수요 감소, 중국의
재봉쇄에 따른 공급망 회복 차질 및 수요 감소 등이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석유 순수출국이기 때문에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원자재 가격 상승·대외수요 감소 등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22년
3월 말에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5~6.5%에서 5.3~6.3%로 하향조정함.

152) Bank Indonesia(2022. 4. 19), “BI 7-Day Reverse Repo rate held at 3.50%: Synergy maintaining stability and strengthening
recovery.”
153) Bernama(2022. 3. 19), “New minimum wage of RM1,500 from May 1-PM Ismail Sab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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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코로나19 확산세 완화 및 경제개방에 따른 내수 회복,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투자 증가에 기인해 2022~23년에
6% 초중반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회복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고용 증가·국경개방에 따른 서비스업 성장 등에 기인한 내수 활성화,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조치(통신·항공·해운·철도·고속도로 부문 100% 외국인지분소유 허용, 법인세 인하(30% →
25%(중소기업의 경우 20%), 비즈니스 절차 간소화 등)에 따른 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 회복이 예상됨.
◦ 중앙은행은 2022년 2월에 필리핀 경제가 2022년에는 7~9%, 2023년에는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대외수요 감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등
리스크 요인이 존재함.

■ [태국]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관광산업 및 내수 회복으로 2022년 경제성장률이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같은 불확실성이 상존함.
-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해제로 인한 내수 및 관광산업 회복으로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1년 1.6%에서 2022년
3.0%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여타 동남아 국가들과 같은 큰 폭의 회복세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태국 중앙은행은 부문별 전년대비 성장률이 민간소비 1.6% → 3.4%, 민간투자 3.2% → 4.7%, 정부지출 3.2% →
-0.7%, 공공투자 3.8% → 4.2%로 민간 부문이 내수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상수지는 적자 폭이 2021년
109억 달러에서 2022년 6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154)
◦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혜택이 예상되는 관광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고소득·장기 관광객이 주를 이루는 유럽
국가(러시아 포함)로부터의 관광객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공급망 부진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또한
자동차·전자 등 주요 제조업의 부품·원자재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155)
◦ 2022년 4월 태국 중앙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영향 지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영향을 감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2년 3.4% → 3.2%, 2023년
4.7% → 4.4%로 소폭 하향 조정함.156)

■ [베트남]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내수 회복에 더해 경제회복·발전 프로그램 운용, 교역·투자 등 대외부문 회복에 따라
2022~23년 6%대 성장 전망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0%를 초과하고 신규확진자가 3월말 이후 감소 추세로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내수 회복,
생산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 회복, 공공투자 및 FDI유입 확대로 베트남 경제는 빠르게 회복할 전망임.
◦ 2022년 1월 의회의 승인을 받은 2022~23년 간 경제회복·발전 프로그램(세금 감면 및 면제, 보건, 인프라 개발 등을
150억 달러 투입), 1년 한시 부가가치세 인하(일부 품목 대상 2%p)는 내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RCEP 발효, 주요 교역국 경제 회복 등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은 10%가량 증가할 전망이며 생산을 위한 자본재,
중간재와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재 수입 또한 증가할 전망임.

154) Bank of Thailand(2022. 3. 30), Monetary Policy Committee's Decision 2/2022.
155) Asia Development Bank(2022),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2. pp. 337-339 참고.
156) Bank of Thailand(2022. 3. 30), “Monetary Policy Committee’s Decision 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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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와 이에 따른 수출 둔화 및 중간재 수입에서의 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불확실성 등의 대외 요인에 따라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표 4-6. 주요 기관의 동남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지역

KIEP
[2022.4]

IMF
[2022.4]

Oxford
Economics*
[2022.4]

IHS Markit
Connect

[2022.4]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인도네시아

5.0

5.5

5.4

6.0

5.7

6.5

4.9

말레이시아

5.4

5.5

5.6

5.5

6.1

6.4

필리핀

6.4

6.2

6.5

6.3

6.8*

5.8*

태국

3.0

4.5

3.3

4.3

4.8

베트남

6.2

6.8

6.0

7.2

6.5

ASEAN 5

5.1

5.6

5.3

5.9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 시점. Oxford Economics의 경우 필리핀은 22년 3월 전망치임.
자료: 기관별 전망 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ADB
[2022.4]
2022

2023

5.5

5.0

5.2

4.7

6.0

6.0

5.4

6.7

6.4

6.0

6.3

6.5

3.3

4.3

3.0

4.5

8.3

5.8

7.1

6.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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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러시아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2021년에는 민간 소비·투자의 빠른 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4.7% 성장률 기록
- 2021년 2/4분기 민간소비와 고정투자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며(표 4-8 참고) 전년동기대비 각각 11.6%, 6.2%의
성장률 달성(표 4-7 참고)
- 반면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정부지출이 크게 늘지 않아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음(표 4-7 참고).
-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 수출이 크게 늘면서 상품 순수출이 개선되었으나 서비스 수지 악화로 상품 및 서비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표 4-8 참고)

표 4-7. 러시아 경제성장률 및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표 4-8. 지출부문별 성장률

(단위: % 전년대비)
구분

'20
Q3

'20
Q4

'21

실질GDP

-3.2

-1.8

- 민간소비

-4.7

- 고정투자

Q1

Q2

Q3

Q4

4.7

-0.9

10.0

3.9

6.3

-3.2

5.5

-1.5

12.8

5.3

5.6

-1.7

-0.4

1.7

0.0

2.6

1.6

2.4

- 정부지출

0.7

0.7

0.1

0.1

0.2

0.0

0.1

- 순수출

2.1

-0.4

-2.1

-0.3

-6.9

-1.7

0.5

- 재고변동

0.3

1.4

-0.4

0.8

1.3

-1.4

-2.3

주: 회색 음영은 전망치.
자료: IHS Markit 자료(검색일: 2022. 4. 12)를 토대로 저자 계산.

(단위: % 전년대비)
구분

'21
Q3

'21
Q4

'21

-민간소비

-8.7

-6.1

-총고정자
본형성

-6.2

-정부지출

-순수출

Q1

Q2

Q3

Q4

11.6

-2.8

27.9

10.4

11.1

4.6

6.2

4.1

19.2

1.2

0.4

4.2

4.2

0.4

0.3

1.0

0.0

0.3

28.3

-5.2

-15.9

-3.6

-50.4

-16.9

7.1

주: 회색 음영은 전망치.
자료: IHS Markit 자료(검색일: 2022. 4. 12)를 토대로 저자 계산.

■ [소비·투자] 2021년 민간 소비는 실질임금 상승 및 실업률 하락 등 노동시장 개선으로 인한 가계실질소득 상승과
봉쇄 조치의 점진적 완화로 빠르게 회복하였으며 민간 투자 역시 호조를 보임.
- 실질임금 상승과 실업률 하락으로 실질가처분소득이 상승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역적 봉쇄 조치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면서 2021년 민간 소비가 빠르게 회복함.
◦ 2021년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9%로 전년도 상승률인 3.8%보다 소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실업률 역시 4.3%로 낮아지면서(그림 4-30 참고) 가처분소득이 개선되었음.
◦ 가처분소득 증가 및 봉쇄 조치 완화 등의 요인으로 2021년 소매거래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7.3%로 전년도
–3.2%보다 크게 개선되었음(그림 4-30 참고).
◦ 빠른 수요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 증가 및 글로벌 공급 차질로 인해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8.4%를 기록, 전년도 물가상승률 4.9%를 크게 상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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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 민간 투자 및 산업 생산 역시 민간 소비 증가와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였음(그림 4-31 참고).
◦ 2021년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7.7%로 전년도 –0.5%보다 개선되었음.
◦ 2021년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5.3%로 전년도 –2.1%보다 나아졌음.
◦ 2021년 국제유가 상승으로 광물 생산이 급증하였으며, 민간 소비의 빠른 회복으로 제조업, 서비스 부문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 4-30. 러시아 소비부문 지표

그림 4-31. 러시아 생산 및 투자 부문 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22. 4. 7).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22. 4. 7).

■ [상품 수출] 국제유가 상승으로 2021년 상품 순수출은 1,898억 3천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102.5% 증가(그림
4-32 참고)
- 2021년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4,938억 2천 달러와 3,039억 9천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각각 48.1%, 26.9%
증가하였음.
◦ 2020년 우랄산 원유의 평균가는 배럴당 41.4달러였으나, 2021년에는 68.7달러로 상승했음.

- 2021년 11월부터 서방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증가하여 2022년 2월 평균 우랄산 원유는 배럴당 92.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3월 89.1달러로 안정되었음(그림 4-33 참고).
- 러 중앙은행의 추산치에 따르면, 2022년 1/4분기 무역흑자는 66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음.157)
◦ 러시아산 원유와 타국산 원유 사이의 수요 격차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과 타국산 원유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있지만,
△EU △인도 △한국 △일본 등 아직 에너지 제재를 가하지 않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원유 판매가 지속되고 있어,158)
당분간 상품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157) Оценкаключевыхагрегатовплатежногобаланса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11 апреля2022 года), БанкРоссии..
158) “Who is buying bargain Russian oil in Asia?”(2022. 4. 21), Nikkei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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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러시아 월별 상품수출입 추이

그림 4-33. 우랄산 유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22. 4. 7).

(단위: 달러/배럴)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재무부(검색일: 2022. 4. 7).

■ [금융시장] 2021년 국제유가 상승 및 과감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환율(RUB/USD)은 안정세를 되찾은 듯했으나 연말에
서방과의 갈등 고조로 인해 환율이 다시 상승했으며, 미미한 FDI 유입과 러시아 기업의 해외자산 매입 및 외채 상환
등으로 자본 유출이 지속되면서 순자본유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 2021년 10월 달러당 70.52루블까지 안정되었던 환율은 서방과의 갈등이 고조된 11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2년 3월에는 달러당 84.09루블을 기록함(그림 4-34 참고).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각종
식료품, 전자제품, 의약품 등의 공급에 차질이 나타나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7%로 급등하였음.
◦ 3월 식료품(18%), 내구재(20.3%)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월별 상승폭을 기록한
것임.159)

- 2021년 순자본유출액은 720억 달러로 전년도 504억 달러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으며, 자본유출은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었음(그림 4-35 참고).
-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후 ‘SWIFT 배제, 자산동결’ 등 대대적인 대러시아 금융제재가 더해지면서
RTS(러시아 주가지수)가 폭락했다가 최근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으로 보임.
◦ RTS는 2월 24일 하루 만에 약 40% 급락하였으며, 2월 28일부터 3월 23일 간 한시적으로 휴장하였음.
◦ 3월 24일부터 재개장한 이후 1,000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4월 8일에는 1,079를 기록함.

159) “Russia Consumer Prices(Mar)”(2022. 4. 8), Capital Economics; ЦМАКП(2022. 4. 4), “Одинамикеинфляциис12по25марта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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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러시아 환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림 4-35. 러시아 순자본유입액

(단위: %(좌), 루블/달러(우))

자료: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2. 4. 7).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2. 4. 7).

2) 거시정책 현황
■ [통화정책] 2021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4%를 훨씬 상회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으며,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환율 및 물가 급등, 자금유출 확대 등을 막기 위해 2022년 대폭 인상됨.
- 2021년 빠른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수급 불균형, 농작물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기준금리가 연초 4.25%에서 8.5%로 인상되었음.
- 러 중앙은행은 2022년 3월 서방의 광범위한 경제제재가 추가됨에 따라 나타난 금융불안(물가 및 환율 급등,
자금유출 확대 등)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20%로 대폭 인상했다가 4월 들어 소비자물가상승 속도 둔화, 정기예금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이 다소 안정됨에 따라 경기둔화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17%로 인하하였음.160)

■ [재정정책] 2021년에는 GDP 대비 0.4%의 재정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재정흑자 규모가 GDP 대비 1%로
전망된 바 있으나(그림 4-37 참고)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재정수지가 이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161)
- 당초 배럴당 45.3달러의 국제유가 기준으로 2021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2.4% 수준으로 전망된 바 있음.
- 재무부는 2022년에는 배럴당 44.2달러의 국제유가 기준으로 GDP 대비 1.0%의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160) “БанкРоссиипринялрешениеснизитьключевуюставкуна300 б.п., до17,00%годовых”(2022. 4. 8), БанкРоссии..
161) Минфин(2021), “Основныенаправлениябюджетной,налоговойитаможенно-тарифнойполитикина2022 годиплановыйпериод
2023 и2024 годов,”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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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러시아 기준 금리 추이

그림 4-37. 러시아 연방 재정수지 추이
(단위: %)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2. 4. 11).

(단위: GDP 대비 %)

자료: 러시아 재무부 (검색일: 2022. 4. 7).

3) 핵심 이슈
■ [경제제재 영향] 2월 말 고강도의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으로 환율(RUB/USD) 급등 및 자산가격(주식, 채권)이
이미 폭락한 바 있으며, 실물 부문의 경우 아직 충격이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
상존함.
- 거시경제분석 및 단기전망 센터(ЦМАКП)는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무역 △자금흐름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의 측면에서 러시아 경제가 대대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았음.162)
◦ 제3국은 2차 제재 가능성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무역을 꺼릴 것으로 보이며, 대금 결제 문제로 인해 기계·장비,
에너지, 광물, 곡물, 서비스 부문에서 무역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산 석유·가스, 철, 비철금속, 화학제품 등의 가격이 국제 가격에 비해 저평가될 것으로 예상됨.
◦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율을 크게 상회할 것이며, 자본흐름에 장애가 생김에 따라 부채감소, 외국인투자 감소, 자본유출
확대 가능성이 높음.
◦ 중기적으로 정부 재정 수지가 악화하여 기존의 예산 규준(budget rule) 적용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를 통해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펼 것으로 보임.
◦ 고용·투자 위축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 위축 및 생산 저하로 경기침체 가능성 존재
◦ 향후 3년간 경제성장률은 음의 영역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며(2022년 –6.3~-6.6%, 2023년 –2.0~-2.3%, 2024년
-0.3~-0.5%), 자본이동 제한과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은(2022년 20~23%, 2023년 7.7~8.0%, 2024년
5.5~6.0%) 점차 둔화되며, 실업률은 7~8% 기록, 무역은 흑자를 기록(2022년 2,900억~3,000억 달러, 2023년
1,900억~2,000억 달러, 2024년 1,200억~1,400억 달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통화적 반인플레이션 정책은 가능한 한 비화폐적으로 보완하며, 기업들을
위한 소프트랜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의 고용유지를 장려함과 동시에 특정 분야의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수입제조품을 차질없이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현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는 2022년 인플레이션율은 약 17%, 경제성장률은 –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162) “Онекоторыхпараметрахсреднесрочногопрогноза: адаптациякусловиямсанкций”(2022. 3. 28), ЦМАК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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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경제대학(HSE)의 경제개발연구소는 2022년 인플레이션율은 20~30%, 경제성장률은 –8~-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163)
- 러시아 중앙은행이 3월 초 현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022년 인플레이션율은 20%, 기준금리는
18.9%, 경제성장률은 –8%, 환율은 달러당 110루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음.164)
◦ 그리고 2023년 인플레이션의 경우 8%대로 안정되며, 기준금리의 경우 14.1%대로 낮아지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루블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 [노동시장]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외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 활동 중단 및 축소, 투자 중단 등을 결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경제제재가 가해지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러시아 내 노동수요가 급감하고 있음.
- 아직 데이터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2021년 4.3%였던 실업률은 서방의 경제제재, 외국기업들의 철수 등으로 인해
연말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4월 7일 기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는 기업 253개, 활동 중단 기업 248개, 활동 축소 기업 75개, 투자 중단 기업
96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기업은 162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됨.165)
◦ 이에 따라 외국기업 근무자를 포함한 다수가 실직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 노동부는 4월 1일 기준 해고된 인원이 5만
9천 명으로 1달 전에 비해 20%가 증가했으며, 약 1만 4천 명이 무급휴가를 쓰고 있다고 발표했음.166)
◦ 또한 러-우 전쟁 발생과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대폭 확대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러시아 내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음.
◦ 헤드헌터(HeadHunter.ru)에 따르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크게
감소했으며, 산업 전반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했으나 특히 보험, 자동차 사업, 인사관리, 행정인력, 예술 및 대중매체
등에서 가장 큰 감소세가 나타났음.167)

- 전략개발센터(ЦСР)는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로 당분간 실업률이 현재 4%대에서 6%대로 상승하고 2022년 약
200만 개 일자리가 급감하여 실업률이 7.1~7.8% 수준으로 급등했다가 2023년부터 안정화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168)
- 이외에 러시아 전문인력의 국외이주,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환, 경제제재로 인한 상품수급 노선 변화 등 러시아
노동시장의 변화가 경제·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전자통신협회(РАЭК)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5만~7만 명의 러시아인이 첨단기술 이민을 떠났으며,
4월 중에 7만~10만 명이 러시아인이 떠날 것으로 추산됨.169)
◦ 비자가 면제되는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공화국, 터키 등으로 빠져나갔으며, 이 중 IT
및 핀테크 전문가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됨.
◦ 한편, 2월 말부터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아제르바이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서비스, 건설, 주택 및 공공서비스 부문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170)
163) “Посанкциямсчитают: инфляциивРФпрогнозируютускорениедо17%” (2022. 3. 5), Известия..
164) “МакроэкономическийопросБанкаРоссии”(2022. 3. 10), БанкРоссии..
165) “Some of the Biggest Brands Are Leaving Russia. Others Just Can’t Quit Putin. Here’s a List”(2022. 4. 7), The New York Times.
166) “Состояниерынкатруда: поддержкагосударства”(2022. 4. 5), ГАРАНТ.РУ.
167) ЦМАКП(2022), “Оперативныймониторингсоциальныхпроцессов,” Выпуск 14, pp. 10-11(검색일: 2022. 4. 12).
168) ЦСР(2022), “Рыноктрудавновыхэкономическихусловиях”(Март 2022).
169) “«Утечкамозгов»изРоссии:кудаедутхайтек-специалисты?”(2022. 3. 23), Детали;“«Перспективздесьбольшенет». Россию
покинулидесяткитысячIT-специалистов”(2022. 3. 31), РадиоАзаттык.
170) “ВРоссиификсируетсяоттоктрудовыхмигрантов”(2022. 3. 28), Ведом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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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대응조치] 러 정부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여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지원책을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으며, 계속해서 추가 지원책을 논의 중임.
- [자본 통제] 환율 방어 및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고강도 금리 인상(9.5%→20%)을 단행한 바 있으며, 공식 환율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반출 금지 및 대외무역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취득한 외화대금 80%를 루블화로
보유할 것을 명령함.
- [기업 및 시민 지원조치] 러 정부가 발표한 지원조치는 크게 △일반조치 △대출 △벌금 및 감사 △구매 및 수출
△금융기관 △산업 △IT △오락, 음식 및 관광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표 4-9 참고), 계속해서 지원
조치가 확대·추가되고 있음.
표 4-9. 러시아 대응조치

일반조치

대출

주요 내용
3월 8일 외국의 제재로부터 러시아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законокомплексемерподдержкиграждан
ибизнесавусловияхсанкций )을 채택함.171)
Ÿ 제재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경우 2022년 말까지 주식발행 정보의 공개 의무 면제
Ÿ 2022년 3월 1일부터 귀금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72) 등의 방안 마련
Ÿ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1,630억 루블 이상 투입 예정
Ÿ [모스크바시] 중소기업 대출 보조금 70억 루블 추가 할당, 토지 및 부동산 임대료 동결
Ÿ 고용, 운송 및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1조 루블 지원
Ÿ 2022년 3월 14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4번째 단계의 자본사면법 채택(암호화폐 자산 불포함,
개인은 돈과 금융자산을 러시아 관할로 이체하고 러시아 은행에 예치해야 사면 자격을 얻을 수 있음)173)
Ÿ 2022년 2월 1일부터 3개월간 주식 평균가격이 2021년 1/4분기 평균가격에 비해 20%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상장기업은 간소화된 주식 환매 절차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사 주식 환매
가능(총 주식수를 줄이기 위한 경우 제외)174)
Ÿ 러시아 주식과 채권 매입을 위하여 국부펀드에서 1조 루블이 배정될 예정175)
Ÿ [재무부] 국내 거주자가 외국인과의 거래 및 외환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정안정성과
사업운영지원 보장위원회를 형성함.
Ÿ 위기대응조치로서 2020년부터 시행된 중요조직에 대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 재개함.
Ÿ [모스크바시] 모스크바 경제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형성
Ÿ 에너지 자원 판매의 잉여이익은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막는 데 사용
Ÿ 러시아 자산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출구를 일시적으로 제한
Ÿ 정부는 2022년 동안 러시아 발행인 증권 매입 예정, 이 과정에 VEB, 전문금융기관 참여시킬 계획
Ÿ 파산신청에 대한 모라토리엄 도입
Ÿ [경제개발부] 중소기업이 대출을 유예받을 수 있는 업종을 농업, 소매, 케이터링, 제약, IT, 관광, 문화, 과학,
제조업 등으로 확정,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 미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조기상환 요구 불가
Ÿ 2022년 3월 1일 이전 대출계약자는 6개월간 신용휴가를 제공받으며, 9월 30일까지 은행에 대출상환 연기
신청 가능176)
Ÿ 농업생산자를 위한 양허성 대출프로그램에 250억 루블 할당
Ÿ 비우호 국가 및 영토 목록 승인,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 회사, 개인은 이 목록에 해당하는 국적을 가지는
채권자에게 월 천만 루블 이상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루블 지불 가능
Ÿ 농업단지 대표를 위한 소프트 대출프로그램에 50억 루블 할당
Ÿ 농업 부문의 투자우대대출 상환을 연말까지 6개월 유예
Ÿ IT 기업은 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IT 기업 근로자는 우대모기지를 받을 수 있으며, IT 전문가는
병역 유예를 할 수 있음.
Ÿ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은행에 보조금 지급, 25% 구매할당량 충족
Ÿ 중소기업 우대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년 근로 대출과 최대 3년 투자 대출 가능,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농기업은 우대대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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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벌금 및 감사

Ÿ
Ÿ
Ÿ
Ÿ

구매 및 수출

금융기관

Ÿ
Ÿ
Ÿ
Ÿ
Ÿ
Ÿ
Ÿ
Ÿ
Ÿ

산업

Ÿ
Ÿ

Ÿ

Ÿ
Ÿ
Ÿ
Ÿ
Ÿ

IT

오락·요식·관광

Ÿ
Ÿ
Ÿ
Ÿ
Ÿ
Ÿ

특별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85% 수준의 고용유지 조건으로 기업의 운영자본을 지원하는 데 400억 루블 할당
대기업, 중소기업은 부채를 재구성하고 지불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 획득
국가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계약자로부터 벌금과 과태료를 탕감하는 절차에 관한 법령 채택(단, 제재로
인해 주 또는 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계약자에 한함)
2022년 말까지 기업감사에 대한 모라토리엄(moratorium) 적용, 즉 정기점검 금지
예정된 감사는 위생 및 역학, 수의학 및 화재 통제와 산업 안전 분야의 감독의 틀 내에서 통제 대상의 소규모
폐쇄 목록과 관련해서만 유지
연방 및 지역 차원에서 1년 내 예정된 150,000건 이상의 정기 검사 취소(기존에 소기업에 대한 검사에 대해
모라토리엄이 일반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
3월 7일부터 ‘비우호적인’ 국가의 제재 대상이 된 기업의 조달정보 및 공급업체 정보는 ‘기밀’로 유지, 러시아
기관은 비공개 형태로 경쟁력 있는 구매 수행 가능
러시아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 제한 도입
제품, 장비, 구성 요소 및 재료의 수입 및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
러 중앙은행은 신용 및 비신용 금융기관의 거래 및 운영을 최대 6개월 동안 중단할 수 있는 권한 확보
러 중앙은행은 2022년 2월부터 은행거래 내역 미공개 결정, 이는 “서방 국가들이 부과하는 제재와 관련된
신용기관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임시 조치인 한편, 신용기관은 중앙은행에 모든 보고 유지
철강기업은 러시아 내 제품 공급시 마크업을 20~25% 수준으로 제한
전자산업 종사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 마련(백본 기업목록에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제조업체 포함)
“비우호적인” 국가에서 유입된 의료기기 수출 일시 금지(현재 수입업자 창고에 위치하거나 통관 절차에 있는
의료기기에 한함)
의약품 부족 방지를 위해 조달계약 금액 확대(기존에는 간소화된 시스템에서 계약 가능한 금액이 300만
루블이었으나, 5천만 루블로 늘어남)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예비기금에서 50억 루블 할당(제어된 열핵융합, 혁신적인 플라즈마
기술 등 포함)
정부사업 관련 계약자 선택시 외국과학저널 출판 의무사항 폐기, 과학연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자체 시스템
신속 구현 추구
소비자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빵과 유제품 생산비용의 일부를 부담(이외에 정부는 현장 작업, 식량 공급 및
소비자 가격 모니터링의 통제, 최소 100억 루블의 농기구를 통해 농업 기계의 우선 구매 자금 조달 등을
위한 조치 준비 중)
로스코스모스(Roscosmos)는 러시아 민간우주회사에 “전례 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민간 설계기관과
신생기업이 만든 우주선을 “실질적으로 무료”로 궤도에 올릴 계획임을 밝힘(이러한 작업에 소유즈 2(Soyuz-2)
발사체 사용).
산업통상부, 가즈프롬방크(Gazprombank), 기술개발청은 국내 제조업체와 고객 간 상호작용을 위해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인 수입대체거래소 형성
중소기업 디지털플랫폼은 국내 소프트웨어 50% 할인 판매 개시, 중소기업가 및 개인기업가 구입 가능
러시아 내 모든 브라우저는 웹사이트에 무료 인증서 제공을 의무화
2024년 말까지 IT 기업에 대한 감사 유예조치 도입
세금인센티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국내 솔루션의 구현 및 설치, 테스트 및 유지 관리에 관련된
회사로 확대
3년간 모든 IT 기업의 소득세 면제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IT 전문가는 27세까지 징집 유예
신규·기존 호텔에 대한 VAT(20%)는 5년간 면제
항공사의 외국항공기 보유 지원
국내 패스트푸드 체인 보조금 할당(보조금 신청서 6월 30일까지 접수)
장비구매를 위한 공동자금조달 프로그램 확대(최대지원금 50% 확대, 기관당 3천만 루블로 증액)

자료: “Всемерыгосподдержки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которыеввелипосле24 февраля”(2022. 3. 14), РБ.РУ.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171)
172)
173)
174)
175)
176)

“Путинподписалзаконокомплексемерподдержкигражданибизнеса”(2022. 3. 8), Известия..
“КабминподдержалотменуНДСнадрагоценныеметаллыдляграждан”(2022. 3. 2), TACC.
“Госдумапринялазакононовомэтапеамнистиикапитала”(2022. 3. 4), РИАНовости.
“ПАОполучатправовыкупасвоихакцийсбиржив 2022 годупоупрощеннойсхеме”(2022. 3. 3), TACC.
“МинфинРФпредлагаетразрешитьпокупатьОФЗнасредстваФНБ- Силуанов”(2022. 3. 3), ТинькоффБанк..
“Реструктурныйсдвиг: кредитныеканикулыдадутприснижениидоходана 30%”(2022. 3. 4), Извест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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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EAEU 회원국들과 함께 3월 18일 ‘단일루블공간(единого рублев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
관세의 대대적 철폐를 논의하고 있어 러시아-중앙아시아 간 지역블록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177)
- EAEU 회원국들은 관세 지불에 루블화를 제외한 제3국의 통화를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단일루블공간’을 단계적으로
형성할 것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루블로 관세를 거두게 됨.
-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루블화 관세 적용을 즉각 시행할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3개 회원국은 당분간 달러 사용을
병행할 것으로 보임.178)
-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일부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또한 EAEU 회원국은 458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외에 △역외 수입 상품 면세
한도를 1,000유로까지 인상 △수입 관세 납부 시 고정환율 적용 △소비재 우선 통관 △주요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반덤핑 관세 유예 등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 중임.

■ 3월 29일 러 총리 일부 품목에 대한 병행수입 합법화 행정령(постановление) 채택179)
- 러 정부는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을 합법화함으로써, 시장 내 특정 상품의 부족 현상(shortage)을 완화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함.180)

- 한편, 이러한 조치로 인해 위조품이 출현하거나,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낮추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존재

- 현재 러 산업부가 병행수입 합법화 대상 상품 목록을 작성 중이며, 러연방독점방지청(ФАС)은 병행수입 대상상품
범위를 일부 상품을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음.

■ [향후 전망] 러시아는 고립에 의한 소련식 붕괴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 자급자족 및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블록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181)

4) 2022년 및 2023년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9.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3년에는 –0.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 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177) “Россиязаявилао«единомрублевомпространстве»ЕАЭС.Казахстансообщилосвоем«варианте»”(2022. 3. 18), РадиоАзаттык;
“СтраныЕАЭСприступиликформированиюединогорублевогопространства”(2022. 4. 4), Евразия.Эксперт.
178) “ПереходнарубливтаможенныхрасчетахЕАЭСзатронеттолькоРоссиюиБелоруссию, другиестраныоставятдоллары,”
(2022. 4. 8), Финмаркет.
179) “«Позволит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ц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ообъявилоолегализациипараллельногоимпортавРоссии”(2022. 3.
30), Russia Today; “ВРоссииразрешатпараллельныйимпорт:какэтоскажетсянарынке”(2022. 3. 28), Право.ru; “Всеоттенки
«серого»: вРФотменятнаказаниезапараллельныйимпорт”(2022. 3. 28), Известия.
180) 러시아 내 병행수입은 2012년 WTO 가입과 함께 불법화가 되었으나 2015년 이후 병행수입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음.
최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광범위하게 확장됨으로써 전격적으로 합법화 조치를 채택한 것으로 보임.
181) “Ukraine, the Sanctions and the Future of Globalisation”(2022. 3. 29), Valdai discussion club expert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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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023년 러시아 경제는 대러 제재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환율 상승, 자산 가격 하락, 자본 유출)
△고인플레이션 △긴축 통화정책(고금리)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소비·투자가 크게 둔화하면서 실물경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에너지 제재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국제유가 상승 압력 등은 총수요를
진작하여 실물경제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나, 서방의 광범위한 대러 제재로 인한 실물·금융 부문 충격을 완전히
소거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전망
◦ 대러 제재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높은 기준 금리를 유지하는 긴축 통화정책이 강제되는
거시경제 환경에서 정부지출 확대로 인한 총수요 진작 효과(승수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는 수요 측면에 머물러 연간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데 그치겠지만, 대러 경제
제재가 결국 러시아 경제의 고립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통상
환경 변화(지역·통화 블록화, 수입대체화) △노동 공급 변화(인적자본 유출) △혁신을 위한 기술 협력구조 재편 등의
공급 측면의 대대적 변화(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표 4-10. 주요 기관의 러시아 2022~23년 성장률 전망
(단위: %)

연도

러시아

KIEP
[’22.04]

IMF
[’22.04]

World Bank
[’22.04]

EBRD
[’22.03]

러시아 재무부
[’22.04]

러시아 중앙은행
[’22.04]

’22

’23

’22

’23

’22

’23

’22

’23

’22

’23

’22

’23

-9.5

-0.3

-8.5

-2.3

-11.2

n/a

-10.0

0.0

-8 ~-10

n/a

-9,2

n/a

주: [ ] 안은 전망시점.
자료: 각 기관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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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앙아시아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2021년 중앙아시아 5개국은 △방역 조치 완화 △주요 수출품 가격 상승 △민간 소비·투자 회복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카자흐스탄] 방역 조치 완화 등의 요인으로 ’21년 1~3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동기대비 5.0% 상승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정부지출 역시 전년동기대비 1.2% 상승한 데다 수입액이 크게 감소하여(전년대비 –5.1%) 순수출이
늘어나면서 2021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인 4.0%를 회복하였음(2020년 –2.6%).
- [우즈베키스탄] 영업 및 이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빠르게 회복되어 각각 전년대비 8.4%, 5.2%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사회보장·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이 전년대비 2.8% 증가하면서 2021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7.4%를 달성하였음(2020년 1.7%).
- [투르크메니스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엄격한 봉쇄 조치가 계속되면서 민간 소비·투자 회복이 매우 더딤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수출액이 전년대비 25.6% 증가하면서 2021년 경제성장률은
5.0%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2020년 –3.4%).
-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러시아로부터의 해외 이주 노동자 송금(remittance)이 전년대비
16% 증가하여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로 총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2021년 경제성장률은 3.7%를 달성하였음(2020년 –8.6%).
- [타지키스탄] 러시아 경제의 빠른 회복으로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러시아로부터의 이주 노동자 송금이 크게
증가하여 민간 소비가 회복되었으며 광산 부문에 대한 FDI 증가 등의 요인으로 민간 투자가 전년 대비 23.3%
상승하는 등 민간 소비·투자가 호조를 보인 데다가 금, 광물 및 섬유 수출이 크게 늘어나 2021년 경제성장률은
9.2%에 달할 것으로 보임(2020년 4.5%).
표 4-11. 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
(단위: %)

연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2019

4.5(4.5)

5.6(5.7)

6.3(6.2*)

4.5(4.6)

7.5(7.5)

2020

-2.6(-2.5)

1.7(1.9)

-3.4(1.6*)

-8.6(-8.4)

4.5(4.5)

2021

4.0(4.0)

7.4(7.4)

5.0(5.0)

3.7(3.6)

9.2(9.2)

주: IMF와 ADB(괄호 안)의 추정치; 단,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ADB에서 2019,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아 *는 IHS Markit의 자료를
인용하였음.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2. 4);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2022. 4); IHS Markit – Turkmenistan Economic
Outlook(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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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및 물가] 통화 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정부의 강력한 물가 통제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진작
△단기적 수급 불균형 △주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였으나
주요 수출 원자재의 가격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환율 상승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제외하면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음(그림 4-38 참고).
- [카자흐스탄] 가뭄이 지속되면서 식료품 가격이 전년대비 10.8% 이상 상승하였으며 에너지 가격 및 에너지 세율
인상으로 생산 비용이 상승하여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8.0%를 기록하였으며(2020년
6.8%), 주요 수출품인 원유 가격 상승 및 가치가 연동되는 루블화 환율 안정화로 2021년 평균 환율(KZT/USD)은
425.93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3.0% 상승에 그쳤음(2020년 평균 환율 413.40).
- [우즈베키스탄] 식용유 등의 필수 식료품에 대한 수입 관세 폐지 및 국내 생산 증가로 식료품 가격 상승이 진정되고
다른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상승률 역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10.8%에 그쳤으며(2020년 12.9%), 2021년 평균 환율(UZS/USD)은 10,819.67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3.3%
상승에 그쳤음(2020년 평균 환율 10,476.92).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강력한 물가 통제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회복 및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식품 가격 인상
으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15.0%를 기록하였으며(2020년 7.6%), 고정환율제
를 운용 중인 투르크메니스탄 통화 당국은 2021년 공식 환율(TMT/USD)을 2020년과 동일한 3.5를 유지하였음.
- [키르기스스탄] △환율 평가절하 △식료품 공급 차질로 인해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11.9%를 기록하였으며(2020년 6.3%), 2021년 평균 환율(KGS/USD)은 84.64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9.5%
상승한 84.64를 기록하였음(2020년도 평균 환율 77.31%).
- [타지키스탄] △소비 회복 △주요 수입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가격 통제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소폭 상회하는 8.7%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도 8.6%), 관리변동환율제를 운용중인 타지키스탄의 2021년 평균 환율(TJS/USD)은 전년대비 9.6% 상승한
11.31 수준에 달했음(2020년 평균 환율 10.32).

■ [경상수지 및 순수출] 2021년 중앙아시아 5개국의 순수출은 주요 수출품 가격 상승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수지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적자를
기록하였음(그림 4-39 참고).
- [카자흐스탄] 2021년 수입액이 530억 달러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2020년 453억 달러) 주요
수출품인 원유 가격 상승 및 수출량 증가로 수출액 역시 682억 달러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2020년 522억
달러) 2021년 순수출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15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2020년 69억 달러),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GDP 대비 3.0% 적자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2020년 GDP 대비 3.8% 적자).
- [우즈베키스탄] 주요 수출품인 금의 가격 상승 및 수출량 증가로 2021년 수출액은 164억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2020년 145억 달러) 민간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수요증가로 수입액 역시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27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2020년 226억 달러) 2021년 순수출은 -11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2020년
–81억 달러),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6.9%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적자폭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2020년
GDP 대비 5.0%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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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2021년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363억 달러를(2020년
329억 달러)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수입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226억 달러를(2020년 219억 달러) 기록할
것으로 보여 2021년 순수출은 13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예측되며(2020년 90억 달러),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GDP 대비 2.0%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2020년 GDP 대비 3.3% 적자).
- [키르기스스탄] 주요 수출품인 금 가격이 상승했으나 주 채굴 광산인 쿰토르 광산의 생산 차질로 2021년 수출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5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2020년 24억 달러) 수입액 역시 전년도와 거의 같은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2020년 41억 달러) 순수출은 전년과 동일한 –17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소득
수지 악화로 GDP 대비 5.3%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2020년 GDP 대비 4.5% 적자).
- [타지키스탄] 2021년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14억 달러, 31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여 순수출은 지난해와 동일한
–1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며 해외송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GDP 대비
2.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2020년 GDP 대비 4.1% 흑자).

그림 4-38. 국가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그림 4-39 국가별 경상수지(GDP 대비) 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2. 4. 2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2. 4. 24).

2) 거시정책 현황
■ [재정정책]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정 효율화 등을 통한 세수 확대로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재정수지가 개선되었음(그림 4-40 참고).
- [카자흐스탄] 코로나19에 따른 총수요 부진을 만회하기 정부지출이 GDP 대비 1.6% 증가하였으나 법인세 및 소득세
수입 증가로 2021년 재정적자는 GDP의 4.1%로 개선되었음(2020년 재정적자 GDP의 7.0%).
-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 부문 지출 증가 및 교육·인프라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로
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21년 재정적자는 GDP의 4.7%로 확대되었음(2019년 재정적자 GDP의 2.5%).
- [투르크메니스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 부문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 증가로 2021년 재정적자는 전년도와 비슷한 GDP 대비 0.1%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2020년
재정적자 GDP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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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세정 디지털화를 통해 세입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로
재정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1년 재정적자는 전년과 GDP의 1.3%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음(2020년
재정적자 GDP의 3.3%).
- [타지키스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 부문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정 디지털화를 통한 조세 탈루
방지 △관세 효율화 등으로 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2021년 재정적자는 GDP의 2.0%로 개선되었음(2020년
재정적자 GDP의 4.3%).

그림 4-40. 국가별 재정수지(GDP 대비) 추이

그림 4-41. 국가별 누적 정부부채(GDP 대비) 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2. 4. 2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2. 4. 24).

■ [통화정책] 2021년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대응과 환율 안정화를 위해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였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전망임.
- [카자흐스탄]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해 7월까지 기준금리를 12%에서 9%까지 인하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9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9.75%까지 인상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환율 평가절하 압력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존함.
- [우즈베키스탄] 2021년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및 빠른 경제 회복세로 기존의 높은 금리 수준(14%)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환보유고가 31.5% 증가하고 해외 이주 노동자 송금 유입이 지속되는 등 환율 방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으로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환율 절하 압력으로 기준금리를 17%로
인상하였음.
- [키르기스스탄] 2021년 지속적인 환율 상승 및 수입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5%에서 8%로 인상하고 보유 외환 매각을 통해 외채를 상환하면서 전체 부채에서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28%까지 낮췄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으로 물가 상승 및 화폐 가치 하락 압력이 높아지면서 기준금리를
14%로 인상하였음.
- [타지키스탄] 2021년 인플레이션율이 중앙은행의 타깃(4~8%)보다 훨씬 상회함에 따라 지급준비율을 1%에서 3%로
상향하고(달러 자산 지급준비율은 5%에서 9%) 기준금리를 11%에서 13.25%로 인상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으로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평가절하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존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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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이슈
■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중앙아 관계] 중앙아시아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질서 변동 및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비교적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러-중앙아 관계 설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1991년 독립 이후에도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에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시작된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대응으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주도해왔음.
◦ 특히, 2015년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일대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서방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축소하고자 하였음.
◦ EAEU 역내 무역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14년 크림반도 이후 추진한 탈달러화(de-dollarization)의
일환으로써 EAEU 역내 무역에서 루블화 표기 무역을 늘리는 것을 목표해왔음.

-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사회의 비판과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받아 서방으로부터의 실질적 고립 상태에 놓인
러시아에 대해 중앙아시아 각국은 기존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신호를 주는 한편 개별 국가 차원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관계 설정을 도모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3월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동월 24일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음을 명시하는 유엔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바 있음.
◦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주도한 이른바 단일루블공간(единого рублев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제안(EAEU
역내 관세를 러시아 루블로만 지불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중앙아시아 회원국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개별 국가의 이해와 상충하는 사안에서 이전보다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음.
◦ 한편, 압둘라지즈 코밀로프 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과 무크타르 틸레우버디 카자흐스탄 외무장관은 지난 3월 17일과
4월 5일에 러시아가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동부(도네츠크, 루한스크)의 공화국化에 정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러-중앙아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상존함.
◦ 3월 20일 울루벡 카림샤코프 키르기스스탄 부총리 역시 국내 TV 인터뷰에서 UN 헌장으로 보장된 개별 국가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인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이보다 미온적이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러시아의 대외전략에 명시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

4) 2022년 및 2023년 전망
■ 2022년 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원유, 천연가스 등의 주요 수출품 국제 가격 상승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 중국의 경기둔화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인플레이션 상승 △긴축
통화정책 등의 하방 요인으로 전년도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수출품인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환율과 물가의 상방 압력이 성장을 제약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체로 전년도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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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금, 면화 등 주요 수출품 국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으나
환율 및 물가 상방 압력과 주요 교역 상대국(중국, 러시아)의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보임.
-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등에 이주한 노동자의 해외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GDP의 약 30%) 대러
제재로 인한 러시아 실물경제 충격 및 루블화 가치 하락에 의해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보임.

표 4-12. 주요 기관 중앙아시아 국가별 성장률 전망
(단위: %)

IMF
[’22.04]
2022

ADB
[’22.04]
2023

2022

EBRD
[’22.03]
2023

2022

2023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2.3
3.4

4.4
5.0

3.2
4.0

3.9
4.5

2.0
4.0

2.5
5.0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1.6
0.9

2.5
5.0

5.5
4.0

2.5

3.5

5.8
2.5
3.0

6.0
1.0

타지키스탄

6.0
2.0
2.0

3.0

5.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2. 4);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2022. 4); EBRD Regional Economic Update(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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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브라질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브라질 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기저효과와 함께 2020년 2/4분기 이후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21년 들어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2020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0.7%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동기대비 4.6%로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부문별로는 총고정자본형성이 전년동기대비 17.2%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수입이 동 기간 12.4%
증가함으로써 순수출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산업별로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산업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운송
부문이 전년동기대비 –8.4%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그러나 2021년에는 전년도대비 운송 부문이 11.4%, 건설 부문이 9.7% 증가하는 등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1년 총고정자본형성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표 4-13. 브라질의 부문별 성장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경제 부문

2020년

2021년

Q1

Q2

Q3

Q4

연간

Q1

Q2

Q3

Q4

연간

GDP 성장률

-0.1

-10.7

-3.7

-0.9

-3.9

1.3

12.3

4.0

1.6

4.6

민간소비

-0.5

-12.1

-6.1

-3.1

-5.4

-1.7

10.5

4.2

2.1

3.6

정부지출

-0.7

-8.6

-5.4

-3.3

-4.5

-3.9

5.8

3.5

2.8

2.0

총고정자본형성

7.2

-14.0

-7.5

13.2

-0.5

17.8

33.1

18.8

3.4

17.2

수출

-2.7

0.5

-1.0

-4.3

-1.8

1.0

14.2

4.0

3.3

5.8

수입

5.8

-14.3

-25.0

-3.5

-9.8

7.5

20.3

20.6

3.7

12.4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검색일: 2022. 4. 8).

■ [소비 및 물가] [표 4-13]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2020년 2/4분기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2021년에는 전년동기대비 3.6%를 기록하였고, 2022년 2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0.5%로
브라질 중앙은행 목표치인 3.5%±1.5%p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2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0.54%를 기록하여
중앙은행 목표치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음.
- 2021년 7월 82.2를 기록하였던 FGV 소비자신뢰지수는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22년 3월 기준 74.8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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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브라질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림 4-43. FGV 브라질 소비자신뢰지수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2. 4. 8).

주: 매월 FGV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개인의 재정상황을 파악하여 단기의 경제상황을 전망하는 지표임.
자료: Trading Economics(검색일: 2022. 4. 8).

■ [경상수지] 2021년 2/4분기 경상수지는 89억 달러 흑자였으나 상품수지가 급감하면서 2021년 4/4분기 경상수지는
16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2021년 2/4분기 상품수지는 236억 달러 흑자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1년 3/4분기에는 145억 달러 흑자,
2021년 4/4분기에는 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 상품수지의 감소는 수출 감소 및 수입의 증가와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입 증가율에 기인하고 있음.
◦ 2021년 2/4분기 상품 수출액은 819억 달러였으나 2021년 4/4분기에 682억 달러로 137억 달러 감소한 반면, 상품
수입액은 같은 기간 583억 달러에서 665억 달러로 82억 달러 증가하였음.
◦ 2021년 3/4분기와 4/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수입 증가율은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그림 4-44. 브라질 경상수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2. 4. 8).

그림 4-45. 브라질 수출입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2. 4. 8).

■ [금융·외환시장] 브라질 헤알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가치가 하락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1년 12월 이후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임.
- 2021년 6월과 12월 사이 달러-헤알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다 이후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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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브라질 주가지수는 2021년 6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21년 12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

그림 4-46. 브라질 환율

그림 4-47. 브라질 주가지수(Bovespa)
(단위: 헤알/달러)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2. 4. 8).

자료: BM&F Bovespa(검색일: 2022. 4. 8).

■ [고용] 민간부문 근로자, 자영업자, 경제활동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공공부문 근로자
수는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자영업자를 제외한 민간부문 총 근로자 수는 2021년 1월 기준 4,196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1년 12월 기준 4,694만 명으로 해당 기간 동안 총 498만 명 증가하였음.
- 이와 유사하게 자영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2021년 1월과 2021년 12월 사이에 총 276만 명
늘어났음.
- 실업률은 2020년 3/4분기와 2021년 1/4분기에 14.9%를 기록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 2/4분기부터 실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 4/4분기에는 11.1%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표 4-14. 브라질 고용 현황
(단위: 천 명)

부문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민간부문(전체)

41,964

41,973

41,759

41,910

42,103

42,703

43,470

44,236

45,199

45,832

46,403

46,938

공식부문

31,630

31,612

31,515

31,587

31,745

32,098

32,552

32,894

33,508

33,876

34,224

34,495

비공식부문

10,334

10,361

10,244

10,323

10,358

10,605

10,918

11,342

11,691

11,956

12,179

12,443

공공부문

11,577

11,552

11,409

11,414

11,536

11,459

11,438

11,230

11,168

11,152

11,275

11,375

자영업자

23,182

23,346

23,560

23,830

24,123

24,643

25,000

25,253

25,461

25,638

25,841

25,944

경제활동인구

101,958

102,217

102,339

102,665

103,376

104,216

105,073

105,599

106,430

106,864

107,334

107,758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검색일: 2022. 4. 8).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5.17.

114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그림 4-48. 브라질 실업률
(단위: %)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검색일: 2022. 4. 8).

2) 거시정책 현황
■ [재정정책] 연금 개혁으로 인한 연금 지출 감소와 헌법 내 임시헌법조항법(temporary constitutional provisions
act) 106조의 시행 등으로 2021년 정부부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2021년 말 동 법에 대한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부부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야기됨.
- 정부부채는 2017년 1월 기준 GDP 대비 48.4%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2020년 7월 기준 GDP 대비 67.2%로 급증하였음.
-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통과된 연금 개혁 법안과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임시헌법조항법
106조의 시행 등으로 2021년 정부부채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2022년 1월 기준 GDP 대비
60.4%를 기록
◦ 임시헌법조항법은 정부지출의 한도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전년도 정부지출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2017년부터
향후 20년간 유지해야 함을 명시

- 그러나 임시헌법조항법에 대한 개정안이 2021년 말 동 의회를 통과하였고 202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바,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정부부채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

■ [통화정책] 2021년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 및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공급 부족 등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해왔음.
-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2021년 4월 이후 기준금리를 총 9차례 인상하여 2022년 5월 기준
기준금리는 12.75%임.
◦ 기준금리의 인상 시점은 2021년 5월 6일, 2021년 6월 17일, 2021년 8월 5일, 2021년 9월 23일, 2021년 10월
28일, 2021년 12월 9일, 2022년 2월 3일, 2022년 3월 17일, 2022년 5월 4일임.

-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농업 부문 생산 감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문제가 식료품 가격을 상승시키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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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브라질 정부부채

그림 4-50. 브라질 기준금리(Selic)
(단위: GDP 대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2. 4. 8).

(단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2. 5. 9).

3) 핵심 이슈
■ [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원자재가격 상승, 브라질 가뭄으로 인한 농업과 전력 생산 차질,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올해에도 중앙은행의 목표치(3.5%±1.5%p)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2월 기준으로 12개월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8%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식음료 가격과 교통비의 상승이 두드러짐.
- 브라질 남동부지역의 가뭄이 식료품 가격과 전력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곡물가격과 유가가 상승하면서 식료품 가격과 교통비 상승이 이어짐.
- 브라질 정부는 기초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만, 202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어 정부의 지출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짐.
◦ 10월 대선에서 현 극우 대통령과 전 좌파 대통령 간의 대결이 예상되어 정치적 혼란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현
정부는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표심을 확보하고자 함.
◦ 재정수지가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는 브라질 경제의 신뢰를 하락시켜 외국자본의 유출과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수입물가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브라질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2022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2022년에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넘어선 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개혁지연] 202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조세개혁, 민영화, 재정건전성 회복을 미루고 있어 해당 개혁과제는
차기 정부에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정부와 다수의 국제기구는 브라질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공공부문의 부채 증가와 성장둔화를 지적하고
있어, 브라질은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각종 개혁을 추진해왔음.
- 2019년 연금개혁은 완료되었지만 조세개혁과 민영화 등은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개혁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음.
◦ 2022년 10월 대선에서 극우성향의 현 보우소나루 대통령(2019~현재)과 좌파성향의 룰라 전 대통령(2003~10)이
유력한 후보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룰라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우소나루 정부는 민심 확보를 위해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어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이 역행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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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개혁] 복잡하고 중복되는 세제를 단순화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현재 상원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 [민영화] 전력기업 Electrobras와 우체국 등 18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Electrobras를 제외한
대부분 민영화 건이 의회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음.
◦ Electrobras는 중남미 최대의 전력회사로, 브라질 연방감사법원(TCU: Tribunal de Contas da União)이 2022년
2월 해당 기업의 민영화를 승인하였고 정부는 올해에 민영화를 완료하고자 희망하지만, 노동자당과 룰라 전 대통령이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최근 TCU가 지분매각 결정을 연기하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

- [재정건전성] 재정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하도록 헌법에 명시(재정지출상한제)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헌법 개정을 시도하였고 2021년 말 해당 안이 의회를 통과함.

4) 2022년 및 2023년 전망
■ 농업부문이 성장을 주도하여, GDP 성장률이 2022년 0.5%와 2023년 1.3%로 전망됨.
- 대두, 옥수수, 사탕수수 등의 생산량 증가와 전 세계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농업이 2022년과 2023년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함.
◦ 2022년 농업 생산은 2.8% 증가하는 반면, 산업생산은 –0.58%로 부진하고 서비스 생산은 0.76% 늘어나 전체적으로
농업부문이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182)
◦ 2023년에는 산업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 부문의 성장이 농업 2.4%, 산업 1.38%, 서비스 1.5%로
예상되어 농업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183)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브라질의 철광석과 원유의 수출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긍정적인 요인임.
-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 10월 대선을 앞두고 극우 후보와 좌파 후보 간의 대립으로 정치 양극화가 심하고, 현 대통령은 브라질 선거시스템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향후 선거결과에 불복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대선을 전후로 정치 불안정이 증가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표 4-15. 주요 기관의 브라질 성장률 전망

기관

브라질

KIEP
(2022.4)

브라질 경제부
(2022.3)

Focus Survey*
(2022.4)

IMF
(2022.4)

Oxford
Economics
(2022.4)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0.5

1.3

1.5

2.5

0.5

1.3

0.8

1.4

0.9

1.4

주: * Focus Survey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14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조사해 매주 금요일 발표하는 자료임.
자료: 각 기관 전망치.

182) 브라질 경제부(2022), “Macroeconomic outlook. March 2022,” p. 34.
183) Ibid.,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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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남미
1) 거시경제 현황
■ [성장률] 민간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면서 2021년 중남미의 GDP는 6.2% 증가하였고, 2021년 3/4분기부터는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음.
- 중남미 전체적으로 민간소비의 증가가 경제회복을 주도하였고, 지역별로 남미는 정부의 재정지출확대와 원자재 수출
증가가, 멕시코는 미국경제의 회복으로 인한 제조업 수출 증가가, 중미는 해외에서 유입된 송금액 증가가 경제
회복에 추가적으로 기여함.

그림 4-51. 중남미 주요국 연도별 성장률 추이

그림 4-52. 중남미 주요국 분기별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검색일: 2022. 4. 7).

그림 4-53. 중남미 주요국 제조업 생산지수

주: 2020년 1월의 생산을 100으로 기준함.
자료: 각국 통계청(검색일: 2022. 4. 7).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검색일: 2022. 4. 7).

그림 4-54. 중남미 주요국 광업 생산지수

주: 2020년 1월의 생산을 100으로 기준함.
자료: 각국 통계청(검색일: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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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생산] 제조업은 회복되고 있으나, 주요국의 광업 생산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함.
- [제조업] 멕시코는 2020년 1월 수준으로 생산이 회복되었고,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는 코로나 이전보다
생산이 늘어남.
- [광업] 멕시코의 주요 광물인 철광석과 원유는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생산이 회복되었지만, 콜롬비아의 석탄과 석유,
칠레의 구리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함.

■ [물가] 전 세계 농산물과 원유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가 202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 이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하여도, 중남미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0년 3.0%에서 2021년 7.2%로 빠르게 증가함.184)
◦ 아르헨티나는 팬데믹 이전인 2020년 1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5%로 높았으나, 2022년 2월 현재는 53.3%로
증가함.
◦ 2020년 1월에서 2022년 2월까지 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칠레가 3.5%에서 7.%, 콜롬비아가 3.6%에서 8.0%,
멕시코가 3.2%에서 7.3%, 페루가 1.9%에서 6.7%로 급격히 상승함.

그림 4-55. 중남미 주요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연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CEIC(검색일: 2022. 4. 7).

■ [교역]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산물과 광물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의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수출과 수입이
202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수출] 2021년 중남미의 수출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17%가 상승하고 수출 물량도 8%가 증가하여 수출총액
(가격× 물량)이 25% 증가하였고, 수출 가격과 물량 증가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수입]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총액이 전년대비 16% 감소했지만, 2021년에 수입이 빠르게 회복되어 수입
가격은 12% 증가하고 수입 물량은 20% 증가하여 수입총액이 32% 증가함.
184) CEPAL(2022), “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e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21(PPT version),”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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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의 교역조건(수입상품 대비 수출상품의 상대가격)이 개선되고
있는데, 2021년 4/4분기의 교역조건이 2020년 1/4분기에 비해 아르헨티나는 9.7%, 콜롬비아는 29.8%, 페루는
20.8%가 증가함.
◦ 그러나 제조업 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은 멕시코의 경우는 같은 기간 교역조건이 오히려 2.8% 악화됨.

그림 4-56. 중남미 주요국 수출 추이

그림 4-57. 중남미 주요국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검색일: 2022. 4. 7).

(단위: 백만 달러)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검색일: 2022. 4. 7).

그림 4-58. 중남미 주요국 교역조건 추이
(단위: 지수)

주: 2020년 1/4분기 = 100.
자료: CEIC(검색일: 2022. 4. 7).

■ [환율] 최근 중남미 국가의 화폐가치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달러화 대비 가치가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하락한 상태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2022년에도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1월과 비교하여 2022년 4월 현재 각국 화폐가 절하된 정도는 아르헨티나가 87%, 콜롬비아가 14%, 페루가
13%, 멕시코가 6%, 칠레가 5%임.
-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근 외국인 자금이 광업과 농산물 비중이 높은 국가로 유입되고 있어,
중남미 국가의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다소 억제하고 있음.
◦ 제조업 비중이 높은 멕시코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빠져나가고 있으나, 원자재와 농업 비중이 높은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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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9. 중남미 주요국 환율 추이

그림 4-60. 중남미 주요국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유입

(단위: 각국화폐/달러 기반 지수)

주: 2020년 1월 2일 = 1, 일별 환율
자료: 각국 중앙은행(검색일: 2022. 4. 7).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22. 4. 7).

2) 거시정책 현황
■ [통화정책]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급등,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에
대한 대비로 중남미 주요국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실시해 왔으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함.
- [멕시코] 2022년 3월 기준금리를 6.5%로 인상하였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더라도 두 나라 간 금리 격차로 인해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임,

- [칠레] 2021년 6월 0.5%였던 기준금리가 2022년 5월 7%까지 인상되었는데, 이러한 가파른 금리 인상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적극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고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중앙은행이 상반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존재함.

- [콜롬비아] 현재 5%인 기준금리를 최대 8%까지 연내 가파르게 인상할 가능성이 존재함.
◦ 중앙은행은 2023년 상반기에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임.

- [페루] 2022년 4월 4.5%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인플레이션 추이와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속도에 맞춰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함.
◦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가 5%까지 인상될 수
있음.

- [아르헨티나] 실질금리를 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기준금리가 47%로
인상되었음.
◦ IMF와의 채무조정안이 타결되었음에도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우려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더욱 가중될 수 있어 금리 인상이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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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 중남미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자료: Connect,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검색일: 2022. 5. 9).

■ [재정정책]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재정대응에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임.
- [멕시코]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중남미 주요국 중 가장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했던 멕시코는 2022년
제한적이나마 교통 및 에너지 부문에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투입과 노령연금 확대와 같은 사회지출 확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재정적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조세기반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회복된다면 재정적자 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칠레] 보리치 신정부는 2022년 4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대중교통 요금 동결, 가족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37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음.
◦ 대통령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결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당선된 만큼 사회지출 증대에 대한 압박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급격하게 확대된 재정적자 폭을 줄이고자 할 것으로 보임.
◦ 구리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이 재정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세제개혁 가능성은 불투명함.

- [콜롬비아] 팬데믹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 폭이 유례없이 커졌으며, 2022년에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임.
◦ 2021년 5월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되었음.
◦ 이러한 배경에서 급격한 긴축재정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 개선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페루] 중남미 주요국 중 가장 재정건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각종
보조금 지급과 사회보장이전을 늘릴 것으로 예상돼 2022년에는 재정적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광물 및 농산품 가격 상승으로 조세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국가인 만큼 재정적자
폭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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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IMF는 재정적자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IMF의 최대 채무자로서의 협상력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완만한 속도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코로나19 관련 예산 및 에너지 보조금 축소의 현실화 여부와 상품 가격이 계속 유지되느냐가 재정적자 축소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그림 4-62. 중남미 주요국 재정수지 추이

그림 4-63. 중남미 주요국 정부부채 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콜롬비아 2021년 수치는 추정치.
자료: EIU(검색일: 2022. 4. 22).

(단위: GDP 대비 %)

주: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의 2021년 수치는 추정치.
자료: EIU(검색일: 2022. 4. 22).

3) 핵심 이슈
■ 집권 정부의 통치 행위, 주요 정치 일정, 빈번한 반정부 시위 등으로 중남미 주요국에서 정치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던 국가에서도 관찰되고 있음.
- [멕시코] AMLO 정부의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통치 행위가 정치·경제 전반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은 등한시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 및 석유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와 화석연료 발전을 강조하는 내용의 에너지 개혁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 [칠레] 2021년 5월 탄생한 제헌의회의 헌법 개정안 초안 작성 작업이 2022년 7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9월 열릴 예정임.
◦ 현행 헌법이 지나치게 시장 친화적이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된 것이며,
헌법개정안은 광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 환경보호, 원주민 권리, 수자원에 대한 권리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작성될 것으로 보임.

- [콜롬비아] 2022년 5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민주주의 이행 이후 단 한 번도 좌파 성향 정당이 집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우파 성향 정당이 공고한 위치를 점해왔던 콜롬비아에서 좌파 성향 정당의 유례없는 선전이 기대되는
상황임.
◦ 재정건전성 확보와 구조개혁 등을 위한 동력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최근 정치 환경에서
얼마나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좌파 성향 정부가 집권한다면 개혁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 있음.

- [페루] 극심한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정치적 아웃사이더인 카스티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며,
정부 출범 후 이미 4번 내각 교체를 단행하였고 2번 탄핵 절차가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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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티요 정부 출범 전 4년간 대통령이 3번 교체된 선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임기 내 탄핵 리스크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아르헨티나] 이번 채무재조정 협상 타결로 인해 디폴트에 대한 위험은 단기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지난 수년간
어려웠던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IMF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적자 축소, 통화발행 축소,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이자율, 공공요금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이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
◦ 현재 아르헨티나가 IMF의 최대 채무국이라는 점이 역설적이게도 아르헨티나 정부로 하여금 구조개혁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협상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2022년 및 2023년 전망
■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대응 차원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운영 공간이 제한되어 있음.
-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급등, 통화가치 하락으로 올 한 해 동안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중앙은행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회복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대응 차원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운영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화되면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로 이러한 제약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및 2023년 중남미 주요국의 성장률은 대외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주요 수출품인 석유, 광물, 농산품의 가격 유지 여부가 재정수지 및 국제수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음.
◦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회복 여부가 대부분의 국가의 수출이나 해외 거주자로부터의 송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이 긴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와 함께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경제성장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1차 상품 가격 상승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점은 긍정적임.
- [멕시코] 계속되고 있는 공급망 차질이 제조업 부문에 주는 타격과 투자 환경 악화가 경제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2022년 2.0%의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며, 2023년 성장률은 대외 여건이 회복되며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및 국제수지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팬데믹 기간 AMLO 정부가 재정정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해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함.

- [칠레] 긴축적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에 더해 보리치 정부 출범과 개헌 작업이 경제 전반에 가져오는 불안정성이
우려되지만, 총 수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의 가격 상승과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2022년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높은 구리 가격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느냐와 신헌법의 경제 부문 기조가 2023년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라 2023년 성장률은 2022년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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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민간소비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총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탄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역수지 향상이 기대되며, 억제적 통화정책이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2022년 3.7%, 2023년 2.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5월 대선에서 좌파 성향 후보인 구스타보 페트로가 당선되더라도 경제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해결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있음.

- [페루] 광물 및 농산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이 호재이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과 2021년 7월 카스티요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치 불안정성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2022년 경제성장률은 3.2%로 예상됨.
◦ 특히 정치 불안정 속 민간 부문 투자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경제성장률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아르헨티나] IMF와의 440억 달러 규모의 부채 상환과 관련한 채무재조정 협상이 완료되어 2022~24년 만기 채무의
상환이 사실상 유예된 점과 주요 수출품인 농산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은 호재이나, IMF가 요구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므로 2022년 및 2023년 성장률은 각각 2.7%와 1.8%로 전망됨.
◦ 광업 및 농업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기대되지만,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 빈번한 가격왜곡, 높은 이자율이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힘.

표 4-16. 주요 기관의 중남미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2022~23년)
(단위: %)

KIEP
[2022.4]

지역

EIU
[2022.4]

Oxford Economics
[2022.3]

IMF
[2022.4]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멕시코

2.0

2.6

1.9

2.6

2.0

2.7

2.0

2.5

칠레

2.5

1.2

3.2

1.7

2.0

1.0

1.5

0.5

콜롬비아

3.7

2.2

4.2

2.4

3.6

2.2

5.8

3.6

페루

3.2

3.2

3.1

3.2

3.3

3.4

3.0

3.0

아르헨티나

2.7

1.8

3.2

2.5

2.2

1.2

4.0

3.0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 시점.
자료: 기관별 전망 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EIU(2022. 4), EIU Country Data; Oxford Economics(2022. 4), Weekly Economic Briefing/Emerging
Markets 및 Country Economics Forecast(국별 자료);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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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동
1) 거시경제 현황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국제유가 상승 및 공공 투자 증가, 제조업 및 관광 부문 회복 등으로 2021년 각각 3.2%,
2.3%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
-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모두 OPEC의 감산 정책에 동참하면서 원유 생산량을 줄인 것이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효과를 상쇄하여 양국 석유 부문은 각각 0.2%, 0.0%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2020년 배럴당 42.3달러에서 ’21년 69.4달러로 전년대비 64.1% 상승하였음.185)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2020년 원유 생산량은 각각 일일 918.2만 배럴, 280.2만 배럴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OPEC 감산 정책에 따라 각각 일일 909.1만 배럴, 271.8만 배럴로 줄어들었음.186)

-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석유 부문은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8.4% 전년대비), 외국인 투자 유입
증가(257.2%, 전년대비 FDI 순 유입 기준), 플라스틱, 고무, 철강 등 제조업 부문 개선 등의 영향으로 4.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187)
- UAE의 비석유 부문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 및 공공 투자 확대, 2021년 두바이 엑스포를 계기로 한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른 민간 소비 개선(6.7% 전년대비) 등으로 3.2%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188)

■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핵합의 기대감 확대에 따른 원유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21/’22 회계연도에 3.1% 성장한 것으로 추정189)
- 이란 민간소비는 미국의 경제제재 복원과 역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21/’22 회계연도에도 자국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1.0% 회복하는 데 그침.
◦ 화폐 가치 하락과 수입 제한 등의 영향으로 ’21/’22 회계연도 이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30.5%)에 이어
43.4%의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반면 핵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복원에 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부문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고 관련 정부
투자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1/’22 회계연도 상반기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전년동기(261만 배럴)대비 21.5% 증가한 317만 배럴을 기록하였음.190)

- 오래 지속된 제재로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도 크게
늘어남.

185)
186)
187)
188)
189)
190)

Petronet, 국제석유정보,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main2.jsp(검색일: 2021. 4. 4).
OPEC(2022), OPEC Monthly Oil Market Report – March 2022, p. 46.
“Saudi Arabia records net FDI growth of 257.2% in 2021 –state media”(2022. 3. 29), Reuter(검색일: 2022. 4. 6).
EIU(2022. 3), Country Report United Arab Emirates, p. 10.
이란 회계연도는 3월 21일부터 이듬해 3월 20일까지임.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https://www.eia.gov/international/data/world(검색일: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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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9월 자바드 오지(Javad Owji) 이란 석유부 장관은 향후 4~5년 안에 자국 정유 생산능력을 현재 일일 220만
배럴에서 350만 배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투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음.
◦ 이란 정부는 현재 연 9천만 톤 규모인 석유화학 생산용량을 2027년까지 연 1억 7천만 톤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석유화학 부문 수입(2021년 기준 170억 달러)을 2027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하려 함.191)

■ 이집트는 코로나19 상황 개선으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과 천연가스 수출 규모 증가 등으로 ’21/’22 회계연도에 3.3%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192)
- 이집트는 경제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과 신행정수도 등 정부 주도의 대형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코로나19 확산 시점에도 역내에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이어왔음.
- ’21/’22 회계연도에도 역내 코로나19 상황이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이면서 민간소비가 회복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천연가스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전반이 활기를 띠는 양상을 보였음.
◦ 특히 ’21/’22 회계연도 이집트 상품 수출액은 전년(약 250억 달러)대비 44.2% 증가한 361억 달러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세를 주도하였음.

- 반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은 이집트의 대외취약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중 하나로 수입 밀의 80% 이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밀을 포함한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민간소비 위축과 밀 보조금을 위한 정부재정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을 기점으로 이집트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회수되는 등 이집트
대외취약성이 악화되고 있음.

그림 4-64. 중동 주요국 원유 생산량 추이

표 4-17. 중동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17

’18

’19

’20

(단위: 백만 배럴/일(좌), 달러/배럴(우))

’21

사우디아라비아

-0.7

2.5

0.3

-4.1

3.2

UAE

2.4

1.2

3.4

-6.1

2.3

이란

2.8

-2.3

-1.3

1.8

4.0

이집트

4.1

5.3

5.6

3.6

3.3

주: 이란과 이집트는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2. 4. 22).

191) BMI(2022), Iran Petrochemicals Report(2022 Q2), p. 6.
192) 이집트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임.

주: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임.
자료: EIA(2022. 4), Short-Term Energy Outlook; Petronet(모든 자료
의 검색일: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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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5. 중동 주요 국가별 경상수지

그림 4-66. 중동 주요 국가별 환율

(단위: GDP 대비 %)

주: ’22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2.
4. 22).

(단위: 천 리알/달러(좌), 파운드/달러(우))

주: 1) 월평균 기준임.
2)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고정환율제 시행.
자료: Connect(검색일: 2022. 4. 25).

그림 4-67. 중동 주요 국가별 물가상승률 추이

그림 4-68. 중동 주요 국가별 재정수지 추이

(단위: %)

(단위: GDP 대비 %)

주: ’21년, ’22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2.
4. 25).

주: ’21년, ’22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2.
4. 25).

2) 거시정책 현황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2년 중앙 정부 예산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한편,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균형 재정 달성을 주요 정부 정책 과제로 선정하였고 이를 위해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5.9% 축소한 9,550억 리얄(2,545억 8천 달러)로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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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는 국부펀드인 PIF(Public Investment Fund)를 통해 각종 신도시 개발 및 비석유
부문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사실상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UAE 연방정부는 2022년 예산을 전년 대비 1% 늘린 589억 디르함(160억 달러)으로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재정 수입 다변화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국제 기준 준수를 목적으로 법인세를 도입하고자 함.193)
◦ 2022년 1월 UAE 연방정부는 그동안 에미리트별로 금융, 석유 및 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었던 법인세를
2023년 6월부터 연방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102,095달러)이 발생하는 모든 기업에 9%로 부과할 것이며,
이를 15%까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194)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모두 달러 페그제를 운용하면서 미국의 기준 금리를 추종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됨.
◦ 2022년 3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은 1일물 Repo 금리와 역Repo 금리를 각각 1.25%, 0.75%로 25bp
상향 조정했으며,195) UAE 중앙은행도 1일물 예치금리(overnight deposit facility)를 0.4%로 25bp 인상하였음.196)

■ 이란은 저항경제(Resistance Economy) 체제를 유지하며 국내 생산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복지 증대 및 석유
수출을 위한 관련 설비 증축에 재정지출 집중
- 이란 정부는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의 국산화 추진을 위해 완제품 고관세율, 수입허가제 등 다양한 규제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핵합의 복원 협상 진행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재 강화 등 외부 위험에 대한 헷징을 위해 이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석유 수출량 증가로 재정상황이 개선된 가운데 이란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대와 석유 수출 수요 증가에 대응한 관련 설비 증축에 재정지출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1년 8월 출범한 이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행정부는 핵합의 복원 기대감 확대에 따른 석유 생산 및 수출
증가에 대응하여 콘덴세이트 저장설비 등 관련 설비 증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물가 안정을 위한 라이시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석유 수출 증대 및 이에 따른 환율 상승폭 둔화 등이 향후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집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식료품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해외자본 유출에 대응하여 환율 인하 및 금리 인상
조치 단행
- 이집트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에 대한 조치로 지난 3월 21일 개최된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자국 기준금리를 기존 8.75%에서 9.75%로 100bp 인상하였음.

193) UAE Government portal, Information and services, “Finance and investment, Government finance. Federal budget,” https://u.ae/en/
information-and-services/finance-and-investment/federal-finance/federal-budget(검색일: 2022. 4. 6).
194) National Law Review, Update – UAE Introduces Corporate Tax,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update-uae-introduces-cor
porate-tax(검색일: 2022. 4. 6).
195) Saudi Central Bank, News, “Saudi Central Bank Releases Decision on Repo and Reverse Repo Rates,” https://www.sama.gov.sa/enUS/News/Pages/news-746.aspx(검색일: 2022. 4. 6).
196) “GCC central banks raise interest rates in line with US Fed's move to tackle inflation”(2022. 3. 17), Arab News, https://
www.arabnews.com/node/2044171/business-economy(검색일: 2022. 4. 6).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5.17.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129

◦ 이집트의 만성적인 거시경제 현안으로 꼽혔던 높은 물가상승률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추세가
지속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2017년 이후 약 5년 만에 금리 인상 조치가 시행됨.

- 이집트는 최근 자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이 대거 유출된 것에 대응하여 지난 3월 21일 자국 화폐가치를 16%
평가절하하였음.
- 이 밖에도 실질적인 밀 물량 확보를 위해 프랑스, 인도 등의 국가와 밀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IMF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지난 3월 사회취약계층 보호 장치인 타카풀(Takaful) 및 카르마(Karama) 프로그램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이어 4월에는 소득세 면제대상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3) 핵심 이슈
■ [인플레이션]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는 국가는 대체로 원유를 수입하는 비GCC 국가이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2022년 인플레이션 상승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에너지, 식량 등에 대한 원자재 대외 의존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국제 에너지 및
곡물 가격 급등이 역내 인플레이션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
◦ GCC 국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2021년 기준)에 불과했으나 운송 분야 상승률이 평균 10.2%에 달해 역내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197)
◦ 반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전반적으로는 2021년 이래 비료,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식품 가격 상승에도
기인하고 있어 2022년 평균 인플레이션이 13.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198)
◦ 북아프리카 국가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곡물, 공급망 붕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2021년 5%에서 2022년 6.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외화 부족, 자국 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재정 정책을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알제리,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부양을 위해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확대함에 따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199)
◦ 한편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전반적으로 에너지 보조금 개념의 형태로 전기세를 생산비용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200)

-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밀 반출 금지 조치로 대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동 지역
비산유국을 중심으로 밀 가격 폭등과 식량안보 위기가 불거지고 있음(그림 참고).201)

197) PWC, https://www.pwc.com/m1/en/publications/middle-east-economy-watch/inflation-is-a-concern-for-the-gcc.html(검색일:
2022. 4. 11).
198) IMF(2022), “World Economic Outlook –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p. 40; 다만, 해당 수치는 수단, 이란의 인플레이션을
각각 245.1%와 32.3%로 추정한 수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치가 높게 나타남.
199) Ibid.
200) Fitch Ratings(2022. 1. 24),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many-mena-oil-importers-remain-vulnerable-tohigher-prices-24-01-2022(검색일: 2022. 4. 11).
201) “Ukraine bans exports of wheat, oats and other food staples”(2022. 3. 9), ABC News,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
/ukraine-bans-exports-wheat-oats-food-staples-83337319#:~:text=LONDON%20%2D%2D%20Ukraine's%20government%20has,
people%20during%20Russia's%20intensifying%20war(검색일: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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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5개국과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 중동 취약국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국내 밀 가격이 더욱 상승하면서 식량 안보 위기를 겪고 있음.202)
◦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곡물을 수출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농가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곡물 비축 물량이 부족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식량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203)
◦ 이에 반해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국가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식량가격보다는 국제 원유 시장
가격에 더 촉각을 기울이고 있음.204)

그림 4-69. 중동 주요 국가별 밀 수입 의존도 추이

그림 4-70.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밀/옥수수
수입의존도

(단위: %)

주: 국내 총 공급량 대비 수입 비중.
자료: FAO, FAOSTAT Database(검색일: 2022. 4. 7)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단위: %)

주: 2020년 총 수입액 대비 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입액 비중.
자료: FAO, FAOSTAT Database(검색일: 2022. 4. 7)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4) 2022년 및 2023년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2년 국제유가의 상승 및 코로나19 관련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 정부
주도 프로젝트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각각 7.2%, 5.1%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석유 부문은 국제유가의 고공 행진 및 생산량 확대의 영향으로 2022년 각각 12.5%와
12.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증가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2022년 3월 평균 배럴당 110.9달러까지
상승하였음.205)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원유 생산량도 2022년 2월 평균 1019.3만 배럴, 295.1만 배럴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5.5%, 13.0% 증가했으며, OPEC의 감산 할당량도 매달 40만 b/d로 완화되고 있어 양국의 석유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206)
202) EIU(2022. 3. 5), https://viewpoint.eiu.com/analysis/article/121910395(검색일: 2022. 4. 11).
203) “Ukraine’s wheat harvest, which feeds the world, can’t leave the country”(2022. 4. 7),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
post.com/world/2022/04/07/ukraine-wheat-crop-global-shortage/(검색일: 2022. 4. 12).
204) Ibid.
205) Petronet, 국제석유정보,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main2.jsp(검색일: 2021. 4. 4).
206) OPEC은 2022년 5월 감산 할당량을 일일 43만 b/d로 소폭 상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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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의 2022년 비석유 부문은 정부의 ‘사우디 비전 2030’ 추진을 위한 공공 투자 확대(7.3% 전년대비)
및 경기 회복에 따른 민간 소비 개선(4.9%)으로 3.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UAE의 비석유 부문은 관광객 유입 증가, 민간 소비 및 부동산 부문 회복으로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핵합의 타결에 따른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전제하에 이란은 ’22/’23 회계연도에 7.5%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당사국 간 약 1년에 걸친 협상으로 핵합의 초안 작성이 완료됐을 뿐 아니라 최근 합의 가능성에 대한 양국
관계자들의 입장 발표가 이어지면서 핵합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핵합의 타결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의 석유 생산량 및 수출량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화폐 가치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가 내수 확대로 이어지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핵합의 복원으로 이란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3~6개월 사이에 100만~13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인프라
구축 여부에 따라 향후 생산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207)

- 원유 생산량 증대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면 인프라 시설 개보수 및 산업 재건을 위한 정부 주도의 건설
프로젝트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합의 이행 및 제재 해제 과정에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재 해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즉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 제재 해제를 둘러싸고 미-이란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핵합의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집트는 에너지 및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22/’23 회계연도에 5.4%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밀 가격 상승으로 식료품 보조금 지출이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노력 지속과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규모 증가 등의 요인이 맞물려 재정수지 적자폭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 정부는 IMF 차관을 조건으로 추진한 경제구조개혁에 일환으로 에너지 보조금 축소, 세금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2/’23 회계연도에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시행할 계획임.

- 재정상황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도 높아 교통인프라, 물류, 담수화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 밖에도 유럽 내 이집트산 천연가스 수요 증가 및 관련 인프라 완공 등으로 천연가스 수출 규모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역내 코로나19 상황 개선으로 관광 부문도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이집트 관광객 중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인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GDP의 83.5%에 달하는 높은 공공부문 부채 수준(’20/’21 회계연도 기준)과 비석유 민간부문 성장 둔화
등은 추가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207) “Analysis: Iranian oil could take months to flow after a nuclear deal”(2022. 3. 5),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
/middle-east/iranian-oil-could-take-months-flow-after-nuclear-deal-2022-03-04(검색일: 2022. 4. 4).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5.17.

132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표 4-18. 주요 기관의 중동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2022~23)
(단위: %)

KIEP
[2022.4]

지역

EIU
[2022.4]

IMF
[2022.4]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사우디아라비아

3.2

7.2

3.2

6.7

3.2

7.6

UAE

2.3

5.1

3.8

5.3

2.3

4.2

이란

3.1

7.5

2.5

13.8

4.0

3.0

이집트

3.3

5.4

3.3

5.3

3.3

5.9

주: 1) [ ] 안은 전망치 발표 시점.
2) 이집트와 이란은 회계연도 기준.
자료: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EIU Country Da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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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소비 회복과 교역 활성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2021년 4.5% 성장함.208)
- [나이지리아] 2021년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확대되었고, 공급측면에서 서비스 부문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21년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3.6%를 기록함.209)
◦ 투자도 회복세에 들어섰으며, 분기별 성장률은 2021년 3/4분기에 4.1%, 4/4분기에 4.6%를 기록

- [남아공] 경기 회복과 2020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의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함.
◦ 백금, 망간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상승과 산업 부문의 매출액 증가, 2021년 8월 GDP 산출 기준 변경 등으로
경제 규모가 커짐.

- [케냐] 2021년 ICT, 부동산업, 도소매업, 건설업 부문이 약진하면서 2021년 경제성장률은 이전 전망치보다 높은
7.2%로 추정되며, 2022년 초에도 경기가 회복세에 있으나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업은 부진한 상황임.
◦ 분기별 성장률이 2021년 2/4분기에 10.1%, 3/4분기에 9.9%를 기록

- [탄자니아]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함.
◦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및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숙박업, 요식업 등의 재개로 2021년 3/4분기까지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률은 각각 5.7%, 5.0%를 기록함.

- [앙골라]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저하, 높은 물가상승률, 가뭄으로 인한 농업 부문 생산 저하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유가 상승과 운송 및 교역 부문이 성장세를 보이며 2021년 경제성장률은 0.7%를 기록함.210)
◦ 수출의 90%가 원유 및 천연가스인 앙골라의 경우 생산시설의 노후화로 생산량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2016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유가가 오르면서 생산량 감소 요소를 상쇄함.

- [가나] 수출 증대, ICT부문 성장, 어업 부문 약진, 팬데믹 관련 봉쇄조치 완화에 따른 숙박업·요식업 활성화에
힘입어 경기가 빠르게 회복세에 들어섰으며, 2021년 경제성장률은 4.2%로 추정됨.211)

208)
209)
210)
211)

Oxford Economics 국가별 자료 및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참고.
World Bank(2021. 4), Africa’s Pulse, p. 38.
National Bank of Angola(2021. 12), “Statistical Bulletin,” p. 40.
IHS Markit(2022. 4. 25), “Ghan’s robust Q4 2021 GDP Growth not expected to repeat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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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경제성장률(2017~21년)
(단위: %)

분류
전체
원유수출국
중소득국
저소득국

구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앙골라
남아공
가나
케냐
탄자니아

2017
3.0
0.8
-0.2
1.2
8.1
3.8
6.8

2018
3.3
1.9
-2.0
1.5
6.2
5.6
7.0

실질 GDP 성장률
2019
3.1
2.2
-0.5
0.1
6.5
5.0
7.0

2020
-1.7
-1.8
-5.4
-6.4
0.4
-0.3
4.8

2021
4.5
3.6
0.7
4.9
4.2
7.2
4.9

자료: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p. 143, 부록 표 A4 일부 발췌, 국가 분류는 동 자료
p. 41의 분류를 따름.

■ [환율] 2021년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 들어서는 국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임.
- [나이지리아] 유가 상승에 따라 외화 유입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임.
- [남아공] 2021년 6월 이후 남아공 랜드(ZAR)는 통화절하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22년에는 높은 원자재 가격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금리 인상 등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 남아공 랜드는 2021년 6월부터 오름세를 보이며 11월, 달러당 16.3랜드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3월에는
14.5랜드까지 떨어짐.212)

- [케냐] 2021년 하반기부터 통화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2021년 케냐 실링(KES)은 달러 대비 3.5%
평가절하되었으며, 2022년에는 통화가치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213)
- [탄자니아] 2022년 2월 탄자니아 환율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달러당 2,298.3실링(TZS)에 유지되고 있으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정부부채 증가 등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앙골라] 앙골라 콴자(AOA)의 가치는 2021년 4/4분기부터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2022년
4월에는 2021년 1월 대비 약 30% 절상됨.214)
◦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상수지 개선, 외환보유고 증가, 신용등급 상향등의 요인으로 앙골라 콴자가 강세를
보임.215)2022년 4월 앙골라 콴자(AOA)는 2021년 1월 대비 약 30% 평가절상됨.216)

- [가나] 2021년 하반기부터 통화가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2월부터 달러 대비 가나 세디(GHS) 환율이
급등 중임.
◦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및 국채 금리 상승,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세디 수요 약화,
1/4분기 다국적 기업들의 본국 송금에 따른 외화유출로 인해 가나 세디는 2022년 1월~3월 사이 20%
평가절하됨.217)

212)
213)
214)
215)
216)
217)

South African Reserve Bank, “Selected Historical Rates: Rand per US Dollar”(검색일: 2022. 4. 5).
EIU(2022. 3. 24), “Kenya: survive or thrive 2022.”
National Bank of Angola, “Exchange rates”(검색일: 2022. 4. 5).
2021년 이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앙골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함(S&P: CCC+ → B-, Fitch: CCC → B-, 무디스: Caa1 → B3).
National Bank of Angola, “Exchange rates”(검색일: 2022. 4. 5).
World Bank(2022. 4), Africa’s Pulse, p. 32; EIU(2022. 1. 25), “Ghana to inject US$450m into foreign-exchang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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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자재 수출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으나 농식품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원자재
수입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은 확대됨.218)
- [나이지리아] 코로나19 확산 이후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 3/4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되면서
2021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1.2%로 추정되며, 2022년의 경우 유가 상승이 호재로 작용 중인 상황에서 원유
생산량 회복세가 유지된다면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2021년 하반기의 경우 원유 수출량 증가보다는 유가 상승 및 수입 감소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기록219)
◦ 2022년의 경우 1/4분기 일일 원유 생산량이 2021년 3/4, 4/4분기보다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나, 치안 불안으로
인한 원유 생산시설 파괴 및 원유 절도, 시설 노후 등 생산 저해 요인 존재220)

- [남아공] 높은 원자재 가격에 힘입어 2021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3.8% 흑자를 기록함.221)
◦ 남아공은 2020년부터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총 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 광물 자원의 가격 상승과
국내 소비 위축에 기인함.

- [케냐] 주요 수입품인 원유 및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1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5.7%를 기록하였으며,
가뭄이 지속되면서 식량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 상승 및 해외로부터의 송금 증가에 따라
소비재 수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22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5.9%까지 확대될 전망임.
- [탄자니아] 2021년 탄자니아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2.9%로 전년대비 1.2%p 증가함.
◦ 금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교통 등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건설자재 수입 증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됨.

- [앙골라] 광물 가격 및 유가 상승, 수입 감소로 인해 2021년 3/4분기까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7억 달러로
2021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1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가나] 금 및 원유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하겠으나, 수입 역시 증가세에 있어 수출증가분을 상쇄하면서 2022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GDP 대비 3.4%를 기록할 전망임.222)

■ [정부부채] 코로나19로 증가하였던 정부부채의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22년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압박으로 자원 비의존국의 부채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223)
- [나이지리아] 정부부채는 2021년 기준 36.9%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으며, 2022년 3월 유로본드를
신규 발행하면서 정부부채가 다소 증가하겠으나 원유부문 수익 확대로 부채 상환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임.
- [남아공] 남아공의 정부부채는 GDP 규모 증가 및 정부 수입 증대로 전년대비 1.2%p 감소하였으나 낮은
경제성장률과 교통, 주거 등의 사회 부문 재정지출 증가, 채무 상환 비용 증가로 인하여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224)
218) Oxford Economics 국가별 자료 참고.
219) Central Bank of Nigeria(2021), Central Bank of Nigeria Economic Report Third Quarter, p. 38; Central Bank of Nigeria(2021),
Central Bank of Nigeria Economic Report Fourth Quarter, p. 40.
220) 월별 원유 생산량은 2022년 1월 최근 10개월 간 가장 많은 일일 140만 배럴을 기록하였으나, 2월 다시 일일 120만 배럴대로 감소함. OPEC(2022),
OPEC Monthly Oil Market Report – April 2022, p. 45.
221) National Treasury(2022), “Budget 2022,” p. 17.
222) 가나는 원유를 수출하기는 하나 수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
223) Oxford Economics 국가별 자료 및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참고.
224) National Treasury(2022), “Budget 2022,”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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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남아공의 총 정부부채는 GDP 대비 69.5%로 이 중 내국채의 비중은 88.6%, 외채의 비중은 11.4%,이며
IMF와 신개발은행이 각각 39%, 30%로 외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225)

- [케냐] 2021년 정부부채는 GDP 대비 68%로, 정부부채가 부채 상한(debt ceiling)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하여
정부는 상한 규정을 9조 실링(779억 달러)에서 12조 실링(1,039억 달러)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탄자니아]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지출 및 채무 증가로 인해 정부부채는 2020년 GDP 대비 40.1%에서 2021년
43.9%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도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앙골라]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오르던 정부부채가 2021년에도 증가하긴 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됨.
◦ 2017년 GDP 대비 35.5% 수준이던 앙골라의 정부부채는 2020년 84.4%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85%
수준에 그쳤는데 이러한 증가세 둔화는 정부의 엄격한 재정 긴축정책 효과로 판단됨.226)

- [가나] 정부부채가 2021년 기준 GDP 대비 82%에 달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대외부채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22년 1/4분기에 달러 표시 유로본드 이자율이 폭등함.
◦ 2022년 1/4분기에 Fitch는 가나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Moody’s는 B3에서 Caa1으로 강등

그림 4-7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환율 추이

그림 4-7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 경상수지

(단위: LCU/USD 지수)

주: 2020년 1월 환율을 100으로 기준함.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4. 18).

(단위: GDP 대비 %)

자료: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s Database”(검색일: 2022.
4. 18).

2) 거시정책 현황
■ [재정정책] 경기부양, 선거 대비 민심 확보 등의 목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들이 많으나,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정부 수입 증대에 힘입어 다수 국가에서 재정수지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개선될 전망임.227)
- [나이지리아] 원유부문 활성화로 정부의 재정수입은 증가하겠으나, 정부가 원유 생산기업 대상 보조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출도 증가하게 되면서 2022년 6.4%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임.

225) 신개발은행은 BRICS 5개국이 운영하는 국제개발금융기관임. National Treasury(2022), “Budget 2022,” p. 225.
226) National Bank of Angola(2021. 12), “Statistical Bulletin,” p. 31.
227) Oxford Economics 국가별 자료 및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참고하여 작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재정적자 중윗값은 2021년 GDP 대비 –5.5%에서 2022년 –4.9%로 감소할 전망임. Word Bank(2021. 4), Africa’s Pulse,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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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에 힘입어 남아공의 2022년 재정적자폭은 예상보다 낮은 5.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228)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은 남아공 정부의 법인세
수입에 기여함.
◦ 남아공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지원금 제공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 세제 혜택과 철도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을 확대할 계획임.

- [케냐] 가뭄 대응, 치안 강화, 총선 실시 관련 추가적인 정부지출로 인해 2022년 GDP 대비 6.9%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8월 대선을 앞두고 다른 부문에도 지출을 확대할 경우 예상치보다 적자 폭이 증가할 수 있음.
- [탄자니아] 탄자니아의 재정적자는 2021/22 회계연도 기준 2.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29)
◦ 5개년 개발 계획에 명시된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및 술루후 하산(Suluhu Hassan) 대통령 취임 이후
코로나 백신 확보 가속화, 부채 상환 유예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 등으로 탄자니아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앙골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앙골라의 조세 수입 증가, 주요 채무국인 중국과 3년간 상환 유예 합의, 긴축 재정
정책 등이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2021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2.9%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나] 최근 재정적자가 증가하였고, 2022년 예산안 상으로도 세수 부진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7.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e-커머스 기업 대상 부가세, 전자거래 및 송금 부가세 신설 등 세수 증대
조치를 실시함.230)

■ [통화정책] 일부 국가는 인플레이션 심화를 우려하여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로 선회했으나, 경기 회복을 우선시하여
아직 금리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국가들도 많은 상황임.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하여 18개월째 기준금리를 11.5%에서 유지 중이며, 단기적으로는
변동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물가상승률이 2022년 2월 기준 15.7%에 달하나 2021년 하반기보다 소폭 감소하였고, 경기 부양 필요성을
우선시함.

- [남아공]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유가 상승, 전기료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함.
◦ 2022년 2월 남아공의 물가상승률은 5.7%로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 상한선인 6%에 근접함에 따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3월에 각각 25bp씩 인상하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큼.

- [케냐] 2020년 금리를 3차례 인하한 이후 2년 가까이 금리를 유지 중으로, 2021년 3월에도 경기 회복을
우선시하여 금리를 7%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함.
◦ 인플레이션은 정부 목표 범위(2.5~7.5%) 내에서 유지중이나, 임금 및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존재
228) 2021/22 회계연도 기준임. National Treasury(2022), “Budget 2022,” p. 4.
229) EIU(2022. 3. 15), “Briefing sheet: Tanzania”(검색일: 2022. 4. 5).
230) IHS Markit(2022. 4. 4), “Ghana announces expenditure cuts and revenue-increasing measures to mitigate fiscal deficit, increasing
business compliance risks and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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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자니아] 유가 상승과 소비 회복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 증가로 물가상승률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목표 범위 내에
있어 2020년 5월부터 5.0%를 유지하고 있음.
◦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5.0%이나 시중금리는 16%대를 유지하고 있음.231)

- [앙골라] 2021년 앙골라의 물가상승률은 주로 농식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25.8%를 기록하였는데, 앙골라
중앙은행은 이를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최고치인 20%로 유지하고 있음.232)
- [가나] 2021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상승하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선회했으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식량·교통 부문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함.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식량 가격 및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022년 3월 물가상승률은 19.4%까지 상승233)
그림 4-7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 물가상승률

그림 4-7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 기준금리

(단위: %)

(단위: %)

자료: Statistics South Africa, Ghana Statistical Services,
Nigeri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gola Instituto
Nacional de Estatística, Central Bank of Kenya, Bank
of Tanzania.

자료: Central Bank of Nigeria, South African Reserve Bank,
Bank of Ghana, National Bank of Angola, Central Bank of
Kenya, Bank of Tanzania.

3) 핵심 이슈
■ [인플레이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원자재 및 식량 가격 상승, 공급망 붕괴, 통화정책과 환율, 정치적 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음.
- 2022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약 1.2%p 상승한 12.2%로 예상됨.
◦ 다수의 국가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를 넘고, 이 중 12개국에서는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전망234)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연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구매력이 약화되는 소비 측면의 압박이 더해져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 소비품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밀, 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임.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정제석유를 수입하고 있어 생산 비용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짐.

231)
232)
233)
234)

Bank of Tanzania, “Statistics: Monthly”(검색일: 2022. 4. 5).
National Bank of Angola(2022. 1. 29), “Monetary Policy Committee Announcement”(검색일: 2022. 4. 5).
Ghana Statistical Service(2021. 4. 13), “Press Release – Consumer Price Index and Inflation.”
IMF(2022), World Economic Outlook: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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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니제르, 말리, 시에라리온 등에서 비료의 80%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러시아산
비료 공급 차질로 인한 농업 부문의 타격이 큼.
◦ 탄자니아, 세네갈,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밀수입량의 50% 이상이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국가에서는 밀
공급 차질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밀 소비 비중은 높지 않아 식량소비 측면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235)

-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적 통화 정책 유지와 추가적인 통화가치 하락으로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236)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농업 부문의 공급 제약을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압력으로 전년도에 이어 2022년에도 16% 정도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전망237)
◦ 다수의 국가에서 외환보유고 부족과 선진국의 금리 인상 등 통화 약세 요인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유로화에 고정된 세파프랑(CFA Franc) 사용국에서는 수입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작아 2022년 2.5%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전망238)

- 고(高)인플레이션을 보이는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통화·재정 정책 등 수요견인 요인에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붕괴, 분쟁 등 비용인상 요인이 더해져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239)
◦ 나이지리아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환율 통제와 전기세 인상을 단행했고, 가나에서는 신규 세금이 도입되고,
잠비아에서는 연료보조금이 철폐되는 등 정부의 새로운 정책 도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에티오피아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내전으로 농업 활동이 저해되고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2021년 12월 식량 가격이
41.6% 증가하는 등 물가상승이 심화되었고, 최근 연료, 곡물, 비료 부족으로 추가적인 생산비용 증가가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수단에서는 정부부채 축소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연료 보조금이 완전 철폐되면서 연료 가격이 두 배로
상승하여 7월 인플레이션이 423%까지 급등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어 2022년에도 245%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짐바브웨에서는 낮은 외환보유고로 인한 원자재 수입에 대한 부담과 러시아산 비료 공급 부족에 따른 농업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2022년에도 여전히 높은 86.7%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됨.
◦ 기니와 가나에서는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잠비아와 앙골라에서는 통화 약세가
물가상승을 압박하면서 2022년에도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235) McBain, Will(2022. 3. 28), “Africa braces for food price inflation as Russia-Ukraine war continues”, African Business, (검색일:
2022. 4. 5).
236) EIU(2022. 1. 21), “Africa chart of the week; divergent inflation tends in 2022”(검색일: 2022. 4. 4).
237) Oxford Economics(2021. 12. 21), “Country Economic Forecast Nigeria,” p. 1.
238) 서부아프리카의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와 중부아프리카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카메룬, 가봉, 적도기니를 포함함. EIU(2021. 1. 16), “Inflation rising in Africa, but central banks to be tolerant”(검색일: 2022. 4. 7).
239) EIU와 Oxford Economics 국가별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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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아프리카 국가의 고(高)인플레이션 요인
국가
수단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앙골라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가나
잠비아
기니
말라위

인플레이션 (%)
2021
2022
359.1
245.1
98.5
86.7
26.8
34.5
25.8
23.9
17.0
16.1
11.9
17.3
10.0
16.3
20.5
15.7
12.6
12.7
9.3
10.7

요인
정부정책, 에너지가격, 식량가격, 통화, 공급망, 분쟁
통화, 식량가격
식량가격, 분쟁, 통화, 공급망, 에너지가격
통화, 공급망, 식량가격
통화, 에너지가격, 식량가격, 정부정책, 분쟁
식량가격, 에너지 가격, 공급망
통화, 정부정책, 에너지가격, 식량가격, 공급망
식량가격, 에너지가격, 통화, 정부정책
공급망, 식량가격
공급망, 통화, 에너지가격

주: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임..
자료: IMF(2022), EIU(검색일: 2022. 4. 4)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2022년 및 2023년 전망
■ 2022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2015~19년 평균 수준인 3.8%를 기록한 뒤 2023년에 소폭 상승하여
3.9%에 이를 것으로 예상240)
- [나이지리아] 인플레이션 압박과 공급망 문제가 남아있으나, 원유가격 급등이 수출 및 정부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면서
2022년 경제성장률은 3.1%, 2023년 3.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남아공]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이 진전되면서 경제활동이 확장되고 있으나 경제 구조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경제성장률은 2022년 2.1%을 기록한 후 2023년에는 성장이 주춤하면서 1.4%에 머물 것으로 전망
- [케냐] 2021년에 보인 빠른 경제 회복에 속도를 붙이며 금융, ICT, 부동산, 건설, 무역 등의 부문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겠으나, 8월 실시 예정인 대선에 따른 정세의 불확실성 및 공급망 교란 등의 하방요인이 존재하여, 2022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감소한 5.4%, 2023년에는 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241)
- [탄자니아] IMF의 지원과 신규 건설 사업이 예정되면서 경제 전망이 밝아진 가운데, 건설, 광업, ICT, 교통 분야의
성장이 2022년 5.1%, 2023년 5.4%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 [앙골라] 석유생산 증가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로 경제 활동이 회복되면서 2022년과 2023년 3.1%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함.
- [가나] 2021년부터 경제 회복세가 탄력을 받고 있고 최근 원유와 금 가격 상승으로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
부문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22년 5.3%, 2023년 5.1%로 전망함.
- 다각화된 경제 구조에 힘입어 자원 비의존국(베냉, 토고, 세네갈,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등)은 2022년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후 2023년까지 이 기세가 이어져 7% 이상의 성장이 기대됨.
-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 GDP 회복 속도는 다소 느린 편으로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2023년 혹은
그 이후가 되어서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242)
240) Oxford Economics 국가별 자료 및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참고.
241) World Bank(2022. 4), Africa’s Pulse, p. 42; Oxford Economics(2022. 3. 1), “Country Economic Forecast Kenyaj,” pp. 1-2.
242)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2023년 생산량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대비 4%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 World Bank Group(2022), Global Economic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5.17.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141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2022년 경제활동 재개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원수출국의 교역 활성화가 성장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주요 교역국의 경제 성장 둔화 △백신 접종 지연과 코로나 변이 출연 가능성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 및 빈곤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안보 문제가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아프리카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유, 가스, 광물,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교역 패턴에 따라
수혜국과 피해국으로 나뉨.
◦ 원유 및 원자재 수출국(나이지리아, 앙골라, 카메룬, 차드, 적도 기니, 남아공, 보츠와나,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경우 가격상승이 유리한 교역 조건을 형성하여 수출증가로 이어질 전망
◦ 러시아로부터 식량수입이 많은 탄자니아와 세네갈, 광업 부문에 러시아 기업이 진출해 있는 짐바브웨와 수단, 에너지
수입 부담이 커지고 있는 케냐와 가나 등에서는 경제회복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아프리카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 둔화와 유럽 내 소비 감소도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
◦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중국의 경제 회복 둔화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커피와 의류제조품 등에 대한 유럽의 수요가 감소하여 아프리카 국가의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여전히 낮아 다른 변이 발생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이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남아있음.
◦ 2021년 말까지 대륙 전체의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은 7% 수준으로,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인구 비율이
세이셸(82.6%), 모리셔스(76%), 르완다(63.5%)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양호한 편이나, 차드(0.9%), 콩고민주공화국(0,6%),
마다가스카르(3.7%), 카메룬(4%), 나이지리아(4.6%), 말리(5%)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243)
◦ 세계은행은 아프리카에서 백신접종이 한 달 지연될 때마다 138억 달러 규모의 GDP 손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244)
◦ 백신 공급 및 유통 측면의 제약으로 백신접종이 지연되고 있어 남아공, 탄자니아, 케냐 등에서 관광산업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245)

- 다수의 국가에서 쿠데타, 내전, 분쟁이 발생하면서 정치적 불안감이 경기 회복세를 약화시키고 있음.
◦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모스크에서 발생한 테러와 북서지역과 중앙벨트(Middle Belt)지역에서 계속되는 민간인 학살
등 무장조직에 의한 유혈 폭력사태로 경제적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246)
◦ 미국이 인권침해와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22년부터 에티오피아, 말리, 기니를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수혜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수출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됨.247)
◦ 극단주의 세력의 폭력사태가 빈번한 사헬지역과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모잠비크 등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 주변국의 안보 문제로 인한 정치·경제적 불안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함.

- 팬데믹으로 인하여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로 식량 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남아공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시장 경직이 심화되면서 2021년 1/4분기에 실업률이 34.9%로 상승함.248)
Prospects, pp. 17-18.
243)
244)
245)
246)
247)

Bloomberg, “Covid-19 Tracker”(검색일: 2022. 4. 4) 참고.
World Bank, “COVID-19 (Coronavirus) Response”(검색일: 2022. 4. 8).
EIU(2022), “Middle East and Africa: what to watch for in 2022,” p. 13.
Oxford Economics(2021. 12. 21), “Country Economic Forecast Nigeria,” p. 2.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게 미국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면세 특혜를 주는 제도임. 2022년 1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회원국은 말리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모든 국경을 폐쇄, 비필수적 금융거래를 중단, 말리 국가자산 동결, 말리주재
대산 소환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함. Oxford Economics(2022. 4. 5), Country Economic Forecast Guinea, p. 1.
248) 2008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임. Reuters(2022. 3. 29), “South Africa's unemployment rate hits new record high
in Q4 2021”(검색일: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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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80% 이상의 노동인구가 비공식 부문에 고용되어 있어 사회보장을 받기 어려운
처지로 팬데믹 이후 약 3천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249)
◦ 아프리카는 농업 생산이 강수량에 민감하여 기후변화의 피해가 큰 지역으로 최근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서 가뭄으로 1,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250)

표 4-21. 주요 기관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전망(2022~23년)
(단위: %)

KIEP
[2022.05]

기관

IMF
[2022.04]

World Bank
[2022.01]

연도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8

3.9

3.8

4.0

3.6

3.8

나이지리아

3.1

3.0

3.4

3.1

2.5

2.8

앙골라

3.1

3.1

3.0

3.3

3.1

2.8

남아공

2.1

1.4

1.9

1.4

2.1

1.5

가나

5.3

5.1

5.2

5.1

5.5

5.0

케냐

5.4

5.2

5.7

5.3

4.7

5.1

탄자니아

5.1

5.4

4.8

5.2

5.4

5.9

주: [ ]은 전망치 발표시점임.
자료: 기관별 전망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249) ILO(2021),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21,” pp. 47-49; IMF(2021. 10. 21), “Sub-Saharan Africa: One
Planet, Two Worlds, Three Stories”(검색일: 2022. 4. 8).
250) WFP(2022. 2. 8), “13 million people facing severe hunger as drought grips the Horn of Africa”(검색일: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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