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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국제경제부
공동

국제경제리뷰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 (검토배경)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잉태된 제반 구조적 문제와
경제적·정치적 갈등이 부상할 수 있어 세계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

⇒ 이에 2021년 이후 세계경제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함

◆ (이슈별 점검 결과)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최근 주요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어 백신 상용화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

①

▪백신 공급계획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을 중심으로 2021년 하반기중 집단
면역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나 백신접종 거부감, 일부 백신의 출시
지연 가능성 등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바이드노믹스 본격화)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재정지출 확대, 증세,
다자주의 및 친환경을 골자로 하는 바이드노믹스가 본격 추진

②

▪대규모 재정지출 및 인프라 투자, 세계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완화 등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중국은 14차 5개년(2021~25년)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따른 쌍순환 성장전략을 통해 거대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기존
수출중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전환을 모색

③

▪쌍순환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은 확대

④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미국의 對中 정책이 원칙에 기반한 견제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미·중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은 완화되겠으나 미국의
패권경쟁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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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견제가 심화되며

(유럽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갈등 심화 가능성) 코로나19 사태로 유럽내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회원국간 경제·정치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

⑤

▪난민문제, 기후변화 등 회원국간 의견이 대립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될 여지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백신보급 시기, 재정여력 등에 따라 국가간 경기
개선세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충격이 서비스업 및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국가내 부문간에도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모습

⑥

▪선진국 신흥국간 불균형 확대가 세계경제의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국가내
·

계층간·산업간 불균형 심화로 코로나19 충격이 고착화될 가능성

⑦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 신 기후체제(2021년~)가 출범하는
가운데 바이든 신정부 들어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기조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환경규제, 투자확대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

▪각국

정부가 친환경 기술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강화되고 친환경 기술발달이 촉진

◆ (종합평가) 2021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심화 등 일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미국 신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ㅇ 그러나 팬데믹 종식 지연, 미·중 갈등,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등 다양한 이슈
들이 영향을 주며 세계경제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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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미 대선, 미 중 기술갈등 심화 등 여타 이슈를
·

압도하며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
ㅇ 글로벌 팬데믹 발생으로 각국 정부가 강도 높은 봉쇄조치를 시행하며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발생
* 2020년 세계경제 성장전망(IMF WEO, 20.10월) : -4.4%(2009년 -0.1%)

□ 그러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잉태된 제반 구조적 문제와 잠재된 경제적·정치적
갈등이 부상할 수 있어 세계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
ㅇ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으로 팬데믹 종식과 경제활동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으나 앞으로의 코로나19 전개상황을 아직 낙관하
기는 곤란
ㅇ 또한 미국, 중국 등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신기후체제 출범
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
ㅇ 이와 함께 글로벌 패권경쟁 등 주요국간 정치갈등 재연, 글로벌 경기
회복 불균형 심화 가능성도 상존

⇒ 이에 2021년 이후 세계경제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 를 점
*

검해 보고 그 의미를 살펴볼 예정
*

①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④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⑥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②

바이드노믹스 본격화,

⑤
⑦

③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유럽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갈등 심화 가능성,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노력 강화

3/30

Ⅱ

이슈별 점검

1.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 최근 영국 및 미국 정부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社(이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사용승인(영국 12.2일, 미국 12.11일) 후 접종을 시작하면서 백신
상용화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
* 앞서 중국 및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개발한 백신(시노팜, 가말레야)을 임상3단

계를 마치기 전 사용을 승인하고 접종하였으나 임상 3단계 종료후 승인절차를
거쳐 접종을 시작한 것은 금번이 최초

ㅇ 모더나社의 백신 역시 12.18일

美

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21일

부터 미국내 접종을 시작
ㅇ 그 외 17개 백신이 현재 임상 3상 단계에 있으며* 2021년중에 상당수가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기대
* New York Times Coronavirus Vaccine Tracker 기준(12.27일 현재)

▪ 언론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社의 백신도 조만간 영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FT, 12.28일)
주요 제조사 백신 개발상황1) 및 예상 공급물량2)

주: 1) 상용화 예상 시기는 Barclays(12.2일), 회당가격은 언론보도 등 종합
2) 선계약물량은 Bloomberg Covid Vaccine Tracker(12.21일 기준), 추가생산계획물량은
제조사별 보도자료 등 참조
3) 임상 3상이 종료되기 이전 긴급사용 승인후 자국내에서 제한적 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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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공급계획,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생산지수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
을 중심으로 상당수 국가에서 2021년 하반기중 집단면역* 임계치(herd
immunity threshold)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Barclays, GS 등)
* 한 집단의 대부분이 감염 또는 예방접종을 통해 특정 감염병에 대해 면역성을

가졌을 때 감염병의 확산이 자연적으로 느려지거나 멈추게 됨으로써 면역성이
없는 개인이 간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상태

ㅇ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초재생산지수*(R0)는 대체로
2.5~4.0 사이에 위치하는데(Nature誌, 20.10월) 이 경우 요구되는 집단면역

임계치는 60~75%**에 해당
* 1명의 감염자가 감염 가능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
** 집단면역 임계치 = (1 - 1/R0)

▪ 다만 변이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아지면서 R 값도 동반
o

상승할 위험은 상존
ㅇ 초기 계약물량의 선진국 위주 확보,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등을 감안
할 때 집단면역 도달 시점은 선진국-신흥국 간 다소 편차가 있을 것
으로 예상

□ 다만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신뢰 확보, 추가적인 백신의 성공적인 출시 등의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어 향후 전개방향을 아직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

ㅇ 백신 개발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mRNA* 기술(화이자社
및 모더나社 사용)이 상용화된 전례가 없어 그 부작용이 아직 잘 알려

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일부는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보임**
* 특정면역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바이러스의 유전정보 일부를 사용하는 유전

공학 방식의 백신개발방법으로 기존방법에 비해 신속한 백신생산이 가능
** Gallup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42%는 백신접종 거부의사를 표시(202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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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타 백신 후보군의 임상실패* 또는 보건당국에 의한 사용승인 거부
가능성, 백신효능의 지속기간(duration)에 대한 불확실성, 바이러스 변
이에 따른 백신효능 감소 가능성 등도 하방리스크로 잠재
* 12.11일 프랑스계 제조사 Sanofi/GSK는 임상 2상 결과에 차질이 발생하여

임상을 중단함에 따라 내년말까지 상용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발표(EU, 미국
등과 선계약 물량은 7.1억회분에 달함)

▪ 저개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백신을 보급하기 위해
서는 저렴하면서도 보관·유통이 간편한 백신의 추가적인 출시 및
대량생산이 긴요

□ 백신 접종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회복
속도는 빨라질 전망
ㅇ 최근 상당수 전망기관들이 백신의 조기 상용화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2021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
* Barclays(4.9%

→

5.6%, 12.2일), GS(6.0%

5.7%, 12.11일) 등

→

6.2%, 12.8일), Nomura(5.6%

→

▪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3∼4월경부터 선진
국들의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Oxford Economics, 20.12월)
ㅇ 한편 선진국과 신흥국간 집단면역 형성 시기 차이로 국가간 경기회복
속도에는 다소간 차이가 발생하겠으나 수출비중이 높은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 수요증가에 따른 혜택(spill-over effect)의 조기 수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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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본격화

□ 바이든

신정부 출범(2021.1.20일) 이후 재정지출 확대, 증세, 다자주의,
친환경을 골자로 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본격 추진될 전망
* 자세한 내용은 <참고1>「바이드노믹스 주요 정책」참조

①

거시정책)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대규모 재정지출을 집행하고
증세, 사회보장 확대 등을 통한 중산층 확대를 추구
(

▪ 12.21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가 재정지원법안(9천억 달러)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이후 새로운 부양책 추진
가능성을 언급

▪ 사회보장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저소득·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인 및 고소득자 증세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

②

통상정책) 다자간체제를 기반으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공정 무역에 대응
(

▪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통해 다자간 통상질서를 재편하는 한편
동맹국과 협력하여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

▪ 중국에 대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지양하는 대신 환경 반독점 반부패
·

·

·

인권·노동·지적재산권 등의 내용을 무역협상시 명문화하여 포함

③

산업정책) 리쇼어링 촉진 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 억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
(

▪ 연방정부의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구매(Buy American), 신산업
R&D 투자(Innovate in America) 등으로 일자리 500만개 창출 목표

▪ 낙후시설 재건 및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로, 교량, 대중교통,
학교, 주택, 5G, 에너지 등에 임기중 2조달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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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대규모 재정지출 및 인프라 투자에 따른 성장세 확대 기대

[

ㅇ (단기) 2021년 코로나19 관련 부양책이 상반기중 집행되면서 소비 및
고용 회복세가 강화
ㅇ (중장기) 증세 부담이 있지만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확장적
재정정책, 글로벌 통상질서 회복 등이 성장모멘텀 강화에 긍정적 영향

▪ 다만 상하원 분점시

*

인프라 투자가 5G 등 일부 분야에만 선별적으
로 집행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지출규모가 축소**될 소지
* 2021.1.5일 조지아州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승리하지 못 할

경우 발생(현재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는 48:50)
** 바이든 공약 이행시 GDP대비 정부부채는 2030년 12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공화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대규모 재정지출에 부정적
미국 실질GDP 예상 추이1)

GDP 대비 정부부채 전망

주: 1) 2020년부터 Moody’s 전망
자료: Moody’s

□

주: 1) 바이든 주요 공약 이행도에 따른 차이
자료: CRFB

글로벌 경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美 성장률 상승, 세계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완화 등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ㅇ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 수입수요 증가, 다자주의 무역정책 추진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 등이 세계교역에 긍정적으로 작용
* 미국 경제성장률 1%p 상승은 글로벌 성장률(미국 제외)을 1.1%p 정도 높이는

효과(JP Morgan, 2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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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보호무역기조 유지*, 재정법안 의회 통과 여부, 미·중 갈등 격화
우려 등은 파급영향을 제한
*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국산 제품구입 및 자국민 고용확대를

우선시
미국 경제성장의 Spillover 효과1)

세계상품교역 및 미국 상품수입

자료: CPB

주: 1) 미국 성장률 1%p 상승시 타 국가 성장률 변동
2)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등
자료: JP Morgan

<참고1>

바이드노믹스 주요 정책
분야

주요 정책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실시
· 실업급여 증액(16주간 주당 300달러 추가), 중소기업 지원(3,000억달러),
주·지방정부 지원(1,600억달러), 항공업계 지원(450억달러) 등 0.9조달러

▪법인세‧소득세 증세
거시정책

· 최고세율 상향조정 : 법인세(21% → 28%), 소득세(37% → 39.6%)
· 고소득자(연소득 40만달러 이상) 증세, 저소득·중산층 세액공제 확대

▪사회보장 확대
· 저렴한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메디케어 적용대상 확대
· 중산층 이하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탕감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7.25달러 → 2026년까지 15달러)

▪다자간체제 복귀
통상정책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시사, WTO 역할 인정
· EU에 대한 자동차 관세 위협 중단, 미-인도 FTA 적극 추진

▪對중국 불공정 무역 대응
· 보복관세 수단보다는 환경·반독점·반부패·인권·노동 등을 협상과 연계
· 환율 조작, 불법 수출보조금, 지적재산권 도용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적극 대응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Made in all of America)
· 연방정부 예산으로 4천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구매(Buy American)
· 5G, AI, 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3천억달러 규모 R&D 투자(Innovate in America)

산업정책

▪4년간 2조달러 낙후시설 재건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net zero) 달성 목표
·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 미준수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 등 무역 불이익 부과
· 공공기관 차량 300만대를 청정에너지 차량으로 교체, 태양열 패널 5억개 및
풍력 터빈 6만개 설치, 양질의 대중교통 시스템 확충, 건축부문 오염감축

자료: Biden Campaign, 주요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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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 ‘쌍순환(双循环)*’ 전략은 5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제시한 이후 10월 5중
전회**에서 14차 5개년(2021~25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의 핵심으로 부상
* 국내 대순환을 시작으로 국내와 국제간 쌍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

조를 의미하며 내수시장에 초점을 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
**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20.10.26~29일)

ㅇ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성장전략
으로 기존 수출과 투자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 전환을 의미

▪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 ·중갈등이 기존 무역분쟁부터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서방세계의 코로나19 책임론
제기 가능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
2020년 미·중 갈등 경과
일 자

주요 내용

20. 5.15

美, 제3국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 활용했다면 화웨이에
반도체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

7. 6

美,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의 미국 내 사용 금지 방안 검토 발표

8. 6

美, 바이트댄스·텐센트와 거래 금지 행정명령

8.17

美, 화웨이 계열사 38개 수출통제목록 추가 및 미국 기술을 사용하여 화
웨이와 거래하는 모든 반도체 회사 제재

9.25

美, SMIC와 거래시 면허 필요 발표

11.12

美, 내년 11월부터 블랙리스트(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명단,
총 31개)에 오른 기업의 증권취득을 금지

12. 3

美, 중국기업 4개(중신궈지(SMIC),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국제전자상무
중심그룹(CIECC), 중국건설기술(CCT))를 블랙리스트에 추가

자료: 언론 종합

가. 주요 내용

□

내수확대] 타국가 대비 낮은 도시화율을 높이고 초대형 도시 육성 및
신인프라 발전촉진을 통해 내수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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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도시광역권을 중심으로 신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소비여력을
갖춘 중산층 도시인구(4억명, 19년) 증가를 유도*
* 일례로 항저우는 2022년까지 라이브커머스 산업규모를 1조위안(약 166조원) 수

준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주요 다중채널 네트워크 기업 입주시 50만위안 지원,
직원들에게 후커우와 자녀입학 특례, 자동차 등록 보조금 등을 제공(2020.7월)

ㅇ 또한 기존 13차 5개년 계획에서 나타난 소득 불균형 확대 등 미비점을
사회보장 확대, 농민공 처우 개선 등으로 보완
주요국 중산층 소비규모1)

주요국 도시화율

(조달러)

국 가

중산층 소비규모

중 국

$7.3

미 국

$4.7

인 도

$2.9

일 본

$2.0

러시아

$1.6

주: 1) 2011년 PPP 기준
자료: Brookings institution(20.10월)

자료: World Bank

□ [기술자립] 중국의 기술자립도 향상은 2021년초 발표될 14차 5개년 계획
세부 실행방안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 채택될 전망*
*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심기술 발전을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장기 과제중 하나로 선정

ㅇ 중국 정부는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자금조달 경로 확대 등 금융 지원을 강화*
* 중국은 2014년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 1,380억위안)

을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증자 기회 및 세금 혜택 등을 제공

▪ 다만 자금 제공 유인은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상존*(노무라, 20.10월)

* 개발 역량이 부족한 업체도 단순 업종 변경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부정수급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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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개방] 금융시장 개방 및 전자화폐 활성화를 통한 금융시장 경쟁력
향상과 국제거래에서의 위안화 결제 증가를 유도
[

ㅇ 중국정부는 미·중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위안화 국제화 필요성이 높아짐*
에 따라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
* 2018년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와 같이 중국의 익스포저가 높은 국제통화

결제망 (SWIFT, CHIPS 등)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 재현 우려(SCMP, 20.8월)

▪ 이미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투자한도 폐지,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 테스트 등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중
* 중국인 투자전용 주식(A주)을 직접 사들일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외국인 기

관투자자로 기존에는 투자를 위해 정해진 쿼터를 할당받을 필요
국경간 위안화 결제금액 추이

주요 금융정책 발표내역
분 야

주요 내용

보 험

외국인의 선물·생명보험회사 설립지분 100% 허용(20.1월)

증 권

외국인의 증권·자산운용사 설립지분 100% 허용(20.4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위안화 적격외국인투
자자(RQFII) 투자한도 완전철폐(20.5월)
외 환
적격국내유한책임조합(QDLP),
적격국내투자기업
(QDIE)의 시범 규모 및 범위 확대(20.12월)
채 권 외국인의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시 외환
해외송금, 결제 관련 규제완화(20.9월)
디지털 선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적용 후 28개
화폐 도시로 테스트 대상 확대(20.10월)
자료: CEIC, SWIFT RMB TRACKER

자료: 은보감회, 증감회, 외환국, 인민은행

나. 쌍순환 정책 영향

□ 쌍순환 정책으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글로벌 공급망 참여 약화) 수출에 비해 내수가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기술 자립도가 향상되면서 중국의 중간재 수입의존도 하락이 가속화
될 전망

▪ 중국은 전세계 최대 제조업 생산 국가로서 상당수의 공산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가운데 첨단 부품까지 직접 조달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투자를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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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시아 역내 무역 비중 상승)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의 지역
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 중국

무역구조는 단순 임가공 제품 수출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데 중국의 對동남아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성장

▪ 이에

따라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최종재가 다시 중국 소비시장으로
수출되는 관계가 중국의 내수확대와 고급 중간재 생산 능력 향상에
따라 더욱 강화

ㅇ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 확대) 쌍순환 정책에 따른 중국의 소비
확대는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
(

▪ 고급 소비재나 첨단기술 관련 제조업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
하고 자국 기업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리커창 총리는 쌍순환 정책은 폐쇄적이지 않으며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 언급(9.17일)

▪ 노동비용 상승, 생산지 다각화에 따른 제조업의 탈중국 추세는 지속
되겠으나 첨단기술 발전과 내수소비 확대 기조에 도움이 되는 기업
투자 유치는 지속(Citi, 20.10월)

□ 한편 2021년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원년으로 소비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과 지원정책이 일부 구체화 되면서 내수
회복에 긍정적 영향 기대

ㅇ 최근 상무부는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외식 등에 대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에 주력(경제참고보, 11.30일)
ㅇ 신인프라, 첨단 소재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에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

▪ 신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첨단 소재에 대한 수입은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반도체의 경우 중국이 아직 시장지배력을 형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견제가 지속되며 한국 및 대만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단기간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노무라, 2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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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 바이든

정부의 對中 정책이 원칙에 기반한 견제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단기 불확실성은 축소되겠으나 미·중간 갈등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장기화될 가능성

ㅇ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려와 자국내 반중국
정서 확산을 반영하여 對중국 압박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ㅇ 다만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일방적 제재방식보다는 다자주의 노선
및 국제규범 준수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방식을 선호*
* 바이든은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실패하였으며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 지도국의

위상을 약화시켰다고 주장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1) 변화

미국 국민의 대중국 정서1)

주: 1) 명목 GDP 기준(2020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IMF

주: 1) 매년 봄 기간중 설문조사, 2020년은
6~7월중 추가 설문조사 실시
자료: PEW

□ 미국 신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비해 무역 등 경제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 압박조치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이나 인권 등 비경제적 이슈에
관해서는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소지

ㅇ (무역) 관세 부과*를 통한 통상압력 보다는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탈취, 기술유출 등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
* 고율 관세는 당분간 유지되겠으나 협상카드로 활용후 인하될 가능성

▪ 국제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국제 통상기준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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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 미국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AI, 전기차 등
미래기술에 대한 신규 R&D 투자를 지원(4년간 3천억 달러)

▪ 기술견제를

지속하며 화웨이 등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제재범위는 다소 축소될 가능성

·

ㅇ (외교 안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며 중국과 인접한
(일본, 인도 등)과의 외교·안보 협력 강화가 예상

美

우방국

▪ 대만, 홍콩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극단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대응
수위를 조절

ㅇ (인권, 환경 등) 인권, 환경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변화를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여 양국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소지

▪ 다만 기후변화, 보건 등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

□ 중국 정부는

내수중심의 자립경제 구축 등을 추진하며 장기적 패권경
쟁에 대비하는 모습

ㅇ 지난 10월 5중전회*에서 미국과의 패권경쟁 등을 감안하여 기술자립,
내수시장 확대 등을 강조하는 ‘쌍순환**’ 성장전략을 제시
*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20.10.26.~29일)
**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 구축(국내대순환)을 기반으로 국내(내수)와 국제(수출)

양방향 순환이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

▪ 자립경제

구축으로 외부의존도는 낮추고 거대 내수시장에 기반한
대외개방으로 글로벌 영향력은 확대하려는 것으로 평가

ㅇ 최근 들어 對호주 보복을 확대*하는 등 미국 우방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 11.6일 상하이 세관은 호주산 과일, 해산물에 대한 전수검사 입장을 밝혔으며
11.17일 중국대사관(호주 주재)은 호주 정부에 14개 정책(코로나19 기원 조사 등)

철회를 요구

▪ 일각에서는

중국의 對호주 공세가 미국 우방국에게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주었다고 평가(Foreign Policy誌, 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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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중 패권경쟁은 세계경제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

ㅇ 미국의 對中 제재 일부 완화 등 통상환경의 안정화는 기업심리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 및 교역 확대에 긍정적 영향

▪ 특히

아시아 수출국에 대한 영향이 글로벌 교역증가 등으로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

ㅇ 다만 현재 시행중인 미국의 통상정책이 짧은 시간내 급속히 변화되
기는 어려워 단기 영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여지
미 대선 이후 중국내 사업전망 변화1)

주: 1) 2020.11월중 중국내 미국기업 대상 조사
자료: AmCham Shanghai(상하이 주재 미국상
공회의소)

미 대선 이후 미중 무역분쟁 예상기간 변화

자료: AmCham Shanghai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주도권, 안보이익,

인권 등 이념적 가치를 위한 미국의 견제도 심화되면서 패권경쟁의
부정적 영향이 재차 확대될 개연성

ㅇ 미국의 반중 연대 압박 및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심화되면서 갈등이
확산될 우려
ㅇ 한편 미·중 패권경쟁 상시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위험분산을 위해
중국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은 느리게나마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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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럽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갈등 심화 가능성

□ 유럽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독일 등 북유럽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면서 불균형이 심화

ㅇ 남유럽은 북유럽에 비해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회복속도도 완만

▪ 특히 남유럽은 낮은 고용 안정성

*

등으로 실업률도 크게 상승

*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임시계약직 비중 (2019년 기준 )이 각각 16%, 26% 로

독일(12%)에 비해 높고 자영업자 비율도 21%, 16%로 독일(9%)을 크게 상회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 각국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남유럽
국가의 국가부채 규모가 북유럽보다 빠르게 확대
주요 경제지표1)

(%, %p)

경제성장률

실업률

재정수지2)

국가부채

일

-2.3

△0.9

-4.4

△10.5

이 탈 리 아

-6.2

△1.6

-5.8

△13.8

스

-7.7

△3.8

-8.7

△26.5

독
페

인

주: 1) 2019년 대비 2021년 전망 기준(EU집행위, 10월)
2) 2020~21년 평균, GDP 대비

⃞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코로나19 확
산 정도, 산업구조, 정책여력 등 국가별 여건 차이에 주로 기인

ㅇ 남유럽은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크게 확산되면서 북유럽보다 강도
높은 이동제한조치를 시행
ㅇ 남유럽의 산업구조는 관광 등 대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보다 직접적이고 장기화하는 양상
ㅇ 국가부채 수준이 높은 남유럽 국가는 재정지출 여력이 적어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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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지수1)

관광관련 산업 비중1)

주: 1) 방역조치 강도, 앱 사용자 이동성 등을
지수화한 수치로 높을수록 제한 강도가
높음을 의미
자료: Goldman Sachs

주: 1) 2019년 기준
자료: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 또한 경제 위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EU 체제의 구조적 문제는 회원국간
정치적·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향후 공동체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북유럽 일각에서는 남유럽에 대한 일방적 지원에 대한 반감이 크고
남유럽은 EU 통합의 이익을 북유럽이 독점하는 것으로 인식

▪ 경제회복기금 합의 과정에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frugal four)은 수혜국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지원방식에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 도출에 난항

ㅇ 여타 사안에서도 개별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EU의 의사결
정이 지연되는 등 위기대응에 한계를 노출

▪ 브렉시트(2020.1.31일) 이후 영국과의 미래관계 협상 과정에서 어업권을
둘러싸고 영국해에 대한 접근권을 지키려는 프랑스와 기한내 합의안
도출을 요구하는 여타 EU 회원국간 갈등 발생

▪ 헝가리와

폴란드는 경제회복기금 집행계획안의 법치준수 규정*에
반대하며 최종승인을 거부(2020.11월)하면서 기금 출범이 지연
* EU집행위는 회원국에 대한 법치주의 보고서(Rule of Law report, 2020.9월)

에서 폴란드와 헝가리를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국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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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EU예산 순기여1)

국가별 경제회복기금 예상 지원규모1)

주: 1) 국가별 예산분담금-수혜금
자료: EU집행위

주: 1) 2019년 GDP 대비 비중
자료: EU집행위, CITI Research

□ 특히 2021년에는 난민문제, 기후변화 등 기존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 금년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정치갈등도 재부각될 가능성(Global Risk Insights, 9.28일)

ㅇ EU집행위가 내년중 새로운 이민·난민협정안*(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 2020.9월 발표)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할 예정이나 난민
문제에 대한 책임 확대를 기피하는 동유럽 국가의 반대가 예견
* 기존에는 난민신청자가 최초로 도착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Dublin regulation)

함에 따라 이탈리아, 그리스 등 특정 국가에 난민 수용 부담이 집중되고 있어
회원국 간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난민정책을 수정

ㅇ 각국 정상은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종 승인(12.11일)하였으나
일부 국가가 목표 상향조정에 부정적이어서 각국의 의회 비준, 이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
*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의 55%(기존 40%)를 감축

ㅇ 상기 이슈가 쟁점화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반난민·반EU 정서가 되살아나고 이에 기반한 각국의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다시 지지를 얻을 우려

▪ 헝가리, 폴란드 등 극우 정권이 집권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민족주의 정책노선이 다소 완화되었던 국가도 반난민
정책 기조를 강화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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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uneven recovery)

□ 글로벌 경기는 경제활동 재개 이후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개선속도는
국가간·부문간 상당한 차이를 시현

ㅇ 이러한 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간 경제력 격차 및 경제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
가. 국가간 불균형

□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재정여력, 주력 수출품목 및 관광의존도 등에 따라
선진국·신흥국간 경기 개선세가 뚜렷한 차이

ㅇ 선진국은 대규모 정책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된 반면 신흥국은 열악한
보건환경, 재정여력 부족 등으로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
* IMF는 10월 전망에서 2020~21년중 신흥국(중국 제외)의 누적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보다 10.0%p 하향조정한 데 비해 선진국의 경우 5.5%p 하향조정

▪ 특히

상품수출 비중이 큰 국가는 IT제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요회복*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나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해외여행 중단 등으로 어려움 가중
* 2020.9월 현재 글로벌 상품교역(물량기준)은 코로나 사태 이전(2019.12월)

수준에 거의 도달
선진국 및 신흥국1) 성장 전망경로

주: 1) 신흥국은 중국 제외
자료: IMF WEO(2019.10월, 2020.10월), 한국은행

□ 이러한

위기 직후 상품교역 변동추이1)(월별)

주: 1) 글로벌금융위기 2008.7월=100,
코로나19 2019.12월=100
자료: CPB

선진국과 신흥국간 경기회복 불균형은 백신 보급시기 차이 ,
인적교류 위축 장기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2021년에도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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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별 백신확보 물량을 보면 2020.12월 현재 고소득 국가가 40억개,
중위소득 국가는 29억개 정도이나
저소득 국가는 개별 확보물량이 없어 백신공동배분 프로젝트(COVAX, 9억개
정도)로부터 배분받아야 하는 상황(Duke Global Health Innovation Center)

▪ 또한 엄격한 출입국 관리 지속, 여행심리 위축 등으로 관광산업 의존
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지연
국가군별 백신확보 물량

관광산업 비중과 성장간 관계

자료: Duke Global Health Innovation Center

자료: IMF,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 이와 같이 경기회복 불균형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세계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제약할 소지

ㅇ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저성장 신흥국의 국제신인도 유지, 글로벌
인적교류 회복*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이 대두
* 팬데믹 이전과 같은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국은 국가간 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이동제한을 완화하는 방안(travel bubble)을 추진

나. 부문간 불균형

□ 국가

내에서도 비대칭적 충격, 실물-금융간 괴리 등으로 소득 계층간,
제조업·서비스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

ㅇ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은 대면 서비스업종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에 집중

▪ 반면

제조업은 팬데믹 초기 생산차질을 겪기도 하였으나 상품수요
반등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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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디지털 플랫폼, 온라인 컨텐츠 등 비대면 서비스업종은 디지털경제
가속화로 성장기반을 강화

ㅇ 실물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 등 자산가격이 빠르게 반등하는 등
실물-금융 간 괴리도 확대

▪ 대규모

재정 지출,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등이 자산가격 반등에
상당한 영향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수1)

주: 1) 2015.1월 = 100
자료: BLS

미국, 유로지역, 일본 주가

주: 1) 2020.1~11월중 기준
자료: Bloomberg

□ 백신 및 치료제 보급은 부문간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충격이 고착화될 가능성 상존

ㅇ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이후 감염 우려가 완화되면 서비스업 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서비스업 일시 해고자도 복귀될 것으로 예상

▪ 실물경기가 점차 회복되며 선반영된 금융시장과의 괴리도 축소
ㅇ 그러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악화된 재무상태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실업자는 오점효과(scarring effect)로 재취업이 용이하지 못할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이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

▪ 또한 디지털화 가속, 로봇 활용 등으로 일부 업종 및 일자리가 영구
소멸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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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1997년)를 대체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년)을 채택
하였으나 아직까지 국제공조가 원활치 못한 상황

ㅇ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협정 당사국
이 참여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산업화 이전 대비)을 2°C*보다 낮게
(1.5°C 추구) 억제하는 것을 목표
*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C 초과시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등 인류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년)

▪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글로벌 이행
점검* 결과를 감안하여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

*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는 각국의 감축목표가 지구평균기온 상승폭 억제(2°C

이내) 목표에 부합하는지 통합 점검(5년 주기, 최초 2023년)

ㅇ 파리협정 채택 이후 EU는 목표를 상향*하고 분야별 정책 및 투자자금
조달 방안(향후 10년간 1조 유로) 등의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2019.12월)하며 선도적으로 대응
* EU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55%(기존 40%)로 상향
(2020.12월 승인)

ㅇ 반면 미국(이산화탄소 배출 세계2위)은 트럼프 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2017.6월, 2020.11월 발효) 전임 오바마 정부의 환경규제를 완화
현 상황 유지시 기온변화 추이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구 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1997.12월 채택
(2005.2월 발효)
1차: 2008~12년
2차: 2013~2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90년대비 5.2%)
(2차: 90년대비 18%)

2015.12월 채택
(2016.11월 발효)
2021년 이후 적용
(종료시점 없음)
지구 평균온도 2°C 이내
유지(산업화 이전 대비)
및1.5°C 목표 달성 노력

감축참여국

주로 선진국(38개국)

모든 당사국(189개국1))

목표설정

하향식

상향식

채택
적용기간
목표

주: 1) 산업화 이전 대비
자료 : IMF

주: 1) EU제외, 미국 재가입시
자료: UNF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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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신기후체제가 공식 출범하고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기조도
적극 참여로 전환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

ㅇ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각국은 2050년(중국 2060년)까지 탄소중립*
을 달성할 것을 발표하고 파리협정에서 요구한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UN에 제출(2020년말까지)
* IPCC는 지구온도변화 1.5°C 이내 억제를 위해서는 2050년경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배출량-흡수량) 0)에 도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2018년)

▪ 유럽

주요국의 탄소중립 법제화, 미국 바이든의 탄소중립 공약,
아시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 각국이 대응 의지를 표명
* 최근 중국(9.22일), 일본(10.26일), 한국(10.28일) 등이 선언

ㅇ 바이든 신정부는 파리협정 재가입과 함께 환경분야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추진하며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할 계획
ㅇ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주요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
* EU 플라스틱세 시행(2021.1월~),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2021~25년중) 등
** 미국은 친환경 에너지 등에 초점을 맞춘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실시하고 일본은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해 2조엔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

▪ 아울러 미국 EU의 탄소국경조정세

*

도입 논의는 수출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주변 교역국의 친환경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

* 제품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바이든 당선인 환경 관련 주요 공약

주요국 기후변화 관련 대응 현황

구분

주요 내용

국가

주요 내용

환경 분야
리더십 회복

-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
- 친환경 에너지이니셔티브 창설
-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

중국

- 배기가스 규제 시행
- 중공업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모
니터링 강화

규제 강화

- 영구 시추제한 지역 재지정
- 기후협정 미준수 국가에 대한 탄소
국경조정세 및 수입쿼터 도입 논의

영국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법제화(2019년)
-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 발표
- 석탄발전 중단(~‘25년) 로드맵 발표

환경 관련
투자 확대

- 친환경 인프라 등에 4년간 2조
달러 투자

프랑스

- 화석 연료 의존비중 40% 축소(2019년
대비) 법안 발표
- 석유차량 판매(~‘40년) 및 석탄발전(~’22년) 중단

자료: 주요 언론

자료: 주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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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
하고 그린투자 확대에 따른 단기 경기부양 효과와 더불어 자연재해 예방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ㅇ IMF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글로벌
GDP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별로 상이(WEO, 2020.10월)
* 2050년 탄소중립 및 평균기온 상승 2°C 이내 유지 목표를 달성하는 시나리오

▪ 향후

5년간(2021~25년)은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전체적으로 성장에 플러스가 되겠으나, 이후로는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2050년 GDP 레벨 1% 감소 효과)

▪ 그러나 시계를 보다 장기로(2050년 이후로) 확장하면 자연재해 예방효과
의 편익이 비용을 압도*

*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205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100년에 글로벌
GDP의 13%(기후변화 완화정책 미도입 대비)에 이를 것으로 분석(Burke, Hsiang,
and Miguel(2015)을 토대로 IMF가 재추정)

ㅇ 한편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산업 및 기술의 구조변화, 기업의 경영행태
변화 등도 예상

▪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차 등 신산업 성장,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저감
분야 등의 기술혁신이 촉진

▪ 최근 글로벌 기업 및 금융회사들의 RE100

*

참여 및 ESG(환경·사회·지
배구조) 투자 확대 등 저탄소 경영을 위한 노력도 확산되는 추세

* Renewable Energy 100% :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충당할 것을
밝히는 이니셔티브로 현재 278개 기업이 참여(2014.9월 12개 기업 참여로 시작)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실질GDP 효과1)

주: 1) 정책 미도입시 대비 실질GDP 차이
자료: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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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자료: IRENA

Ⅲ

종합평가

□ 2021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심화 등 일부 부정적 요인
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미국 신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ㅇ 최근 급격한 감염확산으로 당분간 경기개선이 주춤하겠으나 백신접종
확대로 팬데믹이 진정 양상을 보이며 회복세가 빨라질 전망
ㅇ 또한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전략도 세계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
ㅇ 한편 기후변화 대응노력 강화는 전환비용 부담을 야기하겠으나 한편으로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친환경 관련 신산업 성장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모멘텀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다양한 이슈들이 영향을 주며 세계경제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상존

ㅇ 일부 백신의 임상실패 등 팬데믹 종식 지연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백신보급 격차 등에 따라 국가간 경기회복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ㅇ 미·중간 패권경쟁을 둘러싼 갈등 격화에 대한 우려가 상시화되는
가운데 유럽내 국가간 갈등도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잠재
ㅇ 주요 전망기관들은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로 백신공급 지연 및 감염증
재확산, 미·중 갈등양상 변화, 글로벌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채 위기,
미 공화당 상원 장악시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 제약 등을 지목*
* <참고2>

「주요

전망기관이 보는 2021년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참조

▪ 또한 EU-영국 간 갈등 지속, 인플레이션 조기 발생, 서비스업 영구
실업에 따른 고용회복 둔화 등의 리스크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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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으로는 이슈마다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의 정책대응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상
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주요 글로벌 이슈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영향1)

이슈

2021년 (리스크2))

▲▲ ⑶

1.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2022년 이후

▲

2. 바이드노믹스 본격화

▲

⑴

▲

3.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

⑴

―

4.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

⑵

▼

5. 유럽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 갈등 심화 가능성

―

⑴

▼

6.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

⑵

―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

▲

⑴

―

▲

종 합

주: 1) ▲ 긍정적, ▼ 부정적, ― 중립 또는 영향 미미
2) 리스크의 상대적 크기를 3단계로 표시(숫자가 커질수록 리스크 증가)
자료: 자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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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주요 전망기관이 보는 2021년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
주요 내용
-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우려
(IMF, OECD, ADB, Morgan Stanley, UBS, S&P, GI, EIU)
- 대출 중단, 채무 만기 연장 실패 등 신용경색 발생 가능성
(IMF)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 이익 감소로 인한 기업의 유동성 위기 고조 및 파산 확산 가능성
(IMF, JP Morgan)
- 서비스업 부진 지속으로 인한 고용시장 회복세 둔화 우려
(JP Morgan, Nomura)
- 백신 개발 또는 공급 지연시 경기침체 지속 가능성
(IMF, OECD, Morgan Stanley)
- 공화당 상원 장악시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수행 제약 가능성

美 정치
불확실성

(Morgan Stanley, UBS)
-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미-중 갈등 전개양상 변화
(IMF, ADB, UBS, S&P, EIU)
- 중국 성장전략 기조 전환(“쌍순환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IMF, S&P)

지정학적
리스크

- OPEC+ 회원국간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원유 공급 불확실성 증대
(IMF)
- 2020년말 전환기간 종료 이후 英-EU 간 무역장벽 발생(‘노딜브렉시트’)
(IMF, OECD, S&P)
-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정부 및 민간부문 부채 위기
(S&P, JP Morgan, CITI, GI, EIU)
- 과도한 정부부채로 인한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 여력이 제한될 소지

과잉 레버리지

(CITI)
- 기업의 과잉 레버리지로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 감소 우려

기후변화

(CITI)
- 자연재해 발생으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및 각국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 변화
(IMF, S&P)
-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 심화
(S&P)

사회불안 증대

-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 하락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social unrest) 심화
(IMF)
- 디지털化 가속에 따른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 격차 심화
(S&P)
- 재정정책 실패(조기 축소, 타겟팅 오류 등)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

거시정책
리스크

(IMF, UBS)
-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발생할 우려
(Morgan Stanley, No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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