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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22년 세계경제는 2021년보다 1.3%p 하락한 4.6%(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글로벌 대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환 비용 부담과 정부 예산 제약 △녹색 전환에 따른 민간에서
의 병목·지체 현상 △국제협력 지체와 국내 정치과정의 지연 등이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흐름은 주요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민간부문의 회복이 지속되겠으나, 애초 계획보다 축소 통과된 인프라투자 법안 규모, 중간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책 지연 및 축소,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금리인상 우려 등 하방요인으로 연간 3.8% 성
장하는 데 그칠 전망
- 유로 지역과 영국은 봉쇄조치 완화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투자 증가,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으로 각각 2022년 연간 4.6%와 5.3%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 일본은 IT 업종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ESG 등 신성장 산업 관련 투자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2022년 중 3.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신흥국에서도 완만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겠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델타
변이의 재확산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가 2022년 성장세를 결정지을 전망
- 중국은 산업규제로 인한 민간부문 위축,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부진, 부동산 기업의 잠재적 디폴트
리스크, 미·중 갈등 재점화 등 경기 하방요인이 있으나, 안정된 경기 정상화를 이루면서 2022년 5.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인도는 백신 접종인구 확대, 글로벌 경기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2022년 7.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
- 아세안 5개국은 2021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2022년 상반
기까지도 이어진 후 서서히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서 2022년 연간 5.2% 성장할 전망
- 러시아는 민간 소비와 투자의 빠른 회복 및 견조한 유가 흐름, 환율 안정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브라질은 물가 불안에 따른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과 대선을 앞둔 불확실한 정치 상황 등으로
2022년 1.5%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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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경제 전망 개관
가. 2021년 세계경제
■ [세계경제] 2021년 세계경제는 2020년 대비 9.2%p 증가한 5.9%의 성장률(PPP 환율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KIEP는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1년 5월의 전망치 그대로 유지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완화되는 가운데 각국에서 확장적인
정책대응을 지속함에 따라 2020년 대비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는
모습
◦ 특히 △ 대전환 비용 부담과 정부 예산 제약 △녹색 전환에 따른 민간에서의 병목·지체 현상 △ 국제협력 지체와
국내 정치과정의 지연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

■ [선진국]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 확산세로부터 조금씩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성장률도 점차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
- 미국은 기저효과와 더불어 경제의 정상화가 일부 이루어져 2/4분기까지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고용시장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연준이 물가 압력에 따른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시행하면서 그
상승세가 둔화되며 2021년 연간 5.9% 성장할 전망
◦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인구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이와
더불어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서 민간소비도 크게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이 1/4분기에 6.3%, 2/4분기에
6.7%를 기록함.
◦ 하지만 8월 이후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연장 지급이 만료(9월 6일)되면서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시장의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전 세계적인 운송부문의 인력난, 공급망 병목에 따른 영향이 소비 특수 기간인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소매산업 위축이 소비지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자산매입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 또한 성장에
부담을 줄 전망

- 유로 지역과 영국은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로 인한 소비회복과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투자 증가로
2021년 각각 5.0%,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상승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을 위하여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신용경색을 겨냥한 양적완화의 속도를 늦출 전망임.
◦ 다만 주요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60% 후반에서 70% 초반에 정체되기 시작되면서 경제활동의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 전반의 생산 및 수출 차질 또한 경기 하강 요인임.

- 일본은 코로나19 감염 완화에 따른 경제정상화가 진행되고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2021년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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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30일 일본정부는 4차 긴급사태를 해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원수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하여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수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향후 기계 투자를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회복될 전망이며, 세계
교역량 증가에 따라 상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신흥국] 주요 신흥국은 기저효과로 상반기 동안 높은 성장세를 누렸으나, 백신 공급 부족 등으로 델타 변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
- 중국은 1/4분기 동안 기저효과에 힘입어 18.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과
중국정부의 산업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 기업투자,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며 연간 8.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경기위축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및 인프라 투자, 연말 최대 쇼핑절기 도래에 따른 온라인 소비시장 활성화,
전력난 해결을 위한 국내 석탄 채굴량 부분적 확대 등은 경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헝다그룹 등 부동산 부문의 레버리지 문제와 미·중 무역통상 협상 결과에 따른 대외환경 불확실성 등은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을 전망

- 인도는 올해 2/4분기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회복 속도가 다소 더뎌졌으나, 이후 확산세가
꺾이고 백신 접종인구가 늘어나면서 2021년 8.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인도중앙은행은 4.0%인 현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기부양책과 대규모 국영자산 민영화 계획 등을 발표
◦ 다만 전력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석탄 수급의 불안정에 따라 전력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약 5~6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아세안 5개국은 상반기 기저효과에 따라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면서 2021년 연간 3.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이들 모두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들과 달리 재정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백신 접종 지연과 이동 제약에 따른 관광산업 부진 및 전반적 산업활동 위축 등이 이슈로 존재

- 러시아는 민간 소비와 투자의 빠른 회복, 국제유가 상승, 환율 안정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당초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4.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인플레이션 및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미·러 갈등 고조 가능성, 백신 접종 지연 등은
부정적 요인

- 브라질은 상반기 동안의 기저효과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추세로 하반기부터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2021년 5.0%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물가의 빠른 상승으로 인해 연초 계획보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2020년 대비 1/7
수준에 그치는 코로나 대응 재정투입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제약조건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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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진국의 성장률 추이

그림 2. 신흥국의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주: EU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자료: CIEC(검색일: 2021. 10. 26).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CIEC(검색일: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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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2년 세계경제
■ [세계경제] 2022년 세계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
-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진입
- 신흥국에도 백신이 일정 수준 이상 보급
-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 경로에 진입
- 투자자 위험회피도의 급격한 변화가 없으며,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급격한 자본이동 가능성 낮음.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정부의 목표치 내에서 안정적으로 달성
- 2022년 연평균 유가(WTI 기준)는 61.9달러 수준

■ 2022년 세계경제는 2021년보다 1.3%p 하락한 4.6%(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선진국]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흐름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민간부문의 회복이 지속되겠으나, 애초 계획보다 축소 통과된 인프라투자 법안 규모(2조 2,500억 달러→1조
7,000억 달러→1조 2,000억 달러), 중간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책 지연 및 축소,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금리인상
우려 등 부정적 요인으로 연간 3.8%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
◦ 유로 지역과 영국은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높아지면서 소비와 수출, 투자가 증가하며 각각 연간 4.6%, 5.3%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임. 유로 지역은 지난 5월의 4.2%에서 상향조정되었으며, 영국은 동결
◦ 일본은 IT 업종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ESG 등 신성장 산업 관련 투자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5월 전망치(1.1%)보다 대폭 상향된 연간 3.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신흥국] 신흥국에서도 완만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겠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델타 변이의
재확산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
◦ 중국은 2022년 안정된 경기 정상화를 이루면서 지난 5월 전망치(5.6%) 대비 다소 하향 조정된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산업규제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부진, 부동산 기업의 잠재적
디폴트 리스크, 미·중 마찰 재점화 등의 부정적 요인 관리가 중요
◦ 인도는 글로벌 경기회복, 백신 접종 완료율 증가 등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7.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임.
대부분의 글로벌 경제전망 기관은 인도 경제의 회복세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지난 전망치(6.3%) 대비 크게
상향된 수치임. 석탄 수급과 전력 생산 이슈는 현재로서는 단기적 영향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
◦ 아세안 5개국은 백신 보급 확대와 경기회복이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2022년 5.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러시아는 2022년에도 견조한 경제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소멸로 2.9%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임.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과 미·러 갈등, 백신 접종 지연 등은 리스크 요인임.
◦ 브라질은 물가 불안에 따른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라 2022년 연간
지난 5월 전망치(2.3%) 대비 하향 조정된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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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IEP 세계경제 전망
(단위: 전년대비 %)

구분
3)

세계
미국
유로 지역

2020년
1)

-3.3
-3.4
-6.5

2021년
[2021년 5월] (A)
5.9
6.6
4.4

2022년

[2021년 11월] (B)
5.9 ( - )
5.9 (▼0.7)
5.0 (▲0.6)

[2021년 5월] (C)
4.3
3.3
4.2

[2021년 11월] (D)
4.6(▲0.3)
3.8(▲0.5)
4.6(▲0.4)

- 독일

-4.9

3.5

3.0 (▼0.5)

3.7

4.6(▲0.9)

- 프랑스

-8.0

5.0

6.3 (▲1.3)

4.7

4.1(▼0.6)

- 이탈리아

-9.0

4.3

5.9 (▲1.6)

3.9

4.2(▲0.3)

- 스페인

-10.8

6.0

5.7 (▼0.3)

5.4

6.5(▲1.1)

-9.7
-4.7
2.3
-7.0
-3.6
-2.1
-5.6
-9.6
-6.1
2.9
-3.0
-4.4

6.0
3.0
8.6
9.0
4.1
3.5
5.3
4.8
2.0
6.6
3.3
3.0

6.8
2.4
8.1
8.8
3.1
3.5
3.5
4.3
0.7
3.1
4.7
5.0

5.3
1.9
5.6
6.3
5.2
5.0
5.2
5.3
4.0
6.8
3.3
2.3

5.3( - )
3.3(▲1.4)
5.5(▼0.1)
7.9(▲1.6)
5.2( - )
5.0( - )
5.5(▲0.3)
5.6(▲0.3)
4.0( - )
7.0(▲0.2)
2.9(▼0.4)
1.5(▼0.8)

영국
일본
중국
인도
ASEAN 54)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태국
-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주: 1)
2)
3)
4)
5)

(▲0.8)
(▼0.6)
(▼0.5)
(▼0.2)
(▼1.0)
( - )
(▼1.8)
(▼0.5)
(▼1.3)
(▼3.5)
(▲1.4)
(▲2.0)

Oxford Economics(10.13) 기준.
[ ] 안은 전망시점.
PPP 환율 기준.
ASEAN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PPP 환율 적용 GDP 합 기준.
( ) 안은 2020년 11월과 2021년 5월 전망의 2021년 전망치 조정(B-A) 및 (D-C).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11.11.

8

2022년 세계경제 전망

다. 주요 리스크 요인
1) 대전환 비용 부담과 정부 예산 제약
■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의 체질 및 구조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막대한 선제적 투자가 앞으로도
최소 수년간 이뤄져야 하지만, 동시에 기집행된 확장적 재정 지출로 부담이 되는 상황임.
- 2020년 동안 주요 선진국은 기존의 정부 지출 외에 추가적으로 GDP의 17.3%에 해당하는 규모를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하였으며,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등 금융성 지원책 또한 GDP의 11.4%에 달함.
◦ 그 가운데서도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미국은 같은 해 GDP의 25%를 초과하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실행하였으며,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 대부분이 상위를 차지

-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편이기는 하나 평균 4.1%의 추가 지출을 집행함.
그림 3. 세계 각국의 재량 지출 규모
(단위: 2020년 GDP 대비 %)

선진국

신흥국

자료: IMF.

■ 이러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위기의
정상화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성급한 거둬들이기 혹은 구조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경기 모멘텀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신흥국에서 더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일례로 미국은 공화당 및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2022년 예산안 처리가 한동안 지연되면서, 최근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다소 삭감된 인프라 예산 법안이 통과됨.
◦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 법안은 아직까지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신흥국들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각종 재량지출 규모가 기존에도 선진국과 비교할 때
크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2022년부터 이를 급하게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음.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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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야에 대한 생산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자생력이 생기는 시점과, 정부의 지원이 질서 있게 퇴장하는 시점이
불일치하면서 경기하방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2) 녹색 전환에 따른 민간에서의 병목·지체 현상
■ 각국 정부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급작스런 정책환경 변화에 민간의 적응 및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한 상황임.
-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만 해도 녹색 전환은 매우 점진적인 과정이었음. 그러나 이번 위기를 계기로 각국의
지도자들은 넷제로(net-zero) 경제로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태도 변화
또한 눈에 두드러져 ESG 프랙티스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투자
철회까지 하고 있음.
- 하지만 녹색경제에 필요한 희토류 등 각종 광물은 ① 전통 경제의 혈액인 원유나 가스와 달리 그 매장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② 그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는
모순이 존재하여 선진국에서는 인건비와 처리 비용, 환경 이슈 등으로 생산이 어려운 반면,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조차 녹색경제 이행조치로 석탄 의존도를 낮춤에 따라 채굴에 필요한 전력 부족 등을 겪고 있으며, ③ 리튬,
니켈 등에 대한 그간의 과소투자 또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임.
◦ 그 결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글로벌 공급망 병목과 원자재 가격 급등임.
그림 4. 원유와 각종 광물 생산 현황
(단위: %)

추출 현황

자료: IEA.

가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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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지려면 민간부문 내 생산성이 제고되고 채산성이 높아져 정부의 보조 없이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단계까지 도달해야 하나, 이행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교대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공급충격과 인플레이션,
에너지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음.
- 2000년대 들어 저물가를 수출함으로써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해온 중국이 고물가 수출국으로 변모하면서 공급 부족,
물가 상승 사태가 장기화되어 2022년 경기를 하방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경기하방 위험 사이의 상충된 선택(trade-off) 사이에서 오판을 하거나 정책 실기를 할
우려가 있음.

3) 국제협력 지체와 국내 정치과정의 지연
■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지만, 글로벌 백신
격차에서 보듯 선진국과 신흥국 간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며, 주요 국제 이슈별로 국가간 이해 관계에 따라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임.
-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완전한 경제정상화와 일상회복은 불가능하나, 선진국들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신흥국들은 델타 변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면서 재차
생활 통제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온도차가 큼.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국내 정치과정에서 지체
요인들을 극복해야 함.

■ 그 외에도 각국의 통화정책 조율 문제, G20 및 제26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6) 합의사항의 국내정치 제약
극복 여부와 실질적 이행 가능성, 미·중 갈등의 재점화 등 대전환기 국제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산재해 있음.
- 일례로 제26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105개국은 산림파괴 중단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석탄 발전 금지, 메탄가스 배출 감축 등에서 주요국들이 합의에 불참함.
- 특히 미·중 갈등이 고조화·재점화되면서 각국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자간 마찰이 재개되며 공급불안이 지속되거나
기후변화를 둘러싼 의견 대립과 합의 실패 및 자국우선주의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변동하는 경우 2022년
세계경제에 즉각적이고 부정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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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계 교역

1) 2021년 동향
■ 2021년 세계 교역량은 전년도 코로나19 영향의 교역침체에 대한 반등으로 전년대비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높은 수준의 수출입 가격 상승이 동반되어 나타나고 있음.
- IMF(’21. 10)는 2021년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이 전년대비 9.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 전망치
(’21. 4)보다 1.3%p 상향 조정된 수치로, 최근 세계 교역의 빠른 회복세가 반영됨.1)
◦ 세계 교역액 증가는 2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여기에는 상품 가격 상승의 영향이 포함
◦ 세계 상품 교역량은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서비스 교역에 비해 상품 교역의 강세를 시사

- 2021년 세계 상품 가격은 전년대비 11.8% 증가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전년도
급감했던 석유(59.1%) 가격의 반등과 함께 기타 1차 제품(26.7%)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짐.
◦ 대표적인 1차 제품인 금속(metal)은 제조업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더불어 최근 전력 가격 상승 및 탄소 배출
관련 비용 증대에 따른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이 전년대비 49.7%에 달할 것으로 전망2)
◦ OECD(’21. 9)는 세계 수요 급증 및 공급 차질로 인해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상품 가격과 운송 비용이 상승
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가격 및 소비자가격의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3)

- WTO(’21. 10)는 2021년 세계 교역량(상품)이 전년대비 1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계 교역이 빠른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지역별 불균형 및 시기별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함.4)
◦ 2/4분기 세계 교역량은 전년동기대비 22.0% 증가한 반면 4/4분기 교역량은 6.6%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그림 5. 세계 교역 증가율 추이

표 2. 세계 교역 및 가격 증가율

(단위: 전년대비 %)

(단위: 전년대비 %)

구분
상품+
서비스
상품

가격

2018

2019

2020

2021

교역량(volume)

3.9

0.9

-8.2

9.7

교역액(value)

9.5

-1.8

-10.1

21.1

교역량

3.8

0.3

-4.9

10.5

교역액

9.5

-3.0

-7.2

23.3

전체(상품+서비스)

5.5

-2.5

-2.3

10.3

전체(상품)

5.8

-3.1

-2.8

11.8

제조품

2.0

0.5

-3.2

5.5

29.4

-10.2

-32.7

59.1

1.3

0.8

6.7

26.7

석유(oil)
기타 1차 제품
주: 교역은 ‘상품+서비스 교역’을 의미.
자료: IMF WEO(2021. 10).

1)
2)
3)
4)

자료: IMF WEO(2021. 10).

IMF(2021. 10), World Economic Outlook.
금속(metal) 가격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15) -27.3; (’16) -5.3; (’17) 22.2; (’18) 6.6; (’19) 3.7; (’20) 3.5; (’21) 49.7.
OECD(2021. 9),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WTO(2021. 10), Trade Statistics and Outlook(PRESS/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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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분기별 세계 상품 교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 아니라, 2021년 2/4분기
들어서는 신흥국과 선진국이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대 교역 규모를 보임.
- 2021년 1/4분기 교역량(수출)은 코로나19 영향 이전인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했고, 코로나19 영향이 사실상
회복된 전기(2020년 4/4분기) 대비 2.4% 증가함.
- 2021년 2/4분기 교역량(수출)은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던 전년동기대비 22.6% 증가했고, 전기(2021년
1/4분기)와 비교해도 0.9%의 증가세를 이어감.
- 신흥국은 비교적 작은 침체기 이후 2021년 1/4분기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교역량을 능가한 반면, 선진국은 큰 침체 이후 회복하면서 2/4분기에 이르러서야 과거 교역량을 회복함.
- 지역별 수출은 아시아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 아프리카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지역별 수입은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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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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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주: 교역량은 2018년 1/4분기를 100으로 하는 계절조정값.
자료: UNCTAD stat, https://unctadstat.unctad.org/(검색일: 2021. 10. 6).

수입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11.11.

13

2022년 세계경제 전망

■ 2021년 월별 세계 상품 교역액(수출)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4월과 5월은 전년동월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3월과 6월의 월별 교역액을 각각 1조 8,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임.
- 2021년 1~2월 세계 상품 교역액은 2020년 하반기 수준과 비교하면 다소 정체 양상을 보였으나, 3월부터 다시
크게 증가하면서 3~6월 모두 역대 최대치(2018년 10월, 1조 7,176억 달러)를 넘어섬.
- 국가별로는 중국의 1~2월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한국·독일·인도네시아 역시 2021년 초부터 회복세를
보였고, 4월부터는 대부분의 주요국이 전년동월대비 3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임.

그림 8. 월별 세계 상품 수출액 증가율 추이

표 3. 주요국의 월별 수출액 증가율

(단위: 조 달러, 전년동월대비 %)

(단위: 전년동월대비 %)

국가

2

3

4

5

6

한국

11.3

13.7

23.1

53.1

58.0

44.9

미국

-1.2

-6.1

13.8

52.0

61.4

40.6

독일

1.2

9.8

25.8

63.6

52.6

32.4

영국

-22.2

-0.7

11.8

30.6

47.6

31.9

일본

12.1

-0.3

14.6

36.4

47.1

45.1

중국

55.1

67.7

30.2

31.8

27.6

31.8

7.3

-0.2

62.2

198.6

68.4

48.1

11.0

7.6

28.2

55.5

73.7

46.3

러시아

-14.7

-11.1

2.0

25.1

51.8

36.2

브라질

2.9

4.3

29.4

42.6

53.8

73.8

인도
인도네시아

주: 왼쪽 축은 수출액(막대), 오른쪽 축은 증가율(실선).
자료: IMF DOTS(검색일: 2021. 10. 6).

1

자료: IMF DOTS(검색일: 2021. 10. 6).

■ 세계 제조업 분야별 교역을 살펴보면, 1/4분기에는 모든 분야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보였고(+16%), 2/4분기에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전년도 기저에 대한 반등으로 크게 증가함(+40%).
- 2/4분기 자동차(Automotive products) 교역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철강(Iron and Steel) 등 역시 세계 수요 회복과 상품 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함.
- 의약품(Pharmaceuticals), 컴퓨터(Computers etc.) 등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하에서 각광받았던 만큼 2021년
증가세는 크지 않은 편이며, 같은 맥락에서 마스크 관련 분야인 섬유(Textiles) 역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함.

■ 세계 상업서비스 교역은 2021년 1/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9% 감소함(여행서비스: -62%).5)
- WTO(2021. 9)는 세계 서비스 교역이 2021년 2/4분기부터 강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상품 교역과 달리 부분적
회복으로 제한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추세로의 회귀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6)
◦ 코로나19 영향하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교역의 제한적 회복은 과거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 교역의
회복세가 보다 탄력적이었던 것과 대조적

5) WTO(2021. 10), Trade Statistics and Outlook(PRESS/889), p. 7.
6) WTO, Service Trade Barometer,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1_e/wtoi_23sep21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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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21년 2/4분기 제조업 교역액 변화
(단위: 전년대비 %)

자료: WTO estimates, 재인용: WTO(2021. 10), Trade Statistics and Outlook(PRESS/889). p. 6.

■ 2021년 상반기 세계 교역은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을 능가하는 교역 규모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상승세 역시
과거 추세보다 가파르며, 이러한 추세는 2021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최근 국제유가 상승, 반도체 수급 부족, 선복 공급 부족 및 해상운임 상승, 수출입 가격 인플레이션 등 새로운 하방 위험
요인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세계 교역 관련 경기지표들은 2021년 7월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나, 아직까지 상승동력을 유지하고 있음.
◦ 신규수출주문지수(New Export Orders Index)는 8월 51.0으로 감소했으나(5월: 54.9), 기준치인 50을 상회7)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Shanghai Conainerized Freight Index)는 과거 1,000선 내외 수준이었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1년 11월 현재 4,500선을 상회하고 있음.8)
◦ 2020년 하반기 세계 교역이 급격히 회복되면서 선복 공급-수요의 불균형이 나타났고, 더불어 황산화물 배출 규제
(IMO 2020)로 선복량 확대 지연, 강화된 방역체계하에서의 항구 처리 시간 증가, 수에즈운하 에버기븐호 좌초 사건
(2021. 3)에 따른 해상 운송 적체 등이 운임 상승을 더욱 가속화
◦ OECD(2021. 9)는 세계 상품 가격 상승 및 운송비 인상이 2021년 G20 국가들의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3.7%로 전
망)을 1.5%p 더 높인 것으로 추정9)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교역침체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극복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신흥국들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위험이 만연하면서 국가마다 교역 회복세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일례로 아시아 지역 신흥국들의 경우 2021년 교역량이 2019년(코로나19 이전)보다도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백신 공급 등이 미진한 최빈개도국들의 경우 같은 기간 오히려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10)

7) IHS-Markit, 재인용: WTO(2021. 10), Trade Statistics and Outlook(PRESS/889), p. 8.
8) https://en.sse.net.cn/indices/scfinew.jsp.
9) OECD(2021. 9),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10) WTO(2021. 10), Trade Statistics and Outlook(PRESS/889),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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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전망
■ 2022년 세계 교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증가 추세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1년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기저효과, 서비스 교역 회복세 부진 우려, 그리고 각종 하방요인들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음.
- 수출입 가격 인플레이션과 해상 운임의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최근
세계 공급망 구조 재편 및 환경 이슈 등의 부상은 세계 교역의 높은 성장세 지속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 IMF(’21. 10)는 2022년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이 6.7% 증가, 세계 상품 교역량이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반등에 따른 회복세가 2022년에도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을 시사함.
◦ 서비스 교역은 2021년에도 여행서비스 등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미진했는데, 만약 2022년 코로나19 위기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면 서비스 교역 역시 본격적인 상승 국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WTO(’21. 10)는 2022년 세계 상품 교역량이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2021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아시아 지역보다는 북미, 유럽, 중동 지역의 증가세가 클 것으로 전망함.
- 백신 보급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문제는 2022년에도 각국의 경제 정상화 및 무역 확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바,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별·부문별 불균등 회복에 따른 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
표 4. 세계 교역량 증가율 전망치(2021~22년)
(단위: 전년대비 %)

기관
(발표시점)

IMF
(2021. 10)

WTO
(2021. 10)

구분
교역량(상품+서비스)
선진국
수출
신흥국
선진국
수입
신흥국
교역량(상품)
선진국
수출
신흥국
선진국
수입
신흥국
교역량(상품)
북미
남미
유럽
수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수입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주: 2021년과 2022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 WEO(2021. 10); WTO(PRESS/889)(2021. 10).

2017
5.6
4.9
6.5
4.8
7.5
5.6
4.8
6.5
4.7
7.4
4.8
3.4
2.2
4.1
5.3
-2.2
6.7
4.4
4.4
3.9
-1.7
1.2
8.5

2018
3.9
3.6
3.9
3.7
4.8
3.8
3.0
3.8
3.8
5.2
3.1
3.8
-0.2
1.9
3.6
4.8
3.7
5.1
5.6
1.9
5.3
-4.1
5.0

2019
0.9
1.2
0.4
2.0
-0.9
0.3
0.5
-0.5
0.6
0.1
0.1
0.3
-2.2
0.6
-0.7
-2.2
0.8
-0.6
-2.6
0.3
2.8
2.4
-0.5

2020
-8.2
-9.4
-5.2
-9.0
-8.0
-4.9
-6.4
-2.0
-5.8
-4.3
-5.3
-8.6
-4.7
-7.9
-8.8
-11.6
0.3
-6.1
-9.9
-7.6
-11.1
-13.9
-1.2

2021
9.7
8.0
11.6
9.0
12.1
10.5
9.3
11.2
11.1
10.9
10.8
8.7
7.2
9.7
7.0
5.0
14.4
12.6
19.9
9.1
11.3
9.3
10.7

2022
6.7
6.6
5.8
7.3
7.1
6.0
5.6
5.2
6.8
6.3
4.7
6.9
2.0
5.6
6.0
9.6
2.3
4.5
2.1
6.8
4.1
8.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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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상품시장
가. 금리
1) 2021년 동향
■ 주요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혼조세를 보이다 최근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
- [미국] 5월 이후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일부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8월 들어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시행 가능성 부각,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으로 소폭 반등하기 시작해 9월 FOMC 회의 이후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됨.
◦ 5월 초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중순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 부진,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기대감의 약화 등으로 반락
◦ 6월 FOMC 회의 결과 연준 내 긴축 성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등락 없이 대체로 하락했으며, 9월 중순까
지는 대체로 1.25~1.45% 수준의 횡보 구간 내에서 움직임
※ 8월 초 1.17%까지 하락하면서 연중 최고치 대비 57bp 하락했으나(3/31: 1.74%→8/3: 1.17%),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법안의 상원 통과(8/10), 7월 FOMC 회의록 공개(8/18)에 이어 교육,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3.5조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 승인(8/24) 등으로 상승

◦ 9월 FOMC 회의 이후 연내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 확대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당초 시장 기대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4일간 25bp 상승하는 등 6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9월 말 1.5%를 돌파
※ 연준 DKW(D’Amico, Kim, and Wei) 모형11)에 따르면 9월 회의 이후 4일간의 금리 상승분은 실질금리
상승요인(정책금리 경로) +13bp, 인플레이션 요인(인플레이션 전망) +12bp로 구성
※ 동 모형에 따르면 최근의 금리 상승(9/30, 작년 말 대비 +78bp)은 실질금리 상승요인(+24bp)보다 인플레이션
요인(+54bp)이 주도한 것으로 보임.

◦ 10월 들어 글로벌 공급 병목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가 심화되고 연내 테이퍼링 개시가 더욱 가시화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해 5월 이후 최고 수준(10/21: 1.68%)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후 11월 FOMC 회의를 앞둔 관망세에
따라 소폭 반락
※ 9월 CPI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5.4%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5개월 연속 5%대를 기록하는 한편, 9월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이후 손익분기 인플레이션율(BEI)이 전고점을 상회

- [독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대를 유지하면서 미국 금리 움직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8월
중순부터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등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1년래 최고치를 기록(10/12: -0.086)
◦ECB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팬데믹 긴급자산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규모 소폭 축소를
결정했으나 테이퍼링 시작보다는 통화완화 지속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으며, 10월 회의에서 기존의 완화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과도한 긴축 우려를 해소

11) 이 모형은 5년 및 10년 만기 국채의 명목 및 실질 금리의 개별 구성요소 값을 추정해 최근의 국채금리 및 손익분기 인플레이션(BEI: Breakeven
Inflation)의 상승을 견인하는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021년 10월 현재 9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제공함(https://www.federalreserve.gov/e
conres/notes/feds-notes/tips-from-tips-update-and-discussions-201905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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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글로벌 움직임에 연동하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8월 중순 이후 뚜렷한
상승세로 전환되어 10월 말에는 4월 초 이후 처음으로 0.1%대를 기록하기도 함.
◦ BOJ는 자산매입, 수익률 곡선 관리 등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10. 미국의 장기(10년) 국채금리 관련 지표

그림 11. 요인별 미국 명목금리 변화 기여도(1)

(단위: %)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검색일: 2021. 11. 4).

그림 12. 요인별 미국 명목금리 변화 기여도(2)

(단위: bp)

주: 2020년 말 대비, 10년물 기준.
자료: Fed 데이터를 토대로 정리.

그림 13. 독일 및 일본 장기(10년) 국채금리

(단위: bp)

주: 2020년 말 대비, 10년물 기준.
자료: Fed 데이터를 토대로 정리.

(단위: %)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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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2021년 FOMC 회의 주요 내용 요약

■ [1~4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심화 현상은 대체로 일시적인 요인(transitory factors)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 견지
- 여전히 미국경제는 FOMC의 장기목표와 거리가 먼 상황으로, 2020년 8월 발표한 통화정책전략(Statement
on Longer 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을 유지하고 있음.
◦ 전략의 주요 내용은 완전고용과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장기간에 걸쳐 달성(인플레이션이 2%로 상승한 후
상당기간 완만하게 2%를 상회하는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임.

- [자산매입 및 정책금리] 목표범위 현 수준인 0.00~0.25%를 유지하고, FOMC의 목표 달성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substantial further progress) 매월 최소한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정부기관
MBS 보유를 계속 확대
◦ 4월 회의에서 경제가 FOMC의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빠른 진전을 보인다면, 향후 회의 중 어떤 시점(at
some point in upcoming meetings)에 자산매입 속도 조정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기도 함.

- [정책결정문] 경제상황, 보건위기에 따른 리스크 등의 개선을 의미하는 문구로 점차 수정
* (2020. 12) 경제활동과 고용은 계속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초 수준을 크게 하회 → (2021. 1) 최근 몇
달 동안 경제활동과 고용 회복속도가 완만해짐 → (2021. 3) 경제활동과 고용의 회복세가 최근 개선(turn
up)되었으나, 팬데믹에 가장 악영향을 받는 부문은 어려움이 지속 → (2021. 4) 백신 접종 확대와 강력한
정책지원으로 경제활동 및 고용지표가 강화(strengthened)되었고, 팬데믹에 가장 악영향을 받는 부문은 여전히
취약하나(remain weak) 개선되는 모습(have shown improvement)
* (2021. 3)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2%를 밑돌고 있음 → (2021. 4) 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상승(largely reflecting transitory factors)
* (2021. 3) 현재 진행 중인 공공보건 위기가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상당한(considerable) 리스크 요인 → (2021. 4) 현재 진행 중인 공공보건 위기가 경제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리스크 요인

-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 3월 회의까지는 FOMC의 인플레이션율 목표 달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당분간의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일시적 요인(transitory factors)을 반영하였다고 강조하였으나, 4월 회의에서는 이
요인들이 올해를 지나서도(beyond this year)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을 언급
◦ 전년동월대비로 측정되는 인플레이션율은 작년 3월과 4월에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상승할 수
있으나, 기저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
* 만약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연준은 이에 대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히려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율에 대응하는 것은 어렵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율에 대응하는 방법은 알고 있음을 강조
◦ 4월 회의에서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급망 병목 현상 및 투입 부족(input shortages)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may not be resolved quickly)을 언급
◦ 그럼에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의 단기 변동이 불가피하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FOMC의 목표 달성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에 잘 고정되어 있음을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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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테이퍼링에 필요한 ‘실질적인 추가 진전(substantial further progress)’ 기준이 대체로 이미 충족되었거나
곧 충족될 것으로 보는 입장
-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와 포워드 가이던스가 연준의 목표 달성 촉진에 적합하기는 하나, 다음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개시를 결정할 가능성을 언급함.
◦ 만약 7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개시를 결정한다면 11월 또는 12월 중순경(later this year) 절차가
시작되어 내년 중반경(around the middle of next year)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

- [자산매입 및 정책금리] 정책금리 관련 포워드 가이던스와 자산매입 관련 ‘실질적인 추가 진전’ 기준은
별개이며, 즉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시그널이 아니며, 정책금리 기준이 보다 엄격하다는 점을
명시함.
◦ 예시적 테이퍼링 경로로 매월 미국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
◦ 현재 금리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highly premature)로 보는 입장 유지

- [정책결정문] 백신 접종 진전으로 공중보건 위기의 경제적 영향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고, ‘목표치를
하회하는 인플레이션’ 관련 표현을 과거형으로 수정함.
◦ (2021. 4)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는(running) 점을 감안→(2021. 6) 하회했던(having
run) 점을 감안

-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 대체로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해 상승 중이나, 공급 병목현상(supply bottlenecks)이
예상보다 심화되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inflation could turn out to be
higher and more persistent than we expect)임을 언급함.

■ [7월] 테이퍼링의 시기, 속도, 구성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한 첫 회의(first deep dive)
- FOMC의 실질적인 추가 진전 기준 중 물가안정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평가한 가운데, 양대
목표(완전고용과 2% 인플레이션율)를 장기간에 걸쳐 달성할 때까지 완화기조를 유지할 계획임을 발표함.
◦ 현행의 결과 기반(outcome-based)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라 연준은 양대 목표로의 실제 진전 상황에 따라
자산매입 축소 및 정책금리 인상 경로가 달라질 것임을 재차 강조

- [자산매입 및 정책금리] 향후 경제상황이 예상대로 진전될 경우 자산매입 속도를 금년부터 줄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정책금리 인상 시기는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을 따를 것임을 강조함.
◦ 실제 자산매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추가 진전’ 관련, 완전고용의 경우 물가안정과는 달리 목표로
삼는 숫자는 없으나 노동시장 관련 다양한 측면과 광범위한 데이터(노동참여율, 임금, 연령대별 실업 등)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을 언급
* 내부적으로 향후 경제상황이 예상대로 개선될 경우 이 ‘추가 진전’ 기준을 거의 충족할 것이므로, 자산매입
속도를 금년부터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
◦ 테이퍼링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의 시기, 속도, 구성 등을
처음으로 논의했으나 아직 어떠한 가이던스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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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문] 백신 접종 진전 등으로 경제활동 및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앞으로의 회의들에서 진전 상황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함.
◦ (2021. 6) 향후 경제 방향은 바이러스의 진로에 상당히 의존할 것임→(2021. 7) 향후 경제 방향은 계속해서
바이러스의 진로에 달려 있음.
◦ (2021. 6) 연준은 FOMC의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가 상당히 더 진전될 때까지 매월 최소한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정부기관 MBS 보유를 지속해서 늘릴 것임→(2021. 7) 지난 12월, FOMC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가 상당히 더 진전될 때까지 매월 최소한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정부기관 MBS
보유를 계속 늘려갈 것으로 밝혔으나, 그 이후에 경제는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FOMC는 다음
회의들에서 진전 상황을 계속 평가할 것임.

-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 인플레이션 둔화 시기나 단기적 영향에 대한 확신은 없으나, 최근의 인플레이션
심화는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한, 일부 범주(a handful of sectors)에 해당되는 것이며, 경제 전반의 현상이
아니라고 일축함.
◦ 최근의 고인플레 현상은 경제활동 재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며, 중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할 것
◦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일시적(transitory)’이라고 보는데, 그 의미는 물가 수준이 ‘되돌아간다
(reverse)’는 것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의 진행 과정이 멈출 것(the progress of inflation will stop)’이라는
것임.

■ [9월] 자산매입 속도 완화의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정책결정문에 명시하고, 자산매입 규모를 2022년 중반경까지
완만하게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함.
- 실질적 추가 진전 관련 물가는 이미 목표 이상 달성했고, 고용은 빠르면 다음 회의 때 달성할 것으로 보여 더
많은 여건을 점검하면서 테이퍼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언급함.
◦ 테이퍼링 시기 및 속도에 대한 논의가 정책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신호로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

- [정책금리 및 자산매입] 연준 의장은 2022년 중반경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FOMC 회의
참석자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2023년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상황으로 미루어 FOMC 내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음.
- [정책결정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회복세 둔화, 높은 인플레이션율, 자산매입 속도 완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명시함.
◦ (2021. 7) 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상승→(2021. 9) 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높은 상태
◦ (2021. 7) 그 이후로 경제는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었고, FOMC는 다음 회의들에서 진전 상황을
계속 평가할 것임→(2021. 9) ... 진전을 이루었고, 만약 이러한 진전이 전반적으로 예상과 같이 지속된다면
FOMC는 자산매입 속도의 완화가 곧 필요할지(a moderation in the pace of asset purchases may soon
be warranted) 판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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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 제품 및 노동 시장의 공급 제약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몇
동안은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음.

■ [11월] 2020년 12월 설정한 실질적 추가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여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해 나가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결정이 금리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함.
- [정책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며, 11월 말부터 매월 국채 매입은 100억 달러,
정부기관 MBS 매입은 50억 달러씩 줄여나갈 예정임.
◦ 매입 규모 변화: 기존, 매월 최소 국채 800억 달러 및 MBS 400억 달러→11월 말, 국채 700억 달러 및 MBS
350억 달러→12월, 국채 600억 달러 및 MBS 300억 달러

- [정책결정문] 일시적 인플레이션 입장에 불확실성을 반영해 표현을 완화함.
◦ (2021. 9) 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높은 상태→(2021. 11) 인플레이션율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factors that are expected to be transitory)에 주로 영향을 받아 높은 상태이며,
팬데믹 및 경제 재개와 관련된 수급 불균형이 일부 부문에서 상당한 가격 인상에 기여
◦ (2021. 9) 백신 접종 진전으로 공공보건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임→(2021. 11)
백신 접종의 진전과 공급 제약의 완화는 인플레이션의 감소뿐 아니라 경제활동과 고용의 지속적인 증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 고물가는 일시적, 일부 부문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기존 견해는 유지했으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인정함.
FOMC 회의 참석자들의 정책금리 수준 전망

인플레이션 관련 정책결정문 입장 변화 요약
(단위: %)

시기
3월
회의
6월
회의
9월
회의

2021년
말
0.1
0.1
0.1

2022년
말
0.1
(4)
0.1
(7)
0.3
(9)

2023년
말
0.1
(7)
0.6
(13)
1,0
(17)

2024년
말

장기
균형금리

-

2.5

-

2.5

1.8

2.5

주: 금리는 중위값 기준이며 ( ) 안은 해당 시기 금리 인상을 예상한 참석자 수.
자료: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

3월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2%를 밑돌고 있음
↓
4월 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상승(largely reflecting transitory factors),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하회(running)
↓
6월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하회했던(having run) 점을
감안
↓
7월 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상승(has risen)
↓

9월 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높은 상태(is elevated)
↓

11월 인플레이션율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아 높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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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채금리는 만기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다 8월부터는 동반 상승세를 시현하며 10월 들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함.
- 3년물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 등으로 빠르게 상승해 7월 중순 1.5%까지 상승 후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국내외 주요경제지표 발표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상(0.50%→0.75%)
등의 영향을 받아 뚜렷한 상승세로 전환(11월 현재 연초대비 +106bp)됨.
◦ 8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배경으로 국내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 물가 오름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
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 등을 언급

- 10년물은 6월 초순 2.2% 기록 후 미국 국채금리 하락, 국고채 수급 우려 완화 등으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다가 8월 하순 이후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에 영향을 받아 상승(11월 현재 연초대비 +75bp)함.
- 작년 외국인의 국내채권에 대한 순투자 규모가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217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금년 들어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 등에 따라 채권자금 유입세가 더욱 강화되어 7월까지 누적
순유입액(403억 달러)이 작년 연간 규모를 상회함.
그림 14. 우리나라의 주요 금리

그림 15. 외국인 채권투자와 내외금리차

(단위: 좌-%, 우-십억 원)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1. 11. 4).

(단위: 좌-억 달러, 우-%p)

주: 1) 외국인 채권투자액은 순유입액의 누적치 기준.
2) 내외금리차는 한국 기준금리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차감한 값.
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 9).

2) 2022년 전망
■ 2022년 중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종료 및 금리 인상 개시 가능성에 따라 주요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상승할
전망임.
- 미국의 경우 국채 수급여건,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전망 등을 고려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나, 그 속도는
공급망 병목 해소 정도와 고용, 인플레이션율 등 경제지표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 및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함.
◦ 이미 연준의 국채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말부터 입찰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전망(일시적 또는 지속적·구조적) 및 금리 인상 시기의 불확실성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최근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첫 금리 인상까지의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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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만큼 조기 금리 인상 우려를
적절히 억제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독일과 일본의 국채금리도 미국 국채시장 흐름의 영향권에 들어 있으나, 자국 경기회복 속도, 통화정책 변화 등에
더욱 연동되어 움직일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와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왔던 점, 국채발행 규모 확대에 따른 수급 부담 등을
미루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한·미 금리 동조화로 인해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금리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
◦ 추경편성으로 국고채 발행물량이 증가할 경우, 수급불균형 가중으로 금리의 상방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 상존

표 5.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금리 전망
(단위: %)

구분
기준금리(상단)
미
국
독
일
일
본

2021 Q4

2022 Q1

2022 Q2

2022 Q3

2022 Q4

0.25

0.25

0.25

0.30

0.35

기준금리(하단)

0.00

0.01

0.02

0.04

0.08

10년물 국채 금리

1.59

1.69

1.82

1.89

1.99

기준금리(ECB)

0.00

0.00

0.00

0.00

0.00

10년물 국채 금리

-0.20

-0.13

-0.07

0.00

0.00

기준금리

-0.10

-0.10

-0.10

-0.10

-0.10

10년물 국채 금리

0.07

0.08

0.10

0.11

0.12

주: 기준금리 전망치는 중간값 기준.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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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율
1) 2021년 동향
■ 주요국의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2021년 하반기 들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로 상승하고 있음.
- 달러화 가치는 2021년 상반기 중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경기회복 전망 등에 따른 장기 국채금리 급등으로
상승하였다가 금리상승세가 완화되면서 하락하여 연초의 상승폭을 되돌림.
◦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American Rescue Plan)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백신 접종 개시 등에 따라
미국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여
달러 인덱스는 3월 중 93.30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하여 5월 중 89.64를 기록

- 그러나 물가상승세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연초의 전망과 달리 하반기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미 연준의
연내 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냄.
◦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의 전년대비 상승률*이 3월부터 연준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으며, 공급 병목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
* PCE 물가상승률(전년대비, %): (’21년 3월) 2.5→(4월) 3.6→(5월) 4.0→(6월) 4.0→(7월) 4.2→(8월) 4.2→(9월)
4.412)
◦ 6월 FOMC에서 2023년 정책금리(중간값) 전망이 상향 조정(0.125%→0.625%)되고 7월 FOMC에서 테이퍼링
(tapering) 논의가 시작된 데 이어 9월 FOMC에서는 2022년 및 2023년 금리전망치를 상향 조정(각각 0.125%
→0.25%, 0.625%→1%)함과 함께 2022년 중반 자산매입 종료를 시사하면서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가 고조
◦ 이에 따라 달러 인덱스도 6월 FOMC 이후 상승하여 10월 중 연중 최고치인 94.52(2020년 말 대비 4.1% 상승)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미 연준 테이퍼링 개시 시점에 대한 전망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며 10월 29일 기준 2020년 말
대비 4.7% 상승한 94.12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16. 달러 인덱스*와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추이

그림 17. 신흥국 통화지수*와
위안/달러 환율 추이

주: *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임(1973년
3월=100).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1. 11. 1).

주: * JP모건지수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10개 신흥국(브라질, 칠
레, 중국(CNH), 헝가리, 인도, 멕시코, 러시아, 싱가포르, 터키, 남
아공)의 통화가치를 미국 달러에 대비하여 나타낸 것임.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1. 11. 1).

12)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검색일: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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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화] 2021년 상반기 중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봉쇄정책으로 유로 지역의 경기회복이 상대적으로 지체된 가운데,
미국과의 통화정책 차별화와 독일 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함.
◦ 달러/유로 환율은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미국-유로 지역 간 금리차 확대로 3월 중 1.1700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상승 반전되어 5월 중 1.2250달러를 기록
◦ 6월부터 미 연준의 정책기조가 통화정책 정상화 방향으로 선회한 가운데, 6월 ECB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3/4분기 중
팬데믹 긴급자산매입 프로그램(PEPP)을 유지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유로화는 다시 달러 대비 약세로 나타났으며,
10월 29일 기준 2020년 말 대비 5.4% 하락한 유로당 1.1558달러 수준

- [엔화]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일본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달러 대비 약세를 나타냄.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대비, %): (’21년 1월) -0.7→(2월) -0.5→(3월) -0.4→(4월) -1.1→(5월) -0.8→(6월) -0.5→
7월) -0.3→(8월) -0.4→(9월) 0.213)
◦ 연초 미국-일본 간 금리차* 확대로 엔/달러 환율은 3월 중 110.72엔까지 상승했으나,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와 긴급사태 해제 등 강세요인과 함께 미국과 통화정책 차별화 및 대미 금리차 확대 등 약세요인이 공존하면서
달러당 110엔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
◦ 9월 말부터 미일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상승하여 10월 29일 기준 달러당 113.95엔(2020년 말 대비 10.4%
상승)을 기록
* 미·일 금리차(10년물 국채금리, bp): (’21년 1월 말) 102→(2월 말) 125→(3월 말) 165→(4월 말) 153→(5월 말)
152→(6월 말) 142→(7월 말) 121→(8월 말) 129→(9월 말) 142→(10월 말) 14614)

- [위안화] 중국정부의 절상압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중국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대규모 증권자금 유입***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강세를 나타냄.
* 지난 5월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인상(5%→7%)한 데 이어 6월 국가외환관리국은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의 해외투자 한도를 103억 달러 확대
** 기저효과와 대내외 수요회복에 힘입어 2021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대비 18.3%로 199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2/4분기에도 7.9%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1~10월 수출이 전년대비 33.7% 증가하고
경상수지도 2분기 연속 대규모 흑자를 유지(1/4분기 694억 달러, 2/4분기 533억 달러)15)
*** WGBI 등 글로벌 지수 편입 등으로 2021년 2/4분기까지 중국으로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액은 1,184억
달러(주식 394억 달러, 채권 78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84.0% 증가16)
◦ 위안/달러 환율은 미 연준 테이퍼링, 헝다그룹 디폴트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여 10월 29일 기준
2020년 말 대비 2.2% 하락한 6.39위안을 나타내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중 약세를 나타낸 신흥국 통화가치는 2021년 들어 미국 금리상승 및 미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가 붉어진 3월과 6월 이후 더욱 하락하여 10월 29일 기준 2020년 말 대비 5.4% 하락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JP모건 신흥국 통화지수 기준).
◦ 터키(-22.6%), 아르헨티나(-15.6%) 등의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하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원자재 수출국(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등)들은 강세를 나타냄(그림 19).

13)
14)
15)
16)

일본 통계청(검색일: 2021. 11. 1).
Bloomberg(검색일: 2021. 11. 1)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CEIC(검색일: 2021. 10. 12).
CEIC(검색일: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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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원/달러 환율과 원/위안 및 원/엔 환율 추이

그림 19. 주요 32개국1)의 달러 대비 통화가치 변동률2)
(단위: %)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1. 11. 1).

주: 1) IMF(2021), AREAER 기준 변동(Floating) 및 자유변동(Free
Floating) 환율제를 채택한 국가 중 27개 주요국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
2) 2020년 말 대비.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1. 11. 1); 저자 계산.

■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2021년 중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출 등으로 약세를
보임.
- 한국의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상승 및 미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
흐름에서 원화 가치도 하락함.
* GDP 성장률(전년대비, %): (’20년 4/4분기) -1.1→(’21년 1/4분기) 1.9→(2/4분기) 6.0→(3/4분기) 4.017)
수출 증가율(전년대비, %): (’20년 12월) 12.4→(’21년 1월) 11.4→(2월) 9.3→(3월) 16.3→(4월) 41.2→(5월) 45.6
→ (6월) 39.7→(7월) 29.7→(8월) 34.7→(9월) 16.7(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10월) 24.018)
경상수지(억 달러): (’20년 12월) 115→(’21년 1월) 71→(2월) 79→(3월) 78→(4월) 19→(5월) 108→(6월) 88→(7월)
82 →(8월) 75(’20년 5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19)

- 특히 6월 이후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규모 매도**와 환전수요***
등으로 원화 가치 하락폭이 확대됨.
* 7월 이후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유지
** 한국으로의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은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
등으로 2021년 중 31.6조 원 순유출되었고, 이에 따라 7~10월 사이 주가(KOSPI 기준)가 9.9% 하락20)
*** 2020년 하반기부터 민간부문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크게 확대된 점도 원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2021년
８월까지 주식투자 자금의 총유출액(자산과 부채의 합)은 679억 달러로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114억 달러
증가(국제수지 금융계정 기준)21)
◦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0월 29일 기준 2020년 말 대비 7.6% 상승한 1,1168.50원을 기록
◦ 2021년 하반기 들어 중국 위안화에 비해 원화의 약세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2020년 말 대비 원/위안 환율은 9.9%
상승하였으나, 원/엔 환율은 최근 미·일 금리차 재확대로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하락하면서 2.0% 하락
17)
18)
19)
2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1. 11. 1).
산업자원통상부 보도자료(2021. 11. 1), 「2021년 10월 수출입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1. 11. 1).
금융감독원(2021. 10. 29), 「일일 금융시장 동향」; Bloomberg(검색일: 2021. 11. 1). 채권투자 자금은 2021년 중 103.6조 원 순매수세를
유지했으나 현물환율과의 관련성은 주식투자 자금이 높음.
2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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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전망
■ 미국과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대한 기대로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낼 전망임.
- 미 연준이 11월 말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주요 선진국과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는 상황임.
◦ 11월 FOMC에서 미 연준은 2020년 12월 이후 미국경제 회복이 진전됨에 따라 11월 말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현재의 월 1,200억 달러에서 매월 150억 달러(국채 100억, MBS 50억)씩 감축하기로 결정
◦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미국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나,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되었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공급 병목현상 장기화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불가피
◦ 9월 FOMC 전망치에 따르면 2022년 중반 자산매입이 중단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
◦ 이처럼 주요 선진국과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 및 통화정책 기조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미국 달러화 가치는 강세
압력을 받을 전망

- 다만 주요 선진국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 강세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음.
◦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나, 유로 지역의 경우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3% 이상 상승하면서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ECB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4/4분기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PEPP)에 따른 자산매입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겠다고 발표
◦ 또한 영국의 영란은행(BOE)의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물가상승 우려에 따른 자산매입 축소를
지지하였고, 자산매입 종료 전에도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포함되면서 조기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고조

- 최근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경제회복이 비동조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선진국이 정책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으로 신흥국의 금융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흥국의 통화가치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표 6.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치
원/달러

구분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21Q4

’22Q1

’22Q2

’21Q4

’22Q1

’22Q2

’21Q4

’22Q1

’22Q2

’21Q4

’22Q1

’22Q2

Standard Chartered(10/29)

1,170

1,150

1,140

1.16

1.17

1.19

114

113

112

-

-

-

Wells Fargo(10/26)

1,180

1,180

1,175

1.15

1.14

1.14

115

116

117

6.40

6.40

6.38

ANZ(10/21)

1,150

1,130

1,110

1.18

1.20

1.23

112

112

112

6.40

6.35

6.30

ING(10/12)
Nomura(10/8)
BNP Paribas(10/1)
Morgan Stanley(9/21)
Barclays(9/14)
Citigroup(9/13)
JP Morgan(9/10)

1,180
1,220
1,050
1,120
1,145
1,156
1,160

1,190
1,200
1,040
1,130
1,130
1,147
1,165

1,220
1,180
1,035
1,140
1,120
1,139
1,165

1.17
1.15
1.25
1.21
1.18
1.19
1.16

1.15
1.17
1.26
1.19
1.17
1.17
1.15

1.13
1.17
1.27
1.18
1.16
1.16
1.15

112
113
105
110
111
109
111

113
114
106
111
112
111
112

115
115
107
112
112
112
112

6.70
6.40
6.30
6.48
6.40
6.37
6.50

6.78
6.35
6.28
6.53
6.35
6.33
6.50

6.70
6.30
6.26
6.55
6.30
6.27
6.50

중간값

1,170

1,170

1,160

1.16

1.16

1.17

112

112

112

6.47

6.47

6.48

평균값

1,168

1,159

1,155

1.16

1.16

1.17

112

112

112

6.48

6.49

6.49

1,170

1,172

1,174

1.16

1.16

1.16

114

114

114

6.44

6.49

6.53

Bloomberg 전망치(10/31)

선물 환율(10/31)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일.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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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은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소폭 하락할 전망임.
-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당분간 원화도 현재의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11월부터 한국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추진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2022년에는 수출 호조 및 경상흑자 지속, 반도체 수급불균형 해소 등으로 견조한
경제흐름이 나타나면서 원화가 소폭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음.
- 주요 국제 투자은행들은 원/달러 환율이 2021년 4/4분기 1,170원, 2022년 1/4분기 1,170원, 2/4분기
1,160원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2021년 10월 31일, 중간값 기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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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유가
1) 2021년 동향
■ 2021년 하반기 국제유가는 백신 접종률 확대, 봉쇄완화, 공급차질 등으로 8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확대되고 이동제한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원유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시현함.
◦ 백신 접종 확대,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미국 휘발유 수요량이 직전 5년(’16~’20년) 동기 평균 수준에 근접하는 등
수송용 석유 수요가 점차 회복
※ Apple Mobility Trend에 따르면 10/10 기준 주요국의 자가운전지표(2020년 1월 13일=100)가 미국 139, 독일
161, 영국 132, 이탈리아 180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22)

- 한편 7월 18일 OPEC+가 점진적으로 감산폭을 축소하는 데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7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8월 말 허리케인 아이다(Ida)에 따른 공급 차질로 다시 80달러 수준까지 상승함.
◦ 7월 18일 개최된 제19차 OPEC+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매월 일일 40만 배럴씩
점진적으로 감산규모를 축소하기로 합의
※ (’20.1~3) △170→(’20.5) △970→(’21.7) △580→(’21.8) △540→…→(’22.10) 감산 종료
◦ 소비 회복,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미국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미 백악관은 OPEC+에 증산을 요구하였으나, 10월
4일 OPEC+는 제21차 회의에서 기존 감산 완화규모(매월 일일 40만 배럴)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8월 11일 미 백악관은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이 우려된다며 OPEC+에 생산증대를 촉구
◦ 8월 29일 허리케인 아이다(Ida)가 미국 멕시코만(GoM: Gulf of Mexico)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공급차질을 초래
※ 미국 안전환경집행국(BSEE: Bureau of Safety and Environmental Enforcement)에 따르면 9월 12일 기준
일일 88만 배럴(b/d)의 원유 생산량(GoM 전체의 48.6%)과 12억 세제곱피트(cf/d)의 천연가스 생산(전체의
54.4%)이 중단되었으며, 9월 말까지 총 3천만 배럴(누적) 수준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IEA, ’21.9)
※ 허리케인 아이다(풍속기준 4등급) 피해로 생산시설 복구가 차질을 빚으면서 9월 17일 기준 주간 미 원유 재고는
4억 1,396만 배럴로 ’19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22) https://covid19.apple.com/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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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국제유가 추이

그림 21.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피해 규모
(단위: 달러/배럴)

주: 일별 자료.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1. 10. 25).

(단위: 백만 배럴/일, 백만 배럴)

자료: IEA(2021. 9), Oil Market Report, p. 4.

그림 22. 미 휘발유 수요

그림 23. 주요국의 이동성 지수*
(단위: 천 배럴)

자료: 미 에너지 정보청(EIA)(검색일: 2021. 10. 25).

(단위: 2020년 1월 13일=100)

주: * 14일 이동평균, 자가운전(driving) 지수.
자료: Apple Mobility Trend(검색일: 2021. 10. 25).

그림 24. 미 주간 원유재고

표 7. 세계 원유수요 전망(지역별)
(단위: 백만 배럴)

(단위: 백만 배럴/일)

지역
OECD
미국1)
캐나다
유럽
일본
기타
Non-OECD
유라시아
유럽
중국
기타 아시아
기타 비OECD
합계
자료: 미 에너지 정보청(EIA)(검색일: 2021. 10. 25).

2020
42.02
18.35
2.19
12.43
3.33
5.72
50.4
4.95
0.71
14.43
12.8
17.51
92.42

2021
44.35
19.93
2.2
12.93
3.27
6.01
53.04
5.15
0.74
15.2
13.56
18.39
97.38

2022
45.86
(1.51)
20.82
(0.89)
2.28
(0.08)
13.31
(0.38)
3.24
(-0.03)
6.2
(0.19)
55.15
(2.11)
5.26
(0.11)
0.74
(0.00)
15.86
(0.66)
14.36
(0.80)
18.92
(0.53)
101.01
(3.63)

주: 1) US 50 States, territories 포함, 2) ( ) 안은 전년대비 증감.
자료: EIA(2021.9), Short-Term Energy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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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전망
■ 원유시장의 타이트한 수급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국제유가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점차 증가하고 주요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유수요는 견고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IEA(’21.9)는 세계경제 회복,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 등으로 2022년 세계 원유수요는 9,940만 배럴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다만 항공유 수요 감소는 여전히 일일 130만 배럴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주요국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변화 및 이행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 원유수요는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더해 천연가스 및 LNG 가격 상승으로 발전용 원유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동절기를 앞두고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유수요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 천연가스 가격이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형성하면서 천연가스에서 석유제품으로 전환 가능한 부문(주로
발전부문)들에서 수요가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공급] OPEC+의 점진적인 감산 완화, 미국 등 비OPEC의 원유공급 확대 등으로 세계 원유공급은 확대될 것이나
수요 회복세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임.
◦ OPEC+의 점진적인 생산 확대로 2022년 1/4분기부터 세계 원유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Platts)
※ 다만 그동안 투자감소로 생산량 회복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일부 국가(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의 생산쿼터 미달이
지속될 경우 수급여건 개선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
◦ 2022년 비OPEC의 원유공급은 미국(전체 증가의 약 56%), 캐나다,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회복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IEA, ’21.9)

- 이에 따라 2022년 평균 국제유가(WTI유 기준)는 배럴당 61.89달러로 2021년(68.27달러/배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요회복 지연, 폭염·한파 등과 같은 이상기후, 생산차질이 회복되는 속도 등이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최근 투자 감소에 따른 생산여력 감소는 상방위험, OPEC+ 및 미국 셰일오일 생산업체의 생산량 증가 등은
하방위험 요인(IMF, ’21.10)
표 8. 세계 원유 수급 전망

표 9. 주요기관별 국제유가 전망

(단위: 백만 배럴/일)

분류
수요(A)
┌OECD
└비OECD
공급(B)
┌비OPEC
└OPEC
초과공급(B-A)

2020
92.42
42.02
50.40
94.18
63.47
30.71
1.76

2021
97.38
44.35
53.04
96.14
64.39
31.76
-1.24

자료: EIA(2021. 9), Short-Term Energy Outlook.

2022
101.01
45.86
55.15
101.45
67.57
33.87
0.44

(단위: 달러/배럴)

기관
KIEP
(2021.10)
IMF
(2021.10)

유종

2020

2021

2022

WTI

39.27

68.24

61.89

3종 평균

41.29

65.68

64.52

EIA

WTI

39.17

65.69

62.37

(2021.9)

Brent

41.69

68.61

66.04

주: ( ) 안은 전망시기, 2021~22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1. 10), EIA Short-Term
Energy Outlook(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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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 탈탄소화 전환정책의 시차효과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더불어 탄소중립 이행계획 등의 영향으로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의 연료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최근 경기회복 및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등의 영향으로 2년 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런던 국제선물거래소(ICE) 천연가스 선물가격도
전력수요 급증, 석탄발전 폐쇄, 송전선로 화재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석탄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전력수요 확대 등으로 수요는
증가한데 반해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와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해 폐광이 늘어난 데 기인함.
◦ 전 세계적인 폭염과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확대된 데다 풍력발전량이 감소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하면서 탈탄소화 추세에도 석탄 화력발전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유럽기후거래소(ECX)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도 폭염의 영향과 더불어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환경정책을 강화하면서 10월 5일 톤당 64.67유로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함.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가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입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의 과도기간(~2025. 12. 31) 동안 EU 수입업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내재 배출량 보고의무만 부담하며,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를 부담23)
그림 25. 주요 에너지 가격 추이
(단위: 2020.1.2.=100)

자료: Bloomberg, Korea PDS(검색일: 2021. 10. 25).

■ 코로나19의 영향과 더불어 탈탄소화 전환으로 화석연료의 신규개발이 정체되면서 가격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미 셰일 생산 최대에 따른 과잉 공급의 영향으로 미국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낮은
수준을 지속해왔음.
-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셰일가스 신규채굴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미
셰일가스 생산이 감소하면서 미국 내 석유 및 가스 광구 수도 축소되어 생산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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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탄소화 전환이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수요를 경감시킬 것이나,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효과로
당분간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24)

-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 및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미국 바이든 정권은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Employment(Jobs) Plan]’을 통해 인프라 정비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2조 달러 규모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
◦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기금(NGEU: Next Generation EU)을 마련하였으며, 경제회복기금
1조 8천억 유로 중 30%를 기후변화 대응에 집행하기로 결정
◦ 영국정부는 총 120억 파운드 규모의 ‘2050년 탄소중립경제 이행을 위한 10가지 실행계획’ 발표

- ’21년 5월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통해 2022년부터 신규
화석연료 관련 프로젝트 개발이 불필요하다고 권고함.25)
◦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면서 화석연료 비중이 2020년
80%에서 2050년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락
그림 26. IEA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

그림 27.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에너지 공급 변화

(단위: 기가 톤)

자료: IEA(2021), p. 20.

(단위: 엑사줄)

자료: IEA(2021), Figure 2.5, p. 57.

- 정책이 결정된 이후 실제로 집행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탈탄소화 전환정책의 시차로
인해 정책효과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IMF(2021.10)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이 화석연료 기반 기술보다 더 많은 금속을 필요로
하는데, 금속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더디게 반응하면 당분간 가격상승이 뒤따를 수 있다고 언급

-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에 따라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축소된다면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수입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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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철금속 및 곡물 가격
1) 2021년 동향
■ 최근 그린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비철금속의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알루미늄 가격이 초강세임.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과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인
저탄소·친환경 정책이 각국에서 적극 추진됨에 따라 비철금속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원자재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

- [전기동] 전기동 가격은 지속적 상승 국면을 보이다 2021년 5월 이후 중국의 전력난 및 최근 부동산기업 디폴트
우려로 인한 중국경제 악화에 따라 하락 추세를 나타냄.
◦ 중국당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명령한 가운데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헝다그룹 디폴트가 중국 부동산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충격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기동 가격 하락
◦ 대형 전기동 광산 페루 Las Bambas와 지역 주민들의 마찰로 공급 이슈가 발생하였으나, 주요 운송로 봉쇄를
해제하는 데 합의하면서 마찰을 해결함.

- [알루미늄] 최근 조기 테이퍼링으로 인한 하방압력이 있었으나 미 연준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하방압력이
해소되었으며, 원재료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로 알루미늄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임.
◦ 중국의 전력 공급 제한이 알루미늄의 수요보다는 공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알루미늄 가격 상승
◦ 중국의 탄소배출 및 에너지 사용 감축정책은 중국 알루미늄 산업 가동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멀었다는 비둘기파적 발언에 따라 알루미늄 가격에 상방압력으로 작용
그림 28. 전기동 가격 및 재고 추이

그림 29. 알루미늄 가격 및 재고 추이

(단위: 달러/톤, 만 톤)

주: 런던금속거래소(LME) 전기동 3개월.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1. 10. 13).

(단위: 달러/톤, 만 톤)

주: 런던금속거래소(LME) 알루미늄 3개월.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1. 10. 13).

23) 이천기, 박지현, 박혜리(2021),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4) 대한민국 정부(2020),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25) IEA(2021),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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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곡물 가격은 수확기 공급 증대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수요 증대에 의한 수급 악화를 경험한
작물은 가격 상승세를 보임.
- [대두] 대두 가격은 공급증가 부담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은 이번 분기 역대로 많은 대두
생산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9월 1일 기준 대두 재고량은 전년대비 51% 감소하여 697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21년 대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억 1,904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브라질 정부에 의하면 올해 대두 파종 면전은 전년대비 3.6% 증가, 생산량은 역대 최대치인 1억 4,125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소맥] 소맥 가격은 재고량 감소 및 수요 증대에 따른 수급상황 악화로 인하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습윤한 날씨로 인하여 작황 악화가 나타남.
◦ 9월 1일 기준 소맥 재고량은 전년대비 17.6% 감소한 반면, 글로벌 소맥 수요가 높은 수준을 보여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USDA 보고서에 의하면 10월 3일 기준 미국 겨울 밀 파종 진행률은 47%로 전주대비 13%p 상승하였지만, 전년동기
50% 대비 낮은 진행률을 기록함.
◦ 프랑스 농업부에 따르면 습윤한 여름철 날씨가 작황을 악화시켜 2021/22 소맥 생산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됨.

- [옥수수] 옥수수 가격은 수확기 하방압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수요 측면의 불확실성으로 약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우크라이나 농림부는 양호한 날씨를 기반으로 ’21년 옥수수 수확량이 8,06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과도한 습기가 브라질 남부 지역의 파종 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공급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옥수수 재고량이
여전히 빠듯할 것으로 전망
◦ 미국 ’21년 바이오 연료 의무 혼용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야기됨에 따라 옥수수 가격이 약보합 상태를 보임.
* 미 환경보호청(EPA)은 8월 말 바이오 연료 혼합 할당량 초안을 백악관에 보냈으며, 해당 문서는 향후 바이오
연료에 활용되는 곡물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그림 30. 주요 곡물 가격 추이
(단위: 센트/부셀)

주: CME(CBOT).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1. 10. 13).

(단위: 센트/부셀)

주: CME(CBOT).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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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전망
■ 2021년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승한 주요 비철금속 가격은 ’22년에도 저탄소·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를
기반으로 가격 상승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전기동에 대한 수요 증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청정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추세가 전기동 수요를 장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22년 세계경기와 전기동 사용부문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의 개선은 전기동
사용량을 3%가량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세계적 봉쇄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서 회복됨과 함께 중국 및 콩고의 전기동 공급 증대에 따라 세계적 공급은 3%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전기동 수급은 ’21년 약 8만 톤의 초과 공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2년에는 11만 톤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

- 알루미늄 가격은 최근 발생한 원재료 공급 이슈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8월 화재로 플랜트 가동이 중단되어 공급 이슈가 발생한 자메이카 소재 Jamalco 알루미나 플랜트의 생산이
회복되는 데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호주에 이어 세계 2위 보크사이트 생산 국가인 기니에서 지난 9월 5일 쿠데타가 발생하여 알루미나의 원재료인
보크사이트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그림 31. 세계 전기동 수급 전망

그림 32. 세계 비철금속 가격 전망
(단위: 백만 톤)

주: 정련 구리 생산 및 소비.
자료: ICSG, Copper Market Forecast 2021/2022(2021. 5. 3).

(단위: 달러/톤)

주: ’21.Q3 이후 전망치.
자료: Oxford Economics.

■ 세계 곡물 가격은 겨울철 라니냐의 영향으로 곡물 가격 전반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22년 소맥과 옥수수의 생산은
기후조건과 작목 전환을 기반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
-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작황 악화에 따라 곡물 가격 전반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을 상승시키는 애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됨.
◦ 2021년 10~12월 기간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다소 낮은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라니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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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라니냐 발생 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저온 습윤한 날씨, 북·남미 지역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
엘니뇨보다 곡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올해 곡물가격지수가 7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하였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2년 소맥 공급은 캐나다, 유럽, 그리고 인도의 높은 기초 재고(期初在庫)와 호주, 인도, 그리고 중국의 생산 증대를
기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호주의 생산은 온화한 기후를 바탕으로 3,15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기록상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밀 수확량이 될 것으로 전망

- 옥수수 생산량은 중국의 생산량 상향 조정 및 아르헨티나 옥수수 파종 면적 확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아르헨티나 옥수수 생산량은 역대 최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는 2021/22년 아르헨티나 옥수수 생산량을 5,500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8년 연속
재배면적이 증가할 전망
* 이는 올해 겨울 라니냐 전망에 따라 가뭄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콩에서 옥수수로 작목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

그림 33. 세계 곡물 수급 전망

그림 34. 세계 곡물 가격 전망
(단위: 백만 톤)

주: 2020/21은 추정치, 2021/22는 전망치.
자료: USDA(2021. 5), Wor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26) https://www.weather.go.kr/weather/forecast/el-la.jsp.

(단위: 2005=100)

주: ’21.Q3 이후 전망치.
자료: Oxfor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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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 제5차 대외경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개요] KIEP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의 전문가들로부터
△2022년 세계경제 성장 △장기 정책과제 △유가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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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차로, 조사대상 149명 중 58명이 응답함(응답률 39.9%).
-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은 국제경제, 국제금융, 북미, 유럽, 일본, 중국, 인도·남아시아, 동남아·대양주, 러시아,
중남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차례 표본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 [세계경제 성장] 대외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한 2021년과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의 중위값 및 최빈값은 5.5%,
4.5%
-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외경제 전문가 58명 중 25명이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5.5~6% 수준으로 전망함.
◦ 이어 6~6.5%(13명) 구간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평균적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을 5.1%로 전망

- 2022년에 대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2021년의 기저효과로 2021년에 비해 낮은 수준인 4.5~5%를
전망하는 전문가가 20명으로 가장 많음.
◦ 이어 4~4.5%(12명), 3.5% 미만(9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22년의 성장률 평균은 4.2%로 2021년에 비해
낮은 성장을 전망
그림 35. [설문 1-1]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그림 36. [설문 1-2]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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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정책과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가장 시급하고 각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선정
- 전문가의 66%(38명)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가장 시급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장기과제로
응답함.
- 뒤이어 인플레이션, 경제회복과 일자리, 기후변화, 불평등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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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설문 2] 전 세계의 가장 시급한 장기적인 정책과제
(단위: 명)

주: 복수응답 허용.
자료: 저자 작성.

■ [유가] 전문가들은 ’21년 평균 유가를 74.6달러/배럴, ’22년 평균 유가를 77.0달러/배럴이라고 응답하여, ’22년
에 유가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전체 응답자의 44.8%(26명)는 2021년 유가가 65~75달러/배럴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가장 낮은
유가 전망은 45달러/배럴, 가장 높은 유가 전망은 100.0달러/배럴임.
- ’22년 유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34.5%(20명)가 65~75달러/배럴 수준을 전망하였으며, 가장 낮은 유가
전망은 45달러/배럴, 가장 높은 유가 전망은 120달러/배럴임.
- 다만 2022년 유가 전망의 표준편차는 15.7을 기록하였으며, 특정 구간을 제외하고는 응답자 수가 7~10명으로
거의 균등한 분포를 보이는 등 다른 해와 비교할 때 전문가마다 다른 의견을 나타냄.
그림 38. [설문 3-1] 2021년 국제유가

그림 39. [설문 3-2] 2022년 국제유가

(단위: 세로축 명, 가로축 달러/배럴)

자료: 저자 작성.

(단위: 세로축 명, 가로축 달러/배럴)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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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통화정책] 대외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이 2022년에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과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유사하게 전망
-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외경제 전문가 중 64%는 2022년 중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그 시점으로는
2022년 상반기(34%)를 2022년 하반기(29%)보다 높게 전망함.
- 2022년에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는 36%였으며, 이들 중 과반수는
자산매입이 완만한 속도로 축소될 것이라고 응답함.
그림 40. [설문 4] 2022년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단위: 명)

자료: 저자 작성.

■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국가간 합의 도달과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가운데 응답자 중 25%가 ‘국제사회의 국가 간 합의 도달과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선정(22%)함.
-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이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민간기업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재원 확보
등을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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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설문 5]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중요한 정책과제
(단위: 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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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국 경제 전망
가. 미국
1) 거시경제 현황
■ [실물동향]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기저효과와 더불어 경제 정상화가 일정 부분 이뤄지면서
미국경제는 올해 들어 2분기 연속으로 6%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함.
- [소비지출] 2021년 상반기 동안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급된 지원금 및 실업수당과 같은 보조금 효과와 더불어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등 경제 정상화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민간소비지출은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11%를 넘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 [민간투자]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요인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공급 부족의 영향 등으로
민간투자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수출입] 민간소비지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입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2/4분기 수출 역시 7.6% 증가하며 전분기 대비 반등을 기록함.
- [정부지출] 1/4분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미국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개인을
대상으로 현금을 추가 지급함에 따라 정부지출이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으나, 2/4분기에는 정부지출은 전분기 대비
2% 감소함.
-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2/4분기의 근원 PCE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3.4% 증가를 기록함.
표 10. 미국 경제성장률(지출부문별)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질GDP

2.9

2.3

소비지출

2.9

민간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Q3

Q4

Q1

Q2

Q3

Q4

Q1

Q2

-3.4

2.8

1.9

-5.1

-31.2

33.8

4.5

6.3

6.7

2.2

-3.8

3.2

1.7

-6.9

-33.4

41.4

3.4

11.4

12.0

5.7

3.4

-5.5

1.1

-6.5

-5.3

-48.8

82.1

24.7

-2.3

-3.9

수출

2.8

-0.1

-13.6

-0.8

1.2

-16.3

-59.9

54.5

22.5

-2.9

7.6

수입

4.1

1.2

-8.9

-1.1

-8.5

-13.1

-53.1

89.2

31.3

9.3

7.1

정부지출

1.4

2.2

2.5

2.1

3.0

3.7

3.9

-2.1

-0.5

4.2

-2.0

근원 PCE

2.0

1.7

1.4

1.8

1.6

1.8

1.0

1.5

1.4

1.7

3.4

주: 전기대비 연율 기준(계절조정), 근원 PCE는 전년동기대비 수치.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2021. 9)(검색일: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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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미국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그림 43. 미국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단위: %p, 실질GDP 성장률은 %)

주: 계절조정 수치.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2021. 9)(검색일: 2021. 10. 6).

(단위: %)

주: ‘근원’은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무부 경제분석국(2021. 9)
(검색일: 2021. 10. 7).

■ [고용시장] 대부분의 지표를 통해 고용시장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실업률은 5% 아래로 진입하였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평균 40만 건 이하로 집계되는 등 고용시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비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 속도 측면에서는 실업률/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비교하여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일부 주(州)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을 6~7월 중에 조기 종료시킴으로써 고용시장 회복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했던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미 연방정부 차원의 실업급여(300달러) 연장 지급 프로그램은 9월 6일부로 종료됨.

- 2020년 하반기부터 실제 고용 수에 비해 구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발적 퇴직 수는 증가하는 반면
비자발적 퇴직 수는 동 기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구인난 이슈가 심화되고 있음.
◦ 자발적 퇴직 수는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나, 비자발적 퇴직 수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27)

27) 2021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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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미국 실업률 및 비농업부문 고용 증감

그림 45.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경제활동 참가비율 및 고용률

(단위: %, 천 명)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21. 9)(검색일: 2021. 10. 7).

그림 46. 미국 구인 및 고용

(단위: 천 명, %)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월평균.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21. 9)(검색일: 2021. 10. 7).

그림 47. 미국 자발적 퇴직 및 비자발적 퇴직 수

(단위: 백만 명, 배수)

주: 미국 구인 수(Job Openings)를 고용 수(Hires)로 나눈 비율임.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21. 9)(검색일: 2021. 10. 15).

(단위: 천 명)

주: 1) 비자발적 퇴직 수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과 4월 일시적으
로 각각 1,305만 명, 931만 명을 기록.
2) 자발적 퇴직 수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피고용인 수치를 나타내
며, 여기에 은퇴(retirement)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21. 9)(검색일: 2021. 10. 7).

■ [민간소비] 올해 초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개인 대상 추가 현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인해 민간소비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 효과가 줄어듦과 동시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이 소비심리 위축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임.
-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미국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개인들에게 추가 현금이
지급되면서 급격히 증가한 소매판매액은 이후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 효과가 줄어들면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
- 소비심리지수 역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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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미국 소매판매지수

그림 49.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미국 인구통계국(2021. 9)(검색일: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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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미시간대학교, 컨퍼런스보드(2021. 9)(검색일: 2021. 10. 7).

■ [주택시장]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국 주택가격은 상반기에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테이퍼링 및
조기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중금리가 반응을 보이며 하반기 들어 증가추세는 완만해질
것으로 보임.
- 기존 및 신규 주택 판매 수 모두 금년 상반기까지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 하반기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S&P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최근 5년래 최고치인 20%에 육박하고 있음.
그림 50. 미국 주택 판매

그림 51.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
(단위: 백만 채)

자료: 전미부동산협회, 미국 인구조사국(2021. 9)(검색일: 2021. 10. 7).

(단위: 2000.1=100, %)

자료: Case-Shiller(2021. 9)(검색일: 2021. 10. 8).

■ [제조업] 미국 제조업은 확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 부족으로 인해 확장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미 ISM 제조업지수는 올해 들어 60 안팎을 기록하며 제조업 확장 국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산업생산활동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초 대비 증가세는 둔화된 모습을 보임.
-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꾸준히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인력난 등으로 인해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제품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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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미국 ISM 제조업지수

그림 53. 미국 산업생산활동지수
(단위: 지수)

주: 50 이상은 경기 확장, 미만은 수축을 의미함.
자료: 미국 공급관리협회(2021. 10)(검색일: 2021. 10. 7).

(단위: 2017년=100, %)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2021. 9)(검색일: 2021. 10. 7).

■ [금융시장] 미국경제의 점진적 회복세에 따른 테이퍼링 및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 달러 가치는
상승세를 보이는 한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주식시장은 최근 들어 조정 받는 모습을 보임.
- 올해 중반까지 최근 5년래 최저치에 근접했던 달러 인덱스는 미국경제의 점진적 회복 추세에 따른 테이퍼링 및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락을 거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 주식시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미국경제 회복세 지연으로 인한 시장의 실망감 및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절차 돌입 가능성으로 인해
최근 소폭 조정 받는 모습을 보임.
그림 54. 미 달러 인덱스

그림 55. S&P 500, 나스닥 지수
(단위: 지수)

자료: Bloomberg(2021. 10. 6)(검색일: 2021. 10. 7).

(단위: 지수)

자료: Bloomberg(2021. 10. 6)(검색일: 2021. 10. 7).

2) 거시정책 현황
■ [통화정책]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고용시장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미 연준은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경제 회복세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조치)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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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에는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따라 고용시장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고용시장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
◦ 2021년 10월 12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미국 인구는 약 1억 8,700만 명(전체 인구의
56.4%)이며,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을 마친 인구도 약 780만 명을
기록
◦ 2021년 미국 실업률은 1월에 6.3%로 시작하여 9월 기준 4.8%까지 하락한 상황이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63만 9,615건(2021년 상반기 평균)에서 36만 6,909건(2021년 하반기 평균, 9월 11일 종료 기준)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33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고용시장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미 연준의 제로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음.
◦ 2021년 6월과 9월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기존에 예상된 금리 인상 시기(2023년 이후)에 대해 FOMC 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지난 3월 FOMC 회의 이후에 발표된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에 따르면
FOMC 위원 18명 중 과반이 넘는 11명이 2023년까지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28)
* 하지만 9월 FOMC 회의를 통해 2023년까지 현행 금리 유지를 전망한 FOMC 위원은 단 1명뿐이었으며, 오히려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위원이 과반수인 9명까지 나오면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29)

- 또한 고용시장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고용지표는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연준
내부적으로 미국경제의 순조로운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연내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9월에 증가한 신규 일자리 수는 시장 예상치(50만 개)의 약 40% 수준인 19만 4,000개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12만 3,000개)가 줄어든 대신 민간부문에서의 고용(31만 7,000개)이 늘어난 결과
◦ 특히 9월에 열린 FOMC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상대로 미국경제가 회복될 경우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힘에 따라 연내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미 연준은 11월 FOMC를 통해 11월 말부터 미 국채와 MBS30) 매입 규모를 매월 각각 100억 달러, 50억 달러씩
축소하겠다고 발표함.
◦ 미 연준의 11월과 12월 자산매입 축소는 FOMC에서 발표한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임.
◦ 미 연준은 이후에도 동 계획대로 자산매입 규모를 줄일 예정이지만, 향후 경제 전망의 변화에 따라 매입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

28) Fed(2021. 3. 17), “March 17, 2021: FOMC Projections materials, accessible version,”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
/fomcprojtabl20210317.htm(검색일: 2021. 10. 9).
29) Fed(2021. 9. 22), “September 22, 2021: FOMC Projections materials, accessible version,”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
olicy/fomcprojtabl20210922.htm(검색일: 2021. 10. 9).
30) 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담보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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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미 연준의 테이퍼링(tapering) 현행 계획(11월 FOMC 발표 기준)
(단위: 억 달러)

자산 유형

2021년

2022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채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MBS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주: 각 수치들은 미 연준이 계획 중인 월별 자산 매입 규모이며, 2022년 매입 규모는 미국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미 연방준비제도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재정정책]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양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은 의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물적 인프라 투자계획인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은 예산 규모가 축소된 후
상원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또 다른 대형 인적 인프라 투자계획인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포함하는 사회복지법안이 하원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이견에 부딪히면서 양 계획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존에 2조 2,500억 달러 규모였던 ‘미국일자리계획’안은 백악관과 의회 간 논의과정에서 도로, 다리, 철도, 광대역
등 물적 인프라 분야로 투자범위가 좁혀졌고, 예산 규모도 1조 2,000억 달러로 축소된 후 상원 의회를 통과(8월
10일)
◦ 하지만 당초 ‘미국가족계획’안이 포함된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법안에 대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예산 규모 축소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하원 민주당 내 진보진영은 예산 규모 축소 시 ‘미국일자리계획’안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
◦ 이렇게 축소된 규모의 ‘미국일자리계획’안이 하원에서 부결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은 해당 인프라 계획안의 표결 절차를 10월 31일로 연기하였고, 이후 민주당 내 진보파를
설득하여 기존 상원 통과안인 1.2조 달러 규모로 해당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하원에서 통과시킴(11월 5일).
◦ 백악관에서 10월 28일 기존 재정법안을 축소한 ‘Build Back Better Framework’를 발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하원
민주당을 방문하여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파와 중도파의 합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
◦ 기존 바이든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는 3.5조 달러 규모였으나,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1.75조 달러로 대폭
축소됨.

- 한편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안에 대해 백악관 및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 2019년 8월 미 양원 의회는 연방정부 부채한도(22조 달러)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른
부채한도 적용 유예 만료 시점은 지난 7월 31일이었음.
* 2021년 9월 기준 연방정부 부채는 28조 4,000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음.
◦ 하지만 이후 정부 부채한도 상향 또는 한도 적용 유예와 관련된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미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질 위기에 처하였고, 이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를
제기하면서 의회를 대상으로 관련 입법을 촉구
◦ 재무부가 발표한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시한(10월 18일)을 앞두고 정부 부채한도를 올해 12월 3일까지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28조 8,800억 달러)하는 안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합의하면서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10월 7일)
◦ 다만 상원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당초 계획했던 부채한도 적용 유예 시점을 1년이나 앞당긴 안이라는
점에서 올해 12월 3일을 전후로 한도 적용 유예 시점을 두고 또다시 양당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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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Build Back Better Framework 정책 및 예산 규모
(단위: 억 달러)

정책 주제

예산 규모

아동 돌봄
가정 간호 혜택 확대
아동세금 공제 및 EITC31) 기간 확장
클린에너지 및 기후변화
ACA 적용 대상 확대
Medicare의 청력 관련 혜택 확대
공공주택 건설 및 임대료/보증금 보조
고등교육 및 일자리 훈련
공평성 및 기타
이민 시스템 개선

4,000
1,500
2,000
5,550
1,300
350
1,500
400
900
1,000

주: 10월 28일자 백악관 보도자료 기준.
자료: 백악관.

3) 핵심 이슈
■ [미중 갈등 재점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국내 이슈가 서서히 해결되어 감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각각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을 준비하고 있어 양국간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임.
-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추진해온 백신 공급 확대 및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등 그간 집중했던 국내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 효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조만간 대외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과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중국을 상대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10대 핵심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
*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고성능 컴퓨터 및 반도체, 첨단 컴퓨터 HW △양자컴퓨팅 및 정보시스템 △로봇공학,
자동화, 첨단제조 △자연재해 및 인재방지 △고도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및 유전체학, 합성생물학 △사이버보안,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관리기술 △첨단에너지 △기타 중요 기술분야 관련 재료과학 및 공학
※ 또한 ‘중국제조 2025’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기 언급한 대부분의 첨단기술에 대해 상무부(DOC) 산하
산업안보국에서 수출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난 10월 8일에 중국 류허 부총리와 산적해 있던 통상 이슈 협의를 위해 화상회의를
진행했으나, 양국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음.
◦ 미국은 2020년 1월 15일 양국이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중국정부 주도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에 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및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되고 있는 자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함.
◦ 타이 USTR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worker-centric)’ 무역정책을 지속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미국
내 소비재 수입업체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 상무부는 중국정부의 불법적인 산업보조금 지급 관행에 대해 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개시를 검토 중

- 미 상원 의회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확보 및 대중국 견제 목적하에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통과시킴(6월 8일).
31) Earned Income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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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안은 5개 개별 법안(△반도체생산촉진법 △끝없는 프론티어법 △전략적 경쟁법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
규정 △중국도전대응법)이 묶인 패키지 법안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조항 및 예산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5개 개별 법안 중 ‘반도체생산촉진법’과 ‘끝없는 프론티어법’은 반도체를 포함한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리더십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대규모 R&D 예산 편성 및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상기에 언급한 ‘전략적 경쟁법’과 ‘중국도전대응법’은 명시적으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 무장
강화 시도에 대한 견제, 국제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4) 2021년 및 2022년 전망
■ 미국경제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5.9%,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2021년 상반기부터 이어지던 고용시장 회복이 더뎌지고
있으며, 미 연방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안이 의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해당 계획 시행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임.
◦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인구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이와
더불어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서 민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GDP 성장률은 1/4분기에 6.3%,
2/4분기에 6.7%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복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에 달했던 8월을 거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으며, 미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연장 지급도 만료(9월 6일)되면서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였으나,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 증가 개수는 8월(23만 5,000개)에 이어 9월(19만 4,000개)에도 시장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함.
◦ 또한 단기적으로 전 세계 운송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영향이 소비 특수가 기대되는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소매산업 위축이 소비지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
◦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를 재건하고 중산층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중 ‘미국일자리계획’은 양원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더 큰 규모의 ‘미국가족계획’을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안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에 부딪히면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해당 계획 시행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임.

표 13. 주요 기관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KIEP
[2021.11]

기관
미국

FED
[2021.9]

IMF
[2021.10]

OECD
[2021.9]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5.9

3.8

5.9

3.8

6.0

5.2

6.0

3.9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시점.
자료: 기관별 전망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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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
1) 거시경제 현황
■ [성장률] 유로지역은 2021년 델타 변이종의 확산으로 경제회복이 일부 지체되며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4분기
-0.3%, 2/4분기 2.2%를 기록함.
- [유로지역] 2021년 1/4분기 중 델타 변이종 확산으로 경제 회복이 일부 지체되었으나, 2/4분기부터 주요국의
봉쇄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민간소비가 성장을 견인함.
그림 56. 유럽 주요국 GDP 규모 변동

표 14. 유럽 주요국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실질GDP 성장률, %)

(2019 평균=100)

지역
유로지역

2020년
Q1

Q2

Q3

-3.5 -11.7 12.6

2021년
Q4

연간

Q1

Q2

-0.4

-6.3

-0.3

2.2

독일

-1.8 -10.0

9.0

0.7

-4.6

-2.0

1.6

프랑스

-5.7 -13.5 18.6

-1.1

-7.9

0.0

1.1

이탈리아

-5.7 -13.1 15.9

-1.7

-8.9

0.2

2.7

스페인

-5.4 -17.7 16.8

0.2 -10.8

-0.6

1.1

-2.8 -19.5 16.9

1.3

-1.6

4.8

영국

-9.8

주: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계절조정 자료.
자료: Eurostat, “GDP and main components(output, expenditure and income)” 및 ONS,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April
to June 2021”(검색일: 2021. 10. 8)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독일] 2020년 유럽 주요국에 비해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봉쇄조치 완화로 2/4분기 1.6% 성장
◦ [프랑스] 봉쇄조치 완화로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하며 2/4분기 1.1% 성장
◦ [이탈리아] 코로나19 확산세가 일부 안정화되면서 2/4분기 소비가 증가하며 1.1% 성장
◦ [스페인] 주요 산업인 관광업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2/4분기에는 기존 경제 후퇴수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1.1% 성장

- [영국] 영국은 빠른 백신 접종 진행과 봉쇄조치 완화로 2/4분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며 4.8%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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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유럽 주요국 및 유로지역의 GDP 주요 지출항목별 성장률 기여분
(단위: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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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U의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항목별 기여분은 ‘해당 항목의 실질성장률×전기 GDP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자료: Eurostat, “GDP and main components(output, expenditure and income)” 및 ONS,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April to
June 2021(검색일: 2021. 10 9)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 [실업률] 유로지역 실업률은 2021년 8월 기준 7.5%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
- 주요국별 실업률은 2021년 8월 기준 독일이 3.6%, 프랑스가 8.0%, 스페인이 14.0%, 이탈리아가 9.3%, 영국이
4.6%(2021년 6월 기준) 수준으로 대부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거나 근접함.
- 유럽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일자리 보전 정책을 실시하여 실업률 증가 폭이 경제 역성장 대비 크지
않았으나, 청년실업률이 상승과 구직 포기자 증가로 노동시장에 부담은 계속되고 있음.
- 영국은 브렉시트에 따른 외국인력 유입 감소와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로 일시적인 구인난이 발생
■ [경기선행지수] 유럽 각국의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라 2021년 8월 기준 유로지역 경기선행지수는 101.1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함.
- 특히 영국의 경우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봉쇄조치 완화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짐.
그림 58. 유럽 주요국 실업률 동향

그림 59. 유럽 경기선행지수
(단위: %)

자료: 유럽자료, “Unemployment by sex and age – monthly data,”
영국자료 ONS(검색일: 2021. 10. 11)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장기평균이 100이 되도록 표준화된 값.
자료: OECD, “Composite Leading Indicator(CLI)”(검색일 2021. 10 11)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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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량] 봉쇄조치 완화로 2021년 3월부터 주요국의 EU 역내 및 역외 수출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음.
-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수출 회복세는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EU역내에서 뚜렷하게 관측됨.
- 영국은 EU로부터 완전 탈퇴한 시점인 2021년 1월 대EU 수출이 –43% 감소하는 등 충격이 발생함.

그림 60. 유럽 주요국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월별 증가율.
자료: Eurostat, “Member States trade by BEC product group since 1999” 및 ONS “Trade in goods:
all countries, seasonally adjusted”(검색일: 2021. 10 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코로나19 백신 접종] 2021년 10월 기준 유럽 주요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60%대를 초과함에 따라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할 예정임.
- 2021년 10월 31일 기준 접종완료율은 스페인이 79.8%로 가장 높으며, 이탈리아가 71.4%, 프랑스가 67.9%,
영국이 67.0%, 독일이 66.1% 순으로 기록됨.
- 주요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60% 후반에서 70% 초에서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진이나 요양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음.
◦ 영국은 2020년 12월 8일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나, 접종률이 67%에 머물러 정체되고 있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11.11.

2022년 세계경제 전망

그림 61. 유럽 주요국 및 한국의 백신 접종률, 확진자율 및 거리두기 단계 비교

주: 1) 2021년 10월 31일 기준, 접종, 각 빨간 선은 접종 완료자가 인구의 10%를 넘을 때마다 표시.
2) 엄격성 지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엄격성수준(Stringency)을 낮음에서 높음 사이 0-100으로 점수화.
자료: Our World In Data(검색일: 2021. 11. 2) 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거시정책 현황
■ [재정정책] EU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을 유지할 전망
- 2021년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 백신 접종 확대 등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EU
주요국의 재정지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1/4분기 EU와 유로지역의 재정적자는 각각 GDP 대비 8.2%, 9.0%로 재정수지가 전기대비 1.3%p, 2.1%p
하락했고 독일(5.6%)을 비롯한 모든 주요국에서 재정적자세가 계속되고 있음.
◦ 2021년 1/4분기 EU와 유로지역의 정부부채는 각각 GDP 대비 92.9%, 100.5%를 기록하였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100%를 초과한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21년 상반기까지 상승했으나 유럽중앙은행의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시현하며,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지역의 경제회복세에 따른 점진적 채권매입 속도
완화를 시사했음에도 테이퍼링은 시기상조로 일축한바 당분간 낮은 국채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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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유럽 주요국의 재정수지 비중

그림 63. 유럽 주요국의 정부부채 비중

(단위: GDP 대비 %)

(단위: GDP 대비 %)

그림 64. 유로지역 주요국 국채금리
(단위: 10년 만기, %)

주: 양수는 재정 흑자를, 음수는 재정 적자를 각
각 나타냄.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1).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1).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1).

- 7,238억 유로(2018년 물가기준 6,725억 유로) 규모의 회복 및 회복력 기금(RRF: Recovery & Resilience
Facility)은 8,069억 유로(2018년 물가기준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NGEU: Next Generation EU)의
핵심 계획으로, 회원국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RRF는 2021~23년까지 보조금 3,380억 유로와 대출 3,858억 유로로 구성되는데, 이 중 37% 이상을 기후 관련
투자 및 개혁, 20% 이상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출 예정
◦ 2021년 7~10월 동안 19개 회원국의 지출계획이 EU 경제재정이사회의(ECOFIN)의 승인을 받아 각 회원국별 할당
금액의 13%까지 보조금 및 대출을 통한 선조달(pre-financing)이 가능해졌으며,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말까지
더 많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배분하여 회원국의 재정부담 경감에 기여할 예정
* 2021년 10월 5일까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체코, 아일랜드, 몰타가 선조달
계획 승인을 받음.

표 15. EU 경제회복기금(NGEU) 중 할당된 회복 및 회복력 기금(RRF)의 규모
(단위: 백만 유로)

2021

2022

2023

합계

보조금

116,070

118,391

103,508

337,969

대출

191,017

194,838

-

385,855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2021-2027 (in commitments) - Current prices.

■ [통화정책]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신용경색을 겨냥한 양적완화의
속도는 낮출 전망임.
- ECB의 물가상승률 목표치(2%)를 넘어서 물가상승은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회복을 위하여 정책금리 완화 기조를
지속할 예정임.
◦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2016년 3월부터 각각 0%, 0.25%, 수신금리는 2019년 9월부터 –0.5%를 유지하고 있음.

- ECB는 2022년 3월 혹은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나 그 속도는 6개월 전 대비 적당히 낮출 것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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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PP는 팬데믹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1조 8,500억 유로 규모로 책정한 채권매입 프로그램으로 최소 2022년
3월까지 매입하고, 만기채권은 적어도 2023년까지 말까지 재투자할 계획임.

-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은 필요한 만큼 오래 운영할 예정으로 증권만기로 상환된 원금은 모두 재투자할 계획임.
◦ ECB는 정책금리 인상 전까지 월간 200억 유로 규모의 순매입을 지속

그림 65. 유럽중앙은행의 주요 정책금리

그림 66. 유로지역 물가상승률
(단위: %)

자료: ECB DB(검색일: 2021. 10. 22).

(단위: 연율, %)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2).

3) 핵심 이슈
■ [EU 신산업전략] EU는 2021년 5월 ‘단일시장 강화를 통한 유럽 회복(Building a stronger Single Market for
Europe’s recovery)’을 주제로 「EU 신산업전략 개편안」(New Industrial Policy Update; 이하 ‘개편안’)을 발표하며
EU의 ‘개방형 전략 자율성(Open Strategic Economy)’을 강조함.
- 기존 EU 신산업전략은(2020.3)은 EU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 확산 및
미·중 갈등 심화 등을 배경으로 경제 회복, 산업 구조 및 공급망 재편에서 EU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것이 특징
- 개편안은 △단일시장 기능회복 및 강화 △개방적 전략 자율성 확보 및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16개 이상의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함.
◦ [단일시장 기능회복 및 강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4대 이동의 자유 강화, 서비스 산업
자유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음.
◦ [개방적 전략 자율성 확보] 전략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민·관 협력체 추진,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 등의 분야로 EU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추진
※ 기존의 유럽배터리연맹(EBA), 유럽청정수소연맹(ECHA) 등을 모델로 삼아 반도체,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우주발사체, 무탄소 항공기 등의 분야로 민관협력체를 확대할 계획
◦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존 신산업정책의 신속한 이행 및 관련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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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EU 신산업전략 개편안 주요 과제
목표

단일시장 기능
회복 및 강화

주요 과제
단일시장 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수립

2022.Q1

연례 단일시장 보고서(Annual Single Market Report) 발표

정기 실시

역내 파견근로자에 대한 회원국 행정절차 통일

2022.Q1

수입상품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2022.Q4

InvestEU 투자정책을 활용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진행 중

해외보조금규제안 마련

개방적 전략
자율성 확보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추진 일정

2021.5(완료)

대외 전략 의존 및 위험성 평가 정기적 실시

정기 실시

전략 의존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및 협력체계 구성 탐색

2021년 중

반도체,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우주발사체, 무탄소 항공기 연맹 추진

진행 중

중소기업 공급망 체계 강화

2021.Q4

유럽 표준화 전략 채택

2021.Q3

전략 의존성을 고려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2022.Q1

주요 산업 디지털/녹색 전환 전략 마련(관광 및 에너지 집중 산업 우선)

진행 중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안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활성화 방안 마련

진행 중

유럽배출권거래제(ETS) 개정안에 유럽형 시장가 차액보조제(CfD: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도입 방안 마련

진행 중

에너지 및 산업지리 연구소 출범

2021.Q4

자료: EU Commission(2021) 재구성.

- 이번 개편안은 EU 회원국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는 ‘개방형 전략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강화를 위한
EU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평가됨.
◦ EU는 최근 외국인투자심사제도, 신통상전략 수립 등을 통해 신산업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
◦ 향후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역내 생산이 강조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예상됨.

4) 2021년 및 2022년 전망
■ 유로지역의 2021년과 2022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5.0%,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지역의 2021년 경제성장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투자 증가와 하반기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로 인한
소비회복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민간소비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됨.
- 독일은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의 반도체 공급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수출 회복이 일부 정체되어 2021년 3.0% 성장이
전망되며, 2022년에는 소비 회복으로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독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가 적어 기저효과가 크지 않음을 감안함.

- 프랑스는 2021년 정부지출 및 투자 증가로 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수출 및 소비 증가로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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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는 2021년 일부 투자 증가와 소비 및 수출 회복으로 5.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에도 소비 및
수출 회복이 계속되며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스페인은 2021년 소비 회복에도 불구하고 관광 및 자동차 수출 회복이 일부 지연되어 경제성장률이 5.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에는 수출 및 소비 회복으로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은 빠른 봉쇄조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로 2021년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에는 소비 및
투자 증가가 계속되어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표 17. 유럽 주요국 2021년 및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KIEP
[2021.11]
2021

IMF
[2021.10]
2022

2021

OECD
[2021.09]
2022

2021

2022

유로지역

5.0

4.6

5.0

4.3

5.3

4.6

- 독일

3.0

4.6

3.1

4.6

2.9

4.6

- 프랑스

6.3

4.1

6.3

3.9

6.3

4.0

- 이탈리아

5.9

4.2

5.8

4.2

5.9

4.1

- 스페인

5.7

6.5

5.7

6.4

6.8

6.6

6.8

5.3

6.8

5.0

6.7

5.2

영국

주: 1) 전년대비 실질경제성장률.
2) 괄호 안은 전망 발표일.
자료: IMF, OECD, Oxford Economics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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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1) 거시경제 현황
■ 일본경제는 2021년 1/4분기에는 –1.1%, 2/4분기에는 0.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다소 회복하는 모습임.
- [개관]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및 2/4분기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민간소비 침체, 수출 급감 및
공공투자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4.6%를 기록함.
- [소비지출] ’20년 2/4분기 긴급사태선언에 의한 수요 하락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긴급사태선언이 3차례 이상 반복되는 등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수출] 2021년 상반기에는 주요국의 경제 회복에 따라 제조업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3.2% 증가함.
- [기업활동] ’21년 상반기 기업의 경상이익과 설비투자가 제조업의 회복과 더불어 증가함.
표 18. 일본 GDP 성장률 추이

그림 67. 일본 GDP 구성항목별 기여도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19년 ’20년

2020년
1/4

2/4

2021년

3/4

4/4

1/4

2/4

실질GDP

0.0

-4.6 -0.5 -7.9

5.4

2.8

-1.1 0.5

개인소비

-0.3 -5.8 -0.8 -8.3

5.3

2.3

-1.3

주택투자

3.9

-7.1 -3.7

0.6

-5.7

0.0

1.0

2.1

설비투자

0.1

-6.0

1.3

-6.0 -2.1

4.3

-1.3

2.3

정부지출

1.9

2.8

-0.2

0.7

2.8

1.9

-1.7

1.3

3.6

0.4

3.0

0.9

공공투자

1.3

0.6

0.9

-1.1 -1.7

수

출

-1.5 -11.7 -4.7 -17.5 7.3

11.7

2.4

2.8

수

입

1.0

4.8

4.0

5.0

-7.3 -3.0 -0.7 -8.2

(단위: 계절조정, 실질, %)

자료: 内閣府(검색일: 2021. 10. 6).

자료: 内閣府(검색일: 2021. 10. 7).

■ [개인소비]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20년 2/4분기 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해 전기대비 –8.3% 급감하였음.
이후 Go to Travel 캠페인의 영향으로 2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코로나19 펜데믹 발발 및 긴급사태선언 재발효로
’21년 1/4분기에는 3분기 만에 감소함.
- ’20년 상반기 민간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Go To Travel 캠페인 등 소비·관광 촉진책에
힘입어 ’20년 3/4분기 및 4/4분기에 각각 5.3%와 2.3% 증가함. 그러나 ’21년 1/4분기 긴급사태선언이
재발효됨으로써 민간소비는 3분기 만에 감소함.
- 업종별로는 외출 자제 및 단축 영업 등의 영향이 큰 외식, 교통·통신, 교양·오락서비스(숙박비, 영화관람료, 문화시설
이용료 등), 여행 관련 소비가 감소함.
- 품목별로는 의복 및 신발류 등 반내구재의 소비 위축이 계속되는 한편, ‘재택소비’로 분류되는 식자재 등의 소비가
증가(그림 68 참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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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외출 자제 및 소매점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과거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방식이 상당
부분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보임.
◦ ’21년 상반기 가구당 월평균 온라인 구매액은 평균 17,436엔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하였음(그림 69 참고).

그림 68.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소비품목의 지출 변화

그림 69. 세대당 월평균 온라인 구매 지출총액 증감 추이

(단위: 2019년 동월 대비 증가율, %)

자료: 総務省 統計局(검색일: 2021. 10. 24)

(단위: 엔, %)

주: 2인 이상 세대 기준.
자료: 総務省 統計局, 「１世帯当たり１か月間の支出」(검색일: 2021. 10. 24).

■ [물가] 코로나19 및 디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 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21년 소비자물가지수는 휴대전화 통신비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0.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70
참고).
◦ 소비자물가지수는 ’20년 12월 전기, 가스,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 및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감소하였으며, ’21년 4월 이후에는 대형 통신사들의 가격 경쟁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 전기
요금(-5.8%) 및 가스 요금(-3.5%)등의 하락으로 인해 감소함.33)

■ [고용] 긴급사태선언의 재발효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 효과에 힘입어 실업률이 비교적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2·3차 긴급사태선언의 재발효에도 불구하고 ’21년 상반기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3월을 제외하면
2.8~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지원금의 지급 및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때문으로 판단됨(‘19년 연평균 실업률은 3.2%이며 ‘20년 연평균 실업률은 2.8%임).34)

32) 総務省 統計局(2021),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より消費行動に大きな影響が見られた主な品目など」(1月~8月).
33) 근원 CPI와 관련된 주요 품목의 기여도는 식료품이 －0.39, 교통·통신료가 –1.28, 주택이 0.12, 광열·수도요금이 20.0, 교양오락서비스가 0.36,
자동차등관련비용이 0.28, 가정용내구재가 0.07 등임.
34)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코로나19 대응 휴업지원금·급부금’, 경제상의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고용 조정 보조금’, 직무 관련 지식을 습득할 때 지원되는 ‘인재개발지원조성금’ 등 다양한 고용지원금이 제공됨.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11.11.

61

2022년 세계경제 전망

- 유효구인배율은 ’21년 5월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인데, 이 중 제조업, 운송업 등 수출 증가의 영향을 받은
업종에서의 유효구인배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35)
- 한편 정규직의 고용자 수 감소폭 대비 비정규직 고용자 수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비스업, 소매업 등
긴급사태선언의 영향이 큰 업종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짐(그림 71 참고).
그림 70.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그림 71. 고용형태별 고용자수 변화 추이 및 유효구인배율
(단위: %)

주: 2020년 7월=100.
자료: 総務省 統計局(검색일: 2021. 10. 24).

(단위: 명, 배)

주: 1) 유효구인배율은 계절조정치.
2) 고용자수 변동은 전년동월대비수치.
자료: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검색일: 2021. 10. 7).

■ [무역] ’20년 해외의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던 수출은 ’20년 3/4분기 이후 저점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1년에는 미국, EU 및 중국 등 주요 수출국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증가함.
- ’20년 상품 수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로 인해 전년대비 –9.3% 하락하였으며 특히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이 봉쇄 조치를 실시하여 해외 수요가 급감한 상반기에 더 크게 감소하였음.
- 그러나 ’21년 상반기에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해당 국가들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3.2% 증가함.
◦ ’21년 상반기 대미 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3.9%, 대EU 수출의 경우 23.4%, 대중국 수출의 경우 27.0% 증가함.
◦ 품목별로는 자동차(32.8%), 자동차 부품(38.8%)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서비스 수출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국가 간 인적 이동 제한으로 인해 ’20년 1월부터 1년 7개월 연속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수입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20년은 전년대비 –12.0%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1년 상반기에는 유가
상승 등의 요인에 의해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함.
◦ ’21년 상반기 대미 수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7.7%, 대EU 수입의 경우 16.4%, 대중국 수입의 경우 14.5%가
증가함.
◦ 품목별로는 통신장비(29.3%), 철광석(56.7%), 비철금속(51.7%)의 수입이 증가함.

35) 유효구인배율이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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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 ’20년 상반기에 대폭 하락하였던 경상이익은 제조업 수출이 회복함에 따라 증가세를 보임.
- ’20년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6.0%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기업 실적 악화,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에 기인함.
- ’21년 1/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9.9%로 감소하였으나 2/4분기 설비투자는 3.2%로 7분기 만에 증가함.36)
◦ 제조업 부문에서는 금속제품(37.2%)과 정보통신기기(14.5%)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서비스업
(32.5%), 건설업(30.9%)이 상당히 증가함.

- ’21년 1/4분기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6.0%, 2/4분기는 93.9%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1/4분기 실적 악화의 기저효과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뚜렷한 회복 움직임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21년 제조업 분야의 성장에는 해외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수송용 기계, 정보통신기기, 석유 등 분야에서의 수요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72. 일본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분기별)

그림 73. 기업의 경상이익 및 설비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JETRO(검색일: 2021. 10. 25).

(단위: 백만 엔)

자료: 財務省, 「法人企業統計」(검색일: 2021. 10. 11).

2) 거시정책 현황
■ [통화정책] 일본은행은 기존의 금융완화정책 및 코로나19 지원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21년 7월 기후변화대응 관련
자금 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일본은행은 ’21년 9월 22일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의 자산매입 정책, 마이너스 금리, 수익률
곡선 관리 및 ’21년 3월에 새롭게 추가한 신규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일본은행의 소비자물가상승률 2%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금융완화정책은 ’13년 4월 장기국채 및 그 외 자산(ETF,
J-REIT) 보유액의 2배 증가를 시작으로 ’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37), ’16년 9월 장·단기 금리 조절(단기
–0.1%, 장기 0%)을 시행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됨.
36) 総務省(2021. 9. 1), 「四半期別法人企業統計調査(令和 3年４~６月期)結果の概要」.
37) 일본은행은 ’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예치금(日銀当座預金)을 △기초잔고(基礎残高) △매크로가산잔고(マクロ加算残高),
△정책금리잔고(政策金利残高)로 구분하여 각각 플러스(+0.1%), 제로, 마이너스(-0.1%) 금리를 적용하는 3단계 금리체제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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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완화정책 장기화의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대출촉진 가산금리 제도’ 등을
도입함.38)
＊ ‘대출촉진 가산금리 제도’는 민간금융기관의 일본은행 예치금을 일본은행의 대출촉진 자금공급에 따라 카테고리
Ⅰ, Ⅱ, ⅢI로 구분하고, 각각 +0.2%, +0.1%, 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임.

- ’21년 6월 18일 일본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민간기업의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3월에
도입된 ‘코로나19 대응 자금 융통 지원 특별 프로그램’의 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함.39)
◦ 일본은행은 ’20년 3월 처음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20년 4월 담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20년 12월에는
금융기관별 지원 상한(1,000억 엔)을 폐지하는 등 기업 지원책을 확대해 왔음.40)
◦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종료일이 6개월씩 세 차례 연장됨(종료일 변경: ’20년 9월 30일→’21년 3월
31일→’21년 9월 30일→’22년 3월 31일).

- ’21년 7월 16일 일본은행은 거시경제 안정화의 일환으로 민간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기후변화대응 투자·융자를 제공하는 민간금융기관에 1년의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발표함.41)
◦ 기후변화대응 투자·융자금과 동일한 금액을 대출촉진 가산금리 제도의 카테고리Ⅲ(가산금리 0%)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치금 중 매크로가산잔고(적용금리 0%)를 2배 가산하여 민간금융기관의 마이너스 금리 부담을 약
1/5 수준으로 경감할 전망임.42)
◦ 지원 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본 제도의 실시기간 동안(’21년 9월 22일~’31년 3월 31일) 대상투자·융자금의 범위
내에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는 장기 대출 효과가 예상됨.

■ [재정정책]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재정이 악화되면서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목표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임.
- 일본정부는 2025년까지 기초재정수지(PB: Primary Balance) 흑자 전환 및 GDP 대비 정부부채 안정화를 목표로
소비세 인상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였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세출이 대폭 증가하여 재정건전화 목표를
재검토할 예정임.
◦ 일본정부는 세수를 높이고자 ’19년 10월 소비세를 인상(8%→10%)하여 소비세입은 증가하였으나,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총 76조 엔)하여 PB 적자가 대폭 증가함(그림 74, 그림 75
참고).43)
◦ ’21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경우44)에도 PB 흑자 전환은
’27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올해 안으로 코로나19의 경제·재정 영향력을 확인하고
재정건전화 목표를 재검토할 예정임(그림 75 참고).
38) ’21년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대출촉진 가산금리 제도’ 외에도 장기금리 변동용인폭 확대(±0.1% 정도에서 위아래 약 2배→±0.25%
정도), ETF 연간 매입 하한 폐지, TOPIX(도쿄증권주가지수)에 연동하는 ETF로 매입 대상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함.
39) 日本銀行(2021. 6. 18),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応金融支援特別オペレーション基本要領」の一部改正等について」.
40) 日本銀行(2020. 3. 16),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かかる企業金融支援特別オペレーション基本要領」の制定等について」; 日本銀行(2020. 4. 27),
「金融緩和の強化について」; 日本銀行(2020. 12. 18),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応金融支援特別オペレーション基本要領」の一部改正等について」.
41) 日本銀行(2021. 7. 16), 「当面の金融政策運営について」; 日本銀行(2021. 9. 22), 「「気候変動対応を支援するための資金供給オペレーションの運営に関
する細目」の制定について」.
42)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통해 매크로가산잔고가 2배 증가되면 민간금융기관의 마이너스 금리 대상 예치금액은 약 28조 엔(’21년 7월 기준)에서
약 5조 엔으로 줄어들 전망임. ニッセイ基礎研究所(2021. 10. 5), 「日銀の気候変動対応オペで期待されるESG債投資の拡大」.
43) 財務省(2021. 6. 18),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1 について」, p. 30.
44) 일본정부의 ‘성장실현 케이스’는 디플레이션 이전 수준의 경제상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TFP) 1.3% △경제활동참가율은
고용정책연구회의 2018년 ‘경제성장과 경제활동참가의 진전이 있는 시나리오’에 따른 추이 △외국인노동자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일본장래추산인구’에 따른 외국인수와 특정 체류 자격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전망수치’에 따른 추이 △세계경제성장률은 ’23~’25년 3.3~3.5%,
그 이후는 3.3% △물가상승률은 ’23~’25년 1.9~2.0%, 그 이후는 2.0% △원유가격은 ’23년 이후 평균상승률 1.6%를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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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는 ’22년 예산 방침에서 세제 효율화를 강조하였으나, 신성장분야 지원과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경제대책 수립 및 추경 편성 지시에 따라 재정지출은 증가할 전망임.
◦ 일본정부는 ’22년 예산에서 각 부처의 재량경비와 의무경비를 절감한 금액의 3배 규모의 예산을 성장전략실행계획의
4대 신성장동력(그린, 디지털,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 대책)에 집중 분배하는 편성 방식을 2년 만에 부활시킴.45)
＊ 해당 방식을 도입한 일본 각 부처의 ’22년도 예산요구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111조 엔에 달함.
◦ 일본정부는 신성장사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일부 부처가 기존 사업을 ‘신성장’ 항목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예산증액이 세제효율화·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46)
◦ 기시다 총리는 ’21년 10월 8일 코로나19 지원금 등을 포함한 ’21년 추경의 연내 편성을 촉구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및 ‘일본식 자본주의’ 실행을 위한 수십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음.47)
＊ 경제대책은 노동분배율 향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임.48)
그림 74. 일본의 세입·세출 및 국채발행액

그림 75. 일본의 명목 GDP 대비 PB 전망

(단위: 조 엔)

주: ’19년까지는 결산액, ’20년은 추경 포함 예산액, ’21년은 예산액임.
자료: 財務省(2021. 4), 「日本の財政関係資料」.

(단위: %)

주: 동일본대지진 복구·부흥 경비 및 재원은 제외.
자료: 内閣府(2016~2021),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3) 핵심 이슈
■ [기후변화 대응] 일본은 ’20년 10월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 및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의 법·제도 정비를 추진 중임.
- ’21년 4월 22일 화상으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일본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중간 단계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높여 제시함(’13년 대비 26%→46% 감축).
- ’21년 5월 26일 개정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지역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제도 도입 △기업의 탄소배출량 정보의 디지털화·오픈데이터화 추진 등을 포함함.49)
45) 일본 재무부는 재량경비에서 연금, 의료, 동일본대지진 관련 비용을 제외한 경비를 전년도 본예산(14.9조 엔)의 90% 수준으로 요구할 것을
각 부처에게 요청하였음. 그리고 일본정부 각 부처는 신성장 관련하여 806억 액의 예산을 요구함. 財務省(2021. 7. 7), 「令和４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
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pp. 3~4; 財務省(2021. 8. 30), 「財務省所管令和４年度概算要求をとりまとめました」.
46) 日本経済新聞(2021. 9. 1), 「膨らむ概算要求、過去最高111兆円 特別枠に便乗目立つ」.
47) NHK(2021. 10. 8), 「岸田首相 新たな経済対策策定と今年度補正予算案の編成を指示」.
48) 自民党(2021. 10. 7), 「政治は国民のもの 自民党 令和3年政権公約」,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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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서 ‘배출량 삭감’으로 표현을 구체화하고 파리협정의 1.5°C
목표를 법조항에 명확히 표시하였음.
＊ 파리협정의 1.5°C 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C보다 현저히 낮게(well below) 유지하고
나아가 1.5°C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함.
◦ 지역탈탄소화촉진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의 환경·사회적 조건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市町村)에 지역탈탄소화촉진사업의 인증권한을 부여함. 인증된 사업은 특례에 따라 6개 관련법의
허가·등록50)을 일괄 처리할 수 있으며 사전환경검토도 생략 가능함.
◦ 기업의 탄소배출량 정보공개 수준 강화 및 디지털공시 의무를 명문화함. 사업소 단위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제도를
폐지하고, ’22년부터 100% 디지털 보고로 전환하여 보고에서 공표까지의 소요시간을 약 2년에서 1년 미만으로
단축하여 민간에 공개할 계획임.51)

- 일본정부는 ’21년 10월 22일 확정한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S+3E’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여 ’30년의 에너지 구성을 비화석연료 59%, 화석연료 41%로 설정하고 탄소배출저감기술을 활용해
화석연료의 탄소 발생량을 감축시키겠다고 발표함.52)
＊ ‘S+3E’는 일본정부 에너지공급계획의 대전제가 되는 △안전성(Safety) △공급안정(Energy Security) △경제적 효
율성(Economic Efficiency) △환경적합성(Environment)을 의미함.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2030년의 주전력으로 설정하고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 근거하여 각 지방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 특히 태양광발전의 ’30년 전력구성비를 약 2배 확대함(7%→14~16%).
◦ [원자력] 원전의 전반적인 가동률을 높이고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는 11기53)의 심사를 마치면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지역사회를 설득하여 기존 전력구성비(20~22%)를 유지할 방침으로 신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수소] 해외조달과 국내 수소제조기반 확충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와 동등한 수준까지 가격을 낮출
방침임[현재 100엔/Nm³(연 2백만 톤)→’30년 30엔/Nm³(연 3백만 톤)→’50년 20엔/Nm³(연 2천만 톤)].54)
◦ [화력] ’30년도 전력구성비를 ’15년 목표치 대비 15%p 낮추고 수소·암모니아 혼합 연소, 탄소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탄소재활용 등의 기술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감소할 계획임.55)

- 일본정부는 탈탄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년 3차 추경에서 2조 엔을 배정하여 ‘그린혁신기금’을 발족하고
’21년 3월 지원 대상, 사업 시행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발표함.
◦ 일본정부는 ‘그린혁신기금사업’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목표를 따르는 민간기업의 △비화석 에너지 기술 △운송·제조
인프라 △주거·상업건물 관련 프로젝트를 R&D 단계부터 최대 10년간 보조하여 혁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함.

- 일본정부는 지리적 한계, 가동 원전 감소 등의 과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버려진 농지 활용, 원전 가동기한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임.

49) 정식명칭은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 관한 법률(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임.
50) 특례에 따른 일괄서비스 내용으로는 ‘자연공원법’의 국립·국가지정공원 내의 개발 허가 등, ‘온천법’의 토지 굴착 등의 허가, ‘폐기물처리법’의
폐기물발전시설 승인 및 폐기물처리장 철거 지역의 형질변경신고, ‘농지법’의 농지 용도변경 허가, ‘산림법’의 민간 산림 개발 허가, ‘하천법’의
하천유수 사용권자가 기존허가 사용량을 전기발전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등록이 있음.
51) 経済産業省(2021. 10), 「第6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 p. 18, pp. 25~27.
52) 経済産業省(2021. 10), 「2030年度におけるエネルギー需給の見通し（関連資料）」, p. 12.
53) ’21년 8월 30일 시점, 재가동이 검토되고 있는 원전은 홋카이도 토마리(泊)발전소 3기, 이시카와현 시가(志賀)발전소 1기, 후쿠이현 쯔루가(敦賀)발전소
1기, 시마네현 시마네(島根)발전소 2기, 아오모리현 오오마(大間)발전소 1기, 아오모리현 히가시도오리(東通)발전소 1기, 이바라키현 토카이(東海)·토카이제2
발전소 1기, 시즈오카현 하마오카(浜岡)발전소 2기이다. 経済産業省(2021. 10), 「2030年度におけるエネルギー需給の見通し(関連資料)」, p. 47.
54) 経済産業省(2021. 10), 「エネルギー基本計画の概要」, p. 10.
55) 이를 위해 도쿄전력과 중부전력의 합작회사인 JERA는 ’24년 암모니아 20% 혼합 발전을 목표로 ’21년 10월 첫 테스트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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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는 평지가 적은 일본의 태양광패널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패널의 연장 조건, 버려진
농지의 용도변경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태양광패널 부지를 유지·확보할 예정임.56)
◦ ’30년 원자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국 27기 원전을 70~80% 가동해야 하나, ‘원칙 40년, 최대연장 20년
규칙’57)에 따라 가동 가능한 원전은 ’50년에 23기, ’60년에는 8기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그림 77 참고).
◦ 한편 ’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불신을 의식한 일본정부는 가동심사 기간을 원전
수명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가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58)

- 그러나 향후 에너지구조 변화로 에너지비용 증가, 산업경쟁력 저하 등의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59)

그림 76. 일본의 2030년도 에너지원 구성 계획
(단위: kWh, %)

자료: 経済産業省(2021. 10), 「2030年度におけるエネルギー需給の見通し」,
p. 70.

그림 77. 일본 원자력 발전 능력 전망
(단위: 만kW)

자료: 経済産業省(2021.1.27), 「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の実現
に向けた検討」, p. 106.

■ [기시다 내각 출범] ’21년 10월 4일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이전 아베·스가 내각의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면서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및 경제안보 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음.
- 기시다 총리는 후보 시절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소득 격차의 확대를 비판한 바 있음. 이에
아베노믹스 기조를 대체로 이어가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경제안보추진법 제정 등 차별화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함(표 19 참고).
- [아베노믹스] 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아베·스가 내각에서 추진하였던 아베노믹스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재분배 정책 등을 일부 추가함.
- [분배정책] 분배정책으로는 ① 소득 분배 기능 강화 ② 중산층 확대 및 저출산 대책 마련 ③ 간호, 보육 등
저출산·고령화 관련 분야 근로자들의 급여 개선 등이 제시됨.
- [경제안보] 기시다 총리는 후보 시절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추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를 위해 경제안보담당장관을 임명하고 2022년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60)
56) 内閣府(2021. 3. 23), 「第６回 再生可能エネルギー等に関する規制等の総点検タスクフォース 議事概要」, pp. 3~6.
57)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12년 6월 원자로등규제법을 개정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가동 전 검사에서 합격한 날로부터
4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최장 20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함.
58) 日本経済新聞(2021. 10. 23), 「原発60年超運転浮上 建て替え見送り延命頼み」.
59) RIETI(2021. 10. 29), 「2030年46％削減は容易ではない」; Financial Times(2021. 7. 23), “Japan PM Suga’s net-zero pledge sparks fierce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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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반도체와 관련하여 기시다 총리는 2021년 말 책정 예정인 경제대책에 국내 반도체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책을 담을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61)

- [코로나19 대응] ① 의료 난민 제로 ② 재택 가능한 경제대책 ③ 전자백신 접종 증명 활용·무료 검사 확대
④ 유사 감염증 대응 강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
표 19. 기시다 내각의 주요 정책
정책
아베노믹스

분배전략

식량안보
(산업구조전환)

내용
- 아베노믹스의 △대담한 금융정책 △역동적인 재정 정책 △성장 전략 등 기본적인 토대 유지
- 성장전략으로 4가지 기둥(① 과학기술 진흥 ② 지방활성화 및 디지털 전원(위성)도시 구상 ③ 경제안보
④ 사회적 안정망 확보) 추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계획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 지원 및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한 노동 분배율 향상
중산층 확대 및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비와 주거비 등 지원 확대, 육아 정책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정책 구축

- 여성, 어린이 등 소수자를 포용한 전 세대의 안정화 추구 등
- 농수산물 생산 및 판매 경로 다양화, 지속가능하며 수익성 높은 조업 체제로 전환하는 등 구조 개혁 실시
- 농산물 수출 목표 달성(2025년: 2조 엔, 2030년: 5조 엔)을 위한 수출사업자 육성, 전략적 공급망
달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
- 지방행정 디지털화 및 원격진료, 원격학습 등 지역사회의 디지털화 추진

지역격차해소

-

5G 보급 등 지역의 수요에 맞춘 ICT 인프라 정비
Go to Travel 조기 재개 등을 포함한 지역 관광 진흥 정책 마련
‘경제안전담당장관’을 임명하고 전략물자 확보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추진법을 제정할 방침
첨단 반도체 기술, 의약품, 전지 등의 개발 및 제조 지원, 희토류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

경제안보

-

차세대 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정비
항공, 철도, 자동차, 의료, 전력, 가스 등의 분야에서 사이버 방어체제 수립 및 정보보안산업 육성
‘양자암호 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고급 보안인력 육성 강화 등
현장 대응인력,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 강화

코로나19

- 백신 조기접종 실현,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부스터샷 접종 추진 등

자료: 자민당 중의원 선거 공약집, https://special.jimin.jp/political_promise/(검색일: 2021. 10. 31).

4) 2022년 전망
■ 코로나19 감염 완화에 따른 경제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일본경제는 2021년에는 2.4%, 2022년에는 3.3%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1년 10월 일본이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21년 4/4분기부터 개인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Go to Travel’ 등 소비·관광 지원책이 재개되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22년에는 소비활동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됨.
◦ ’21년 3/4분기에는 4차 긴급사태선언(7/12일~9/30일)의 영향으로 서비스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도쿄올림픽·패럴림픽
(7/23일~8/8일, 8/24일~9/5일)이 무관중 형태로 개최됨에 따라 여행 및 관광 등 소비 진작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못하였음.62)
60)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경선 당시 반도체를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하며 첨단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공동개발 및 국내
유치 등에 힘쓸 것이라 공약하였으며 이후 이를 위한 사령탑으로 고바야시 경제안보상을 임명하였음.
61) 「日本経済新聞」(2021. 10. 12), 「首相、TSMCの日本進出支援 半導体確保「経済対策に」.
62) 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전환됨에 따라 900억 엔 규모의 티켓 환불 손실 등이 발생하였으며, 올림픽 특수로 기대되었던 관광 등 소비 확대가 이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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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세 안정, 중증환자 감소, 백신 접종률 증가 등을 배경으로 ’21년 9/30일 4차
긴급사태선언을 전면 해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할 것을 밝혔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원수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을 철폐할 것을 발표함.63)
* ’21년 10/21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감염자 수(256명)는 감염 피크시기였던 ’21년 8월의 6%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백신 접종 완료자 수는 전체 인구의 67.9%에 달함(1차 접종: 75.3%).64)

- ’21년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수출의 약 80%(2020년도 기준)를 차지하는 상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2년에는 서비스 수출도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1년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수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향후 기계 투자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회복될 전망이며,
디지털 전환,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디지털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프트웨어 투자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22년에는 IT 업종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ESG 등 신성장 산업 관련 투자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변종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이 재확산될 경우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코로나19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낮은 노동생산성 및 임금상승률 등이 경기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20. 주요 기관의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지역

일본

KIEP
[2021.10]

IMF
[2021.10]

2021

2022

2021

2.4

3.3

2.4

일본은행*
[2021.10]

다이와종합연구소
[2021.9]

2022 2021/22 2022/23 2021
3.2

3.4

2.9

2.3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
[2021.9]

2022

2021

3.4

2.1

닛세이
기초연구소
[2021.10]

일본경제연구센터
[2021.8]

2022 2021/22 2022/23 2021
3.4

3.1

2.0

2.6

202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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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음. 일본 민간연구기관 및 언론은 올림픽 1년 연기 및 무관중 개최 등에 따라 도쿄올림픽의 총 지출 비용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시산하고
있으며, 일부는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파급 효과보다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東京新聞(2021. 10. 8),
「巨額赤字、開催都市ばかりが負担…見直し問う記者にバッハ氏「演説ありがとう」＜検証・東京五輪＞」; 産経ニュース(2021. 7. 30), 「緊急事態宣言拡
大の経済損失、五輪効果の１・３倍の試算も」; 朝日新聞デジタル(2021. 9. 13), 「五輪費用、3兆円超？ 関係者「もっと大きい」 押しつけ合う大赤字」.
63) 현재까지 교토,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사카, 효고, 오키나와 등이 방역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10월 22일 기준).
64)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oronavirus-japan-chart/(검색일: 2021. 10. 22); https://www3.nhk.or.jp/news/special/cor
onavirus/vaccine/progress/(검색일: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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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흥국 경제 전망
가. 중국
1) 거시경제 현황
■ 중국의 2021년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9%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코로나19의 재확산, 홍수, 전력난, 투자 저조,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3/4분기 경제성장률 증가세가 둔화
◦ 기저효과를 제거한 3/4분기 ‘2년(20~21년) 평균 성장률’65)은 4.9%를 기록하여 2/4분기(5.5%)보다 0.6%p 하락
◦ 특히 투자부문의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3/4분기 투자의 GDP기여도는 0%를 기록함.

- 중국은 소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제로감염자(病毒清零)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산 차질
발생,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
◦ 8월에 발생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정부는 일부 지역에 봉쇄조치 및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함.
◦ 한편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규모는 4월 말 약 2억 2,000만 도스에서 10월 22일 22억 4,000만 도스 이상으로
확대되었고66) 인구 71%에 대한 접종을 완료함.67)

표 21.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그림 78. GDP 성장률 및 주요 부문의 기여도
(단위: %)

구분

’19

’20

Q1

Q2

-6.8

Q3

Q4

Q1

Q2

Q3

GDP

6.1

2.3

3.2

4.9

6.5

18.3

7.9

4.9

소매판매

8.0

-3.9 -19.0 -4.0

0.9

4.6

33.9 14.1

4.9

고정자산투자 5.4

2.9 -16.1 -3.1

0.8

2.9

25.6 12.6

7.3

수출

0.5

3.6 -13.6 -0.2

8.8

16.9 49.0 38.6 24.3

수입

-2.7

-0.8

-3.1

-9.4

3.2

5.2

28.0 36.1 26.3

산업생산

5.7

2.8

-8.4

-4.4

5.8

7.1

24.5 15.9 13.1

PMI
물
가

(단위: %)

’21

제조업 49.8 49.9 45.9 50.8 51.2 51.8 51.3 51.0 50.0
비제조업 54.0 52.6 45.3 53.7 55.1 56.1 53.4 54.5 51.3
CPI

2.9

2.5

5.0

2.7

2.3

0.1

0.0

1.1

0.8

PPI

-0.3

-1.8

-0.6

-3.3

-2.2

-1.3

2.1

8.2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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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CEIC.

65) 2년 평균 성장률은 201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 기하평균 방법으로 계산한 성장률임(중국 국가통계국).
66) 中国政府网(2021. 10. 23), 「新冠病毒疫苗接种情况」, http://www.nhc.gov.cn/jkj/s7915/202110/d0d4cd74d15c4f7ab270fe33296567d9.shtml(검색일:
2021. 10. 24).
67)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country=OWID_WRL(검색일: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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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판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 시행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소매판매 증가율이 4.9%를 기록함.
- 식음료, 가구, 의복, 자동차 등 소비재에 대한 소비증가세가 3개월 연속 감소하며 3/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4.9%를 기록
◦ 다만 강력한 코로나19 재확산 억제 정책과 소비 촉진 정책,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9월 들어 소비가 다소 회복되
면서 전년동기대비 4.4% 성장하고 전월대비 1.9%p 증가함.
◦ 9월 통신기기, 가전제품이 각각 22.8%, 6.6% 소비 증가율을 보이며 전월대비 37.7%p, 11.6%p 늘어남.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온라인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상품 소비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고정자산투자] 중국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정책 시행으로 부동산 투자가 약화되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 또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함.
- 2021년 초부터 시행된 부동산부문 기업 규제로 인한 부동산부문 투자가 약화(8.8%)되었으며 인프라 부문 투자
증가세 또한 큰 폭으로 하락(1.5%)한 가운데 제조업 부문 투자가 14.8%를 기록하여 2년(20~21년) 평균 성장률
3.3%의 투자 부문을 견인함.
◦ 특히 기계 및 설비수리업, 특수설비제조업, 전자기기 및 기자재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각각 35.6%, 25.2%, 22.0%
증가함.

■ [대외무역] 의료 및 방역용품 대외 수요가 지속되면서 무역수지가 668억 달러를 기록하여 2021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함.
- 3/4분기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4.3%, 26.3%를 기록하며 높은 증가율을 유지함.
◦ 2021년 3/4분기 누적 수출입증가율은 2년(20~21년) 평균 수출입증가율(각각 16.1%, 14.8%)보다 각각 16.9%p,
17.8%p 상승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배제하여도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21년 3/4분기 누적 수출입증가율 기준, 주요 교역 상대국은 미국(24.9%), ASEAN(21.1%), EU(20.5%),
한국(17.3%) 순임.
그림 79. 온/오프라인 소비 증가율

그림 80.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단위: %)

주: 누계치, 상품 소비만 추산.
자료: CEIC, 국가통계국.

그림 81.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자료: CEIC, 국가통계국.

(단위: %)

자료: CEIC,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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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생산] 3/4분기 산업생산(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은 3대 주요 생산부문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
- 채광업, 에너지생산 및 공급업이 각각 4.7%, 12.0% 증가하였으며[2년(20~21년) 평균 성장률: 각각 2.0%, 6.3%]
특히, 제조업이 12.5% 증가하여(2년(20~21년) 평균 성장률: 7.0%) 산업생산 부문을 견인함.
◦ 2021년 3분기 누적, 41개 업종 중 39개 업종(95.1%), 612개 주요 상품 중 494개 상품(80.7%)이 생산 증가세를 보임.

■ [PMI] 3/4분기 제조업 PMI는 연속하락세를 보였지만, 비제조업 PMI는 회복세를 보이며 50선을 상회
- 제조업 PMI는 △전력난 △생산 및 신규 주문 지수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홍수, 폭염 등 자연 재해의 영향으로
둔화세
◦ 제조업 PMI는 3월 51.9를 기록한 이래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9월 49.6을 기록함.

- 8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47.5까지 하락(7월 53.3)하였던 비제조업 PMI는 9월 봉쇄조치가 완화되면서 운송,
숙박, 위성방송 등 서비스업의 회복으로 53.2를 기록하여 3/4분기 50선을 상회함.

■ [물가] 3/4분기 CPI 증가율은 0.8%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PPI 증가율은 9.7%로 상승세를 기록함.
- CPI 증가율은 식품가격 하락, 특히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각종 육류 가격 하락으로 0.8%를 기록하였음.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재 가격 상승, 겨울철 대비 방한용품 구매 시즌, 학비 인상 등으로 인한 CPI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식료품(돼지고기)의 안정적인 수급으로 4개월 연속 하락함.

- 반면 PPI 증가율은 석탄,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강세,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9.7%를 기록함.
◦ 석탄채굴 및 철강 제련 비용 상승,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컴퓨터, 전자기기업 등의 비용 상승, 홍수 및 폭
염으로 인한 건설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PPI는 3개월 연속 상승세

그림 82. 산업생산

그림 83.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지수

그림 84. CPI 및 PPI 증감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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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자료: CEIC, 국가통계국.

자료: CEIC,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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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2021년 9월 조사실업률68)은 4.9%까지 감소하며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
- 3/4분기까지 신규취업자 수는 1,045만 명으로 연간목표69)의 95%를 달성하였으며, 조사실업률은 개선세를 보임.
◦ 졸업 시즌인 7~8월 조사실업률이 5.1%를 기록하며 다소 상승하였으나 9월 4.9%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3분기 누적 조사실업률은 5.2%로 연초 중국이 목표로 설정한 약 5.5%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임.

■ [금융·외환 시장] 위안화 환율은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최근 산업규제 관련 이슈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정부가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 인상, 적격국내기관투자자 해외투자한도 확대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위안화 환율은 달러화 대비 소폭 강세를 보임.
- 부동산기업 헝다그룹발 금융리스크 이외에도 △비트코인 규제 △반독점법 관련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교육
및 온라인 게임 규제 등이 주식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 변동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85. 실업률 및 신규고용 증감률

그림 86.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

(단위: %)

(단위: 위안/달러)

자료: CEIC.

자료: CEIC.

그림 87. 중국 주가지수
(단위: 지수)

자료: CEIC.

2) 거시정책 현황
■ 2021년 하반기 중국 국내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는바, 중국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거시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임.
- 2021년 상반기 중국 국내 백신접종의 원활한 진행과 국내외 경제 회복으로 경기가 원만히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 홍수, 산업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

68) 중국 실업률 통계는 등록실업률과 조사실업률이 있으며 본문에는 농민공 이동 등 현실 상황이 좀 더 반영된 조사 실업률을 기준으로 작성함.
2020년 신규고용자는 1,186만 명으로 2020년 신규고용자 목표치인 900만 명을 상회하고 실업률 또한 목표 구간(6.0% 내외) 내에 속함.
69) 2021년 신규고용자 목표치는 1,100만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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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에 중국은 ‘안정 속에 진보를 추구한다’라는 온중구진(稳中求进)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투자와 지방정부 부채 발행을 통한 하반기 투자를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하고, 시장에 적절한 유동성
공급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온건한 통화정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임.70)

■ [적극적 재정정책] 중국은 상반기 경기회복으로 확대된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2021년 하반기에는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통하여 소비·투자 등의 내수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 중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함께 정부의 세수 수입이 확대되면서 중국정부의 재정여력이 확대되었음.
◦ 1~8월 중국의 일반 공공재정 수입은 15조 8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8.4% 증가하였고, 기업소득세는 2조 4,873
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8.7%, 개인소득세는 9,39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함.71)

-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2021년 하반기 중국정부는 인프라 투자와 민생지원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경기성장 둔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2021년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연초에 발표하였던 3조 6,5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4/4분기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1조 위안 이상 규모의 신규 지방정부 특
수목적 채권이 발행될 전망임.72)
◦ 9월 14일 국무원에서는 기업이 3/4분기의 기업 소득세를 선납할 경우, 1/4~3/4분기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우대 공제
혜택을 제공73)하는 등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중소·영세 기업에 감세 혜택은
약 7,000억 위안으로 전망됨.74)

■ [온건한 통화정책] 최근 중국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 요소들이 증가하고 하반기의 경제성장 하방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은 시장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할 방침임.
- 지난 6월 인민은행은 새로운 시장 금리 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상업은행의 예금금리 상한을 ‘예금 기준금리+가산금리’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장기자금 공급을 확대함.75)
◦ 기존의 예금금리 상한 측정방식은 ‘예금 기준금리×배수’로 장단기 예금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높은 장기 예금금리로 인해 중소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예금유치 경쟁이 심각하였음.
◦ 이번 조정으로 1년 이상 장기예금 금리가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장단기 예금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대출금리의 인하여력이 높아진 만큼 기업에 대한 장기 자금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인민은행은 3/4분기 정기총회에서 시장유동성 변동성과 금융기관의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회 신용대출
증가폭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함.76)
70) 共产党员网(2021. 7. 30), https://www.12371.cn/2021/07/30/ARTI1627634169550274.shtml(검색일: 2021. 10. 11).
71) 이 외에도 국내 부가가치세 19.2%↑(4조 5,355억 위안), 국내 소비세 11.6%↑(1조 957억 위안) 등 세수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中国财政部(2021.
9. 17), http://gks.mof.gov.cn/tongjishuju/202109/t20210917_3753521.htm(검색일: 2021. 10. 11).
72) 1~8월 중국 지방정부의 신규 발행 부채 규모는 약 2조 5,000억 위안임. 中国财经(2021. 8. 28), http://finance.china.com.cn/news/20210828/5641960.s
html(검색일: 2021. 10. 11).
73) 중국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공제 규모를 175%(제조업의 경우 200%)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국무원의 정책에 따라 1/4~3/4분기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며,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기타 비용의 한도를 개별 프로젝트 연구개발비의 10%로 제한하였던 것을 모든 프로젝트의 총 연구개발비의
10%로 조정하면서 기타 비용 한도를 상향 조정함. 国家税务总局(2021. 9. 14), 「关于进一步落实研发费用加计扣除政策有关问题的公告」, http://www.chinat
ax.gov.cn/chinatax/n810341/n810760/c5169008/content.html(검색일: 2021. 10. 11).
74) 新浪财经(2021. 9. 14), https://finance.sina.com.cn/roll/2021-09-14/doc-iktzscyx4189821.shtml(검색일: 2021. 10. 11).
75) 新浪财经(2021. 6. 22), https://stock.finance.sina.com.cn/stock/go.php/vReport_Show/kind/search/rptid/677664361929/index.phtml(검색일: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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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15일 인민은행은 예금지급준비율을 0.5%p 하향조정77)하여 사회융자 비용을 축소하였고, 재대출, 재할인
확대 및 3,000억 위안 규모의 소액대출 대출 한도 확대 등의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유
동성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 4/4분기에 약 2조 4,500억 위안 규모의 MLF가 만기도래 예정으로, 최근 인민은행은 시장 유동성의 안정적인 유지
를 위하여 10월에 만기 되는 MLF 규모와 동일한 5,0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함.78)

- 최근 주택구입 대출 증가세 둔화, 기업채권과 정부채권 발행 규모 감소 등의 영향으로 통화량과 사회융자 규모의
증가폭이 축소됨.
◦ 2021년 1~9월 사회융자규모는 24조 7,5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조 8,700억 감소하였는데, 위안화 대출
규모는 16조 7,2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624억 위안 증가한 반면, 정부채권(전년동기대비 2조 3,200억 위안↓),
기업채권(1조 6,600억 위안↓), 위탁대출 및 신탁대출(1조 5,600억 위안↓) 규모는 축소됨.79)
◦ 9월 말 M2 잔액은 234조 2,8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하였지만, 이는 전년 동기 증가율보다 2.6%p 하락
한 수치임.80)

- 이에 대하여 정부는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동성 공급을 확대겠다는 방침임.
◦ 중국정부는 헝다(恒大)그룹 디폴트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9월 17일부터 5일간 4,600억 위안 규모의
역RP를 통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음.81)

3) 핵심 이슈
■ [탄소중립 정책] 중국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에너지 소비통제 및 탄소배출권 거래소 출범 등의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9월의 시진핑 주석은 UN 총회에서 ‘2030년 탄소배출량 감소세 전환, 2060년 탄소중립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9월 22일 국무원에서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로드맵을 발표함.

82)

◦ [2025년: 탄소중립 정책의 기반 마련] △단위 GDP 에너지소비 2020년 수준보다 13.5% 감축 △단위 GDP 이산화탄
소 배출량 2020년 수준보다 18% 감축 △비화석 에너지 소비비중 20%까지 향상 △산림피복률 24.1% 달성 △산림축
적량 180억 m2 증가
◦ [2030년: 탄소배출량 감소세로 전환] △단위 GDP 에너지소비 대폭 감축 △단위 GDP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5년 수
준보다 65%이상 감축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25%까지 향상 △산림피복률 25% 달성 △산림축적량 190억 m2
증가 △풍력발전과 태양열 발전 용량 12억 KW이상으로 확대
◦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비화석 에너지 소비비중 80%까지 향상 △전면적인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 및 에너지 시스
템 건설 △에너지 이용효율 국제 선진수준 도달
76) 中国人民银行(2021. 9. 27), 「中国人民银行货币政策委员会召开2021年第三季度例会」,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4350647
/index.html(검색일: 2021. 10. 11).
77) 인민은행은 지난 2020년 1월 6일 예금지급준비유을 13.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한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조정한 것이며, 이번 조정으로 금융기관의
평균 예금지급준비율은 8.9% 수준으로 하향조정 됨. 东方财富网, https://data.eastmoney.com/cjsj/ckzbj.htm(검색일: 2021. 10. 13).
78) 10월 만기 MLF 규모는 5,000억 위안, 11월 만기 MLF 규모는 1조 위안, 12월 만기 MLF 규모는 9,500억 위안임. 经济参考报(2021. 10. 18), http://www.jjckb.cn/2
021-10/18/c_1310251413.htm(검색일: 2021. 10. 21).
79) 人民银行(2021. 10. 15),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4361524/index.html(검색일: 2021. 10. 12).
80) 人民网(2021. 10. 14), http://finance.people.com.cn/n1/2021/1014/c1004-32253426.html(검색일: 2021. 10. 21).
81) 9월 17~24일 동안 역RP를 통해 시장에 제공한 유동성 규모는 17일 900억 위안, 18일 1,000억 위안, 22일 900억 위안, 23일 1,100억 위안, 24일 700억
위안임. 中财网(2021. 9. 24), http://cfi.net.cn/p20210924000520.html(검색일: 2021. 10. 12).
82) 人民政府(2021. 10. 24), http://www.gov.cn/zhengce/2021-10/24/content_5644613.htm(검색일: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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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중국정부는 14차 5개년 규획의 평가지표에 ‘녹색·생태’ 분야를 신설하고, 국내의
지방정부의 에너지 소비를 통제하고,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개설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14차 5개년 규획] 2021년 초에 중국정부가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기존의 ‘자원환경’ 분야를 ‘녹색생태’ 분야로
새로이 개편하였으며,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의 5개의 지표를 포함시킴.83)
◦ [에너지 소비통제 정책] 14차 5개년 평가지표의 달성을 위하여 지난 9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내 에너지

소모 강도와 총량’을 통제하는 ‘에너지 소비통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84) 이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하여 지난 8월
‘지역별 에너지 소비통제 목표 달성 평가표85)’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 심각 정도에 따라 1~3급 경고지역으로 구분
함.86)
◦ [탄소배출권 거래소] 2021년 2월 「탄소배출권 거래소 거래 관리방법(시범시행)」을 발표하고, 5월에는 탄소배출권 거
래와 관련된 일련의 규칙87)들을 발표하여 탄소거래소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전국 단위의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정식 출범함.88)

- [전력난 문제] 최근 중국의 광둥성(广东), 장쑤성(江苏), 저장성(浙江) 등의 지역을 비롯한 20여 개의 지역에서
발생한 ‘전력난’ 문제는 2021년 상반기 중국 전력 소비량의 급증과 중국정부의 에너지 소비통제 등의 중국의 과도한
에너지 구조 전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89)
◦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용 전력사용의 증가와 남방지역의 고온현상 등으로 2021년 8월까지 중국의 전력소비량
은 54,702억 kwh로 전년대비 14.8% 증가하였던 반면, 수력과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공급 부족과 에너지
소비통제 정책으로 석탄 가격 상승하고 지방정부의 에너지 소비통제가 심화되면서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함.
◦ 전력난 발생 원인에 대하여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의 영향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석탄 공급 비중이
총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화력탄의 국내 공급 비중도 96%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련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90)

■ [산업규제 강화] 2021년 중국은 반독점규제를 시작으로 사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산업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중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2021년 상반기 중국정부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빅테크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규제와 부동산 개발
규제를 중점으로 산업규제를 추진하였음.
◦ [독점규제] 지난 2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
고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규제를
추진함.
83) 문지영 외(2021), 「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84) 中国人民政府(2021. 9. 11),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09/17/content_5637960.htm(검색일: 2021. 10. 19).
85)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2021. 8. 12),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关于印发《2021年上半年各地区能耗双控目标完成情况晴雨表》的通知」. https://www.ndrc.gov.
cn/xxgk/zcfb/tz/202108/t20210817_1293835_ext.html(검색일: 2021. 10. 19).
86) 에너지 소비 강도와 총량에 따라 경고 수위가 높은 순서로 1~3급까지 구분하며, 에너지 소비 강도와 총량 모두 1급 경고를 받은 지역으로는 칭하이(青海)
닝샤(宁夏), 광시(广西), 광동(广东), 푸젠(福建), 윈난(云南), 장쑤(江苏)가 있으며, 한 가지라도 1급 경보를 받은 지역으로는 신장(新疆), 산시(陕西), 후베이(湖北)가
있음.
87) 구체적인 규칙으로는 탄소배출권 등록관리 규칙(시범시행),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규치(시범시행), 탄소배출권 결산관리 규칙(시범시행)이 있음. 生态环境部
(2021. 5. 17), https://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105/t20210519_833574.html(검색일: 2021. 10. 19).
88) 中国新闻网(2021. 7. 17), https://baijiahao.baidu.com/s?id=1705462123863504561&wfr=spider&for=pc(검색일: 2021. 10. 19).
89) 박민숙(2021), 「중국, 전력난 발생 원인과 전망」, KIEP 동향세미나.
90) 중국이 호주에서 수입하는 석탄규모는 약 0.77억 톤으로 전체 석탄 소비의 1.9%를 차지하며(2019년 기준), 화력탄의 경우 0.43억 톤으로 총 화력탄의
1.3%를 차지함. WIND(검색일: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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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반독점법을 근거로 알리바바, 메이퇀 등의 대형 전장상거래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고,91) △전자상거래
△핀테크 △공유모빌리티 등의 분야와 관련된 기업들을 소집하여 수차례의 면담을 진행함.92)
◦ [부동산규제] 지난 3월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님’이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기 위한 ‘세 가지 레드라인93)’ 등의 부동산 개발 규제 정책을 발표함.94)

- 2021년 하반기부터 중국정부의 산업규제는 사교육, 게임, 대중문화 등의 산업에 대하여 광범위한 규제를
진행하였음.
◦ 7월에는 밸류에이션 4,000억 위안의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을 ‘온라인 안전심사’를 근거로 취소하였고,95)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방과 후 사교육을 금지하였으며, 8월에는 게임을 ‘정신적 마약’이라고 비
유하면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금~일 3일간 저녁 8~9시 사이에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함.96)
◦ 8월에는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으며 연예인 인기 순위 발표 금지 및 팬덤 인증제도 도입 등 정부차원에서
의 단속을 강화함.97)

- 최근 중국정부가 진행하는 일련의 산업 규제는 시진핑 정부가 제시하는 ‘공동부유98)’를 실현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투자 및 개인소비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공동부유’의 개념은 시진핑 정부에서 ‘탈빈곤’과 ‘소강사회 건설’99)에 이어 제시한 민생정책 방침으로, 중국 공산당
의 주도하에 전 국민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가전략을 포함함.
◦ 사교육 규제가 발표된 직후 중국의 3대 사교육 플랫폼인 TAL(好未来), GOTU(高途), XDF(新东方)의 주가가 각각
70%, 63%, 54% 급락하였고,100) 청소년 게임 사용시간 규제를 발표한 당일 텐센트(腾讯)와 NetEase(网易)의 주가는
각각 10%, 15% 하락하는 등 중국 산업규제로 인한 투자시장의 위축이 우려됨.101)

4) 2021년 및 2022년 전망
■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이전 전망치보다 다소 하락한 8.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102)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보다 안정된 경기 정상화를 이루어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91) 2021년 4월 알리바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182억 2,800만 위안의 역대 최대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메이퇀(美团)의
독점 규정 위반에 대하여 2020년 국내판매액(1,147억 위안)의 3%에 해당하는 34억 4,3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市场监管总局(2021. 4. 10), http://www.sa
mr.gov.cn/xw/zj/202104/t20210410_327702.html(검색일: 2021. 10. 24); 市场监管总局(2021. 10. 8), http://www.samr.gov.cn/xw/zj/202110/t2
0211008_335364.html(검색일: 2021. 10. 24).
92) 김영선(2021),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 규제 동향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93) 세 가지 레드라인(三条红线)은 중국정부가 부동산 기업의 무분별한 신용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기업
융자 관리 규정’으로, 부동산 기업은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율 70% 이하 △순 부채비율 100% 이하 △현금과 단기채권 비율 2배 이상의
3개의 레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金融界(2020. 9. 4), https://baijiahao.baidu.com/s?id=1676859854223403074&wfr=spider&for=pc(검색
일: 2021. 4. 12).
94) 中国网(2021. 3. 5), http://www.china.com.cn/lianghui/news/2021-03/05/content_77275477.shtml(검색일: 2021. 4. 12).
95)
96)
97)
98)

搜狐(2021. 7. 9), https://www.sohu.com/a/476443482_120446881(검색일: 2021. 10. 12).
BBC(2021. 10. 2), https://www.bbc.com/zhongwen/simp/business-58745642(검색일: 2021. 10. 12).
澎湃在线(2021. 8. 27), https://m.thepaper.cn/baijiahao_14239398(검색일: 2021. 10. 12).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는 전 인민의 부유이며......단계별로 공동부유를 추진해 갈 것”이라며 ‘공동부유’의
개념을 제시함. 新华网(2021. 8. 17), http://www.xinhuanet.com/2021-08/17/c_1127770343.htm(검색일: 2021. 10. 12).
99) 시진핑 정부는 2020년까지 ‘탈빈곤’과 ‘소강사회 건설’을 완료했다고 발표함.
100) 东方财富网(2021. 7. 26), http://finance.eastmoney.com/a/202107262013328015.html(검색일: 2021. 10. 12).
101) 新浪财经(2021. 8. 3), https://finance.sina.com.cn/stock/hyyj/2021-08-03/doc-ikqciyzk9317077.shtml(검색일: 2021. 8. 3).

102) 2021년 경제성장률은 1/4분기(18.3%), 2/4분기(7.9%), 3/4분기(4.9%)의 실질 성장률과 4/4분기의 GDP 성장률 예측치(4.0%)를 고려하여
계산한 수치임. 2022년에 성장률은 중국 경제성장 규모가 코로나19 이전(2018~19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는 가정하에 명목 GDP를 예측하고
2019년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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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에 힘입어 18.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과 중국정부의 산업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 기업투자와 민간소비의 성장세가 둔화됨.
◦ 지난 5~7월간 중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정상화를 늦추었으며, 하반기에 강화
된 산업규제로 인해 투자시장이 침체되면서 중국의 2/4분기,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7.9%,
4.9%를 기록함.

- 경제성장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4/4분기 지방정부 채권발행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며,
3/4분기 위축되었던 온라인 소비시장이 연말에 중국 최대 쇼핑절기인 광군절(11월 11일), 쌍십이절(12월 12일)
등의 영향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산업규제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부진, 부동산 기업 잠재적 디폴트
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은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정부가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기에 경기 정상화는 2021년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전력난 해결을 위하여 중국정부는 국내 석탄 채굴량 일부 확대하였으며, 부진한 투자를 견인하기 위하여 4/4분기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MLF·재할인·재대출 등 통화정책을 통한 기업 지원을 유지할 방침임.

■ [리스크 요인] 2021년 강화되고 있는 산업규제 여파로 레버리지가 높은 부동산 산업의 기업 디폴트 리스크로 인한
경제성장 하방압력이 예상되며, 미·중 갈등의 장기화로 중국 경제의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2021년 중국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규제 가운데 레버리지가 높았던 부동산 산업의 기업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헝다그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부동산 과잉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체의 무분별한 대출규제 정
책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개발기업의 신규 채권 발행 및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기업의 현금유동성이
악화됨.
◦ 지난 9월 헝다그룹이 세 가지 레드라인을 모두 위배하였고 이자상환 문제가 제기되면서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었음.103)
◦ 헝다그룹의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 리스크가 개별 기업 부도에서 중국발 금융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
아 보이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어 부동산 디폴트 리스크가 확산될 경우 중국 경제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경제는 산업규제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부진, 부동산 기업 잠재적 디폴트 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 외에, 2021년 말 다시 재기될 미·중 무역통상 협상 결과에 따른 중국 경제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우려
또한 존재함.
표 22. 주요 기관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

KIEP
[2021.5]

IMF
[2021.10]

ADB
[2021.9]

OECD
[2021.9]

World Bank
[2021.6]

Oxford Economics
[2021.9]

EIU
[2021.10]

연도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중국

8.1

5.5

8.0

5.6

8.1

5.5

8.5

5.8

8.5

5.4

8.4

5.8

7.9

5.3

주: [ ]안은 전망치 발표시점.
자료: 기관별 전망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103) 헝다그룸은 9월 23일 20억 달러 규모 채권에 대한 이자 8,353만 달러 지금을 지연하였고, 2021년 하반기에 지급해야 하는 6억 6,800만
달러 이자 지금과 2022~23년 만기 도래되는 185억 달러 규모 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이 불투명해지면서 디폴트 리스크가 제기됨. KIEP(2021.
9. 30), 「중국 헝다그룹 부채위기 발생 배경과 전망」, KIEP 지역동향세미나.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11.11.

78

2022년 세계경제 전망

나. 인도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현황] 인도의 2021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20.1%로, 전년동기대비 기저효과와 함께 최근 인도 내
코로나19 확산 완화로 인한 경기회복 기조가 반영된 결과임.
- 전년동기 경기위축의(’20년 Q2: -24.4%) 기조효과와 경기회복 신호에 힘입어 20.1%의 높은 성장률 기록
- 3~5월 지속된 코로나19 2차 확산이 완화되면서 전력 소비, 철도·화물 수요, 디지털 거래 등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소비회복세의 근거로 8월 전자세금계산서(E-way bill) 발행액이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기록했으며, 4~7월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세수가 60% 증가하는 등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 중
◦ 교역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수출증가는 엔지니어링, 석유·화학 관련 주요 교역대상국 수요가 견인
◦ 식품·유통, 도로·철도운송 부문 등에서 자본지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총고정자본형성도 높은 성장률 기록

- 코로나19 여파의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로 2/4분기 제조업 및 서비스업도 큰 폭의 성장률 기록함.
◦ 2/4분기 46.1%의 성장률을 기록한 광공업은 건설 및 제조업 부문의 뚜렷한 회복 기조에 기인
◦ 서비스업도 11.4%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경제활동의 증가와 대면 서비스 재개로 호텔, 무역 및 운송 부문이 크게
활성화

- 7월 산업생산지수(IIP)가 전년동기대비 13.6% 성장률을 기록하고 주요 산업의 생산활동이 크게 활성화됨 따라 인도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88. 인도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그림 89. 인도의 분기별 산업성장률 추이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CEIC(검색일: 2021. 10. 6).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CEIC(검색일: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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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인도의 부문별 성장률 추이
(단위: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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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11)
(32)
(20)
(21)
(16)
(29)
(17)
(55)

’20

’21

Q1

Q2

Q3

Q4

연간

Q1

Q2

Q3

Q4

연간

Q1

Q2

5.8
6.6
8.1
4.4
11.7
0.6
-0.4
3.1
1.6
7.8

5.4
7.6
1.8
13.3
3.0
9.4
3.3
1.7
0.6
7.2

4.6
6.5
9.6
3.9
-1.3
-1.7
3.5
-1.8
-3.0
8.2

3.3
6.4
8.9
2.4
-5.4
-7.5
3.4
-2.6
-2.9
7.0

4.8
6.7
7.0
6.0
1.8
0.01
2.4
0.2
-0.9
7.5

3.0
2.0
12.1
2.5
-8.8
-2.7
6.8
-2.2
-4.2
6.4

-24.4
-26.2
12.7
-46.6
-21.8
-40.9
3.5
-35.8
-36
-21.5

-7.4
-11.2
-23.5
-8.6
-2.0
-17.9
3.0
-3.0
-1.5
-11.4

0.5
-2.8
-1.0
2.6
-3.5
-5.0
4.5
2.9
1.7
-1.2

-7.0
-9.4
-1.1
-13.0
-9.0
-17.1
4.6
-9.6
-10.0
-7.4

1.6
2.7
28.3
10.9
8.8
12.3
3.1
7.9
6.9
1.5

20.1
19.3
-4.8
55.3
39.1
60.2
4.5
46.1
49.6
11.4

주: 2011/12년 기준가격, calendar year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구성 요소의 GDP 비중은 2020년 기준.
자료: CEIC(검색일 2021. 10. 6) 바탕으로 재구성.

■ [교역] 인도경제 회복세와 국제교역 활성화로 인도 상품 교역은 2021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
지속 성장세 기록함.
- [수출] 수출은 2021년 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3월 이후
지속적으로 300억 달러 이상 기록 중임.
◦ 수출 증가세는 최근 주요 수출품목 수요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104)
◦ 한편 4~7월 기간 서비스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 성장했으며 소프트웨어 등 IT 산업 관련 수출실적이 크게 호전

- [수입] 수입액은 2021년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9월 563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초로 500억 달러 돌파
◦ 최근의 수입 증가세는 금, 유류, 전자 제품, 화학 제품 등 10대 수입품 중 8개 품목의 수입실적 호조에 기인105)

- [무역수지] 5월 이후 무역수지 적자폭의 확대는 수출 증가세보다 수입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난 것에 기인하며, 9월
229억 달러 규모로 크게 확대됨.
그림 90. 인도 교역 및 무역수지

그림 91. 인도 수출입 증가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21. 10. 6).

(단위: %)

주: 전년동월대비.
자료: CEIC(검색일: 2021. 10. 6) 바탕으로 재구성.

104) 수출품목 중 기계, 석유, 화학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수출시장 다변화 기조는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정책의 효과 및 중소기업 수출실적
호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RBI).
105) 2019년 8월 대비 2021년 8월 증가율 기준이며, 10대 품목 중 철강·기계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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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2020년 12월 이후 비교적 안정세를 기록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2021년 5~6월 6%를 초과한 이후
다시 안정됨.
- 8월 5.3%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2020년 중 물가안정 목표구간(2~6%)을 대부분 벗어난 높은
수준을 기록하다가 2021년에 다소 안정되어 5~6% 내외에서 증감 중임.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8월 12.9%를 기록한 기록적인 에너지 물가상승률에 기인하며, 특히 등유, LPG,
장작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

- 근원 CPI는 5월(6.4%) 이후 하락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8월 5.8%).
◦ 생필품, 운송 및 통신 등의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교육, 의류 및 신발, 가정용품 및 관련 서비스 물가는
상승세를 나타냄.

그림 92. 인도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림 93. 인도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상승률
(단위: %)

주: 전년동월대비, combined CPI 기준.
자료: CEIC(검색일: 2021. 10. 6) 바탕으로 재구성.

(단위: %)

주: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CEIC(검색일: 2021. 10. 6) 바탕으로 재구성.

■ [금융·외환 시장] 2019, 20년에 이어 올해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는 순유입을 기록 중이며, Sensex 지수는 역대
최고수준 상승세를 나타내는 반면 루피화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치하락을 보임.
-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인도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FPI)가 2019년 245.8억 달러, 2020년 151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 중인 가운데, 델타변이 확산과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7월에는 11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을 기록함.
- 최근 인도 루피화는 달러당 73~75INR 수준에서 증감을 기록 중이며, Sensex 지수는 인도경제회복 기대감 등의
요인으로 2020년 4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임.
◦ 달러-루피 환율은 2020년 4월 76.8루피까지 크게 상승한 이후 완만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음(9월 30일 기준
1USD=74.9INR).
◦ Sensex 지수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3월 25,891까지 폭락하였으나,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해 2021년
9월 30일 59,126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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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인도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순유입

그림 95. 인도 Sensex 주가지수 및 환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21. 10. 6).

(단위: USD/INR, 지수)

자료: CEIC(검색일: 2021. 10. 6).

2) 거시정책 현황
■ [통화정책] 인도중앙은행(RBI)은 4.0%인 현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기로 결정함.
- 인도중앙은행(RBI)은 인도경제의 회복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수요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진단하며 균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함.
- 2021년 10월 8일 개최된 통화정책위원회(MPC)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차원 및 인도 경기 회복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4.0%인 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인도중앙은행(RBI)은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4.0%로 인하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 인도 통화정책위원회는 2021/22 회계연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5.7%에서 5.3%로 조정

-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정부 채권구입 프로그램(G-SAP: Government Securities Acquisition Programme)은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필요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106) 및 일반적인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함.
◦ 중앙은행은 최근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이 2021/22 회계연도 상반기에 315억 달러, 2020/21
회계연도에 412억 달러 규모라고 발표

■ [재정정책]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인도정부는 대규모의 국영자산 민영화 계획을 발표
- 7월 인도정부는 837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COVID-19 Relief Package)을 발표
◦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적 대응으로 경기부양책을 수차례 발표했으며,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에도 확장적
예산 포함

- 8월 인도정부는 공항, 철도, 도로, 해운 등 13개 부문의 일부 국영자산을 민영화하는 계획인 자산수익화프로그램
(NMP: National Monetisation Pipeline)을 발표
◦ 인도정부는 최근 낙후된 인도 내 인프라 개발 자금조달 목적으로 국영자산의 민영화를 추진 중
◦ 정부는 본 민영화 정책을 통해 2021/22~2024/25 회계연도 기간 약 796억 달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
106)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단기 국채를 매도함으로써, 유동성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통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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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인도의 기준금리

그림 97. 인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단위: %)

자료: CEIC(검색일: 2021. 10. 6).

(단위: %)

주: fiscal year(FY) 기준: 14/15는 2014. 4.~2015. 3.
자료: CEIC(검색일: 2021. 10. 6).

3) 핵심 이슈
■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패권경쟁의 영향으로 세계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모디 정부는 인도를
제조업 부문의 글로벌 수출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제조업 육성과 해외 투자 유입을 위한 정책들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5월에 모디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메이크인인디아(Make it India)의 2.0버전인 자주인도(Self-Reliant
India) 정책을 통해, 중국의 생산기지를 인도로 대체하고 경제위기를 자력으로 극복하는 인도로 거듭나,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재천명함.
◦ 자주인도 정책은 △경제 △인프라 △시스템 △수요 △인구 등 다섯 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제조업 밸류 체인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더불어 인도 정부는 2020년 4월, 국내 제조업 투자 및 글로벌 생산 거점화 촉진을 위해 제조업 부문에 대한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정책을 발표함.
◦ 인도정부는 현지에 전자 제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및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및 관련 부품 매출
증가액에 대하여 향후 5년간 4~6%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발표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가 2020년 10월 선정한 1차 생산연계 인센티브(휴대전화 및 관련 부품) 지원 대상은 국내외 16개
기업으로, 보조금 규모는 4,095억 루피(약 55억 달러)에 달함.
◦ 2019년 발표된 인도 정부의 국가전자제품정책(National Policy on Electronics 2019)은 인도를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전자 제품 부품 생산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 인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쿼드(QUAD)와 같은 지정학적으로 연계된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스너쉽을 통해 공급망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음.
- 2021년 9월 24일, 미국 백악관에서 최초로 대면 쿼드(QUAD)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는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a free and open Indo-Pacific)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중국에 대한 4개국 공동의 견제의지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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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핵심 신기술 협력의 기본 가치가 강조된 가운데 기술표준과 사이버안보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인프라 협력, 4개국의 자체적인 첨단기술 인적자원 육성, 우주 협력 등이 새롭게 추가됨.
◦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음.

- 더불어 인도는 일본, 호주와 함께 삼자 공급망 이니셔티브(SCRI: Trilateral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를
출범시켜,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수급 차질 우려에 따라 3국간 상호 공급망을 강화하고, 대중국
수입의존도 축소 방안을 모색함.
◦ 2021년 4월 27일 일본의 경제산업상, 호주 무역관광투자부 장관, 인도 상공부 장관이 장관급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SCRI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앞으로 신속하게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4개월마다 장관회의 소집을 검토

4) 2021년 및 2022년 전망
■ 인도경제는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2021년 8.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에 7.9% 성장이 예상됨.
-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지속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인해 2021년 상반기부터 이어지던 회복 속도가 느려진
면이 있으나, 이후 확산세가 꺾이고, 백신접종인구 확대 등의 요인으로 경제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
◦ 5월 일일 확진자가 40만 명까지 치솟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달했던 5월을 거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백신 대량 생산 능력을 정비하면서 경제활동이 원래의 수준으로 금방 회복됨.
◦ 경제 충격의 최소화에 대한 이유에 지역별 봉쇄조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도 있음.
◦ 2021년 10월 22일 기준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전체 인구의 21.7% 수준으로, 인도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체 인구의
약 절반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

- 대부분의 글로벌 경제전망 기관은 인도 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이견을 보이지 않으며, 2021년 그리고 2022년에도
세계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음.
◦ 글로벌 경기회복, 백신 접종 완료율 증가 등의 긍정적인 요소로 2022년에도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인도 전력 부족 문제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없을 듯 보임.
- 인도는 전력 생산의 7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석탄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전력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인도 중앙 전력국(CEA: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 of India)은 화력 발전에 필요한 석탄 비축량 감소와 전력 부족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가운데, 장관 라지 쿠마르 싱은 인도 전력 수급은 현재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는
향후 약 5~6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함.
◦ 현재 인도 전력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은 △코로나19 경제 회복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코로나19와 우기로
인한 인도 내 석탄 생산 감소 △국제 석탄 가격 상승 등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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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의 전력 공급 문제는 향후 에너지 원료 가격과 시장 수요 안정화가 진행된다면 단기적 영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없을 듯 보임.

표 24. 주요 기관의 인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지역

인도

KIEP
[2021.11]
2021

2022

8.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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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2021.10]

ADB
[2021.9]

EIU
[2021.10]

OECD
[2021.9]

RBI
[2021.9]

2021/22 2022/23 2021/22 2022/23 2021/22 2022/23 2021/22 2022/23 2021/22 2022/23
9.5

8.5

10.0

7.5

8.2

7.8

9.7

7.9

9.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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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남아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2021년 2/4분기 기준 동남아 주요국은 기저효과로 인해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인도네시아] 2020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후 기저효과에 힘입어 2021년
상반기 3.1%, 2/4분기 7.1%로 양의 성장률을 회복함.
◦ 2021년 2/4분기 부문별 성장률은 가계소비 5.9%, 정부지출 8.1%, 총고정자본형성 7.5%, 수출 31.8%, 수입
21.2%를 기록함.
◦ 업종별로는 농수산업 0.4%, 광업 5.2%, 제조업 6.6%, 자동차·오토바이 수리 9.4%, 건설 4.4%, 운수·창고 25.1%,
숙박·식음료 21.6%, 정보·통신 6.9%, 보건·복지 11.6%를 기록함.

- [말레이시아] 2021년 2/4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16.1% 성장했으나, 이는 2020년 2/4분기 급격한 경제
위축(-17.1% 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2/4분기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화되기 시작해 정부가 2021년 6월부터 강력한 이동제한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전기대비 성장률은 –7.7%를 기록함.

- [필리핀] 전년동기 경제성장률 급락(-16.5%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소비 및 투자 증가 등에 기인해 2021년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1.8% 성장하며 경제가 5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됨.
◦ 2021년 2/4분기 기준 방역지침 완화로 인해 민간소비가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하고, 고정투자가 기계 및
운송장비, 민간 건설 투자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7.4% 증가하며 경제회복을 견인함.

- [태국] 2020년 경제성장률은 –6.1%로 음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 2.1%,
2/4분기 7.5%를 기록함.
◦ 2021년 2/4분기 부문별 성장률은 가계소비 4.6%, 정부지출 1.1%, 총고정자본형성 7.3%, 수출 27.5%, 수입
31.4%를 기록함.
◦ 업종별 경제성장률은 농업 2.0%, 산업 14.2%, 서비스 5.0%로 산업부문의 성장률이 높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제조업
16.8%, 숙박·식음료 13.2%, 물류·창고 11.6% 등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

- [베트남] 4월 이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20%를 초과하는 수출입 증가, 소비 증가(최종재 소비 3.6%, 소매 소비
4.9%)에 따른 생산 증가로 베트남 경제는 2021년 상반기 5.6%, 2/4분기 6.6% 성장함.
◦ 2021년 2/4분기 농업, 임업, 어업 모두 3% 이상 성장하며 베트남의 1차 산업은 4.1% 성장했으며, 광업부문
마이너스 성장(–4.7%)에도 제조업, 건설업의 성장(각각 13.8%, 4.8%)에 따라 2차 산업은 10.3% 성장함.
◦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강력한 이동제한조치로 교통·창고업, 숙박·음식점업이 음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유통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의 플러스 성장(각각 4.6%, 5.3%, 9.9%)에 따라 서비스업은 동 기간 4.3% 성장함.

85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11.11.

86

2022년 세계경제 전망

그림 98. 동남아 주요국의 실질 GDP 증가율

표 25. 동남아 주요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검색일: 2021. 10. 8); 인도네시아 통계청
(검색일: 2021. 10. 8); 태국 NESDC(검색일: 2021. 10. 8);
Connect(검색일: 2021. 10. 4).

(단위: %)

’16

’17

’18

’19

’20

’21.Q1 ’21.Q2

인도네시아

5.0

5.1

5.2

5.0

-2.0

-0.7

7.1

말레이시아

4.4

5.8

4.7

4.3

-5.6

-0.5

16.1

필리핀

7.1

6.9

6.3

6.1

-9.4

-3.9

11.8

태국

3.4

4.2

4.2

2.3

-6.2

-2.6

7.5

베트남

6.2

6.8

7.1

7.0

2.9

4.5

6.6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검색일: 2021. 10. 8); 인도네시아 통계청
(검색일: 2021. 10. 8); 태국 NESDC(검색일: 2021. 10. 8);
Connect(검색일: 2021. 10. 4).

■ [환율] 2021년 8월 기준 동남아 주요국의 달러 대비 환율은 2021년 1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상승폭은 태국 바트화가
가장 두드러지며, 베트남 동화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2020년 1/4분기에 연초 대비 약 20%가량 급격히 절하된 후 점차 안정되었으며,
2021년 3/4분기 기준 연초 대비 3% 절하된 달러당 14,200~14,300루피아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2021년 8월 달러당 평균 링깃 환율은 연초 대비 5%가량 평가절하된 4.22링깃을 기록했는데 링깃
약세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 정치적 불안정 확대, 저금리 기조 지속 등 요인에 따른 것임.
◦ 코로나19 방역 실패, 경제 위축, 의회 지지기반 약화 등으로 사퇴 압력이 커짐에 따라 2021년 8월 전(前) 무히딘
야신 총리가 집권 17개월 만에 사임하고,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가 취임함.

- [필리핀] 2021년 8월 달러당 평균 페소 환율은 연초 대비 4%가량 평가절하된 50.2페소를 기록했으며, 페소 약세는
경상수지 적자, 물가 상승, 투자 심리 위축 등에 기인함.
- [태국] 태국 바트화는 2021년 상반기 연초 대비 5% 내외 절하된 후 3/4분기부터 연초 대비 절하율이 10%를
넘어서면서 달러당 33.8바트까지 상승함.
- [베트남] 베트남 동화의 대달러 환율은 2021년 1~8월간 월평균 23,136.9~23,199.3동화 수준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했으나, 변동계수는 0.11로 연초대비 8월 환율이 0.1% 상승하며 안정적인 모습임.107)
■ [경상수지] 2021년 2/4분기 기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동남아 주요국 모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국가로, 2021년 2/4분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약 50% 증가해
상품수지는 개선된 반면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는 소폭 증가해 2021년 2/4분기 경상수지 적자(약 22억 달러)는
전년동기대비 약 22.9% 감소함.

107) IMF 분류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0년 이후 실질적 페그 제도(혹은 안정적 환율제도, Stabilized Arrangement)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시장 상황 반영을 위해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운영 중임. 중앙은행은 매일 아침 △미 달러화, 유로화,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등 총 8개 통화의 바스켓 환율 △전 영업일 은행간 거래의 가중평균 환율 △베트남 중앙은행의 거시 목표 및 환율 관리 목표를 고려해 기준
환율(central rate)을 고시하며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기준 환율의 ±3%로 일일 환율 변동 폭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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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2021년 2/4분기 기준 말레이시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증가, 이전수지 적자 감소에 기인해
전기대비 17.2% 증가한 144억 링깃(약 3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2021년 2/4분기 기준 상품수지 흑자는 전기전자제품, 석유 및 고무제품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대비 11.1%
증가한 407억 링깃(약 97.6억 달러)을, 이전수지 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이들의 본국 송금액이 감소해 전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말레이시아 통계청).

- [필리핀] 2021년 2/4분기 기준 필리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적자 증가에 기인해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전년동기
51억 달러 흑자, 필리핀 중앙은행).
◦ 상품수지 적자는 원자재 및 중간재, 자본재, 석유제품 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한 119억 달러를 기록함.

- [태국] 태국의 경상수지는 2020년 약 20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 상반기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1/4분기 약 28억 달러 적자, 2/4분기 약 4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베트남] 상품수지 적자 전환,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 심화에 따라 2021년 2/4분기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됨(약 460만 달러 적자).
◦ 석탄, 철강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2021년 2/4분기 상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4.6%
증가했으나, 상품수입 증가율이 더 높아(45.8%) 상품수지는 3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 2021년 상반기 서비스 수출은 여행, 운송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8.6% 감소했으나, 서비스 수입은 18.3%
증가하며 서비스수지 적자는 전년동기대비 9억 달러 이상 증가한 38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함.

그림 99. 동남아 주요국의 환율

그림 100. 동남아 주요국의 경상수지

(단위: LCU/달러, 2018년 1월=100)

자료: Connect(검색일: 2021. 10. 4).

(단위: 십억 달러)

주: 말레이시아의 분기별 데이터는 저자가 링깃을 달러 환산함.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검색일: 2021. 10. 8);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1. 10. 8); 필리핀 중앙은행(검색일:
2021. 10. 8); Connect(검색일: 2021. 10. 4).

2) 거시정책 현황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된 통화정책과 확대 재정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는 2020년 초부터 기준금리를 25bp씩 총 6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해 기존 5%에서 3.5%까지
인하했으며, 2021년 9월 말 금통위에서도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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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국가경제회복프로그램(PEN: Program Pemulihan Ekonomi Nasional)을 통해 경기부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PEN 예산으로 2020년 약 695조 루피아(약 533억 달러), 2021년 약 699조 루피아(약 534억
달러)가 책정됨.

■ [말레이시아]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함.
- 중앙은행은 2020년에 기준금리를 125bp 인하한 이후(3%→1.75%), 2021년 10월 중순 기준 해당 금리
수준(1.75%)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제분석기관들은 2022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함.
-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2020년에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친 이후(GDP의 24% 규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7월 기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625억 달러(GDP의 16.6%)의 예산을 할당함.
◦ 재정적자는 2020년 기준 GDP 대비 6.2%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부문으로부터의
세수가 증가해 재정 부족분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경제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함.
-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 재원 조달을 위해 저금리 기조 유지(2%), 정부 채권 매입 등을 지속함.
- 정부는 확대 예산 편성, 코로나19 피해 지원책 시행 등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추진하며, 재정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다자기구 차입 및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조달함.
◦ 2021년 예산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4조 5,000억 페소(약 905억 달러), 2022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페소(약 98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함.

■ [태국] 태국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0.5%)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태국은 2020년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0.5%로 단계적으로 인하했으며, 2021년 9월 말 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함.
- 태국정부는 2020년에 3단계에 걸쳐 약 806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으며, 2021년 1/4분기
시작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충격에 대응해 약 228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 소프트론, 채무상환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함.

■ [베트남] 코로나19 통제 및 경기부양을 위한 기존의 확장적 통화정책·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감.
- 베트남은 2020년 9월 인하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Refinancing rate: 4.0%, Discount Rate: 2.5%).
-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지출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부처 계획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연간 계획의
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함.108)
◦ 다만 경제활동 둔화, 기업 이윤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적극적 재정 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108) General Statistics Office(2021), “Socio-economic Situation Report in the Second Quarter and Six Months o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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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동남아 주요국의 공공부채

그림 102. 동남아 주요국의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비중, %)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1. 10. 10); 태국 재무부(검색일:
2021. 10. 10); EIU(검색일: 2021. 10. 4).

(단위: GDP 대비 비중, %)

자료: 필리핀 예산관리부 홈페이지(검색일: 2021. 10. 8); 태국 중앙은행(검색일:
2021. 10. 10); EIU(검색일: 2021. 10. 4); Fitch Ratings 홈페이지(검색
일: 2021. 10. 10); Oxford Economics(검색일: 2021. 10. 10).

그림 103. 동남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림 104. 동남아 주요국의 기준금리

(단위: %)

주: 전년동월대비 자료임.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검색일: 2021. 10. 8);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1. 10. 8); 필리핀 통계청(검색일: 2021. 10. 8); Connect(검색일:
2021. 10. 4).

(단위: %)

자료: 베트남 중앙은행(검색일: 2021. 10. 4); Connect(검색일: 2021. 10. 4).

3) 핵심 이슈
■ 동남아 주요국은 국제사회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중장기 탄소감축전략 마련, 전기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인도네시아는 2016년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했으며, NDC
탄소배출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무조건(Unconditional) 29%, 조건(Conditional) 41%임.109)
◦ 2021년 7월 인도네시아 NDC 분석에 의하면 탄소 배출 원인은 주로 산림화재(43.59%)와 에너지(36.91%)에
기인하며, 화재에 대응한 조림계획은 2030년까지 약 1,400만 ha 규모이고,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목표는 2025년 23%, 2050년 31%임.
109) NDC 탄소배출 감축목표는 무조건(Unconditional)과 조건(Conditional)으로 나뉘는데, 무조건 감축목표는 해당 국가 자체 역량에 의한 기본
감축목표이며, 조건 감축목표는 국제사회의 재정·기술 등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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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NDC 달성을 위해 조림을 위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 신임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는 2021년 9월 말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으며, 2015년 NDC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5% 감축하고자 함(무조건 35%+조건 10%).110)
◦ 정부는 2022년 말경에 중장기 탄소감축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비중을 31%로 늘리고자 함.
◦ 총리는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권규제·탄소세 등 관련 규제 및 전기차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필리핀] 필리핀이 2021년 4월 UN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NDC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5% 감축할 계획인데(BAU 방식),111) 공식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지는 않음.112)
◦ 위 문건에 따르면 75% 중 2.71%만이 정부 자체 역량으로 추진하는 무조건 감축목표이고, 나머지 72.29%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달성하고자 하는 조건 목표임.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 2011~28(The National Climate Change Action Plan
2011–2028)’을 추진 중이며, 해당 계획은 7대 핵심 테마(식량안보, 수자원 확보, 생태학적·환경적 안정, 인간안보,
기후변화 적응 산업 및 서비스, 지속가능한 에너지, 역량 강화)로 구성됨.

- [태국] 태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 발표한 바는 없으나 일부 행사에서 2065년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20년
제출한 NDC 탄소 배출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무조건(Unconditional) 20%, 조건(Conditional) 25%임.
◦ 2020년 태국의 NDC 문건에 의하면 태국은 기후변화에 극히 취약한(Extreme Risk) 국가군에 속하며, 탄소 배출의
주원인은 에너지(74%)로 파악됨.
◦ 태국은 NDC 달성을 위해 다수의 정책을 시행 중이며,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바이오-순환-그린(BCG: BioCircular-Green)’ 발전 모델을 채택해 바이오·그린 산업 부문의 협력수요 증가가 예상됨.

- [베트남]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한 베트남은 2020년 9월 UN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NDC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27% 감축(2014년 기준) 목표를 설정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해 56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113)
◦ 기존 NDC는 농업, 에너지, 폐기물, 토지사용 및 산림 총 4개 부문을 고려했으나, 신규 목표는 산업 공정을 추가로 고려함.
◦ 베트남 팜민찐 총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과의 면담(2021년 5월 진행)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겠다고 밝힘.114)

4) 2022년 전망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3.5%,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및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하면 2021년 경제성장률은 3.5% 내외에
그칠 것으로 판단됨.
110) Channel News Asia(2021. 9. 28), “12th Malaysia Plan: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2050 carbon neutral goal and other
green measures.”
111) BAU(Business As Usual) 방식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배출량을 의미함.
112) Pia Ranada(2021. 4. 15), “Philippines vows to reduce emissions by 75%, mostly conditioned on aid,” Rappler.
113) Friedrich Eberto Stiftiung(2020. 10. 30), “Vietnam’s Updated Climate Goals Aim at Maximizing the Co-Benefits of Climate
Action.”
114) Vietcetera(2021. 6. 2), “Ahead Of COP26, Vietnam Reaffirms Intention To Reach Net Zero Emissions As Early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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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은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 4.8~5.8%, 4월 4.1~5.1%, 9월 3.5~4.3%로 하향 조정함.115)
◦ 인도네시아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대 재정, 글로벌 경기 회복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민간소비 및 투자 활성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말레이시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으로 2021년 3.5% 성장한 이후 백신 접종률 확대,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2022년에 5.5% 성장하며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중순 이후 강력한 이동제한조치 시행으로 소비·생산·투자 등 경제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2021년
하반기 경제회복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1년 말 방역지침 완화 이후 점진적 경제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1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두 차례에 걸쳐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7.5%에서 3~4%로 대폭 하향조정함.

-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대외경제 회복 지연, 미국 테이퍼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및 자본
유출, 대내적으로는 신임 정부의 약한 지지기반에 기인한 12차 말레이시아계획 및 각종 개혁정책 추진 지연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음.

■ [필리핀]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021년에 4.3% 성장한 이후 2022년 5.6% 성장이 예상되며, 2023년은
되어야 코로나19 이전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재확산세 심화로 정부가 2021년 8월 수도권 봉쇄령을 강화함에 따라 2021년 하반기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백신 접종 지연으로 2022년에도 경제활동이 급속하게 회복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 초기 백신 물량 확보 실패,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 및 운송 문제에 기인한 접종 지연 등 요인에
따라 2021년 10월 10일 기준 필리핀의 인구 대비 백신 접종 완료율은 22.4%로 낮은 편임(Our World in Data).

-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2022년 5월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불안 심화
등을 들 수 있음.

■ [태국] 태국은 2021년 0.7%, 2022년에는 4.0%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태국 중앙은행은 코로나19 3차 유행의 영향을 감안해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월 3.0%, 6월 1.8%, 9월
0.7%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함.
- 2021년 2/4분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7.5% 증가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되나,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산업
부진으로 서비스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정부는 관광산업 재활성화를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에 대한 무격리 제도를 고려하는 등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115) Bank Indonesia(2021. 9. 27), “BI 7-DAY REVERSE REPO RATE HELD AT 3.50% SYNERGY MAINTAINING STABILITY,
STRENGTHENING ECONOMIC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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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코로나19 확산이 통제 가능 수준에 접어듦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경제회복이 전망되어 베트남 경제는 2021년
3%대 성장, 2022년 7% 내외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4월 이후 지속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한때 일일 신규확진자 1만 명을 초과했으나 9월 말 이후 확산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 또한 10월 정례회의에서 통제 가능한 수준임을 발표함.116)
- 락다운으로 인한 노동공급 차질과 이에 따른 생산 감소로 그간 성장을 지속하던 제조업 또한 2021년 3/4분기 음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3.2%),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확대로 2021년 4/4분기에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세입 감소에도 재정 지출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확산 둔화를 가정에 둔 전망이며,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둔화, 투자 둔화 등 성장 저해요인도 존재함.

표 26. 주요 기관의 동남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1

’22

’21

’22

Oxford
Economics*
[’21.9]
’21
’22

인도네시아

3.5

5.0

3.2

5.9

3.3

6.4

2.4

5.4

3.5

4.8

3.8

5.6

말레이시아

3.5

5.5

3.5

6.0

3.6

6.7

3.1

5.1

4.7

6.1

4.1

6.7

필리핀

4.3

5.6

3.2

6.3

3.5

7.5

4.4

7.2

4.5

5.5

4.3

6.7

태국

0.7

4.0

1.0

4.5

1.8

6.0

0.5

4.4

0.8

3.9

0.8

5.8

베트남

3.1

7.0

3.8

6.6

6.6

7.6

2.3

6.3

3.8

7.0

2.6

7.5

ASEAN 5

3.1

5.2

2.9

5.8

-

-

-

-

-

-

-

-

지역

KIEP
[’21.10]

IMF
[’21.10]

ADB
[’21.9]

Connect
[’21.10]

AMRO
[’21.10]

’21

’22

’21

’22

’21

’22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 시점. Oxford Economics의 베트남 전망치는 7월 말 기준.
자료: 기관별 전망 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116) Viet Nam News(2021. 10. 5). “Lessons learnt from Việt Nam's fight against COVID-19 fourth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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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러시아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2021년 상반기 민간 소비·투자의 빠른 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성장률을 기록함.
- 2021년 2/4분기 민간소비와 고정투자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며(표 28 참고), 전년동기대비 10.4%의 성장률을
달성함(표 27 참고).
- 반면 같은 기간 정부지출 및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침.
◦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 수출 및 상품 순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수입 증가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표 27. 러시아 경제성장률 및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표 28. 지출부문별 성장률

(단위: % 전년대비)
’20Q1

’20Q2

’20Q3

’20Q4

’21Q1

’21Q2

실질GDP

1.5

-7.6

-3.5

-2.0

-0.6

10.4

민간소비

1.1

-11.4

-4.8

-3.1

-1.5

11.0

고정투자

-0.2

-1.4

-1.7

-0.4

-0.1

1.6

정부지출

0.7

0.7

0.7

0.7

0.1

0.0

순수출

-1.2

5.1

2.1

-0.5

-0.3

-4.2

재고변동

1.1

-0.6

0.2

1.3

1.3

1.9

구분

주: 회색 음영은 전망치.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1. 10. 4)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

(단위: % 전년대비)
’20Q1

’20Q2

’20Q3

’20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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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출

주: 회색 음영은 전망치.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1. 10. 4)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

■ [소비·투자] 2021년 상반기 민간 소비·투자가 가파른 회복세를 나타냈음.
- 민간 소비·투자의 빠른 회복세는 2020년 상반기 전국적 봉쇄조치로 인한 민간 소비·투자 부진의 기저효과 및 실질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임.
◦ 1/4분기와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매거래증가율은 각각 –1.4%, 23.6%를 기록함(그림 105 참고).
◦ 2021년 1/4, 2/4분기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 5.5%를 기록함(그림 105 참고).
◦ 오는 8, 9월에 학생지원금, 퇴직‧퇴역 연금 등이 지급됨에 따라 민간소비 회복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함.117)
◦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세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1월 5.2%에서 9월 7.4%로 상승함.

- 국내 수요 진작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하여 2020년 5.8%였던 실업률은 2021년 8월 4.6%로 하락함.
◦ 특히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임.118)

117) “Отекущейситуациивроссийскойэкономике. Август– сентябрь2021года”(2021. 10. 1),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России.
118) 현재 러시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노동생산력 제고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The Bank of
Russia increases the key rate by 25 b.p. to 6.75% p.a.”(2021. 9. 10), Bank of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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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 민간투자 및 산업생산 역시 민간소비 증가와 함께 가파르게 상승함(그림 106 참고).
◦ 2021년 1/4분기와 2/4분기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0%, 11.0%를 기록함.
◦ 2021년 1/4분기와 2/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 9.7%를 기록함.
◦ 2021년 국제유가 상승으로 광물 생산이 급증하였으며,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으로 제조업, 서비스 부문 생산이 크게
증가함.

그림 105. 러시아 소비부문 지표

그림 106. 러시아 생산 및 투자 부문 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검색일: 2021. 9. 27).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21. 9. 27).

■ [순수출] 국제유가 상승으로 2021년 상반기 순수출은 6,751억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함(그림 107
참고).
- 2021년 상반기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2,087억 달러와 1,412억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각각 28.7%, 33.4%
증가함.
◦ 2020년 우랄산 원유의 평균가는 배럴당 41.4달러였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배럴당 63.4달러로 상승하면서(그림 108
참고),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출이 크게 증가함.

그림 107. 러시아 월별 상품수출입 추이

그림 108. 우랄산 및 WTI 유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1. 10. 5).

(단위: 달러/배럴)

자료: Bloomberg, 러시아 경제개발부(검색일: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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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2021년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 및 과감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환율(RUB/USD)은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았으나,
미미한 FDI 유입과 러시아 기업의 해외자산 매입 및 외채 상환 등으로 자본유출이 지속되면서 순자본유출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음.119)
- 2021년 1월 달러당 76.25루블을 기록했던 환율은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고, 9월 71루블선에서 횡보하고 있음(그림
109 참고).
- 2021년 상반기 순자본유출액은 2,830억 달러로 전년동기 3,120억 달러에 비해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순자본유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그림 110 참고).

그림 109. 러시아 환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림 110. 러시아 순자본유입액

(단위: %(좌), 루블/달러(우))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검색일: 2021. 10. 26).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1. 10. 5).

2) 거시정책 현황
■ [통화정책] 10월 기준금리는 7.5%로 연초 대비 3.25%p 인상,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됨.
- 2021년 들어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4%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연말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음.120)
◦ 최근 물가상승은 빠른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수급불균형, 농작물 가격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당분간 농작물 수확량, 원자재 시장 상황과 더불어 생산망과 물류망의 원활한 흐름, 노동력 수급,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2021년 물가상승률은 7.4~7.9%를 기록하며, 2022년 인플레이션율은 4.0~4.5%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119) “Потреблениевырослона5%задвамесяца,” КомментарииоГосударствеиБизнесе №373, 20 июля 2021, pp. 1-5.
120) “The Bank of Russia increases the key rate by 25 b.p. to 6.75% p.a”(2021. 9. 10), Bank of Russia; “The Bank of Russia increases
the key rate by 75 b.p. to 7.50% p.a.”(2021. 10. 22), Bank of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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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2021년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소폭의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112 참고).121)
- 러시아 재무부는 2021년 경기회복, 수출확대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0.2%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당초 배럴당 45.3달러의 국제유가 기준으로 2021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2.4% 수준으로 전망된 바 있음.

- 2022년에는 배럴당 44.2달러의 국제유가 기준으로 GDP 대비 1.0%의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11. 러시아 기준 금리 추이

그림 112. 러시아 연방 재정수지 추이
(단위: %)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1. 10. 26).

(단위: GDP 대비 %)

자료: 러시아 재무부(검색일: 2021. 10. 5).

3) 핵심 이슈
■ [기후변화 대응] 러시아는 아직 기후변화 대응책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 탄소
흡수 확대 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EU의 CBAM 도입에 따라 대EU 수출국들 중 러시아의 손실액이 가장 클 것으로 추산됨.
◦ 러시아는 2019년 기준 세계 4대 탄소배출 국가로 러시아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4.6%를 차지,122)
기후변화성과지수(CCPI) 2021 기준으로 61개 국가 중 52위를 차지함.
◦ 2019년 기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의 제품을 EU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러시아이며,
전문가에 따르면 EU의 CBAM 도입으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는 국가는 러시아가 될 것임.
◦ CBAM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6년 러시아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약 4.4억 유로이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5년 지불 비용은 18억 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123)

- 2019년 파리협정에 정식 가입한 러시아는 2020년에서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990년 대비 30%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러시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발전전략 2050’ 초안을 발표하였음.
121) Минфин(2021), “Основныенаправлениябюджетной, налоговойитаможенно-тарифнойполитикина2022 годи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3 и 2024 годов,” p. 61.
122) Global Carbon Atlas, http://www.globalcarbonatlas.org/en/CO2-emissions(검색일: 2021. 9. 16).
123) Sandbag, E3G(2021), “A storm in a teacup: Impacts and geopolitical risks of the europea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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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러시아 장기 발전전략안’은 장기적으로 저탄소 배출을 목표하며, △파리협정
메커니즘에 합치하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제도 마련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천연 온실가스 흡수원 보존 및 확대
등을 통해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함.124)
◦ 2021년 상반기부터 향후 10년간 추진될 ‘친환경적인 발전과 기후변화 관련 과학기술 프로그램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10년간 500억 루블의 연방예산과 760억 루블의 예산외 자금이 투입될 예정임.125)
◦ 2021년 7월 채택된 ‘온실가스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은 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감축시키기보다는 배출된 탄소의 흡수량을 확대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목표하는 것으로 보임.
◦ 경제개발부는 산업과 지방별 기후변화 적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2030년과 2050년까지의
탈탄소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충격을 분석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기 시작했음.126)
◦ 이외에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대체로 온실가스배출량 측정, 저탄소 인증서 도입, 탄소단위 등록부 생성 및 유지
절차 등에 관한 것임.127)

- 러시아 기업들 역시 주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또는 탄소 흡수량
확대 등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EU의 CBAM 도입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됨.128)
- 한편 러시아 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아 관련 정책의 합의 및 채택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 일부 러시아 정치인들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서방과 러시아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며,
러시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129)
◦ 러시아인들은 가장 예민하고 위험한 환경문제로 쓰레기·플라스틱·재활용(21%), 수질오염(15%), 공기오염(12%),
자연재해(9%), 기후변화(9%)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즉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됨.130)

4) 2021년 전망
■ 2021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4.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2년에도 견조한 경제회복세를 유지하여
2.9%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 2021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민간 소비·투자의 빠른 회복 △국제 유가 상승 △환율 안정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당초 전망치(3.3%)131)를 크게 웃도는 4.7%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124) “Россииназначилидатууглероднойнейтральности”(2021. 10. 6), Коммерсантъ.
125) ПравительствоРоссии(2021), “Проектпостановленияправительства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Обутверждении
федеральной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программывобластиэкологическогоразвитияиклиматическихизменений
на2021 - 2030 годы»”
126) “В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Россиипровелисеминарповопросамподготовкиплановадаптациикизменениямклимата”
(2021. 8. 26),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России; “Bank of Russia developing stress tests on influence of decarbonization on
economy”(2021. 9. 16), TASS.
127) “Трансграничноеуглеродноерегулирование: вызовыивозможности” ЭНЕРГЕТИЧЕСКИЙБЮЛЛЕТЕНЬВыпуск № 98,
июль 2021, АналитическийцентрприПравительстве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p. 18.
128) “ロシア・欧州：石油ガス収入上のドル箱・欧州が進める脱炭素化（水素戦略及び国境炭素税導入）の動きとロシアの対応（発表された2035年ま
での長期エネルギー戦略を中心に)”(2020. 9. 2), Jogmec.
129) Bobo Lo(2021), “The adaptation Game – Russia and Climate Change,” Notes de l’Ifri, pp. 9-11.
130) Фомнибус(2019), “Экология,” Доминанты. Полемнений. Выпуск 42, pp. 24-32.
131) 해당 전망치는 지난 5월 KIEP가 발표한 수치이며, IMF(21년 4월)와 World Bank(21년 3월)의 전망치는 각각 3.8%, 2.9%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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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인플레이션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미·러 갈등 지속 및 고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백신 접종 지연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 등은 민간 소비·투자 회복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29. 주요 기관의 러시아 2021~22년 성장률 전망
(단위: %)

연도

러시아

KIEP
[’21.10]

IMF
[’21.10]

World Bank
[’21.6]

유라시아
개발은행
[’21.6]

러시아
경제개발부
[’21.9]

러시아 중앙은행
[’21.9]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4.7

2.9

4.7

2.9

3.2

3.2

4.1

2.2

4.1

3.0

4.0~
4.5

2.0~
3.0

주: [ ] 안은 전망시점.
자료: 각 기관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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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앙아시아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2021년 중앙아시아 5개국은 주요 수출품의 국제가격 상승 및 민간 소비·투자 회복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전년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카자흐스탄] 민간소비 회복이 더디지만 주요 수출품인 원유 가격 상승 및 수출 호조로 2021년 경제성장률은
3.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2020년 -2.6%).
- [우즈베키스탄] 민간 소비·투자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고 주요 수출품인 면화 및 섬유 수출 증가로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1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6.1%가 될
것으로 관측됨(2020년 1.7%).
- [투르크메니스탄] 민간 소비·투자 회복은 다소 느리지만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21년 경제성장률은 4.5%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2020년 –3.5%).
- [키르기스스탄] 주요 인접국인 러시아 및 중국의 내수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액이 크게 늘어났으나 주요 수출품인 금 생산 차질로 수출 회복세가 더뎌 2021년 경제성장률은
2.1%에 머물 것으로 보임(2020년 –8.6%).
- [타지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의 송금 증가 및 민간투자 회복에 힘입어 2021년 경제성장률은 5.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2020년 5.0%).
표 30. 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
(단위: %)

연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2019

4.5(4.5)

5.6(5.6)

6.3(6.3*)

4.5(4.5)

7.5(7.5)

2020

-2.6(-2.6)

1.7(1.6)

-3.4(1.6*)

-8.6(-8.6)

4.5(4.5)

2021

3.3(3.2)

6.1(4.8)

4.5(4.8*)

2.1(3.8)

5.0(5.3)

주: IMF와 World Bank(괄호 안)의 추정치; 단,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World Bank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아 *는 ADB의 자료를 인용
하였음.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October 2021);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Database(June 2021);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September 2021).

■ [환율 및 물가]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진작과 단기적 수급 불균형, 그리고 주요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매우 높지만 통화 당국의 기준 금리 인상 및 정부의 강력한 물가 통제로, 투르크메니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수출 원자재의 가격 상승 및
기준 금리 인상으로 환율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그림 113 참고).
- [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인 원유 가격 상승 및 가치가 연동되는 루블화 환율 안정화로 2021년 평균 환율(KZT/USD)은
420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7.5%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2020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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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2021년 평균 환율(UZS/USD)은 10,600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소비
증가로 인플레이션 상방 압박이 매우 크지만 정부의 강력한 물가통제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11.0%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2020년 12.9%).
- [투르크메니스탄] 2021년 기존의 인위적인 환율 평가절하를 폐기하여 공식 환율(TMT/USD)은 암시장의 비공식 환
율이었던 3.5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비 감소 및 정부의 강력한 물가통제에도 불구하고
수입생필품 가격 상승 등의 상방 압력으로 2020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1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2020년
7.6%)
- [키르기스스탄] 2021년 평균 환율(KGS/USD)은 84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주요 수입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1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2020년도 6.3%).
- [타지키스탄] 2021년 평균 환율(TJS/USD)은 11 수준에서 안정세를 회복했으며, 주요 수입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가격통제정책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소폭
하회하는 8.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2020년도 8.6%)

■ [경상수지 및 순수출] 2021년 중앙아시아 5개국의 순수출은 주요 수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수지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그림 114
참고).
- [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인 원유 가격 상승 및 수출량 증가로 수출액은 63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2020년
517억 달러)으로 전망되는 반면 수입액은 475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여(2020년 444억 달러) 2021년 순수출은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한 155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2020년 73억 달러),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GDP 대비
0.9% 적자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2020년 GDP 대비 3.6% 적자).
- [우즈베키스탄] 주요 수출품인 금의 가격 및 수출량 증가로 2021년 수출액은 181억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2020년 152억 달러)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수요증가로 수입액 역시 전년대비 상승하여 26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2020년 212억 달러) 2021년 순수출은 -8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2020년 –60억 달러),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6.0%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적자폭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2020년 GDP 대비 5.0%
적자).
-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2021년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407억
달러를(2020년 369억 달러)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수입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249억 달러(2020년 24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2021년 순수출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2020년 126억
달러),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GDP 대비 0.56%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2020년 GDP 대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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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2020년 40억 달러) 순수출은 전년과 동일한 –16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소득
수지 악화로 GDP 대비 7.7%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2020년 GDP 대비 4.5% 적자).
- [타지키스탄] 2021년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14억 달러, 29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여 순수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며(2020년 –17억 달러) 해외송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GDP 대비 1.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2020년 GDP 대비 4.2%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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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국가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그림 114. 국가별 경상수지(GDP 대비) 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1. 10. 1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1. 10. 12).

2) 거시정책 현황
■ [재정정책]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성 정부지출 증가 및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내수경제로 정부수입이 줄어
모든 나라에서 재정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그림 115 참고).
- [카자흐스탄] 코로나19에 따른 총수요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정부지출은 증가하여 2021년 재정적자는 GDP의
2.98%가 될 것으로 보임(2020년 재정적자 GDP의 7.03%).
-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 재정적자는 GDP의 3.52%에 달할
것으로 보임(2019년 재정적자 GDP의 3.14%).
- [투르크메니스탄] 2020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오히려 적자 폭이 줄어들었지만 2021년 징부지출이
다시 증가하여 재정적자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GDP 대비 0.33%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2020년 재정적자 GDP의
0.16%).
- [키르기스스탄]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2021년 재정적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GDP의
3.67%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2020년 재정적자 GDP의 3.27%).
- [타지키스탄] 경제 회복으로 인한 내수 진작으로 전년대비 지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2021년 재정적자는
GDP의 2.7%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2020년 재정적자 GDP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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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국가별 재정수지(GDP 대비) 추이

그림 116. 국가별 누적 정부부채(GDP 대비) 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1. 10. 1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1. 10. 12).

■ [통화정책]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함.
- [카자흐스탄]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해 7월 까지 기준 금리를 12%에서 9%까지 인하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9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9.75%까지 인상하였으며 코어 인플레이션율이
8.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음.
- [우즈베키스탄] 2021년 인플레이션율이 1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물가상승압력이 거세지만 통화당국은
기존의 금리 수준(14%)으로도 인플레이션을 10%대로 끌어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충격 이후
꾸준한 경제회복을 위해 14%의 현행 기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키르기스스탄] 지속적인 환율 상승 압력 및 수입 생필품 국제 가격의 인플레 조짐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2021년
2월을 시작으로 기준금리를 5%에서 7.5%까지 계속해서 인상하였으나, 최악의 경우 2021년 인플레이션율이 14%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물가상승압력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음.
- [타지키스탄]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기준 금리를 10.75%까지 인하하였으나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13.25%까지 기준 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인플레이션율이 중앙은행의
타켓(4~8%)을 훨씬 상회할 경우 기준 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음.

3) 핵심 이슈
■ [탈탄소화 대응]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석유)과 투르크메니스탄(천연가스)은 탈탄소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전환 및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한 국가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임.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에서는 에너지 생산 효율이 낮은 노후 장비 및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효율화하고, 2060년까지 친환경에너지 발전비율을 83%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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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운용 중인 발전 설비의 약 40%가 건설된 지 40년 이상, 65%가 30년 이상 되는 등, 발전 설비 노후화로 인한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기존의 구식 탄소 집약적 장비 및 인프라를 가스 연소 CHP와 같은 현대적인 저탄소 및
무탄소 기술로 초기 단계에서 교체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탄소 중립 주요 목표는 △2035년까지 전기로(EAF)에서 직접 환원철(DRI)을 사용한 철강 생산 비율을 50%로 확대
△205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방식 종료 △206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재생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83%까지
확대하는 것임.

-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수소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천연가스 의존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함.
◦ 우선적으로 천연가스 추출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천연가스에서
친환경적인 추출 기술을 접목한 수소 에너지(블루 수소) 개발을 천명함.
◦ 동시에, 광범위한 제도 개혁 및 획기적인 정부 투자와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 기반 마련(전체 산업
투자의 66~68% 목표)과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4) 2021년 전망
■ 2021년 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은 크게 △원유, 천연가스 등의 주요 수출품 국제가격 △국내 백신 접종 속도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러시아 경제 회복세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임.
-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회복세에 따라 성장률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환율과 물가의 상방 압력이 성장을 제약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 금, 면화 등 주요 수출품 국제 가격 상승 및 높은 개방도로 인한 주요 교역 상대국(중국, 러시아)의
경제 회복세에 의해 성장률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및 악화된
재정 여력이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중국 및 EU 지역에 이주한 노동자의 해외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해당국의
경제 회복세에 따라 성장률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며,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인한 백신 접종 지연 및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정책 운용범위 제약 등으로 경제성장이 늦춰질 수 있음.
표 31. 주요 기관 중앙아시아 국가별 성장률 전망
(단위: %)

IMF
2021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World Bank
2022

3.3
6.1
4.5
2.1
5.0

2021
3.9
5.4
1.7
5.6
4.5

ADB

2022
3.2
4.8
n.a.
3.8
5.3

2021
3.7
5.5
n.a.
4.3
5.6

2022
3.4
5.0
4.8
3.5
5.0

3.7
5.5
4.9
5.0
5.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21);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Database(June 2021);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Sept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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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브라질

1) 거시경제 현황
■ 브라질 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 2/4분기 이후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21년
들어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2020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0.9%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 1/4분기와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0%, 12.4%를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섬.
- 부문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2021년 2/4분기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5.8%, 운송·저장(transport
and storage) 부문이 25.3%, 정보통신 부문이 15.6%로 나타나 2021년 플러스 성장을 주도하였음.

표 32. 브라질 GDP 구성 요소별 성장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경제 부문

2019년

2020년

2021년

Q1

Q2

Q3

Q4

연간

Q1

Q2

Q3

Q4

연간

Q1

Q2

GDP 성장률

1.2

1.5

1.3

1.6

1.4

-0.3

-10.9

-3.9

-1.1

-4.1

1.0

12.4

가계소비

2.1

2.2

2.1

2.3

2.2

-0.7

-12.2

-6.0

-3.0

-5.5

-1.7

10.8

정부지출

-0.2

-0.3

-1.1

-0.1

-0.4

-0.8

-8.5

-5.3

-4.1

-4.7

-4.9

4.2

투자

2.4

6.6

4.1

0.5

3.4

6.0

-13.9

-7.8

13.5

-0.8

17.0

32.9

수출

-2.0

0.8

-3.3

-4.8

-2.4

-2.4

0.7

-1.1

-4.3

-1.8

0.8

14.1

수입

-2.9

4.7

2.2

0.6

1.1

5.2

-14.6

-25.0

-3.1

-10.0

7.7

20.2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검색일: 2021. 10. 5).

■ [코로나19 관련 통계]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2021년 6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일일 사망자 수는
2021년 4월 중순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21년 6월 23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 11만 5,228명, 2021년 4월 8일 기준 일일 사망자 수 4,195명을
기록한 이후 신규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
- 2021년 10월 12일 기준으로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fully vaccinated) 인구는 약 9,958만 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47.19%에 해당함.132)

132) Johns Hopkins Coronavirus Resource Center, https://coronavirus.jhu.edu/region/brazil(검색일: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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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브라질 일일 신규 확진자 수

그림 118. 브라질 일일 사망자 수
(단위: 명)

(단위: 명)

주: 실선은 7일 간 이동평균을 나타냄.
자료: 브라질 보건부(https://covid.saude.gov.br/, 검색일: 2021. 10. 12).

주: 실선은 7일 간 이동평균을 나타냄.
자료: 브라질 보건부(https://covid.saude.gov.br/, 검색일: 2021. 10. 12).

■ [민간소비] 가계소비는 2020년 2/4분기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2021년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2.4%를 기록하였음.
- 물가상승률은 2020년 8월 전년동월대비 2.4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 9월 전년동월대비
10.25%에 도달하였음.
◦ 2021년 9월 물가상승률인 10.25%는 중앙은행 목표치(6.25%±1.5%p)를 상회하는 수치임.

- FGV 소비자신뢰지수는 2021년 3월 68.2를 기록한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바,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임.
그림 119. 브라질 물가상승률

그림 120. FGV 브라질 소비자신뢰지수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1. 10. 12).

주: 매월 FGV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개인의 재정상황을 파악하여 단기의 경제상황을 전망하는 지표임.
자료: Trading Economics(검색일: 2021. 10. 12).

■ [경상수지] 2021년 1/4분기 경상수지는 177억 달러 적자였으나 2021년 2/4분기에 1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2021년 1/4분기와 2/4분기 사이에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본원소득수지의 적자가 소폭 감소하면서
경상수지는 2021년 2/4분기에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21년 2/4분기 상품수지는 23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4분기의 수출 증가와 수출을 하회하는 수입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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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브라질 경상수지

그림 122. 브라질 수출입 증감률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1. 10. 12).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1. 10. 12).

■ [금융·외환 시장] 달러당 헤알화 환율은 현재까지 안정세를 보임.
-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환율은 1달러당 4.99헤알이었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2021년 9월 말 기준 1달러당
5.17헤알을 기록하였음.
- 2020년 10월부터 주가지수가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6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

그림 123. 브라질 환율

그림 124. 브라질 주가지수(Bovespa)
(단위: 헤알/달러)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1. 10. 12).

자료: BM&F Bovespa(검색일: 2021. 10. 12).

■ [고용] 민간부문 근로자, 자영업자, 총 경제활동인구 수는 안정적인 추세 속에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자영업자를 제외한 민간부문 총 근로자 수는 2020년 9월 기준 3,838만 명에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1년 7월 기준 4,097만 명으로 해당 기간 동안 총 259만 명 증가하였음.
- 자영업자 수는 매월 증가하여 2020년 9월과 2021년 7월 사이에 총 339만 명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2021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14.7%, 14.1%를 기록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11.11.

107

2022년 세계경제 전망

표 33. 브라질 고용 현황
(단위: 천 명)

2020년

부문

2021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민간부문(전체)

38,379

39,239

39,698

39,870

39,601

39,493

39,261

39,357

39,602

40,212

40,970

공식부문

29,366

29,769

29,963

29,885

29,792

29,697

29,570

29,605

29,798

30,189

30,631

9,013

9,470

9,735

9,985

9,809

9796

9691

9752

9804

10,023

10,339

공공부문

비공식부문

11,829

11,992

12,186

12,162

12,040

11,955

11,811

11,824

11,954

11,821

11,790

자영업자

21,783

22,456

22,937

23,272

23,503

23,653

23,837

24,040

24,373

24,839

25,172

총 경제활동인구

175,121

175,555

176,014

176,362

176,674

176,753

176,938

177,084

177,306

177,149

177,271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검색일: 2021. 10. 12).

그림 125. 브라질 실업률
(단위: %)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검색일: 2021. 4. 8).

2) 거시정책 현황
■ [재정정책] 2021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은 지난해의 1/7 수준이며,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는 약 5,240억 헤알이었고, 2021년 1~7월 동안에는 약 687억 헤알을
지출함.
- 브라질 정부는 기초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만, 2020년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10%를 기록하였고, 2021년에도 기초재정수지가 –1.8%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기초재정수지는 201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GDP 대비 –2% 내외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2020년에 –10.0%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1.8%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에 GDP 대비 5.4%에서 2020년 –13.6%로 악화되었고, 2021년에는 -2.5%로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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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브라질 재정수지

그림 127. 브라질 정부부채
(단위: GDP 대비 %)

자료: 브라질 재정부, 브라질 경제부.

(단위: GDP 대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 [통화정책] 물가의 빠른 상승으로 인해 금리 정상화 속도를 연초 계획보다 높이고 있음.
-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중앙은행은 2021년 3월 17일 기준금리(Selic)를 75bp 인상하면서 금리정상화를 시작함.
- 지난 3월 금리정상화 시작 당시에는 2021년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목표치 밴드(2.25~5.25%)의 상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0월 현재 중앙은행이 예상하는 2021년 물가상승률은 8.5%로 정부 목표치를 크게 벗어남.
◦ 10월 현재 12개월 누적 물가상승률은 10.25%여서 정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상승함.
◦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인한 공급부족,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전력요금과 식료품 가격 상승, 환율 약세가
물가상승을 야기하고 있음.

-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자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3월 금리인상 시작 당시에는
2021년 기준금리(Selic)가 2.5%에서 4.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연말 기준금리를 8.25%로 예상함.
◦ 기준금리는 2015년 8월 14.2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되었고, 2020년 8월에는 2.0%까지 낮춰졌으나,
2021년 초 물가상승이 정부 허용범위 상단에 도달하자 중앙은행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함.
◦ 기준금리는 2021년 3월 2.0%였으나 75bp씩 네 번에 걸쳐 인상해 10월 현재 6.25%에 도달하였고, 중앙은행은 연말
기준금리가 8.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그림 128. 브라질 기준금리(Selic)
(단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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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이슈
■ 코로나 이전부터 재정건전성 회복은 브라질 경제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코로나와 정부에 대한 지지약화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개혁이 지연되고 있음.
-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개혁, 조세개혁, 민영화를 계획하였으나, 연금개혁만 2019년 완료되었고 조세개혁과
민영화는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조세개혁: 복잡하고 중복되는 세제의 단순화, 법인세 인하,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1년 9월 하원을 통과하였고 현재 상원 통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 민영화: 전력기업 Electrobras의 민영화가 최근 결정되었고, 우체국인 Correios 등 18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현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임.

- 2017년부터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하는 재정지출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지출 증가와 지속적인
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재정축소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스 산업에서 경쟁 도입, △ 산업의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함.
- 가스 산업: 과거 국영 석유회사인 Petrobras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2021년 4월 새로운 가스법(Law No.
14134/2021)을 시행하여 가스 시장을 개방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경쟁을 유도함. 가스 산업 개편을 통해 정부가
목표하는 것은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통해 산업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요금을 낮추는 것임.
- 디지털 전환: OECD, UN과 같은 국제기구는 브라질 경제의 생산성 강화를 위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센터-C4IR Brazil”를 2020년에 출범시킴. 2021년
하반기부터 5G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 사물 인터넷 장비에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2020년부터 시행중임.
- 비즈니스 환경 개선: 행정비용 축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혁, 2022년까지 연방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대출과 금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 중임.

4) 2022년 전망
■ 2021년 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하여 코로나 이전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2년 성장률은 1.5%로
전망됨.
-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GDP 성장률이 –4.1%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2021년 성장률은 5.0%를 기록해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가뭄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이어져 금리인상을 적극적으로 실시중이며, 2022년에는 물가가
중앙은행의 목표치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함.
◦ 중앙은행이 예상하는 2021년 물가상승률은 8.5%로 목표치 2.25~5.25%를 벗어나지만, 적극적인 금리인상으로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이 3.7%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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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2022년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헤알화는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표 34. 주요 기관의 브라질 성장률 전망

연도

KIEP
(2021.10)

브라질 경제부
(2021.9)

Focus Survey*
(2021.10)

IMF
(2021.9)

2021

5.0

5.3

5.0

5.3

Oxford
Economics
(2021.9)
5.2

2022

1.5

2.5

1.5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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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11.11.

111

2022년 세계경제 전망

사. 중남미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20년 신흥지역 중에서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한 중남미 경제는 ’21년 들어 글로벌 회복 전망에 동조하여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유지함.
- 상반기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와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완화로 성장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개선
- 그러나 2분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면서 산업생산지수, 소비자 및 기업 신뢰지수 등을 통해 본 분기별
경제활동 실적이 기대 이하로 전개되어 대다수 국가가 ’19년 경제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전망

그림 129. 중남미 주요국 분기별 성장률 추이

그림 130. 중남미 주요국 분기별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검색일: 2021. 10. 25).

(단위: 전기대비 %)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검색일: 2021. 10. 25).

- 총수요 가운데 성장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소비가 긴급 가계소득지원 등을 바탕으로 성장 회복의 최대 기반이
되고 있지만, 팬데믹 대응에 여력을 이미 소진한 결과로 정부소비의 역할은 기대 이하 전망
- 총투자의 경우 페루와 브라질을 제외하고 ’20년에 감소한 수준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반기 반짝 증가
현상은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증가의 결과로 해석됨.
- 공급측면에서 ’21년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 공급여건(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 글로벌 경제여건(미국, 중국) 개선 등이 작용
◦ 이 외에도 거주국(미국, EU) 경제회복에 기반한 해외거주자 송금 증가는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원자재(자원,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연료와 식량 순수입국인 중미 및 카리브(트리니다드토바고
제외) 지역을 제외한 국가들의 교역조건도 개선

■ 주요 대내외 요인 점검
- [세계경제성장] 선진국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조정으로 대외 금융시장 여건 악화(조달 금리 및 환율 상승) 가능성,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 중남미 경제 회복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요인들이 전개 중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11.11.

112

2022년 세계경제 전망

- [교역] ’20년 기저 효과로 급반등한 글로벌 교역증가율은 점점 둔화되고 있지만 지역의 수출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
◦ 글로벌 수요 회복과 공급쇼크로 인한 원유, 농산물, 광물 등의 수출 물량 및 가격 상승이 교역에 기여

- [금융시장] 중남미지역 관련 해외금융시장 환경은 글로벌 경제활동 개선, 경기부양, 팬데믹 통제 및 백신정책 성과
등으로 안정적
◦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통화정책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유지가 중남미지역 경제회복에 기여

그림 131. 중남미 주요국 내수 및 민간소비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내수

민간소비

자료: Oxford Economics(2021. 10), Country Economics Forecast(Brazil, Mexico, Argentina, Chile 국별 자료); Connect(2021. 10),
Monthly Forecast Update Tables(Peru, Colombia 국별 자료).

그림 132. 중남미 주요국 정부소비 및 고정투자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정부소비

자료: Oxford Economics and Connect(검색일: 2021. 10. 11).

고정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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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중남미 주요국 산업생산지수 추이
(단위: 전월대비 %)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각국 통계청(검색일: 2021. 10. 25).

그림 134. 중남미 주요국 소비자신뢰지수

그림 135. 중남미 주요국 기업신뢰지수

(단위: 지수)

주: 중립값=1.
자료: Trading Economics(검색일: 2021. 10. 25).

(단위: 지수)

주: 중립값=1.
자료: Trading Economics(검색일: 2021. 10. 25).

■ [환율] 적극적인 외환공급 라인 가동과 경제활동 재개로 ’20년 연중 안정세(아르헨티나 제외)이던 환율은 ’21년 3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포트폴리오 투자자본 유출, 급진적 정책 변화 헷징 수단으로서
국내 경제 주체들의 외환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 기조로 전환된 이후 추세 유지
- 코로나19 대유행 위험을 제외하더라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추세 속에서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불안
요인들이 투자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환율상승을 촉진
◦ 멕시코(반개혁과 국가주도 경제·산업정책 강화, 민족주의 성향), 브라질(리더십 혼란과 ’22년 대선, 재정 위험),
아르헨티나(경제침체 지속, 국제수지 불균형, IMF 외채 재협상 성과 부진, 높은 조세부담률, 민족주의 성향),
콜롬비아(’22년 대선, 평화정착 지연), 칠레(정치·사회 개혁, ’21년 11월 대선, Pandora Papers 후폭풍)

- 연말을 전후한 선진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이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로 이어진다면 대외자본
의존도가 높은 중남미 외환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목

■ [물가상승률] 극심한 경기침체로 ’20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는 세계경제 회복세, 석유를 비롯한
연료(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공공요금 및 식료품 가격 인상,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변동 등의 여파로 전반적으로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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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국별 물가가 경기회복 시기에 맞추어 급격하게 상승 중
◦ 브라질은 3월(6.1%)에 2016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목표치(3.75%±1.5%p)를 상회하여 9월 말 기준으로
10.25%를 기록 중이고, 멕시코도 4월(4.67%)에 ’17년 12월 이래 최고 수준과 목표치(3%±1%p)를 넘어서 9월 말
6.0%로 상승함.
◦ 칠레는 4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5.3%를, 콜롬비아는 5월부터 상승하여 4.5%를, 페루는 6월부터 상승하여 5.2%를
각각 기록 중
◦ 장기간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물가도 팬데믹으로 30%대로 낮아졌다가 경기회복이 본격화된 연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51.4%를 기록 중인데,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으로 ’22년 1월 7일까지 3개월간 1,400여 개 품목의
가격동결을 발표

- 물가상승세는 중남미지역 중앙은행들이 유지해온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 전환의 배경으로 작용

그림 136. 중남미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림 137. 중남미 주요국 환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주: 전년동기대비 연율.
자료: Trading Economics(검색일: 2021. 10 25).

(단위: 각국 화폐/달러 기반 지수)

주: 2019년 12월 말=1,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1. 10. 11).

2) 거시정책 현황
■ [통화정책] 다년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물가하락, 내수 둔화, 선진 경제권의 저금리에 편승하여 경기부양 수단으로 선택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긴축으로 전환
- ’20년의 추가적인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후유증과 ’21년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인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통화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작용
◦ 역내 시장금리 상승 기조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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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중남미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주: 아르헨티나는 유동화 채권(LELIQ) 기준.
자료: Trading Economics(검색일: 2021. 10. 29).

- 주요국 가운데에서 ’19년 7월 이후 정책금리를 가장 폭넓게 인하(6.5%→2.0%)해온 브라질이 최근의 물가상승세를
감안하여 금리를 시장 기대보다도 높은 2.75%(3.17)로 인상한 이후 10월말까지 총 6회에 걸쳐 7.75%로 조정함.
- 멕시코는 6월부터 총 3회에 걸쳐 4.0%에서 4.75%로, 칠레는 7월부터 3회에 걸쳐 0.5%에서 2.75%로, 콜롬비아는
7월에 1.75%에서 2%로, 페루는 8월부터 3회에 걸쳐 0.5%에서 1.5%로 각각 정책금리를 인상
◦ 글로벌 기대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물가목표제 안착효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 완화, 에너지가격 안정세 등으로
’22년 상반기 중에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지역에서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라도 연말까지
국가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전망됨.

■ [재정정책] 다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온 지역의 재정정책 방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환되었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이
위기관리를 위한 주요 경제정책 수단임을 확인
- 선진국 수준133)에는 미치지 못하나 개발도상국 수준에 부합하여 ’20년에 이어 ’21년에도 팬데믹 대응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상당한 재정적 수단을 강구
◦ ’20년 공공보건체계 강화, 가계소득지원, 생산구조 보호 등에 투입된 중남미지역의 추가 재정지출 규모는 평균 GDP
대비 4.6%를 기록
◦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과 민간소비 및 국민소득 쇼크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는 재정적자(지역 평균 GDP 7.0%)
및 비금융공공부문 부채(GDP대비 76%)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 그러나 ’21년 들어 중남미지역 재정여건은 개선 중인데, ’21년 말 GDP 대비 5.5%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경제활동 회복(부가가치세와 소득세)과 비재생 천연자원(광업) 가격 상승으로 재정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지출(경상이전 및 보조금)은 축소
◦ 한편으로 경기부양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자본지출(공공투자)은 증가하고 있음.
133) UN 중남미경제위원회(ECLAC)에 따르면 선진국은 2020년 재정 지출 및 세제지원에 GDP 대비 12.7%인 6.3조 달러를, 유동성 공급에 GDP
대비 11.3%인 5.2조 달러를 동원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추가 재정 지출과 세제지원에 GDP 대비 4%를 활용. 또한 선진국은 2021년에도
대규모 경기부양정책(EU의 1.8조 유로 규모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2021~2027, 미국의 1.9조 규모 American Rescue Plan
Act od 2021)을 동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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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리가 조정되면 변화될 것이지만, 국채 이자 지급 수준이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도 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
◦ 비록 ’21년 재정적자 규모는 감소할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재정적자는 지역의 자본조달과 부채상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정부를 비롯한 비금융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그림 139. 중남미 주요국 재정수지 및 비금융 공공부문 부채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2021~22년은 전망치.
자료: Connect(검색일: 2021. 10. 11).

(단위: GDP 대비 %)

주: 2021~22년은 전망치.
자료: Oxford Economics(검색일: 2021. 10. 11).

3) 핵심 이슈
■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 기회] 미·중 갈등의 심화와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미국 기업의 니어쇼어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중남미의 일부 국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멕시코] 미국이 미주지역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로 꼽히며 △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 △ USMCA 발효 △ 제조업에서의 높은 기술 수준 △ IMMEX와 PROSEC 같은 제조업
수출 우대 정책 등으로 인해 미국 기업의 니어쇼어링이 본격화될 경우 외국인투자 유입이 예상됨.
◦ ’21년 9월 개최된 미국과 멕시코 간 고위급 경제대화(U.S.-Mexico High-Level Economic Dialogue)에서 미국
기업의 멕시코로의 니어쇼어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양자 간 공급망 실무 그룹(Bilateral
Supply Chain Working Group)이 마련되었음.
◦ 한편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가 단행한 석유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입찰 유예, 멕시코시티 신공항 건설
중단 결정, 전력산업법 개정 시도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이 멕시코로의 니어쇼어링에
변수로 지적되고 있음.

- [콜롬비아] △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 교육 수준이 높은 저임금 노동력 △ 미국과의 견고한 안보동맹 및 FTA
등으로 역내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경쟁력 있는 니어쇼어링 후보지로 평가됨.
◦ 이반 두케 정부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세제 및 비세제 혜택을 포함하는 투자 장려책을 발표하는 등 미주 지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30억 달러
규모의 5세대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이는 콜롬비아로의 니어쇼어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 한편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재개편안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유혈 사태가
이어지는 등 사화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외국인 기업 유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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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회복] 소수의 중남미 국가만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부합하는 분야에의 재정투입을 골자로 하는 녹색회복을
경제회복의 주요 동력으로 설정하였고, 그 외 대부분의 역내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관계없이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및 지출을 확대하고 있음.
- [칠레] 경기회복을 위한 2020-22년 공공투자 계획에서 13억 달러의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칠레가 2020년 제출한 국가결정기여에 명시된 목표와 연계되어 있음.
- [콜롬비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재정투입을 경제활성화 정책의 주요 축으로 설정하였고, 41억 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송전망 설치 관련 사업을 통해 55,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 [아르헨티나] 코로나19와 IMF와의 채무재조정 협상 난항으로 재정여력이 악화되자 진행 중이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반면,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셰일 에너지 개발에 대한 보조금은 오히려 늘어났음.
- [멕시코]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한 자원 민족주의 구호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한 140억 달러 규모의 2020-2024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화석연료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에의 재정투입이 포함되어 있음.

4) 2021년 및 2022년 전망
■ [성장률 전망] 2021년 6.0%, 2022년 2.8% 성장 전망
- ’21년 성장률의 연이은 상향 조정에는 대외수요 반등, 원자재 가격 상승, 물리적 방역조치 완화 및 경제활동 재개
등이 작용하지만, 중남미지역에서 신흥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배경에는 20세기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20년 저성장의 기저효과가 작용
◦ ’21년 및 ’22년 성장률 전망이 달성될 경우 ’21년에는 9개국,134) ’22년에는 추가로 5개국이 ’19년 경제수준을
회복할 전망
◦ 9개국의 경우 자원(농산물, 광물) 수출국이거나 미국 소비재 시장 수출 의존성이 높은 경우이고, 추가 5개국도 미국
제조업 수출 의존성이 높은 멕시코와 페루 및 볼리비아와 같은 광물 수출국임.

■ [과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포용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 마련
- 팬데믹으로 심화된 중남미지역의 구조적 모순(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득 감소, 빈곤 및 불평등 심화)은 직전
5년간(2014~19년)의 저성장(연평균 0.3%)을 고려할 경우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임.
◦ 팬데믹 직전의 저성장 추세에 더해진 ’20년 사상 최저 성장이 야기한 역내 국가 간의 불균등 생산구조 악화, 다수의
중소기업 폐업, 인적자본 및 고용 피해, 투자 감소 요인들이 지역의 구조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킴.

■ 주요국별 위험
- [브라질] ’21년 성장을 지지한 내수의 정상화와 수출의 둔화, 코로나19 대응 및 ’22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 가능성, 보우소나루 대통령 실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등이 주요 경기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134)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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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미국 경제성장의 기술적 둔화, 에너지 개혁 시도 등에 따른 투자환경 불확실성 제고가 주된 위험 요인으로
부상
- [아르헨티나] 거시경제지표 악화, 자본 및 가격 통제 후유증, 투자자 신뢰도 악화 등이 기저효과로 반등한
경제회복세를 둔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
- [콜롬비아] 대내외 수요 반등에 따른 성장세가 기저효과를 보이며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팬데믹 대응 경기부양책의
후폭풍인 재정 악화, 외채 증가, ’2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정책 불확실성이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페루] ’21~’22년에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급진좌파 정부와 야당 주도의 의회
간의 갈등 및 그에 따른 정책 실행력 약화, 상대적으로 저조한 백신 접종률이 단기적인 경기하방 요인임.
- [칠레] ’21년 경기반등을 제공한 재정지출 확대, 연금 인출, 구리 수요 증가, 역내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 및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 등 요인과는 달리 ’22년에는 ’21년 고성장 기저효과, 재정지출 축소, ’21년 11월 실시될
대선 결과의 후폭풍 및 개헌 승인 국민투표 실시 등 불확실한 요인들이 부각될 전망

표 35. 주요 기관의 중남미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2021~22년)
(단위: %)

KIEP
[2021.10]

지역

EIU
[2021.10]

Oxford Economics
[2021.10]

IMF
[2021.10]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6.0

2.8

6.5

2.6

6.7

2.8

6.3

3.0

- 브라질

5.0

1.5

5.0

1.2

5.2

1.7

5.2

1.5

- 멕시코

6.0

3.2

6.4

2.7

6.5

3.0

6.2

4.0

- 아르헨티나

7.5

2.7

7.8

2.9

7.6

2.4

7.5

2.5

- 콜롬비아

7.5

3.8

7.8

3.8

8.6

4.2

7.6

3.8

- 페루

11.0

4.5

12.6

2.7

9.9

3.9

10.0

4.6

- 칠레

9.5

3.2

10.3

3.3

10.0

2.6

11.0

2.5

중남미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 시점.
자료: 기관별 전망 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EIU(2021. 10), EIU Country Data; Oxford Economics(2021. 10), Weekly Economic Briefing/Emerging
Markets 및 Country Economics Forecast(국별 자료); IMF(2021. 10), World Economic Outlook: Recovering During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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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동
1) 거시경제 현황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수출 및 민간소비 회복으로 ’21년 각각 2.5%, 3.0%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
-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대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1년 9월 평균 국제유가는 배럴 당 72.63달러(두바이유 기준)로 1월 대비 32.5% 상승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21년 상반기 일일 847만 배럴이었으나 7월 이후 일일 945만 배럴 수준으로 증가하였음.135)
◦ 성지 순례 관광객 감소 및 정부 재정 지출 축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석유 부문은 2.9%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 UAE는 관광 및 건설 부문의 회복세, 두바이 엑스포 개최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UAE의 원유 생산량이 ’20년 일일 280만 배럴에서 ’21년 상반기 263만 배럴로 줄어들면서 ’21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효과가 일부 상쇄될 것으로 보임.
◦ 외국인 노동자 복귀, 두바이 엑스포 관람객 유입 등으로 ’21년 UAE 방문자 수는 전년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136) 이에 따라 현지 소비 증가 및 부동산 경기 회복 등으로 비석유 부문의 성장률은 3.5%로
추정됨.

■ 이란은 미국의 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 석유부문 생산 확대 제한,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으로 ’21/’22 회계연도에
2.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137)
-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18년 5월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탈퇴 이후
급감하였다가 ’20년 4/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생산 확대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20년 3/4분기 일일 190만 배럴까지 감소한 이후 확대되어 ’21년 4~8월 250만 배럴 수준을
유지함.138)

- 물가상승률은 통화 공급 확대, 제재로 인한 리알(rial)화 가치 하락, 수입 제한 등의 영향으로 ’21/’22년 40%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물가상승률은 ’20년 10월 40%를 넘어선 이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1년 4~8월 평균 46.2%를
기록함.139)
◦ ’21/’22년 상반기 달러 대비 리알화 평균 시장 환율은 25만 리알로 20만 리알을 기록한 전년동기보다 상승하여
달러당 4만 2천 리알인 공식 환율과 격차가 더욱 벌어짐.140)
135)
136)
137)
138)
139)

OPEC(2021), Monthly Oil Market Report(September), p. 50.
Oxford Economics(2021), Country Economic Forecast United Arab Emirates September, p. 2.
이란 회계연도는 3월 21일부터 다음해 3월 20일까지임.
EIA, Short-Term energy Outlook(검색일: 2021. 10. 8).
’21년 4~8월은 이란력 기준 첫 번째 달인 Farvardin(3월 21일~4월 20일)부터 다섯 번째 달인 Mordad(7월 23일~8월 22일)까지임; Statistical
Center of Iran, https://www.amar.org.ir/english(검색일: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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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21/’22년 3,000조 리알(약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141)

■ 이집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의 여파로 서비스 부문이 크게 위축하여 ’20/’21 회계연도에 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142)
- 서비스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업과 교통부문의 수익이 줄어들어 ’20/’21년 서비스 부문 총 수익은
’19/’20년 대비 62.2% 감소하여 32억 달러를 기록함.143)
◦ 이집트 GDP의 약 12%,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업은 ’20/’21년 관광 수익이 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4%
감소함.144)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감소함에 따라 교통부문 수익은 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9% 감소함.

- 순자본유입 및 순금융유입 증가로 ’20/’21 회계연도 국제수지가 증가하며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됨.
◦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 반면 포트폴리오 투자가 늘어나면서 ’20/’21 회계연도 3/4분기 기준 순자본유입 및
순금융유입은 총 171억 달러로 전년동기 41억 달러와 비교하여 130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제수지는
’20/’21년 18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며 ’19/’20년 -510억 달러와 비교하여 크게 향상됨.
◦ 서비스 부문 위축과 더불어 비석유 부문 교역 적자가 증가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는 ’19/’20년 –3.1%에서
’20/’21년 –4.0%로 악화됨.145)
그림 140. 중동 주요국 원유 생산량 추이

표 36. 중동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16

’17

’18

’19

’20

사우디아라비아

1.7

-0.7

2.4

0.3

-4.1

UAE

3.1

2.4

1.2

3.4

-6.1

이란

13.4

3.8

-6.0

-6.8

3.4

이집트

4.3

4.1

5.3

5.6

3.6

주: 1) 이란과 이집트는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IMF(2021. 1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1. 10. 19).

(단위: 백만 배럴/일, 달러/배럴)

주: 국제원유 가격은 두바이유 기준임.
자료: IEA(2019. 4, 2019. 12, 2020. 3, 2020. 4, 2020. 10, 2021.
10), Oil Market Report; Petronet(검색일: 2021. 10. 20).

140) Bonbast.com, https://www.bonbast.com/(검색일: 2021. 10. 7).
141) Motamedi, Maziar(2021. 8. 2), “Can Iran’s new President Raisi fix a deeply troubled economy?”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
/economy/2021/8/2/iran-president-raisi-fix-economy(검색일: 2021. 10. 7).
142) 이집트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임.
143) Central Bank of Egypt(2021), Monthly Statistical Bulletin, 293, p. 153.
144) IMF(2021. 7. 14), “Egypt: Overcoming the COVID Shock and Maintaining Growth,”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7/14/na0706
21-egypt-overcoming-the-covid-shock-and-maintaining-growth(검색일: 2021. 10. 8).
145) IMF(2021. 4), Regional Economic Outlook: Arising from the Pandemic: Building Forward Better, Stats, https://www.imf.org/-/media
/Files/Publications/REO/MCD-CCA/2021/April/English/statsappdata.ashx(검색일: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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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중동 주요 국가별 경상수지

그림 142. 중동 주요 국가별 환율

(단위: GDP 대비 %)

주: ’21년, ’22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2021. 1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1. 10. 19).

그림 143. 중동 주요 국가별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각국 화폐/달러 기반 지수)

주: 1) ’10. 1=100, 월평균 기준임.
2)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고정환율제 시행.
자료: Connect(검색일: 2021. 10. 19).

그림 144. 중동 주요 국가별 재정수지 추이

(단위: %)

(단위: GDP 대비 %)

주: ’21년, ’22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2021. 1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1. 10. 19).

주: ’21년, ’22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2021. 10), Regional Economic Outlook Statistical
Appendix.

2) 거시정책 현황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21년 정부 예산 총액을 전년대비 축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1년 예산을 전년보다 8% 줄인 9,900억 리얄(2,639.8억 달러)로 편성하여 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2.7%로 줄이고자 함.
◦ 그러나 ‘사우디 비전 2030’ 추진을 위해 2021년 1월 국부펀드인 PIF(Public Investment Fund)를 통해 2025년까지
매년 자국에 4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국채 발행도 지속하고 있음.146)

146) EIU(2021), Saudi Arabia Country Report(October),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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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도 연방정부 예산을 ’20년보다 5.5% 축소한 583억 디르함(158.7억 달러)으로 책정하였으나,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지원은 유지하고 있음.
◦ UAE는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에미리트의 자국민 생활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중소기업 및 건설,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각종 수수료 면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147)

■ 이란은 자급자족하는 저항경제 체제를 유지하며 국내 생산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물가상승 억제 및 복지 증대
정책을 유지
- 이란은 ’21년 8월 에브라힘 라이시 정부 출범 이후 석유·가스 및 정유 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밝힘.
◦ ’21년 9월 자바드 오지 이란 석유장관은 향후 4~5년 안에 정유 생산능력을 현재의 일일 220만 배럴에서 350만
배럴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148)
◦ 또한 이란 일람(Ilam) 지역에서 석유산업 상류(Upstream) 부문과 하류(Downstream) 부문에 각각 20억 달러씩
투자할 계획을 밝힘.149)

- 이란 중앙은행이 ’20년 5월 연간 물가상승률 목표를 22%로 설정한 가운데 라이시 대통령은 물가상승률을 2년 내에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춘 이후 한 자릿수까지 낮출 것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음.
- ’21/’22년 이란 예산안에서 428조 리알(약 19억 달러)이 보조금으로 지출될 예정이며, 이 중 310조 리알(약 13억
달러)이 휘발유 가격 인상에 대한 보상을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Livelihood Assistance Program)에
책정됨.150)

■ 이집트 정부는 재정 긴축을 유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준금리를 유지할 전망임.
- 이집트 정부는 경기회복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의료, 보건, 교육 부문 등에 공공투자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할
계획임.151)
◦ 이집트 정부는 ’16년 2월에 발표한 ‘이집트 비전 2030’152)의 일환으로 ’21/’22 회계연도부터 의료 및 교육 부문 등에
투자를 70% 증대시켜 빈곤층,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함.

- 이집트 정부는 세수 확보, 국내차입,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통해 정부 수입을 확대하여 재정수지
적자를 감소시키고자 함.153)
- 이집트 중앙은행은 ’21년 3월 열린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9.25%로 동결하였고 ’21년 9월에 열린 동
회의에서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함.154)
147) EIU(2021), United Arab Emirates Country Report(October), p. 7.
148) “Iran eyes 3.5 mbd refining capacity by 2026”(2021. 9. 10), Mehr News Agency, https://en.mehrnews.com/news/178461/Iran-eyes-3
-5-mbd-refining-capacity-by-2026(검색일: 2021. 10. 8).
149)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MOP Plans $4b Investment in Ilam Province,” https://en.nioc.ir/portal/home/?news/81365/71248/
429539/mop-plans-$4b-investment-in-ilam-province-min(검색일: 2021. 10. 8).
150) “Subsidies Organization Allocates Funds for Importing 10m Vaccine Doses”(2021. 5. 16), Financial Tribune, https://financialtribune.
com/articles/economy/108630/subsidies-organization-allocates-funds-for-importing-10m-vaccine-doses(검색일: 2021. 10. 8).
151) IMF(2021. 7), IMF Staff Country Reports, p. 10.
152) 이집트 비전 2030(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Egypt Vision 2030)은 이집트 정부가 발표한 경제개발 로드맵으로 2030년까지
경제, 사회, 환경부문에서 포용적 개발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3) EIU(2021), Egypt Country Report August 2021, p. 7.
154) “Egypt's central bank issues LE 9.5B in T-bonds Monday”(2021. 10. 4), Egypt Today, https://www.egypttoday.com/Article/3/10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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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이슈
■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아랍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최근 탄소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결의하는 등 역내 기후 안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 중동 11개국과 미국은 2021년 4월 개최된 지역 기후 행동 대화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공동행동을 취하기로 함.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와 함께 넷 제로 생산자포럼 개최를 통해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이산화탄소 및 메탄 배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추후 구체화된 행동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155)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최근 각각 2060년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성취하겠다는 넷 제로 계획을 발표함.156)
-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중동 그린이니셔티브(Middle East Green Initiative)는 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저감, 500억 그루의 나무 심기 등 기후변화 대응과 탈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발표157)
- 사우디아라비아는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인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를
수립했으며 전기차 도입 촉진, 에너지 효율성 강화와 같은 행동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2021년 발표된 사우디 그린이니셔티브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5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고 향후
10년간 나무 100억 그루를 심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비전 2030 수립158)159)
◦ 사우디 주택부의 모스타담(Mostadam)이라고 불리는 신녹색건물(New Green Building) 평가시스템 도입, 미국
에너지부와의 담수화 시설 확장을 위한 MOU 체결, 전기차 도입 확대,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미터
도입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이 수립됨.160)
◦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역내 탄소거래제인 리야드 자발적 교환 플랫폼을 설립했으며 공공 차원에서는
탄소신용계획(Carbon Credit Plan)이, 민간 차원에서는 HSBC 글로벌 공정 기후변화 기금(Global Equity Climate
Change Fund)이 조성되는 등 기후변화 및 탈탄소화를 위한 기금이 마련되고 있음.

- UAE는 2020년 하반기에 기후변화 특별대사 특별장관 임명, 2023년 COP28 개최 의사 표현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161)
◦ UAE 기후변화 계획 2017~2050은 온실가스 배출 관리, 기후변화 적응, 경제다각화 등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있음.

Egypt-s-central-bank-issues-LE-9-5B-in-T(검색일: 2021. 10. 9).
155) Neeshad Shafi(2021. 7. 1), “New era of climate action diplomacy in the Middle East,” https://www.weforum.org/agenda/2021/07/ne
w-era-climate-action-middle-east/(검색일: 2021. 10. 7).
156) Bloomberg(2021. 10. 17), “UAE’s Almheiri on reaching Net-Zero Emissions by 2050,” https://www.bloomberg.com/news/videos/20
21-10-27/uae-s-almheiri-on-reaching-net-zero-emissions-by-2050-video; BBC news. “Saudi Arabia commits to net zero emissio
ns by 2060,”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58955584.
157) Weetch Bella(2021. 4. 2), “Saudi and Middle East Green Initiatives to focus on decarbonisation,” https://www.energyglobal.com/spec
ial-reports/02042021/saudi-and-middle-east-green-initiatives-to-focus-on-decarbonisation/(검색일: 2021. 10. 7).
158) Asia House(2021. 5. 20), “Saudi Arabia’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ategy,” https://asiahouse.org/news-and-views/saudi-arab
ias-environmental-sustainability-strategy/(검색일: 2021. 10. 7).
159) 이권형 외(2021),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발간 예정).
160) Asia House(2021. 5. 20), “Saudi Arabia’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ategy,” https://asiahouse.org/news-and-views/saudi-arab
ias-environmental-sustainability-strategy/(검색일: 2021. 10. 7).
161) Neeshad Shafi(2021. 7. 1), “New era of climate action diplomacy in the Middle East,” https://www.weforum.org/agenda/2021/07/ne
w-era-climate-action-middle-east/(검색일: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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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태양광 및 원자력 발전 용량 증대를 위해 5기가 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립 착수, 바라카(Barakah)
원자력 발전소 설립 등 에너지 생산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162)
◦ 한편 UAE는 아랍지역에서 드론 등을 이용해서 구름 씨뿌리기(cloud seeding)와 같은 인공강우 실험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국가이며 가뭄, 물 부족, 열해 등의 문제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163)

■ [석유 산업 다각화] 석유 생산 일변도였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최근 천연가스 생산 확대, 석유화학 산업 투자,
수소 생산 및 탄소포집 생산 시설 구축 등 에너지 다각화와 그린 경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 차원에서 비전 2030 발표를 통한 천연가스 생산 확대, 아람코 등 기업 차원에서 석유화학
산업 육성 및 블루수소 생산 등 에너지 산업 다각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164)
◦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블루수소 생산 규모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네옴(NEOM)
시티 등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설비에만 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165)

- UAE는 에너지원 및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으며 청정에너지 비중 증가, 석유화학제품 생산
규모 확대 등의 다운스트림 부문 부가가치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계획을 추진 중이며 두바이에서는 수소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UAE의 에너지 전략 2050은 청정에너지, 천연가스, 청정 석탄,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해 발전부문 탄소 발자국을 70% 감축하고자 함.166)
◦ UAE 석유산업 핵심 국영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 2030 전략, 2030 지속가능 어젠다, 석유 및 가스
4.0 등의 전략을 발표하고 석유부문 다각화를 위해 다운스트림 부문 강화,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집·이용·저장(CCUS)
용량 확대,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의 주요 계획을 수립함.
◦ 특히 ADNOC은 아부다비미래에너지공사(ADFEC)과 함께 탄소 포집 및 저장을 위해 ‘알 레야다(Al Reyadah)’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탄소포집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167)
◦ 한편 ADFEC168)은 독일 지멘스와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에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함.

4) 2022년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국제유가 회복과 정부의 재정 지출 및 경제개발 정책 관련 공공투자 확대로 ’22년 각각
4.0%, 3.0%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유가 상승세로 재정 수입이 늘어나면서 ’22년에 전년대비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이며, PIF와
사우디 산업개발펀드(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등의 공적 자금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도 늘려나가면서
총고정투자는 전년대비 4.9% 증가할 전망임.169)
162) Abdullah Belhaif Al Nuaimi(2021. 1), “How the UAE is taking the climate change fight into 2021,” Opinion, https://www.thenationaln
ews.com/opinion/comment/how-the-uae-is-taking-the-climate-change-fight-into-2021-1.1141985(검색일: 2021. 10. 7).
163) Jonathan Edward(2021. 7. 29), “It’s so hot in Dubai the government is paying scientists to make it rain,” https://www.washingtonpost.
com/nation/2021/07/21/uae-dubai-fake-rain/(검색일: 2021. 10. 11).
164) 이권형 외(2021),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발간 예정).
165) KAPSARC(2020), The Saudi Move into Hydrogen: A Paradigm Shift.
166) Ibid.
167) Ibid.
168) 마스다르(Masdar)라고 불리기도 함.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11.11.

2022년 세계경제 전망

125

- 글로벌 경기 회복세 및 국가간 이동 제한 완화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내 성지순례를 비롯한 관광객 유입 증가 및
석유화학과 비철금속 등의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임.
- ’21년 7월 개최된 OPEC+회의에서 UAE의 원유 생산 쿼터가 상향 조정(일일 320만 배럴→350만 배럴, ’22년
5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UAE의 석유 부문 성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임.170)

- UAE는 ’21년 3월 제조업 육성 전략인 ‘오퍼레이션 3,000억’, 9월 ‘다음 50년을 위한 프로젝트’(Projects of 50)
등의 장기 비전을 발표하였고, ’22년부터 관련 지원 및 투자 예산을 확대할 전망임.

■ 이란은 ’22/’23년 미국의 제재 완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유 생산 및 수출이 회복되며 9.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제재가 완화될 경우, 원유 생산 및 수출 확대와 함께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환율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미국의 제재 복원 이전인 ’17년 평균 일일 382만 배럴에 달했으며 수출량은 200만 배럴을
상회함.171)
◦ GDP 대비 경상수지는 ’21/’22년에 흑자로 돌아선 이후 ’22/’23년에 1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172)

- 이란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대외 협력이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은 여전히 이란의 주요 협력국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란은 ’21년 9월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무산되고 미국의 제재가 유지되면 ’22/’23년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는 글로벌 경제회복과 함께 해외송금 유입액 증가, 민간소비 회복, 기존 경제개혁 시행 등으로 ’21/’22년
경제성장률이 4.9%로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 ’20/’21 회계연도 하반기 이집트 해외송금 유입규모173)는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15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1/’22년에도 상승기조가 유지되어 이집트 경제성장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174)
- 이집트 정부는 연료 보조금 추가 삭감, 개별소비세, 수입세 등의 인상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175)
◦ 이집트는 중기 수익 전략(the Medium-Term Revenue Strategy)하에 세금개혁을 실시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8%(‘20/’21 회계연도 기준)에서 7.6%(’21/’22 회계연도 기준)로 감소시키고자 함.

169) IHS Markit(2021), Saudi Arabia Economic Outlook September, p. 5.
170) “OPEC+ to Boost Oil Output After Saudi-UAE Compromise Deal”(2021. 7. 18),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
es/2021-07-18/opec-agrees-to-boost-output-after-saudis-and-uae-end-standoff?sref=QbgqEltZ(검색일: 2021. 10. 10).
171) EIA, Short-Term energy Outlook(검색일: 2021. 10. 8); Bloomberg DB(검색일: 2021. 10. 8).
172) EIU(2021), Country Report Iran(September), p. 9.
173) 해외송금액은 이집트 경상이익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20/’21 회계연도 기준 GDP의 8.5%를 차지함.
174) IHS Markit(2021. 9. 3), Egypt Country/Territory Report, p. 33.
17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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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Egypt)은 호텔 및 관광시설 건축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광산업 지원 프로젝트(EGP 3-billion Tourism support Initiative) 시행 기간을 ’21년 12월로
연장하였으며 이후에도 관광부문 육성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는 재정건전성 확보, 정부의 민간부문 투자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22/’23 회계연도부터는 5% 이상의
경제성장률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임.
표 37. 주요 기관의 중동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2021~22)
(단위: %)

KIEP
[2021.10]

지역
2021

EIU
[2021.10]
2022

2021

IMF
[2021.10]
2022

2021

2022

사우디아라비아

2.5

4.0

2.2

3.6

2.8

4.8

UAE

3.0

3.0

3.7

4.5

2.2

3.0

이란

2.2

9.0

2.0

8.8

2.5

2.0

이집트

3.1

4.9

3.3

4.4

3.3

5.2

주: 1) [ ] 안은 전망치 발표 시점.
2) 이집트와 이란은 회계연도 기준.
자료: IMF(2021. 1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1. 10. 19); EIU(2021), Country Report Saudi Arabia(October),
p. 11; EIU(2021) Country Report United Arab Emirates(October), p. 11; EIU(2021), Country Report Iran(September), p. 8;
EIU(2021), Country Report Egypt(September),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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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프리카
1)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침체되었던 글로벌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듯하였으나 저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델타
변이의 확산이 하방압력으로 작용,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3.5%로 예상됨.
- 아프리카의 평균 백신 접종률은 3.3%로 인구의 5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임.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규모가 작은 세이셸과 모리셔스만 접종률이 각각 81%, 69%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있음.176)

- [나이지리아] 경제활동 재개로 서비스 부문이 선전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전년동기대비
2021년 1/4분기 0.5%, 2/4분기 5%), 2/4분기 들어 경제활동이 둔화세를 보여 2021년 성장률은 2.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교통, 소매, 정보통신 부문은 회복세에 있으나, 건설, 관광, 원유 부문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특히 원유 부문은 OPEC+ 감산합의와 시설 노후 및 누수로 인해 생산량이 저조한 상황으로, 2021년 상반기 원유
부문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7.3%를 기록하였으며, 2/4분기 성장률이 1/4분기보다 감소함.

- [남아공] 2021년 7월 코로나19 3차 유행과 주마 전 대통령의 체포를 계기로 발발한 소요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었으나 10월부로 방역단계가 완화되고 소요사태가 진정되면서 경제회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2020년에는 경기침체를 기록했으나 산업 매출액 증가(전년동기대비 15.9% 상승),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2021년 경제성장률은 5.0%로 예상됨.177)

- [원자재 수출국] 원유 및 광물 수출국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음.178)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최대 원유 수출국 중 하나인 앙골라의 경우 원유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주요 광물 수출국인 콩고민주공화국과 짐바브웨의 경우에도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2021년에는 각각
4.9%, 5.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원자재 비의존국] 코트디부아르, 케냐, 탄자니아 등의 원자재 비의존국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회복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부문에 의존적인 국가의 성장률도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에티오피아는 커피 등의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지역의 분쟁으로 인해
농업생산과 투자 및 무역 활동이 저해되어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으로 보임.

176) World Bank Group(2021), Africa's Pulse, Vol 24, p. 19, p. 24; Our World in Data, “Coronavirus(COVID-19) Vaccinations”
(검색일: 2021. 10. 22).
177) Statistics South Africa(2021), “Quarterly Financial Statistics: June 2021”; Department of Trade, Industry and Competition, “Beyond
20/20 Statistics”(검색일: 2021. 10. 7).
178) 원자재 가격은 2020년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3.5%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8월 기준,
전년대비 50.5% 상승함. IMF, “Primary Commodity Price System”(검색일: 2021. 10. 7);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s
Database”(검색일: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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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경제성장률(2017~21년)
(단위: %)

분류
전체
원유수출국

중소득국
저소득국

구분

실질 GDP 성장률
2018

2019

3.0

3.3

3.1

-1.7

3.7

나이지리아

0.8

1.9

2.2

-1.8

2.6

앙골라

-0.2

-2.0

-0.5

-5.4

-0.7

남아공

1.2

1.5

0.1

-6.4

5.0

가나

8.1

6.2

6.5

0.4

4.7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017

2020

2021

케냐

3.8

5.6

5.0

-0.3

5.6

에티오피아

10.2

7.7

9.0

6.1

2.0

주: 국가 분류는 IMF(2021. 10),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One Planet, Two World, Three Stories, p. 26의 분류를 따름.
자료: IMF(2021. 10), World Economic Outlook: Recovery During a Pandemic, p. 117, 부록 표 A4 일부 발췌.

■ [환율] 유로에 연동되어 있는 서아프리카 지역과 남아공, 케냐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아프리카의 주요 통화가치는
2021년에 들어 달러 대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나이지리아] 2021년 5월 공식환율을 시장환율에 맞게 조정하면서 나이라(NGN)의 가치가 8% 평가절하되었으며,
연말까지 환율은 급변하지 않고 달러당 410나이라 수준을 유지할 전망179)
- [남아공] 남아공 랜드(ZAR)는 2021년 상반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6월 이후 약세로 돌아서며 2021년 1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180)
◦ 상반기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백신 공급으로 인한 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랜드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소요사태와, 미국의 긴축 재정 및 금리 인상이 시사되면서 가치가 하락함.

- 세파프랑(XOF, XAF) 사용국가의 경우 유로에 고정되어 있어 유로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 2021년 2/4분기 유로가 달러 대비 평가절상되었으나 3/4분기부터 미국 경기 회복세를 보이며 달러가 우세해지면서
환율이 상승함.181)

- 케냐의 경우 2021년 4월 IMF로부터 23.4억 달러 규모의 확장형 금융과 2021년 8월, 7.42억 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SDR)을 배분받아 보유 외환이 증가, 케냐 실링(KES)이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환율은 전반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음.
- 잠비아의 경우에도 상반기에 환율이 오름세를 보였으나 야당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이양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8월에는 콰차(ZMK)가 15.97/USD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연중 환율이 가장 높았던 6월 대비 통화가치가
약 30% 상승한 값임.182)
- 에티오피아 비르(ETB)의 가치는 정세 불안을 반영, 연초 대비 11% 하락하여 1달러당 43.7비르를 기록함.183)

179) 나이지리아는 2017년부터 이중환율제를 사용하고 있음.
180) South African Reserve Bank, “Selected Historical Rates: Rand per US Dollar”(검색일: 2021. 10. 8).
181) 6개국(가봉, 적도기니, 차드, 카메룬, 콩고공화국, CAR)이 중앙아프리카 세파프랑(XAF), 8개국(기니비사우, 니제르, 말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토고)이 서아프리카 세파프랑(XOF)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파프랑은 1유로당 655.957XOF(XAF)에 고정되어 있음.
182) Bank of Zambia, “Statistics Fortnightly Time Series”(검색일: 2021. 10. 7).
183) EIU, “Country Data DB”(검색일: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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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5. 아프리카 주요국의 환율 추이

그림 146. 아프리카 주요국 경상수지
(단위: GDP 대비 %)

(단위: 지수)

주: 2021년 1월 환율을 100으로 기준함.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1. 10. 20).

자료: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s Database”(검색일:
2021. 10. 20).

■ [경상수지] 원자재 비의존국의 경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늘어난 반면, 원자재 수출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수출품목에 따라 혼조세를 보임.
- [나이지리아] 2021년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폭이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2021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3.2%에 달할 것으로 보임.
- [남아공]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나 GDP 대비 5.6%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
◦ 남아공은 통상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나 2020년부터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바, 2021년 2/4분기에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여 GDP 대비 5.6%를 기록하였으며, 광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동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184)

- [원자재 수출국] 원유 수출국들의 경우 2021년 상반기 원유가의 상승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이 2020년 6.0%에서
2021년 4.6%로 감소함.
◦ 앙골라, 가나 등 아프리카 주요 원유 수출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나 가나의 경우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연초 대비
24.5% 증가하여 경상수지 규모가 GDP 대비 –2.5% 수준임.

- [원자재 비의존국] 원자재 비의존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에도 불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상수지가
2020년 GDP 대비 -4.3%에서 2021년 -5.9%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185)

■ [정부부채] 대다수 국가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 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됨.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71%까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는 2013년에 비해 30%p
증가한 값임.186)
184) 남아공의 주요 광물 중에서도 구리와 로듐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저탄소 기술 및 자동차 구매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South
African Reserve Bank(2021), “Quarterly Bulletin: September 2021,” pp. 39-41.
185) World Bank Group(2021), Africa's Pulse, Vol. 24, p. 27.
186) Ibid, p. 19,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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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은 G20의 DSSI(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가 아프리카의 부채 경감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며,
IMF의 SDR 분배 또한 아프리카의 부채 상환 여력을 일시적으로 향상하나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관리
능력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함.187)
◦ 차드는 G20이 발족한 “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 beyond the DSSI”에 따라 2021년 6월 채무
구조조정을 받았으며, 에티오피아 역시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임.

- 일부 국가는 정부부채 규모가 GDP 규모를 상회하며, 특히 모잠비크, 콩고, 잠비아, 앙골라 등은 높은 정부부채가
경기 회복에 제약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됨.188)
◦ 2020년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던 잠비아는 2021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부채 투명성 개선 및 IMF와의 부채 구조조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GDP 대비 정부부채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겠으나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편임.

- 기존에 재정 건전성이 높았던 가나, 르완다 등도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부채가 GDP 대비 5~15%p씩 증가함.189)
◦ 2021년 3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발행한 가나는 정부부채가 84%에 다다를 전망임.

- 나이지리아는 여타 국가들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나, 최근 정부 지출에 비해 세수가 부족하여
이자상환 능력 약화가 우려됨.190)
◦ 2021년 1/4분기의 경우 이자상환액에 비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입이 저조했으며, 원유 부문 보조금 유지 등으로
부채상환 여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9월에 유로본드까지 발행하여 장기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함.

그림 147.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 정부부채

그림 14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자료: IMF WEO(2021. 10).

(단위: GDP 대비 %)

자료: IMF WEO(2021. 10).

2) 거시정책 현황
■ [재정정책] 재정 여력의 한계로 코로나19 대응에 대규모 재원을 지출하기 어려운 국가가 많아, 재정적자 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만큼 경기 회복이 느린 상황임.

187)
188)
189)
190)

Ibid, p. 19, p. 42.
Ibid, p. 21.
Ibid.
Oxford Economics(2021. 9. 16), Country Economic Forecast Nigeria,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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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선진국들이 집행한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출 규모는 GDP 대비 17.3%에 달하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재정 지출 규모가 GDP 대비 2.8%에 불과함.191)
◦ 재정적자 중위값은 2.9%로 선진국(7.9%)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세계적 경기 회복 속도에 비해 성장이 느린 편임.

- [나이지리아] 저조한 원유 생산으로 인해 상반기 원유 부문 정부수입이 예산안 목표치 대비 26.7%에 그쳤으나
정부지출은 증가하여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임.192)
◦ 2021년 및 2022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정부 재정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2021년 9월 4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발행함.

- [남아공] 기대보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공공부문 임금 타결로 2021년
재정적자 폭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앙골라는 2020년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세 수입 감소로 재정적자를 기록한바, 2021년에는 예산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유가 반등으로 정부 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전망임.193)
-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한바,
2021년에는 엄중한 재정관리를 통해 적자폭을 개선하고자 함.194)
◦ 가나는 2021년에 환경세를 비롯한 다수의 신규 세금을 부과하고,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한편, 재정 지출을 축소함.

- 코트디부아르의 재정 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 재개 및 교역 활성화로 정부 재원이 증가하여,
재정적자 폭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임.195)

■ [통화정책]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하했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비 경기 회복 속도가 저조하여 금리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식량 및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1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물가상승률은 4.3%를 기록할 전망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가 중앙은행의 목표치 내에서 유지되고 있어 금리 인상 유인이 크지 않음.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현재 나이지리아의 물가상승률이 높지만, 2/4분기부터 물가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이 민간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11.5%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식료품 물가상승폭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나, 2021년 상반기 농업부문의 호조로
1/4분기보다 2/4분기에 식품 물가상승률이 다소 하락했으며, 하반기 작황도 좋을 것으로 전망

- [남아공] 유가 및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2021년 8월 물가상승률이 2018년도 이후 최대치인 4.9%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함.196)
◦ 남아공 중앙은행은 남아공의 중단기적 물가상승률이 4%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목표치 내에 있는 만큼
금리를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191) World Bank Group(2021), Africa's Pulse, Vol. 24. pp. 40-41.
192) Nigeria Ministry of Finance, Budget and National Planning, 2021 Second Quarter and Half Year Budget Implementation Report,
pp. 22-37.
193) Oxford Economics(2021. 9. 10), Country Economic Forecast Angola, p. 1, p. 3.
194) Oxford Economics(2021. 9. 7), Country Economic Forecast Ghana, p. 1.
195) Oxford Economics(2021. 8. 2), Country Economic Forecast Cote d’Ivoire, p. 3.
196) South African Reserve Bank(2021), “Quarterly Bulletin: September 2021,” p. 69.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11.11.

132

2022년 세계경제 전망

- 최근 정세불안과 농작물 작황 악화로 인해 식량가격이 폭등 중인 에티오피아는 8월 기준 인플레이션율이 30.4%까지
치솟았으나, 중앙은행은 금리를 7%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2020년 11월에 발발한 티그라이 분쟁이 주변지역으로 전파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으면서
공급 측면에서의 부족이 심화됨.

- 케냐의 경우 건조한 기후 및 공급망 장애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소폭
증가했으나,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치 대비 심각하지 않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7%에서 유지하기로 함.
- 가나의 2021년 2/4분기 물가는 1/4분기에 다소 안정되었고, 중앙은행이 현 시점에서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5월에 금리를 13.5%로 인하하였으나, 그 이후 물가가 다시 상승중임.
- 예외적으로 앙골라는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7월 금리를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인 20%로
인상했으나, 물가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2021년 8월에도 인플레이션율이 26.1%까지 상승함.
◦ 높은 수입 의존도에 따른 앙골라 콴자(AOA) 약세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중이며, 식량 및 소비재 물가가 크게
상승함.

그림 149.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 물가상승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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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 기준금리
(단위: %)

자료: Central Bank of Nigeria, South African Reserve Bank, Bank
of Ghana, Central Bank of Kenya, Trading Economics.

3) 핵심 이슈
■ [기후변화 대응]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농업 생산 감소, 식량 위기, 토지 소유 갈등으로 인한 분쟁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어 각국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음.197)

197)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는 기온 2도 상승이 아프리카 농업 생산량을 10% 감소시킬 것이며, 기온
상승 폭이 더욱 크면 농업 생산량 감소폭도 15~2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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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지구 온난화로 홍수와 가뭄(나이지리아, 베냉, 레소토, 말리),
사이클론(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메뚜기떼 및 거염벌레(에티오피아, 부르키나파소) 창궐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였으며, 사막화로 생계를 잃은 난민 발생(차드, 카메룬, 니제르) 등의 사회 문제도 증가함.198)
- [나이지리아] 정부는 구조 개혁과 그린 인프라 건설 계획을 담은 60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속성계획(Economic
Sustainability Plan)을 발표함.199)
◦ 나이지리아는 기후 변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강수량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남부지역에는 홍수 및 도시 침수,
북부지역에는 가뭄 발생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토 소실이 예측되고 있음.200)
◦ 나이지리아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5백만여 가구에 전력 수급, 연간 2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 등 농업, 주택, 건설, 에너지, 사회보장, 중소기업,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

- [남아공] 정부는 저탄소개발전략(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전력 생산의 90%를 석탄에 의존하여 온실가스의 80%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되고 있어 2019년 6월부터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된 탄소세를 부과함.201)
◦ 현재 2023년 가동을 목표로 20만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집중식 태양열 에너지
발전소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202)

- 아프리카 각국에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을 통하여 경제 및 사회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고자 함.
◦ 40개국 이상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감축정책(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제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32%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함.
◦ 전력수출국인 에티오피아에서는 400억 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향후 10년간 수력,
풍력, 지열, 태양열을 포함한 71개의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임.203)
◦ 케냐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은 NDCs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frica Low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ies(Africa-LEDS)’를 설립하여 농업 생산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오프그리드(Off-grid)나
미니그리드(Mini-grid)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실행 방안을 수립 및 적용하고 있음.204)

-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총량의 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전력 수급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한 과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탄소 전략을 우선순위로 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함.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자원으로 전환되는 과도기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전력 생산 등의 대안이 제안되고 있음.205)
198) World Meterological Organization(2019), State of the Climate in Africa 2019.
199) Nigeria Economic Sustainability Plan 참고.
200) Haider, H.(2019), Climate change in Nigeria: Impacts and responses. K4D Helpdesk Report 675, Brighton, UK: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p. 8.
201) 이산화탄소 배출 1 톤당 120랜드(한화 약 9,670원)의 탄소배출세를 납부해야 함. EMERiCs,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
tsNo=266182&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
&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40&pageCnt=10(검색일: 2021. 10. 15).
202) Volkywn, Claire(2021. 5. 10), “SA’s largest renewable energy project Redstone CSP achieves financial close,” ESI Africa(검색일:
2021. 10. 15).
203) Seth Onyango(2021. 9. 9), “Ethiopia makes plans to become Africa’s clean energy hub,” The Africa Report.
204) Africa-LEDS는 케냐,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잠비아의 7개국으로 구성됨. Africa-LEDS,
https://www.africaleds.org/(검색일: 2021. 10. 12).
205) Fabricius, Peter(2021. 10. 22), “Africa’s gas bonanza may be on course to be overtaken by global net-zero drive” Daily
Maverick, https://www.dailymaverick.co.za/article/2021-10-22-africas-gas-bonanza-may-be-on-course-to-be-overtaken-by
-global-net-zero-drive/, 검색일: 2021. 10. 27).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11.11.

2022년 세계경제 전망

134

■ [산업 다각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한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구조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이후 원자재 가격 약세로 인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10년간 평균인 5%에서 3% 이하로 떨어짐.
이에 1차 산업 의존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 다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됨.
-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으로 2035년까지 아프리카 수출 확대 규모의 90% 이상이 제조업에서
발생되고, 지역 내 제조업 수출 확대가 2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국가 간 공급망 및 가치사슬 재편
가능성이 존재함.206)
-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확장하기 위해 산업 구조 다각화 노력을 진행 중이며, 특히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ICT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기대됨.
◦ 제조업은 지리적으로 남아공과 나이지리아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이 제조업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품목으로는 식료품 및 의류 등 저기술산업에서 자동차, 가전 등 중·고기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207)
◦ 케냐는 2019년 디지털경제 청사진(Digital Economy Blueprint)을 발표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디지털 경제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선언하고, 디지털 산업 육성의 중심지가 될 콘자(Konza) 디지털미디어시티를
설립중임.208)
◦ 디지털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분야는 모바일결제 서비스로 케냐와 가나에서는 모바일결제 규모가 각각 GDP의 87%,
82%를 차지함.209)
◦ 코로나 팬데믹으로 특히 타격이 컸던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비대면 채널 및 원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공공분야에서도 행정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ICT 기술 적용 움직임이 활발해짐. 카메룬에서는 세금
징수 절차 디지털화를 통하여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했고, 부룬디, 케냐, 레소토, 말라위, 탄자니아에서는 디지털 송금
서비스가 사회보장 지원을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함.210)211)

4) 2022년 전망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는 코로나 3차 확산 대응을 위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1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2022년에는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2015~2019년 평균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나,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느린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나이지리아] 코로나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경제 활동이 회복되고 있고, 유가 상승과 더불어 점진적인 석유 산업
개혁과 변동 환율 운용을 통하여 경제 회복을 추진 중으로 2022년에는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212)
- [남아공] 코로나 규제 완화와 자원 가격 상승으로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나, 재정수지 악화, 공공투자 감소,
대규모 실업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성장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어 2022년 경제성장률이 2.2%에 머물 것으로
전망213)
206)
207)
208)
209)
210)
211)
212)

World Bank(2020),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Economic and Distributional Effects, p. 46.
AfDB(2020), Annual Development Review 2020, p. 27.
Communication Authority of Kenya(2019), Digital Economy Blueprint.
African Business(2021), “Senegal plans 'Kenya and Ghana lead world in mobile money,” Issue 486, p.12.
World Bank Group(2021), Africa's Pulse, Vol 24. p. 25.
UN(2021),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p. 91.
World Bank(2021), Global Economic Prospects,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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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국가에서는 2010~19년 평균인 5.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년도보다 회복세를 보이며 2022년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앙골라는 원유 부문에서의 투자 감소와 기술 문제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상업과 농업 부문에서 생산 증대가
예상되면서 2022년에는 6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 2.4%의 성장률이 기대됨.214)
◦ 르완다, 세네갈, 토고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출 다변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 2022년 5%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로 2020년 경제규모가 10% 이상 위축되었던 세이셸, 모리셔스, 카보베르데 등 관광산업 의존국은 높은
백신접종률에 힘입어 2022년에는 6%가 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그러나 1인당 실질소득은 2023년에 이르러야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팬데믹 이전
추정치에 비해 영구적으로 5.6%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215)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세계경제 회복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21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가 2022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백신 접종 지연 △재정건전성 악화 △분쟁 등 내부 정치 불안 지속으로
경기 회복 속도는 다소 더딜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국제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도 점진적인 상승 곡선이 예상됨.
◦ 아프리카의 최대 무역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에서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역 활성화와 함께 아프리카 경기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 회복으로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의 고용 기회가 증가하여 해외 송금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216)

- 전 세계적인 봉쇄 완화로 국제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유, 금속 및 광물,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 회복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 수출국(나이지리아, 앙골라, 카메룬, 차드, 적도 기니 등)의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나, OPEC+의 감산 유지와 신규 투자 지연 등의 하방요인이 존재함.
◦ 친환경 정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구리, 니켈, 리튬, 알루미늄 등의 광물 가격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세요인
강화로 유리한 교역조건을 형성하여 광물수출국(남아공, 보츠와나,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부르키나파소, 가나, 말리,
탄자니아 등)의 경제 회복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농산품 수출국의 경우 코코아(코트디부아르, 가나), 면화(베냉, 부르키나파소), 커피(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등의
수출 호조로 경기 침체가 완화되었고 이 추세가 2022년에도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5%를 넘을 것으로 전망217)
◦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간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일으켜 실질 소득 감소 및 식량 안보 악화로
이어져 빈곤 인구의 비율이 높은 저소득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

-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지연되면서 2023년까지는 집단 면역 수준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팬데믹
후유증이 장기화될 전망
◦ 백신의 냉장 운송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백신 구입 및 접종 비용 조달 등 당면 과제가 남아 있어
백신 접종 지연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218)219)
213)
214)
215)
216)
217)
218)

Ibid.
IMF(2021. 10),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p. 4.
Ibid, p. 6.
World Bank(2021), Global Economic Prospects, p. 94.
Ibid, pp. 30-33.
Bloomberg, “Covid-19 Tracker”(검색일: 2021. 10.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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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케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 기니, 니제르 등에서는 인프라
건설과 자원 부문에 대한 주요 투자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220)

- 경기 부양을 위해 2021~25년 동안 추가적으로 4,250억 달러 규모의 재원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나,
재정여력이 부족과 재정건전성 악화로 확장적 재정지출에는 어려움이 예상됨.221)
◦ 2021년 6월 기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4개국이 고위험채무저소득국(High risk of deb stress)으로 분류됨.222)
◦ G20의 채무 상환 유예와 IMF 등 국제기구의 긴급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부채 누적 문제가 남아 있어
신용등급 강등, 이자 비용 증가, 부채 만기에 따른 차환 리스크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223)
◦ 자금 조달을 위한 주요국(가나, 케냐, 나이지리아)의 외채 발행과 상업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비중 증가로 금리 및
환율 위험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이 심화될 예정224)

- 다수의 국가에서 내전, 테러, 폭동 등이 발생하며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 생산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 회복세를 약화시킬 수 있음.
◦ 나이지리아에서는 비아프라(Biafra) 분리주의세력 및 보코하람(Boko Haram)·이슬람국가(Islamic States)와 같은
이슬람극단주의 무장조직의 테러로 2021년에만 52건의 무력 충돌이 발생함.225)
◦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2021년 8월에 남부 지역의 오로모(Oromo) 분리주의 반군까지
합세하면서 분쟁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제적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2021년 10월 기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소말리아, 남수단)에서 77여건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됨.
◦ 대선을 전후로 유혈사태가 발생했던 케냐에서도 2022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표 39. 주요 기관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전망(2021~22년)
(단위: %)

KIEP
[2021.11]

기관

IMF
[2021.10]

World Bank
[2021. 6]

AfDB
[2021.3]

연도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5

3.6

3.7

3.8

2.8

3.3

3.0

3.9

주: 1) [ ]은 전망치 발표시점임.
2) AfDB의 전망치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 전망치임.
자료: 기관별 전망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World Bank(2021), Global Economic Prospects, p. 96.
Ibid, p. 94.
IMF(2021. 10),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p. 10.
브룬디,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지부티,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케냐, 시에라리온, 남수단, 잠비아가
고위험과다채무국으로 분류됨. IMF(2021. 3. 17), “Joint World Bank-IMF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for Low-Income Countries”
(검색일: 2021. 10. 14).
223) IMF에서는 2021년 9월까지 아프리카 22개국에 긴급지원과 채무 면제 등의 명목으로 240억 규모의 재정지원을 제공함. IMF(2021. 10),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p. 15.
224) 2021년에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에서 각각 40억, 30억, 10억 달러 상당의 유로본드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225) 사망자 수가 25명 이상인 폭력 사건을 포함한 수치임.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 DB(검색일: 2021. 10. 15)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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