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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간소비의 호조 배경 및 향후 여건 점검

검토배경)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호조에 힘입어 여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성장흐름을 지속
ㅇ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세계 교역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
장단기금리 역전 등을 계기로 미국의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해온 민간소비의 동향 및 호조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
◆ (최근 동향 ) 미국 민간소비는 2014년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 작용
ㅇ 민간소비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0%(2014~18년중)로 큰 폭 확대되었으며
성장기여도는 연평균 2.0%p(2014~18년중)로 경제성장의 약 85%(기여율)를 담당
◆ (

주요 선진국 민간소비1) 증가율(%)

주: 1) 실질 기준

성장률 및 부문별 성장기여도1)(%, %p)

자료: BEA, Eurostat, 내각부

주: 1) 전기대비 연율

자료: BEA

호조 배경) 최근 민간소비의 호조세는 ①가계 소득여건 개선, ②양호한 가계
재무구조, ③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소비여력이 확충된 데 주로 기인
① (가계소득 여건 개선) 일자리 증가, 임금 상승 등 고용시장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여건이 빠르게 개선
▪ 기업이익 증가에 힘입어 고용시장이 노동수요 우위 상황 (구인>구직)으로
전환되면서 취업자수, 시간당 임금 상승률 등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

◆ (

*

월 현재 구인자수는 705만명으로 신규 취업자수(578만명) 및 실업자수(604만명)를 상회

* 2019.8

양호한 가계 재무구조)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부담이 완화
되고 연체가구 비중도 축소되면서 소비여력이 확충
▪ 아울러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 금융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배당소득도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여건 개선에 일조

②(

배부처 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감사 부총재보 외자운용원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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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정책) 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고용
증대 등으로 이어져 민간소비 확대에 기여
▪ 2014년부터 정부지출을 확대한 데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감세, 재량
지출 상한 증액 등 적극적 재정정책 수행으로 소비 확대에 기여

③(

*

년 감세입법으로 2018~22년중 소비 진작에 의한 성장기여도 연평균 0.6%p 추정(CBO)

* 2017

향후 여건 점검)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하강을 초래할 수 있는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①고용시장 위축, ②미‧중 무역갈등, ③주택시장 경기 둔화)을 점검
① (고용시장 위축 ) 낮은 수준의 실업률 지속, 견실한 기업 노동수요 등을 고려
하면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다만 향후 대외수요 감소, 교역 부진 등이 심화될 경우 일부 업종의 노동
수요 둔화 조짐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소지
② (미 ‧중 무역갈등 ) 최근 미‧중간 협상 진전에도 불구하고 향후 갈등 심화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주가 하락에 따른 자산효과 축소,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 소비심리 및 기업의 투자‧고용 의욕 위축 등이 리스크로 상존
③ (주택시장 경기 둔화 ) 주택경기 둔화는 소득 감소, 자산효과 축소 등을 통해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그러나 미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 모기지금리 하락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주택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 (종합평가 )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호조를 바탕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경기 하강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민간소비와
연관된 리스크 요인을 주목할 필요
ㅇ 미국 민간소비는 세계 GDP의 16.5%(2018년 명목 기준)를 차지하며 글로벌
성장 및 교역을 통해 우리 경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둔화 가능성에도 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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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호조에 힘입어 여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성장흐름을 지속
ㅇ 지난해 2.9%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금년에도 2%대 중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반면 유로지역, 일본, 영국 등은 1% 내외 수준에 그칠 전망
ㅇ 미국의 경우 전체 GDP중 68%(2018년 명목 기준)를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호조가 성장세를 견인하는 모습
▪ 특히 금년 2/4분기부터 수출 및 민간투자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성장세를 지지

□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률1)(%)

미국 GDP 지출부문별 성장률1)(%)

2018

2019e

2020e

미국

2.9

2.4

2.1

유로지역

1.9

1.2

1.4

일본

0.8

0.9

0.5

영국

1.4

1.2

1.4

주: 1) 2019~20년은 전망
자료: IMF

주: 1) 전기대비 연율
자료: BEA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세계 교역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
장단기금리 역전 등을 계기로 미국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ㅇ 특히 그간 미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작용해온 민간소비의 향방에
따라 미국 경기의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소지
⇒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해온 민간소비의 동향 및 호조 배경을 살펴
보고 향후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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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 민간소비 동향

미국 민간소비 는 2014년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경제성장의 추동력
으로 작용
*

□

* GDP

중 실질 개인소비지출(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민간소비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연평균 1.7%(2010~13년중)에
그쳤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3.0%(2014~18년중)로 큰 폭 확대
▪ 여타 선진국에서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 된 지난해 미국은 3.0%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ㅇ

*

유로지역 1.4%, 일본 0.3%, 영국 1.6%
▪ 금년 들어서도 2.5%(1~8월중 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2019.1/4 2.5% → 2/4 2.6% → 7~8월 2.4%)
*

이에 따라 같은 기간중 GDP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연평균
2.0%p(2014~18년중)로 경제성장의 약 85%(기여율)를 담당
▪ 금년 들어서도 2/4~3/4분기중 민간소비의 기여도(전기대비 연율)는 평균
2.5%p로 민간투자(-0.7%p) 및 순수출(-0.4%p)의 부진을 상쇄

ㅇ

*

*

다만 연방정부 폐쇄(shutdown)가 역대 최장기간(2018.12.22~2019.1.25일) 이어
지면서 정부의 예산집행, 급여지급, 신규고용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해 4/4분기
및 금년 1/4분기중에는 소비가 다소 위축

주요 선진국 민간소비1) 증가율(%)

주: 1) 실질 기준
자료: BEA, Eurostat, 내각부

성장률 및 부문별 성장기여도1)(%, %p)

주: 1) 전기대비 연율
자료: 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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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간소비 호조 배경

1. 가계 소득여건 개선

근로소득 증가 )
□ 최근의 민간소비 호조세는 근로소득(compensation of employees)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여건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소비여력이 확충된 것이 크게 작용
ㅇ 미국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큰 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

*

*

국민소득계정(NIPA)중 가계소득(personal income) 기준

년중 연평균 0.4%까지 하락하였으나 2014~18년중에는 3.4%를
기록하면서 위기 이전 수준(3.1%)을 상회
▪ 지난해 4.0%를 기록한 데 이어 금년 1~8월중에도 3.2%(전년동기대비)의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
ㅇ 근로소득은 가계소득중 가장 큰 비중(2018년 명목 기준 61.3%)을 차지하는데
위기 이전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
▪ 특히 금년 1~8월중에는 3.6%를 기록하면서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
(3.2%)을 상회
▪ 2008~09

가계소득 및 근로소득1)
(%, %p)

2000~07년

2008~09년

2010~13년

2014~18년

2019.1~8월2)

가처분소득

3.1

0.4

1.6

3.4

3.2

근로소득

2.5

-2.2

1.4

3.0

3.6

(1.9)

(-1.6)

(1.0)

(2.1)

(2.5)

(기여도)

주: 1) 실질(chained 2012 dollars) 소득의 기간중 증가율 평균
2) 기간중 평균소득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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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시장 호조 )
미국의 가계 소득여건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개선된 것은 일자리 증가,
임금 상승 등 고용시장 호조에 주로 기인
ㅇ 취업자수는 2011년 증가 전환 이후 연평균 233.9만명(2011~18년중)이
늘어나면서 위기 이전 수준(2000~07년중 연평균 109.5만명)을 큰 폭 상회
하는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
▪ 고용률도 2011년 저점(58.4%)을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부터 60%를 상회

□

*

년 58.4% → 2014년 59.0% → 2017년 60.1% → 2018년 60.4%

* 2011

아울러 실업률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하회

▪

*

ㅇ

년부터 자연실업률 을

2017

*

미 의회예산처 추정치(2019.8월): 2019년 4.6%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금융위기 직후 2% 내외 수준에서 2018년에는
3.0%, 금년 1~8월중(전년동기대비)에는 3.1%까지 확대되면서 근로소득
증가에 기여
취업자수1) 증감 및 고용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1) 및 실업률2)

주: 1) 민간 비농업부문 기준(계절조정)
2) 비농업부문 기준(계절조정)
자료: BLS

주: 1) 비농업부문 기준
자료: 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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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용시장 호조의 배경에는 기업이익 증가 등에 따른 노동수요
확대가 크게 작용
ㅇ 기업이익 은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하면서 위기 이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2000~07년 9,318억달러 → 2010~18년중 1조7,448억달러)

□

*

국민소득계정(NIPA)중 재고자산평가 및 자본적지출 조정이 반영된 세후 기업이익
(corporate profits after tax with inventory valuation and capital consumption
adjustments) 기준
▪ 2014년 사상 최고 수준(1조8,572억달러)을 기록하였으며 이후에는 연평균
*

조 천억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
ㅇ 이에 따라 구인자수(job openings)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고용
시장이 노동수요 우위 상황(구인>구직)으로 전환
▪ 2019.8월 현재 구인자수는 705만명으로 신규 취업자수(578만명)뿐만
아니라 실업자수(604만명)를 상회
▪ 특히 교육‧보건, 전문사업, 레저 등 서비스 관련 업종에서 구인수요가
크게 확대(전체 구인자수 증가규모의 50% 수준)
1 8

구인자수, 만명)
전체
교육‧보건)
전문사업)
레저서비스)

(
►
(
(
(

2010(A)
297
54
57
32

기업이익1)(천억달러)

2018(B)
720
127
127
100

B-A
423
73
70
69

구인자, 신규 취업자 및 실업자1)(백만명)

주: 1) 국민소득계정 세후 기업 조정수익 기준 주: 1) 비농업부문 기준(계절조정)
자료: BEA
자료: 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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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호한 가계 재무구조

가계 부채부담 완화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 및 저금리 기조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등 소비여력
측면에서 가계의 실제 부채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
ㅇ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은 금융위기 직후 급락 하였고
이후 최근까지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2018년말 86.0%)
(

*

**

명목 가처분소득의 연중 평균 대비 연말 가계부채 기준
** 2009년말 111.5% → 2013년말 92.1%
▪ 이는 가계부채 증가율(2014~18년중 연평균 3.3%)이 가처분소득 증가율
*

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는 데 기인
ㅇ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도 최근까지 낮은
수준을 지속
(4.7%)

*

* 2007.4/4 13.2% → 2010.4/4 11.0% → 2013.4/4 10.1% → 2016.4/4 10.0% → 2019.2/4 9.7%

▪

아울러 연체가구 비중(delinquency rate)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축소
(2009.4/4 11.9% → 2019.2/4 4.4%)

가계부채 증가율1) 및 비율2)

원리금 상환비율 및 연체가구 비중1)

주: 1) 기말 기준
2) 명목 가처분소득(연평균) 대비
자료: 뉴욕 연준, BEA

주: 1) 기말 기준
자료: 미 연준, 뉴욕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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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측면의 소비여력 확대 )
□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과정에서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가계의 자산
규모 및 관련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여력이 확충
ㅇ 미국 주가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유통‧컨텐츠 관련 IT
기반 서비스 업종 을 중심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
(

*

* FAAN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월말 현재 다우존스지수는 26,917, 나스닥지수는 7,999로 2009년말
대비 각각 2.6배 및 3.5배 수준
ㅇ 이에 따라 가계의 금융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배당소득도 크게 늘어
나면서 소비여건 개선에 일조
▪ 금융자산은 2019.2/4분기말 현재 91조달러로 2009년말 대비 40조달러
증가(77.5%)하면서 비금융자산 증가폭(13조달러, 49.8%)을 크게 상회
▪ 배당소득도 이자소득에 비해 증가세가 큰 폭 확대 되고 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2009.4/4 27.4% → 2019.2/4 42.0%)
▪ 2019.9

*

*

동 기간중 배당소득이 163.6% 증가(7,857억달러)한 데 반해, 비중이 더 큰 이자
소득은 37.6% 증가(4,785억달러)에 그침
주요 주가지수1)

주: 1) 기말 기준
자료: Bloomberg

가계 자산1)(조달러)

주: 1) 기말 기준
자료: 미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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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자산소득1)(천억달러)

주: 1) 기간중 평균(계절조정)
자료: BEA

3. 확장적 재정정책

미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고용 증대 등으로
이어져 민간소비 확대에 기여
ㅇ 미 정부는 금융위기 수습 이후 다소 소극적인 재정 운용 을 하였으나
2014년부터 정부지출을 확대(2011~13년 0.1% → 2014~18년 3.4%)

□

*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2009년 13.2%까지 급등한 재정적자(GDP대비)를 축소하기
위해 2011~13년중 정부지출 증가율을 0% 내외 수준으로 유지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 정부의 재량지출 상한 증액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수행

*

▪

*

미 의회와 정부는 FY2018~19에 이어 FY2020~21의 지출 상한 증액을 합의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소비 증대효과는 추가적 지출금액의 40% 수준
으로 추정(Karabarbounis, Kudlyak and Mehkari)
▪ 감세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에 기여

ㅇ

*

*

▪

미 의회예산처는 2017년 감세입법(Tax Cuts and Jobs Act)으로 2018~22년중
소비 진작에 의한 성장기여도를 연평균 0.6%p로 추정(CBO)

확장적 재정지출로 정부의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인프라투자, 감세
등에 따른 민간 고용도 증대
취업자수 증감, 만명)
전체
-민간부문
-정부부문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95 157 224 221 258 289 251 227 245
-89 197 241 227 255 274 231 215 235
-7 -40 -17
-7
3
15
20
13
10

정부 총지출1)

정부 재량지출 한도1)(조달러)

주: 1) 연방 및 지방정부
자료: BEA

주: 1) 회계연도 기준
자료: 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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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민간소비 여건 점검: 주요 리스크 요인

◆ 향후 미국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①고용시장 위축, ②미‧중 무역갈등, ③주택시장 경기 둔화 가능성을
점검

1. 고용시장 위축 가능성

최근 일부 고용시장 지표의 둔화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었으나 당분간은 개선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
ㅇ 금년 1~9월중 취업자수 증가규모 가 월평균 16.1만명(9월 13.6만명)으로
지난해(22.3만명)보다 축소되고 9월중 시간당 임금 상승률(전기대비)도
-0.04%를 기록하여 2017.10월(-0.2%)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

□

*

년 22.3만명 → 2019.1/4 17.4만명 →2/4 15.2만명 → 3/4 15.7만명

* 2018

ㅇ

그러나 낮은 수준의 실업률 지속, 견실한 기업의 노동수요 등을 고려
하면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월 실업률이 3.5%로 1969.5월(3.4%)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1~9월중 3.7%)

* 9

기존 고용인력에 대한 활용도인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유지 되는 데다
신규 실업수당청구권자수도 21.7만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
*

▪

년 34.4시간 → 2018년 34.5시간 → 2019.1~9월중 34.4시간
▪ 고용시장판단지수 가 높은 수준(2019.9월 33.2)을 이어가고 정규직(full-time)
* 2017

*

비중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등 노동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추정

*

미 Conference Board의 고용시장에 대한 설문조사(구직자 대상)에서 ‘충분한
일자리 존재’와 ‘구직이 어려움’ 응답비율간 차이(%p)를 나타낸 지수로 0
보다 큰 경우 고용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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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 연준은 9월 FOMC에서 내년 실업률을 3.7%로 예상한 데 이어 10월
에도 고용시장이 견조하다고 판단
*

* Information received sinc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t in
September indicates that the labor market remains strong and that economic
activity has been rising at a moderate rate.(FOMC
, 10.30 )

정책결정문

일

일부 투자은행도 최근의 취업자수 증가규모 둔화가 고용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준 은 아닌 것으로 추정(Citi, BAML 등)

▪

*

*

고용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수준의 취업자수 증가규모(breakeven rate of job
growth)에 대해 Citi는 10.0만명 이상, BAML은 12.8만명 이상으로 추정

평균근로시간 및 신규 실업청구권자수1)

주: 1) 주별 청구권자수의 월평균
자료: BLS

고용시장판단지수1) 및 정규직 비중2)

주: 1) 응답비율 차(“plentiful“–“hard to get“)
2) 전체 취업자중 full-time 비중
자료: Conference Board, BLS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일부 업종의 노동수요 둔화가 향후 고용악화 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
ㅇ 금년 들어 미‧중 무역갈등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수 증가규모 및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크게 감소
▪ 제조업, 도매업 및 운송‧창고업의 경우 9월중 취업자수 증가규모(전월
대비, 3개월 이동평균 기준)가 금년 1월 대비 8.0만명 감소하여 전체 업종
감소폭(8.8만명)의 대부분을 차지
▪ 아울러 제조업 및 운송‧창고업에서는 동 기간중 주당 평균근로시간
(3개월 이동평균 기준)이 각각 0.4시간 및 0.6시간 감소하면서 전체 업종
(-0.1시간)에 비해 기존 인력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폭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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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대외수요 감소, 교역 부진 등이 심화될 경우 일부 업종의 노동
수요 둔화 조짐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고용여건이 약화될 소지
업종별 취업자수 증가규모1)(만명)
19.1월(A)

9월(B)

(B-A)

전체

24.5

15.7

-8.8

(제조)

2.1

0.1

-2.0

(도매)

4.0

-0.1

-4.2

1.2
-0.6

-0.6
0.3

-1.8
0.9

(전문서비스)

0.3

1.2

0.9

(교육)

2.5

3.8

1.3

(운송‧창고)
(금융)

주: 1) 전월대비 증감의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BLS

업종별 근로시간1) 증감2)

주: 1) 3개월 이동평균 기준
2) 2019.1월 대비 9월
자료: BLS

2. 미‧중 무역갈등 심화 가능성

최근 미‧중 양국간 협상 진전에도 불구하고 향후 갈등 심화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 수입물가, 경제주체 심리 등을 통해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ㅇ 무역갈등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 우려, 교역 둔화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미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부터 다우존스지수 수익률이 둔화 된 데다 VIX지수도 상승

□

*

**

수익률(전년말 대비): 2017년 25.1% → 2018년 -5.6% → 2019.1~9월중 15.4%
** VIX(월말 지수의 기간중 평균): 2017년 11.0 → 2018년 16.9 → 2019.1~9월 15.9
ㅇ 중국산 수입품(전체 수입중 21.2%)에 대한 관세 부과로 수입물가가 상승
*

하면서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우려

*

*

관세 부과는 수입 소비재가격 상승(직접 경로)과 수입 중간재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생산비용 상승(간접 경로)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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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비해 근원 PCE물가 상승률이 소폭 하락하는 등 실제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

*

*

아울러 2018년 이후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데다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온라인
소비 증가(아마존 효과) 등도 물가오름세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전년동기대비, %)
2017
2018
2019.1/4
2/4
7월
8월
►근원PCE물가
1.6
2.0
1.6
1.6
1.7
1.8

그러나 갈등 장기화로 관세 부과가 본격화 될 경우 소비재에 대한
가격 전가가 가계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

일 양국간에 1단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휴대전화,
의류 등 소비재 중심의 수입품(약 1,600억달러)에 대해 12.15일 관세 부과 예정
컴퓨터 및 휴대전화 의류‧신발 가전제품 장난감 및
(%)
주변기기
운동용품
►품목별 비중
14.8
13.3
11.0
8.1
5.2

* 10.11

주: 1) 2018년 중국산 수입품(통관)중 비중

자료: Census Bureau

아울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심리 및 기업의 투자‧고용 의욕이
위축되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금년 들어 소비자심리지수 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인 데다 ISM 제조업
지수도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기준치(50)를 하회

ㅇ

*

*

미 Conference Board의 consumer confidence index(1985=100) 기준
주가 수익률1) 및 변동성1)

소비자신뢰지수 및 ISM 제조업지수

주: 1)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자료: Conference Board, 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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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시장 경기 둔화 가능성

지난해부터 주택시장 경기가 약화 조짐을 보이고 주택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일부에서는 민간소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
ㅇ 2018년 신규 및 기존 주택판매 증가율이 각각 0.7% 및 -3.0%로 2017년
(9.3% 및 1.1%)에 비해 큰 폭 하락
▪ 가격 상승률의 경우 신규주택(2017년 5.0% → 2018년 0.5%)은 둔화폭이
큰 반면, 기존주택(6.0% → 4.6%)은 다소 완만한 모습
▪ 한편, GDP중 주택투자 증가율(실질, 전기대비 연율)은 금년 2/4분기까지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3/4분기 들어 증가 전환

□

전기대비 연율, %)
주택투자

(
►

ㅇ

2017 2018 1/4 2/4 3/4 4/4 2019.1/4 2/4
3.5 -1.5 -5.3 -3.7 -4.0 -4.7
-1.0
-3.0

3/4
5.1

주택투자는 명목 GDP대비 3.8%에 불과하나 여타 부문과의 연계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주택경기 둔화는 소득 감소, 자산효과 축소
등을 통해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주택가격 상승률 1% 하락할 경우 소비 증가율은 0.2%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

(Jaramillo and Chailloux)

주택시장 관련 취업자 비중이 9.0%(금년 1~8월중 월평균)로 적지 않은
데다 가계자산중 부동산이 22.4%를 차지
*

▪

*

비농업부문중 건설, 건설자재,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등
주택판매량

주택가격(천달러)

자료: Census Bureau, NAR

자료: Census Bureau, 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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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시점에서 주택시장이 단기간내에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ㅇ 일부 지표의 둔화 조짐과 별도로 미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모기지금리 하락 등 시장 내 상방압력도 혼재
▪ 금년 1~9월중 주택판매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신규 7.1% 및 기존 –1.7%,
주택가격 상승률은 신규 –2.7% 및 기존 4.3%로 상하방 움직임이 혼재
▪ 주택구입여력지수 가 금년 들어 상승 전환하였으며 주택시장지수 도
10월 71로 2018.12월 저점(56)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

□

*

**

미국 부동산협회(NAR) 편제 지수로 100 이상인 경우 중위소득 가구의 소득
(상환능력)이 표준대출(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을 이용한 중간가격 주택 구입시의
원리금보다 더 많음을 의미
** 미 전국 주택건설업협회(NAHB) 편제 지수로 50 이상인 경우 업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건설업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설업자보다 많음을 의미
*

ㅇ

아울러 주택시장 관련 고용 이 전체 취업자에 비해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점도 주택시장 경기에 긍정적인 측면
*

월중 취업자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주택시장 관련 2.5%, 전체 1.6%

* 2019.1~8

주택구입여력 및 주택시장 지수

모기지금리 및 주택시장 관련 취업자수1)

주: 1) 계절조정 기준
자료: BLS, Bloomberg

자료: NAR, NA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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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평가

최근 5년간 민간소비 호조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해왔으며 이는
가계 소득여건 개선, 양호한 재무구조,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주로 기인
ㅇ 2014~18년중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3.0%로 금융위기 직후(2010~13년중
연평균 1.7%)에 비해 큰 폭 확대되었으며 경제성장의 약 85%를 담당

□

*

*

동 기간중 소비의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연평균 2.0%p

고용시장 호조에 힘입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여건이 빠르게
개선된 데다 부채부담 완화 및 자산효과 증대에 따른 소비여력 확대,
확장재정에 따른 소득 제고 및 경기 부양 등도 소비 진작에 일조
□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호조를 바탕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되나 향후 경기 변동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민간소비와
연관된 리스크 요인을 주목할 필요
ㅇ

*

는 10월 전망에서 미국 경제가 소비 및 고용 호조에 힘입어 2019년 2.4%,
년 2.1%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

* IMF
2020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노동수요 둔화 조짐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
면서 고용여건이 약화될 가능성
ㅇ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및 주택시장 경기 둔화 발생시 부정적 자산효과,
구매력 저하, 소비심리 위축 등이 소비여력을 제약할 소지
□ 아울러 미국 민간소비의 향방에 따라 우리 경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둔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ㅇ 민간소비는 세계 명목 GDP의 16.5%(2018년 기준)를 차지하며 글로벌 성장
및 교역을 통해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작용
ㅇ 또한 주요 소비재의 대미 수출 비중 을 감안하면 미국의 소비 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품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 지속 등 국내
산업의 대응 노력도 중요
ㅇ

*

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중 소비재 비중은 26.3%이며 승용차(18.7%),
무선통신기기(7.6%) 등이 주요 품목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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