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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국제 무역불균형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규모가 전례 없이
커지고 관련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
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
□ 2008.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제불균형 문제가 미국,
일본, 중국 등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세계경제에 대한 리스크요인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
따른 달러화 가치 급락 가능성에 초점을 둠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불균형은 다수의 국가
들의 거시정책 운용방식과 구조적 왜곡요인과 관련된 시스템
적인 문제이며
국제불균형을 야기한 거시정책방식과 국제자본흐름이 글로벌
금융위기와도 직·간접적 관련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
o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불균형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안정 성
장을 위해 시정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적
인 원인분석과 국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o 이에 따라 G20 국가들은 2009.9월 Pittsburgh 정상회의에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Framework」의 구축
에 합의하고 2010.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 이어 11월 서울 정
상회의에서 관련국가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
□ 이하에서는 국제불균형의 중장기 추이와 확대 원인에 대해 살
펴보고 그동안 G20,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 온 불균형 완화방
안을 정리한 후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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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불균형 추이
□ 198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대략 세차례(1982~87년,
1995~00년, 2002~08년)에 걸쳐 국제불균형이 확대 추이를 보였는
데 그 특징과 발생원인은 시기별로 상이
국제불균형 추이

자료: IMF WEO database(2010.4)

년대)

(1980

□

년대 들어 미국이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제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1982~87년중 미국 GDP대비 적
1980

자비율 0.2% → 3.4%, 세계 전체 적자에서의 미국비율 3.5% → 57.5%)
o

동 기간중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대부분 일본, 독일 등 선
진국과의 무역에서 발생(對선진국 무역적자가 전체의 80%, 對일본
및 독일 무역적자 비중은 50%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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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불균형 추이

주요 흑자국 및 적자국 현황
(

흑자국
일본
독일
신흥
아시아
적자국
미국

개별국가 GDP대비, %)

‘82
0.6
0.6
0.7

‘84
0.9
2.8
1.5

‘86
1.3
4.3
4.2

‘87
1.2
3.5
3.9

‘88
1.1
2.7
4.2

-3.7

0.4

4.9

6.4

4.8

-1.4
-0.2

-1.5
-2.4

-1.8
-3.3

-1.6
-3.4

-1.4
-2.4

주: 1) 아시아신흥국 -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태국
자료: IMF WEO database(2010.4)

□ 이 시기는 국제불균형 문제가 소수의 선진국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G5 등 선진국 합의체를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이
가능
o 1985년 플라자 합의(9.22일)에 따른 환율조정 , 1987년 루브르 합
의(2.22일)를 통한 수요조정(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일본·독일의 내수진
작) 등을 추진함으로써 무역불균형이 빠르게 해소
*

*

플라자합의 이후 1년간 엔화
파운드화 7.2% 절상

―

57.1%,

마르크화

43.0%,

프랑화

36.2%,

년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급격히 축소되어
1991년에는 소폭 흑자로 전환
1987

*

미국의 對일본 및 독일 적자규모는 1987년 761억 달러에서 1990년
에는 548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

― 세계 전체 GDP대비 무역불균형 규모도 1986년 1.6%(경상적
자 기준)에서 1990년 1.3%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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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

(1990

□ 국제불균형은 1990년대 전반까지 소폭에 머물렀으나 1996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1996~2000년중 미국 GDP대비 적
자비율 0.2% → 3.4%, 세계 전체 적자에서의 미국비율 35.8% → 61.1%)

o

일본이 세계의 최대 경상수지 흑자국이었으나 1998년 이후
아시아 신흥국 및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급증
국제불균형 추이

주요 흑자국 및 적자국 현황
(

흑자국
일본
신흥아시아
산유국
적자국
미국

개별국가 GDP대비, %)

‘96 ‘97 ‘98 ‘99 ‘00
1.0 1.2 1.3 1.4 1.6
1.4

2.3

3.1

2.6

2.5

-2.0

-0.7

8.1

6.3

4.2

3.6

2.4

-2.3

-1.2

-1.2

-1.6

-1.8

-2.1

-1.6

-1.7

-2.4

-3.2

-4.2

6.6 16.9

주: 1) 산유국 -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알제리, 카타르, 리비
아, 이라크, 오만
아시아신흥국 -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태국
자료: IMF WEO database(2010.4)

□ 이 시기는 국제자본이동 규모가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불균형
을 고착화시키는 경로로 작용하기 시작
o 미국 경제가 IT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직
접투자와 주식투자자금을 중심으로 對美 자본유입이 증가하
고 이는 달러화 강세 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야기
*

* 1996~2000

년중 미달러화 가치(실질실효환율 기준) 18%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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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자금 유입

자료: CEIC

미달러화 가치, 경제성장률 및 경상수지

자료: IMF WEO database(2010.4월), BIS

년에는 닷컴버블 붕괴와 미국의 경기둔화로 대미 투자자
금 유입이 감소하고 경상수지 불균형도 일시적으로 축소

o 2001

년중 세계 GDP대비 경상적자 2.1% → 1.8%)

(2000~01

년대)

(2000

□ 2000년대 초반 이후 국제불균형은 미국과 G7 선진국뿐만 아니
라 상당수의 유럽국가와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 산유국 등이
포함된 글로벌 차원의 현상으로 변모(세계 GDP대비 전체 경상수
지 적자 비율 2001년 1.8% → 2006년 2.7%)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국인 미국의 적자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영국 등 일부 유럽선진국과 동유럽의 경상수
지 적자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
o 경상수지 흑자국의 경우에도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불균형
규모가 커진 데다 중국, 아시아 신흥국, 산유국 등의 흑자규
모가 급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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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자국 현황

주요 흑자국 현황

주: 1) 동유럽
유럽적자국
-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체코, 크로아티아, 리투
아니아, 세르비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키프러스,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몰타
자료: IMF WEO database(2010.4)

□ 한편 개별국가의 자국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살펴보면
2001~07년중 미국(-3.9% → -5.2%), 유럽 선진적자국(-2.0% → -5.0%),
중·동구(-2.0% → -7.9%)의 적자가 크게 확대
o 흑자국의 경우 중국(1.3% → 11.0%)이 가장 큰 폭의 확대를 보였
고 일본(2.1% → 4.8%), 독일(0.0% → 7.6%) 등 선진국,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폴 등 신흥아시아(4.7% → 6.6%), 산유국(10.6% → 14.0%)
도 흑자폭이 확대
주요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추이

2001
-1.8
-3.9
-2.0
)
-1.3
)
-2.1
)
0.0
)
1.9
)
-7.2
-2.0
)
-5.5
)
-2.8
)
-6.0
)
-5.6
) -3.2

적자국 전체
미국
유럽적자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중·동유럽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2005
-2.6
-5.9
-3.8
-2.7
-5.7
-1.4
-4.6
-7.5
-5.0
-8.6
-1.2
-7.2
-12.4
-5.7

2007
-2.6
-5.2
-5.0
-3.3
-10.1
-2.4
-5.8
-14.4
-8.0
-13.4
-4.8
-6.8
-26.9
-7.6

자료: IMF WEO database(2010.4)

2008
-2.7
-4.9
-5.0
-1.7
-10.5
-3.6
-5.7
-14.6
-7.9
-12.2
-5.1
-7.2
-24.2
-9.2

흑자국 전체
일본
중국
독일
신흥아시아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폴)
(필리핀)
주요산유국
(사우디)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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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3
2.1
1.3
0.0
4.7
1.0
0.1
7.9
5.9
13.0
-2.4
10.6
7.6
38.9

자국 GDP대비, %)

(
2005
2.7
3.6
7.2
5.1
4.5
1.8
0.1
15.0
11.4
22.0
2.0
18.8
28.5
42.5

2007
3.2
4.8
11.0
7.6
6.6
0.6
0.1
15.7
12.3
27.6
4.9
14.0
24.3
44.7

2008
3.0
3.2
9.4
6.7
4.7
-0.5
0.1
17.5
13.6
19.2
2.2
14.5
27.9
40.8

참고>

유럽의 역내외 불균형 추이

<

□ 유럽의 역외지역과의 경상수지는 1980년대 이후 GDP대비 ±1.5%
이내의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역내 흑자국과 적자국간 격차가 급속히 확대되면
서 역내국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
유럽지역 경상수지 추이

주요 국가별 경상수지 추이

자료: IMF WEO database(2010.4)

□ 유럽의 역내 불균형은 유로화의 본격적 사용(2002.1월) 이후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환율의 무역수지 조정기능이 약화된 것이 주요 요인
o 독일의 경우 통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가격경쟁력이 제고
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
o 반면 제조업 경쟁력이 약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의
경우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
주요 적자국의 무역수지 현황

무역수지
(상 품)
(서비스)

그리스
-192.8
-354.0
161.4

포르투갈
-139.0
-190.3
51.7

주: 2000~08년 연평균; 자료: IMF DOT
- 7 -

스페인
-469.0
-736.6
267.6

영국

-633.0
-1,101.1
468.0

(

억달러)

이탈리아
30.0
58.3
-28.4

(

최근 동향)

□ 2008.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불균형은 글로벌 경기침체
에 따라 일시적으로 완화(세계 GDP대비: ‘08년 2.7% → ’09년 1.8%)
경제성장률 둔화,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逆(-)의 富의 효과
(negative wealth effect) 등으로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국의 소
비 및 수입수요가 크게 위축된 데 주로 기인
o 미국의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006년 -6.0%에서
2009년 -2.9%로 절반 이상 축소
□ 그러나 2010년 들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국제불균형
이 다시 확대되는 조짐
o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당분간 국제불균형이 글로벌 금
융위기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
되어 갈 것으로 전망
o

IMF

경상수지 전망

1)

주: 1) 세계 GDP대비 비중
자료: IMF WEO database(2010.4)

OECD

경상수지 전망

자료: OECD WEO(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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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제불균형 조정에 관한 논의동향
1.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논의

◆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이의 지속가능성
에 대한 학계의 견해가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중국 등 주요국간
책임론 공방이 가열
① 지속불가능하다는 견해 (disequilibrium approach)
□ 국제불균형이 2006년 세계경제의 2.7%, 미국 GDP의 6.0%로
까지 확대되면서 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
o 다수의 학자들은 미국의 대외순채무 누적에 의한 미달러화의
가치 급락과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세계경제의 경
착륙 가능성을 경고
(Obstfeld & Rogoff 2005, Summers 2004, Cline
2005, 2007, Bergsten 2007, Feldstein 2008)

□ 국제불균형이 확대된 배경으로는 주요국간 환율불균형, 선진국
의 과다소비 및 재정적자 등 다양한 요인이 제기
【주요국간 환율불균형】
□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일본, 중국 등 주
요 교역상대국의 인위적인 통화 저평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o 1980년대 이후 미국 경상수지가 대체로 달러 가치와 逆(-)의
관계를 보여 온 점을 감안할 때 2002~2007년중 달러약세(약
20%) 는 충분치 않으며 추가적인 절하가 필요 하다는 내용
*

**

～ 년중 달러화 절하폭이 21%(실질실효환율 기준)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절하폭(85.10～88.4월중 절하율 26%)에 근접
** Mussa(2004), Obstfeld and Rogoff(2005), Blanchard et al.(2005)은 미
국의 경상수지 균형회복을 위해 필요한 미달러화의 절하폭을 각각
30%, 15~34%, 40~90%로 제시
* 20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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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러화 실질실효환율과 미국 경상수지

자료: IMF WEO database(2010.4), CEIC, BIS

미달러화 절하는 ① 경상수지의 개선뿐만 아니라 ② 대외 자
산·부채의 평가효과 (valuation effect)를 통해 대외순부채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국제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

(Hausmann & Sturzenegger 2004, Gourinchas & Rey 2007)
*

미국의 대외부채는 미달러화로, 대외자산은 외화로 표시되어 있어 달
러약세시 순대외부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2006~2007년중
이러한 효과는 미국 GDP의 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Nguyen, 2010)

【미국의 저축률 하락과 소비 확대】
□ 2002년 이후 미달러화의 약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
자가 오히려 확대됨에 따라 그 배경으로 미국 경제의 거시불
균형(internal imbalance) 요인이 제기(Cooper 2006, Feldstein 2008)
□ 미국은 상시적으로 투자에 비해 저축이 부족 또는 소비 과다 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었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 저축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저축-투자의 마이너스(-) 갭이 확대
(

미국의 저축률 및 투자율 추이

총저축률
총투자율
저축-투자갭

1990
15.8
18.6
-2.7

1995
16.4
18.6
-2.1

자료: IMF WEO database(2010.4)

2000
18.1
2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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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5.1
20.3
-5.2

2007
14.5
19.5
-5.0

)

2008
12.6
18.2
-5.6

2009
10.8
15.0
-4.2

□ 민간부문의 저축률 하락은 장기간 금융완화 기조(Great Moderation)
지속, 민간부문의 높은 소비성향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결과
o 미 연준은 2002년 이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다가 2004년
이후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으나 해외자금(global savings)의 유
입으로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
o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온 미국의 민
간 소비 비율이 더욱 상승
미국 정책금리와 Taylor rule 비교 민간 소비 및 수입 비율 추이

주
: 1) GDP 대비 비중(%)
자료
: Taylor(2007)

1)

자료: BEA

은 미국의 경상수지 변동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 요인은 통화정책이라고 분석

o Barnett & Straub(2008)

미국 경상수지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
시차(연) 원유공급 원유수요 통화정책 민간부문소비및투자
1)

1
3
5
7

15.3
12.8
9.8
7.6

주: 1) 1970~2006년중
자료: Barnett & Straub(2008)

9.1
6.7
6.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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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53.1
43.9
41.3

10.6
16.4
24.8
25.8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 확대】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금융 완화 기조와 아울러 재정수지 악
화도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Obstfeld and
Rogoff 2005, Salvatore 2006)

o

미국의 경우 9.11사태 이후의 국방비 지출 증가 등으로 2002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03년에는 사상 최대의 적자(GDP대비 3.8%)
를 기록
대비 1%p의 재정수지 적자 증가는 2∼3년 동안 0.2%p 정도의 경
상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Fed)

* GDP

o

그리스 등 주요 유럽 적자국도 높은 실업률 등으로 세수기반
이 취약해진 데다 인구 고령화 , 공공부문의 확대 등으로 정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확대
*

*

유럽의 고령화 비율(65세 인구비율)은 2005년 현재 15.3%로서 미국
(12.4%), 아시아(6.2%), 세계전체(7.3%) 등에 비해 높은 수준
미국의 쌍둥이 적자 추이
주요국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1)

주: 1) 2001~08년 평균
자료: IMF WEO database(2010.4)

⇒ 국제불균형이 주요국의 거시정책 불균형(macroeconomic
imbalance)을 반영한 것이므로 지속불가능하다는 주장
- 12 -

② 지속가능하다는 견해 (equilibrium approach)
□ 일부 학자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상흑자국에서 경상적자국으
로의 자본이동(“uphill flow of capital”)이 확대된 것이 국제불
균형의 주요 배경이라고 주장
o 외국인의 미국에 대한 투자는 1998~2007년중 4배로 확대되었
으며 투자자금 형태는 채권투자 위주로 변화(對美 자본유입 비
중: FDI·주식투자 2000년 68%→2007년 39%, 채권투자 32%→62%)

o

신흥시장국의 미 국채투자 증가는 ① 장기금리 하락 → 민간
소비 증가를 통해 미국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② 신흥국 경
상수지 흑자를 미국으로 환류시키는 자본흐름을 초래하여 국
제불균형을 고착화시키는 경로로 작용
외국인의 형태별 對美 투자 추이

직접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합계

2000
321.3(42.4)
193.6(25.5)
243.0(32.1)
757.9(100.0)

2002
84.4
54.1
373.5
512.0

주: 1) ( ) 내는 전체 투자대비 비중(%)
자료: CEIC

2004
146.0
61.8
805.6
1,013.4

2006
243.2
145.5
981.3
1,370

1)

2007
275.8(19.3)
275.6(19.3)
879.1(61.5)
1,430.5(100.0)

십억달러)

(

2008
319.7
110.5
417.3
847.5

― 아시아 신흥국(중국 포함)의 미 국채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늘어나 2009.6월말 현재 전체 미 국채잔액의
38.4%에 달함

국가별 미국 장기국채 보유 추이 세계 외환보유액 및 미국채 잔액

자료: 미 재무부

자료: IMF CO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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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자본흐름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① 글로벌 저축과잉
② 브레튼우즈 II 체제 ③ 안전자산 선호설 등을 제기
【글로벌 저축과잉(saving glut)】
□ Bernanke(2005)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전세계적 과잉저축
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국제불균형이 확대되었다고 주장
o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축-투자갭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저축과잉을 주도
*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 등 NIEs 저축률과 투자율이 동반 하락한 가
운데 투자율이 더욱 빠르게 하락한 반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후발 신흥국은 동반 상승하였으나 저축률이 보다 빠르게 상승함으로써
저축-투자갭이 확대
의 저축-투자갭 추이

아시아 개도국 의 저축-투자갭 추이

1)

NIEs

2)

주: 1)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4개국
2)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26개국
자료: IMF WEO database(2010.4)

【브레튼우즈(Bretton Woods)Ⅱ 체제】
□ Dooley et al.(2003)은 주변국(신흥국)이 환율저평가를 통해 중심
국(미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국
제불균형이 초래되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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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 시기에는 일본, 유럽이 주변
국을 형성하였으나, 최근에는 신흥국이 주변국의 역할을 담당
하는 새로운 브레튼우즈Ⅱ 체제가 형성
□ 한편 Dooley et al.(2007) 등은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
자본 조달을 위해 미 국채 등 담보자산을 축적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가 필요하다고 주장
o

적정담보규모 및 준비자산 보유액 추이
<중국 >
<신흥국 전체 >

자료: Dooley et al.(2007)에서 인용

【안전자산 선호설】
□ Caballero(2006), Farhi and Gourinchas(2008) 등은 안전성과
유동성을 겸비한 국제 우량자산에 대한 수급불균형이 국제불
균형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제시
o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신흥국들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비
한 예비적 외환보유액 축적(precautionary reserve accumulation)과
이에 따른 국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
o 반면 1990년대 일본 자산시장 붕괴와 유럽의 경기침체로 미
국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우량자산 공급능력이 제한
⇒ 국제불균형이 경상수지 흑자국의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서, 적자국과 흑자국에 상호이익이 되는 공생
관계(symbiotic pattern)이므로 지속가능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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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국간 정책적 논의
□ 미국 정부는 경상수지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0년대 중
반 이후 중국 등 흑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압력을 강화하
는 한편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상을 추진
□ 미 의회와 행정부는 특히 중국 위안화의 저평가를 국제불균형
의 주요 요인으로 주목하고 환율제도 변경 등을 요구
*

년 Schmer 뉴욕 상원의원 등은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하지 않
을 경우 27.5%에 이르는 포괄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였고
미 의회는 109대 회기(2005~2007년)중 반중국적 무역법안을 27개 제출

* 2003

o

이에 따라 중국은 2005.7월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고 환율 변
동폭을 확대하였으나 2008.7월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응하여
고정환율제도로 복귀
월 Paulson 재무장관은 취임 직후 미국과 중국간 정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급 회담인 ‘전략적 경제대화
(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신설

o 2006.12

□ 아울러 미국은 경상 흑자국에 대한 IMF 연례협의와 2006년 미
국, 일본, 유럽, 사우디 및 중국이 참가한 IMF의 다자간 협의체
(multilateral consultation)를 통해 국제불균형 시정 논의를 주도
는 2006년 GEM(Global Economy Model) 분석을 통해 3가지
불균형 시나리오 를 검토하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가 없을 경우 미국의 대외순부
채 규모가 더욱 확대(2015년 55%)되고 급격한 조정(abrupt
adjustment)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경고

o I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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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활한 조정(orderly adjustment): 주요국이 협조하여 필요한 대
내외 정책을 병행 실시할 경우 세계경제는 지속성장 유지
② 완만한 조정(soft adjustment): 주요국이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
하되 시장의 자율기능을 통해 불균형이 조정
③ 급격한 조정(abrupt adjustment): 국가간 정책협조가 없는 상황에
서 미국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세계경제 성장 크게 둔화

는 불균형이 급격하게 조정되는 경우 각국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환율 급변동 등 금융불안이 확산될 것으
로 분석
―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1960～2006년중 선진국의 불균형 조
정(42건)이 4～5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균형 조정
국가의 성장률이 평균 1.4%p 낮아지고 통화가치는 12% 정
도 절하(IMF 2007)
□ 그러나 2007년 IMF가 도출한 다자간 합의에 경상수지 흑자국
인 중국, 일본 등의 통화절상 및 내수조정뿐만 아니라
적자국인 미국에 대한 저축률 제고, 재정적자 축소 등의 요구가
포함되는 등 다자간 협의의 역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미국의 추
진력이 약화
o IMF(2006)

의 다자간협의체(multilateral consultation)의 합의내용
미국
일본 및 유로지역
중국
산유국 등
- 소비축소
- 재화 및 노동시장 - 사회안전망 구축 - 투자·소비
(저축증대)
경쟁 강화
- 금융개혁을 통한
확대 지속
- 재정적자 축소 - 금융개혁 지속
내수 확대
- 통화 절상
- 공산품 경쟁력 - 엔화 절상
- 민간의 저축 축소
강화
- 위안화 절상
IMF

자료: IMF(2007)
o

더욱이 2008.9월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과 함께 IMF가 국제
불균형 문제에 집중하느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문제를 소홀
히 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의 자체가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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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논의
가. 국제불균형과 글로벌 금융위기간 관계
2.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을 계기로 기존의 국제불균형 논의
의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국제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전개
국제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무관하다는 견해)
□ 2008~09년중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계론자(alarmists)의 주장대로
미달러화 자산에 대한 수요 붕괴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며
금융위기시에 대미 자본유입이 지속되고 미달러화는 오히려 강
세로 전환
(

미달러화 인덱스 및 대미 자본유입

자료: BEA, Bloomberg

□ 이를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규제와 감
독체제 미비에서 비롯되었으며
국제불균형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지엽적(sideshow)이거나
무관(innocent bystander)하다고 주장
(DeLong 2008, Dooley and Garber

2009, Backus and Cooley 2010, Whelan 2010, Truman 2010, Greensp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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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

□ 다수의 학자들은 국제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
인이 아니더라도 국제불균형을 야기한 거시정책 운용방식과 국
제자본흐름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이 크다는 견해를 지지
등은 미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遠因이라고 지적

o Taylor(2008), Bibow(2008)

는 국제불균형과 금융부문 문제들의 상호작용으
로 미국의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

o Portes(2009)

o Caballero et al.(2008), Obstfeld and Rogoff(2009), Blanchard

등은 국제 불균형은
미국의 신용제약을 완화하는 한편 저금리를 지속시켜 차입
및 주택부문의 거품을 키웠으므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보조적
인 역할(handmaiden)을 수행하였다고 설명
and Milesi-Ferretti(2009), Roubini(2009)

□ 신현송(2009), Acharya and Schnabl(2009) 등에 따르면 금융혁신
(financial innovation)과 미국 금융중개부문(financial intermediaries)
의 급격한 성장이 국제불균형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잉태시킨
배경으로 작용
년부터 자산유동화 증권(asset-backed security) 등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 하였는데 이는 시중 유동성 팽창과 소
비증가를 통해 국제불균형을 확대시킨 주요 경로로 작용

o 2002

*

*

유동화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2~07년간 29배 증가하여 다른
부문의 성장세를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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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대미채권투자 비중

미국증권중개기관성장과경상수지추이

자료: 미 재무부

자료: FRB, IMF WEO(2010.4), Shin(2009)

□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2000년대 들어 자산가격과 가계 레버
리지 비율이 상승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들도 모두 경상수지가 악화
*

에 따르면
국가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경상수지 악화의 상당부분을 설명

* Fratzscher, Juvenal & Sarno(2007), Fratzscher & Straub(2009)
G7

반면 G7 국가중에서 동 기간중 자산시장의 과열을 경험하지
않은 일본과 독일만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
o 주요 선진 적자국의 경상수지 악화 정도는 가계부문의 레버리
지 비율(가계부채/가처분소득) 변동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
으로 나타남
o

주요선진국 주택가격 상승률

선진국 가계 레버리지와 경상수지 변동

주 1) 횡축은
1997~2007년간 가계레버리지 변동(%p), 종축은 2000~2007년간 GDP대비
경상수지
변동(%p)
자료: IMF WEO비중
database(2010.4),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200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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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 최근의 논의 동향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불균형이 금융위기의 발생원인
과 관련이 있으며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위해 시
정되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
□ 또한 국제불균형의 시정을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 시
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systemically important countries, SICs)들간
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o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약진에 따라 세계경제의 다극화가 진
전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이 상이한 명목 정책목표(nominal
anchors)를 유지함에 따라 범세계적 차원에서 거시경제정책의
부조화가 심화
G20

회원국들의 명목 정책목표

인플레이션 타겟팅 복수정책목표
환율목표
러시아 (복수통화바스켓)
호 주, 브라질,
인도
중 국 (달러 연동제)
캐나다, 멕시코, 일 본
아르헨티나 (달러 페그제)
남아공, 한 국,
미국
사우디 (달러 페그제)
영국
독일 등 유로존 (통화동맹)
주: 1) 물가 및 금융안정 목표
2) 물가 및 금융안정 목표를 추구하나 통화정책은 탄력적
인플레이션과
고용목표
자료3): 캐나다
재무부(2009)
1)
2)
3)

o

그러나 과거 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이 불균형을 제한할 수 있
는 보편적인 기준(rule of game)이 없는 데다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체제가 지속되고 있어 국제불균형의
자동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Haley 2009,
Visc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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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불균형의 향후 추이는 주요국의 거시정책 불균형과 구조
적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의 성공여부에 좌우될 전망
o G20 경제현안에 있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도
모하기 위한 주요국간 정책 공조 Framework의 구축이 최상
위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가 진행중(37쪽 <붙임 1> 참조)
* G-20

의 Framework 구축에 대한 논의 경과

① 2009.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시행에 합의
② 2009.11월 St. Andrews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Framework 구축방
안의 세부일정 합의
③ 2010.4월 워싱턴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 각국 자료를 바탕으로
IMF가 base case scenario 작성·제출
④ 2010.11월 정상회의: 최종 정책 권고안 확정

□ IMF는 G20의 요구에 따라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국가별 정책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최근 G20 캐나다 정상
회의(6.26~27일)에서 그 결과를 제시
국가그룹
선진흑자국
선진적자국
신흥흑자국
신흥적자국

의 국가그룹별 정책권고 사항
정책과제
▪내수 확충
▪생산·서비스 및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개방시장 유지와 수출경쟁력 제고
▪저축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재정적자 감축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시장 발전
▪환율 유연성 제고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지출 확대
▪생산시장 규제 축소
▪사회기반시설 확충

G20

자료: 토론토 G20 정상회의(2010.6.26~27) 정상선언문 등
o

동 정책권고 사항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글로벌 경상수
지 불균형이 큰 폭으로 축소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산출량
및 고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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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G20 Framework 논의의 의장을 담당하고 있는 캐나다도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권고를 별도로 제시
캐나다의 정책권고 사항

구분
캐나다
중앙은행
(2010.4)

캐나다
재무부

(2009.5)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
- 선진국의 가계저축
부진과 재정지출 증가
- 신흥국의 불태화개입과
환율불균형
- 상이한 정책목표
선택에 따른 주요국간
거시불균형
- 국제통화체제의 결함

정책 권고
- 미국 민간저축의 증가
- 선진국의 재정 개혁
- 주요국간 환율 조정
- 아시아 신흥국의 내수 촉진
- 정책기준지표의 선택에 있어
국제공조
- IMF 등 국제감시기능의 강화

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G20 차원의
국제공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제불균형은 점진적
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위기 이전 정책이 고수될 경우 다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

o Bank of Canada(2010.4)

미국 경상수지 전망

주요국 경상수지 전망

자료: Bank of Canada(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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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불균형 완화 방안
◆ 이하에서는 G20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국제불균형
개선방안인 글로벌 소비구조 개선, 선진흑자국의 구조개혁,
선진적자국의 재정건전화, 신흥흑자국의 환율조정 등의 내
용을 검토
① 글로벌 소비구조의 개선
□ 미국은 세계의 최종소비자(consumer of last resort) 역할을 담당해
온 반면 아시아 신흥시장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소비증
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경제성장의 후생증대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여 왔음
*

*

수출편향적 성장이 교역조건의 급격한 악화를 통해 오히려 후생수준을
낮추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Bhagwati(1958)는 이러한 현상을 궁
핍화 성장(immiserizing growth)이라고 지칭
2000∼ 08년중 경제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율
(%)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중국
미국

경제
성장률
4.9
5.0
5.5
3.6
10.2
2.3

자료 : Prasad(2009)

경제성장 기여율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
1)

38.8
39.6
36.8
37.8
27.5
87.0

12.2
3.8
10.5
2.7
12.7
13.0

20.4
24.5
26.3
0.0
49.0
4.3

순수출
28.6
32.1
26.3
59.5
10.8
-4.3

□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국인 미국의
소비 감소(저축 증가)와 흑자국인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소
비 증가(저축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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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레버리지 축소 및 소비 억제】
□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문의 저축률이 상승하
였으나 향후 미국 경기의 본격적 회복과 함께 가계 소비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Lee, Rabinal & Sandri 2010, Mody & Ohnsorge 2010)
미국의 가계저축 및 가계부채비율 추이
가계저축률
가계부채비율
1)

2)

(%)

2007

2008

2009

1.7

2.7

4.3

132.2

127.5

123.9

주 : 1)2) 가계저축
/가계 가처분소득
가계부채
자료: BEA /가계 가처분소득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정책금리 인상 등을 통해 자산가격을
안정화하고 가계대출 등에 대한 자격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
용하여 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할 필요
o 또한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IMF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은행세(bank levy) 부과 방안의 추진 등을 통해 금융부문
의 과다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
o

연구자
Lee, Rabinal &
Sandri(2010)
Glick &
Lansing(2009)

Mody &
Ohnsorge(2010)

미국 가계소비 전망에 대한 최근 연구
주장
▸2003∼07년중 2.5%에 머물렀던 가계저축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수년간 5∼7%에 이를 것이나 향후
경제의 안정성이 회복되면 다시 하락할 전망
▸2008년 128%인 가계의 레버리지 비율이 향후 2010
년까지 100% 수준으로 조정되기 위하여 가계저축률
이 10%로 상승할 필요가 있음
▸2009년 미국의 가계저축률 상승은 미국이 글로벌 금
융위기의 진원지로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
며, 이러한 효과는 미국 경제의 회복이 빨라질 경우
단기간에 없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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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신흥국: 저축과잉 해소】
□ 아시아 신흥국들은 경상수지 흑자의 감소를 위해 저축-투자갭
을 축소해 나갈 필요(Gaiha, Imai, Thapa & Kang 2010, Prasad 2009)
o 이를 위해 정부의 교육, 의료, 사회안전망 등에의 투자를 통
해 가계의 예비적(precautionary) 저축수요를 감소시키고, 경제
의 불확실성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
o 특히, 중국의 경우 소비비중 하락은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 및
정부부문의 저축 증가에도 기인하므로
보건, 교육 및 복지서비스 등 정부의 가계지출 확대,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경로 다양화 등 이들 부문
의 저축률을 낮추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서비스, 유통 등 소비인프라를 개선하고 가계소득 증대
를 위해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필요
*

는 중국 소비증진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로 ① 연금시스
템과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② 각 경제주체의 합리적 위험
관리 및 소비의 기간배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공
급 ③ 고용유발효과가 큰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육성 ④ 농촌지역
가계의 예비적 저축 축소를 위한 농촌 금융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

* Prasad(2009)

중국의 저축률

민간소비중 서비스지출 비중

1)

주 : 1)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중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1)

주: 1) 중국은
도시소비지출중 서비스지출
비중
(2008년), 그 외 국가는 2007년
국민계정상의 서비스소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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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진흑자국 : 구조개혁
□ 독일 및 일본은 구조개혁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수출의존도
를 낮출 필요(Blanchard & Milesi-Ferretti 2009, Akyüz 2010)
o 독일의 경우 현재의 기계류, 내구재 등 수출 제조업에 특화되
어 있는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한편, 노동소득 증대 를 통한
내수창출을 중시하는 정책마인드로 전환이 필요
*

*

독일은 조업단축 급여제도 ,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는 대
신 임금인상을 억제해 옴에 따라 GDP대비 피용자보수 비중이 1990
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현재 미국(70%)보다 크게 낮
은 56% 수준
#

#

회사가 노동시간을 10% 이상 줄이면서도 고용을 계속하는 경우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60%를 보전

일본의 경우도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만큼 서비스 투자가 활
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제한 및 과다규제 등 경쟁제한 요인들
을 완화
o 또한 양국 모두 높은 고령화 비율로 인해 내수확대 여력이
제한되지 않도록 연금제도의 안정화 등이 필요
o

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이 G7 평균보다 소
비증가율이 낮은 것은 상대적 고령화, 경제성장 및 주가수익률의 높은
변동성 등에 기인
일본과 독일의 고령인구 비중 일본 실질소비 증가율 에 대한 기여도

* Mody and Ohnsorge(2010)

1)

1)

주
: 1) 65세 이상
자료
: UN

주
: 1) G7 평균 증가율과의 차이
자료
: Mody and Ohnsorg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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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진적자국 : 재정개혁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크게 악화된 G20 국가의 재정건전
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o Reinhart and Rogoff(2009)에 따르면 과거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
들의 경우 금융위기 3년 후 정부채무는 평균적으로 86% 증가
o 아울러 주요 선진국에서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따
른 연금수요 증가 등 중장기적인 재정적자 확대요인이 지속
□ 재정수지 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국방, 복지 등에 대한 재정지
출 축소와 함께 세수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
o 미국의 경우 세출입 개혁안의 성공적 추진, 2010.2월 재도입
된 pay-as-you-go 원칙 의 엄격시행, 2010년말 만료 예정인
Bush 행정부의 임시 세금인하조치 종결 등이 필요
*

*

o

정부지출 증가 또는 감세 실시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증세 또는 세
출 삭감이 이루어지는 원칙. 1990년 예산강화법(Budget Enforcement
Act)에 의해 도입 후 2002.9월 법률 시효가 만료되었으나, 2010.2월
Pay-as-you-go Act 제정을 통해 재도입

유럽의 경우에도 공공부문 축소, 과도한 사회복지부문의 재조
정 등을 통해 재정지출 축소 노력과 아울러 산업부문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꾸준한 세원확충이 필요

과거 금융위기 이후 3년간 정부부채 변화

1)

IMF

의 예산 적자 추정

대비, %)

(GDP

2009년 2014년 필요
국가 예산적자
예산 흑자
미국
-12.3
4.3
일본
-9.0
9.8
독일
-2.3
2.8
프랑스
-5.3
3.1
영국
-10.0
3.4
G20 전체
-8.6
4.5
2)

주 : 1)2) (정부부채를
) 안은 위기발생 연도이며, 위기가 발생한 해의 정부부채를 100으로 하여 산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예산흑자 규모
자료: Reinhart and Rogoff(2009), IMF(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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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흥흑자국 : 환율조정
□ 환율 관련 명목기준지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제 자본
시장 통합하에서 환율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필요
□ 특히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위안화 환율을 고정
(2008.7월, 위안/달러=6.83)해 오다가 지난 6.19일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 제고방침을 발표
다만 경상수지 흑자의 점진적 균형수준 근접으로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상할 근거가 없다고 발표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IE)는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필요한
위안화의 절상폭을 30여개 분석국가중 가장 큰 40% 정도로 추정
위안화 환율 추이
주요국의 필요 환율 조정폭 추정
달러당 환율
‘09.3월 균형환율 조정폭(%)

중국 6.84
4.88
일본 98
82
한국 1,450 1,197
유로 1.31
1.53
영국 1.42
1.65
주자료: 1): Cline
유로 및& Williamson(2009)
영국은 각각 유로 및 파운드당 달러 환율

40.2
19.2
21.1

1)

1)

17.1

1)

1)

16.2

□ 다수의 연구들은 중국의 경우 수출입의 환율탄력성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져 위안화 절상의 수출위축 효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o 이는 총수출중 가공무역이 50%를 상회 하는 데다, 중국과
미국 제품과의 경합도가 낮은 점 등에 근거
*

*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입이 중국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9년 기준): 수출 55.9%, 수입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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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Yingfeng Xu(2009) 등은 환율절상이 내수진작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의 감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위안화 절상 효과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주장
연구자
주장
▸가공무역수출의 경우 위안화가 단독으로 10% 절상
되면 4% 감소하나, 중국 중간재 수입의 70%를 차지
Thorbecke &
하는 동아시아 통화가 동반 절상되면 10% 감소
Smith (2009)
▸非가공무역수출의 경우 위안화가 10% 절상될 경우
12% 감소
▸위안화 실질환율이 10% 절상되면 중국의 수출액이
740∼920억달러 감소하여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1%p 감소시킴
Marquez &
Schindler(2007) ▸한편 수입의 경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증가효과가 수
출감소로 인한 중간재 수입감소로 상쇄되어 전체 수
입의 증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을 나타남
▸위안화 환율이 절상되더라도 중국 수출업체들이 시
Goldberg &
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對美수출품의 달러화 표시가
Dillon(2007)
격 인상폭을 최소화함으로써 중국의 對美수출 증가
억제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
Yingfeng Xu
▸실질환율의 10% 절상은 국내 임금상승과 내수증가
(2009)
를 통해 서비스부문 고용을 3% 이상 늘릴 가능성

□ 그러나 Milesi-Ferreti(2008)는 J-커브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약 2년)
를 감안하고 국제유가 등 교역조건 변동효과를 제외하면 통화
가치와 경상수지는 역(-)의 관계가 뚜렷하다고 주장(38쪽 <붙임
2>

참조)

도 과거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둔화된 사례
의 61%가 명목환율의 하락에 기인한다고 주장(39쪽 <붙임 3>

o IMF(WEO, 2010.4)

참조)

- 30 -

Ⅴ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 향후 국제불균형의 조정은 주요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 조
정, 구조개혁 등 광범위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
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우리나라는 수출-내수간 균형성장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불균
형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
비하여 외환시장 안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제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
(

수출-내수간 균형성장전략 추진)

□ 국제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제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대외불균형 조정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o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0~07년중 전세계 흑자 누
계액의 1.2%에서 2009년 3.6%로 상승하였으며 2010~12년중에
는 1.5%를 기록할 전망(IMF, WEO)
―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흑자국중 7위, 아시아 신흥
시장국중 중국 다음인 2위 수준
전세계 및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경상수지 흑자 추이
전세계(A)
신흥아시아 (B)
(B/A)
중국
한 국(C)
1)

(C/A)
(C/B)

2000
5,056
830
16.4
205
123
2.4
14.8

2002
5,076
1,115
22.0
354
54
1.1
4.8

2004
9,341
1,726
18.5
687
282
3.0
16.3

2007
17,624
5,461
31.0
3,718
59
0.3
1.1

억달러, %)

‘00~’07 2009 2010~12
75,546 11,997 45,183
17,919
4,976 17,055
23.7
41.5
37.7
9,738
2,838 11,867
920
427
656
1.2
3.6
1.5
5.1
8.6
3.8

주자료: :1)IMF
중국WEO
, 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database(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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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불균형 조정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외수 균형성장의
회복이 강조
o 그러나 이는 단순히 내수비중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소득유발 효과를 높여 수출
과 내수간 선순환 구조(수출호조 → 소득확대 → 소비진작
→ 투자확대)를 형성하는 방향이 바람직
o 이는 경상수지 흑자구조를 서비스 및 소득수지 중심으로 개선함
으로써 무역마찰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주요국의(2008
수출년 및기준내수
비중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자료: OECD
(

(연평균, %)
수출
소비
투자
/GDP /GDP /GDP
53.0
12.7
17.5
47.3
29.2
26.7
35.1
28.9

70.0
87.2
76.2
74.6
85.8
80.2
75.4
79.5

주요국의 서비스수지

31.2
17.7
23.6
19.2
16.9
22.0
23.2
21.1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 노력을 주도)

□ G20의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신
흥국의 외환보유액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
□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금융위기시 부족한 외화유동성
보충을 위한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논의를 주도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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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IMF 대출제도가 가지는 낙인효과, 자금이용 가능성에 대
한 불확실성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FCL(Flexible Credit
Line) 등 기존제도의 개선이 필요
o 아울러 양자․다자간 통화스왑 및 지역협정(regional arrangement)
을 제도화하거나 IMF 등 국제기구와 연계해 나가는 방안 검
토 필요
o

국제 금융안전망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안
국제기구
지역금융협력
양자간
통화스왑
(global)
(regional)
(bilateral)
예비적FCL ▸CMIM:
ASEAN+3는 ▸美연준 : 총 14개국
글로벌 ▸IMF:
(ECB, 스위스, 일본,
대출제도인
1,200억달러 규모의
영국과는
무제한, 총
다자간
통화스왑체제
금융 도입 (2009.3)
기타
10
개국과는
출범
(2010.3)
위기시 ▪금융위기시 멕시코,
시행 폴란드, 콜럼비아 ▸Vienna Initiative: 2,550억달러)
▸ECB:
스웨덴
, 헝가리,
내용 등 3개국이 이용 국제수지
위기에
덴마크
,
폴란드
등
처한
동유럽
4
개국
(
총
370
억유로
)
신흥국에 대한 총
524억유로의
: 중국 인민은행,
금융지원(2009.1) ▸기타
일본은행
중앙은행, 등스위스
▸FCL
이용 요건 ▸지역금융협력체와
▸통화스왑제도를
향후
유연화
IMF의 연계
개선 ▸신규제도 도입: ▪ 감시활동 능력 및 상설화
방향 PCL(Precautionary 추가재원 동원
Credit Line),
능력을 보강
SRM(Systemic
Response
Mechanism)

등

(

글로벌 수요구조의 재편가능성에 대비)

□ 국제불균형의 시정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소비규모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전망과
대비가 필요
o

예를 들어 미국의 수입이 축소될 경우 대미수출뿐만 아니라 우
리나라의 중국 경유 수출(對中수출의 40~50%)이 감소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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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소비중 주요국 비중 전망

(2008)

(2025)

주: 1) 아시아: 일본 및 중국 제외
자료: Credit Suisse(2010.1)

□ 중국정부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변화에 대응하여 내수시장 진
출확대를 도모할 필요
o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그동안 가공무역 중심이어서 중국의
해외수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움직여 왔으나 지난해 이
후 중국의 해외수출 증가율을 상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
국 내수시장 목적의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자동차부품 등은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가전, 무선통신기기 등
은 중국 시장점유율이 상승

* LCD,

o

향후 중국의 내수확대정책을 활용, 농촌지역의 내구재 수요
및 도시가구의 소비 지속추세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상수지
(2009년 기준)

자료: ECOS, 중국 국가통계국
- 34 -

對中 수출증가율 추이

(

외환·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

□ 국제불균형의 급격한 조정시 나타날 수 있는 국제자본흐름의
불안정,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급변동에 대비할 필요
o 신흥국 통화 절상기대 등에 따라 환차익을 겨냥한 과도한 외
국인 자금의 유입과 유출, 주요 통화의 불안정 움직임 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환율이 급변
동할 경우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을 강화
□ 아울러 현행 국제통화질서는 국제불균형의 누적과 이로 인한
적자국의 거품경제로 인하여 금융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도 대비할 필요
o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대외개방도 등으로 인해 국제불균형
확대기에 자본유입이 급증하고 국제불균형 축소기에 자본이
큰 폭으로 순유출되는 자본유출입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장치를 강구할 필요
o 근본적으로 기초경제여건의 강화, 외환·금융시장의 저변확대
등을 통해 외부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 중요
우리나라에 대한 기간별 자본유출입 규모

주
: 월평균 기준
자료
: 한국은행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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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견 >
□ 국제불균형은 그 규모가 추세적으로 커지고 있는 데다 발생요
인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세계경제의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
o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불균형이 확대된 배경으로 미국 등
선진적자국의 거시경제 불균형 심화, 신흥국의 대미 채권투
자 증가 등을 통한 경상흑자 자금의 환류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의 다극화 진전으로 주요국간 거
시경제정책의 부조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 정책공조시스템이
미비한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이후 IMF, 최근에는 G20를 중심
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의 거시정책적 왜곡요인을 비롯
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논의가 진행중
□ 주로 제기되고 있는 방안은 글로벌 소비구조 개편, 선진적자국의
재정개혁, 선진흑자국의 구조개혁, 신흥흑자국의 환율조정 등으
로서 향후 국제불균형의 조정은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
한 경로를 통해 진행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o 우리나라는 수출-내수간 균형성장 노력을 강화하고 불균형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환율 변동
성 확대 등에 대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기반을 확충하기 위
해 노력하는 한편
국제금융안전망 구축 움직임을 주도하는 등 국제불균형 완화
를 위한 국제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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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G20 Framework 논의
□ G-20는 피츠버그 정상회의(2009.9월)에서 세계경제가 상호 이익이
되는 성장궤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a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시행에 합의
<

목표
강력한
성장
지속가능
성장
균형
성장

구체적 시행 방안
⦁ 현재 G-20의 생산·고용갭을 2010∼14년 기간 동안 해소
⦁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까지 끌어올릴 것
⦁ 장기적으로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의한 성장 달성
⦁ 잠재성장능력에 따른 성장으로 장기 성장기반을 확립
⦁ 경제충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세계 지역간, G-20 국가들간 균형성장 기반 조성
⦁ 대내외 불균형을 초래하는 고질적 요인 해소
⦁ 장기적으로 국가간 생활수준 격차 축소

□ Framework process의 개요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음
공동목표설정

정책공조

상호평가

① 2009.9월: G-20 공동의 정책목표에 합의
② 2010.6월: 각국의 중기정책방향과 경제전망 을 공동목표 달성 및 글
로벌 위기 재발 방지 관점에서 상호평가
③ 2010.11월: 상호평가를 바탕으로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 합의 이행
*

은 중기경제정책(재정정책, 통화정책, 환율정책, 금융규제, 구
조개혁 국제개발지원, 잠재성장률 제고정책)과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 국민계정, 통화 및 금융변수, 재정정책변수, 실업률, 대외거래 변
수 등 을 포함

* Template
,
(
)

□ 현재까지는 IMF가 base case scenario를 바탕으로 정책권고를 검

토하고 있는 단계여서 쟁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각국에 정책
권고를 제기하는 단계에 이르면 환율, 경제구조 조정 등 회원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쟁점이 부각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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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통화가치와 경상수지
□ Milesi-Ferreti(2008)은 2002년 이후 미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
국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이는 환율과 경상수지간 관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

미 국)

실질실효환율 및 경상수지

(

독 일)

(

일 본)

한 국)

(

(

자료: IMF WEO database(2010.4), CEIC, BIS

ㅇ J-커브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2년), 교역조건 변동 등을 감안하면 통
화가치와 경상수지는 역(-)의 관계가 비교적 뚜렷(단, 독일의 경우는
유로화 도입 이후 양자간 정(+)의 관계가 나타남)
시차 조정 이후 실질실효환율 및 상품·서비스수지
미 국)

(

독 일)

일 본)

(

(

한 국)

(

자료: IMF WEO database(2010.4), CEIC,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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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경상수지 흑자국의 Rebalancing과 경제적 효과
□ IMF(WEO, 2010.4)는 과거 50년간 22개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감소
기간(rebalancing periods)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o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는 해당국의 통화절상, 내수진작 정책 및 구
조개혁 등에 의해 발생하며 이 경우 대체로 경제성장은 위축되지
않는다고 주장
― 통화의 실질절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소비 및 투자 증대 등
내수부문 진작 효과에 의해 상쇄되는 데다 해당국의 수출산업부
문 품질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
o 고용 측면에서도 비교역재 부문의 고용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소
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부의 경우 과도한 부양정책 결과
자산시장의 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

경상수지 흑자 조정의 결과 분석

1)

경상수지 흑자 규모
조정전
(감소율)
저축 및 투자
저축률 하락 발생건
(저축률 하락 폭)
민간저축률 하락 발생건
(민간저축률 하락 폭)
투자 증가 발생건
(투자 증가율)

결과

5.5%
(-5.1%p)
74.1%
(-2.1%p)
91.7%
(-3.3%p)
77.8%
(3.0%p)

수입 및 수출
수입증가 건
(수입증가율)
수출감소 건
(수출감소율)
환율 조정
명목환율 절상 건
(절상발생시 절상률)
실질환율 절상 건
(절상발생시 절상률)

주: 1) 모든 결과치는 10% 신뢰수준에서 유의, 단 수출감소율은 유의하지 않음

결과

77.8%
(4.2%p)
51.9%
(0.1%p)
60.7%
(9.2%)
53.6%
(3.1%)

□ 경상수지 흑자 조정 전후 경제성장을 비교한 결과, 통화절상에 의한
경우 절대적 경제성장률은 하락하였으나, 세계평균대비 상대적 경제성장률
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시경제조정에 의한 경우 경제성장
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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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국제통화체제와 국제불균형

□ Dooley et al.(2004), Mendoza et al.(2007) 등은 현재의 달러화 중심
의 국제통화체제하에서 국제불균형은 미국과 주변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어 자동적으로 조절되기 어렵다고 주장
o 미국의 입장에서 시뇨리지, 저금리 차입 등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특권 으로 인해 달러화의 발행 유인이 상시 존재
*

은 신흥국들이 외환보유액을 저금리의 미국 채
권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에 광의의 시뇨리지稅를 지급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미국 민간소비 증대효과는 연간 0.6%p에 달한다고 주장

* Canzoneri et al.(2008)

신흥국은 무역결제와 외환보유액 축적을 위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
가 필요
□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기축통화의 국제적 공급이 늘어나면 가치가
하락하게 되지만(Triffin의 딜레마),
이와 같이 신흥국에서 축적된 미달러화가 미국으로 환류될 경우 미
달러화 약세가 제약되고 국제불균형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
o

세계 외환거래중 통화별 비중

자료: BIS, IMF CO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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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외환보유액중 통화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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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금융불안과 경기침체가 완화되는
가운데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9.24~25)에서는 국제불균형의
해소(global rebalancing)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제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불균형 문제는 상당폭 개선되었으
나 향후 전망 등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존재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폭 축소된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
성 여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시적 개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구조적 축소요인의 영향으로 개선추세가 지
속될 것이라고 주장
o 한편 국제불균형 원인이 민간부문(차입소비 등)에서 정부부문
(재정적자) 불균형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민간
부문에 비해 정부부문의 신용도가 높으므로 위험수준이 낮아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부도 우려 등으로 위험수준이 더 높아
질 것이라고 주장
o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국제불균형과 함께 유지되어 왔던 저
금리-고성장 체제가 금융위기로 인해 퇴조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가 진정되면 세계경제가 과거추세를 회
복할 것이라고 주장
2009

⇒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불균형 조정 현황과 특
징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관련된 주요 논의내용을 정리한
후 평가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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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불균형 조정 현황
1.

국제불균형의 의의

□ 국제불균형은 일반적으로 상품․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면서 대규모 경제권(systemically important
economies)의 대외포지션 불균형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의미
*

* Bracke et al.(2008), "A Framework For Assessing Global Imbalances"

세기 이후 국제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선진국과 선진국간 또
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대외수지의 일시적인 균형이탈 현
상은 빈번하게 존재하여 왔음

o 19

*

쪽 <붙임 1> ‘주요 국제불균형 사례’ 참조

* 71

o

국제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
은 1990년대 이후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
자가 지속되고 세계 경상수지 적자의 미국 집중이 심해지면서
미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와 급격한 미달러
화 절하 우려가 부각되면서 부터임
*

쪽 <붙임 2> ‘1996년 이후 국제불균형 확대 배경’ 참조

* 72

□ 이와 같은 국제불균형 확대는 각국 국내경제의 왜곡(domestic
distortion)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며, 국제불균형의 급격한
조정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 요인을 내포
o 중국 등의 높은 민간저축률은 사회보험 부족 및 열악한 기업
지배구조 등을, 미국 등의 낮은 민간저축률은 자산거품 및 과
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 등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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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신흥시장국의 경상수
지 흑자 및 대규모 외환보유액 축적은 개별국가의 입장에
서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으나 전세계적으로는 구조적 왜
곡(systemic distortion)으로 볼 수 있음
*

* Blanchard & Milesi-Ferretti(2009)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자본수지 흑자) 국가의 경우 자본흐름의 변
동성이 커지는 등 국내적 위험(domestic risk)이 확대될 가능성
― 특히 이들 국가에서 불균형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위험(systemic risk)으로 이어질 수
있음

o

□ 그러나 무역 및 금융의 자유화·범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불균형의 확대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님
o

o

교역상대국보다 고령화가 빠른 국가(예 : 중국)에서는 향후 경
제활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
투자 및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
(또는 안전자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 : 미국)에 투자가 집
중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
*

* Dooley et al.(2003, 2004, 200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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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 이후 국제불균형 조정 현황과 특징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불균형은 세계교역규모 축
소,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소비 및 투자 위축 등으로
상당폭 축소
o 그러나 순대외자산 불균형은 경상수지 적자국들의 재정적
자 누적 등으로 확대추세를 지속
◆ 한편 국제불균형의 원인은 민간부문(차입소비 등)에서 정부부
문(재정적자)의 불균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① 경상수지 불균형 규모 : 상당폭 축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불균형은 세계교역규모 위축,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경상수지 적자국들의 소비 및 투자
감소 등으로 상당폭 축소
o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계 교역규모는 2007년(7.3%) 이후 증가
율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1.9%를 기록
o 미국 등 주요 경상수지 적자국의 상품수지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도 2008년 고점을 기록한 후 급
격히 하락
□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국의 적자규모(세계GDP대비, 이하 동일)는
2008년 -2.6%에서 2009년 -1.6%로, 중국 등 흑자국의 흑자규모
는 2008년 2.9%에서 2009년 1.8%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IMF 전
망 기준, 이하 동일)

o

경상수지 적자국 중에서 미국의 적자규모 가 가장 큰 폭으로
축소(0.6%p, -1.2%→-0.6%)되었으며, 유로 적자국도 소폭 축소
*

(0.4%p,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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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미국GDP대비, %)는 2008년 -4.9%에서 2009년
-2.6%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2009년 상반기 실적치 기준으
로는 -2.8%(2,024억달러)를 기록

경상수지 흑자국 중에서는 유가 하락으로 산유국의 흑자규모
가 가장 큰 폭으로 축소(-0.8%p, 1.1%→0.3%)되었으며, 중국의
흑자규모 는 소폭 축소(-0.1%p, 0.7%→0.6%)
*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중국GDP대비, %)는 2008년 9.8%에서 2009년
7.8%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 상반기 실적치 기준으로는
5.7%(1,345억달러)를 기록

*

경상수지 불균형 추이
2006

2007

2008

f

2009

(

세계GDP대비 %)

적자국
합계 -2.5 -2.5 -2.6 -1.6
-1.6
-1.3
-1.2
-0.6
미국 [-6.0]
[-5.2]
[-4.9]
[-2.6]
유로 -0.8 -0.9 -0.9 -0.5
적자국
기타 -0.1 -0.3 -0.5 -0.5
흑자국 3.0 3.0 2.9 1.8
합계
0.5
0.7
0.7
0.6
중국 [9.5]
[11.0]
[9.8]
[7.8]
신흥 0.3 0.3 0.2 0.3
아시아
일본 0.3 0.4 0.3 0.2
산유국 1.1 0.9 1.1 0.3
유로 0.8 0.8 0.6 0.4
흑자국
주 : 1) 불가리아
,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우크라
이나
, 영국
2)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홍콩
3) 알제리, 앙골라,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콩고, 에쿠아도르, 적도기니, 가봉,
이란
,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카타르,
러시아
,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랍 에미리
트
, 베네수엘라, 예멘
4)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5) [ ] 내는 해당국 GDP대비 비율
자료 : IMF WEO database(2009.1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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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순대외자산 불균형 규모 :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불균형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순대외자산 불균형은 확대 추세를 지속
o 2009년 들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축소되었으나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여전히 경상수지 적자국의 적
자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국의 순대외자산 규모(세계GDP대비, 이하 동
일)는 2008년 -172.2%에서 2009년 -210.7%로, 중국 등 흑자국의
순대외자산 규모는 2008년 141.0%에서 2009년 180.8%로 확대
순대외자산 불균형 추이
1)

2006

2007

2008

f

2009

(

세계GDP대비 %)

적자국
합계 -149.5 -154.0 -172.2 -210.7
-47.8
-42.7
-56.9
-73.0
미국 [-17.5]
[-16.7] [-24.0] [-29.3]
유로 -62.8 -70.1 -72.4 -86.4
적자국
기타 -38.8 -41.2 -42.9 -51.4
흑자국
합계 113.9 123.8 141.0 180.8
9.5
14.1
19.8
28.5
중국 [17.5]
[23.1] [27.9] [34.3]
신흥 15.6 13.7 14.4 17.5
아시아
일본 36.5 39.4 38.4 43.6
산유국 28.3 30.1 38.5 52.9
유로 24.1 26.4 29.9 38.3
흑자국
주 : 1) 2001~2007
년은 Lane
& Milesi-Ferretti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8년 이후는
각국의
경상수지
(WEO)를 더하여 추정. 단, 미국의 경우 2008년말 실측치
이용
2)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우크라
이나
, 영국
3)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홍콩
4) 알제리, 앙골라,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콩고, 에쿠아도르, 적도기니, 가봉,
이란
,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카타르,
러시아
,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랍 에미리
트
, 베네수엘라, 예멘
5)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6) [ ] 내는 해당국 GDP대비 비율
자료 : Lane
& Milesi-Ferretti(2006), External Wealth of Nations database, IMF
WEO database(2009.10), BEA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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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순대외자산 불균형에서 단일국가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에는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
o 미국의 순대외부채는 2002~2007년중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례적 현상 이
지속
*

는 미국의 소득수지가 플러스(+)임
을 감안할 때 현재의 통계시스템에는 포함되지 않는 소득창출자산
(dark matter)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미국이 순대외채권국일 수 있
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음

* Hausmann & Sturzenegger(2005)

― 이는 해당기간중 지속된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과 달러화
약세로 외화표시 대외자산은 증가한 데 반해 달러화표시
대외부채는 감소한 데 주로 기인
*

는 이러한 대차대조표 효과(balance sheet
가 미국이 채권발행 등을 통해 차입한 단기자금을 신흥시장
국에 주식
등 장기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구성의 비대
칭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

* Gourinchas & Rey(2005)
effect)
, FDI

o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글로벌 주가하락에 따른 지분성 자
산가격 하락, 달러화 강세에 따른 평가손(valuation effect), 미국
의 대규모 국채 발행 등으로 순대외부채가 급증 (2007년 -2.1조
*

달러 → 2008년 -3.5조달러)
* Milesi-Ferretti(2009)

미국 순대외자산 및 경상수지 추이

자료 : BEA,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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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불균형 원인 : 민간부문 → 정부부문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 등 적자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저축투자갭) 확대는 주로 주택시장 호황에 따른 차입소비, 차입투자
(주택투자)의 확대 등 민간부문의 저축-투자갭 확대에 주로 기인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제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의 불균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
o 민간부문의 경우 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디레버리징이 진
전됨에 따라 소비 및 주택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불균형 축
소요인으로 작용
주요 경상수지 적자국 주택가격 주요 경상수지 적자국 민간지출

주 : 1) 전년대비 변동률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2009.11)
o

반면 정부부문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지
출 증가로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주요 경상수지 적자국 재정수지 주요 경상수지 적자국 정부부채
1)

주
GDP대비 비율, 2) 전년대비 변동률
자료: 1):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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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정부 및 민간부분 저축-투자갭을
살펴보면 민간부문 갭은 개선된 반면 정부부문 갭은 확대
o

민간부문 저축-투자갭(GDP대비, 이하 동일)은 2007년 -2.3%에서
2009년에는 5.8%로 개선

o

반면 정부부문 저축-투자갭은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2.7%에서 2009년에는 -9.8%로 확대
미국의 저축률 및 투자율 추이
2006

저축률 16.2
민간 15.4
정부 0.9
투자율 20.5
민간 17.4
정부 3.2
저축- -4.3
투자갭
민간 -2.0
정부 -2.3
자료 : BEA

e

2007
14.5
14.0
0.5
19.5
16.3
3.3

2008
12.6
15.2
-2.6
18.2
14.8
3.4

2009
10.8
17.0
-6.2
14.8
11.2
3.6

-5.0

-5.6

-4.1

-2.3
-2.7

0.4
-6.0

5.8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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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007

대비 %)

(GDP

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불균형 문제에 관한 논의와 평가

불균형 완화의 지속성

1.

① 주요 논의 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크게 축소
되었지만 현 추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다음
과 같은 의견이 존재
등은 최근의 불균형
완화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세계교역규모 급감 및 국제유
가 하락 등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

o Baldwin & Taglioni(2009), Ocampo(2009)

― 특히 미국의 경상수지 개선은 재정적자 지속 및 미달러화의
강세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속되기 어렵다고 평가
등
은 잠재성장률 하락, 저축-투자갭 축소 및 적자국의 리스크 프
리미엄 증가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불균형의 축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

o Blanchard & Milesi-Ferretti(2009), Obstfeld & Rogoff(2009)

o

한편 Frankel(2009)과 같이 위기 이후 달러화 자산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이유로 국제불균형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시각
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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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주장
판단

연구자

주장
▸과거 경기침체로 인한 교역규모 감소가 단
기간 내에 회복되었다는 점 에 비춰볼 때
최근의 불균형 축소현상은 환상에 불과
*

Baldwin & Taglioni

*

(2009)

일시적
Bergsten(2009)

Ocampo(2009)

Blanchard &
Milesi-Ferretti(2009)

지속적

▸글로벌 수요회복과 함께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경상수지 불균형이 다
시 악화될 것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10년 이상 지속
될 전망임을 고려할 때 최근의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에 한계 존재
▸2030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
의 15%(약 6조달러)까지 확대될 것
▸최근 불균형 완화는 미달러화의 실질환율
절하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
▸경상수지 적자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
하여 이들의 적자규모가 위기 이전보다
축소될 것
▸위기 이후 미국의 민간저축률이 높아지
고 주택투자가 줄어들어 저축-투자갭이
축소됨으로써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추
세가 이어질 것
▸경상수지 적자국의 자본비용(cost of
capital) 및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짐 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조달 및 대규
모 경상수지 적자 유지가 어려워질 것
*

Obstfeld & Rogoff
(2009)

불균형
문제 해결

과거(1975년, 1982년, 2001년 등) 경기침체
사례에서 2~4분기 내에 교역규모가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

Frankel(2009)

*

미국의 경우 2008.9월 처음으로 국가CDS가
거래되기 시작하여 1.13일 현재 CDS 프리
미엄이 36bp이며, 기타 주요 경상수지 적
자국의 프리미엄은 더욱 높은 수준

▸미 자산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기 때문
에 아시아의 과잉저축이 미국에 투자되는
방식으로 유지되던 불균형 문제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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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가
□ 향후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은 세계교역규모 회복, 주요국 재
정적자 지속 등 확대요인과 저축-투자갭 축소, 흑자국-적자국
간 성장률 격차 확대 등 축소요인이 혼재하고 있으나 상대적
으로 축소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됨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경상수지 불균형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
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IMF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국의 경우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세가 지
속적으로 둔화되면서 향후 저축-투자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경우 과거 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
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 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민간의 소비(저축) 성향이 크게 감소(증가)할
것으로 전망

o

*

**

년 중 GDP 대비 민간소비(평균)는 69.8%로 1951~60년(62.3%)
보다
상승
** Gallup(2009.7)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긴축된 소비패턴을 향후에
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32%인 반면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으며, 저축의 경우에도 늘리겠다는 응답이 25%, 줄이
겠다는 응답이 13%로 나타남
* 2001~08
7.5%p

미국 민간소비 추이

향후 소비 및 저축 의사

1)

주
: 1) GDP대비 비율
자료
: Brookings(2009.12), Gallup(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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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기 이후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의 증가와 불확실한
투자전망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국들의 총투자도 감소할 것
으로 전망
최근 낮은 정책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입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국들이 주
로 포함된 선진국 고정투자가 신흥시장국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
민간차입금리 추이 및 고정투자 전망
1)

주 : 1) GDP대비 비율, %
자료 : IMF GFSR(2009.10), Goldman Sachs(2009.12)

중국 등 흑자국의 경우에도 민간소비 및 재정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저축-투자갭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경우 사회안전망 부족 등으로 민간저축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가 증가 하고 저축률
은 감소세 를 보일 것으로 예상

o

*

**

에 따르면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년 에서 정책효과 및 경기확장 정도에 따라 2025년
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Goldman Sachs(2009)는 중국의 민간저축률이 2007년 40%(가계:
22%, 기업: 18%)에서 2025년 30.5%(가계: 17%, 기업: 13.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McKinsey(2009)
2009
36%
39~50%
**

중국은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2009.12)를 통해 내수확대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중국 사회과학
원은 ‘2010년 사회청서’를 통해 중국이 이미 ‘거액 가정
소비’ 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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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질GDP 구성변화

1)2)

중국 저축률 전망

주 : 1) %, 십억위안
경우Ⅰ: 기본시나리오
, 경우Ⅱ: 정책효과 시나리오, 경우Ⅲ: 경기확장 시나리오
자료 2): McKinsey
Global Institute(2009.8), Goldman Sachs(2009.10)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국과 흑자국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저
축-투자갭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IMF(2009)는 고용사정, 정부부채 수준, 가계부문 회복 정도
등 경제여건에 따라 국가 및 지역간 성장률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특히 경상수지 적자국에서는 산출량 수준(output level)이 줄
어들 뿐만 아니라 성장률(growth rate)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

o

경상수지 흑자국 및 적자국 GDP 전망
<흑자국>
<적자국>
1)

주
: 1) 2006=100
자료
: IMF WEO(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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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제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G-20, IMF 등을 통한 각국
의 국제공조 노력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제불균형 완
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는 피츠버그 정상회담(2009.9)에서 세계경제의 균형회복
(Rebalancing the world economy)을 주요 이슈로 제기하였으며 이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
고 있음

o G-20

는 2007년 도출한 Multilateral Consultation 합의내용 유
지와 동시에 G-20의 상호평가(peer review) 지원 등을 통해 국제
공조체제의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o IMF

*

미국, 중국, 유로, 일본, 사우디가 참여하였으며 ‘06~’07년 협의를 통해
저축률 증대, 구조개혁, 내수확대, 환율조정 등 각국의 Policy Plan을
발표(구체적인 내용은 74쪽 <붙임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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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균형과 재정적자

① 주요 논의 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불균형의 원인이 과거 민간부문의
과잉소비 및 과잉투자에서 정부부문의 재정적자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의 함의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가 제기
o Caballero(2010), Gros(2009) 등은 국채(정부 차입)가 이번 금융위
기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MBS, CDO 등 민간채권에 비해 신
용도와 유동성이 높으므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
라고 주장
― MBS, CDO 등 구조화채권은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투자자
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거래상대방 위험의 확대를 가져온
반면
국채의 경우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발행량이 크게 늘어나
는 경우에도 레버리지와 거래상대방 위험을 수반하지 않음
― 또한 과거 MBS, CDO 등은 신용등급이 다양한 대출(투기등
급~AAA 등급)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고 유동성이 낮은 반
면 국채는 신용등급 및 유동성이 매우 높음
o 반면 Reinhart(2009), Obstfeld & Rogoff(2009), Corsetti(2009) 등
은 정부부채의 증가는 국가신용위험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여 글로벌 경제에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
- 62 -

― 특히 정부지출의 경우 민간소비에 비해 경직적으로 운영되
므로 경기회복시 재정정상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국제불균형이 세계경제에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주장
판단

위험
감소

위험
증가

재정적자 증가의 영향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주장
연구자
주장
▸국채(정부 차입)가 이번 금융위기 발생의 원
인이 되었던 MBS, CDO 등 민간채권에 비
해 신용도와 유동성이 높으므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
Caballero(2010)
▸또한 국채의 경우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발행량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도 레버리지
와 거래상대방 위험을 수반하지 않음
▸과거 MBS, CDO 등은 신용등급이 다양한
대출(투기등급~AAA 등급)을 기초자산으로 하
Gros(2009)
고 있고 유동성이 낮은 반면 국채는 신용등
급 및 유동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험도가 낮
아질 것
▸과거 금융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증
가로 국가신용도가 하락하였으며
Reinhart(2009)
특히 신흥시장국의 경우 국가부도사태까지
이른 경우도 많음
▸재정적자가 리카도 동등
하
Obstfeld & Rogoff
게 인식되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2009)
어려운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정부부채의 급증은 향후 경기회복시 국채
가격 및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물가상승을 통한 부채조정
과 일부 국가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Corsetti(2009)
있음
▸재정정상화를 위한 지출 및 조세정책 조정
에 있어 상대적인 가중치가 명목 및 실질환
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Ricardian equivalence)

(inflationary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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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가
□ 국제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정부부문의 재정적자로 바뀌고 있
는 점은 정부부문의 높은 신용도를 고려할 때 미시적인 차원
에서의 리스크 축소가 기대되지만
대규모 재정적자 및 과도한 정부부채는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통
해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부
도사태 등 ‘극단적인 사건’(tail event)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재
o 유동성 위험, 신용 위험 등 미시적 측면에서는 국채의 위험도
가 MBS, CDO 등에 비해 매우 낮으나, 시스템 위험을 고려
한 거시적 측면에서는 국채의 위험도가 오히려 높을 수 있음
민간부문 및 정부부문간 위험 요인 비교
구분
비 교
유동성 위험
민간부문
〉
정부부문
신용위험
민간부문
〉
정부부문
(거래상대방 위험 포함)
시장위험
민간부문
=
정부부문
시스템 위험
민간부문
《
정부부문

― 미국, 영국 등 주요 경상수지 적자국의 경우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확대 우려, 금융부문 취약, 더딘 경기회복 전망
등으로 CDS 프리미엄이 점차 상승
국가 CDS 프리미엄은 민간 가산금리의 기준이 되므로
재정적자 지속에 따른 CDS의 상승은 차입금리를 높여
경상수지 적자국의 경기회복에도 부담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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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상수지 적자국 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 Bloomberg

―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
탈리아 등의 경우 경기침체와 함께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신용등급의 추가 하향조정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더해 미국, 영국 등 금융중심국가의 신용등급이 하락
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신용경색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
*

월 Fitch사는 미국의 신용등급(AAA) 유지요인으로 달러화 기
축통화체제 유지에 따른 재정적자 조달의 용이함 등을 거론하였으
나 향후 재정적자 감축대책이 강구되지 못하면 신용등급 하락압력
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
주요 쌍둥이 적자국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 조정 현황

* 2010.1

국가명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08.9.15~’10.1.15)

Moody's

▼
▽

S&P

▼
▼
▼
▽

Fitch

주 : 1) ▼ 는 신용등급 하향조정, ▽는 등급전망 상⋅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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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불균형과 저금리-고성장 체제 지속 가능성

① 주요 논의 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국제불균형과 저금리-고성장 체제는 주
요국의 경제정책적 이해관계와 과잉저축의 환류(recycling)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상당기간 유지되어 왔음
o 국제적 초저금리는 주요국의 자산가격 거품을 유발하고 자금
차입을 용이하게 하여 민간투자 및 수입수요를 자극하였으며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국은 내수주도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국제불균형을 크게 확대
o 중국 등 신흥시장국들은 경상수지 적자국의 수입수요에 기반
한 수출주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과잉저축의 환류(외환보유액의
확충 및 운용)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
도록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불균형의 축소와 함께 저금리고성장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가 제기
o El-Erian(2009), Frankel(2009)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대
성장률 하락, 위험 프리미엄 증가,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강
화 등으로 과거의 저금리-고성장 기조가 퇴조하였다고 주장
― El-Erian은 부채축소(De-leveraging), 탈세계화(De-globalization), 규
제강화(Re-regulation)를 특징으로 하는 ‘New Normal '의 시
대가 도래함에 따라
성장률 둔화 및 실업률 상승, 국제불균형 해소, 기축통화질
서의 다극화, 정부개입 및 역할 강화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
고 주장
*

쪽 <붙임 4> ‘New Normal의 개념 및 특징’ 참조

* 75

o

반면 Lorenzen & King(2009), Dooley et al.(2009) 등 다른 한편
에서는 기존의 국제금융질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위기 이전의 저금리-고성장 기조를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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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enzen & King(2009) 등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추
세, 빠른 경기회복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위기도 일시
적인 경기침체 불과하고 결국 ‘Old Normal'로 회귀할 것이
라고 주장
저금리-고성장 체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주장

판단

연구자
El-Erian(2009)

약
화

Frankel(2009)

Phelps(2008)

Dooley et al.
(2009)

회
복

Lorenzen & King
(2009)
Summers
(2009)
Farrell
(Marketwatch
, 2009)

칼럼니스트

주장
▸70년대 이후 낮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안정적 성
장을 지속한 ‘Old Normal' 시대가 가고 금융위
기로 인한 버블붕괴와 위험축소성향을 계기로
‘New Normal'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부채축소, 탈세계화, 규제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New Normal의 도래에 따라 성장률 둔화 및 실
업률 상승, 국제불균형 해소, 기축통화질서의 다
극화, 정부개입 및 역할 강화 등이 이루어질 것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적 저금리 지속을 가능
하게 하였던 글로벌 과잉저축(global saving glut)
이 사라지고 과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
전해주던 브레튼우즈Ⅱ 시스템도 더이상 유지
되지 못할 것
▸향후에는 중위적(intermediate) 환율제도, 다극화
된 기축통화질서, 신흥시장국 중심의 G-20 등
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
였으며, 특히 자연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였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연실업률도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중의 실업률(5.4~5.7%)
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장기 실질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미국으
로의 자금유입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브레튼우즈Ⅱ 시스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각국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고 생산활동도 급격히 회복되고 있는 점
을 감안할 때 세계경기는 상방리스크가 더 큼
▸미국의 경기회복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
으나 잠재적인 성장능력이 훼손되지는 않았음
▸IT버블이 붕괴되었던 2002년에도 Buffett 등에
의해 경제성장률 저하 등 비관적인 전망이 등장
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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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가
□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균형체제(New Normal)로의 이행여부를
전망하기는 어려우나 각국의 재정적자 지속에 따른 장기 실질
금리 상승과 주요국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과거와 같은 저금리-고성장 기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국제불균형의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판단됨
o IMF(2009)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요국의 잠재성장률이 위기 이
전 수준에 비해 상당폭 하락(-0.4%p~-1.4%p)한 것 으로 평가
*

*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평균) : 미국 2.4%, 유로지역 1.9%, 동아
시아 9.6%,
금융위기 이후(2009~2014년 평균) : 미국 1.0%, 유로지역 1.2%, 동아
시아 9.2%

― 또한 2008~2014년중 선진국들의 정부부채가 GDP대비
40%p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장기금
리가 2%p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
*

*

경상수지 적자국의 경우 재정적자가 GDP대비 1% 증가할 때마다
이에 더해 국채금리가 5bp 더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IMF 잠재성장률 전망

자료 : IMF WEO(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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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성장동력
훼손으로 2009~11년 중 잠재성장률이 0.1%p에서 최대 2.9%p
하락한 것으로 분석
주요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수정 현황
(%p)
국가
발표기관 2007 2008 2009 2010 2011
미국
의회예산처 ‥
‥ -0.1 -0.4 -0.2
유로지역 EC
-0.4
-0.4
-0.8
-0.8
‥
독일
독일연방은행 ‥
‥ -0.5 -0.1 0.0
일본
일본은행
‥
‥ -0.5 -0.5 -0.5
영국
재무부
‘07.3분기~’10.3분기 중 잠재산출량 5% 감소
스페인 재정경제부 -0.3 -1.0 -0.9 -1.0 ‥
아일랜드 재무부
‥ -1.0 -2.9 -2.9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2009.5)

은 투자부진과 위험 프리미엄 상
승이 조기에 완화되지 않을 경우 유로지역의 잠재성장률이
2010~2030년중 4.5%p 하락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인적자본이
훼손되고 이력현상(hysteresis effect) 등으로 자연실업률
(NAIRU)이 상승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시

o European Commission(2009)

□ 한편 신흥시장국 역할 강화, 국가간 자본이동 규제 등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중 나타난 국제금융질서 변화의 지속여부를 확
인하는 데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
등 국제기구 지배구조 개편, 글로벌 규제
강화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현재 추세
의 지속가능 여부에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

o IMF, World bank

- 69 -

Ⅳ 종합의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 추세를 보여 온 경상수지 불균형은
저축-투자갭 축소, 흑 적자국간 성장률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위기 이전 수준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경상수
지 적자국들의 적자 추세는 지속될 전망
o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국들은 자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G-20 등을 통한 흑자국들의 환율절상 및 내수확
대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불균형 원인의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의 변화는 미시
적 측면에서는 위험수준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거시적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가부도사태 등 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o 특히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국채투매가 발생할 경우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가능성
□ 한편 국제불균형과 함께 유지되어 왔던 저금리-고성장 체제는
금융위기로 인한 주요국 잠재성장률 하락, 국채발행 증가에 따
른 장기금리 상승 등으로 향후 약화될 것으로 예상
o 저금리-고성장 기조의 약화는 국제불균형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들의 수입수요를 위축시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임
o 또한 그동안 수출주도 성장을 지속해 왔던 중국 등 신흥시장
국들도 자발적인 내수확대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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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주요 국제불균형 사례

1)

□ (금본위시대) 1차대전 이전까지 지속된 금본위제도는 안정적인 환
율을 바탕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자본이동이 이루어진 시기로 해당
기간중 자본은 산업화된 선진국(영국 및 프랑스)에서 신흥시장국(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으로 이동
□ (브레튼우즈 시대) 브레튼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도 유지를 위해
국가간 자본이동을 엄격히 통제함에 따라 자연적인 경상수지 불균
형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o

각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은 IMF와의 협의하에 경상수지 적자
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이루어짐

□ (1970년대 : 오일쇼크) 1970년대 들어 산유국들의 유가인상으로 촉
발된 오일쇼크로 인해 원유수입국으로부터 산유국으로의 자본이동
이 발생
o

이에 대응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대외부채가 많았던 남미 각국 금
융위기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1970년대 후반에는 산유국들도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

□ (1980년대 : 미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조정) 1980년대 초반 미
국은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
으로 확대
년 플라자합의 이후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제불균형
은 개선추세를 보였으나 일본의 저금리 지속은 자산거품 발생으로
이어짐

o 1985

주 : 1) Bracke et al.(2008), "A Framework for Assessing Global Imbalances"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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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년 이후 국제불균형 확대 배경
□ 국제불균형의 확대는 ① 민간 및 공공부문 저축행태의 변화, ② 현
재 및 기대 생산성의 변화, ③ 외환보유액의 축적, ④ 원자재 가격
상승, ⑤ 투자자들의 위험과 유동성에 대한 태도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
<

1)

1996

□ 국제불균형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주요 요인
에 따라 3가지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음
(1996~2000

년 : 미국의 생산성 향상 및 해외자본 유입)

□ 1996~2000년중 세계경제는 아시아 외환위기와 LTCM 파산 등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자본이동도 급
격히 확대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1996년 이후 확대추세를 보이기 시작
했는데 이는 미국경제가 일본 등 여타국가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내투자규모가 급증하였기 때문
o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1996년(GDP대비 1.5%) 이후 점차 확대
추세를 보이면서 2000년에는 GDP대비 4.3%수준을 기록
년중 해외로부터의 FDI와 포트폴리오 자금유입은 미국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해당기간중 미달러화
는 18% 절상됨

o 1996~2000

(2001~2004

년 : 미국의 저축률 감소 및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투자 감소)

□ 2001~2004년중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닷컴버블의 붕괴가 경
기침체로 이어지면서 2001년중 소폭 축소되었으나 이후 민간 및 공
공저축이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주 : 1) Blanchard & Milesi-Ferretti(2009), "Global Imbalances: In Midstream?"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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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상수지 흑자국은 일본 및 아시아 신흥시장국에서 독일 및 산유
국으로 확대

o

외국투자자들의 미국채 매입이 주를 이루었으며 중앙은행 및 정부
투자기관들의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임

□ 일본, 독일, 아시아 신흥시장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국내투자
감소와 유가 상승에 따른 산유국들의 저축과 경상수지 흑자규모 증
가로 국제불균형은 증가 추세를 지속
o

동 기간중 중국과 산유국은 경상수지 흑자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에 고정된 환율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미달러화 환율과 함께
절하추세를 보임

(2005~2008

년 : 자산가격 급등, 유가상승 및 신흥시장국들의 외환보
유액 축적)

□ 2005~2008년중 자산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중남부
유럽국가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o

o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와
외국투자자들의 미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규모
증가로 확대추세를 지속
영국, 아일랜드, 남부 및 중동부 유럽국가들도 건설투자 붐에 힘입
어 경상수지 적자와 실질환율 절상을 경험

― 민간저축률 하락은 높은 공공저축률로 상쇄되었으며, 유동성과
잉에 따른 스프레드 축소로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용이
o

중국은 해당기간 중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하였으며,
독일과 산유국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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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국가

IMF Multilateral Consultation

정책과제

1)

정책과제

▸ 대외 불균형의 감소를 2007년 정부의 주요목표로 설정
소비수요를 비롯한 내수 진작 및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조정
중국 ▸
▸ 대외부문의 균형 발전 강조
▸ 금융개혁 촉진 및 환율정책 정비
▸ 시장규제 축소 및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상품시장 정비
유로 ▸ 효율적 지급결제시스템을 위한 금융시장 정비
▸ 노동 효율성 및 생산성을 위한 노동시장 정비
▸ 노동시장 개혁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일본 ▸
▸ 중요 부문(key sectors)의 경쟁력 강화
▸ 재정건전성 개선
▸ 증가하는 사회복지 및 기간투자에 대한 정부지출계획 구상
사우디 ▸ ARAMCO의 적극적인 투자프로그램 지속
▸ 탄화수소 부문 이외에서 2,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실시
▸ 2012년까지 통합재정수지 균형을 포함한 중기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 지출증가 축소를 위한 예산제도 개혁
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미국 ▸
▸ 민간저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자본시장 경쟁력 향상
▸ 고성장 지속, 투자개방 정책 유지

주 : 1) IMF(2007), "The Multilateral Consultation on Global Imbal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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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New Normal

의 개념 및 특징

1)

① Old Normal
□ Old Normal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한 과거
20~25년 기간을 말함
o

대체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브레튼우즈 체제 혹은 70년대 초반의
브레튼우즈Ⅱ체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봄

o

낮은 이자율 및 低인플레이션의 지속, 금융레버리지의 가속화, 복
잡한 형태의 금융혁신, 느슨한 규제 등이 특징

o

이 기간 동안 6~7%의 안정된 명목GDP 성장과 자산가치의 상승이
나타남

② New Normal로의 전환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버블붕괴와 위험축소성향(de-risking)을 계
기로 New Normal 시대가 도래
o

금번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기 이전
Old Normal로의 회귀가 아닌 New Normal로의 전환이 이루어
질 것임

□ 부채축소(De-leveraging),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및 규제강화(Reregulation) 움직임으로 인해 제한적 성장을 보이는 것이 New
Normal의 특징
o

부채축소, 탈세계화 및 규제강화 현상은 금번 위기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민간주도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에 따른 것

주 : 1) Spotlight(2009.10),
"Mohamed El-Erian and Bill Gross Discuss PIMCO’s
Cyclical Outlook and the New Normal" 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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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Normal에서는 과거보다 낮은 성장률과 자산수익률이 예상되
며 이에 따라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o 명목 GDP성장률은 3~4%대로 전망되며 디레버리징의 영향으로 자
산 수익률은 과거 10~20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예상
③ New Normal 경제전망
□ 향후 경제전망을 위해서는 최근 경기회복에 주목하기보다 New
Normal로의 이행이라는 전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
o 최근의 경기회복은 대체로 통화 및 재정정책, 기업의 비용절감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며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민간부
문의 수요증가는 불확실한 상태
― 낮은 정책금리로 인해 자금이 고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산가
격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정책적 부양의 효과는 향후 소멸될 것
― 기업의 실적 또한 예상보다 좋게 나타났지만 이는 대부분 비용
절감에 기인하므로 지속되기 어려움
― 한편 민간부문의 수요증가는 뚜렷하지 않아 지속적 경제성장은
불확실한 상태
o 부채축소, 탈세계화 및 규제강화 등 New Normal의 특징을 고려
할 때 V자형 회복은 어려운 상황
―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위험축소성
향 및 금융시장의 규제강화 등으로 Old Normal에서와 같은 고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 금융위기로 크게 악화된 고용사정 역시 쉽게 회복되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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