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국

2018. 10. 23. (화)

제목 : IMF 「세계경제전망(WEO)」의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IMF가 2018년도 IMF/WBG 연차총회 직전 공식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
World Economic Outlook)」을 요약·정리한 것임

1. 경제성장률
□ IMF는 세계경제가 2018년, 2019년 모두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
('18.7월 전망치 대비 0.2%p 하향 조정)

o 선진국은 2018년 2.4%(0.0%p)*, 2019년 2.1%(-0.1%p)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재정확장 효과로 성장모멘텀이 유지되는 반면 유로지역 등은 성장률이 둔화

o 신흥시장·개도국의 성장률은 2018년 4.7%(-0.2%p), 2019년 4.7%(-0.4%p)를
나타낼 전망*
*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등의 성장률이 국별요인, 금융여건 긴축 등으로 하향 조정

□ 향후 성장경로와 관련하여 하방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shifted to the
downside)

o 무역마찰, 신흥국 자본유출 등의 리스크 요인이 부분적으로 현재화
□ 우리나라는 2018년 2.8%, 2019년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0.2%p, 0.3%p 하향 조정)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1)
(단위 : %)

세
계
선 진 국
(미 국)
(유로지역)
(일 본)
(한 국)
신흥시장·개도국
(중
국)
(러 시 아)
(브 라 질)

2016
3.3
1.7
1.6
1.8
1.0
2.9
4.4
6.7
-0.2
-3.5

2017
3.7
2.3
2.2
2.4
1.7
3.1
4.7
6.9
1.5
1.0

p

2018
3.7 (-0.2)
2.4 ( 0.0)
2.9 ( 0.0)
2.0 (-0.2)
1.1 ( 0.1)
2.8 (-0.2)
4.7 (-0.2)
6.6 ( 0.0)
1.7 ( 0.0)
1.4 (-0.4)

2019p
3.7 (-0.2)
2.1 (-0.1)
2.5 (-0.2)
1.9 ( 0.0)
0.9 ( 0.0)
2.6 (-0.3)
4.7 (-0.4)
6.2 (-0.2)
1.8 ( 0.3)
2.4 (-0.1)

주 : 1) ( )안은 2018.7월에 공표된 IMF 「세계경제전망(WEO) Update」 자료 대비 수치. 단, 우리나라의 경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시(2018. 7월) 배포한 Surveillance Note에 공표된 자료 대비 수치

문의처 : 국제협력국 국제기구팀 윤수훈 차장(5754), 허동녕 조사역(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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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가
□ 2018년과 2019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의 경우 각각 2.0%, 1.9%
를, 신흥시장 ․ 개도국(베네주엘라 제외)의 경우 각각 5.0%, 5.2%를 나타낼
전망
o 금년 물가상승률은 선진국과 신흥시장 ․ 개도국 모두 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각각 1.7%, 4.3%)보다 오름세가 확대
o 근원인플레이션은 선진국의 경우 오름세를 이어가겠으나 국가별로 경기
국면에 따라 차이를 보이겠으며, 신흥시장 ․ 개도국의 경우 경기 국면, 인
플레이션 목표, 인플레이션 기대 안착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나
타낼 전망
o 우리나라는 2018년 1.5%, 2019년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
3. 정책과제
□ 통화 ‧ 재정 ‧ 거시건전성 정책을 각국 상황에 맞게 수행하여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 한편 구조조정, 기술혁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
o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 지속 또는 정상화를
신중하게 추진
o [재정정책] 경상수지 적자,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기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미국 등)는 공공부문 부채를 축소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하방리스
크를 줄일 필요
— 경상수지 흑자와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독일 등)는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대외불균형을 축소
o [거시건전성정책] 유로지역은 금융기관 건전성 개선을 지속해야 하며, 중
국은 성장이 일시 둔화되더라도 신용증가에 따른 금융위험에 대처할 필요
□ 수십년간 지속된 준칙에 근거한 글로벌 무역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
비용을 더욱 줄이고 국가간 타협점을 모색하는 국제협력이 긴요
o 아울러 금융규제 개혁, 국제조세 강화, 사이버보안 개선, 부패방지, 기후
변화 완화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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