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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평가되는 배경*
이홍직 국제종합팀 과장
◆ 금융위기 이후 최근의 미국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2%로 잠재(1%대
후반) 또는 위기 이전 추세(2.4%) 성장률에 근접해 있음에도 미 연준,
일부 학자 및 투자은행 등은 회복세를 완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는 연준 양적완화 통화정책의 토대가 되고 있음
◆ 동 평가의 배경에는 ①고용개선이 미약하여 실업률이 높고 ②성장률이
과거 패턴과 같이 잠재성장률을 일시 큰 폭 상회하는「V자형 회복」
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③위기 이후에도 성장
및 고용 회복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음
◆ 이 같은 연준 등의 경기판단은 성장률의 빠른 반등을 수반하는 고용의
현저한 개선이 가시화될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경
기상황이 경기 요인이 아닌 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연준 정책의 효과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

1. 개요
□ 미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09.3/4분기* 이후 평균 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이 2.2%를 나타내 주요 기
관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을 상회
* 전미경제조사국(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이 발표한 최근의
공식 경기저점은 2009.2/4분기

o OECD와 미 의회예산처(CBO)는 2009∼2011년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2%
이하로 추정
o 또한 2000년 이후 금융위기 발생 직전까지의 추세 성장률(전기대비 연율)
이 2.4%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근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추세에
근접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46호(2012.11.15), 국제경제리뷰 제2012-45호(2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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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잠재 및 실제 GDP성장률

실
제

미국 GDP 추세 및 실적

(전년대비, %)
10 11 121)

08

09

-0.3

-3.1

2.4

1.8

2.3

잠

CBO

2.3

1.9

1.5

1.7

1.72)

재

OECD

2.2

1.8

1.7

1.9

2.02)

주：1) 1~3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평균
2) 연간 기준
자료：BEA, CBO(2012.8월), OECD(2012.6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일부 학자 및 투자은행 등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매우 더디다고 평가
o 버냉키(Bernanke) 의장 등은* 2009년 중반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평가
* 경기회복세가 불만스러울 정도로 더디다(the pace of our recovery has been
frustratingly slow, Bernanke 의장, 2012.10.14일)
** 경제성장이 매우 느리다(U.S. economic growth has been quite sluggish in
recent years, 더들리(Dudley) 뉴욕연준 총재, 2012.10.15일)

― 이러한 평가는 추가 양적완화 조치(이른바 QE3) 시행 등 연준의 적극
적인 경기부양 통화정책의 토대가 되고 있음
o 또한 크루그만(Krugman) 교수는 역사적 관점에서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매우 완만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배로(Barro) 교수의 경우 미국의
GDP가 이전 추세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회복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
* “States of Depression”, The New York Times, 2012.3.4일
** “Why This Slow Recovery Is Like No Recovery”, The Wall Street Journal,
2012.6.4일

⇒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잠재(추세)성장률에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미국의 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평가되는 주요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통화정책 등에 대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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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평가되는 배경
□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평가되는 배경에는 ①고용개선이 미
약하여 실업률이 높고 ②성장세가 과거 회복기 패턴과 같이 잠재성장
률을 일시 큰 폭 상회하는｢V자형 회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
으며 근본적으로는 ③위기 이후에도 고용․성장의 추세에 구조변화가 없
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음
* 금융위기 발생 직후 미국 경제의 회복패턴에 대해 Economist誌는 다음 세 경우를
상정하였는데 현재는 ②에 근접한 상황이나 위의 주장은 아래 ①의 상황을 기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상당 기간 성장률이 이전 추세 수준을 상회하여
야 가능
①완전회복(full recovery)：실질GDP 수준이 이전의 추세로 복귀하고 성장률도 회복
②영구손실(permanent loss)：실질GDP 수준은 이전의 추세로 복구되지 못한 채 성
장률만 회복
③손실확대(widening loss)：실질GDP 수준과 성장률 모두 이전의 추세를 회복하지 못함

( 고용개선 미약 )
□ 고용은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써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한 진정
한 의미에서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o 특히 연준은 설립목적상 실업을 주요 경제문제로 인식하고 고용을 중
시하여야 함
□ 최근 경기순환에서 실질GDP는 직전 순환기의 정점(2007.12월, 이하 “전정
점”이라 함) 수준을 2011.4/4분기에 회복하였으나 고용측면에서는 개선속
도가 훨씬 더뎌 현재까지 전정점 수준에 크게 미달
o 2012.3/4분기 현재 실질GDP는 전정점보다 2.2% 높은 수준
o 반면 2012.10월 현재 취업자수는 1억4,300만명으로 전정점(1억4,600만명)
보다 300만명(2.0%) 부족
― 1948년 이후 11회의 경기순환중 전정점에서 58개월이 지난 시점까
지 취업자수 수준이 회복되지 못한 경우는 최근 순환기가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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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기1) 취업자수

실질GDP와 취업자수

주 : 1) 1948년 이후 11회 경기순환 기준(NBER, 이하 동일)
2) 최고, 평균 및 최저는 1948～2007년중 10회의 경기순환을 대상
최근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순환을 의미(이하 동일)
자료 : BEA, BLS

o 2012.10월 현재 실업자수는 1,230만명으로 경기침체 이전(760만명)보다
460만명(60.3%) 많음
― 실업률이 전정점 5.0%에서 10.0%까지 빠르게 높아졌다가 내림세를
보였으나 그 속도가 매우 완만하여 8% 내외에 머물고 있음
― 특히 장기실업자 비중은 이전 침체기의 두 배에 달하는 40%대에서
정체
경기순환기 실업자수

실업률

장기실업자 비중

자료 : BLS

( ｢V자형 회복 패턴｣의 부재 )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미국 경제는 침체기 직후 경제성장률이 잠
재성장률을 크게 웃돌면서 장기 성장추세로 빠르게 복귀하는 소위｢V자
형 회복 패턴｣을 시현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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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울러 GDP 전체 뿐 아니라 개인소비, 투자, 수출·입 등 세부 지출
항목도 고르게 회복
□ 그러나 최근 순환에서는 1948년 이후 경기침체의 폭이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완만
o 이전까지는 침체가 깊을수록 회복기 초반에 급반등
경기 침체기와 회복기의 실질GDP 변동률
정점

저점

침체기1)

1948.4/4
53.3/4
57.3/4
60.2/4
69.4/4
73.4/4
80.1/4
81.3/4
90.3/4
2001.1/4

1949.4/4
－1.6
54.2/4
－1.9
58.2/4
－3.1
61.1/4
－0.5
70.4/4
－0.2
75.1/4
－3.2
80.3/4
－2.2
82.4/4
－2.6
91.1/4
－1.4
2001.4/4
0.7
평
균
－1.6
2007.4/4
2009.2/4
－4.7
주 : 1) 정점대비 저점의 하락률
자료 : BEA

(기간중 변동률, %)
회복기
1년후2)
2년후2)
3년후2)
13.4
19.2
25.4
7.9
10.3
12.4
9.5
11.7
13.2
7.5
11.4
18.4
4.5
11.7
16.4
6.2
9.5
14.1
4.4
1.6
7.3
7.7
13.7
18.5
2.6
6.1
9.8
1.9
5.9
8.9
6.6
10.1
14.4
2.5
4.4
6.8
2) 직전 경기저점 대비 상승률

o 경기회복이 시작되어 3년이 지난 최근까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장기 실질GDP 수준의 추세에 크게 미달
실질 및 잠재1) GDP성장률

주 : 1) CBO 추정치 기준
자료 : BEA, FRED, CBO

실질GDP 실적 및 추세2)

2) CBO의 잠재GDP 추정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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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출항목도 달러화 약세 등으로 수출은 늘어났으나 개인소비, 수
입 등은 미미한 회복에 그치고 있음
o 특히 주거용투자의 경우 주택경기 부진으로 전정점보다 29%나 위축
경기회복기 실질GDP 지출항목별 증감률1)

주 : 1) 직전 경기정점∼19분기 이후 기간중 증감률
자료 : BEA

(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기회복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판단 )

□

연준 등이 최근의 경기회복을 완만하다고 평가하는 근본적 배경에는
금융위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패턴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음
* 과거 경기회복기보다 부진한 최근 상황이 구조 요인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일각에
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붙임> ‘미국 고용･성장 회복패턴의 구조변화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 참조

o Bernanke, Valletta&Kuang, Rothstein, JPMorgan 등은 최근의 완만한
회복이 주로 경기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장기 성장추세 및 구조 실
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견해를 견지
― 최근의 침체가 이례적으로 깊었으나 구조변화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더딘 회복은 구조 요인보다는 주택시장 부진, 재정문제,
금융시장 취약 등의 요인 때문*
* Bernanke, Monetary Policy since the Onset of the Crisis(2012.8.31일)

―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구직자의 보유기술과 고용자의
요구기술간 미스매치, 근로자의 지역간 이동성 저하 등에 크게 기
인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최근 산업별･지역별 고용증감의 분포
*
(dispersion)가 이전과 다르지 않아 구조 변화로 보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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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nanke, Monetary Policy Objectives and Tools in a Low-Inflation
Environment(2010.10.15일),
Valletta&Kuang, Is Structural Unemployment on the Rise?(2010.11.8일)

― 장기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실업의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s)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최근 실업기간별 구직률 변동패턴이 매
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구조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Bernanke, Recent Developments in the Labor Market(2012.3.26일)

업종별·지역별 고용증가 분포1)

실업 지속기간별 구직확률2)

주 : 1) 13개 업종 및 50개 주(州) 고용증가율의 가중 표준편차 기준,
음영은 경기침체기
자료 : 1) Is Structural Unemployment on the Rise?에서 인용
2) Recent Developments in the Labor Market에서 재인용

o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연준은 미국 경제가 2013년 이후에는 잠재
수준을 크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과거 추세와의 격차를 좁히
고 실업률도 최근 3년보다 빠른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은 수요압력이 작아 2%를 하회

― 한편 장기성장률(잠재성장률)은 2000∼07년 평균과 비슷하고 장기실업
률(구조 실업률)은 이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
미 연준의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전망

(%)
중심전망(central tendency)1)
2012
2013
2014
2015
장기
실질GDP 성장률2)
1.7~2.0
2.5~3.0
3.0~3.8
3.0~3.8
2.3~2.5(2.4)
실업률2)
8.0~8.2
7.6~7.9
6.7~7.3
6.0~6.8
5.2~6.0(5.1)
물가(PCE) 상승률2)
1.7~1.8
1.6~2.0
1.6~2.0
1.8~2.0
2.0(2.4)
주 : 1) FOMC 참가자들의 전망치중 최고, 최저치 각 3개를 뺀 나머지 중심치 전망
2) 4/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실업률은 수준) 기준
3) ( ) 내는 2000∼07년 평균
자료 : FRB(2012.9월)

- 7 -

연준의 실질GDP 전망

주 : 1) 연도별 4/4분기 기준
자료 : BLS, FRB

연준의 실업률 전망

2) 2012년 이후는 연준 전망(중앙치) 기준

3. 전망
□ 연준이 미국의 성장 및 고용 회복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인식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완화적 통화정책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o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을 소폭 상회하더라도 고용의 현저한 개선, 성
장률의 빠른 반등 없이는 경기판단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높은 실업률, 완만한 성장세 등이 경기 요인에 기인할 경우 적극적
인 양적완화 정책은 수요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유효할 수 있음
o 더욱이 Bernanke 연준 의장은 최근의 장기실업이 경기 요인에 주로
기인하지만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구조적 실업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만큼 동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Recent Developments in the Labor Market(2012.3.26일)

― 실업의 장기화는 실업상황에 익숙해진 근로자의 구직활동 약화, 보
유기술 노후화, 구직자로서의 매력 저하 등으로 구조적 실업률을 상
승시킬 뿐 아니라 인적자본 손실을 통해 총요소생산성도 악화시킬
우려
o 이에 따라 연준은 9월 FOMC 회의에서 현재의 패더럴펀드 목표금리
수준(0∼0.25%) 유지 기한을 종전의 2014년 후반에서 2015년 중반으로
연장하고 경기회복세가 강화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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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회의 참가자들 대다수(19명중 13명)는 적정 정책기조 전환 시기
(appropriate timing of policy firming)로 2015년 이후를 제시
적정 정책기조 전환 시기

자료 : FRB(2012.9월)

□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최근의 경기상황이 주로 구조 요
인에 기인할 경우 통화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만큼 연준 정책
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o 9월 FOMC 회의에서 Lacker 리치몬드 지역연준 총재는 추가적인 자산
매입(QE3)은 성장을 개선시킬 수 없으며 개선된다 하더라도 의도치 않
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또한 높은 실업률은 구조 요인*에 의한 것으로 경기부양 조치를 통
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
* 건설업과 연관 산업에서 급격히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이들 노동력이 산업간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기술적 미스매치 등으로 인한 장기 실업자가 양산

⇒ 위기 이후 기간이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할 만큼 충분히 길지 않아 미
국 경기회복의 추세변화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도출
하기는 어려운 상황
다만 경기순환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도 경기요인에 의한 장기실업
이 지속될 경우 구조적 실업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만큼 연준은 향후 구조적 실업 증가 또는 이들의 노동시장 퇴장 가능
성 등*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할 전망
* 40%대의 장기실업자 비중이 3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장기실업자의
상당수는 인적자본 훼손,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
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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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미국 고용･성장 회복패턴의 구조변화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구조적 실업률이 상승하고 성장 추세가 변
화(trend shift)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
o Lacker, Bullard, Barclays Capital 등은 노동수급의 기술 미스매치, 지역
간 노동이동성 저하, 장기실업의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 등으로 실
업률이 구조적으로 높아졌다고 주장
― 경기침체기중 실업이 건설업, 도소매업 등 저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발생한 반면 회복기중 노동수요는 전문·사업, 교육·의료 서비스업
등 고급기술 근로자에 집중되어 직능간 미스매치가 심화
― 거주지 경기악화 시 고용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나
주택가격 급락, 압류 등으로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지역간
이동이 제약
― 장기실업자는 재취업률이 낮아 실업상태가 고착화되는 경향
업종별 취업자 변동폭1)

주(州)간 이주인구

실업 지속기간별 재취업 확률2)

주 : 1) 경기침체기(NBER 기준)는 2007.12~2009.6월
경기회복기는 2009.6~2012.10월
자료 : BLS, Census Bureau, 2)What is behind the rise in long-term unemployment?에서 인용

o 다수 연구에 의하면 은행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더욱 깊고 회복에 상
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위기로 인해 성장률 또는 성장 추세가 변화되는
경우도 발생*
* Wynne, “The Sluggish Recovery from the Great Recession：Why There Is No ‘V’
Rebound This Time”

― Rogoff & Reinhart는 시스템적 금융위기로 초래된 경기침체기에는 여
타 침체기와 달리 ｢V자형 경기회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최
근의 경기회복은 빠르다고 평가*
* If one really wants to focus just on United States systemic financial crisis, then the
recent recovery looks positively brisk

― PIMCO CEO인 El-Erian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 민
간부문의 부채감축 등으로 저성장과 고실업이 일상화(new normal)되었
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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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 주요 이슈 점검 및 2013년 전망*
이관교 뉴욕사무소 과장
◆ 미국경제는 최근 연준의 양적완화 조치 등에 힘입어 고용 및 주택 시장
이 개선되고 있으나 2013년중에는 재정긴축 및 유로지역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
o 주택시장은 개선 움직임이 뚜렷하나 경제회복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o 2012년말 예정된 세금감면 종료 및 정부지출감축(fiscal cliff)은 양당간 타
협으로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경제성장에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o ECB 및 유로지역 국가들의 적극적 대응에 힘입어 유로지역 리스크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성장 부진으로 내년에도 여전히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최근의 고용 및 주택 시장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재정긴축 등
의 영향으로 2013년 성장세는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상승
률은 2%내외, 실업률은 7%대 중후반을 기록할 전망

1. 최근 미국경제 상황
□ 최근 미국경제는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완화
되고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사정, 주택시장 등의 각종 경
제지표 개선이 잇달으면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
* 특히 최근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유로지역과 비교하여 ① 노동시장의 유연성, ② 빠
른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확보된 점, ③ 주택시장 개선 움직임, ④ 가
계의 디레버리징 종료 가능성, ⑤ 셰일가스 개발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제조업 경
쟁력 회복효과 등을 들어 미국경제의 중장기전망을 밝게 보는 견해가 증가

o 실물경기는 2/4분기중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3/4분기 들어 주택
투자, 정부지출, 재고 등의 증가에 힘입어 3.1%의 성장률을 기록
― 다만 4/4분기에는 재정긴축(fiscal cliff)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설
비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3/4분기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반사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2%를 하회할 가능성
* 3/4분기 정부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투용 무기 구입 및 사용을 통해 국방
비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1호(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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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사정은 2/4분기중 회복속도가 주춤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이 4개월 연속 10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등 다시 호전되는 모습
― 고용사정 관련 주요 선행지표인 신규 실업수당청구권자수도 2012년
들어 안정됨 모습을 이어감
o 주택시장은 10월 현재 주택가격(S&P의 Case-Shiller지수)이 전년동월대비 5
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택판매도 꾸준한 상승세를 유
지하는 등 개선 움직임을 지속함
― 주택시장 관련 주요 선행지표인 잠정 주택판매, 건축허가, 건축착공
모두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고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
o 물가는 근원PCE 물가상승률이 연중 1%대 후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
대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모습

2. 미국경제의 주요 이슈
1. 주택시장의 회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주택시장은 2012년 들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판매 등
관련 지표들이 대부분 호조를 보이는 등 회복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음
주택 가격1)

주 : 1) Case-Shiller지수
자료 : S&P

주택 판매

자료 : Census Bureau, NAR

o 또한 모기지 연체율(90일 이상)이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주택차압도
최근 들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

- 13 -

발행년도별 모기지 연체율(90일 이상)

주택차압 시작 및 종료

자료 : Goldman Sachs

□ 그러나 최근의 주택시장 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여전히
엄격한 대출행태* 및 잠재적 주택재고(shadow inventory; 90일 이상 연체주택
및 압류주택 등) 등이 회복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Bernanke 연준 의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본격
적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기준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11.15일)

모기지 대출태도1)

잠재적 주택재고(Shadow Inventory)

주 : 1) 0보다 크면(작으면) 대출태도가 ‘순강화’(순완화)되었음을 의미
자료 : FRB, LPS(Lender Processing Service)

□ 한편 주택시장 회복이 가계의 심리적 안정 등을 통해 전반적인 경기회
복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
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o 주택시장이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
게 위축되면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절대적인 연관효과 자체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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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이전(2007.1월)에 비해 최근의 기존 및 신축 주택거래량이 각각
74%, 44%로 낮은 상태인 데다, 건축 허가 및 착공 건수도 각각
55%, 62% 수준에 머물고 있음
― GDP에서 주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4분기중 2.5%에 불
과하여 2005년의 6.1%는 물론 장기평균(4% 내외)보다 크게 낮음*
* 취업자중 주택건설 근로자의 비중도 금융위기 직전에는 5.6% 수준이었으나
2010년 이후 4%대 초반 수준을 유지(2012.10월 55.4만명)

o 또한 그간의 주택가격 하락, 주택매각 및 부실 모기지 상각 등으로 가
계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2005년(33%)보다 크게 낮아진 25% 수준이
어서 부의 효과(wealth effect)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을 가능성
― 특히 시장 일부(Morgan Stanley, 10.26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한계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를 중심으로 주택보유 비율이 꾸준히 하락
하고 있어 부의 효과 대신 오히려 임차료 부담에 따른 소비 제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GDP에서 주택건설의 비중

가계자산중 부동산의 비중

주 : 음영은 경기침체기
자료 : BEA, FRB

o 다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자산규모가 늘어날 경우 금융위기 이
후 빠르게 진행된 디레버리징 속도를 완화시켜 소비를 확대시키는 간
접효과를 통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음
―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부채조정이 주로 모기지 대출부문에서 이루
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자산 확대가 가
계의 디레버리징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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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자산 구성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자료 : FRB, Flow of Funds Accounts

2. 재정 관련 이슈 및 향후 통화정책
(재정 관련 이슈)
□ 미국의 재정 관련 최대 이슈는 재정적자 축소를 통해 그간 누적된 정
부부채를 감축시켜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와 재정의 경기진작 기능 확
보라는 단기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임
o 현재의 연방정부 지출구조로는 부채의 누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지출 및 조세구조에 대한 근원적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o 특히 공화당이 2010.11월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다수당이 된 이후 미
국의 정부지출 감축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 논의가 정치권의 최대 이
슈로 부상하면서 재정의 경기부양 여지가 크게 제약
미국의 재정수지 전망1)

경직성 지출(Entitlement Spending) 전망

자료 : GAO

주 : 1)

Baseline : 예산관리법에 명시된
재정 건전화 정책이 모두 시행
될 경우
Alternative :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료 : C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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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선 이후 Fiscal Cliff를 피하기 위한 양당간 협의에서도 이러한
근본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양당간의 상이한 접근법이 대립
`
부시 감세
종료

사회보장세
감면 종료

비상실업수당
지급 종료

자동재정
삭감 조치

합계

309 (2.0)

125 (0.8)

40 (0.2)

98 (0.6)

572 (3.6)

주 : 1) ( ) 내는 2013년 명목GDP 대비(%)
자료 : JP Morgan

□ 다만 시장에서는 2013년중 시행예정인 각종 세금감면 종료 및 정부지
출 자동삭감(Sequestration)의 일부만을 시행하거나 일시 연기하는 수준으
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합의에 실패하여 Fiscal Cliff이 발생할 경우 경기침체,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 붕괴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Grand Bargain은 레임덕 의회, 협상시간 부족, 양당간 근본적 견해차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

o 현재 고소득층(가계 연간소득 25만달러 이상, 개인은 20만달러 이상)에 대한 소
득세 감면조치의 종료와 관련하여서는 세금감면 조치는 연장하되 공
제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
o 아울러 중산층 이하는 소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고 사회보장세 및 장
기실업수당은 예정대로 종료하거나 시행시기를 최대 1년까지 연기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시장에서는 정부 채무한도* 조정 협상이 2012년내 또는 2013년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2013년중 중장기 재정건전
성 확보를 위한 양당간 세제 및 재정지출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
* 2013년 1∼2월중 정부 채무가 한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

미국 정부부채 잔액 및 한도

(십억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e

2013e

잔액1)

8,921

9,960

11,853

13,511

14,746

16,334

17,532

한도

9,815

11,315

12,394

14,294

15,194

16,394

주 : 1) 연말 기준
자료 :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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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통화정책)
□ 위기이후 재정의 경기부양 기능이 제약되면서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연준은 2012년 들어 Operation
Twist를 연장(6월)한 데 이어 QE3(9월), QE4(12월)를 실시하는 등 고용회
복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
연준의 주요 양적완화정책
내용

기간
09. 3월∼10.
1차 양적완화(QE1)
3월
10.11월∼11.
2차 양적완화(QE2)
6월
11. 9월∼12.
Operation Twist
6월
12.
Operation Twist 연장
6월∼12.12월
3차 양적완화(QE3) 12. 9월∼1)
4차 양적완화(QE4)2) 13. 1월∼

규모(달러)

대상

1조 7,250억

국채, 연방정부기관채, MBS

6,000억

국채

4,000억

장기국채 매입(단기국채 매각)

2,670억

장기국채 매입(단기국채 매각)

월 400억

MBS

월 450억

국채

주 : 1)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2) Operation Twist 종료에 다른 국채 직매입(outright purchase)

o 특히 12월 FOMC(12.12일)에서는 현행 정책기조 유지 기간을 종전의 시
점기준(calendar-based)에서 일정요건 기준(threshold-based)으로 Forward
Guidance 방식을 변경
― 현재 0∼0.25%인 페더럴펀드 금리 목표수준은 적어도(at least) 다음의
여건이 계속되는 한 유지*(threshold 제시)
* 종전까지는 유지시점을 “적어도 2015년 중반까지(at least through mid2015)”로 제시

① 실업률이 6.5%를 상회
② 1∼2년 후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2.5% 이내를 유지
③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적절한 수준에서 고정
― 이는 1∼2년 후의 PCE 물가상승률 전망이 2.5%를 넘지 않는 한 현
행 완화적 정책기조를 실업률이 6.5% 이내로 낮아질 때까지 유지하
겠다는 의지로 해석(단, Bernanke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지표가 목표치에
근접하더라도 출구전략은 아주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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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 등 아직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 고용시장 개선속도를 감안할 때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o Charles Plosser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등 연준 고위층 일부에서 양적
완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으나 대다수 연준 이사 및 지역연
준 총재들은 7%대 후반의 실업률 등을 고려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
o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
조에 힘이 실릴 가능성
□ 다만 추가적 양적완화에 따른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출구전략 시행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상존하고 있어 연준으로서는 정책결정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
3. 글로벌 리스크 요인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 ECB 및 유로지역 국가들의 적극적 대응에 힘입어 채무위기 국가들의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과 유로지역 붕괴와 같은 Tail Risk는 크게 줄
어들었으나 채무불이행 위험(Solvency Risk)이 해소된 것은 아님
□ 월가 전문가들은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위기 국
가들이 빠른 성장을 하거나 회원국간 재정부담을 공유하는 체제가 갖
추어져야 할 것으로 봄
o 아울러 유로지역 은행들의 자본금 확충, 남유럽 국가들의 노동시장 및
공공부문 구조개혁 등을 통해 Sovereign Risk - Banking Risk - 경제성
장 부진의 악순환(Negative Feedback Loop)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
□ ECB 등의 조치로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었으나
이들 과제의 성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워*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는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위기 국가들의 뚜렷한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회원국간 재정부담 공유
등 국가주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치적 타협이 쉽지 않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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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경제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보다는 금융경로
를 통한 금융시장 불안 및 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가능성을 우려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 IMF 및 투자은행들은 2013년중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2012년보다 소폭
낮아지겠으나 유로지역 및 중국은 다소 높아지는 등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2012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o 일본은 대외수요 둔화 및 경기 하강국면 진입*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
하겠으나 유로지역은 적극적 정책대응에 힘입어 국가채무위기 Tail
Risk가 축소되면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고, 중국은 신지도부 출범에
따른 내수위주 성장 전략으로 2012년보다 성장률이 상승
* 일본정부는 9월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경제
가 하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판단(11.6일)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전세계1)
12 13 14
IMF(10.8일)

3.3

투자은행 평균(12.5일) 2.2

3.6

-

유로지역
12 13 14
-0.4 0.2

-

2.5 3.1 -0.4 0.1 1.1

12

중국
13 14

7.8 8.2
7.7 8.1

-

12

일본
13 14

2.2

1.2

-

7.9 2.0

0.8

1.1

주 : 1) IMF 및 투자은행 평균의 포괄범위가 다름
자료 : IMF, Bloomberg

□ 다만 유로지역 및 중국의 경우에도 성장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작지 않
아 글로벌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이름
o 유로지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 및 신용 긴축* 현상이 나타날 경
우 성장동력이 훼손될 우려
* JP Morgan은 최근 진행중인 유로지역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3분기 이연시 최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11.15일)

o 중국의 경우 내수위주 성장전략 운용과정에서 그간 잠재되어 있던 각
종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Conference Board는 과도한 자산가격 조정, 임금 상승, 생산능력 과잉,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으로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6.9%로 전망(Global Economic
Outlook, 11.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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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신용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자료 : JP Morgan

3. 2013년 미국경제 전망
1. 경제성장
(개 황)
□ 주요 전망기관들은 2013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2012년(2.2%e)보다 소폭
낮은 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FRB
(12.12일)1)
2012
2013
1.7 1.8 2.3 3.0

∼

∼

IMF
(10.9일)
2012
2013
2.2
2.1

OECD
(11.27일)
2012
2013
2.2
2.0

(%)

투자은행 평균
(12.5일)
2012
2013
2.2
2.0

주 : 1) 최고, 최저치 각 3개를 뺀 나머지 중심치 전망

o 이는 2012년말 Fiscal Cliff에 대한 정책대응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
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월가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
는 2,000억달러 가량의 재정긴축에 합의하는 ‘시나리오2’를 전제로 함
Fiscal Cliff 대응과 2013년 미국 경제성장률
시나리오
1
2
3
자료 :

내

용

성장률
특 징
마이너스 -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합의 실패로 Fiscal Cliff 발생
(-)
금융시장 혼란
중간단계 수준 합의(가능성 높음) 2% 내외 - 금융시장 안정
2%
- 재정개혁 의구심 등으로
현행 재정 및 세제 구조 유지
중후반
국가신용등급 하락
투자은행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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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중으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되는 ‘상저하고’의 성장패
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
12.1/4 2/4
3/4
▪경제성장률1)(전기비 연율, %)
2.0
1.3
3.1
주 : 1) 94개 투자은행 등의 전망치 평균(12.5일)

4/4
1.6

13.1/4 2/4
3/4
4/4
1.7
2.2
2.6
2.8
자료 : Bloomberg

(수요부문별 전망)
□ 주요 투자은행들은 민간소비가 1%대 중후반의 낮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투자는 호조를 지속하고 기업투자는 소폭 증가에 그치며
정부지출이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주요 금융회사들의 수요부문별 성장률 전망
Credit Suisse
(12.3일)
2012
GDP 성장률
2.2
민간소비
1.8
설비투자
7.3
주택투자
12.0
정부지출
-1.3
주 : ( )내는 전망시점

2013
2.0
1.5
4.4
12.5
-0.1

Goldman Sachs
(11.30일)
2012
2.2
1.8
7.1
12.0
-1.4

2013
1.9
1.4
2.7
12.6
-0.5

Citi
(11.24일)
2012
2.1
1.9
7.1
11.1
-1.8

2013
1.8
2.0
2.5
15.4
-1.5

Morgan Stanley
(11.20일)
2012
2.2
1.9
7.2
12.4
-1.5

2013
1.4
1.4
1.1
15.3
-1.3

① 민간소비는 고용사정 및 주택시장의 회복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디레
버리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2013년초 세제 개편 등으로 가처
분소득 증가가 제약되면서 1%대 중후반의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o 가계의 소득이나 자산을 감안할 때 부채부담이 역사적 평균치를 아직
웃도는 등 재무상태가 여전히 취약한 상황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자산 대비 부채비율

자료 : FRB, Flow of Funds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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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저축률이 그
리 높지 않고 최근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가계가 소비성향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
②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2013년초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겠
으나 이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어 2% 가량 늘어나면서 2012년(7%대 초
반)보다 증가세가 낮을 전망
o 2012년 3/4분기 이후 Fiscal Cliff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설비
투자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구성항목별 설비투자

CEO들의 6개월후 설비투자 전망

(전기대비 연율, %)
1/4 2/4 3/4
설비투자
7.5 3.6 -1.8
구축물
12.9 0.6 0.0
상업 등
11.1 10.3 8.5
제조업
-7.8 26.2 -8.9
발전·통신
94.3 -19.5 -9.1
광업 등
-8.4 -4.1 3.6
장비 및 소프트웨어 5.4 4.8 -2.6
IT 장비 등
5.9 -2.4 -2.5
산업장비
-13.6 13.6 0.1
운송장비
20.0 15.8 -16.1
자료 : BEA

자료 : Business Roundtable(9.25일)

o 그러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기업들의 양호한 투자여력*을 바탕으로
설비투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JP Morgan은 S&P500 기업의 3/4분기 현금보유량이 전기대비 14% 늘어난 1.5조
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분석(10.24일)

③ 주택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012년중 12%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3년에도 12~15% 가량 늘어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o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모기지 금리도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주택구입능력이 크게 높아지는 등 주택시장 회복 지속이
예상
― 주택시장 관련 주요 선행지표인 잠정 주택판매, 건축허가, 건축착공
모두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재고(월말재고/월중판매)는
기존 및 신규주택 모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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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및 주택투자

자료 : CBO

임차료 대비 가격비율 및 주택구입능력

자료 : FRB, Lender Processing Service

④ 정부지출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 및 세제 개편 등으로
2012년과 마찬가지로 소폭의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o Fiscal Cliff를 막기 위해 약 2,000억달러 수준의 재정긴축이 양당간 합
의될 경우 성장률을 1%p 내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이와 같은 양당간 합의를 통해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되겠지
만 부채 증가세를 막기는 어려워** 2013년에도 추가적인 재정건전
성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GDP 대비 재정수지(연방정부 기준, 주요 투자은행 종합)
: 11년 –8.7% → 12년 –7.0%e → 13년 –5%대 중반e
** GDP 대비 순정부부채(
〃
)
: 11년 67.7% → 12년 72.5%e → 13년 70%대 중후반e

2. 물가
□ 물가는 근원 물가지수 및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의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물가상승률(CPI 기준1)) 전망
FRB
IMF
OECD
(12.12일)2)
(10.9일)
(11.27일)2)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1.6~1.7
1.3~2.0
2.0
1.8
1.8
1.8
주 : 1) FRB, OECD는 PCE 물가 기준
2) 최고, 최저치 각 3개를 뺀 나머지 중심치 전망

(%)
투자은행 평균
(12.5일)
2012
2013
2.1
2.0

o 특히 CBO 추정에 따르면 GDP gap이 여전히 마이너스(-6%)인 상황이
며 2017년 이후에나 잠재성장 추세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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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시장 일부(Barclays, 11.30일)에서는 주택시장 회복 및 임차거주자
증가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으로 근원PCE 물가가 2013년 4/4분기 2%
대 후반까지 상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
GDP갭

근원CPI에 대한 주거비용의 기여도

자료 : CBO

자료 : BLS

3. 고용사정
□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꾸준한 개선 움직
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o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로 완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2012년보다 증가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기대*
* NABE(National Association of Business Economics, 12.5일)는 2013년도 비농가취
업자수가 월평균 17.3만개e 늘어나 2012년(15.7만개e)보다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
로 전망 주요 전망

o 다만 고용사정 개선으로 구직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실업률은
7%대 중후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실업률 전망
(%)

FRB
(12.12일)1)

IMF
(10.9일)

OECD
(11.27일)

투자은행 평균
(12.5일)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7.8~7.9

7.4~7.7

8.2

8.1

8.1

7.8

8.1

7.8

주 : 1) 최고, 최저치 각 3개를 뺀 나머지 중심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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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추이(전년동월대비)

16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 BLS, Citi

□ 한편 이와 같은 고용사정 개선은 과거 경기회복기와 비교시 매우 느리
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위기이후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
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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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위기이후 고용 부진에 대한 논란과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 위기이후 지속된 고용 부진의 원인이 구조적 또는 경기적 요인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o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장기실업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
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가 발생하는 등으로 자연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주장*
* Lacker 리치먼드 연준총재는 현재(7월) 미국의 실업률(8% 내외)이 자연실업률
에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Barclays는 자연실업률을 7% 내외
로 추정

o 경기적 요인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등으로 수요가 일
시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고용 부진의 취약성이 특정 부문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 기인한다고 주장*
* 뉴욕
이후
지를
없이

연준은 보고서(Mismatch Unemployment, 2012년 8월) 발표를 통해 위기
실업률 상승분(약 5%p)중 1/3 가량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머
경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물가불안
실업률을 6%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지속과 함께 최근 물가 안정과 고용지표 개선
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논란이 잦아드는 모습
o 다만 향후 고용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될 경우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뿐만 아니라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장기화에 대한 논
란마저 커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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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에 대한 평가*
노진영 선진경제팀 과 장
장석환
조사역
◆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경로 및 최근 회복속도, 경제의 부문별 흐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미국 경제는 금
융위기 이전의 추세적인 성장경로에서 하향 이동된 새로운 정상상태로
수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o 향후 미국 경제가 자생력을 갖추어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
다는 평가가 확보되기 이전에 연준이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자산
매입 축소 및 정책금리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

1. 부문별 현황 점검
□ 미국 경제는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2009.3/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
는 가운데 GDP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 전미경제조사국(NBER)이 발표한 공식적인 최근 경기순환저점은 2009.6월

o 다만 GDP 성장률(2009.3/4분기 이후 평균, 전기대비 연율 기준)은 2.1%를 기록
하여 과거에 비해서는 회복속도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남
* 직전 회복기(01.4/4분기~07.4/4분기 평균) : 2.6%

금융시장
□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등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지속
o 연준의 국채 보유자산이 2조달러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국채금리(10년
만기기준)는 2% 내외에서 등락
o 다만 최근 FOMC(6.18∼19일) 이후 양적완화정책의 조기종료 우려가 확
산되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6.17일 2.18% → 6.21일 2.53%)
― 버냉키 연준 의장은 금리상승이 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향후 통화정
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인한다고 언급(6.19일 FOMC 기자간담회)
* 해외경제 포커스제2013-26호(20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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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보유자산

미국 국채금리

자료 : 연준

자료 : Bloomberg

o 국채시장의 안정으로 회사채 등 민간 경제주체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지속
회사채 수익률1)

회사채1) 발행

주 : 1) Baa등급(Moody’s) 기준
자료 : Bloomberg

주 : 1) 비금융법인기업 기준
자료 : 연준(Flow of Funds)

주가 및 VIX지수

자료 : Bloomberg

o 또한 양적완화정책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은행의 대출태도
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완화되는 등 경제주체의 간접금융 자금사정
도 개선
모기지금리(30년만기)

대출태도

자료 : MBA

자료 :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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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투자은행들의 수익은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수익은 금융위기 발생 당시 큰 폭 감소하였다
가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IB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었으며
BIS 비율도 1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
글로벌 투자은행 부문별 수익1)

주 : 1) 9개은행 수익 합계
자료 : 각사 실적보고서

주요 투자은행 BIS 비율1)

주 : 1) 2012년말 Basel II 기준
자료 : 각사 실적보고서

실물경제
□ 소매판매, 소비지출 등의 소비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민간부문이 경기회복을 지지
o 소매판매는 지난해 중순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1/4분기에는 소비지출이 2.6%(전기대비 연율) 증가
* 금년 4월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이 시장 예상치(-0.3%)를 크게 상회하는 0.1%를 기
록하고 5월에는 0.6%로 증가폭이 확대

소매판매

소비지출

자료 : 미 상무부

자료 : 미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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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이익이 개선되는 데다 저금리 지속으로 자금조달비용도 감소하면
서 설비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주택투자
도 증가
투자

주요국의 설비투자 증가율

자료 : Macrobond

자료 : 미 상무부

― 설비투자 규모는 2012년 상반기 들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
하였으며 GDP대비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반등
― 주택시장에서는 판매량이 2011년 중반 이후 완만하게 늘고 있으며
주택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뚜렷이 개선
설비투자

주택판매 및 가격

자료 : 미 상무부, NAR, S&P

자료 : 미 상무부

□ 고용사정은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고용기반이 본격적으로 확충되
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
* 최근 연준은 노동시장에 대해 전월(some improvement, 5월 FOMC)보다 긍정적
(further improvement, 6월 FOMC)으로 평가하였지만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

o 비농업취업자수가 월평균 약 16만명(2010.3월∼3.5월) 늘고 2009.10월 10.0%
까지 상승하였던 실업률도 점차 낮아져 금년 5월에는 7.6%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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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최근의 실업률 하락이 취업자수 증가 이외에도 경제활동참가
율 하락에 기인하고 고용률도 위기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또한 금융위기 이전 10%대 후반에 머물던 장기실업자 비중(실업기간
27주 이상)이 4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취업자수 및 실업률

자료 : 미 노동부

자료 : 미 노동부

□ 최근 들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기업이익
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향후 소비 및 투자가 자생적으로 확대될 수 있
는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
o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며 가계의 차입
여건도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뉴욕 연준, 2.28일)
o 2008.4/4분기 이후 계속 줄던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해 4/4분기에 증가
로 전환되고 모기지 신청규모도 그간의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
― 또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7.3/4분기 134.6%까지 상
승한 후 점차 낮아져 2012.4/4분기에는 110.7%를 기록하였으며 가처
분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도 하락세를 지속
가계부채 및 모기지 신청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

자료 : 뉴욕 연준, MBA

자료 :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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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이익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재무비율이 개선되면서
투자여력도 강화
― 근로자소득의 GNI대비 비율이 61%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기업이익
의 비율은 14%로 상승함에 따라 기업이 투자확대를 통해 성장을 지
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
기업이익

기업이익과 근로자소득 GNI대비 비율

자료 : 미 상무부

자료 : 미 상무부

경제주체의 심리
□ 소비심리지표, ISM 제조업 지수 등이 일정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
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지는 않은 상황
소비심리

자료 : 미시간대학

ISM 제조업 지수

자료 : ISM

ISM 비제조업 지수

자료 : ISM

o 주택시장 회복이 민간소비로 연결되는 부의 효과가 이전보다 작아진
데다 향후 고용사정과 소득여건에 대한 불확실성도 소비심리의 빠른
개선을 제약
― 특히 가계는 현재 상황보다 미래를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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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ISM 제조업지수(PMI)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고용이 44개월
연속 기준치인 50을 상회하는 등 기업들의 심리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재고가 3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면서 개선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
― 비제조업 부문(NMI)에서는 신규주문과 고용이 각각 46개월 및 10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기업들의 전반적인 심리가 41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다만 수준은 위기 이전을 하회)
□ 경제주체의 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연준이 확대 공급한 본
원통화가 승수효과를 통해 충분한 신용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
o 2008년말부터 본원통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3.3월에는 약 3조달
러에 근접하였으나 통화승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시중 유동성(M2기준)
의 증가폭은 미미
통화승수1)

본원통화 및 M2

자료 : 연준

주 : 1) M2 기준

자료 : 연준

2. 성장 모멘텀에 영향을 미칠 구조적 변화
□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의 호황기(1998～2007년)에는 소비 중심의 성
장구조를 유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패턴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버냉키 연준 의장도 최근 가계 재무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금융위
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2012.3.22일 조지워싱턴 대학 강연)

o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택시장 활황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모기지론의
확대 등이 민간소비를 뒷받침하면서 소비중심의 성장을 지지*
* Lee, J. Rabanal, P., & D. Sandri(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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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2010∼12년에는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율이 위기 이전의 80%대
에서 60%대로 낮아진 반면 투자의 성장 기여율은 10%대 후반에서
50%대로 대폭 상승
―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기반이 크게 위축
된 반면 저금리 지속 등으로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확대
o 한편 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경제성장에 상당폭 기여하였으
나 위기 이후에는 재정건전성 강화의 영향으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
으로 작용
미국 성장구조의 변화
(기여도)

(기여율)
(%)

부문별 성장기여율1)
민간 정부
투자 순수출
소비 지출

기 간

GDP
성장률1)

1950～87

3.72

63.4

18.8

13.0

-2.1

1988～97

3.05

64.9

7.4

20.1

3.3

1998～07

3.02

82.5

13.9

18.1

-15.5

2010～12

2.13

68.6

-13.6

51.7

-6.4

주 : 1) 기간중 평균

자료 : 미 상무부

⇒ 향후 미국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핵심 동인인 소비 및 투자, 재정측면
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를 점검

소 비
< 주택가격의 Wealth Effect 저하 >
□ 주택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건설투자 확대 및 건설관련
산업의 고용증대를 통해 소비 확대에 기여함과 아울러 주택자산의 가
치상승, 즉 Wealth Effect(부의 효과)를 통해서도 소비를 늘리는 요인으
로 작용*
*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은 주택공급 및 수요, 모기지 대출여건 등의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개선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미 연준 4월 베이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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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미국에서 주택시장의 회복은 가계의 심리 및 기대 형성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어 전반적인 경기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o 또한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의 신용가용성(credit
availability) 증대로 이어지면서 소비기반을 지지
주택가격 상승의 파급 경로

□ 그러나 향후 주택시장이 회복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로 연결되
는 부의 효과가 작아져 과거와 같은 소비수준으로 회귀하는 데는 상당
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Credit Suisse(2013.2월), Amir Sufi(2013.4월)

o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주택자산의 가치상승에 의
한 부의 효과는 이전보다 크게 작아진 것으로 추정
* Stock and Watson(1993)의 Dynamic Ordinary Least Squares(DOLS) 적용

― 1993∼2005년에는 1인당 실질 Housing Wealth가 1달러 늘어날 때 1
인당 실질 개인소비지출이 0.038달러 증가하였으나 2012년으로 대상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효과는 0.015달러로 감소
◾ 추정모형


                 
변수명

구분





 ∆    ∆    ∆  










사용변수

PCE

개인소비지출 국민계정상 일인당 실질개인소비지출

DPI

가처분소득 국민계정상 일인당 실질가처분소득

HW

주택자산

SW

주식자산



자금순환표상 가계의 일인당 실질주택자산
자금순환표상 가계의 주식, 뮤추얼펀드,
확정기여형 연금의 합(일인당,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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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
미 연준
“



부의 효과 추정결과1)

개인소비지출

1993~2005
1993~2012
가처분소득
0.878***
0.912***
주택자산
0.038***
0.015***
***
주식자산
0.024
0.016***
Adj R2
0.998
0.997
관측치수
52
80
주 : 1)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자료 : Credit Suisse 모형 인용하여 자체 추정

자료 : 미 상무부

o 이는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 소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조건
이 엄격해진 데다 동 계층의 부가 축소된 데에 기인
― Home Equity대비 Cash-Out 대출*비중이 2004∼08년에는 10∼30%에
달하였다가 위기 이후에는 3%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
* Home Equity(주택가격과 모기지대출액간 차이)를 담보로 한 가계대출로서 주
로 소비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위 7%(순자산 규모 기준)의 소득계층이
전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56%에서 2011년 63%까
지 높아진 점도 부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상위 7%의 전체가계자산 점유율

주 : 1) 순자산 규모 상위 7%와 나
머지 93%로 구분
자료 : Fry and Taylor(2013)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1)

주 : 1) 평균지출액/세후 소득
자료 : OECD

< 고용사정 개선이 과거보다 더디게 진행 >
□ 금융위기 이후 차입의존적 소비성향이 낮아진 상황에서 고용이 가계소
득을 지지하는 기반이 되어야 하나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로
고용사정 개선이 과거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Lacker, Bullard, Barclays Capita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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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연구기관 및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자연실업률이 금융위기 이전
의 5%대 중반에서 6%대 초반까지 높아진 것으로 추정
― OECD(2013.5월)는 6%대 초반으로, CBO(2013.2월)는 6% 내외로, San
Francisco 연준의 Daly 등(2011)은 5.6%～6.9%로 각각 추정
실업률 및 자연실업률(NAIRU)

자료 : 미 노동부, OECD Economic outlook(2013.5월)

o 경기침체기(2007.12∼09.6월)에 실업이 집중되었던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의 일자리 창출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미진함에 따라 전
체 고용사정 개선을 제약
― 경기침체기중 민간부문 취업자수가 763만명 줄었는데, 이중 65%(501
만명)가 제조업, 건설업 및 도소매업에서 발생하였으나 경기회복기
*
(2009.6∼13.5월)에는 13.5%에 불과한 78만명을 기록
* 취업자수 증가(580만명)의 60%(350만명)가 전문･사업 및 교육･의료 서비스업에 집중

미국의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1)

주 : 1) 경기침체기(NBER 기준)는 2007.12～09.6월, 경기회복기는 2009.6～13.5월
자료 : 미 노동부

o 또한 위기 이후 상당폭 하락했던 기업의 채용률(hiring rate)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part time) 비중의 하락 속도도 더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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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이전에는 4% 내외였던 채용률이 3%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임시직 비중도 18%대로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임시직 비중1)

채용률

주 : 1) 전체 취업자중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취업자 비중
자료 : 미 노동부

□ 이와 같은 고용사정의 더딘 개선으로 개인소득의 회복속도가 과거의
경기회복기에 비해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남
o 이에 따라 실질 가처분소득의 평균 증가율(전기대비 연율)이 금융위기 이
전(2006∼08.2/4분기)의 4%대에서 위기 이후(2010～13.1/4분기)에는 1.8%의
낮은 수준을 기록
경기침체기 이후의 개인 소득변동

자료 : 미 상무부

실질 가처분소득

자료 : 미 상무부

<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 >
□ 2001년부터 실시되어 온 부시감세(Bush tax cuts)와 2011년 시행된 급여세
(payroll tax) 감세가 2012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가계의 세금부담이 종전
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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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시감세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소득구간의 소득세율은 종전과 동일하
게 유지되었으나 고소득층인 최고구간의 세율은 인상*
* 연간소득이 40만달러 초과 개인가구 및 45만달러 초과 결혼가구에 대해 소득세율
인상(35% → 39.6%)

― 이와 함께 2003년에 추가 도입되었던 자본이득세 및 배당세 감세
등도 종료
o 급여세*(payroll tax)의 감세 종료에 따라 가계에 대한 급여세율이 2%p 상승
* 미국의 고용주 및 피고용인은 급여지급･소득과 관련하여 Social Security Tax
6.2% 및 Medicare Tax 1.45%를 각각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는데, 양 세목을 합
하여 통상 payroll tax(=(6.2%+1.45%) x 2 = 15.3%)라고 함

o 한편 의료보험 확대적용(Affordable Care Act)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필
요가 있어 의료보험료 부담도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금년중 총 2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부담 증가로 가처분소
득이 작아지게 되어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이 상반기중 1～1.5%p, 하반기
에는 0.5%p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산(Goldman Sachs, 13.1월)
* 2013.1/4분기 가처분 소득 1.2조달러의 약 16.6% 수준

세금인상 규모(2013년)
항 목
부시감세종료(고소득층 소
득세, 자본이득세 등 인상)
급여세 인상
의료보험료 증가
합 계

세금인상에 따른 소비감소효과

(십억달러)
금액
50
126
24
200

자료 : Goldman Sachs(2013.1월)

투 자
< 투자 확대의 지속가능성 증대 >
□ 최근 미국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강화, 정보통신산업의 지
속적인 성장, 셰일가스･오일 개발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여력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투자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 IMF는 미국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2015년에는 8%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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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정보통신(IT)산업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성
장세를 지속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설비투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정보
처리설비에 대한 투자도 빠른 속도로 회복
o IT산업은 EIU*가 평가한 경쟁력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높
은 경쟁력을 보유
* Economist지 계열사로 국가별 경제전반에 대한 분석 기관(Economist Intelligence
Unit)
** IT산업의 경쟁력지수는 IT인프라, 인적자본, 법률환경, R&D 환경, IT산업 발전 지
원 등의 5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합산한 것으로서, 미국은 2011년중 글로벌 1위
를 차지(2위 핀란드, 3위 싱가포르, 4위 스웨덴, 5위 영국 등)

정보처리설비 투자

MSCI 주가지수

자료 : Bloomberg

자료 : 미 상무부

□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의 개발붐 확산이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및
투자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여타 산업에도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하여 최근에는 관련 부문으로의 FDI 유입도 확대
* A.T Kearney(2010)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사슬과 관련한 주요
당면과제로 ①상품가격 변동성, ②조달국의 신용 및 환율 리스크, ③연료가격 상
승, ④시장수요의 예측불가능성 순으로 나타나 에너지가격의 안정성이 투자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o 셰일가스의 생산 확대 등으로 북미지역의 천연가스가격이 여타 지역
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셰일오일의 본격적인 개발로 미국의
원유수입 의존도가 2010년 50%에서 2020년에는 37%로 낮아질 전망
(EIA)

― 특히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은 석유화학업의 비용절감, 철강
및 중장비 제조업의 매출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업종에서의 투자유
인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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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가격

자료: IMF, CEIC

미국의 에너지 소비 및 수입 전망1)

주 : 1) 4분기 이동평균, Btu는 British
thermal unit(영국 열량단위)
자료 : EIA

o 2010∼11년중 미국에 대한 FDI 증가율은 26.2%에 달하여 글로벌(12.9%)
및 중국(14.4%)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가스･오일 채굴업에 대한 FDI
유입*은 3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주요 투자사례로는 호주의 BHP Billiton의 미국 Petrohawk Energy에 대한 121억
달러 투자 등

― FDI 유입 규모가 미국 민간고정투자의 12.2%(2011년 기준)까지 상승하
면서 설비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일부 제약요인 잠재 >
□ 미국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용, 셰일가스 산업의 환경오염 촉발
가능성 등이 설비투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o 최근 해외에 있는 제조업 생산공정이 국내로 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나
고는 있으나 해외생산에 따른 상대적 이점이 여전히 커서 동 현상이
지속될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
중국과 미국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 비교1)

(달러)

2002~05
2006~09
2010
2015e)
2)
중 국 (A)
3.7
4.9
6.8
10.9
미 국(B)
28.9
32.4
34.7
40.3
비 중(A/B, %)
12.9
15.3
19.6
27.0
주 : 1) 2015년 전망치는 The Boston Consulting Group의 예상 증가율
2) 미국의 노동생산성 대비 비중을 명목임금에 가중한 수치
자료 : 미 노동부, B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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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비용 하락 등으로 미국의 제조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중국 등에서의 해외생산이 노동비용과 공급망 측면에서 여
전히 강점을 보유*
* 중국의 제조업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더라도 2010년 미국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의 20%, 2015년에는 27%수준에 그칠 전망

o 미국 제조업체의 해외생산 제품중 국내소비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여
해외에서 가동중인 제조업체의 국내회귀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 2000년대 들어 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은 대부분 현지생산 제품
의 국내소비보다는 해외판매에 주로 집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
렴한 물류비용 및 노동비용, 해외공급망 등을 감안할 때 해외판매를
위한 제조공장이 국내로 회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o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에너지 산업은 강한 기술경
쟁력 및 풍부한 매장량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성장여력 및 투자유인
을 갖고 있으나 실제 채굴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확실치 않으며 환
경오염이 촉발될 가능성 등도 꾸준히 제기

재정지출
□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규모가 커지고 이로 인해 정부부채도 급격하게 증가
o 2012년 재정적자는 1.1조달러(GDP대비 7.0%)를 기록했으며 2012년말(회계
*
연도 기준) 정부부채는 16.1조달러 (GDP대비 103.2%)로 GDP 규모를 상회
* 현재 정부부채규모는 법정 한도인 16.4조달러를 초과한 상태이며 금년 5.18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이 유예되었지만 여전히 한도 증액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다만,
재무부의 임시조치로 인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는 처하지 않고 있음

재정수지

정부부채

자료 : OMB

자료 : 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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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
2011.8월)을 제정하고 급여세 및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상(2013.1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경주
o 특히 예산관리법에 따른 정부예산 자동삭감(Sequester)이 금년 3월부터
실행되면서 2021년(회계연도 기준)까지 총 1.2조달러의 재정지출이 감축
될 예정
연간 자동삭감규모 산출

자동삭감 내역

(회계연도 기준)

(회계연도 기준)

(십억달러)
2013년 2014~21년2)

(십억달러)
항 목
총 삭감액
이자부담 감소액 등
9년간 순삭감액(A)
연간 삭감액(A/9년)
2013년 삭감액
자료 : OMB

항목
1,200
-216
984
109
85

국방비

재량적

43

55

29
37
재량적
14
18
의무적1)
85
109
합계
주 : 1) Medicare 등 2) 연간규모
자료 : CBO
비국방비

□ 이에 따라 향후 재정정책 면에서의 운영 여력이 상당 정도 제한될 것
으로 예상
o 의회 예산처(CBO)는 금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약 6,420억달러(GDP대비
4%)로 줄고 2015년에는 3,780억달러(GDP대비 2.1%)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2013.5월)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 국채이자 지급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가 다시 점증함
으로써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
재정수지 전망
(천억달러,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규모

-6.4

-5.6

-3.8

-4.3

-4.8

-5.4

-6.5

-7.3

GDP 대비 비율

-4.0

-3.4

-2.1

-2.3

-2.4

-2.6

-3.0

-3.2

자료 : CBO(2013.5월)

□ 단기적으로 급격한 재정지출 축소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경제
에 구조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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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버냉키 연준 의장은 Sequester와 같은 급격한 재정지출 축소 대신, 단
기에는 보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실질적으로 재정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상원 은행위원회 청
문회, 2.26일)

o IMF도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지적(2013.4월 WEO)
― 특히 재정건전화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미국 국
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3. 종합 평가
□ 최근 미국경제는 소비 및 투자 증가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여러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정상적
인 성장궤도로 진입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o 금융위기 이후 고용 증대 및 자산가치 상승 → 소비심리 개선 → 소비
증가 및 이에 따른 기업이익 증가 →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및 투자
증대 → 고용증대의 선순환 과정에 아직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소비 및 투자의 선순환 과정

o 특히 금융위기 이전 자산가격 상승 및 차입에 의존한 소비기반의 지
속가능성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약화됨으로써 향후 성장 모멘텀이 충
분히 확보된 가운데 정상적으로 가속되기 위해서는 소비기반의 점진
적인 확충과 병행하여 기업투자의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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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정부는 스몰비지니스에 대한 지원 강화,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 셰일에너지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고하
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
□ 금융위기 이후 성장경로 및 회복속도, 경제의 부문별 흐름,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미국 경제는 금융위
기 이전의 추세적인 성장경로에서 하향 이동된 새로운 정상상태로 수
렴할 것으로 예상
o IMF 등 주요 기관들은 GDP성장률이 2013년 1%대 후반 및 2014년 2%
대 후반에서 2015～18년 평균 3.5% 내외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
o 그러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 내
외 수준에서 머물다가 2018년경에 가서 2.5%까지 높아질 전망
미국의 실제 및 잠재 성장률 전망
<GDP성장률>
￭CBO(2013.2월)
￭IMF(2013.3월)
<잠재성장률>
￭CBO(2013.2월)
￭OECD(2012.12월)
￭IMF(2013.3월)

03~07

05~07

09

10

11

12

2.7

2.6

-3.1 2.4 1.8 2.2

2.5
2.4
2.5

2.4
2.3
2.5

13

(연평균 증가율, %)
14

15

16

17

18

1.4 2.6 4.1 4.4
1.9 3.0 3.6 3.4

3.8
3.3

2.6
2.9

1.9 1.5 1.6 1.7 1.8 1.9 2.1 2.3
1.7 1.7 1.8 1.9 1.9 2.0 ..
..
1.4 1.2 1.5 1.8 2.0 2.1 2.2 2.3

2.4
..
2.4

2.5
..
2.5

o 이에 따라 GDP규모가 2018년까지는 잠재GDP를 하회하면서 산출갭
(Output Gap)이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다가 2018년 들어 잠재GDP에
근접하는 등 새로운 성장경로로 수렴*
* 2019년 이후에도 잠재GDP는 위기 이전의 추세치(2008년 이후에도 2003~07년 중
잠재GDP 성장률 2.5%가 유지된다고 전제할 경우)를 1조달러 내외 하회

미국의 잠재 및 실제 GDP 경로 전망
(IMF)
(CBO)

자료 : IMF

자료 : C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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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 경제가 충분한 성장 모멘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면 연준
은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겠
지만 그 시기 및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o 다만 미국 경제가 자생력을 갖추어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평가가 확보되기 이전에 출구전략이 본격 실행될 가능성은 크
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버냉키 연준 의장은 연준이 예상하는
2014년 중반경 자산매입이 종료될 수
리는 상당 기간 이후에야 인상된다는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운용될 것임을

경로대로 경제가 개선된다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정책금
점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도
시사(FOMC, 6.18~19일)

< 참고문헌 >
국제경제부 공동, "주요국의 고용사정,“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22호, 2012.5.
노진영․박재성,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 현황과 전망”, 해외경제포커스 2012-49호, 2012.11.
노진영, “미국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주요 배경 및 평가”, 해외경제포커스
2012-27호, 2012.7.
노진영,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환경 변화와 대응”, 해외경제포커스 2013-10호,
2013.3.
배상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설비투자의 확대 배경과 전망”, 해외경제포커스
2012-45호, 2012.11.
신현열, "미국 소비지출의 지속적 증가 가능성 점검,“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15호, 2012.4.
신현열, "미국 주택시장의 개선 움직임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18
호, 2013.4.
이홍직․이광원,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성장경로 변화”, 해외경제포커스 2011-37호,
2011.9.
이홍직, "미국 경기회복 제약요인으로서 주택시장 부진 평가,“ 해외경제포커스 제2010-49
호, 2011.11.
Fry, Richard, Paul Taylor, “A Rise in wealth for the Wealthy; Declines for the Lower
93%”, PEW Research Center, 2013.4.23.
Lee, J. Rabanal, P., & D. Sandri, “US. Consumption after the 2008 Crisis,” IMF Staff
Position Note, 2010.1.15
Soss, Neal and Henry Mo, 2013. "U.S. Economics Digest: Honey, I Shrunk the Wealth
Effect,"Credit Suisse Economics Research, 2013.2.13.
Stehn, Jari, “The Consumption Hit From Higher Taxes”, Goldman Sachs, 2013.1.10.
Sufi, Amir, “Will Housing Save the U.S. Economy?,” Chicago Booth, 2013.4
The Wall Streeet Journal, “Why Housing won’t save the U.S. Economy”, 2013.4.24.
-----------------------, “Housing’s Wealth Effect isn’t What It Used to be”,
2013.2.26.

- 47 -

미국 소비지출의 지속적 증가 가능성 점검*
신현열 뉴욕사무소 차장
◆ 금년 들어 미국의 소비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
의 경기회복 모멘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월가에서는 미국의 소비여건이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지속
적인 소비 증가를 뒷받침할 정도로 견실하게 개선되기에는 상당기간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o 풍부한 유휴 노동인력이 상존하고 있어 고용사정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더라도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득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
o 미국인들이 은퇴이후의 생활유지에 대한 자신감 저하로 저축동기가
강해지면서 그동안의 재무사정 개선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정도는
제한적
o 또한 소비자의 심리가 최근 호전되었지만 새로 발표되는 경제지표의
내용에 따라 변동성이 커 소비와 직접적 관련성이 강하지 않으며 신
용여건 호전에 따른 일반대출 증가는 아직 미미한 수준

1. 검토 배경
□ 미국의 개인소비는 명목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성장동
력으로서 여타 지출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서 경기의 변동폭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수행
□ 금년 들어 미국의 소매판매액, 개인소비지출 등 각종 소비지표가 예상
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
는 모습
□ 그러나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미국의 소비지출이 미국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아직 상당히 저조하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섣
부른 낙관론을 경계(3.22일, 조지워싱턴대학 강연)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15호(2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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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및 통화정책측면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
서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의 자생적 확대가 필수
적이라는 데 대부분이 공감
⇒ 최근의 소비동향과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들을 점검해
본 후 향후 소비지출의 지속적 증가 가능성을 평가해 보고자 함

2. 최근 미국의 소비동향
□ 미국의 개인소비는 지난해 4/4분기중 실질GDP 성장(3.0%, 전기대비 연율)
에 대한 기여도가 1.5%p에 머무르는 등 지난해 2/4분기 이후 미국경제
에서의 비중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개인소비의 성장기여도(%p) : 2/4분기 0.5 → 3/4분기 1.2 → 4/4분기 1.5
( )내는 GDP 성장률(%)
(1.3)
(1.8)
(3.0)

부문별 명목GDP대비 비중

부문별 실질GDP성장 기여도

자료 : BEA

□ 그러나 금년 들어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 소비지출(실질) 등 소비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의 경기회복 모멘텀 강
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
o 소매판매는 지난 2월중 0.6%(전월대비) 늘어나 지난해 말 이후 증가폭이
계속 확대되었는데 특히 자동차를 제외할 경우에는 그 폭이 더욱 큼
◾ 소매판매 증가율(%, 전월대비)
( )내는 자동차 제외

: 2011.12월 : 0.02 → 1월 0.4 → 2월 0.6
(-0.5)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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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

소비지출(실질)

o 소비지출(실질)은 2010년 하반기중 이미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2월에는 5개월내 최대폭인 0.5%(전월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재화소비가 전체 소비증가를 주도
*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1년 기준, %)
◾ 서비스 : 64.5 ◾ 재화 : 35.5 (내구재 : 13.5, 비내구재 : 22.0%)

□ 일각에서는 최근의 소비지출 호조의 원인으로 따뜻한 겨울 날씨의 영
향을 지적하지만 월가에서는 따뜻한 기온 때문에 소비가 늘어난 부문
도 있으나 겨울 용품·서비스 등 오히려 줄어든 부문도 있어 전체적으
로 영향은 별로 크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Goldman Sachs, 3.1일)
부문별 소비지출
(재화 및 서비스)

(재화의 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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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소비여건 점검
1. 고용사정
□ 지난해 말 이후 미국의 취업자수 증가폭과 실업률 하락폭이 시장의 예
상치를 상회하는 등 고용사정 개선 움직임이 뚜렷해짐
o 취업자수는 지난해 말 이후 월평균 20만명 이상 늘어나고 실업률은 2
월중 8.3%로 35개월내 최저를 기록
o 신규 실업수당청구권자수(4주 평균)도 5개월 연속 40만명을 하회하면서
감소세를 지속(2011년중 40.9만명 → 2월 35.3만명→ 3월 36.5만명)
비농업 취업자수

실업률 및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주 : 1) (실업자+임시직+구직포기자 등) / 경제활동인구

자료 : BLS

□ 아울러 평균 근로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향후 고용사정 개선추세
의 지속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JPMorgan, 3.28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1)(제조업)

신규채용 의사2) 및 고용시장 이탈률3)

주：1) 과거 경기침체기 이후의 월별 변동패턴과 비교 (경기침체 종료 월 ＝ 100)
2) 전체 취업자중 기업의 신규채용 의사(job opening) 건수 비중
3) 전체 취업자중 해고, 퇴직 등으로 고용시장을 이탈한 건수 비중
자료：Barclays Capital, 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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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취업자의 해고 등에 따른 고용시장 이탈(job separation) 움직임이 더 이
상 악화되지 않는 가운데 기업의 신규채용 의사(job opening)는 뚜렷한
상승추세를 지속
□ 버냉키 연준 의장도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서
도 최근 몇 개월간 상당히 낮아졌음을 인정(declined notably)하고 향후 전
망도 한층 긍정적으로 전환*(3.13일, FOMC)
* FOMC회의 발표문(3.13일)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유지되었던 “unemployment rate
will decline only gradually” 문구중 “only”를 7개월만에 삭제

→ 향후의 고용사정 전망과 관련하여 일부 신중한 입장*이 있으나 월가에
서는 대체로 고용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시
장 개선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
* 버냉키 연준의장은 3.26일 NABE 연설에서‘고용시장의 완연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낙관적 분위기 형성을 경계하였는데, 금융
시장에서는 이를 연준이 2014년말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공약의 근거가
된 신중한 경기인식을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전환할 경우 연준의 평판이 훼손
될 것을 우려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처신하는 것으로 해석(Bloomberg, 3.26일)

2. 소득여건
□ 미국의 소비는 소득변동에 약 3∼6개월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금번 금융위기 기간과 이후의 경기회복과정에서 소비 변동은 소득
의 변동과 상당한 동조성을 보여왔음(Citi Group, 2011.10.31.)
실질 소비지출1) 및 임금

실질 소매판매 및 소득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주 : 1) 실질 소비지출 시계열을 6개월 앞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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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iti Group(2011.10.31.)

o 실제로 금번 경기침체기 이후 개인소비의 회복속도는 과거의 경기침
체기 이후에 비해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당부분
저조한 소득 증가율에 기인
경기침체기 이후의 개인소비 및 소득(실질)의 변동
(개인소비)

(개인소득)

주 : 1) 과거 경기침체기 이후의 월별 변동패턴과 비교 (경기침체 종료 월 ＝ 100)
자료 : Barclays Capital

□ 소득 지표의 최근 동향을 보면 명목임금(wage and salary income)은 지난해
4/4분기중 1.3%(전분기대비, 연율) 늘어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동
기간중 실질 가처분소득은 0.3% 증가에 그치며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
준을 회복하지 못함
명목 임금

실질 가처분소득

자료 : BEA

o 월별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금년 2월 –0.1%(전월대비, 연율)로
2개월 연속 감소
◾ 전월대비(연율, %) ·명목임금
: 12월 0.4 → 1월 0.4 → 2월 0.3
·실질 가처분소득 :
0.3 →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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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에서는 아직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 유휴 근로인력이 풍부한 상
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임금의 상승폭이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
3. 가계의 재무상황
□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부채감축 노력과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강화 등
으로 가계의 재무구조는 상당폭 개선
o 미국 가계의 부채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7.3/4분기 130.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1년말 115% 수준으로 하락
o 플로우 측면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금리 하락
등이 가세하면서 2007.3/4분기 14.0%에서 2011말 11.2%로 급락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1)비율
(배)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

주：1) 부채 = Mortgage Loan + Consumer Credit
2) 음영은 경기침체기
자료：미 연준(Flow of Funds Accounts), BEA, Barclays Capital

□ 부채가 줄어든 반면 자산은 2009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지난해 말
72.2조달러를 기록하면서 가장 낮았던 2008년말 대비 8.3% 증가*
* 이는 주로 금융자산이 주가상승 등에 힘입어 다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며 실물자
산 가치는 주택시장의 침체 지속으로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

o 자산 증가와 부채의 감소로 레버리지 비율(자산/순자산)은 동 비율이 가
장 높았던 2009.1/4분기말 1.28배에서 지난해 말 1.24배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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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문의 자산 구성

가계부문의 레버리지 비율

자료 : 미 연준(Flow of Funds Accounts)

□ 그러나 월가에서는 가계의 자산이나 소득수준에 비해 부채부담이 역
사적 평균치를 여전히 크게 웃돌고 가계의 심리변화에 따른 높은 저
축동기 등으로 부채감축 노력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평가
o Sun Life의 연례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은퇴후 자산 또는
저축액 부족 등으로 생활수준 유지에 대한 확신이 크게 낮아진 것으
로 나타났으며, 주요 금융회사들은 미국의 저축률이 2013년까지 4%
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가처분소득대비 저축률

은퇴이후 자신감에 대한 서베이
2008

2009

2010

(%)
20111)

은퇴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3년 뒤로
43
53
52
61
연기하겠다는
응답자 비율
은퇴후 기본생활
수준 유지에 대해
44
41
42
23
자신있다는
응답자 비율
주 : 1) 2011.9월중 18세~66세의 직장인 1,499
명을 대상으로 조사
주 : 1) 2012년 이후는 BofA_ML, Morgan
자료 : Sun Life Financial
Stanley, RBC, OECD의 전망치 평균

→ 가계의 재무사정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추가적인 디레버리징과 저축동
기 등을 감안할 때 재무사정 개선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폭은 제한
적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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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변화
□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9월 3.9%(전년동
월대비)까지 올랐으나 이후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금년 2월중에는
2.9% 상승
o 근원소비자물가는 그간의 에너지･곡물가격 상승이 일반물가로 일부
전가되면서 꾸준히 올라 금년 2월중 2.2% 상승률을 기록
□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장기평균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
CPI 및 PCE 물가 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

주 : 점선은 2000년 이후 평균
자료 : 미시건대 서베이(5년후 기준)

자료 : BLS, BEA

□ 앞으로도 당분간 GDP갭이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임금 상승률도 높지
않아 수요 및 비용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
o Goldman Sachs(3.20일), JPMorgan(3.29일)등 주요 금융회사들은 금년 및 내
년중 근원CPI 상승률이 각각 1%대 중반, 1%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최근의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여유생산능력 등으
로 최종재 소매가격은 안정되어 있다고 언급(2.29일)

o 다만 가파르게 오른 가솔린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경우 단기적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존*
* 버냉키 연준의장은 가솔린 가격 상승 → 단기적 인플레이션 압력 → 가계의 구
매력에 세금부과 효과 → 지출축소 가능성을 우려(미 하원청문회, 3.21)

→ 물가의 오름폭이 축소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안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년중 물가는 대체로 연준의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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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 구성부문별1) 물가수준

가솔린 가격(전국 평균)

주 : 각 부분의 가중치(2011.12월 기준, %) : 주거비 41.0, 음식료 14.3, 에너지 9.7
자료 : Barclays Capital, AAA, BLS

5. 소비심리 및 신용여건
□ 지난해 하반기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심리는 최근 고용사정 개선과 주
가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해 초반 수준으로 빠르게 호전
o 미시건대 및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3월중 각각 76.2, 70.2
로 모두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
□ 한편 금융위기 과정에서 크게 강화되었던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
한 태도가 2010년 중반이후 ‘순완화’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가계의
신용여건도 상당폭 개선
금융기관의 일반신용 대출태도1)

최근의 주요 소비자 신뢰지수

주 : 1) 0보다 작으면 대출태도가 ‘순완화’되었음을 의미
자료 : Citi Group(2011.10.31.), 미 연준

o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지속되더라도 일반신용보다는 주택시장의 회복
지연 등으로 모기지대출 부문에서 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대부분의 평가(Barclays Capital(2011.10.7일), Karen Dynan(20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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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심리와 가계의 신용여건이 단기적으로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
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소비지출의 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우호적 여건
으로는 작용할 것으로 예상
6. 재정의 개인소득 보전 효과
□ 연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사회보
장급여(government social benefit) 확대 등 정부의 개인소득 보전여력이 거
의 없는 것으로 평가
o 2009∼2010년중에는 개인의 납세액보다 사회보장급여 수입이 많아 재
정이 소비지출에 긍정적으로 기능하였으나 지난해 중반이후 다시 사
회보장급여 수입이 납세액을 하회
□ 한편 금년말 종료예정인 Bush 감세(2,500억달러 추산), 사회보장세(payroll
tax) 감면(1,200억달러 추산)이 실제로 종료될 경우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
성이 매우 크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현 정치역학 구조상 예정대로 종
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

개입의 납세액 및 사회보장수입액

(명목 GDP 대비 비중, %)

(십억달러, 연율)

자료 : JP Morgan

→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지방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으로 재정의
개인소득 보전 기능은 당분간 미약한 수준에 그칠 전망
o Bush 감세조치와 사회보장세 감면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되더라도 이것
이 새로 발효되는 혜택이 아닌 이상 개인의 가처분소득 증가효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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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및 향후 소비 전망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가에서는 미국의 소비여건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는 있으나 미국경제의 회복을 견인할 만큼의 빠른 소비증가를
뒷받침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
o 고용사정의 지속적인 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풍부한 유휴 노
동인력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득
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
* 2008년 1월 이후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업자수는 모두 875만명이 감소하였으나
금년 2월까지 증가한 취업자수는 345만명에 그침(39.4% 회복)

o 가계의 재무상황도 부채가 줄어들고 금융자산이 소폭 늘어나면서 많
이 양호해졌지만 미국인들이 은퇴이후의 생활유지에 대한 자신감 저
하로 저축동기가 강해지면서 재무사정 개선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정도는 제한적*
* 버냉키 연준 의장도 최근 개선된 가계 재무상황 등을 감안할 때 민간소비가 금
융위기 이전의 패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평가(3.22일, 조지워싱턴대
학 강연)

o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안정되어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가
솔린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경우 여타 소비지출 감축 여지가 상존
o 재정의 개인소득 보전 기능도 연방 및 지방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으
로 당분간 미약한 수준에 그칠 전망
o 또한 소비자의 심리가 최근 호전되었지만 새로 발표되는 경제지표의
내용에 따라 변동성이 커 소비와 직접적 관련성이 강하지 않으며 신
용여건 호전에 따른 일반대출 증가는 아직 미미한 수준*
* 2010.10월 이후 늘어난 가계신용(consumer credit)의 대부분은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student loan)가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

□ 이에 따라 주요 금융회사들은 금년중 개인소비의 증가율을 지난해(2.2%)
와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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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회사의 개인소비1) 전망
(전기대비, %, 연율)
2012
Goldman
Sachs(1.20)
JPMorgan
(2.28)
Barclays
Capital(3.22)
Citi group
(1.25)
주 : 1) (

GDP
소비
GDP
소비
GDP
소비
GDP
소비

2.1
1.8
2.2
2.2
2.5
2.3
1.9
1.9

1/4
2.0
2.0
1.5
2.3
2.5
2.5
1.7
1.9

2/4
1.5
1.5
2.5
2.8
2.5
2.5
1.7
1.6

3/4
2.0
2.0
3.0
2.8
3.0
3.0
2.0
2.2

4/4
2.5
2.0
2.0
2.0
3.0
3.0
2.1
2.4

2013
2.2
1.9
2.2
1.8
2.5
2.6
1.9
1.9

)내는 전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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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주요 배경 및 평가*
노진영 국제종합팀 과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제조업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데
다 최근에는 일부 대기업 해외 공장의 국내 회귀, 대외여건 개선 등이
부각되면서 “제조업의 르네상스”, “Made in USA” 슬로건 등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여타 업종에 비해 낮은 고용창출
력 등으로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공존
◆ 미국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갖
는 제조업이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에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
o 제조업의 높은 간접고용유발효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o 제조업에 집중된 연구개발(R&D) 및 이에 따른 여타산업의 기술혁신 주도
o 제조업의 높은 국제경쟁력 유지 및 이를 통한 수출확대
◆ 그러나 해외생산이 노동비용과 공급망 측면에서 여전히 유리한 점, 국내
회귀 가능성이 있는 해외 제조업체의 수가 많지 않은 점, 최근 글로벌
경기약화로 수출여건에 하방위험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제조업의 빠른 회복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향후 미국 기업의 국내회귀는 수출제품보다는 국내소비제품 중심으로 진
행될 전망이며 불확실한 해외경제여건으로 제조업 경기의 회복속도는 내
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

1. 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제조업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일부 대기업 해외 공장의 국내 회귀, 대외여건 개선 등
이 부각되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o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가 금융위기 직전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빠르
게 회복*
* 미국과 주요 신흥국의 금년 4월 산업생산은 2008.8월 수준을 상회했으나 독일, 영
국, 프랑스 등 유로지역과 일본은 하회

― 금년 들어서는 제조업생산 증가율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을 상회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7(2012.7.27), 국제경제리뷰 제2012-27호(20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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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조업생산 및 자본재투자

2012.1/4분기 주요국의 제조업생산

자료 : 미 상무부

자료 : Bloomberg

o 최근에는 아웃소싱을 위해 신흥국 등에 있던 미국의 일부 제조공장이
국내로 회귀하는 사례도 발생
― GM, Ford, Intel, GE 등 대기업의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이전, 제조
업체의 국내 회귀에 대한 긍정적 의견 조사결과 등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가 확산
제조업체 이전계획1)에 대한 서베이

2011년 제조업 투자 주요사례
기업

투자액
(억달러)

Ford

160.0

Intel
GM

80.0
26.0

GE

미정

투자 목적
멕시코로부터 트럭
제조공장 국내 이전
신규 공장 건설
자동차 공장 증설
온수기 생산부문을
중국으로부터 이전

자료 : 메릴린치
주：1) 중국의 노동비용이 현재 추세로
증가할 경우 국내 공장 이전계
획에 대한 의견
자료 : BCG

o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물가 및 임금 상승, 달러화 약세 등으로 미국
제조업 및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는 등 대외여건도 긍정적으로
변화
― 2002∼10년중 중국의 명목임금은 연평균 17% 상승한 반면 미국의
제조업 임금은 연평균 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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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02∼10년중 달러화가 31% 절하되면서 수출은 133% 증가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임금상승률

자료 : 미 노동부, BCG

미국 수출과 달러가치(2001~2012.4월)

자료 : 미 상무부, Bloomberg

→ 일부에서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 도래했다는 의미로 ‘제조업의 르네상
스’라고 평가하는 등 제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금년말
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도 ‘Made in USA’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제
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제조업의 중요성은 그간의 낮은 고용창출력, 경제의 서비
스화 진전 등으로 계속 저하되어 왔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상황
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최근 제조업의 부각 현상에 대
한 회의적인 시각도 공존
o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하락추세를 지속하여 1950년대
25% 내외에서 2011년에는 12.2%를 기록
― 고용면에서도 2000∼2010년중 제조업 취업자수가 570만명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은 490만명 증가
미국 GDP1)에서의 제조업 비중

미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수
(2000∼2010)

주 :1) 실질기준
자료 :미 상무부

자료 : 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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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중 제조업 취업자수가 200만명 감소하였으나 이후
회복기에는 22만명 증가에 그쳐 여타 업종에 비해 매우 부진한 모습
미국의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

미국 제조업 취업자수

주 : 경기침체기(NBER기준)는 2007.12~2009.6
월, 경기회복기는 2009.6~2012.4월
자료 : 미 노동부

자료 : 미 노동부

⇒ 제조업이 갖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에서 제조업의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는 주요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

2. 미국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주요 배경
□ 미국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갖는 제조업이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o 제조업의 높은 간접고용유발효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o 제조업에 집중된 연구개발(R&D) 및 이에 따른 여타산업의 기술혁신 주도
o 제조업의 높은 국제경쟁력 유지 및 이를 통한 수출확대
(높은 간접고용유발효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제조업의 직접고용유발효과가 기술혁신을 위한 자본심화,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점차 작아지고 있으나 간접고용유발효과는 오히려 확대
o 직접고용유발효과*는 2000년 4.7명(업종평균)에서 2010년 3.3명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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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백만달러 생산(2005년 가격기준)으로 유발되는 고용자수 기준(미노동부의
Employment Requirements Matrix에서 산출)

◼ 주요제조업의 직접고용유발효과 : 자동차(2000년 1.6명 → 2010년 0.7명), 통신
장비(5.5→1.8명), 기계(5.4→1.3명), 철강(2.4→1.2명), 석유제품(0.4→0.3명) 등

― 서비스업의 직접고용유발효과도 감소하고는 있으나 2010년 7.9명으
로 제조업 수준을 크게 상회
* 서비스업의 직접고용유발효과 : 출판업(2000년 5.9명 → 2010년 3.2명), 통신업
(4.7명→2.1명), 금융업(0.7명→0.7명), 리스업(0.3명→0.2명), 광고업(2.5명→1.5명),
유지보수(3.7명→2.9명) 등

주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직접고용유발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2002∼2010)

자료 : 미 노동부

자료 : 미 노동부

o 한편 제조업의 간접고용유발효과*는 2000년 2.2명에서 2010년 2.3명으
로 확대**되었으며 서비스업(업종평균 2000년 1.3명 → 2010년 1.1명)의 수준
을 상회
* 개별 산업의 고용이 1단위 증가할 때 여타산업에서 유발되는 고용자수 기준(미
노동부의 Employment Requirements Matrix에서 산출)
** 자본투자 확대에 따른 공정 자동화가 필요노동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
으나 자동화 소프트웨어, IT기술, 부품 공급서비스, 장비리스, 소비자금융 등의
업종과의 산업간 연계도는 상승

― 제조업 대부분의 업종에서 간접고용유발효과가 증가(2000년 → 2010년)
◼ 자동차(7.2→10.3명), 통신장비(2.6→4.8명), 기계(1.4→5.8명), 철강(3.7→4.9명) 등

― 반면 주요 서비스업종의 간접고용유발효과는 감소
◼ 출판(1.7→1.5명), 통신(1.2→1.4명), 금융(11.0→6.3명), 리스(8.9→6.5명), 광고(4.6
→4.0명), 유지보수(1.9→1.8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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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간접고용유발효과

자료 : 미 노동부

→ 이에 따라 제조업 고용이 1백만명 늘어나면 제조업 이외의 부문에서 2
백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되면서 실업률이 2%p 가량 하락할 것이라
는 분석결과*도 제시
* The Boston Consulting Group, “U.S. Manufacturing Nears the tipping Point”

□ 또한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임금이 높은 양질의 일자
리를 창출하고 있어 제조업의 고용 증가는 소비기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2008∼10년중 제조업의 주당 평균임금은 605달러로 비제조업(558달러)에
비해 8.4% 정도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저임금부문에서 훨씬 큰 차이를
보임
미국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주당 평균임금 비교1)
임금순위별1)
하위 20%이내
20~80%
상위 20%이상
전체 평균
주 : 1) 매니저 이상
자료 : Helper(2012)

(달러)
제조업
비제조업
차이(%)
454.0
408.5
11.1
607.4
564.9
7.5
851.8
791.7
7.6
605.2
558.3
8.4
제외
2) 각 부문에서의 임금순위

(제조업에 집중된 연구개발(R&D)투자 및 이를 통한 여타산업의 기술혁신 주도)
□ 제조업은 미국의 전체 연구개발(R&D)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여타산업
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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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조업의 R&D투자는 의약품(18%), 반도체(19%), 자동차(10%), 통신장비
(5%) 등의 분야에 집중
― 2006~08년중 기술혁신발생비율은 제조업에서 22%의 높은 수준을 나
타내어 비제조업의 8%를 큰 폭 상회
◼ 비제조업중 기술혁신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정보통신(30%)의 경우도 통신기기 제조
업의 IT부문(45%)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부문에서의 R&D투
자 확대가 이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

미국 민간기업의 R&D투자 현황
(2006∼2008)

자료 : Helper(2012)

기술혁신 발생에 관한 설문 결과
(2006∼2008)
업종
혁신발생비율(%)
제조업 전체
22
(화학)
41
(기계)
26
(IT제품)
45
(자동차 등)
28
비제조업 전체
8
(정보통신)
30
(금융)
8
(보건서비스)
10
주 : 기간중 자사 제품에 혁신이
발생했는 지에 대한 응답 결과
자료 :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제조업의 높은 국제경쟁력 유지 및 이를 통한 수출확대)
□ 미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글로벌 경제에서 점하고 있는 중요도, 기
술력의 우위 등을 바탕으로 여타 국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성장동력 및 수출 확대* 등에 전략
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
* 금융위기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 거론되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
출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수출의 61%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성장기
반 확충이 매우 중요

o 미국이 세계제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의 부상과 함께 빠
르게 낮아지고는 있으나 2010년 현재 18.2%로 세계 1위를 견지하고
있으며 UNIDO*의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지수로 본 제조업
의 국제경쟁력도 세계 2위를 유지**
* UN 산업개발기구(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촉
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 전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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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1인당 제조업 제품 수출, 제조업의 자국경제내 비중, 제
조업 제품의 수출 비중, 세계 제조업생산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의 지표
를 활용하여 각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평가

주요국의 세계제조업생산 비중

주요국 제조업의 경쟁력 순위
2005
2009
싱가포르
3
1
미국
2
2
일본
1
3
독일
4
4
중국
6
5
스위스
7
6
한국
9
7
자료 :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2011)

자료 : 미 노동부

o 특히 2000년대 들어 미국은 항공기, 의약품 등 고기술 품목뿐만 아니라
일반기계, 정밀기계 등 중상위 기술품목에서도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유지
주요 수출품목별 비교우위지수1)
미국

고기술

中·高기
술
中·低기
술
저기술

전자부품
항공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의약품
일반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자동차
정밀기기
석유 및 석탄제품
조립금속제품
철강제품
섬유, 의류, 가죽

1990(A)

2000

2008(B)

(B-A)

비중(%)2)

1.4
3.5
1.7
0.8
0.9
1.0
1.9
0.7
1.4
0.5
0.7
0.3
0.4

1.5
3.2
1.3
0.9
1.0
1.4
1.2
0.9
1.7
0.2
1.1
0.4
0.4

1.1
4.0
0.9
0.8
1.0
1.4
1.0
1.1
1.8
0.4
0.8
0.4
0.3

-0.3
0.5
-0.8
0.0
0.1
0.4
-0.9
0.4
0.4
-0.1
0.1
0.1
-0.1

6.9
5.5
3.6
3.1
2.9
13.8
10.1
8.0
5.2
5.3
1.9
1.5
1.4

독일3)

일본3)

1.1
1.7
0.6
0.5
1.8
1.7
1.0
2.3
1.5
0.2
1.6
0.9
0.7

1.2
0.1
0.5
0.7
0.1
1.2
0.4
1.6
1.1
0.1
0.4
0.9
0.1

주 : 1)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는 특정 수출품목의 비교
우위를 평가하며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음영은 비교우위
를 의미
2) 2008년 미국 상품 총수출 대비 3) 2008년 기준
자료 :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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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전망
1. 평 가
□ 향후 미국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 제조업의 회복이 중
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빠른 회복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o 해외생산이 국내에 비해 여전히 유리
o 국내소비보다는 해외판매에 중점을 둔 제조공장의 해외이전
o 글로벌경제 둔화로 수출여건의 하방위험이 증대
(해외생산이 국내에 비해 여전히 유리)
□ 국내에서의 제조업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에서의 해
외생산이 노동비용과 공급망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음
o 중국의 제조업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0년 미국 제조업의 시간
당 임금의 20%까지 높아지고 2015년에는 27%까지 높아질 전망이나
그 수준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
중국과 미국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 비교1)
(달러, %)
2002∼05
2006~09
2010
2015e)
중 국2)(A)
3.7
4.9
6.8
10.9
미 국(B)
28.9
32.4
34.7
40.3
비 중(A/B)
12.9
15.3
19.6
27.0
주 : 1) 2015년 전망치는 The Boston Consulting Group의 예상 증가율
2) 미국의 노동생산성 대비 비중을 명목임금에 가중한 수치
자료 : 미 노동부, BCG

o 해외생산은 저렴한 해외노동력 이외에도 효율적인 공급망(supply chain)
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상당 부분 연유
― 해외생산비율이 높은 IT제품의 경우 노동비용 이외에도 지리적으로
기술력 있는 국가들과 제품 클러스터 구성이 용이하다는 이점에 기
반을 두고 있는 만큼 임금격차 축소만으로 제조공장의 미국으로의
회귀현상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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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사의 아이패드(i-Pad) 제조에 투입되는 주요 요소를 비교해 보면 중국 노
동력(1.6%)의 중요도는 그리 크지 않고 이보다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일
본, 대만 등에서 관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로부터 부품공급을 받울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i-Pad의 가격(499달러) 분해

<부품공급자>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E U

금액
88

비중
17.6

34

6.8

12

2.4

7

1.4

7

1.4

1

0.2

기 타
27
자료 : Economists(2012)

금액
<애플본사>
<원재료비>
<인건비>
중 국
기 타
<판매비>

금액
150
154
33
8

(달러, %)
비중
30.0
30.8
6.6
1.6

25

5.0

75

15.0

5.4

(국내소비보다는 해외판매에 중점을 둔 제조공장의 해외이전)
□ 미국 제조업체의 해외생산 제품중 국내소비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
여 해외에서 가동중인 제조업체의 국내회귀가 제한적으로만 나타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o 2000년대 들어 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은 대부분 현지생산 제품의
국내소비보다는 해외판매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저렴
한 물류비용 및 노동비용, 해외공급망 등을 감안할 때 해외판매를 위
한 제조공장이 국내로 회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미국 기업의 해외자회사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소비지역

자료 : 미 상무부

자료 : 미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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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 둔화로 수출여건의 하방위험이 증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약세 및 글로벌경제 회복이 미국 수출증
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유로지역뿐만 아니라 신흥
국의 경제도 둔화되고 있어 향후 수출여건에 하방위험이 높은 상황
o 최근 주요 IB들은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IMF 등
주요 국제기구도 하향 조정을 시사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성장률 전망1)
(%)
2012년
Global Insight
2.8
→
Barclays Capital
3.6
→
Morgan Stanley
3.7
→
Deutsche Bank
3.4
→
J.P. Morgan
3.2
→
주 : 1) 2012.5월 및 6월 전망치 변화

2.8
3.6
3.6
3.3
2.9

2013년
3.6
→
3.5
4.1
→
4.0
4.0
→
4.0
3.9
→
3.7
3.5
→
3.2
자료 : IB 전망보고서

2. 전 망
□ 향후 미국 기업의 국내회귀는 수출제품보다는 국내소비제품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
o 최근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제조업종은 ①수송비가 많이 드는 중
장비, ②고가제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급 의류, 가구 및 가전제
품, ③위생 및 안전문제가 있는 식품, 유아용품 등의 국내소비 제품에
집중(WSJ, 2012.5.21)
미국 제조상품의 수입 및 자체생산1) 비중(2008년 기준)

주 : 1)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 17개 산업의 수입량/총 공급량
자료 : 미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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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은 국내소비제품의 84% 정도를 자체 생산 또는 내수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업의 해외이전요인을 약화시키면
서 국내생산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불확실한 해외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제조업 경기의 회복속도는 내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
□ 금년말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
o 2012.2.22일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최고세율 35% → 28%, 제조업
25%)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해외 아웃소
싱 기업에 대한 혜택을 축소 또는 철폐하는 반면 미국내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
o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입에 최저세(minimum tax)를 부과하는 한편 해외
에서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비용의 20%를 현금 지원
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주요국의 법인세율

자료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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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계의 소득계층별 순자산 변화와 시사점*
이관교 뉴욕사무소 과장
◆ 금융위기 이후 미국 가계는 순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소득계층
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o 가계 순자산은 소득분위 20~80% 계층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택가격 하락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주택이 중소득층의 핵심 자산이었
던 데에 주로 기인
o 반면 소득분위 90% 이상 계층에서는 순자산이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
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유비중이 큰 사
업용 지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
o 가계부채는 소득분위 60~90% 계층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중소득
층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
o 소득계층간 소득의 불평등도는 축소된 반면 소득계층간 순자산의 불평
등도는 확대
o 연체 경험이 있는 가계의 비중 확대 및 저축성향의 변화 등에 비추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
◆ 향후 주택시장의 회복은 가계의 대차대조표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겠지만, 재정지출 규율 강화, 글로벌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 등이 미국경
제에 악영향을 미쳐 주택시장 회복을 제약할 경우 소비의 안정성 훼손
및 소득계층간 불평등 확대로 이어지면서 정치·사회 문제화할 위험도 배
제하기 어려움

1. 검토 배경
□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가계의 순
자산이 크게 감소
o 소득계층별로는 레버리지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고 보유자산중 주택의
비중이 높은 중소득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 본고에서는 미 연준의 소비자금융서베이(Survey of Consumer Finances)*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이후 미국 가계의 소득계층별 순자산 변화를 분석
하고 시사점을 정리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43호(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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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이후 3년 주기로 작성(9월말 기준)되는 동 서베이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자산, 부채 및 순자산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2010년도 작성 결과는 2012.6월에 발
표). 한편 본고에서 자료 출처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동 서베이를 출처
로 하며 동 자료중 전체 및 각 소득계층별 대표값으로는 outlier 제거를 위해 평균
(mean) 대신 중간값(median)를, 물가상승분 제거를 위해 명목가격 대신 2010년 기
준 실질가격을 이용함

2. 가계의 소득계층별 자산 및 부채 구조
□ 소득계층별로 자산종류별 보유비중*을 보면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금
융 및 비금융 자산의 보유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산(부채) 금액이 아닌 동 자산(부채)을 보유한 가계수를 기준으로 비중을 도출한
것으로서 보유비중 x%는 100가구중 x가구가 해당 자산(부채)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 주요 내용은 ‘<참고> 소득계층 및 자산(부채) 종류별 가계 자산(부채) 비중(2010년)’
참조

o 특히 금융자산중 채권, 수익증권, 주식과 비금융자산중 기타 주택, 사
업 자본 등은 고소득층의 보유비중이 높음
o 반면 금융자산중 거래계좌 및 비금융자산인 자동차, 주거용 주택은 저
소득층의 보유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음
□ 부채의 경우 소득분위 90%까지의 계층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유비
중이 높아짐
o 학자금, 차량 구입 및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소득분위 90% 이상 계층
의 보유비중이 낮아짐
o 한편 기타 주택 구입의 경우 자산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을수록 고
소득층의 보유비중이 높아짐
□ 전체적으로는 금융자산(94.0%), 비금융자산(91.3%), 부채(74.9%)의 순으로 보
유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유자산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
* ‘<참고> 소득계층별 해당 자산(부채) 보유 가계의 자산(부채) 비중(2010년)’ 참조

o 특히 채권 및 은퇴계좌의 비중은 소득에 비례하는 가운데 소득분위
90% 이상 계층에서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아짐

- 75 -

― 이는 해당 소득계층에서 비금융자산중 사업 자본의 보유비중이 매
우 높은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임
o 한편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거용 주택이 비금융자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부채의 경우에는 소득분위 80% 미만 계층까지는 소득과 주거용 주택
구입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소득분위 90% 이상 계층은 기타
주택 구입 비중이 커짐

3. 가계의 소득계층별 순자산 변화 및 주요 특징
( 개 요 )
□ 2010년 미국 가계의 순자산(net worth, 중간값 및 실질가격 기준, 이하 동일)은
2007년 대비 38.8% 줄어들어 90년대 중반 이전 수준으로 축소
o 소득계층별로는 소득분위 20~80% 계층의 경우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반면 소득분위 90% 이상 계층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폭
증가
가계 소득계층별 순자산

(증감률)

~20%
20~40%
40~60%
60~80%
80~90%
90%~
전체

99~01
23.1
3.8
9.6
18.0
28.2
69.3
11.1

02~04
-10.4
-15.5
6.2
4.1
11.9
4.7
1.0

05~07
-1.2
2.1
11.5
17.2
3.4
9.6
17.9

o 같은 기간 소득은 7.7% 줄어들어 순자산보다 낮은 감소세를 보임
2001
2004
소득(천달러)
48.9(9.6)
49.8(1.8)
순자산(천달러)
106.1(11.0)
107.2(1.0)
주 : 1) ( ) 내는 전기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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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9.6(-0.4)
126.4(17.9)

(%)

08~10
-27.1
-35.4
-28.7
-40.4
-23.2
1.9
-38.8

2010
45.8(-7.7)
77.3(-38.8)

□ 자산 및 부채의 변화를 각각 살펴보면* 자산은 전체적으로 19.3% 감소
한 가운데 소득분위 90% 이상 계층의 경우에만 소폭 증가한 반면 여타
소득계층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부채는 전체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0.1% 증가) 소득분위 60~90% 계층의 경우에는 감소하
였으나 나머지 계층에서는 모두 증가함**
* 해당 자산(부채)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자산(부채) 변화를 측정함
** 주요 내용은‘<참고> 자산 및 부채 보유가계의 비중 및 중간값 변화’ 참조

o 또한 소득은 자본이득(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을 중심으로 전체적으
로 감소한 가운데 소득분위 20% 미만 계층에서만 소폭 증가
o 이처럼 부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소득 및 자산이 줄어듦에 따
라 부채/소득 및 부채/자산 비율은 각각 12.0%p, 7.3%p 상승*
*

부채/소득비율은 142.3%(2007년)에서 154.4%(2010년)으로,
30.4%(2007년)에서 37.8%(2010년)으로 상승함.

가계 소득계층별 자산,1) 부채1) 및
소득변화(2008∼10년)

부채/자산비율은

가계소득 원천의 변화

(%)

2001

2004

2007

2010

임금

69.3

69.7

64.5

68.1

배당

4.2

3.5

3.7

3.6

개인사업

11.7

10.9

13.6

12.2

자본이득

5.5

3.2

6.7

0.9

사회보장

7.8

10.9

9.6

12.0

이전

1.6

1.8

1.9

3.2

100.0

100.0

100.0

100.0

주 : 1) 자산(부채)을 보유한 가계 기준

( 주요 특징 )
① 중소득층의 순자산이 가장 크게 감소

□ 위기 이후 여타 소득계층에 비해 소득분위 20~80% 계층의 순자산이 크
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택의 가격하락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주택이
중소득층의 핵심 자산이었던 것에 주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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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8∼10년중 채권가격(국채 10년물 기준)이 상승(금리 하락)하고 주식가격
(다우존스지수 기준)도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는 등 금융자산은 대체로 양
호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주택가격(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 기준)은 여타
금융자산과 비대칭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 최근(2012.6월 기준)의 자산가격을 보면 채권 및 주식은 2010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주택가격은 하락
주요 자산가격1)

(2007년과의 비교)
채권가격 : 상승
(금리 하락)
주식가격 : 상승
주택가격 : 하락

(2007.9월=100)
10.9월
12.6월
55.7
34.0
85.5
72.8

102.0
70.3

주 : 1) 채권은 국채 10년물 금리, 주식은 다우존스지수, 주택은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를 이용
자료 : Bloomberg

o 저소득층은 자가주택 보유비중이 낮고, 고소득층은 보유자산중 주택의
비중이 낮은(주택이외 여타 자산 보유비중이 높음) 반면 중소득층은 자가주
택 보유비중이 비교적 높고 보유자산중 주택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
아 충격을 더 크게 받음
소득계층별
자가주택 보유1) 비중2)(2010년)

주：1) primary residence 기준
2) 가계수 기준으로서 비중 x%는
100가구중 x가구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소득계층별
자산대비 주택 비중1)(2010년)

주 : 1) 금액 기준으로서 비중 x%는 전체
자산중 x%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택 자산이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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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득층의 디레버리징 진행
□ 여타 소득계층과 달리 소득분위 60~90% 계층의 경우 2008~10년중 부채
가 줄어들고 있어*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요 내용은‘<참고> 자산 및 부채 보유가계의 비중 및 중간값 변화’를 참조

o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주택구입을 위해 조달된 상황에서 레버리지 비
율이 중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소득계층별 레버리지1) 비율(2010년)

가계의 부채 차입 사유(2010년)

주 : 1) 부채/자산

o 한편 소득분위 80∼90% 계층의 경우 여타 계층과 달리 레버리지 비율
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소득계층별 레버리지1) 비율

(증감폭)
~20%
20~40%
40~60%
60~80%
80~90%
90%~
전체

99~01
0.8
0.1
-1.4
-5.0
-1.9
-1.5
-2.2

02~04
1.6
4.9
4.0
3.6
4.6
1.7
3.0

05~07
-1.6
-0.8
1.1
3.7
0.6
-0.8
-0.2

(%p)

08~10
4.8
2.8
2.2
2.4
-0.3
1.5
1.6

주 : 1) 부채/자산

③ 고소득층은 순자산이 소폭 증가
□ 2008∼10년중 소득분위 90% 이상 계층의 순자산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
였는데 이는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유
비중이 높은 사업용 지분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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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소득분위 90% 이상 계층의 경우 소득분위 60~90% 계층만큼 주택자산이 감소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정도의 주택자산 감소를 경험함

소득계층별 자가주택1) 증감액2)(2008∼10년중, 천달러)
~20%
-15.8

20~40%
-15.7

40~60%
-22.2

주 : 1) primary residence 기준

60~80%
-50.3

80~90%
-64.3

90%~
-48.8

전체
-39.5

2)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계 기준

소득계층별 사업용 지분
보유 비중1)(2010년)

소득계층별 사업용 지분1) 증감액

주 : 1) 가계수 기준으로서 비중 x%는 100
가구중 x가구가 사업용 지분을 보
유하고 있음을 의미

주 : 1) 사업용 지분을 보유한 가계 기준

(2008~10년중)

o 또한 고소득층의 보유비중이 높은 금융자산의 가격이 주택가격보다
빠르게 회복한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됨
④ 소득계층간 순자산의 불평등도가 확대
□ 위기 이후 소득계층간 소득의 불평등도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자산의 불평등도는 확대됨
* 소득 불평등도 축소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
급 확대(이전소득)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임

소득분위 20%미만 계층의 소득원천 비중(%)

2007
2010

임금
79.1
75.9(-4.0
)

주 : 1) (

배당
0.1

개인사업
1.8

자본이득
0.1

사회보장
9.5

0.1(0.0)

3.5(1.7)

0.1(0.0)

9.4(-0.1)

) 내는 2007년 대비 증감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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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8.6
11.1(2.5
)

전체
100.0
100.0(0.0
)

o 이와 같은 순자산의 불평등도 확대는 소수의 가계가 보다 많은 저축
을 하는 가계저축의 집중화* 및 금융자산 보유 가계의 비중은 줄어들
었으나 금액은 커지는 금융자산 보유의 집중화로 잘 드러남
* 기간중 저축가계의 비중이 축소된 것과 동시에 미국 전체 가계의 저축률(BEA)이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보다 소수의 저축가계가 보다 많은 저축을 하는 가계저축
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유추됨

가계저축률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7

3.5

3.5

3.6

1.5

2.6

2.4

5.4

4.7

5.1

자료 : BEA

― 한편 위기 이후 소량으로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가계가 감소
주식 직접보유 가계의 주식 보유량
(%)
2007
2010

1개
36.4
29.2

2~9개
47.6
53.0

소득 및 순자산의 불평등도1)

10개 이상
16.0
17.8

전체
100.0
100.0

금융자산 보유 가계의
비중1) 및 금액 변화(2008~10년)

주 : 1) 소득배율 : 소득분위 90% 이상
소득/소득분위 20% 미만 소득
순자산배율 : 소득분위 90% 이상
순자산/소득분위 20% 미만
순자산

비중1) 변화

금액 변화

(%p)

(%)

채권

0.0

63.5

주식

-2.8

12.4

수익증권

-2.7

36.3

주 : 1) 가계수 기준으로서 비중 x%는
100가구중 x가구가 해당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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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소득층 중심으로 가계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
□ 위기 이후 연체 경험이 있는 가계의 비중 확대 및 저축성향의 변화 등
에 비추어 볼 때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
으로 평가됨
o 기간중 금리 하락이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쳐 부채
상환비율 및 부채상환비율이 40% 이상인 가계의 비중은 낮아졌으나
60일 이상 연체 경험 가계의 비중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상승
가계의 소득계층별
연체(60일 이상) 경험 비중1)

가계 부채상환비율 등1)

주 : 1) 원리금 등 부채상환금액/소득

주 : 1) 가계수 기준

o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저축가계 비중이 줄어들었으
며 가계의 저축동기중 은퇴 대비와 같은 장기적 유인이 작아지고 유
동성 확보와 같은 단기적 유인이 커짐
소득계층별 저축가계 비중1)

가계 저축동기
(%)

(%)
2007
33.7
45.0
57.8
66.8
72.9
84.8
56.4

2010
32.3(-1.4)
43.4(-1.6)
49.8(-8.0)
60.1(-6.7)
67.7(-5.2)
80.9(-3.9)
52.0(-4.4)

~20%
20~40%
40~60%
60~80%
80~90%
90%~
전체
주：1) 가계수 기준
2) ( ) 내는 2007년 대비 증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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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가족 생활
주택 구입
소비
은퇴 대비
유동성 확보
투자
기타
저축 안함

2007
8.4
5.5
4.2
10.0
34.0
32.0
1.6
1.1
3.3

2010
8.2(-0.2)
5.7( 0.2)
3.2(-1.0)
11.5( 1.5)
30.1(-3.9)
35.2( 3.2)
1.2(-0.4)
1.4( 0.3)
3.5( 0.2)

4. 평가 및 시사점
□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소득층이 순자산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
았으며 이에 따라 디레버리징도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o 동 기간중 고소득층의 순자산이 소폭 늘어나 소득계층간 순자산의 불
평등도가 확대되었으며 가계의 재무건전성도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악
화된 것으로 평가
□ 주택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회복은 가계의 대차대조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o 연준의 양적 완화정책이 성과를 거둘 경우 고용사정 개선뿐 아니라
주택시장 회복을 통해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 순자산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가격의 본
격적인 상승을 제약하는 여러 불안 요인**이 상존
* 6월 주택가격이 전월대비 5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7월 신규 및 기준 주택 판
매도 모두 증가함
** 주택 연체율과 차압률이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절대적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향후 고용사정 개선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고용 회복 없는 주택가격
상승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o 특히 재정지출 규율 강화, 글로벌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 등이 고용사
정의 개선 등 미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할 경우 주택시장의 지속적 회
복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계의 순자산 증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 한편 중소득층의 위축은 미국의 성장동력인 소비의 안정성을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소득계층간 순자산 불평등도 확대가 정치·사회 관련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FRB of St. Louis의 Ray Boshara(Senior Advisor Director, Household Financial
Stability Project)는 FRB of Cleveland 주최 세미나(6월)에서 소득계층간 순자산 불
평등도 확대 및 중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정치 및 사회 관련 이슈로 확대
된 대표적인 예로 “Occupy Wall Street 현상”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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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자산 및 부채 보유가계의 비중 및 중간값 변화

□ 2007년과 비교하여 2010년의 소득계층별 자산 및 부채 보유비중* 변
화를 보면 자산은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주거용 주택 등 비금융자
산의 보유비중 하락으로 소폭(0.3%p) 줄었으며, 부채는 소득분위 20%
미만 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상당폭(2.1%p) 축소
* 가계수 기준으로서 비중 x%는 100가구중 x가구가 자산(부채)을 보유하고 있음
을 의미

□ 자산 및 부채 보유가계의 중간값(median)을 보면 자산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부채는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
o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자산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소득분위 90% 이
상의 경우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4.5% 증가
o 부채의 경우에는 소득분위 60~90% 계층은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계
층은 모두 증가
가계 소득계층별
자산 및 부채 보유 비중1)(2010년)

~20%
20~40%
40~60%
60~80%
80~90%
90%~
전체

자산
89.9( 0.1)
98.0(-0.9)
99.5(-0.5)
99.9(-0.1)
100.0( 0.0)
100.0( 0.0)
97.4(-0.3)

가계 소득계층별
자산 보유 비중1)(2010년)

(%)
부채
52.5( 0.8)
66.8(-3.4)
81.8(-2.0)
86.9(-4.0)
88.9(-0.7)
84.5(-3.1)
74.9(-2.1)

주：1) 가계수 기준으로서 비중 x%는
100가구중 x가구가 자산(부채)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2) ( ) 내는 2007년 대비 증감(%p)

~20%
20~40%
40~60%
60~80%
80~90%
90%~
전체

금융자산
79.2( 0.1)
93.6( 0.4)
97.8( 0.6)
99.6(-0.1)
100.0( 0.0)
100.0( 0.0)
94.0( 0.1)

(%)
비금융자산
72.0(-1.5)
90.7(-0.5)
96.0(-1.2)
98.6( 0.1)
99.4(-0.2)
99.4(-0.3)
91.3(-0.7)

주：1) 가계수 기준으로서 비중 x%는
100가구중 x가구가 해당
금융(비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2) ( ) 내는 2007년 대비 증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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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소득계층별
자산 및 부채 보유1) 금액(2010년)
자산

가계 소득계층별
자산 보유1) 금액(2010년)

(천달러)
부채

~20%

15.2(-38.2)

10.1(

7.4)

20~40%

75.5(-15.2)

20.2(

6.9)

40~60%

159.8(-16.9)

61.4(

7.5)

60~80%

267.0(-25.8)

106.6( -8.7)

80~90%
90%~
전체

448.4(-24.5)
1,486.7( 4.5)
187.2(-19.3)

163.8(-14.2)
267.2( 8.5)
70.7( 0.1)

~20%
20~40%
40~60%
60~80%
80~90%
90%~
전체

금융자산
1.1(-38.9)
5.2(-28.8)
17.1(-14.1)
39.5(-37.2)
120.2(-12.9)
550.8( 30.0)
21.5(-28.8)

(천달러)
비금융자산
23.6(-43.7)
74.3( -8.2)
131.2( -9.9)
198.3(-23.1)
311.1(-17.5)
756.4( -9.7)
154.6(-16.8)

주：1) 금융(비금융) 자산 보유가계 기준
주 : 1) 자산(부채) 보유가계 기준
2) ( ) 내는 2007년 대비 증감률(%)
2) ( ) 내는 2007년 대비 증감률(%)

<참고 2>
가계 소득계층 및 자산(부채) 종류별 자산(부채) 비중1)(2010년)

(%)
20%~(A)20~40%40~60%60~80%80~90%90%~(B) 전체
B/A
거래계좌
76.2
91.1
96.4
98.9
99.8
99.9
92.5
1.3
시장성예금
5.7
11.1
11.7
15.8
12.1
21.5
12.2
3.8
저축성채권
3.6
6.0
10.8
16.0
23.0
24.4
12.0
6.8
채권
0.1
-2)
-2)
1.3
2.0
8.3
1.6
83.0
주식
3.8
6.0
11.7
17.3
25.7
47.8
15.1
12.6
수익증권
2.1
3.5
5.8
8.8
14.6
32.1
8.7
15.3
은퇴계좌
11.2
30.5
52.8
69.7
85.7
90.1
50.4
8.0
생명보험
10.7
17.2
19.5
22.8
25.8
30.9
19.7
2.9
기타
7.0
6.7
9.6
7.3
8.5
10.3
8.0
1.5
금융자산
79.2
93.6
97.8
99.6 100.0 100.0
94.0
1.3
자동차
64.9
85.4
91.8
95.4
96.4
95.7
86.7
1.5
주거용 주택
37.2
55.9
71.1
80.7
90.6
92.4
67.3
2.5
기타 주택
4.4
7.4
11.6
16.0
22.8
42.1
14.3
9.6
비주택 자본
3.9
5.2
6.3
7.9
11.4
18.8
7.7
4.8
사업 자본
5.1
6.6
10.6
15.5
19.3
37.6
13.3
7.4
기타
2.7
4.4
7.3
9.3
10.8
12.3
7.0
4.6
비금융자산
72.0
90.7
96.0
98.6
99.4
99.4
91.3
1.4
자
산
89.9
98.0
99.5
99.9 100.0 100.0
97.4
1.1
주거용 주택 구입 14.8
29.6
51.6
65.4
74.5
72.8
47.0
4.9
기타 주택 구입
1.3
1.7
3.5
6.0
9.1
19.4
5.3
14.9
학자금, 차량 구입 34.1
40.8
49.9
56.6
58.8
41.8
46.3
1.2
신용카드
23.2
33.4
45.0
53.1
51.0
33.6
39.4
1.4
기타
4.2
4.2
6.8
7.8
11.8
6.6
6.4
1.6
부
채
52.5
66.8
81.8
86.9
88.9
84.5
74.9
1.6
주：1) 가계수 기준으로서 비중. x%는 100가구중 x가구가 해당 자산(부채)을 보유하
고 있음을 의미
2) 관측값이 10개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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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소득계층별 해당 자산(부채) 보유 자산(부채) 비중1)(2010년)
(%)
20%~ 20~40% 40~60% 60~80% 80~90% 90%~
전체
거래계좌
0.2
0.4
0.5
0.9
1.1
1.3
0.4
시장성예금
3.9
3.7
3.5
2.8
2.9
1.3
2.3
저축성채권
0.1
0.1
0.2
0.1
0.1
0.1
0.1
채권
5.1
-2)
-2)
5.2
13.9
11.3
16.1
주식
5.1
2.0
1.1
2.2
1.4
2.3
2.3
수익증권
9.8
9.4
9.7
8.6
6.5
7.6
9.4
은퇴계좌
2.1
2.7
4.4
6.4
8.7
10.5
5.2
생명보험
0.8
1.0
1.0
1.3
1.0
1.1
0.9
기타
10.4
11.8
12.6
6.9
9.1
6.8
8.8
금융자산3)
37.5
31.1
33.0
34.5
44.6
42.3
45.5
자동차
1.5
2.3
2.7
3.5
2.8
1.4
1.8
주거용 주택
22.9
27.1
26.2
30.2
24.7
18.0
20.0
기타 주택
21.1
17.3
15.9
12.3
11.9
12.1
14.1
비주택 자본
9.3
14.8
11.6
8.6
5.7
7.6
7.6
사업 자본
6.4
6.2
8.7
8.6
8.1
17.3
9.2
기타
1.4
1.2
1.9
2.2
2.2
1.3
1.8
비금융자산3)
62.5
68.9
67.0
65.5
55.4
57.7
54.5
자
산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거용 주택 구입
39.5
46.8
51.4
55.3
54.4
49.2
47.0
기타 주택 구입
52.1
42.8
35.7
31.7
30.3
36.8
42.0
학자금, 차량 구입
5.5
6.0
6.8
7.1
6.5
4.6
5.4
신용카드
0.7
1.1
1.3
1.5
2.0
1.6
1.1
기타
2.2
3.4
4.9
4.4
6.7
7.8
4.5
부
채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금액 기준으로서 비중 x%는 전체 자산(부채)중 x%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해당 자산(부채)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2) 관측값이 10개 미만인 경우
3) 각각 하위 항목의 단순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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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설비투자의 확대 배경과 전망*
배상인 국제종합팀 조사역
◆ 미국의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09년중 큰 폭으로 감
소(연평균 –10.4%)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10% 내외의 견조한 증가세
를 지속(2012년 상반기 : 9.6%)
◆ 2010년 이후 미국 설비투자의 견조한 증가는 투자수익성 회복, 기업의
양호한 현금흐름, 자본조달비용 감소 및 경제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완화에 기인
ㅇ 투자수익성 측면에서는 Tobin’s q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설비가동률도 기계, 채굴 부문 등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
ㅇ 기업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재무비율이 개선되고 있으며 위기중의 저투자 등으로 저축이 투자를
크게 상회하면서 투자여력도 크게 강화
ㅇ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저금리 지속 등으로 자본조달비용이 감소
ㅇ 아울러 2010년 이후 설비투자의 개선 추세는 금융위기에 따른 불확실
성 충격이 완화되는 과정으로도 설명이 가능
◆ 이와 함께 비교우위를 갖는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셰일가스·오
일 개발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여건 개선 등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여건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앞으로도 설비투자의 기조적인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되나 기업이익의 증가세 둔화, 재정감축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
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1. 개 요
□ 미국의 설비투자는 2010년 이후 전년동기대비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
을 지속
o 설비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투자*의 GDP성장 기여율이 민
간소비(57%)보다 약간 높은 59%에 달함
* GDP 비중(2011년 기준)：민간소비 71.2%, 민간투자 12.3%(이중 설비투자가
60.2%)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45호(2012.11.9), 국제경제리뷰 제2012-44호(2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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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간투자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미국경제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
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
민간투자 부문별 증가율 지출부문별 GDP성장 기여율

자료 : BEA

자료 : BEA

주요지역 GDP성장률

자료 : Global Insight, BEA

□ 설비투자는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여타 거시변수에 비
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경기순환의 주기와 진폭을 결정하
는 요인의 하나이며 잠재성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 강도나 지속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
* Cavallo 등(2009.3)은 설비투자스톡이 1987∼2008년중 시간당생산량 증가의 76.3%를
설명한다고 분석

o 특히 설비투자가 2010년 이후 여타국 및 과거 경험에 비추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여 왔으나 향후 글로벌 성장둔화 우려, 재정감축을 둘
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최근의 흐름을 지속할지에 대해 관심이 증대
미국의 경기순환과 설비투자

주요국의 설비투자 증가율

주 : 1) P는 정점, T는 저점, NBER 기준
자료 : BEA

자료 : Macrobond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설비투자의 확대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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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설비투자의 확대 배경
1. 설비투자 동향
□ 미국의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09년중 큰 폭으로 감
소*(연평균 -10.4%)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10% 내외의 견조한 증가세
를 지속(2012년 상반기 : 전년동기대비 9.6%)
* 설비투자 스톡이 2009년중 사상 최초로 전년대비 감소

o 부문별로 보면 수송장비 및 정보처리설비*가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2011년 들어서는 산업용설비의 증가세도 확대
* 정보처리설비는 금융위기중 비교적 작은 감소폭을 나타내었으며 2010.4/4분기 이
후에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o 설비투자 규모는 2012년 상반기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
며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설비투자스톡 대비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반등
부문별 설비투자 증가율1)

부문별 설비투자 규모1)

GDP 및 설비투자 규모1)

GDP 및 설비투자스톡 대비 비율1)

주 : 1)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 BEA

주 : 1)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 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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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대 배경
□ 이론적･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투자수익성, 투자비용, 기업의 투자여력,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등을
들 수 있음
o 투자수익성 관점에서는 자본수익성(Tobin’s q), 설비가동률 등이 주요 변
수로 지적
― Tobin’s q 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1단위 실물투자로 기업가치가 증대
될 수 있을 경우 M&A 등을 통한 시장지배 보다는 투자 확대를 추
구(Tobin(1969) 등)
― 가동률*은 대표적인 투자수익성 지표로 가동률 변동에 따른 투자변
동은 투자주기의 70%, 성장주기의 50% 정도를 설명(Hashmat Khan
and John Tsoukalas 등(2011))
* 가동률이 높은 경우 투자의 회수시점이 앞당겨지면서 투자 수익성이 증가

o 투자비용 관점에서는 자본의 사용자비용 및 조달비용, 신용스프레드,
경제의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침(Bloom(2009), Caballero(1994) 등)
o 기업의 투자여력 측면에서는 현금흐름이 클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투자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Gomes(2001) 등)
□ 이외에 해외부문을 고려한 요인으로는 시장매력도, 저임금 노동력, 인
프라설비, 천연자원 등 FD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산업구조적 요인
등을 들 수 있음
* UN무역개발회의(UNCTAD)는 동 요인들의 순위를 이용하여 각국의 ‘FDI잠재력지수’
를 작성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1년까지 줄곧 1위를 유지

( 단기 요인 )
(1) 자본조달비용의 하락
□ 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시행 등으로 회사채 실질금리가 금융위기 이
후 하락세를 지속
o 10년 만기 국채의 실질금리는 1980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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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금리1)

정책금리 및 중앙은행부채

자료 : Macrobond

주 : 1) 국채는 10년 만기, 회사채는
Baa 등급 기준
자료 : Macrobond, Merill Rinch

(2) 투자수익성：Tobin‘s q 및 가동률의 빠른 상승
□ 투자수익성 측면에서는 Tobin’s q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설비가동률도 기계, 채굴 부문 등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
o Tobin‘s q*는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유형자산가치보다 더 빠르게 늘어
나면서 2009.3/4분기 이후 상승하여 금융위기 이전보다 소폭 높은 수
준을 유지
* 자금순환계정에서 비금융기업의 “(자본의 시장가치＋신용부채)/유형자산” 및 “자
본의 시장가치/유형자산”의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Jaewoo Lee and Paul
Rabanal(2010) 등)

― 기업의 순자산가치 상승은 주가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인 데 주로
기인
Tobin’s q

Tobin’s q 구성항목

자료 : Flow of Funds

자료 : Flow of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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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설비가동률*은 제조업과 광업에서 모두 회복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80% 수준에 근접
* 제조업 및 광업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2010년 GDP 기준)：컴퓨터·전자
13.6%, 화학제품 11.6%, 음식료품·담배 10.7%, 석유·가스 채굴 7.6%, 기계류
7.2%

― 설비가동률은 회복 초기에는 컴퓨터･전자, 화학제품 및 기계류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석유･가스 채굴
업에서 90% 후반대까지 높아지는 가운데 기계류, 음식료품･담배에
서도 꾸준히 상승
설비가동률

자료 : BEA

자료 : BEA

o 여타국과 비교할 경우에도 주가가 양호한 모습이며 설비가동률도 큰
기복없이 최근까지 상승추세를 지속
주요국의 주가지수

주요국의 설비가동률

자료 : CEIC

자료 : Macro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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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양호한 현금흐름
□ 기업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재무비율이 개선되고 있으며 위기중의 저투자 등으로 저축이 투자를
크게 상회하면서 투자여력도 크게 강화
o 기업이익은 국내비금융 및 해외 부문을 중심으로 2010.3/4분기 이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증가세를 지속
― 이에 따라 기업이익의 대GNI 비율이 14% 수준으로 상승
기업이익의 대GNI 비율1)

기업이익의 부문별 구성

자료 : BEA

주 : 1) 4분기 이동평균
자료 : BEA

o 기업투자는 이익증가 규모에 못 미쳐 유보자금이 투자를 큰 폭으로
상회
― 이익 증가중 상당 부분이 부채상환 및 자사주 매입*에 지출되면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부채비율도 하락
* S&P500 기업의 자사주 매입규모(조달러)：2008년 0.34 → 2009년 0.14 → 2010
년 0.30 → 2011년 0.40 → 2012.상반기 0.18

유보자금 및 투자액1)

주당순이익1) 및 부채비율2)

주 : 1) 4분기 이동평균, 자금순환 비
금융기업
자료 : BEA, Macrobond

주 : 1) S&P500
2) 자금순환중 비금융기업
자료 : BEA, Macro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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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완화
□ 2010년 이후 설비투자의 개선 추세는 금융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충격
이 완화되는 과정으로도 설명이 가능
o Bloom(2009)에 따르면 불확실성 충격은 생산성, 투자 등 실물부문에｢축
소 → 확대 반전(rebound) → 과잉 대응(overshoot)｣을 통해 자원을｢저효
율 → 고효율｣부문으로 이동시키는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
정에서 불확실성 완화는 설비투자를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
o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불확실성*이 2010년 이후에는 크게 축소함에 따
라 기업의 투자환경도 개선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 시카고선물거래소의 VXO 지수를 불확실성 지표로 대용

불확실성과 신용스프레드1)

불확실성 충격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

주 : 1) Baa회사채수익률－10년만기 국
채수익률
자료 : Macrobond

자료 : Bloom(2009)

( 중장기 요인 )
(1)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정보통신(IT)산업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상
대적으로 여타 산업에 비해 덜 영향을 받아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이
를 반영하여 설비투자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보처리설비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회복
* 정보처리설비 투자가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00년 43.4% → 2011년
56.1%

o 미국의 IT산업은 EIU*가 평가한 경쟁력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경쟁력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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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st지 계열사로 국가별 경제전반에 대한 분석 기관(Economist Intelligence
Unit)
** IT산업의 경쟁력지수는 IT인프라, 인적자본, 법률환경, R&D 환경, IT산업 발전 지
원 등의 5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합산한 것으로서, 미국은 2011년중 글로벌 1위
를 차지(2위 핀란드, 3위 싱가포르, 4위 스웨덴, 5위 영국 등)

주요국의 정보처리설비 투자1)

MSCI 주가지수

주 : 1) 실질, 국민계정 기준
자료 : CEIC

자료 : Macrobond

(2) 셰일가스·오일 개발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여건의 개선
□ 미국에서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의 개발붐이 확산되면서 에너지 수급
및 투자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하여 최근
에는 관련 부문으로의 FDI 유입도 확대되고 있음
* A.T Kearney(2010)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사슬과 관련한 주요
당면과제로 ①상품가격 변동성, ②조달국의 신용 및 환율 리스크, ③연료가격 상
승, ④시장수요의 예측불가능성 순으로 나타나 에너지가격의 안정성이 투자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o 셰일가스 생산 확대 등으로 북미지역의 천연가스가격이 여타 지역과
달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셰일오일 개발의 본격화는 미국의
원유수입 의존도를 2010년 50%에서 2020년에는 37%로 낮출 것으로
전망(EIA)
― 이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은 석유화학업의 비용절감,
철강 및 중장비 제조업의 매출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업종에서의 투
자유인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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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너지 소비 및 수입 전망1)

천연가스가격

자료 : IMF, CEIC

주 : 1) 4분기 이동평균, Btu, British
thermal unit(영국 열량단위)
자료 : EIA

o 2010∼11년중 미국으로의 FDI 유입 증가율이 26.2%로 글로벌(12.9%) 및
중국(14.4%)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가스·오일 채굴업에 대한 FDI 유
입*은 3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주요 투자사례로는 호주의 BHP Billiton의 미국 Petrohawk Energy에 대한 121억
달러 투자 등

― FDI 유입이 미국 민간고정투자의 12.2%(2011년 기준)까지 상승하면서
설비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3. 향후 전망
□ 2010년 이후 미국 설비투자의 견조한 증가는 투자수익성 회복, 기업현
금흐름 개선, 자본조달비용 감소 및 경제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완화
에 기인
o 이와 함께 비교우위를 갖는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셰일가스･
오일 개발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여건 개선 등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여건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앞으로도 설비투자의 기조적인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
상되지만, 기업이익의 증가세 둔화, 재정감축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 확
대 등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o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는 매출 확대보다는 주로 비용
절감에 기인하며 금년 3/4분기에는 매출 둔화의 영향으로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S&P캐피털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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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500기업의 주당순이익 증가율

S&P500기업의 주당 매출액과 순이익

자료 : Macrobond

자료 : S&P캐피털IQ, WSJ

o 최근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fiscal cliff) 가능성 등에 따른 정책적 불확
실성이 확대되면서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조짐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 지수1)

주 : 1) 불확실성관련 용어가 있는 기사의 개수를 이용
자료 : Bloom 등(2012.2월), NBER

― 민간투자 증가율(전기대비 연율)이 금년 1/4분기까지 10% 내외의 수준
을 보이다가 2/4분기 들어 –1.3%로 낮아진 가운데 설비 및 소프트
웨어 부문의 증가세도 축소
기업투자 증가율
(전기대비 연율, %)
민간투자 증가율
설비 및 소프트웨어
구조물

2011.3/4
19.0
18.3
20.7

4/4
9.5
8.8
11.5

자료：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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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7.5
5.4
12.9

2/4
3.6
4.8
0.6

3/4
-1.3
0.0
-4.4

― 한편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재
정긴축이 대미국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J.P
Morgan(2012.9월)은 48%, AT Kearney(2012)는 64%인 것으로 나타남*
* 주요 IB들은 저금리 하에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이 추가 투자보다는 자기주식 매입, M&A 등을 통
한 주식가치 상승을 위해 보유 현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IMF와 OECD는 미국의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2012년 하반기 들어 다소
둔화되다가 2013∼14년에는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IMF(2012.8월)의 미국 설비투자 전망：2011년 10.4% → 2012년 6.7% → 2013년
7.0% → 2014년 8.0% → 2015년 7.7%
OECD(2012.6월)의 미국 비주거용 투자 전망：2011년 8.8% → 2012년 5.4% → 2013
년 7.3%

<참고자료>
AT Kearney, “Cautious Investors Feed a Tentative Recovery”, 2012.
Bloom, “The impact of uncertainty shocks”, Econometrica Vol. 77 No.3 623~685,
2009.5.
______, Baker, and Davis, “Measuring economic uncertainty”, 2012.6.
Cavallo, Michele, and Anthony Landry, "The Quantitative Role of Capital Goods Imports
in US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100, no.2, pp.78∼82, 2010.
Greenwood, Hercowitz and Huffman, “Investment, Capacity Utilization, and the Real
Business Cycl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8, pp.402~417, 1988.6.
Hashmat Khan, John Tsoukalas, “Investment shocks and the comovement problem”,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 Control 35 pp.115~1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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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비지출서베이를 통해 본 가계소비의 특징*
김민수 선진경제팀 과장
◆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소비가 과거 경기회복기에 비해 개선폭이 제
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소비지출서베이(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통해 본 가계소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o 가계의 평균소비지출은 금융위기 이후 소득 개선이 미진한 가운데 소
비성향도 저하됨에 따라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o 가계의 평균소득은 소비주도계층인 25~54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소폭 밑돌고 있는데, 이는 고용사정 개선 미흡 등의 경기
요인 외에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가계의 연령구조 변화에도 기인
o 평균소비성향(소비율)은 고령화 진전으로 소비율이 높은 고령가구의 비
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연령층에서 디레버리징 진행, 예비
적 저축유인 강화 등으로 낮아져 전체로는 1%포인트 정도 하락
o 품목별로는 경기민감 항목에 대한 소비비중은 하락한 반면 필수지출
항목에 대한 소비비중은 상승
◆ 향후 미국의 실물경기 및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가속될 경우 가계소비가
뚜렷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령화로 소득수준이 낮고 소비규모도
작은 고령가계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o 정책당국은 단기적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연령층별 가계의 소득/소비 프로필을
감안한 미시적인 정책도 병행해 나갈 필요

1. 검토배경
□ 미국의 개인소비는 명목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거시변수로
서 금융위기 전후 기간중 마이너스 성장기여도를 기록한 이후 플러스
로 전환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50호(2012.12.14), 국제경제리뷰 제2012-49호(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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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경기저점(2009.2/4분기)을 지난 기간중 개인소비
증가율이 GDP성장률을 밑돌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회복세를 시현
최근 10여년간 개인소비 증가율
구분

1)

기간
실질GDP2)
개인소비2)
(성장 기여도)2)
주 : 1) NBER기준

수축
확장
(IT버블붕괴)
2001.1/4
2002.1/4
~2001.4/4
~2007.3/4
0.4
2.7
2.8
2.8
1.91
1.94
2)기간중 평균

(전기대비, 연율)
수축
확장(최근)
(금융위기 전후)
2007.4/4
2009.3/4
~2009.2/4
~현재(2012.3/4)
-2.4
2.2
-1.7
2.1
-1.20
1.49
자료 : 미 상무부, NBER

o 최근 개인소비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금융위기를 전후하
여 감소한 고용이 종전 수준을 하회하고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예비적 저축유인이 높아지는 등의 경기요인에 더하여 고령화 진전과
함께 소비가 상대적으로 작은 고령가구비중이 상승하는 등의 구조적
요인도 가세하였기 때문
⇒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를 이용하여 가계소비의 변화를 미
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소비여건에 대해 평가
* 미국 노동부가 매년 9월말 전년도의 가구별 평균 소비 및 소득에 대해 서베이한
통계자료

2.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의 특징
1. 가계의 평균 소비지출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소폭 하회
□ 2011년 가계의 평균소비지출(명목기준,  : 49,705달러) 및 평균소득(명목기
준,  : 61,673달러)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   50,486달러,  : 61,774달러)을
소폭 하회
o 연령층별로 보면 소비주도 계층인 25∼54세 연령대 가계의 평균소비
가 정체 또는 감소한 반면 연금 등의 비중이 큰 고령층에서는 완만하
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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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평균 소비지출 및 소득

평균 소비지출의 분해

자료 : 미국 노동부CE

연령층별 가계의 평균소비지출

자료 : 미국 노동부CE

□ 가계의 평균소비지출이 ‘평균소비지출=평균소득×평균소비성향’인 점을
고려하여 개별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평균소비
지출은 소득 개선이 미진한 가운데 평균소비성향도 낮아짐에 따라 이
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중 평균소비성향(  )에 2011년 소득(  )을 곱한 값(  ×  )과 2008년
중 소비지출의 차이를 소득 변동에 따른 효과(①)로, 2011년중 소비지출(  )과의
차이를 소비성향 변동에 따른 효과(②)로 각각 정의

o 2008년 대비 2011년 기준으로 보면, 가계의 소비지출은 소득정체로 인
해 평균 82.5달러, 소비성향 저하로 인해 평균 698.5달러 각각 작아져
전체로는 781달러 감소한 수준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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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및 2011년중 가계의 평균소비지출 변동 분해
2008년 소비지출
소비성향을 고정할 경우의 소비지출
2011년 소비지출
2008/2011년의 소비지출 변동
소득변동에 따른 효과(①)
소비성향변동에 따른 효과(②)

수식
 ×  (A)
 ×  (B)
 ×  (C)
(C) - (A)
(B) - (A)
(C) - (B)

값($)
50,486.0
50,403.5
49,705.0
-781.0
-82.5
-698.5

2. 가계의 평균소득은 소비주도 계층인 25∼54세 연령대에서 정체 또는 감소
□ 가계의 평균소득은 금융위기 이후 정책대응(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포함)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 수혜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소득원인 임금소득의 감소로 인해 여전
히 위기 이전 수준을 소폭 하회
가계의 평균소득1)변화(전체 연령층)

자료 : 미국 노동부CE

□ 연령층별로 보면 가계의 평균소득은 연금 등의 비중이 큰 55세 이상의
고령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과거 2년간 정체되거나
감소
연령층별 평균소득(세후기준)

연령층별 평균소득 구성(2011년)

자료 : 미국 노동부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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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가계의 평균소득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완만한
경기회복 하에서의 더딘 고용사정 개선 등의 경기요인과 함께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가계의 연령구조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o 가계의 연령구조 변화가 미친 영향(2008년 대비 2011년 기준)을 추산*해 본
결과, 가계의 평균소득은 순소득 변화(55세 이상 가계의 소득 증가)로 239
달러 증가한 반면 연령별 가구비중 변화(소득이 낮은 고령인구 비중의 상승)
로 340달러 감소함으로써 전체로는 101달러 정도 감소
* 2008년중 연령층별 소득(  )에 2011년의 연령층별 비중(  )을 곱하여 연령구조
변화를 반영한 소득수준(   ×   )을 계산한 뒤 이를 2008년 소득(   ×   )에
서 차감하여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변동(①)으로, 2011년 소득(   ×   )과
의 차이를 순소득변화에 따른 소득변동(②)으로 각각 정의

2008년 및 2011년중 가계의 평균소득 변동 분해
수식
 ×  (A)

값($)
61,774



×  (B)

61,434



×  (C)

61,673
－101
－340
＋239





2008년중 가계의 평균소득
연령구조 변화를 반영한 평균소득
2011년중 가계의 평균소득
2008~2011년중 소득변동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효과(①)
순소득 변화에 따른 효과(②)

(C) - (A)
(B) - (A)
(C) - (B)

3.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소비율)이 하락
□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소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여
2008년 81.7%에서 2011년에는 80.6%로 1.1%포인트 하락
가계의 연평균 소득·소비 및 소비율(전연령층)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후소득(A, 단위:$)

56,304

58,101

60,858

61,774

60,753

60,712

61,673

소비(B, 단위:$)

46,409

48,398

49,638

50,486

49,067

48,109

49,705

82.4

83.3

81.6

81.7

80.8

79.2

80.6

평균소비성향(B/A, %)
자료 : 미국 노동부CE

□ 연령층별로 보면, 평균소비성향이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
o 금융위기 이후 가계 부문의 디레버리징 진행,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유인 강화 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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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25세미만 가계의 경우 평균소비성향이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높
아졌는데, 이는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순차입을 통해 종전의 소비
관행을 유지하기 때문으로 해석
연령층별 가계의 평균소비성향1)

주 : 1) 세후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

자료 : 미국 노동부CE

□ 가계의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추산*해 본 결과 소비성향이 높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상승하여 평균소비성향을 0.12%포인트 정도 높인
반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소비성향이 저하(평균 –1.25%p)됨으로써 전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1.1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연령별 소득 및 소비에 2011년 연령층별 가계비중을 곱하여 계산한
평균소비성향에서 2008년 평균소비성향을 차감하여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효과(①)로, 2011년 평균소비성향과의 차이를 순소비율 변화에 따른 효과(②)
로 각각 정의
2008년 및 2011년의 평균소비성향 변동 분해

연령구조 변화를 반영할 경우



2011년 평균소비성향
2008/2011년의 평균소비성향 변동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효과(①)
순 소비율 변화에 따른 효과(②)

수식
 ×    ×   (A)

값
81.73%



 

2008년 평균소비성향





 

 ×  



×   (B)

81.84%

× 



×   (C)

80.59%
-1.13%p
+0.12%p
-1.25%p



(C) - (A)
(B) - (A)
(C) - (B)

4. 가계의 필수지출 항목에 대한 소비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상승
□ 가계의 소비구조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외식, 가구, 차량, 의류, 오락·
여가 비용 등 경기변동에 민감한 항목의 비중은 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꾸준히 하락한 반면 식재료비, 주택임차료, 공과금, 의료비 등
필수지출 항목의 비중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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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음식료품의 경우 소비비중이 크게 변동하지 않으면서(2008년 12.8%→
2011년 13.0%), 세부항목별로는 식재료비 비중이 애그플레이션 등의 영
향으로 상승(2008년 7.4%→2011년 7.7%)한 반면 외식비 비중은 경기의 완
만한 회복 등으로 하락(2008년 5.4%→2011년 5.3%)
o 주거관련 지출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모기지의
원금 및 이자 등 주택관련 비용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사치품에 속하
는 가구의 구입비 비중도 하락하였으나, 주택임차료 및 각종 공과금과
같은 필수지출 항목의 비중은 상승
o 교통관련 비용의 경우 비중이 대체로 하락
― 2010년부터 자동차 구입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상무부
(BEA) 자료) 자동차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가계의 평균 차
량구입비용 비중은 미미하나마 하락하는 모습
― 유류비 비중은 금융위기 직후 하락하였다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여
파로 재차 상승
소비비중이 하락한 품목

소비비중이 상승한 품목

자료 : 미국 노동부CE

□ 연령층별로 가계의 소비구조(2011년 기준)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의 가
계에서 주거관련비용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교통 및 음식료품
의 순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임
o 교육비 비중은 25세미만 가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45~54세 가구
에서는 여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가족 구성원의 특성(취학연
령 가족구성원의 존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o 개인보험 및 연금의 비중은 65세이상 고령가구에서는 낮은 반면 주요
경제활동인구라 할 수 있는 25∼54세 연령층 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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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료비 비중은 65세이상 고령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첨단의료기기 도입 등에 따른 의료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계속 상승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

교육비 소비지출 비중

개인보험 및 연금 지출 비중

(2011년 기준)

(2011년 기준)

(2011년 기준)

자료 : 미국 노동부CE

3. 종합평가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소비주도계층인
25∼54세 연령대 가계의 평균소득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예
비적 동기의 저축유인도 강화됨에 따라 가계의 평균소비지출이 위기
이전 수준을 소폭 하회
□ 이처럼 소비 개선이 미진한 것은 경기적인 요인(① 고용개선 미흡, ② 자산
가격 하락, ③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이외에 고령화 진전으로
소득 및 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상승하는 등
의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
o 향후 실물경기 및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가속될 경우 가계소비가 뚜렷
이 개선되면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취업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신뢰지수도 상승하
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는
등 회복세를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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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판매 및 가격

취업자수 및 실업률

자료 : 미 노동부

자료: NAR, 상무부 등

o 다만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는 소득수준이 낮고 소비규모
도 작은 55세 이상 고령층 가계의 비중을 계속 상승시켜 중장기적으
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따라서 정책당국은 단기적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
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연령층별 소득/소비 프로필을 감
안한 미시적인 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하겠음
o 향후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감축이 가계에 미치는 영
향이 연령층별로 다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특히 65세이상 가계의 경우 사회보장보험과 연금에 의존하는 정도
가 크므로 향후 제도변화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소지
o 한편 25세미만의 청년층 가계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가용소득을 상
회하는 수준으로 소비를 하는 등으로 재무사정이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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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연령층별 가계의 소득·소비 궤적

□ 가계의 평균 소비수준은 연령 상승과 더불어 점차 증가하다가 45∼
54세 구간에서 정점을 보인 다음 재차 감소하는 역U자형의 소비구
조를 보이고 있음
o 소득과 소비간의 상관계수는 25세미만 가계와 25∼44세 가계의 경
우 0.6내외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45세이상 가계에서는 0.90 내외
의 높은 수준을 시현
연령층별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1)

소득과 소비지출간 상관계수
25세 미만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전체세대

주 : 1) 2005∼2011년

0.51
0.58
0.65
0.88
0.83
0.92
0.88

자료 : 미국 노동부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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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가구주의 평균연령 변화
□ 미국의 고령화 진행 정도는 독일, 일본,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약하지만 세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지속적으
로 상승
o 센서스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이상 인구는 2000년 12%대에서 2011년
13%대로 높아지고 25세미만 인구는 2000년 35%대에서 2011년에는 34%
대로 하락
o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계의 가구주 평균연령도 점차 상승
― 가구주 연령이 55~64세인 가계비중은 2005년 15.4%에서 2011년 17.7%
로, 65세이상인 가계비중은 19.5%에서 21.2%로 각각 상승
― 반면 35~44세 가계비중은 2005년 20.3%에서 2011년 17.7%로, 25세미만
가계 비중은 7.3%에서 6.3%로 각각 하락
o 센서스 및 UN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이상 인구비중을 19%대로, 25세
미만 비중을 30%대 중반으로 각각 전망하고 있어 향후 고령화 가속으로
가계의 소비기반이 점차 약화될 전망
고령화 비율1) 전망

주 : 1) 65세이상인구비율
자료 : UN

인구구성비율1)

주 : 1) 추계인구 기준
자료 : 미국 C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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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령별 가계 비중

자료 : 미국 노동부CE

미국의 소득분배구조 악화 요인*
신현열 뉴욕사무소 차장
◆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소득분배구조는 학력간 소득격차 확대, 생산기
술 고도화, 자산분배 구조의 불평등 심화 및 재정정책의 재분배기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ㅇ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는 장기실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경기적 요인에 의한 소득격차 확대 요인도 가세
◆ 미국에서는 중산층이 두터울수록 외부충격 등에 대한 흡수능력이 강화
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에도 기
여한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하지만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ㅇ 특히 세제·정부지출 개혁을 통한 계층간 소득 불평등 완화방안은 중장
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와 연계되어 있어 민주·공화 양당간에 타협이
쉽지 않을 가능성

1. 검토배경
□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계층간 소득격차는 추세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산층이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구조가 계속 악화되어 왔음
□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득격차의 확대 및 중산
층 위축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의 원인과 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o 지난해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양 후보가 경제관련 공약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이 “위축된 중산층을 복원”한다는
것이었음
o 오바마 대통령은 금년 연두교서(2.12일)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2015년까지 9달러까지 대
폭 올리자고 제안하면서 학계 및 정치권의 논란을 촉발
⇒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양상과 그 원인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9호(20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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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및 자산분배 구조의 변화
1. 소득분배구조 악화
□ 미국의 계층간 소득격차는 197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중산층(middle class)도 점차 위축되어 왔다는 것이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됨
□ Census Bureau에 따르면 5분위(quintile) 기준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3.3%에서 2011년 51.1%로 꾸
준히 상승*
조사에서 소득의 범위는 임금, 자영업 및 사업소득, 이자·배당·자본
이득, 정부의 이전지출 등 사회보장 수급, 퇴직후 연금소득 등을 포괄

* Census Bureau

o 또한 상위 5%의 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6.3배에서 9.2배로 증가
계층별 소득의 전체소득 대비 비중1)

고소득층의 중·하위계층 소득 배율1)

주 : 1) 소득은 실질금액(inflation adjusted) 기준, 소득 계층별 중위수 소득
자료 : Census Bureau

o 반면 소득 2~4분위 중위권 계층(소득구간 20%~80%)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중 52.7%에서 45.7%로 지속적으로 하락
― 또한 상위 5%의 소득은 중위권인 50% 소득의 2.7배에서 3.7배로 상승
□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2012.8.22일)에 따르면 중간 소득계층*의 비
중이 1971년 61%에서 2011년 51%로 하락한 반면 고소득 계층과 저소
득 계층의 비중은 동 기간중 각각 14%→20%, 25%→29%로 상승
* 동 조사에서 중간 소득계층은 가구소득이 미국 전체 가구소득 중위수의 67%~200%
인 소득계층, 저소득 계층은 67% 미만, 고소득 계층은 2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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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간 소득계층의 가구소득 자체도 지난 2000년 72,957달러에서 2010년
69,487달러로 약 4.8% 감소*
*

미국 전체의 중위수 소득은
소 (Census Bureau)

소득 계층별 비중 변화

년

2000

달러

53,164

→

2010

년

달러로

49,445

7.0%

감

중간 소득계층 가구의 소득1) (중위수)

주: 1) 3인 가구로 환산, 2011년 가격기준 실질소득

자료: Pew Research Center

□ 이에 따라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미국의 Gini계수* 지난 40년
간 꾸준히 높아져(=소득 불평등이 확대) 왔으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이러
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짐**
* Gini coefficient : 1912년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Corrado Gini가 처음 제안하였는
데 0에서 100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은 모든 소득이 한사람에게 집중, 0이면 모
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음을 의미
**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 CBO)에서도 IRS(미 국세청)자료를 근거
로 지난 30여년 동안 가계의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어 왔다고 분석 (2011.10.25일)

o 한편 미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여타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
Gini계수1)

주 : 1) 추계기관 별로 상이
자료 : Census Bureau

Gini계수1)의 국제비교

자료 : IMF Working Pape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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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계층별 보유자산 규모 격차 확대
□ 소득계층별 자산수준을 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보유자산도 커지는 일반
적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격차는 소득격차보다 더 큼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 (2012.6월))

o 2010년 소득계층 상위 10%가 보유한 순자산의 하위 20%(소득구간 80%
미만)에 대한 순자산 배율은 192.6배로 소득 배율 15.3배를 크게 상회
o 또한 동 배율의 2001년 이후 변화를 보면 소득의 경우 16배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순자산은 2001년 106.4배에서 2010년 192.6배로 높아
져 계층별 순자산 보유규모의 격차가 크게 확대
― 2001년 이후의 소득계층별 순자산 규모의 변화를 보면 상위 10% 계
층만 늘었을 뿐 나머지 계층의 순자산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순자산 감소폭이 큼
소득계층별 소득 및 순자산1)
(천달러, 2010년 불변기준)
2001

2004

2007

2010

소득구간

소득

순자산

소득

순자산

소득

순자산

소득

0~10%

207.8

1,021.5

212.7

1,069.7

216.8

1,172.3

205.3

10~20%

120.9

322.4

120.5

360.9

119.5

373.2

112.8

1,194.3
(+16.9)
286.6 (-11.1)

20~40%

79.4

176.8

78.5

184.0

78.7

215.7

71.7

128.6 (-27.3)

40~60%

48.9

78.0

49.8

82.8

49.6

92.3

45.8

65.9 (-15.5)

60~80%

29.9

45.9

29.5

38.8

30.1

39.6

28.1

25.6 (-44.2)

80~100%

12.6

9.6

12.8

8.6

12.9

8.5

13.4

6.2 (-35.4)

10%/80%(배)

16.5

106.4

16.6

124.4

16.8

137.9

15.3

192.6

순자산

2)

주 1) 중위수 금액 기준
2) ( )내는 2001년 순자산 대비 증감률 (%)
자료 :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 (2012.6월)

□ 한편 저소득층일수록 일정 수준의 소비 및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자산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소득계층별 레버리지비율(=자산/순자산)을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부채상환능력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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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구간 상위 10% 및 10~20% 고소득층의 레버리지비율은 각각
1.24배, 1.56배인데 비해 하위 20%(소득구간 80% 미만) 및 하위
20~40%(소득구간 60~80%)의 저소득층의 레버리지비율은 각각 2.45배,
2.95배 수준
소득계층별 자산·부채 규모1)

소득계층별 레버리지비율2)

소득구간

자산(A)

부채(B)

0~10%

1,486.7

292.4

(천달러)
순자산
(A-B)
1,194.3

10~20%

448.4

161.8

286.6

20~40%

267.0

138.4

128.6

40~60%

159.8

93.9

65.9

60~80%

75.5

49.9

25.6

80~100%

15.2

9.0

6.2

전체

187.2

109.9

77.3

주 : 1) 자산·부채 보유가계의 중위수 기준 (2010년말)
2) 자산/순자산 (단위 : 배)
자료 :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 (2012.6월)

3. 소득분배구조 악화 요인
1. 학력간 소득격차 확대
□ 가구주의 학력간 소득의 격차가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이 계층별
소득 불균형 확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o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학력수준을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수준도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1년 소득 상위 20% 가구주
의 대학졸업자 비중은 90%에 육박하는 데 반해 하위 20% 가구주의
대학졸업자 비중은 40% 정도에 그침
o 한편 대학 이상 졸업자의 소득에 대한 고교 이하 졸업자 소득의 비율
을 보면 1990년대 초반 50%대 중반수준에서 최근에는 40%대 후반으
로 낮아져 학력별 소득격차가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시사
* 25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 실업률(2012년말 8% 내외)은 대학졸업자 실업률(4%
내외)의 약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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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가구주의 대학졸업 비중

학력간 소득격차1)

주 : 1) 대졸 이상의 소득에 대한 고졸 이하의 소득 비율(중위수 기준, %)
자료 : Citi(2012.10.25일)

2. 생산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 고급기술자를 요구하는 생산기술의 변화 및 글로벌화에 따른 국내외간
경쟁 심화도 소수 고급인력의 소득을 빠르게 증가시킨 요인으로 지적
o 생산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고급기술자들의 급여가 빠르게 높아지고 노
후화된 단순기술자들의 급여수준은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것이 일반적
o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국제교역 증대는 교역상대국간의 불균형은 줄일
수 있지만 교역국가 내에서는 소득 불균형을 확대하는 것으로 인식*
*

예컨대, 미국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학력·저기술 노동자는 국제경쟁력이 낮
으므로 교역의 혜택을 거의 못 받게 되어 교역을 통한 소득 증대 가능성이 낮음

IT부문 투자비중 증대와 Gini계수

자료 : Citi(2012.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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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비중 증대와 Gini계수

□ 실제로 근로자의 실질 평균임금은 지난 30여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가
운데서도 고임금 직종과 저임금 직종의 임금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o Goldin and Katz는 그동안 저임금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가 증가한
대신 중임금 일자리는 감소하는 임금구조의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이
고착되어 온 것으로 분석(2007)
최고 임금 및 평균 임금1) 추이

임금 계층간 임금 격차1)

주 : 1) 2005년 실질임금 기준, 급여․상
여금․스톡옵션 포함
자료 : Emmanuel Saez(2009)

자료 : Goldin and Katz(2007)

□ Bernanke 연준의장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적 성과의 불평등도가 높
아진 이유로 고급기술자 수요 증대, 국제교역 증대, 노조의 영향력
감소 등을 거론(Speech at Harvard University, 2008.6.4일)
3. 자산소득의 격차 확대
□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이 많은 가계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임금의 비중이
낮은 반면 사업소득, 이자·배당, 자본이득 등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
하는 소득의 비중이 큼
o FRB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중 소득 상위 10% 가계가 전체 가계의
순자산중 6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2001년에는 67.7%)
* Levy Institute의 Edward Wolff는 상위 1%가 부동산, 주식 등 전체 부
(wealth)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에서 주택을 제외할 경우에는
전체 부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2010.3월)

- 116 -

순자산 계층별 가계소득의 구성
(%, 2010년 기준)
임금
이자·배당
자영업·사업소득
자본이득
사회보장·연금
기타 이전지출
계

0~10%
55.8
8.7
23.9
2.3
7.8
1.5
100.0

10~25%
69.7
1.7
7.2
-0.2
20.1
1.7
100.0

25~50%
76.3
0.4
4.8
0.1
15.9
2.5
100.0

50~75%
80.7
0.1
4.6
0.2
9.6
4.7
100.0

75~100%
75.9
0.1
3.5
0.1
9.4
11.1
100.0

전체가계
68.1
3.6
12.2
0.9
12.0
3.2
100.0

자료 : FRB, SCF (2012.6월)

□ 보유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격차는 임금 등에 따른 소득격차를 더
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들
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추정
o 최상층 소득자의 소득구성을 보면 스톡옵션 등의 영향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사업용 지분(business equity)이 늘어난 데 힘입어 사업소득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서는 자본이득 비
중도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임금의 비중은 하락
o 2010년중 소득 상위 10% 가계는 약 37%가 사업용 지분을 보유하여
전체 평균 13%를 크게 웃돌고 있는 반면 소득구간 40% 미만 가계는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
상위 1% 소득자의 소득구성 변화1)

주 : 1) market income 기준
2) 음영은 경기침체기
자료 : CBO (2011.11월)

소득계층별 사업용 지분 보유 비중1)

주 : 1) 각 소득계층별 전체 가계수에서
사업용 지분(business equity)을
보유한 가계의 비중(2010년)
자료 : FRB, SCF (201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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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약화
□ 일부에서는 정부의 세입·세출 정책의 변화가 세후 소득의 격차를 효
과적으로 줄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
o CBO는 세입구조에서 누진성이 높은 소득세(income tax)의 비중이 축소
되고 누진성이 낮은 사회보장세(payroll tax)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후 소
득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지적
― 아울러 고·저소득층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정부의 이전지출
(transfer) 및 연방세(federal tax)의 비중이 1980년대 이후 낮아져 이들
의 소득격차 완화(Gini계수 하락) 효과가 축소된 것으로 파악
o Citi는 고소득자의 소득 증가에 반비례하여 소득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하향 조정되어 온 것도 세후 소득격차 확대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
이전지출, 연방세의 Gini계수 하락 효과

Gini계수 및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

자료: CBO(2011.11월)

자료: Citi(2012.10.25일)

□ 한편 고소득자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이 35%(2013년부터는 39.6%)이지만 각
종 공제 및 감면혜택 등으로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아 소득세의
누진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인식
o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Warren Buffett은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간 1백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최
소 30% 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하자는 소위 “Buffett Rule”을 제안*
* 이 제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1.9.17일 공식적으로 입법의사를 밝히면서 공
론화되었으며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Paul Krugman 등 저명인사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음. Gallup의 조사(2012.4월)에 따르면 미국인의 60%정도가
동 아이디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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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 지난 30여년간 미국의 소득분배구조는 학력간 소득 격차 확대, 생산기
술 고도화, 자산분배 구조의 불평등 심화 및 재정정책의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는 장기실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경기적 요인에 의한 소득격차 확대 요인도 가세
o 실업기간 장기화는 재취업 확률을 낮춰 소득 불평등의 지속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재산축적 기회의 장기간 상실로 자산의 불균형을 심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활수준의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체화된 기술의 노후화, 근로의욕 저하 등으
로 재취업 확률이 낮아지게 되며, 소득수준이나 보유자산이 적을수록 제도권 신
용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제약되어 차입을 통한 생활수준 유지도 곤란해지는
경향이 있음

52주 이상 실업자 비중

52주 이상 실업자중 재취업자 비중

자료 : 미 노동부(BLS)

□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필연적 부작용일 수
있으나 이것이 심해지면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되는 데다 안정적·지
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임
o 일반적으로 소득격차가 심하지 않고 중산층이 두터울수록 외부충격
등에 대한 흡수능력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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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는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경제성장의 기간이 짧아진다는 실증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득의 불평
등 정도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주장(2011.4.8.일)
o 또한 소득 불평등의 지속적인 확대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불만 확산 등으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 실제로 2011년 9월 월가의 금융회사를 상대로 시작된 월가점령 시위(Occupy
Wall Street)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1%와 99%간의 투쟁”과 같은
구호가 등장하는 등 부와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만 및 체제개혁 요구로 변질

□ 한편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산층 위축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중·저소득
층을 중심으로 노후의 안정적 생활수준 유지에 대한 자신감도 크게 저
하*된 것으로 나타남
* <참고 1> ‘금융위기 이후 미국인들의 미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참조

□ 이에 따라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도 조세·재정측면의 제
도변화를 통해 세후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으
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욱 첨예한 논쟁거리로 등장
o 공화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 그룹은 그동안 상대적인 소득 불평등의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삶의 질 자체는 모든 소득계
층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소득 재
분배 프로그램 도입에 미온적 태도를 견지해 왔음*
* <참고 2> ‘소득격차 확대 및 중산층 위축에 대한 보수적 견해’ 참조

□ 미국의 세제 및 정부지출 프로그램 개혁을 통한 계층간 소득 불평등
완화방안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기 때
문에 민주·공화 양당간에 타협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큼
o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이 2.12일 연두교서에서 제안한 연방 최저임금의
대폭 상향조정 계획은 공화당 및 기업들의 저항뿐만 아니라 학계 일
부에서도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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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금융위기 이후 미국인들의 미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 Pew Research Center의 서베이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미국인이 은퇴 이후
생활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상실한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35∼44세의 청장년층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줄어들면서 노
후 생활을 우려하는 정도가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
o 또한 은퇴 이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가 지난 10년간 계속 높아져 온 것으로 나타남(Gallop)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 상실1)

은퇴 이후 생활자금 부족에 대한 우려감

주 : 1)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자신 자료: Gallop (응답자 : 성인남녀 1,000명)
감이 없다고 한 응답자 비율
(PewResearchCenter(2012.10.22일)
(응답자 : 2,508명)
에서 재인용)
자료 : Pew Research Center(2012.10.22일)

□ 한편 중간 소득계층의 경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래의 생활수준 변화
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크게 감소한 반면 부정적 기대는 증가
o 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64세 미만의 국민들중 자신이 저소득 계층이라
고 느끼는 응답자 비율도 크게 상승
중간 소득계층의 미래 생활수준
변화 방향에 대한 응답비율

연령별로 자신이 저소득 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

주 : 조사대상자 : 1,287명
자료 : Pew Research Center(2012.8.22일)

주 : 조사대상자 : 2,508명
자료 : Pew Research Center(2012.8.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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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소득격차 확대 및 중산층 위축에 대한 보수적 견해
□ 공화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 그룹은 소득 불평등 심화는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통적 현상으로 진단하는 한편 절대적인 삶의 질 자체는 모든
소득계층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강조
o 지난 30여년간 소비자물가로 실질화한 소득의 증가속도가 매우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물가는 그동안 빠른 속도로 진보한 상품이나 서
비스의 품질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수준의 변화
를 계측하는 도구로 적절치 않음 (WSJ, 2012.1.24일)
― 예컨대, 동일한 비용으로 1960년대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고급 의료
및 교통서비스나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최고급 스마트폰이나 세
탁기를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음
o 실제로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가계소비의 격차를 보면 소득격
차보다 훨씬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불평등이 곧바로 생활수준의
불평등(inequality in wellbeing)을 의미하지 않음을 시사
― 이는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많은 은퇴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저소득층
으로 분류되지만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저소득층
이라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수혜받는 각종 사회보장수입 등으로 생활
수준은 크게 낮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됨
소득계층별 세후 평균소득

소득계층별 연간 평균 지출액

자료 : Citi (2012.10.25일)

□ 아울러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훨씬 많은 소득세를 내는 등 소득세의
누진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고소득층이 세후 소득 불평등 완화에 일
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도 부각시킴
o Citi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5%의 전체 소득에 대한 비중은 20% 내
외로 지난 30년간 약 5%p 높아졌지만 연방 소득세 납세비중은 약 45%
로 같은 기간중 약 20%p 상승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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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미국 가계소득의 변화 및 시사점*
이관교 뉴욕사무소 과 장
◆ 금융위기 이후 미국 가계소득의 회복속도는 과거 경기회복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 이전지출 확대로 GDP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상승
◆ 가계소득중에서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의 비중이 낮아지고 순이전소득의
비중은 상승
o 근로소득은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취업자수, 시간당 임금 등 노
동시장 개선이 미흡한 데 기인
o 재산소득의 감소는 저금리 지속으로 가계의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배당
수입도 감소한 데 기인
o 순이전소득의 큰 폭 증가는 위기 직후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이 가계
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보다 크게 늘어난 데 기인
◆ 금융위기 이후 미국 가계소득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
o 부의 효과(wealth effects)가 축소되는 가운데 은행대출 심사 강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소비는 소득 상황에 좌우될 가능성이 증대
o 현행 제도하에서 Entitlements 지출 등 이전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축소 및 세제 개편
가능성이 있어 순이전소득 확대는 제약될 가능성
o 향후 소득 개선이 부진할 경우 소비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고 이에 따
라 미국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던 과거 금융위
기 이전과는 다른 성장경로를 나타낼 수 있음

1. 검토 배경
□ 미국경제에서 소비는 GDP의 2/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큰
데다 여타 지출항목에 비해 움직임이 안정적*이어서 경기 변동성을 완
화시키는 역할도 함
* GDP 대비 소비의 비중은 2000년 65%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높
아져 2010년 이후 68∼69%에 이름. 또한 소비 증가율은 여타 지출항목의 증가율뿐
만 아니라 GDP증가율보다 변동성이 작음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47호(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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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상승률 및 주요 지출항목 증가율의 변동성1)

GDP
2.6

소비
민간투자
수출
수입
정부지출
2.2
12.6
8.6
8.7
3.2
주 : 1) 1990.1/4∼2013.2/4분기중 전기대비 실질 증가율의 표준편차

□ 이러한 소비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 자금차입 여력 등에도 영향을 받
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이하 ‘가계소득’)에 가장 크게 좌
우되는데 미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금융위기는 가계소득에도
변화를 초래
⇒ 금융위기 이후 미국 가계소득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미국경제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

2. 금융위기 이후 미국 가계소득의 주요 변화
1. 가계소득 동향
□ 가계소득의 전반적인 회복속도는 과거 경기회복기에 비해 크게 느려짐
o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위기 이전(2000.1/4∼08.3/4분기) 연평균 6.0%에서 위
기 이후(2008.4/4∼13.2/4분기)에는 연평균 2.5%로 하락
o 정부이전이출 확대로 GDP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은 위기 직전 72∼
73%에서 위기 직후에는 74∼77%로 2∼4%p 상승
경기저점 대비 가계소득(명목)

GDP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명목)

자료 : BEA

자료 : 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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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소득 구성변화
□ 가계소득 구성항목의 비중 변화를 보면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의 비중이
각각 위기 이전 75%대, 20% 내외에서 위기 이후에는 70%대, 15∼16%로
낮아진 반면 순이전소득은 –10% 내외에서 0% 내외로 크게 높아짐*
* 기타로는 Proprietors' income with inventory valuation and capital consumption
adjustments와 Rental income of persons with capital consumption adjustment가 있음

o 순이전소득이 위기 직후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근로소득의 증가세가 위기 이전 5.0%에서 위기 이후 1.8%로
낮아지고, 재산소득은 6.2% 증가에서 1.8% 감소로 돌아선 데 기인
가계소득의 구성비1) 변화(명목)

가계소득 구성항목의 증가율(명목)1)
00.1/4~
08.3/4
6.0

08.4/4~
13.2/4
2.5

근로소득

5.0

1.8

재산소득

6.2

-1.8

-

-

5.0

8.4

가계소득

순 이전소득
기타
주 : 1) 가계소득 대비 자료 : BEA

주 : 1) 연율(%)

자료 : BEA

□ 근로소득은 민간기업 및 정부 임금, 고용주 기여금의 증가율이 모두 낮
아지면서 증가세가 둔화됨
근로소득의 구성비1) 변화(명목)

근로소득 구성항목의 증가율(명목)1)
00.1/4~
08.3/4
5.0
4.5
5.7
6.1

주 : 1) 가계소득 대비 자료 : BEA

08.4/4~
13.2/4
1.8
1.9
0.8
2.2

근로소득
민간기업 임금
정부 임금
고용주 기여금2)
주 : 1) 연율(%)
2) 고용주가 지불하는 근로자연금
및 건강 보험료 등
자료 : BEA

o 민간기업 임금의 변동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금융위기를 전
후로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으며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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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금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인건비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가운데 연방정부의 경우 국방비의 증가세가 더 큰 폭으로 낮아짐
― 고용주 기여금은 연금 및 건강 보험료의 증가세가 모두 상당폭 둔
화되었으나 실업보험료는 증가율에 큰 변화가 없었음
민간기업 임금 증가율(명목)1) 정부 인건비 증가율(명목)1) 고용주 기여금 증가율(명목)1)
00.1/4~
08.3/4

08.4/4~
13.2/4

민간기업

4.5

1.9

제조업

1.8

-0.2

서비스업

4.7

2.5

주 : 1) 연율(%)

정부 임금
정부 인건비
연방정부
국방비
비국방비
지방정부

00.1/4~0 08.4/4~1
00~08 09~12
8.3/4
3.2/4
5.7
0.8
고용주 기여금
5.5
2.2
6.5
1.6
연금보험료 등 4.9
1.6
8.2
3.1
8.8
2.8
건강보험료
6.8
2.6
7.1
3.6
실업보험료 등 3.7
3.3
6.0
1.1

주 : 1) 연율(%)

주 : 1) 연율(%)

o 이처럼 근로소득의 증가가 부진한 것은 취업자수, 1인당 시간당 임금
(이하 ‘단위임금’) 등 노동시장 개선이 미흡한 데 기인
― 노동시장은 최근 실업률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취업자수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위임금 상승률 등 일부 지
표가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그간 개선된 주요지표들도 금융
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취업자수가 위기 이전을 하회하는 가운데 실업률 하락은 취업자수
증가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적 요인 등에 의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에도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 이관교(2013) “최근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참조

취업자수 및 증감(전월대비)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BLS

자료 : 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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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임금 상승률이 2% 내외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저
임금의 임시직 근로자 비율도 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후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
임시직 근로자 비중1)

단위 임금 및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주 : 1) 전체 취업자수 대비 임시직 근로자수

자료 : BLS

□ 재산소득의 감소 전환은 저금리 지속으로 가계의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기업의 사내유보 증가로 배당수입도 감소한 데 기인
재산소득의 구성비1) 변화(명목)

주 : 1) 가계소득 대비

재산소득 구성항목의 증가율(명목)1)

자료 : BEA

재산소득

00.1/4~
08.3/4
6.2

08.4/4~
13.2/4
-1.8

이자

4.1

-2.4

(순수취 기준)

3.9

-2.1

배당

10.9

-0.8

주 : 1) 연율(%)

자료 : BEA

o 가계의 금융자산은 디레버리징(실물자산 및 금융부채 축소)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후 꾸준히 늘어났으나 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
가계의 금융 자산 및 부채

미국 국채금리(10년물)

자료 : FRB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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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의 세후순이익은 가계 근로소득과 달리 위기 직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으나 주주에 대한 배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횡보
기업 세후순이익과 가계 근로소득

기업의 세후순이익과 배당

자료 : BEA

자료 : BEA

□ 순이전소득의 큰 폭 증가는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이 위기 직후 빠르
게 늘어난 반면 가계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지급의 증가세는 낮아진
데 따름
o 금년초 세제 개편으로 가계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어난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말까지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소득세 지급
은 위기 이전 5.1% 증가에서 위기 이후 0.5% 감소로 전환되었고 사회
보험료 지급도 동 기간 증가세가 3.0%에서 1.8%로 낮아짐
순이전소득의 구성비1) 변화(명목)

주 : 1) 가계소득 대비

자료 : BEA

순이전소득 구성항목별 증가율(명목)1)
00.1/4~
08.3/4

08.4/4~
13.2/4

순 이전소득

-

-

이전수입

8.0

5.6( 5.8)

(-)소득세 등

5.1

2.2(-0.5)

(-)사회보험료

3.0

3.1( 1.8)

주 : 1) 연율(%)
2) ( )내는 08.4/4~12.4/4 기준

o 이전수입에서는 Social Security, Medicare, Medicaid 등 Entitlements 지
출이 모두 금융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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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itlements 지출은 관련 법률에 의거 정부가 특정 수혜자격을 충
족하는 모든 대상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 지출
(Mandatory Spending)로서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지출규모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인구구성(Demographic) 변화에 따라 수혜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속성이 있음*
* 이관교(2013) “미국의 Entitlements 지출 현황과 제도개혁 관련 논란” 참조

이전수입의 구성비 변화(명목)1)

이전수입 구성항목의 증가율(명목)1)

이전수입
Social Security
Medicare
Medicaid
기타
주 : 1) 가계소득 대비 자료 : BEA

주 : 1) 연율(%)

00.1/4~
08.3/4
8.0
6.2
10.8
7.7
8.2

08.4/4~
13.2/4
5.6
5.8
4.9
4.8
6.5

자료 : BEA

3. 가계소득 분배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격차가 위기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
지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초고소득층과 여타 계층과의 격차도 더
욱 커짐
o 초고소득층(소득분위 95%) 및 고소득층(80%) 소득의 저소득층(20%) 및 중
소득층(50%) 소득 대비 배율이 모두 꾸준히 상승
소득계층별 소득1)

고소득층의 중·저소득층 대비 소득1) 배율

주 : 1) 중간값 기준

자료 : C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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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부의 효과(wealth effects)가 축소되는 가운데 은행대출 심사 강화 등이 예
상됨에 따라 향후 소비는 소득 상황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짐
o 향후 주택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로 연결
되는 부의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평가
― 이는 소비성향이 높은 중소득층 이하 가계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조
건이 금융위기 이후 엄격해진 데다 동 계층의 자산이 금융위기 이
후 더 빠른 속도로 축소된 데 기인*
* 노진영·장석환(2013), “미국 경제의 성장모멘텀에 대한 평가” 참조

소득계층별 자산 및 부채 보유1) 금액(2010년)

소득계층별 자산보유1) 금액(2010년)

(천달러)

자산
부채
15.2(-38.2) 10.1( 7.4)
75.5(-15.2) 20.2( 6.9)
159.8(-16.9) 61.4( 7.5)
267.0(-25.8) 106.6( -8.7)
448.4(-24.5) 163.8(-14.2)
1,486.7( 4.5) 267.2( 8.5)
187.2(-19.3) 70.7( 0.1)

~20%
20~40%
40~60%
60~80%
80~90%
90%~
전체
주 : 1) 자산(부채) 보유가계 기준
2) ( )내는 2007년 대비 증감률(%)
자료 : FRB

(천달러)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20%
1.1(-38.9) 23.6(-43.7) [70.4]
20~40%
5.2(-28.8) 74.3( -8.2) [64.4]
40~60%
17.1(-14.1) 131.2( -9.9) [62.8]
60~80%
39.5(-37.2) 198.3(-23.1) [64.9]
80~90% 120.2(-12.9) 311.1(-17.5) [66.1]
90%~
550.8( 30.0) 756.4( -9.7) [52.2]
전체
21.5(-28.8) 154.6(-16.8) [62.6]
주 : 1) 금융(비금융) 자산 보유가계 기준
2) ( ) 내는 2007년 대비 증감률(%)
3) [ ] 내는 비금융자산중 주택자산 비중(%)

o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었던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연준의 양적완화 등
계속된 금융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 강화 및 은행들의 경영
합리화 추구 등으로 뚜렷하게 완화되지 않고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 Entitlements 지출 등 이전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축소 및 세제 개편 압력이 잠
재되어 있어 향후 순이전소득 확대가 제약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이관교(2013), “미국의 Entitlements 지출 현황과 제도개혁 관련 논란” 참조

o 의회예산국(CBO)은 중장기 재정전망 발표시마다 현재 예상되는 재정적
자 및 정부부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정부 및 의회의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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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소득세율이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실효소득세율도 OECD
국가중 평균 이하여서 소득세율 인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
□ 향후 소득 개선이 부진할 경우 소비 회복세를 둔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국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던 과거 금융
위기 이전과는 다른 성장경로를 나타낼 수 있음
o 가계소득의 주 원천인 근로소득의 부진에 취업자수 및 단위 임금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노동시장의 개선세가 주춤하고
가계의 향후 소득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점에 유의할 필요
― 월가에서는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여전히 높
아 유휴인력이 풍부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당분간 단위 임금의 상
승폭이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
1년후 소득증가 기대치(중간값)

주요 기관들의 미국 GDP갭 추정치
2013년 미국 GDP갭
CBO

5.6%

IMF

4.0%

OECD

3.6%

자료 : Univ. of Michigan

□ 향후 소득계층간 소득격차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큼
o 금융위기 과정에서 학력별 실업률 및 취업 격차가 커졌는데 이는 소
득계층별 근로소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
학력별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 %)

학력별 실업률

자료 : BLS

자료 : 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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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기 이후 금융자산 보유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향후 재산
소득이 고소득층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
금융자산 보유 가계의
비중1) 및 금액 변화(2008~10년)
채권
주식
수익증권

비중1)(%p)
0.0
-2.8
-2.7

금액(%)
63.5
12.4
36.3

주식 직접보유 가계의
주식 보유량(%)
2007
2010

1개
36.4
29.2

2~9개 10개~ 전체
47.6
16.0 100.0
53.0
17.8 100.0

주 : 1) 가계수 기준으로서 비중 x%는 100가구중 x가구가 해당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자료 : FRB

o 한편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제 개편 또는 Entitlements 제
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계층별 소득격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저소득층은 정부 이전수입에 힘입어 위기 이후 자산 감소가 두드러
지고 부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늘어났는데 향후 이전
수입이 줄어들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됨
소득계층별 소득 원천(2010년)

소득계층별 가계 자산1), 부채1), 소득
변화(2008~10년)

주 : 1) 자산(부채)을 보유한 가계 기준

자료 : BLS, F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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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실업보험제도 개편논의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유재현 워싱턴주재원 과장
◆ 최근 미국 의회는 경기회복세 부진에 대응하여 도입한 실업보험관
련 2개의 한시적 특별 프로그램*의 종료시한을 2개월 연장
* EUC(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 26주 이상 장기 실업
자들에게 실업보험금 수혜기간을 34~53주 연장
** EB(Extended Benefits) : 기존 실업보험 및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실업보험
금 수혜기간을 13주 또는 20주 연장

◆ 최근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악화를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들의 존폐 여부가 2012년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중 하나로 부각
◆ 민주당ㆍ진보진영은 특별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실업자 생활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보험 지급기간 연장은 필수불가결
하다고 주장
◆ 공화당ㆍ보수진영은 실업률이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도덕해이
등을 고려할 때 특별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 최근의 실업보험금 지급기간 연장과 관련한 논란은 그 경제적 효
과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여·야간 정치적 주도권 확보
경쟁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향후 실업보험금 지급기간은 분기단위
정도로 조금씩(in dribs and drabs) 연장될 전망

1. 논의 배경
□ 미국 의회*는 2011.12.22일 실업보험금의 최대지급기간을 99주로 확대한
현행 2개 특별 프로그램(EB 및 EUC)의 종료시한을 2개월 연장(2011년 말
→ 2012. 2월 말)
* 2011년 중 재정정책 전 분야에 걸쳐 대립했던 민주·공화당이 연말에 임박해서야
급박하게 타결한 점에 비추어 세원확보 등 별도의 대책에 대한 고려 없이 미봉책
으로 해결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5호(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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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6개월(26주) 이상 장기 실업자중 300만명이 주당 평균 275 달
러의 보험금을 2월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이후는 불확실
한 상황
o 공화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는 3.6일(Super Tuesday, 중·동부 10개 주
에서 대선후보 경선)까지는 하원 내 공화당 강경파들이 당론을 주도할 것
으로 보여 그 이전까지는 민주ㆍ공화당 간 실업보험금 지급기간 재연
장 논의의 결과를 예측하기 곤란
⇒ 2012 회계연도 재정정책방향 결정 및 대선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보험제도 개편에 관하여 주요 논의내용, 전망, 경제적 효
과 등을 점검

2. 실업보험제도 개편 논의의 주요 내용
1. 경과
□ 2008년 미 정부는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는 데 대응하여 상시적 실업보험
제도(최장 26주까지 보험금 지급)* 이외에 2개의 한시적 특별 프로그램을 추가
* <참고> ｢미국의 실업보험제도｣ 참조

o 긴급지원 프로그램(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EUC)은 2008.6월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되었으며, 26주 이상 장기 실업자의 실업보험금
수혜기간을 34∼53주 연장하는 것이 골자임
― 전국 실업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연방정부가 일단 34주까지 실
업보험금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주별 실업률 수준에 따라 최대 53주
까지 지원
o 특별연장 프로그램(Extended Benefits, EB)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9.2월 전방위적인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실
업보험 및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실업보험금 수혜기간을 13주 또는 20
주 연장하는 것임
― 동 프로그램은 1970년(닉슨 행정부) 도입*된 이래 1990년대까지 4차례
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영
* 1970년 동 프로그램 도입 초기에는 전국 실업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동 프
로그램이 자동 발동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전국이 아닌 각 주의 실업률 수준
에 따라 발동

- 136 -

― 종래에는 연방 및 주정부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한 반면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의 프로그램(5차)은 주정부의 재정사정 악화를 감안하
여 연방정부만 비용을 부담
현재 실시 중인 실업보험관련 특별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명 및 운영 기준
긴급지원(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EUC)
실업률 6.0% 미만
6.0% 이상 8.5% 미만
8.5% 이상
특별연장(Extended Benefits, EB)
실업률 6.5% 이상 8.0% 미만
8.0% 이상

추가 수혜기간
34주
47주
53주
13주
20주

□ 긴급지원･특별연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연방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일부 주 정부에서도 실업 증대로 인한 기존 실업보험기금의 고
갈로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실업보험금 지급이 중대한
재정악화 요인으로 대두
o 2010년 이후 34개 주에서 실업보험기금의 고갈을 경험하였으며 2011.9
월말 현재 27개 주가 총 373억 달러의 연방정부 차입금을 미상환*
* Henchman(2011) 참조

실업보험기금 준비금 잔액

자료: 미 노동부. Henchman(2011)에서 재인용

o 일부에서는 연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차입금 이자부담과 이로 인한
주세(州稅) 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실업보험제도가 경기를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지적(주로 보수진영)
― 이런 맥락에서 2011년 중 6개 주는 기존 실업보험제도를 개정하여
최대 26주인 실업보험금 지급기간을 단축*
* 미주리･사우스캐롤라이나･미시간(20주), 플로리다(23주), 일리노이･아리조나(25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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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발생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긴급지원, 특별연장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
가 전국적 이슈로 부각
o 공화당 대통령 시절 도입된 이들 프로그램을 민주당이 유지하고 공화
당은 중단하려는 상황은 제도의 취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
2. 양 당의 주장
(민주당･진보진영의 입장)
□ 민주당･진보진영에서는 현 경제여건 하에서 실업보험금 지급기간 연장
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
o 일부 주에서는 기존 실업보험제도의 수혜조건과 기간을 축소했기 때
문에 현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실업자의 생활이 종전보다도 더 열악해
질 수 있음
― 실업자의 43%인 569만명(2011.11월 기준, 계절조정)이 27주 이상 실직상
태인 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 소비만 위축되는 것
이 아니라 한계계층의 생존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우려
― 2012.2월말 2개 특별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즉각 180만 명(전체 실업자
*
의 13%)이 생계가 끊기는 타격을 받을 전망
* CBPP(2011) 추정. EUC 수혜자 70만 명, EB 수혜자 65만 명 및 조만간 실업기
간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이 확실한 43만 명 등

2011년중 실업보험금 지급 실적
최장
기간
60주
71주
73주
77주
79주
86주
93주
99주

보험적용
실업률 수준
6% 미만
6%～8.5%
6%～8.5%
8.5% 이상
8.5% 이상
6.5%～8.0%
8%～8.5%
8.5% 이상

기존 보험
(UI)
26주
25주
26주
20주
26주
26주
26주
26주

긴급지원
(EUC)
34주
45주
47주
40주
53주
47주
47주
53주

특별연장
(EB)
－
－
－
16주
－
13주
20주
20주

해당 주ㆍ
자치령(개)
7
1*
8*
2*
4
7
5
22*

주：일부 주(*)의 실업보험제도 개정으로 중복 계산
자료：CBPP, “POLICY BASICS: How Many Weeks of Unemployment
Compensation Are Available?”, 2011.12.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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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더욱이 현 프로그램들은 직업교육, 가정사정과 연계되어 집행되므로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도덕해이 문제는 크지 않다는 입장
(공화당ㆍ보수진영의 입장)
□ 공화당･보수진영에서는 전례없는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실업률
은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특별 프로그램을 더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
o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하락이 더딘 이유도 전례없는 실업보
험금 지급기간 연장(최대 26주 → 99주)으로 인해 구직기간이 길어졌기
때문*(도덕해이)이라는 입장을 견지
* Barro(2010)에 따르면, 실업 보험금 지급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실업률
이 9.5%에서 6.8%로 하락. Schmieder(2011)도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통계를 이용
하여 실업보험제도의 역기능을 실증분석

o 또한 경기침체기 종료(2009.2/4분기)가 확인된 이후에도 3년 이상 특별
대책들을 유지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생각
특별 실업보험 프로그램
운영과 실업률

실업보험이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12개월 및 18개월 보험금 지급시
survivor function1))

* 실선은 긴급 실업보험 프로그램 실행시, 점
선은 동 프로그램 미실행·종료시를 표시
자료: Shaw, Hannah and Chad Stone(2011)

주：1) 12개월 및 18개월의 실업보험금을 받
는 실업자가 일정 기간(횡축) 이후에
도 계속 실업상태에 있을 확률(종축)
자료：Schmieder 외(2011)

3. 평가 및 전망
1. 평가
□ 실업자 구제를 위한 현행 프로그램들에 관한 민주･공화당 간 큰 견해
차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론과 우선순위의 차이에서 비롯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양 당의 정치철학에 기인
- 139 -

o 현 상황에서 실업보험금 지급기간 연장으로 인한 재정수지 부담*은 크
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현 프로그램하에서 50주 이상 실업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는 22개 주에 불과한 실정

― 현행 프로그램들이 1년간 지속되더라도 연방정부 재정수지 부담은
500억 달러* 미만이며 동 금액이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
히 미미
* 주당 275달러 × 52주 × 300만명(2011년말 수혜자수)

o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하에서의 한시적 프로그램들은 연방정부 단독으
로 재원부담과 수혜기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재정적자 문제를 떠나
공화당･보수진영이 매우 부정적*
* 2011년 중 6개 주에서 기존 실업보험제도에 의한 최대지급기간(26주)을 단축한
것도 주정부 재정사정이 나쁘다는 점과 함께 2개 한시적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
문제 해결에 있어 연방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점에 대한 반감이 작용(5개 주 주
지사가 공화당원)

― 연방정부･주정부 간 협업형태를 유지하는 기존의 실업보험제도는
1930년대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감안하여 조정된 것이므로 양 당의
견해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
→ 실업보험금 지급기간 연장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
□ 한편 현행 프로그램에 관한 민주･공화당의 주장은 양쪽 모두 다소 과
장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2009.2월 시작된 경기부양조치중 세금감면 및 의료지원 부분은 2010.6
월 종료되었는데, 당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었다*
는 점에서 현행 특별 프로그램도 중단시 당사자들의 충격이 크지 않
을 전망
* 2009.2월 이전에는 주당 275달러의 실업보험금을 받던 계층이 2009.2월부터 경기
부양법에 따른 실업보험금 지급기간 연장(+138달러), 저소득층 소득 면세(+170달
러), 의료보험 중복수혜(+10달러) 등으로 주당 477달러의 실질소득 보전을 경험.
이후 2010.6월부터는 동 보전액이 275달러로 축소(Mulligan, “The Biggest Cut in
Unemployment Benefits”, New York Times 2011.12.28일자)

― 실업보험금 신청자 수가 2010년 상반기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는 점도 “현행 프로그램 중단 시 장기 실업자들의 타격은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라는 민주당 주장과 배치
- 140 -

실업보험금 신청자 수

자료: 미 노동부

o 또한 실업보험제도가 구직기간을 연장시켜 실업률의 상승요인으로 작
용하지만 그 효과는 경미*하다는 점에서 공화당·보수진영이 제기하는
실업자의 도덕해이도 다소 과장
*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Valletta(2010)에 따르면, 실업보험제도의 실업률 상승효과
는 0.4%p 정도임(Barro 교수의 2.6%p와 큰 차이). Rothstein(2011)은 동 효과를
0.3%p로 분석하였으나, 대부분의 경기불황에서는 동 효과보다 수요위축으로 인
한 실업률 상승이 훨씬 크다는 점을 지적

― 현재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구직 경쟁이 크기 때문에 빈 일자리는
항상 빠르게 채워진다는 점을 볼 때도 실업자의 도덕해이를 문제삼
기는 곤란한 상황*
* Elmendorf(2011) 의회 증언. Henchman(2011)도 미국 각 주의 평균 실업보험금
지급기간과 실업률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실업보험금 지급기
간 연장이 반드시 실업률을 높이지 않는다고 주장

빈 일자리 당 실업자 비율

자료：Henchman(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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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망
□ 실업보험금 지급기간 연장 문제는 2012년 초에도 민주․공화당간 일차적
쟁점사항으로 거론*되겠으나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유인에 의해 주
도되면서 분기단위 정도로 조금씩(in dribs and drabs) 연장될 전망
* “Political Struggle in Congress Delayed, Not Resolved”, New York Times지 기
사(2011.12.26일)

o 2012년중 실업률 동향에 따라 실업보험금 지급기간이 조금씩 연장되
지만 공화당의 요구를 반영, 수혜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점차 축소되어 프로그램이 자동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전망
* 공화당은 실업보험과 의료보험(Medicare, Medicaid)의 중복수혜 제한, 실업보험금
수령자에 대한 음주규제, 직업교육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

□ 한편 2012.2/4분기 이후 양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실업보험제도의 근
본적인 개혁이 거론될 가능성
o 1930년대 도입된 실업보험제도의 역기능*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많아
양당 모두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
* 2008년 대선 당시에는 기존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오바마 후보가 선제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취임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 특히 Brookings 연구소 등 보수적 싱크탱크들은 실업보험제도를 축
소하는 대신 직업교육 강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
* Feldstein(2005)은 실업보험저축예금(Unemployed Insurance Savings Accounts)을
통해 정부가 일정 자격을 갖는 근로자 전원의 저축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하
는 것이 실직시 불필요한 소비 억제와 구직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 실업보험제도에 있어 연방정부의 독주를 거부하는 공화당이 환경부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등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기능 및
조직 개편과 함께 현행 실업관련 프로그램 등의 개혁 문제를 선제적
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큼
* 공화당은 환경에 관한 연방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며 대
폭적인 예산삭감과 조직축소를 주장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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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의 실업보험제도
□ 미국의 실업보험제도는 실업률이 25%를 상회하던 1932년 위스컨
신 주에서 실시한 것이 효시이나,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
의 일환으로 제정한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실업
보험이 포함된 것이 전국적 실업보험제도의 출발
o 동 법은 실업보험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소득보전, 의료보험 강제
적용, 최저임금 설정 등 전방위적인 복지서비스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데 당시 전례 없는 연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반대하는 보수
층의 이의제기에 따라 일부 조항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음
□ 이에 따라 1939년 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현재는
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급여지
급･소득에 비례하는 실업보험세(Unemployment Insurance Tax)를
연방 및 주정부에 각각 납입하되,
② 실업보험세를 재원으로 하는 실업보험기금의 관리와 보험금
지급은 주정부가 담당하고,
③ 연방정부는 실업보험세와 기타 세원을 바탕으로 주정부를 상
대로 실업보험 프로그램 운영경비를 보전하거나 필요시 실업
보험금 대출만을 담당(즉, federal-state insurance system)
o 한 분기에 1,500 달러 이상을 급여로 지급하거나 종업원을 일년에
20주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실업보험세 납세대상(사실상 모든 고용주)
o 실업보험세를 납부한 실업자는 최장 26주까지 직전 급여의 50%
이상(근로 여건에 따라 상이)을 보험금으로 받을 권리를 보유(실업보
험 지급대상 판단기준의 하나인 정년(retirement age)은 제도도입 당시 65세
였다가 1960년 67세로 상향 조정)

□ 실업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납세기준과 수혜자격 등은
주정부가 결정하며 일부 주에서는 최장수혜기간 등을 단축(26주 2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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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기 실업자 증가 원인에 관한 논의*
신현열 뉴욕사무소 차장
◆ 최근 미국의 고용사정이 어느 정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
실업자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지속
◆ 월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구조적 요인에 따른 새로운 균형인지 아니
면 그동안의 경기회복이 완만했던 데 따른 경기순환적 실업의 연장인
지에 대한 논란이 진행중
ㅇ 구조적 원인으로는 ①채용·구직자간 요구기술의 불일치에 따른 job
mismatch의 심화 ②주택매각의 어려움에 따른 지역간 노동 이동성
저하 ③장기 실업자의 이력현상 ④고용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비버
리지 곡선의 우상향 이동 등을 제시
ㅇ 이에 대하여 미 연준과 일부 금융회사들은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아직 충분치 않다고 반박하면서 최근의 높은
장기 실업자 비중은 주로 경기회복속도가 완만한 데 기인한다는 입장
◆ 아직까지는 장기 실업자의 증가가 구조적인 문제이기보다는 경기순환
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판단

1. 검토배경
□ 최근 월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가 종료(2009년
6월)된 지 3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
는 상황이 구조적 요인에 따른 새로운 균형인지, 그동안의 경기회복이
완만했던 데 따른 경기순환적 실업의 연장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
o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 하락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특히 장
기 실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현상이 미국 고용시장의 구
조적 변화에 기인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
o 이에 대하여 미 연준과 일부 금융회사들은 미국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아직 충분치 않다고 반박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19호(20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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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 특히 높은 장기 실업자 비중의 원인에 대한 논
란은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의 정당성과도 어느 정도 관련된 매우 중요
한 사안으로 인식
⇒ 미국의 장기 실업자 비중이 높은 현상이 주로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
에 기인하고 있다는 측의 논리와 반대논리를 각각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2. 미국의 장기 실업자 현황
□ 금년 들어 미국의 고용사정이 어느 정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 실업기간과 장기 실업자 비중은 여전히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
o 27주 이상인 장기 실업자 비중은 2010년 중반 45%를 기록한 후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과거의 경기침체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평균 실업기간은 2011년 중반이후 40주 내외를 유지
o 실업률 수준과 실업기간은 대체로 양(＋)의 관계가 있으나 금번 경기침
체기 이후의 평균 실업기간은 현재의 높은 실업률을 고려하더라도 역
사적 평균 수준보다 훨씬 긴 것으로 파악됨
27주 이상의 장기 실업자 비중

실업률과 평균 실업기간

주 : 음영은 경기침체기, 자료 : BLS

□ 고용상태의 전환율*(transition ratio)을 보더라도 최근 경기침체기 이후에는
일단 실업상태로 전환하면 동 실업상태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상
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4개월 연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응답자의 동 4개월내에서 고용상태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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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번 경기침체기를 겪으면서 ‘취업→실업’전환율은 크게 상승한 반면
‘실업→취업’전환율은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실업상태 지속률(‘실업→실업’
지속률)은 급등
취업 → 실업 전환율

실업 → 취업 전환율

실업 → 실업 지속률

주 : 4개월 연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응답자의 동 4개월내에서 고용상태 변화
자료 : FRB of Chicago(2010)

3. 높은 장기 실업률 지속 원인 :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
□ 월가에서는 미국의 장기 실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다는 주장이 꾸
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구조적 요인으로 언급되는 구체적 논리는 다음
과 같음
o ①채용·구직자간 요구기술의 불일치(skill mismatch),
성(geographical immobility) 감소, ③실업수당 수혜기간
기 실업자의 이력현상과 ④이러한 원인들로 인한
화 증거로 고용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비버리지
의 우상향 이동 현상을 제시

②지역간 노동이동
연장 등에 따른 장
고용시장의 구조변
곡선(Beverage curve)

(채용･구직자간 요구 기술의 불일치 심화)
□ 경기회복이 너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그동안 기술 및 경영전
략의 변화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과 구직자의 보유 기술간의 불
일치(skill mismatch) 현상이 심화되면서 실업상태 장기화
□ 실제로 민간의 채용희망 건수(job openings)는 경기침체 종료 시점인
2009.6월에서 금년 2월까지 약 96.2만명이 증가(216.3만명→312.5만명)하였
으나 같은 기간중 새로 채용된 취업자(hires)는 약 42.1만명 증가(365.4만
명→407.5만명)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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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건설업은 채용희망 건수 자체가 매우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제
조업, 유통운수, 교육의료, 레저오락 등 거의 전산업에 걸쳐 채용 건수
증가폭이 채용희망 건수 증가폭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
* 다만, 사업서비스업은 금융위기 이후 법률, 세무, 회계, 컨설팅 등 전문 직종에
대한 신규채용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남

신규채용 의사 및 채용

신규채용 의사 및 채용 증감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JOLTR)

□ 미국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서베이 결과에서도 장기 실업자의 기술 노후화에
따른 job mismatch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NFIB, 2012.3)
* 미국 취업자의 기업규모별 구성(2011년말 기준) :
대기업(상용 근로자<500) : 16.0%, 중기업(50< <499) : 38.7%, 소기업(<49) : 45.3%

o ‘현재의 구직 희망자로 당장 충원할 수 없는 직종이 있다’고 응답한 비
율이 2010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채용공고시 구직 희망자의
자격이 채용기준에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유사한 패턴을 보임
당장 충원할 수 없는 직종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채용기준 대비 구직 희망자의 자격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 NA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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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지역간 이동성 감소)
□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자가보유 근로자의 주택 매각의 어려움(house
lock)으로 미국내 노동의 이동성이 크게 낮아진 점도 실업기간 장기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적
o 미국의 국내 주거이동(internal migration) 인구비율(전체 인구대비)은 2000년
대 중반 14% 수준에서 금융위기 이후 약 12% 수준으로 하락
o Barclays Capital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는 미국내 주요
대도시간 실업률의 차이가 지역간 활발한 노동 이동성 등으로 1.5%
내외(표준편차 기준)를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실업자의 이동성 제약으
로 3%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분석(2011.5.25일)
□ 이는 앞으로도 적정 가격에 주택을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
면 주거 이동 제약에 따른 지역간 job mismatch 현상이 심화되어 실업
기간이 계속 길어질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
미국의 국내 주거이동 인구

주요 대도시간 실업률 차이

자료 : Census Bureau, JPMorgan(2012.3.28), Barclays Capital(2011.5.25)

(장기 실업자의 이력현상(hysteresis))
□ 현재의 높은 장기 실업자 비중은 그 자체가 실업기간 장기화의 원인으
로 작용하여 장기 실업상태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o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체화된 기술의 노후화, 기존 인적 네트워크와
의 관계 약화, 기업의 장기 실업자 채용기피 성향 등으로 다시 취업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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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별 재취업 확률1)

실업기간에 따른 재취업 확률

주 : 실업기간별 실업자 수에서 익월에 채취업에 성공한 취업자 수의 비율
자료 : Bernanke(2012.3.26), FRB of Chicago(2010)

o 실제로 1994∼2007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업기간이 4주
미만인 실업자중 1/3 이상이 다음 월에 재취업하는 데 반해 실업기간
이 27주 이상인 실업자중 다음 월에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1/6 정
도에 불과(Bernanke, 2012.3.26 p.12)
□ 이와 관련하여 실업수당 수혜기간 장기화*에 따른 전직 고소득 실업자
의 저소득 일자리로의 취업 기피현상도 실업기간 장기화 현상의 한 원
인으로 지적
* 일부 주(state)의 경우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최장 99주에 이르며 이러한 혜택은 최
소한 2012년말까지는 유효

o 샌프란스코 지역연준과 필라델피아 지역연준은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
장이 실업자의 직업탐색 노력을 저하시켜 실업률을 각각 0.4~ 0.8%p,
1.2%p 높인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Brooking 연구소에서는 최대 1.8%p
까지 실업률을 높인 것으로 추정
(비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의 우상향 이동)
□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기업의 빈 일
자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 지속
되는 현상은 노동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
o Barlevy(2011)는 미국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2008.9~ 2011.2월
중 비버리지 곡선*이 노동시장의 job mismatch 등으로 유의하게 우상
향 이동하였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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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과 기업의 빈 일자리(job vacancy) 또는 구인자 수간에 존재하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예컨대, 경기가 침체되면 노동수요가 줄어들어 기업의
빈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률은 상승하며 반대로 경기가 상승하면 노동수요가
늘어 기업의 빈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아짐

o 비버리지 곡선의 상방이동을 초래한 구조적 요인으로는 기업의 경영
혁신 및 기술진보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지식습득 속도에
따른 노동시장내의 mismatch 심화 등을 거론
□ 이에 따라 미국의 자연실업률(NAIRU) 수준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상당
폭 높아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
* 의회예산처(CBO)에서는 금융위기 이전의 NAIRU를 5.2%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
며 연준은 장기 평균 실업률(longer-run unemployment rate)을 5.2∼6.0%로 추정

최근의 실업률과 빈 일자리와의 관계

자료 : Yellen(2012.4.11)

금융위기 이후 비버리지 곡선의 변화

자료 : Barlevy(2011)

o Barclays Capital(2011.5.25일)은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업 부진 및 주
거 이동성 제약, 장기실업자의 이력현상 등으로 2013년까지 자연실업
률이 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o 한편 Daly, Hobjin and Valletta(2011)는 최근의 자연실업률이 5.6%~6.9%
인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Barlevy(2011)는 장기균형 실업률이 7.1% 수준
으로 상승했다고 분석

4. 높은 장기 실업률 지속 원인 : 경기순환적 현상
□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따른 실업기간의 장기화 주장에 대하여 미 연준
은 현재로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월가의
일부 금융회사들도 연준의 논리에 동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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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준은 현재의 실업률이 역사적 관점에서 여전히 높고 평균 실업기간
도 상당히 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구조적 요인보다는 경기순
환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
□ 이들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장기 실업자 증가는 전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
□ Yellen(2012.4.11)은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서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이후의 경기회복과정에서도 이들 부문에서 회복이 특히 느리
다면 구조적 실업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
* JPMorgan도 이러한 논리에 동조하는 입장(2012.3.28.)

o 최근 장기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현상은 주택시장 침체에 직접 영향
을 받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산업에 걸쳐 공통
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기회복과정에서 그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도
전산업에서 고르게 발견되고 있음
o 또한 경기회복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채용희망 건수도 특정산
업에 치우치지 않고 전산업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업종별 장기 실업자수1)

채용희망 건수 비율2)

주：1) 실업기간 27주 이상
2) 업종별 취업자 수에서 채용희망 건수(job opening)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JPMorgan(2012.3.28)

□ 또한 구조적으로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면 실업기간이 긴 구직자의 구
직 성공률이 실업기간이 짧은 실업자에 비해 빠르게 하락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구직률 하락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어 최근의 장기 실업자 증가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주로 기인했
다는 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이해(<그림> ‘실업기간별 재취업 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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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지역별 job mismatch에 따른 실업률 상승폭은 크지 않음)
□ Sahin et. al(2011.10)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실업률
상승폭(약 5%p) 중 산업별로 job mismatch에 의해 야기된 실업률 상승폭
은 0.6∼1.7%p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
o 또한 지역간 이동성 제약에 따른 job mismatch가 실업률 상승에 일부
기여했을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
□ JPMorgan도 미국의 주간(inter-state) 이동성은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달
로 전후 계속 낮아져 왔으며 최근의 국내 이동성 감소도 이러한 장기
추세를 크게 벗어난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입장
o Aaronson and Davis(2011.9)는 미국내 주간 주거이동 통계를 이용하여 실
증분석한 결과 최근 경기침체기간중 주택소유주와 세입자의 이동성이
그 이전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으며, 따라서 주택매
각의 어려움을 높은 실업률 지속의 원인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결론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에 따른 실업기간 장기화 논리는 근거가 빈약)
□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은 실업자가 이전 급여수준보다 크게 낮은 실업수
당에 만족하여 동 실업수당 종료까지 구직을 연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업기간 장기화에 대한 직접적 원인은 아님(Becker-Posner Blog, 2011.11.13)
o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체화기술이 퇴화되어 재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사실을 잘 아는 실업자 입장에서는 단기간내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
오히려 더 적극적일 개연성도 있음
o Daniel, Mazumder and Schechter(2010)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실업기
간 장기화의 원인으로 고령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약 50%를,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가 25∼40%,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
의 영향은 10~25%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분석
□ JPMorgan(2012.3.28)은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긴급 실업수당 지급 포함)은
보통 경기침체기에만 시행하는 한시적 제도로서 금번 경기침체기만의
특별한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동 제도가 구조적 실업을 야기하는 원인
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
* 월가에서는 동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이 예정대로 2012년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으며(Goldman Sachs, 2012.4.24) 이렇게 될 경우 최장 실업수당 수혜기간은
현재 99주에서 78주로 줄어들 전망.
99주 = 통상적 실업수당 지급 26주 + 긴급 실업보상지급 53주(emergency
umemployment compensation) + 특별지급 20주(extended benefit)

- 153 -

(비버리지 곡선의 우상향 이동은 경기회복 초기의 일반적 현상)
□ 비버리지 곡선이 최근 우상향 이동한 것을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 증
거로 지적하지만, 이는 경기침체기 직후에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
로서 경기회복이 지속되면서 동 관계는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o 실제로 1973∼1975년 및 1981∼1982년 경기침체기 이후에도 비버리지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 후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었음
― 이러한 현상은 경기회복 초기에는 구직자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빈 일자리가 많아도 구직을 서두르지 않는 성향이 있으
며 기업도 구직자가 많아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더 나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당장 빈 일자리를 채우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연준도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
현재 일시적으로 우상향으로 벗어난 비버리지 곡선이 원래의 곡선상으
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Bernanke(2012.3.26), Yellen(2012.4.11))
o 연준은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일부에서 제기하는 자연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낮게 평가하면서 실업률이 2014년말에는 7% 내외까지 낮아
질 것으로 예상*
* 뉴욕 연준의 Ayşegül Şahin and Christina Patterson(2012.3.28)은 고용속도와 해고
속도의 차이로 실업률을 설명하는 Bathtub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3
년말 실업률이 6%대로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

과거 경기침체기 이후의 비버리지 곡선

자료 : Yellen(20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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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실업률 전망

5. 종합 평가
□ 현재 미국의 장기 실업자 증가현상의 원인을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
로 설명하는 측과 경기순환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측의 논리가 양립
o 연준은 현재의 높은 장기 실업률 문제가 고용시장의 구조변화에서 기
인할 경우 경기회복만으로 해소하기 어렵고 이는 연준의 양적완화정
책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적극
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 다만 월가에서는 장기 실업자의 증가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아
직까지는 경기순환적 현상으로 보는 연준의 시각에 동의하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
o 그러나 Bernanke 연준 의장은 이러한 기본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기회
복속도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실업기간 장기화가 경기적 현상에서
구조적 현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경계(2012.3.26)
□ 이에 따라 연준은 경기진작을 통하여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현재의 완
화적 통화정책 지속의 필요성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예상*
* Bernanke 연준 의장은 전미기업경제협회(NABE) 컨퍼런스(3.26일)에서 최근 실업률
의 예상보다 빠른 하락은 금융위기과정에서의 과도한 고용축소에 대한 일시적인
정상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실업률 하락을 위해서는 좀 더 빠
른 경기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

□ 그러나 완화적 통화정책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장기 실업자가 상당기간
뚜렷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시장의 구조변화 여부 및 완화적
통화정책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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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시장의 동향 및 평가*
이관교 뉴욕사무소 과 장
◆ 최근 노동시장은 취업자수, 실업률 등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꾸준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
o full time 근로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장기실업자수 및 평균
실업기간도 느리지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지표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으며 그간 개선된 핵심지표도
위기이전과 비교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함
o 고용률, 채용률, 이직률 등은 위기시 급락한 후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
고 시간당 임금도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음
o 취업자수는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이 부진하
고 실업률 등도 최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
◆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개선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재정긴축의 영향
이 금년 중반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둔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o 시장에서는 2/4~3/4분기의 GDP성장률이 1%대 후반(1/4분기중 2.4%)
으로 둔화되고 취업자수는 월평균 15만명(금년 1~5월중 월평균 19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

1. 검토 배경
□ 최근 미국의 노동시장은 실업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취업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음
o

연준은

5.1일

FOMC 발표문에서 노동시장이 소폭 개선(some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

improvement)되었으나

□ 그러나 실업률 하락이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
타남에 따라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의 개선정도를 판단하기에 미흡
하다는 의견이 많음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24호(20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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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관련 Yellen 연준부의장은 실업률이 노동시장을 평가하는 데 있
어 가장 우수한 지표이지만 불완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취업자수,
채용률 등 다양한 관련지표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3.4일)
o Dudley 뉴욕연준 총재도 위기이후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경
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여 노동시장 개선은 제한적이라고 평가(5.22일)
□ 한편 연준은 노동시장의 현저한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이 QE 축소
*
(tapering) 개시시점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
는데 노동시장 개선이 계속됨에 따라 이러한 개선이 연준의 QE 축소
개시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버냉키 연준의장은 현행 QE의 축소 개시시점 판단에 있어 노동시장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선(real and sustainable progress in labor market) 여부가 가장 중요하
다고 언급(5.22일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 증언)

o 버냉키는 3.21일 FOMC 기자회견에서 QE 속도조정이 특정 변수만이
아니라 자산매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
져야 하고 편익측면에서는 취업자수, 실업률 뿐만 아니라 고용률, 실
업수당청구권자수, 이직률, 시간당 임금 등 상당한 지표들이 지속적으
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미국 노동시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실업률, 취업자수 등 핵심 양적
고용지표뿐 아니라 여타 질적 지표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 대해 평가

2. 최근 노동시장 동향
1. 취업자수
□ 최근 취업자수는 월평균 20만명 가까이 늘어나* 금융위기 이전 및 2011
년 이후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BLS(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고용통계들간의 괴리에 근거하여 최근의
취업자수 증가가 실제보다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참고> ｢최근 취업자
수 통계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논란｣ 참조

o 이와 같은 증가는 민간부문, 특히 민간서비스업의 취업자수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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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취업자수 증감(천명)

위기 이전과의 비교

자료 : BLS, Citigroup(5.3일)

자료 : BLS

부문별 취업자수 증감(천명)

민간부문의 취업자수 증감(천명)

자료 : BLS

자료 : BLS, Credit Suisse(5.3일)

o 다만 절대 취업자수는 여전히 위기 이전 고점에 상당폭 미치지 못함
― 5월 현재 취업자수는 직전 저점(2010.2월) 대비 632만명 늘어났으나
위기이전 고점(2008.1월)에 비해서는 242만명 가량 낮아 직전 저점
이후의 증가세(월평균 16.2만명 취업자수 증가)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가
정하더라도 15개월이 지난 내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위기 이전 고
점에 이를 수 있음
o 또한 취업자중 아직까지 part time 근로자(35시간 미만)의 비중이 금융위
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
― 다만 part time 근로자수는 정체된 반면 full time 근로자수(35시간 이
상)는 꾸준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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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time 근로자 비율1)

full time 및 part time 근로자수

주 : 1) 전체 취업자수 대비 part time 근로자 비율

자료 : BLS

□ 한편 지난해말 이후 기발표된 취업자수가 익월 취업자수 발표시 상향
조정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JP Morgan(5.24일) 등은 이를 경기상
승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
월별 취업자수 통계의 평균 조정1)폭
(천명)
경기상승기
경기하강기
82~90
91~01
01~07 09~현재 81~82
90~91
01
1차 조정
-7
4
9
12
-40
-16
11
2차 조정
12
19
3
22
17
2
31
합계
5
24
12
33
-23
-15
42
주 : 1) n월초에 처음 발표되는 n-1월의 취업자수는 n+1월, n+2월에 각각 n월,
취업자수가 처음으로 발표될 때마다 기발표된 수치가 조정(revision)됨

08~09
-15
-35
-50
n+1월의

월별 취업자수 통계의 조정(천명)1)

취업자수 수준(천명)

자료 : BLS, Credit Suisse(5.3일)

2.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 실업률은 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존 실업자에 구직단
념자 및 비자발적인 part time 근로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실업
률(U6)도 하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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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월 현재 실업률 및 광의의 실업률은 각각 7.6%, 13.8%를 기록하여 직
전 고점(각각 2009.10월 10.0%, 2007.4월 17.1%)보다 2.4%p, 3.3%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률은 위기 이후 크게
하락한 후 회복되지 못한 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o 5월 현재 경제활동참가율은 63.4%로 직전 고점(2007.1월 66.4%)보다
3.0%p 하락하였으며, 고용률은 직전 고점(2006.12월 63.4%)에서 4%p 이
상 하락한 후 2009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58% 후반에 그치고 있음
실업률 및 광의의 실업률(U6)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자료 : BLS, Credit Suisse(5.3일)

□ 이처럼 고용률이 낮은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이어지는 점에 비추어 실업률 하락은 취업자수 증가뿐 아니라 경제활
동인구의 노동시장 이탈에도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평가됨
o 취업자수(employment)보다 노동력(labor force: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가 더
낮고,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이동한 경우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경우가 더 많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노동력 이동1)

노동력 및 취업자수 증가폭

자료 : BLS, JP Morgan(5.4일)

주 : 1) 실업자에서 취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우
자료 : BLS, Credit Suisse(5.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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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7주 이상 장기실업자는 2011년 이후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
내고 있으며 평균 실업기간도 지난해말 이후 소폭 줄어듦
o 장기실업자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평균 실업기간이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신규로 실직하는 근로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
는 데 따른 것*으로 이는 기업들의 해고(layoff)가 낮은 수준임을 반영
* 신규 실직자가 늘어날 경우 평균 실업기간이 감소하고 반대의 경우 증가

o 그러나 장기실업자수 및 평균 실업기간 모두 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임
장기실업자수 및 평균 실업기간

해고율(layoff rate)

자료 : BLS

자료 : BLS, Goldman Sachs(5.13일)

3. 신규 실업수당청구권자수, 채용률 및 시간당 임금 등
□ 최근 신규 실업수당청구권자수는 기업들의 낮은 해고 수준에 힘입어 꾸
준한 개선세를 나타내는 등 위기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임
신규 실업수당청구권자수
계절조정계열(천명)
원계열(천명)

자료 : BLS

자료 : BLS, Citigroup(5.17일)

□ 그러나 기업들의 채용률(hiring rate)과 근로자들의 이직률(job separations
rate)은 최근에도 거의 변동없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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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년 1∼3월중 평균 채용률과 이직률은 각각 3.2%, 3.1%로 지난해 하
반기와 동일
o 다만 구인율(job openings rate)은 전반적인 개선세가 유지
구인률

채용률 및 이직률

자료 : BLS

□ 한편 근로시간은 위기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반면 시간당 임금 상승
률은 위기이전(3.0∼4.0%)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1.5∼2.0%)을 장기간 지속
주당 평균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상승률

자료 : BLS

3. 종합 평가
◇ 최근 노동시장은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
나, 일부 지표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으며 그간 개선된 핵심지표도
위기이전과 비교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함
◇ 향후 노동시장은 재정긴축의 영향으로 개선 추세가 단기적으로 둔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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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노동시장은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취업자수 증가세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full time 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장기실업자수 및 평균 실업기간도 느리지만
하락 및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o 특히 실업률의 하락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뉴욕연준은 2014년말 실업
률 전망치를 2개월만에 6.7∼7.0%(3.20일)에서 6.5%로 하향 조정(5.23일)
o 한편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적 요인에도 기인
한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세*가 실업률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Goldman Sachs는 2007년말 이후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2.7%p)중
1.5%p는 경기적 요인으로, 1.2%p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5.3일)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요인 구분

전체 인구중 고령자 비중

자료 : Goldman Sachs(5.3일)

자료 : National Research Council

□ 해고율 및 신규 실업수당청구권자수 등 기업 해고지표와 근로시간 등
은 그간 꾸준히 개선되어 거의 위기이전 수준까지 회복
② 그러나 일부 지표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으며 그간 개선된 핵심지표도
위기이전과 비교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함
□ 고용률, 채용률, 이직률 등은 위기 이후 급락한 후 거의 회복되지 못하
였으며 시간당 임금도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후 반등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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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수 증가세는 회복되었으나 절대 취업자수는 금융위기로 크게 줄
어든 부문을 중심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여 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o 금융위기의 타격을 크게 입은 부동산 관련부문, 금융보험업, 자동차를
제외한 제조업, 지방정부 공공부문의 고용회복이 매우 더디게 나타남
(부동산 관련부문)1)

산업별 취업자수 수준(천명)
(금융보험업)

(자동차 제외 제조업)

주 : 1) 건설업, 부동산, 렌탈업 등

(지방정부 공공부문)

자료 : BLS, Credit Suisse(5.3일)

o 다만 이들 부문을 제외한 부문은 꾸준히 취업자수가 늘어나 지난해
초에 이미 위기이전 고점을 넘어섬
기타부문 취업자
취업자수(천명)

전월대비 증감(천명)

주 : 1) 부동산 관련부문, 금융보험업, 자동차 제외 제조업, 지방정부 공공부문 등 제외
자료 : BLS, Credit Suisse(5.3일)

□ 또한 실업률과 광의의 실업률(U6)도 최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임
o 금년 5월 현재 실업률 및 광의의 실업률이 각각 7.6%, 13.8%를 기록하
여 직전 고점(각각 10.0%, 17.1%)보다는 2.4%p, 3.3%p 하락하였으나 위기
이전 평균(2004~2006년중 각각 5.1%, 8.9%)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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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긴축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개선 추세가 단기적으로 둔화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간 고용 확대는 구조적 요인보다는 경기적 요인에 주로 기인
o 민간 최종수요와 취업자수가 매우 유사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채용률 부진이 기업규모 및 산업에 관계없이 나타난 것에 비추어 전
반적인 수요가 고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민간 최종수요 및 취업자수 증가

금융위기 전후 채용률 비교1)
(규모 및 산업별)

자료 : BEA, BLS

주 : 1) 기업규모는 2013.2월, 산업은
2013.3월이 현재(present)임
자료 : BLS, Goldman Sachs(5.13일)

□ 이러한 상황에서 Sequester 등 재정긴축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늦추어질
경우 고용지표의 개선세가 둔화될 가능성
o 시장에서는 대체로 2/4~3/4분기중 GDP성장률이 1%대 후반(1/4분기중
2.4%, 전기대비 연율)으로 둔화되고 취업자수는 월평균 15만명(금년 1~5월
중 월평균 19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
소기업의 경기낙관지수 및 고용계획

자료 :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5.17일)

이직률 구분

자료 : 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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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고용비중이 높은 소규모 기업의 향후 경기전망 및 고용계획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자발적인 이직(quits rate)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소규모 기업 및 근로자들이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불확
실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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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근 취업자수 통계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논란
□ 일부에서는 BLS에서 발표하는 고용통계들간의 괴리에 근거해서 최
근의 취업자수 증가가 실제보다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Goldman Sachs, 5.21일)

o 지난해말부터 기업(수요측면)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고용통계(Establishment
*
Survey)의 취업자수 (일반적으로 공표되는 non-farm payroll)는 꾸준한 증가세
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공급측면)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통계(Household
**
Survey)의 취업자수 는 증가세가 크게 낮아짐
* BLS가 비농가 40만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별, 연령별 등 임금근로자수
및 동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을 조사하는 데 이용
** BLS가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의 현황을 추
가로 조사하며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을 조사하는 데 이용

□ 그러나 Household Survey 취업자수 통계가 기본적으로 높은 변동성
을 지니고 있다는 점(BLS 평가)과 두 통계간 장기추세가 유사하다는
점(Credit Suisse, 5.3일)에서 취업자수 통계의 과대계상 가능성을 판단하
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중론임
Establishment Survey 및 Household Survey의 취업자수 증가폭

자료 : BLS, Credit Suisse(5.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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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이관교 뉴욕사무소 과장
◆ 최근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심화
(capital deepening) 위축 및 경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큼
o 노동생산성을 성장회계(growth accounts)의 측면에서 분석할 경우 2011
년 이후 나타난 낮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대부분 자본심화 위축에 기
인한 것으로 평가
o 경기순환 측면에서 보면 최근의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경기회복기
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mini cycl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월가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으나 자본심화 확대, 노동의 질 개선 등에 힘입어 대체로 향후 미국
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중기적으로 2%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o 자본심화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인 기업투자는 금년 2/4분기중 4.6% 늘
어나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시장에서는 재정정책 불확실성 완화,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 양호한 투자여력 등에 힘입어 내년까지 높은 증가
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o 고학력자의 취업비중이 높아지고 대학진학이 늘어남에 따라 고숙련노
동자 비중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노동의 질이 향후 개선될 전망
o 또한 최근의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경기회복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인 측면도 크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예상대로 지속될 경우 증가세
가 곧 높아질 것으로 평가
o 그러나 2000년대초 미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주도했던 IT 기술혁신
등과 같은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향후에도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는 전망이 엇갈림

1. 검토 배경
□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은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어 경제전체로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및 성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38･39호(20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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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의 경우 달러화 강세 및 세수 증가를 통해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를 개선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o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할 경우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게 되어 금리
인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커짐
□ 최근 들어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가
운데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의 회복속도도 느린 것으로 평가됨
o 2000년대 초중반(2000∼07년중) 2%대 중반을 기록하였던 노동생산성 증
가율(전년동기대비)이 금융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빠르게 높아졌으나 이
후 다시 낮아졌으며 최근에는 지난해 3/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금
년중 0%를 이어감
▪노동생산성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자료 : BLS

12.1/4
1.6

2/4
1.4

3/4
2.0

4/4
0.9

13.1/4
0.0

2/4
0.0

o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시 노동생산성 회복세가 과거 경기회복기와
비교시 느린 것으로 나타남
노동생산성 증가율

자료 : BLS

과거 경기회복기1)와 비교한
최근 경기회복기시 노동생산성 수준

주 : 1) 1974~2001년중 경기회복기 기준
자료 : 노동부, Goldman Sachs

⇒ 최근 미국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170 -

2. 최근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대한 평가
◆ 최근의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심화 위축 및
경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큼
 노동생산성을 성장회계(growth accounts)의 측면에서 분석*할 경우 2011년
이후 나타난 낮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대부분 자본심화 위축에 기인
한 것으로 평가됨
* 성장회계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증가는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 노동의 질(labor
quality) 향상,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로 분해 가능
- 자본심화 : 단위노동당 실질 자본스톡으로서 고용보다 투자가 더 늘어날수록 증가
- 노동의 질 향상 : 교육 및 직업 훈련, 경험 등을 갖춘 숙련노동자가 비숙련노동
자보다 더 늘어날수록 증가
- 총요소생산성 증가 : 자본 심화, 노동의 질 향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노동생산성
의 증가분으로서 IT 등 기술혁신 등에 힘입어 증가

o 자본심화는 투자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를,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전쟁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감가
상각이 안정적임을 고려하면 그간의 자본심화 위축은 투자 부진에 기
인함을 알 수 있음
― 기업투자를 항목별로 보면 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서 지적재산상품
(intellectual property)은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내었고 장비(equipment)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으나 구축물(structure)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음
노동생산성 증가율 분해

항목별 기업투자 수준

자료 : Goldman Sachs

자료 : 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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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순환 측면*에서 보면 최근의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경기회복기
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mini cycl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산출량 증가와 단위노동투입량 증가의 격차로 추산되는 노동생산성 증가는 경기
국면상 산출량 및 단위노동투입량이 변동하는 패턴에 따라 특정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음

o 일반적으로 단위노동투입량 변동이 산출량 변동을 후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경기침체기 진입시 노동생산성이 악화되고 경기회복기
진입시(금융위기 직후) 개선되는 특징을 나타냄
o 이후 경기회복기가 지속됨에 따라(2011년 이후 최근) 단위노동투입량이
산출물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다시금 노동생산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노동생산성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자료 : BLS

GDP 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감률

자료 : BEA, BLS

3. 향후 미국의 노동생산성 전망
◆ 월가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 일부 회의적 시각이
있으나 자본심화 확대, 노동의 질 개선 등에 힘입어 대체로 향후 미국
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1. 주요 부문별 평가
 자본심화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인 기업투자는 금년 2/4분기중 4.6% 늘어
나 전분기 4.6%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시장에서는 재정정책
불확실성 완화,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 양호한 투자여력 등에 힘입어
내년까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참고> ｢향후 미국 기업투자 개선의 주요 요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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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5.8

▪기업투자 증가율(%, 전기비 연율)

2/4
4.5

3/4
0.3

4/4
9.8

13.1/4
-4.6

2/4
4.6

o 월가 투자은행은 대부분 금년 3/4분기 이후 내년말까지 7∼8%의 기업
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 자본스톡은 금년중 1% 후반, 내년
중에는 2% 초반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
― BoA ML는 자본스톡 1%p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0.3%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8.8일)하여 내년중 예상되는 자본스톡 증가는 노동
생산성을 0.7% 가량 높일 것으로 추산
 고학력자의 취업비중이 높아지고 대학진학이 늘어남에 따라 고숙련노
동자 비중 증가가 예상되는 등 향후 노동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o 위기 이후 취업자의 학력을 구분해 보면 고학력자(대졸자)의 증가세는
높은 수준을 지속한 반면 저학력자(고졸 미만)의 증가세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학자금 대출 및 취업상황 악화 등으로 대학등록 학
생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에서 고숙련노동자가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경기회복기시 대졸자의 취업비중은 31%에서 33%로 높아지
고, 고졸 미만의 취업비중은 7.5%에서 6.5%로 하락함
취업자중 학력구분(전년동기대비, %)

자료 : BLS, BoA ML

대학등록 학생수(백만명)

자료 : Credit Suisse

o 또한 일부에서는 그간 job switching이 힘들어 2009∼11년중 노동생산
성이 낮아졌는데 주택 및 고용 시장 회복으로 job switching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
* Mukoyama, Toshihiko, “The Cyclicality of Job-to-Job Transi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Aggregate Productivity,”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2013.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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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경기회복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
인 측면도 크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예상대로 지속될 경우 증가세가 곧
높아질 것으로 평가
o 금년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0%로 낮아진 것은 fiscal drag 등으로
성장세는 둔화되었으나 고용부문에 대한 타격이 예상외로 미미한 것
에도 기인한 바가 크므로 성장세가 다시 확대될 경우 노동생산성도
더불어 개선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2000년대초 미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주도했던 IT 기술혁신 등
과 같은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향후에도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림
o 월가에서는 대체로 2000년대초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견인했던 IT 기술
혁신 뿐만 아니라 여타 혁신에도 힘입어 총요소생산성이 높아질 것으
로 평가하는 분위기
▪노동생산성 증가율(%)
(IT부문의 기여도(%p))
자료 : BoA ML

1974∼95
1.6
0.7

1995∼2004
3.0
1.5

2004∼12
1.6
0.6

― BoA ML 및 McKinsey Global Institute 등은 셰일 가스 및 오일 생산
확대, 로보틱스･빅데이터･3D 등 신기술 산업화, 정부예산 절감으로
인한 교육･의료･공공부문의 효율성 증가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o 그러나 일부에서는 IT제품 가격의 하락세가 크게 둔화된 데 따른 IT제
품에 대한 투자 위축,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증가세가 과
거보다 크게 낮아진 지적재산상품에 대한 투자 부진 등으로 총요소생
산성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JP Morgan, 8.12일)
― 정보처리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투자가 강한 음(-)의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고 지적재산상품 투자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1∼2년
가량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최근의 정보처리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과 지적재산상품 투자 움직임*은 생산성 증가가 쉽
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 특히 국방부문 연구개발로 지적재산상품 투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재정
지출이 향후 재정긴축 지속 예상으로 경제 전체의 지적재산상품 투자에 부정
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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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1)과 투자1)

지적재산상품 투자2)와
노동생산성2)

정부의 지출3)과 지적재산
상품에 대한 투자3)

주 : 1) 8분기 이전 대비 연평균 상승률(%) 및 증가율(%)
2) 10년 이전 대비 연평균 증가율(%)
3)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BEA, BLS, JP Morgan

― 또한 IT제품 및 지적재산상품에 대한 투자 위축은 총요소생산성뿐만
아니라 자본 심화에도 직접적으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2. 향후 노동생산성 전망
□ 월가에서는 대체로 향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중기적으로 2%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Goldman Sachs는 성장회계식을 통해 2012∼17년중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 2.1%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BoA ML도 2% 내외로 전망
* 자본 심화(1.0%p)는 설비투자 및 비주거용 건설투자 전망치를 전제로 전체 자본
서비스를 산출하고 고용량 및 근로시간 전망치를 이용하여 단위 노동력 기준으로
전환
노동의 질 개선(0.1%p)는 근로자 평균연령 및 대학진학률 등의 변화를 전망한 후
회귀식을 이용하여 산출
총요소생산성 증가(1.0%p)는 이동평균치(10년)를 HP filtering 이후 2-stage 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하여 계산

□ 그러나 일부에서는 향후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어렵거나* 기업투자가 회
복세를 이어가지 못해 자본 심화가 둔화되면 노동생산성 증가세 부진
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
* 향후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JP Morgan은 2013∼17년중 노동생
산성 증가율을 1.25%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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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향후 미국 기업투자 개선의 주요 요인

① 재정정책 불확실성 완화
□ 지난해말의 fiscal cliff 우려가 금년초 양당간 합의(1.3일)로 제거된 데
다 Sequester가 예정대로 실시(3.1일)됨에 따라 재정정책과 관련한 불
확실성이 크게 줄어듦
□ 금년중 2014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마련 및 정부채무한도 상향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시장에서는 각각 9월말 이전 및 9∼11월경 양당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o 양당간 재정관련 갈등이 극심했던 지난해에도 직전 회계연도와 동
일한 규모의 잠정지출안(continuing resolution)으로 예산안이 마련된 전
례가 있어 금년에도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잠정지출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
o 정부채무한도 상향조정의 경우 양당 모두 합의 실패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결국에는 소폭 상승으로 합의될 것으로 보임
②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
□ 주택경기의 회복 및 고용사정의 개선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가계순자산 증가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도 소비
에 긍정적으로 작용
o 주택시장은 모기지금리 상승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주택
수요가 양호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높아 회복세
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
o 고용사정은 최근 회복속도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민
간부문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꾸준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o 또한 금년초(1/4분기) 가계순자산이 주식 및 주택 가격 상승에 힘입
어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섬*에 따라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1/4분기 가계순자산은 직전분기보다 2.3조달러 늘어난 69.6조달러로 위기 이
전 최고수준(68.1조달러)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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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20대 도시 평균 주택가격

취업자수 및 실업률

자료 : S&P

자료 : BLS

③ 양호한 투자여력
□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으며 은행들의 기
업대출에 대한 태도 및 스프레드도 우호적이어서 기업들의 투자여력
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o 기업부문의 세후 순이익(GDP 대비 비율)이 2010년 이후 매우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고, 비금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빠르게 늘어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간의 차이(절대값 기준)
가 2011년 들어 1조달러(2000∼07년 평균 1.1조달러)를 하회하기 시작하
였으며 최근에도 그 차이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음
기업부문의 세후 순이익

비금융기업의 금융 자산 및 부채

(GDP 대비 비중, %)

자료 : BEA, Goldman Sachs

자료 : FRB

o 연준이 은행들의 대출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대
출태도의 완화 및 대출 스프레드의 축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들어 그 정도가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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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미국 실업률의 변동요인 분석*
장석환 선진경제팀 조사역
◆ 미국의 고용사정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속도는 과거 회복
기에 비해 느린 편인데, 이는 경기요인뿐 아니라 경기외적인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
o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GDP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 등은 금융위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기 및 고용 회복패턴
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o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의 노동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나 노동수
급의 기술 불일치 심화, 장기실업의 고착화,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등 경기외적인 요인이 실업률 하락을 제약하
고 있다는 견해도 일부에서는 제기
◆ 고용사정 회복속도가 느려진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은닉인자모형
(unobserved component model)을 이용해 실업률 변동을 경기요인 및 경
기외적인 요인으로 분해
o 분석결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기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연실업률
이 상승(위기 이전 5.4% → 위기 이후 6.2%)하였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실업률 상승이 상당부분 경기요인에 의해 초래
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정결과는 향후 성장 모멘텀 강화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
어야만 고용사정 개선속도도 가속될 수 있음을 시사
o 이는 미 연준이 제시해 왔던 금융위기 이후 고용사정 악화가 주로 경
기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양적완화정책을 상당 기간 견지함으로써
경기회복기반 강화를 통해 고용사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와 부합
o 한편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정책 불확실성이 실업률을 일부 상승시킨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고용사정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긴요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44호(2013.10.31), 국제경제분석 제2013-8호(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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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미국의 고용사정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2009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
o 실업률이 2009.10월 10%까지 높아진 후 점차 하락하여 2013.9월에는
7.2%를 기록(2008.12월 7.3% 이후 가장 낮은 수준)
o 금년 들어 월평균 비농업부문취업자수 증가폭은 17.8만명(1∼9월 평균)으
로 2010∼12년의 14.8만명을 상당폭 상회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고용사정은 과거 경기회복기에 비해 상당히 느
린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바,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든지 4년이 지났
지만 실업률을 포함한 주요 고용지표들이 위기 이전의 수준에 미달
* 전미경제조사국(NBER)이 발표한 공식적인 경기순환저점 : 2009.6월

o 실업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위기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
이며, 취업자수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 과거 회복기(1970∼2007년중 6번)의 경험을 보면, 취업자수는 경기순환
저점에서 약 1년후에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실업률 및 취업자수

경기회복기별 취업자수

자료 : 미 노동부

자료 : 미 노동부

o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등 고용지표도 크게 악화된 뒤 개선이 상
대적으로 미흡
— 경제활동참가율이 경기요인 이외에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고용률도 2010년 수준에서 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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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금융위기 이전 10%대 후반에 머물던 장기실업자(실업기간 27주
이상) 비중이 큰 폭 상승하여 최근 들어서도 40% 내외의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시직 비중도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장기실업자 및 임시직 비중

자료 : 미 노동부

자료 : 미 노동부

□ 이에 대해 정책당국 및 학계 등에서는 고용사정이 과거 회복기보다 느
린 속도로 개선되는 이유가 경기요인 또는 경기외적인 요인*에 기인하
고 있는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
* 일부에서는 실업률이 종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에 비추어 새로운 균
형에 진입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

o 경기요인을 강조하는 측은 경기회복이 가속되는 과정에서 고용사정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Kocherlakota
(2010) 등은 노동시장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상당기간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
o 특히 경기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연실업률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으
로 상승한 경우 정책당국이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주요 판단기
준으로 활용할 필요성 증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고용사정 흐름을 대변하는 실업률에
초점을 맞추어 변동요인을 경기요인과 경기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자연실업률을 추정한 이후 실업률에 대해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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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률의 변동 요인
1. 경기 요인
□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면 이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실업률이 상승
o 금융위기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하였다
가 완만하게 회복되고는 있으나 GDP갭이 마이너스를 지속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도
소매업을 중심으로 매우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함에 따라 실업률도
10%까지 높아졌다가 점차 하락
GDP성장률 및 GDP갭률

자료 : 미 상무부, CBO

산업별 취업자수

자료 : 미 노동부

실업률

자료 : 미 노동부

□ 연준 등은 금융위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기 및 고용의 회복패턴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실업률 하락이
과거에 비해 더딘 것은 경기 회복세가 완만한 데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경기침체 기간중 대부분의 업종 및 지역에 걸쳐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underemployment) 임시직 비중이 늘어난 점을 강
조하면서 산업별･지역별 고용증감의 분포(dispersion)가 이전과 다르지
않아 구조 변화로 보기는 곤란
o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주택시장 침체로 큰 폭 감소한 뒤 최근 시
장이 호전되는 가운데 주택착공이 제한적인 수준으로 늘고 있어 고용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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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임시직 비중

자료 : 미 노동부

주택착공호수 및 건설자재생산

자료 : 미 연준, 상무부

2. 경기외적인 요인
□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는 경기외적인 요인들이 고용사정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
o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동수요 확대로 구인자수가 늘어나면 실업률은
낮아지는데,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기에 진입한 가운데 구인자수
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낮아지면서 여전
히 높은 수준을 유지
— 2009년 중반 이후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이 점진적으로 상향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경기회복의 정도가 같다 하
더라도 기업의 노동수요가 실제 구인으로 이어지는 연계 고리가 과
거에 비해 약화되었음을 시사
* 실업률과 기업의 구인자수 또는 빈 일자리(job openings)간에 존재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포착.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되면 노동수요가 줄어 기업의 구인자
수가 감소하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반대로 경기가 개선되면 노동수요가 늘면서
기업의 구인자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

베버리지 곡선

자료 : 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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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
① 노동수급의 기술 불일치(skill mismatch) 심화
□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과 구직자의 보유 기술간의 불일치 정도가
심화될수록 실업자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업률이 종전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
o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이 저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발
생한 반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노동수요는 고급기술 근로
자에 집중되면서 기술 불일치 현상이 심화
—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763만명 줄어든 민간부문의 취업자 감소
중 65%(501만명)가 제조업, 건설업 및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반면, 경
기회복기(2009.6~2013.8월)에는 취업자수 증가(631만명)의 59%(373만명)가
전문･사업 및 교육･의료 서비스업에 집중
— 특히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 왔으
나 실제 고용증가는 저조한 수준이며, 주택시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고용회복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회복기 진입 이후에도
여전히 순감소를 시현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1)

주 : 1) 경기침체(NBER 기준)는 2007.12∼09.6월, 경기회복은 2009.6∼13.8월
자료 : 미 노동부

② 장기실업의 고착화 및 실업수당의 수혜기간 연장
□ 근로자의 실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체화된 기술의 퇴화, 기존 인적 네트워
크와의 연계성 약화, 기업의 장기실업자 채용기피 성향 등으로 경기회복
기에도 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hysteresis effect)될 가능성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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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융위기 이후 과거보다 깊었던 경기침체 및 이후의 완만한 경기회복
으로 장기실업자(실업기간 27주 이상)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
체 실업자중 장기실업자 비중이 40% 내외까지 높아지고 전체 경제활
동인구 대비 비중도 큰 폭으로 상승
o 기존 연구에서도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 확률이 낮아지는 것
으로 분석(FRB of Chicago, 2010)
□ 또한 경기침체 기간에는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데, 금번 금융위기에는
통상 26주인 수혜기간이 일부 주(state)의 경우 최장 99주*까지 연장
* 직전 최장기간은 9.11사건이 있었던 2001년 침체기(2001.3∼11월) 당시의 52주

o 실업수당 수혜(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기간의 연장은 일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의 직업탐색 노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실업기간을 늘리고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이와 함께 일할 의사가 없는 실업자가 실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직
업탐색을 시도하는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됨으로써 기술
적으로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도 나타날 가능성
o 기존 연구에 따르면, 늘어난 실업기간의 약 10∼25%가 실업수당 수혜
기간 연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FRB of chicago, 2010)되었으며 이로 인
해 실업률이 0.4%p 정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FRB of San Fransisco, 2010)
실업기간별 재취업률

평균 실업기간

자료 : FRB of Chicago

자료 : 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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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
□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빈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신규 고용을 꺼리게 되는데, 금융위기 이후 재정 및 통화정책을 둘
러싼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고용회복을 제약하는 새로
운 요인으로 작용(FRB of San Francisco, 2013)
o 2007∼08년중 정책의 불확실성 지수*(policy uncertainty index)가 큰 폭 상
승한 후 최근까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경제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다룬 뉴스기사, 만료 예정된 조세제도의 수 및 전
문가들의 경제전망 불일치 정도 등을 이용하여 산출(Economic Policy Uncertainty)

o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회복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릴 필요성(노
동수요의 확대)이 높아지더라도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경우에는 기
업의 미래 경제여건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쳐 채용집중도(Recruiting
intensity)가 낮아지면서 베버리지 곡선의 상향 이동을 초래
*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가 베버리지 곡선의 상향이동을 초래함으로써 2012년말 기
준으로 실업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3%p 정도 높아진 것으로 추정

— 향후 정책의 불확실성 완화는 베버리지 곡선의 하향 이동을 통해,
즉 기업의 노동수요 확대가 실제 구인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실업
률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정책의 불확실성 지수

주 : 1) 크기가 작아질수록 빈 일자리를 신규 고용으로 채우는 비율도 하락
2) 크기가 커질수록 베버리지 곡선이 상향 이동
자료 : FRB of San Francisco, Economic Policy Uncertaint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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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닉인자모형에 의한 실업률 분해
□ 본 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여러 지표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
법*보다는 은닉인자모형(unobserved component model)을 이용해 실업률의
변동을 경기요인 및 경기외적인 요인으로 분해함으로써 실업률의 변동
을 실증적으로 파악
*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참고 1> ｢노동시장 지표간의 관
계를 이용한 자연실업률 추정｣을 참조

1. 단일변수 은닉인자모형
□ 단일변수 은닉인자모형에서 자연실업률은 비관측 변수이므로 아래에서
설정한 모형을 상태공간모형(state-space model)으로 전환한 후 칼만필터
(Kalman filter)를 이용하여 실업률을 자연실업률과 순환요인으로 분해하
여 추정
<

단일변수 은닉인자모형 >

      

②         ,   ∼    

③                 ,  ∼     
①

① 실업률을 확률적 추세(   , 자연실업률)와 순환변동부분(  )으로 분해
② 확률적 추세는 임의보행 과정(random walk process)을 따르는 것으로 설정
③ 순환변동부분은 AR(2)모형을 가정

모형 추정결과1) 2)

자연실업률 및 실업률갭

추정치


1.7829***

(0.0727)



-0.8070***

(0.0740)



0.0977**

(0.0387)



0.1667***

(0.0305)

주 : 1) ***, **은 각각 1%,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내는 표준오차

자료 : 미 노동부 및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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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정결과를 보면, 미국의 자연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 5.4%(2001.1/4∼
07.4/4분기 평균)에서 위기 이후에는 6.3%(2009.3/4∼13.2/4분기 평균)로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갭(실제 실업률-자연실업률)은 위기를 거치면서 높아져 2010년 1/4
분기의 3.6%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져 최근(2013.2/4분기)에는 1.2%인
것으로 추정

2. 2변수 은닉인자모형
□ 실업률만을 대상으로 설정한 단일변수 은닉인자모형은 추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실업률의 통
계적인 특성만을 이용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바,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기반으로 경기변동과 실업률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2변수 은닉인
자모형*을 이용하여 실업률을 자연실업률과 경기변동에 기인한 실업률
로 분해
* 이는 일종의 축약형 모형으로 경제이론으로부터 실업률과 경기변동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행태식을 설정한 후 이로부터 자연실업률을 추출. 다만 모형설정의 오
류(model specification error)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음

o 2변수 모형에서는 실제GDP를 항상적인 부분과 순환적인 부분으로 구
분하여 확률추세 인 잠재GDP 및 경기변동에 기인한 순환적인 GDP를
추출하고 이를 실업률과 연계함으로써 자연실업률 및 경기변동에 기
인한 순환적인 실업률을 추정

변수 은닉인자모형 >

< 2

(실질GDP)

①       
②                ,   ∼     
③           ,   ∼    

④              ,  ∼    

① 실질GDP(로그변환)를 확률적 추세(   , 잠재GDP)와 순환변동부분(  )으로 분해
② 확률적 추세는 시변 표류항(   , time-varing drift)이 있는 임의보행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설정
③ 시변 표류항도 임의보행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설정
④ 순환변동부분은 AR(2)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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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⑤       

⑥         ,   ∼    

⑦                  ,  ∼    


⑦-1           ,  ∼    
⑦-2           : Okun’s law
⑤ 실업률은 확률적 추세(  , 자연실업률)와 순환변동부분(  )으로 분해
⑥ 확률적 추세는 임의보행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설정
한편, 실업률은 GDP와 달리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가 없기 때문에
실업률의 확률적 추세부분(  )에 표류항(drift)을 추가하지 않음
⑦ 순환변동부분은 GDP와 마찬가지로 AR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설정(⑦
-1)한 뒤 오쿤의 법칙(⑦-2, GDP갭과 실업률갭의 관계로 정의)을 적용하여
도출

□ 상기 모형을 상태공간모형으로 전환한 후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자연실업률*은 위기 이전(2001.1/4∼07.4/4분기 평균) 5.4%에서 위기 이
후(2009.3/4∼13.2/4분기 평균) 6.2%로 상승
* 잠재성장률은 위기 이전(2001.1/4∼07.4/4분기 평균) 2.6%에서 위기 이후(2009.3/4∼
13.2/4분기 평균) 1.4%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 이는 미국 의회예산처(CBO)
의 추정치(위기 이전 : 2.7%, 위기 이후 : 1.6%)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o 2변수 은닉인자모형으로 추정한 자연실업률은 미국 의회예산처(CBO)
의 추정치(위기 이전 5%, 위기 이후 5.5%, 장기 기준)보다는 높고* OECD에
의한 추정치**(위기 이전 : 5.5%내외, 위기 이후 : 6.1%)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CBO의 단기 자연실업률 추정치는 위기 이전 5%에서 위기 이후 5.9%(2013.2/4분
기 6.0%)까지 상승
** <참고 2> ｢OECD의 자연실업률(NAIRU) 추정방법｣ 참고

— 한편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기 모형의 ⑦
식에 정책 불확실성지수를 외생변수로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불확
실성이 순환적인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낮은 것으로 추정

- 189 -

⑦‘                 ,  ∼  
▖이는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의 고용행태 변동을 야기하는 과정에서 경기변
동 및 실업률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
모형 추정결과1)2)

자연실업률 및 실업률갭

자료 : 미 노동부 및 자체 추정












추정치
0.0037***
0.0033***
0.0004
1.6533***
-0.6834***
-0.2200***
-0.3048***
-0.1348***
0.0002
0.0007***

(0.0010)
(0.0007)
(0.0003)
(0.0178)
(0.0147)
(0.0482)
(0.0252)
(0.0307)
(0.0001)
(0.0001)

주 : 1) ***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
2) ( )내는 표준오차

4. 평가
□ 앞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자연실업률은 금융위기를 거치면
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위기 이후 실업률 상승이 상당 부분 경기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성장 모멘텀 강화로 경기가 본격 회복되어야만 고
용사정 개선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
실업률의 변동요인 분해
변동폭
(A-B)

위기 이전(B)
(2001.1/4∼07.4/4분기)

위기 이후(A)
(2009.3/4∼13.2/4분기)

실업률

+3.6%p

5.2%

8.8%

자연실업률
(2변수 은닉인자모형)

+0.8%p

5.4%

6.2%

경기요인으로 인한 순환
+2.8%p
적인 실업률(실업률갭)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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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추정결과는 미 연준이 제시해 왔던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 상
승, 즉 고용사정 악화가 경기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므로 양적완화
정책을 상당 기간 견지함으로써 경기회복기반 강화를 통해 고용사정
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와 부합되는 것으로 보임
— 버냉키 연준 의장은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경기외적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일부 영향을 받았지만 주로 경기요인에 기인하
는 만큼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가 고용사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는 견해를 제시
□ 다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진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의 고용행태에
영향을 미쳐 실업률을 일정 부분 상승시킨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재정
및 통화정책을 포함한 제반 경제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정책의 불확실
성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고용사정 개선에 긴요한 것으로 평가
o 최근 연준의 양적완화규모 축소(QE tapering) 및 정부부채한도 조정 등
으로 통화･재정* 면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
* 10.16일 예산안 및 정부부채한도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유예
(정부부채한도 2014.2.7일까지 적용 유예, 2014.1.15일까지 잠정예산으로 운영)하
는데 그쳐 금년말경 정치권의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 상존

o 높은 수준의 정책 불확실성은 기업의 고용 및 투자행태는 물론 가계
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용사정 개선이 예상보다 더
디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음에 유의
—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GDP성장률이 2009년 이후 매년
0.3%p씩 낮아졌으며 실업률은 0.6%p(2013년 기준) 높아진 것으로 분
석(Macroeconomic Advisers, 2013.10월)
— 특히 최근 발생한 연방정부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재연될
경우에는 경제 및 고용사정 회복이 둔화될 가능성
* 연방정부의 일부 폐쇄(shutdown, 2013.10.1~16일)로 인해 4/4분기 GDP성장률이
약 0.25%p(연율 기준) 하락하고 10월 고용이 12만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백악
관 경제자문위원회, 2013.10.23일)

□ 주요 기관들은 향후 미국의 실업률이 경제회복에 힘입어 완만하게 낮
아질 것으로 전망
o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GDP성장률이 2015년
까지 점차 높아지다가 이후에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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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따라 실업률은 2014년에는 6%대 중후반∼7%대 초반까지 하락하
고 2017년경에 가서야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금융위기 이후 자연실업률 상승분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GDP성장률 전망1)

실업률 전망1)

주 : 1) 연준 전망치는 4/4분기 기준으로 GDP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IMF(2013.10월), 연준(2013.9월)

< 참고 1 >

노동시장 지표간의 관계를 이용한 자연실업률 추정(FRB of San Francisco)
□ 금융위기 이전에는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간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
인 모습을 보였으나 위기 이후 이전의 관계에서 다소 벗어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음
o 대표적으로 실업률과 구인률(job opening rate)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베버리지 곡선이 위기 이후 다소 상향 이동하였고, 베버리지 곡선
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실업률과 퇴직률(Quit rate)과의 관계 곡선
도 위기 이후 소폭 상향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최근 실업률 하락으로 인해 이전의 관계로 거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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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방법 >
□ 베버리지 곡선을 구인률와 실업률갭*과의 관계로 변형한 후, 경기회
복기 이전(2001∼09년)의 베버리지 곡선을 추정**한 뒤 최근의 구인률
하에서 실업률갭의 수준을 파악
* 실제 실업률과 미 의회예산처(CBO, 2013.2월)에서 추정한 장기 자연실업률간의 차이

** 추정모형 : 실업률갭 =       구인률      
구인률

▪ 이와 같은 추정방법에서 베버리지 곡선 등의 상향이동은 자연실업률이
CBO에서 추정한 것보다 높다는 의미

o 추정 결과, 2013.1/4분기의 구인률 하에서 실업률갭은 0.4%로 나타
났으며 이에 따라 13.1/4분기 평균실업률은 7.7%이므로 자연실업률
은 7.3%(=7.7% - 0.4%) 인 것으로 분석
□ 동일한 방법으로 퇴직률(quit rate)와 실업률갭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2013.1/4분기의 구인률 하에서 실업률갭은 2.1%로 나타나 자연실
업률은 5.6%(=7.7% - 2.1%)로 추정
▪ FRB of San Francisco는 두 가지 방법 이외에 추가적으로 실업률갭과
고용사정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 서베이 결과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유
사한 결론을 도출

→ 노동시장 지표들 간의 관계를 이용한 분석에서 방법에 따라 수준은
다소 상이하지만 자연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
구인률 – 실업률갭

퇴직률 – 실업률갭

자연실업률1)

주 : 1) 구인률과 퇴직률을 이용하여 산출한 자연실업률의 평균
자료 : 미 노동부 및 자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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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OECD의 자연실업률(NAIRU) 추정방법
□ OECD는 주요 선진국의 자연실업률(NAIRU)을 추정하여 공표하는데
미국의 자연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6%대 초반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
o OECD는 실업률의 시계열적 특성과 필립스곡선을 결합한 축약형
모형을 이용하여 자연실업률을 추정(Guichard, S. and E. Rusticelli, 2011)
― 자연실업률이 일정하지 않고 시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필
립스곡선만을 이용하여 자연실업률을 직접 추정하기 어렵기 때
문에 모형을 상태공간모형으로 전환한 후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추정
< 추정모형 >
① 필립스곡선


∆ 





∆        






 







 









     



            ln  

    

 

 :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 NAIRU
  : 국내수요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 수입물가상승률
  : 생산의 원유집중도(=원유공급량/생산량),  : 유가상승률
pdy : 실제 노동생산성, pdypot : 추정된 노동생산성의 장기추세

② 실업률의 확률적 추세(NAIRU)
     
▪ NAIRU의 시계열적 특성을 임의보행과정(random walk process)으로 설정

③ 실업률갭
              
▪ 실업률갭의 시계열적 특성을 AR과정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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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및 자연실업률

자료 : OECD 및 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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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쌍둥이 적자 확대 배경 및 대응 방향*
이윤숙 선진경제팀 조사역
◆ 2000년 이후 미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주택버블 등으로 인한
가계차입여건 개선, 미국 금융상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국제
유가 상승 등에 주로 기인
◆ 재정적자도 감세조치 지속,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세수 부진,
대규모 경기부양정책, 의료비 및 사회보장지출과 국방비 등 일
부 재정지출 급등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확대
◆ 이러한 쌍둥이 적자 확대는 대외부채 및 정부부채 증가로 이어
져 미국 경제 전체의 부채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제
적으로도 미국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및 금융시장 불안을
증대시켜 전세계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
◆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계 저축률 제
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 에너지 소비 억제, 감
세종료, 재정지출 축소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1.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현황
□ 최근 미국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적자 규
모도 급증하면서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심
화되고 있음
o 경상수지 적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2007
∼09년중 금융위기 여파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들어 다시 증가
o 재정수지는 1998~01년중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대
규모 감세조치, 국방비 지출 증가 등으로 2002년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2009년 이후에는 대규모 경기부양정책 실시의 영향 등으로 적자규모
및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6호(2012.2.9), 국제경제리뷰 제2012-10호(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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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재정수지

자료 : 미 상무부

자료 : 백악관

□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로 대외채무 및 정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경제의 부채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증대
*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간의 관계는 <참고>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간의 관계｣참조

o 재정취약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지속 등이 유럽 국가채무위
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이
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취약국과 비슷한 수준
경상수지

재정수지

자료 : OECD

⇒ 미국의 쌍둥이 적자 확대 배경 및 문제점, 대응 방향을 정리

2. 2000년 이후 미국의 쌍둥이 적자 확대 배경
1. 경상수지 적자 확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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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적으로는 주택버블로 가계
차입여건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한 데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융자산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데 주
로 기인
o 1980∼90년대에는 원유수입이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2000년 이후 전반적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원유 이외 제품의 적자 규
모도 크게 증가
o 금융위기 이후에는 원유 이외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고유가로 인해 원
유수입액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
경상수지

자료 : 미 상무부

 가계 차입여건 개선에 따른 소비 증가
□ 2000년 이후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이전에 비해 둔화되었지만 주택
버블에 힘입은 차입 확대로 가계소비가 증가
o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관련 대출(Home Equity Extraction*)
이 2000년 약 2,300억달러(GDP 대비 2.4%)에서 2005~06년 7,200억달러
(GDP 대비 5.3%)로 급증
* 전 연준의장 Alan Greenspan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출증가 규모를 추정하
기 위해 제시한 개념으로 주택매매 및 모기지 차환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
출증가(선순위 담보)와 Home equity loan 증가(후순위 담보)의 합산액(“Sources
and Uses of Equity Extracted from Homes," FRB,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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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률 및 실질가처분소득

주택관련 대출(Home Equity Extraction)
및 주택가격

자료 : 미 상무부
자료 : 연준, 주택금융청

― 또한 2004년 상반기까지 지속된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모기
지 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
정책금리 및 모기지금리

자료 : 연준

o 이같은 가계 차입여건의 개선 등에 힘입어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지
출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입이 수출에 비해 크게 증가
GDP중 소비지출 비중

수출 및 수입

자료 : 미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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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
□ 2000년 이후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
데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면서 전세계 외
환보유액중 미달러화 표시 자산 비중이 60%를 상회
세계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 통화비중

자료 : IMF

o 최신 금융기법이 체화되고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미국 채권에 대한
신흥경제국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안
전자산에 대한 선호(“flight to safety”) 경향 확대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
요가 크게 증가*
* 외국인의 미 국채 보유규모는 2006년 2조달러에서 2011년 4.8조달러로 크게 증가

외국인의 미국 채권 순매입

외국인의 미 국채 보유규모

자료 : 미 재무부

□ 이에 따른 달러화 약세 지연으로 소비와 수입이 촉진되고 수출경쟁력
도 약화
o 1999∼01년중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달러화 강세(구매력 증가)와 수입물
가 안정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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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2년 이후에는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
로 경상수지 축소 효과가 희석*
* IMF, “United States Sustainability Report”, 2011.11월

달러화 지수

자료 : Bloomberg

수입물가

자료 : 미 노동부

 국제유가 상승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
하였으나 원유 수입액은 증가
o 미국의 1인당 원유 소비는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의 1.6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유 수입량(2010년 기준)도 하
루 평균 약 1,200만배럴로 2000년대 초반 수준을 상회
o 또한 2005년 이후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
원유 수입량

국제유가

자료 : BP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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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수지 적자 확대 요인
□ 미국의 재정적자 비율(GDP대비)은 2000년 이후 감세, 의료비 및 국방비
증가 등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정책으로 적자비율이 10%대까지 상승*
* 1980년대에도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조치 등으로 6%까지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1992년 이후 꾸준히 낮아져 1998~01년중에는 흑자를 기록

재정수지

자료 : 미 재무부

 세수 부진
(감세조치)
□ 2001년 및 2003년 두 번에 걸친 감세조치(Bush tax cuts*)로 10년간 세입
이 2.5조달러 감소**
* 자세한 내용은 “미국 新 재정정책의 영향과 전망(해외경제정보 제2010-51호)” 참조
** IMF, “United States Sustainability Report”, 2011.11월

o 1980년대에도 감세조치가 있었지만 재정수입이 GDP와 거의 유사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2000년대 초반에는 재정수입 증가세가 GDP 증
가세에 크게 미달
o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1998∼01년중에는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연평균 11.7%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7.5%까지 하락

- 203 -

재정수입 및 GDP

소득세 수입

자료 : 백악관

□ 당초 Bush 감세조치는 2010년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모두 세율
인상에 따른 정치․경제적 부담으로 2012년말까지 연장
o 재정건전화 필요성에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공화당은
감세 종료에 찬성할 경우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하여, 민주당은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감세 연장에 합의
o 또한 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등도 세수확대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
* 재정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는 기업의
연간 세액공제규모를 1.1조달러로 추산(2010.12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세수 부진)
□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약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세수도 부진
잠재 및 실제 GDP성장률

경기순환기별 GDP 변화

자료 : 미 상무부, 의회예산국

주 : 1) 1973년 및 1981년이 정점인 경기순환기
2) 1963, 1990, 2001년이 정점인 경기순환기
자료 : 미 상무부, 의회예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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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의 잠재 GDP성장률은 2000년 이전 3%를 넘었으나 2000년 이후에
는 2%대 중반으로 하락(2009∼11년중에는 연평균 1.8%)
o 경기순환 측면에서도 금번 경기회복세는 과거 경기확장기에 비해 크
게 둔화
 재정지출 확대
(경기부양 정책)
□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지 악화는 2009.2월 실시된 7,872억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등 각종 대책
에 크게 기인
* 재정지출 5,753억달러 및 감세 2,119억달러로 구성

o 미 정부는 ARRA 이후에도 고용촉진법, 실업수당연장 등 상당 규모의
경기부양정책들을 추가로 실시
금융위기 이후 주요 경기부양정책
(억달러)
￭
￭
￭
￭
￭
￭
￭
￭

경기부양 관련법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
중고차 현금보상법(Consumer Assistance to Recycle and
Save Act; 일명 “Cash for Clunkers”)
근로자, 주택보유자 및 기업 지원법
(Worker, Homeowner & Business Assistance Act)
고용촉진법(HIRE Act)
교직원 및 메디케이드 지원법
(The Education Jobs and Medicaid Assistance Act)
중소기업 고용촉진법(Small Business Jobs Act)
미국 제조업 지원법(US Manufacturing Enhancement Act)
실업수당연장(Unemployment Benefits Extention)

예 산

시행일

7,872

2009.2.17

30

2009.7.24

24

2009.11.6

175

2010.3.18

261

2010.8.10

308
50
565

2010.9.27
2010.8.11
2010.12.1

자료 : 미 의회

(의료비 및 사회보장지출의 대폭 증가)
□ 최근 의료비 및 사회보장지출이 급증하여 구조적 재정적자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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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2000년 3.4%에서 2010년 5.5%(약 8,000억달러)로,
사회보장지출은 4.1%에서 4.8%(약 7,000억달러)로 증가
― 의료비 증가는 인구 노령화 외에 사회보장 시스템의 비효율성(이하
초과비용증가*, “excess cost growth”)에 상당부분 기인
* 의료비 등 증가율이 1인당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반면 의료수준은 크게 개선
되지 않아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비교1)

항목별 재정지출

자료 : 의회예산국

미국

OECD
평균

1인당 의료비지출(달러)

7,960

3,361

의사수/천명
병상수/천명
응급실병상/천명
홍역예방접종율(%)
기대수명(연)
주 : 1) 2009년 기준
자료 : OECD

2.4
3.1
2.7
90
78.2

3.2
5.3
3.7
93.4
79.4

□ 향후 의료비 중 초과비용증가의 기여율*은 2013년 25% → 2035년 36%
→ 2085년 56%로 점차 증가할 전망(의회예산국, 2011.6월)
* 초과비용증가/(초과비용증가+인구노령화 효과)

향후 의료비 증가 원인 분석

자료 : 의회예산국

(국방비 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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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와의 전쟁 등 국방전략 변화에 따른 국방비 지출 증가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o 미국은 9.11 이후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2012년까지 총
12년간 1.4조달러(2011년 GDP 규모의 9.4%)를 지출
미국의 전쟁 비용

자료 : 의회조사국

3. 쌍둥이 적자 확대의 문제점
(미국내 영향)
□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대외부채 및 정부부채 증가는
과다한 가계부채와 맞물려 미국 경제 전체의 부채 상환부담을 가중시
키고 있는 상황
o 미국의 대외부채는 2003년 6.7조달러 → 2011년 15조달러로, 정부부채
도 6.8조달러 → 14.3조달러로 급증
대외부채

자료 : 미 재무부

정부부채

자료 : 백악관 예산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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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자료 : 연준

― 특히 무역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대외부채 증가는 미국 경제에 대
한 신뢰를 저하시켜 외국 중앙은행 등의 미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 하락 등을 초래할 우려
o 정부부채 증가도 금융시장에서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환능력에 대한 부
정적인 평가를 초래*
* S&P는 2011.8.5일 재정적자 감축규모가 기대에 미흡하고 협상과정에서 부채한도
인상안이 정쟁에 이용된 점 등을 들어 사상 최초로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
계(AAA → AA+) 하향조정하였으며 Fitch도 2013년말까지 미 의회가 재정적자 감
축계획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12.21일)

―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신용위험 상승으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
자비용 지출이 늘어나고 이자지급을 위해 정부부채가 다시 증가하
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
* 정부부채 비율(GDP 대비)이 1%p 상승할 경우 장기국채 금리는 3~4bp 상승(E.
Baldacci and M.S. Kumar, 2010, “Fiscal deficits, public debt, and sovereign
bond yields”)

정부부채 및 이자비용 전망
(GDP 대비, %)

정
채부
부

(GDP 대비, %)

자료 : IMF

이자비용

(국제적 영향)
□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이 저하될 경우 금융불안이 전세계로 확산*될 우려
* IMF는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무역 및 재정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2011.11월)

o 미국의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신
용경색 및 자본유출입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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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장기금리 상승시 각국 금리 상승*, 국제 상품가격 상승 등이
초래
* IMF는 미 장기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선진국 국채 금리는 0.4%p, 신흥경제국
은 0.8%p 상승할 것으로 전망(“The United States: Spillover report”, 2011.7월)

o 더불어 각국이 미국 내수위축에 따른 대미수출 둔화 전망으로 경기둔
화에 대비해 디레버리징을 시작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더욱
지연될 우려(IMF, 2011.7월)
― 특히 세계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신흥경제국은 수출감소로 인
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4. 대응 방향
□ 2000년 이후 미국은 가계 차입여건 개선, 해외자금 유입 증가, 국제유
가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세조치,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경기부양정책, 의료비 등 일부 재정지출
증가 고착화 등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쌍둥이 적자가 심화
o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 디레버리징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상
수지 적자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최근 재정적자 확대와 맞물
려 미국 경제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금융시장 불안
이 확대될 우려가 제기
□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계의 저축률 제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한 에너지
세율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o 경상수지 흑자국이 포함된 G20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불균
형 해소방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G20는 2011.4월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
라인(indicative guideline) 도입, 과도한 외환보유액 확충을 지양하기 위한 국제통
화체제 개혁 등에 합의

□ 재정수지 감축을 위해서는 감세종료, 의료체계 및 사회보장제도의 효율
성 제고 방안 등에 조속히 합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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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2년 의회선거, 대선 등 정치적 일정으로 최종안 합의가 지연될 우
려가 커지고 있으나 향후 미국 경제의 부채상환 능력과 관련한 불확
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하고 명확한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도입할 필요
― 현재 경기회복 둔화 우려로 감세시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으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는 대로 세율이 정상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적자감축 총액을 제시하는 방식뿐 아니라 의
료비 등 각 지출 항목별 구체적 감축계획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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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간의 관계
□ 이론적으로는 ‘경상수지 = 민간저축 — 민간투자 + 재정수지’의 항등식
이 성립하며 학계에서는 재정수지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인식*
* Abbas 등, 2010,
Paper,

"Fiscal Policy and the Current Account", IMF Working

① 수요 경로
― 감세, 재정지출 확대 → 수요증가 → 수입증가 → 경상수지 악화
② 환율 경로
― 감세, 재정지출 확대 → 수요증가 → 실질환율 상승 → 수출
감소/수입증가 → 경상수지 악화
③ 금리 경로
― 감세, 재정지출 확대 → 금리 상승 → 자본유입 증가 → 실질
환율 상승 → 수출감소/수입증가 → 경상수지 악화
□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미국의 재정수지는 개선된 반면 경상수지 적
자는 확대*되는 디커플링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의
문이 제기
* 클린턴 대통령 집권 이후 증세 및 재정지출 통제로 재정수지는 개선된 반면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확대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비율(GDP 대비)

자료 : 재무부 및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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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문가들은 이러한 디커플링의 원인으로 생산성 향상, 차입여건 개
선, 자본자유화 등에 따른 해외 자금유입 증가 등을 지적
―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민간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 경상수지 적자
는 확대된 반면 GDP 성장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는 개선
― 또한 금융시장 발전으로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가계는 차
입을 통해 소비를 지속한 데다 자본자유화의 영향으로 자본유입
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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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재정건전화 추진 현황과 평가*
김민수 선진경제팀 과장
◆ 미국의 재정수지는 대규모 감세의 영향으로 2002년 적자로 돌아선 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 대응과정에서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11년
에는 1.3조달러의 큰 적자를 기록하였고 정부부채도 10.1조달러로 GDP
대비 68%에 도달
◆ 2011.8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관리법은 2013년 예정된 감세안 종료,
재량적 지출 축소 및 재정지출 자동감축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들 조치의 전면 시행은 경제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건전화방안을 둘러싸고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013
년에 예정된 재정건전화방안(예산관리법)에 대한 수정입법을 시작으로 향후
중장기 정책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 낙관적 견해도 있음

1. 최근 재정상황
□ 미국의 재정수지는 2002년 부시행정부의 대규모 세금감면 정책(부시감세
안) 실시 이후 적자로 돌아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계속
악화
o 2011년 재정적자는 1.3조달러를 기록하여 2009년 이후 3년 연속 1조달
러를 넘어섰으며 GDP대비 재정적자비율도 8.7%의 높은 수준을 시현
o 재정적자 누적으로 순정부부채(재정부 발행 정부부채에서 연방정부 보유 국채
를 차감)가 2000년 3.4조달러에서 2011년 10.1조달러로 증가하였으며
GDP대비 정부부채비율도 34.7%에서 67.7%로 상승*
* 사상 최고 수준은 1946년의 108.7%, 최근 30년 평균은 42.1%

o 그간의 재정상황 악화를 배경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정치권은 재정건
전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
(재무부는 2012년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은 재정적자 확대는 일련의 감세조치 및 경기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기부양책 실시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에 따른 세출 확대에 주로 기인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21호(2012.5.24), 국제경제리뷰 제2012.27호(2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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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8∼11년중 세입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를 중심으로 감소한 반면 세
출은 경기부양책과 의료비, 실업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
미국의 재정수지

미국 순정부부채

자료 :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연준의 양적
완화정책(QEⅠ,Ⅱ)과 함께 경제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
회계연도별 세입 및 세출1)
(억달러)
2000~2007
2008년
2009년
2010년
년중 평균
세입(A)
20,825
25,240
21,050
21,627
-개인소득세
9,493
11,457
9,153
8,985
-법인세
2,287
3,043
1,382
1,914
-사회보장세
7,494
9,002
8,909
8,648
-소비세 및 기타
1,550
1,738
1,606
2,079
세출(B)
22,464
29,825
35,177
34,562
-재량적지출2)
8,430
11,349
12,375
13,472
(국방비)
4,213
6,124
6,568
6,890
(교육비)
690
820
1,015
1,343
(도로,교량,공항)
712
760
823
899
-의무적지출3)
12,083
15,949
20,933
19,128
(Medicare, Medicaid)
3,187
6,124
7,028
7,501
(실업급여)
365
427
1,191
1,570
(퇴직연금)
946
1,173
1,258
1,259
(세액공제)
403
746
674
911
-이자지급 및 기타
1,951
2,527
1,869
1,962
재정수지(A-B)
-1,639
-4,585
-14,127
-12,934
주：1) ( )내는 주요 항목
2) Outlays for Discretionary Programs
3) Outlays for Mandatory Programs
자료：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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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3,035
10,915
1,811
8,188
2,121
36,031
13,471
6,995
1,164
909
20,260
7,897
1,172
1,306
922
2,300
-12,997

2.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재정건전화 필요성)
□ 향후 중장기적으로 노령인구 증가가 사회보장지출을 비롯한 의무적 지
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함과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의 부양부담을 가
중시킬 것으로 예상
o 센서스 인구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중이 빠르게 상승
하면서 사회보장, 의료지원 등의 의무적 지출도 크게 늘어날 전망
노령인구비중1) 전망

GDP대비 주요 지출항목 전망

주 : 1) 65세 이상 인구/전체인구
자료 : 미국 Census

자료 : 미국 CBO

□ 또한 국가부채규모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재정자금 조달비용도 증
가할 가능성
o 현재 국채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연준이 양적완화정책
등으로 국채 매입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국외 및 민간 수요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
o CFS*의 전임 의장이었던 Goodman은 재정적자 누증이 국채에 대한 민
간 및 국외 수요 위축을 통해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다
시 정부의 조달비용 증가 및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연결되어
재정적자를 더 늘리는 악순환 과정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
* Center for Financial Stability

□ 한편 현재의 초저금리 하에서 연준의 추가적인 양적완화(QE) 외에는 선
택 가능한 경기부양책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정책 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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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버냉키 연준 의장은 4월 FOMC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금년말까지 의
회가 새로운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연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
각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fiscal sustainability)을 달성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악영향
을 미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 예산관리청(CBO)의 장기전망에 의하면, 재정건전화정책이 제대로 이행되
지 않을 경우(Altenative Scenario, 예산관리법의 ②만 시행) 재정적자비율은 여
전히 5%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정부부채비율(순정부부채 기
준)도 90%에 이를 전망(p.5 참조)
정부부채비율1) 전망

재정수지 전망

자료 : CBO

주 : 1) 순정부부채 기준

(재정건전화방안 :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
□ 2011년 5월 정부부채 규모가 당시의 정부부채한도(14조2,940억달러)에 근
접하면서 기술적 디폴트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의회는 정부부채
한도 상향 조정, 재정건전화방안 등을 포함한 예산관리법을 의결
(2011.8.2.일)

① 2012년말로 예정된 부시감세안의 종료 및 세제개편
② 2013∼22년중 재량적 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을 1조달러 감축
③ 민주･공화 양당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를 구성하여 추가적으로
1.5조달러의 재정지출 감축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2011.11월한)토록
하였으나 합의에 실패
―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2013∼22년중 국방비 및 비국방비에서 각
각 절반씩 1.2조달러의 지출을 자동 감축(사회보장비, Medicaid 및 저소득
층 지원프로그램은 감축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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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S&P社는 2011.8.5일 예산관리법의 재정건전화방안이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문제 해소에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사상 최초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
(재정건전화방안이 추진될 경우 기대되는 재정개선 효과)
□ 의회예산처(CBO)는 예산관리법에 명시된 재정건전화정책이 모두 시행
(①, ②, ③ 모두 포함)될 경우(baseline scenario) 재정적자비율은 2012∼14년
중 빠른 속도로 낮아져 2020년대 들어서는 1% 초반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부채비율(순정부부채 기준)도 6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산
o 그러나 재정건전화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alternative scenario,
예산관리법의 ②만 시행) 재정적자비율은 여전히 5%대 초반의 높은 수준
을 지속하면서 정부부채비율(순정부부채 기준)도 90%에 이를 전망
정부부채비율1) 전망

미국의 재정수지 전망

주 : 1) 순정부부채 기준

자료 : CBO

o 정책 방안별로 기대되는 재정수지 개선효과를 구분해 보면, 부시감세
안 종료 및 세제개편에 따른 효과가 2012~22년중 명목GDP대비 2.4%
정도로 가장 커서 재정적자 감축에 핵심요소임을 알 수 있음
― 자동감축조항에 의한 재정지출 축소의 효과가 그 다음으로 크게 나
타났으며 이자비용 감소로 인한 효과는 재정건전화정책의 효과 가
시화로 부채가 감소하는 2016년부터 점차 커지는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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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정책 방안별 재정적자 개선효과

자료 : CBO

(재정건전화방안이 추진될 경우의 경제 파급효과)
□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향후 성장경로에 대
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2013년 예정된 재정건전화방안이 실
행될 경우 경제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보임
o CBO는 재정건전화방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2013년중 재정긴축 규모
가 명목GDP대비 2.4%(3,880억달러)인 것으로 추산
□ IMF는 ‘Fiscal Monitor 2012’에서 경기침체기의 재정긴축 승수를 1년차
및 2년차중 각각 –1.8 및 –1.3으로 경기상승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추정
o 이를 적용하여 재정건전화방안 실행의 파급효과를 추산해 보면 명목
GDP성장률은 2013년중 4.3%p, 2014년중 3.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재정정책 승수(IMF 추정)

재정긴축
재정확대

불황기
호황기
불황기
호황기

1년차

2년차

1.8

1.3

1.3

1.0

1.7

1.2

1.3

1.0

자료 : IMF

(오바마 행정부의 2013년 예산안 내용)
□ 재정건전화 추진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오바마 행정
부는 예산관리법에서 명시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일부 수정한 2013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201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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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예산안은 이미 시행된 재량적 지출에 대한 삭감(예산관리법의 ②)을
포함하되 자동감축조항에 따른 지출축소(예산관리법의 ③)를 제외하고
세금감축(예산관리법의 ①)의 경우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안만을 종료하
는 내용으로 기존의 긴축안을 수정
□ 동 예산안대로 시행될 경우 2013~2022년중 재정적자가 CBO의 Baseline
Scenario*에 비해 3.5조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
* 재정건전화방안을 모두(예산관리법의 ①,②,③) 시행하였을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2013년 예산안

(CBO의 Baseline Scenario대비 재정적자 증감)

Baseline대비 재정적자 확대 정책
근로소득세 감면 영구화 등 세제 완화(고소득층 제외)
예산관리법의 자동감축 조항 비적용
소
계(A)
Baseline대비 재정적자 축소 정책
해외파병(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예산 축소
기타 법안
소
계(B)
재정적자 증대로 인한 이자지급 증가(C)
합
계(A+B+C)
주 : 1) +부호는 Baseline대비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 방향
자료 : CBO

+3.0조달러
+1.1조달러
+4.1조달러
-0.8조달러
-0.4조달러
-1.2조달러
+0.6조달러
+3.5조달러

o CBO는 재정적자비율이 2020년 2.8%에 달하여 예산관리법상의 재정건
전화 추진시 예상되는 1%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재정건전화가 제대로 추
진되지 못할 경우 2020년 재정적자 비율은 5.3%)

o 정부부채비율도 2011년 67.7%에서 2020년 76.3%로 상승할 것으로 전
망(예산관리법상의 재정건전화가 모두 실행될 경우에는 63.9%)
정부부채비율1) 전망

재정수지 전망

주 : 1) 순정부부채 기준

자료 : C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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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 가
□ 대부분의 시장전문가들은 중장기 재정건전화방안을 둘러싼 민주당 및
공화당의 입장이 현격(<참고 4>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입장 참
조)하여 합의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예산관리법에 포함된
재정건전화방안도 수정될 가능성을 거론
o 금년 말까지 양당의 합의 실패로 2013년 예정된 재정건전화방안이 모
두 시행될 경우 경제에 파급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양당은
대통령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전망
o Goldman Sachs 등 주요 금융회사들은 2013년에 예정된 예산관리법 상
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제출한 2013년 예산안과
비슷하게 수정될 것이라고 예상
□ 한편 현 시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화가 어떻게 추진될지는 불확실한
상황
o 재정건전화가 세수 확대 또는 세출 축소 등 어느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세수 또는 세출의 세부항목 구성은 어떻게 이
루어질지는 대통령선거 결과 및 양당의 의회 지배력 향방에 따라 크
게 달라질 가능성
o 그간 양당의 행보를 보면 재정건전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선거 이후
에도 좁혀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중장기 재정건전화방안에 대한
합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제기
― 이럴 경우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서의 신뢰 저하, 선택 가능한 정책
대안 축소 등으로 정책 운영여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
o 한편 BPC*의 Steve Bell은 대통령선거 이후 양당은 재정건전화방안 시
행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2013년 예정된 재정건전
화방안을 수정하기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 재정건전화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
색할 것이라며 향후 추진될 재정건전화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
* 의회의 중립적 정책 연구단체(Bipartisan Polic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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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정부부채한도(Debt limit) 조정 내역
□ 2011.5월 정부부채 규모가 당시의 정부부채한도(14조2,940억달러)에 근
접함에 따라 의회는 부채한도 조정을 승인(2011.8.2.일)하여 2011.9.21.
일 15조 1940억달러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2012년초에도 16조 3940억
달러로 상향조정(2012.1.27.일)
* 재무부는 ‘공공채무법(Public Debt Act)’규정에 의거해 정부부채한도 이상으
로는 국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한도 상향조정이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채무
불이행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o 정부부채한도는 2011.8월 통과된 예산관리법을 포함하여 1962년 이
후 총 75회 상향조정되었으며 2006년 이후에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조정되어 왔음
□ 2011년중 이루어진 부채한도 상향 조정으로 현재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정부부채규모가 2012년말에는 부채한도에 근접하고 2013년
에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2년 11월 대통령선거 직
후인 연말에는 재정건전화방안, 부채한도 상향 조정 등에 대한 논의
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미 정부부채 잔액 및 한도1)

정부부채

2)

GDP대비(%)
정부부채

(십억달러, %)
20123) 2013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8,420

8,921

9,960

11,853

13,511

14,746

16,334

17,532

63.4

64.6

75.4

86.2

94.3

98.5

-

-

16,394

-

8,965
9,815 11,315 12,394 14,294 15,194
한도
주 : 1) 년말 기준 2) 부채상한을 적용받는 부채 3) 예측치
자료 : 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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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12년말 종료 예정인 부시 감세안 및 세제개편

□ 감세안 종료시 최고세율이 35%에서 39.6%로 인상하는 등 소득계층
별 개인소득세율이 인상
감세 종료 전후의 소득계층별 세율 변동
감세안 적용(2012년까지)
소득구간
세율
개인
가구
0 ~ 8,700
0 ~ 17,400 10
8,701 ~ 35,350 17,401 ~ 70,700 15
35,351 ~ 85,650 70,701 ~ 142,700 25
85,651 ~ 178,650 142,701 ~ 217,450 28
178,651 ~ 338,350 217,451 ~ 388,350 33
338,351~
388,351~
35
자료 : JPMorgan

(달러, %)
감세안 종료후(2013년부터 적용)
소득구간
세율
개인
가구
0 ~ 35,350
0 ~ 70,700
35,351 ~ 85,650 70,701 ~ 142,700
85,651 ~ 178,650 142,701 ~ 217,450
178,651 ~ 388,350 217,451 ~ 388,350
388,351 ~
388,351 ~

15
28
31
36
39.6

□ 이 밖에도 대체최저세*(AMT : Alternative Minimum Tax)를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여 인상하고 사회보장세율의 2% 인하 및 기업 설비투자의 조
기상각을 통한 세금감면의 종료, 1년 이상 보유 금융상품에 대한 자
본소득세율 인상(15% → 20%), 배당소득을 일반소득과 동일하게 과
세**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
* 각종 세액공제, 감면을 이용한 고소득층의 소득세 납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 공제항목을 제외한 전체 소득에 일정 세율(기업은 20%, 개인은 26% 또
는 28%)을 곱한 금액을 최저납부세액으로 설정한 제도로 부시 감세안에서는
필수 공제항목을 확대하였으나 다시 이를 환원하고 세율에 인플레이션을 연동
하여 인상
** 배당소득에 대해 감세정책 하에서는 소득세율 10~15%에 해당하는 경우 0%,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를 일괄 적용하였으나 감세정책 종료 후에는 일반 소득세
율을 적용

□ 현재 2.9%로 일괄 적용되는 Medicare세율의 경우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하여는 0.9%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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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Fiscal cliff

□ 투자은행 및 시장참가자들은 2013년 초반 예정된 대규모 재정긴축을
Fiscal cliff 또는 taxmageddon이라 지칭하여 별도의 보완조치가 없을
경우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o Morgan Stanley(2012, ‘How big is the fiscal cliff in 2013’)는 재정건전화
정책별로 승수효과를 계산하여 재정긴축에 따른 효과가 명목GDP의
5%에 이를 것으로 추산
미국의 재정정책 승수(Morgan Stanley 추정)
부시 감세안 근로소득세
종료
감면
0.3~0.8
0.5~1.5
자료 : Morgan Stanley

실업수당
축소
0.8~2.2

기타 의무적
지출 축소

사회기반시설
확충 축소

기타 재량적
지출 축소

0.4~2.1

0.4~2.2

0.5~2.5

o J.P.Morgan(2012, ‘US fiscal cliff Notes’)도 재정긴축 효과를 명목GDP
의 3.5% 정도로 추정
재정건전화수단별 효과(J.P.Morgan 추정)
실업수당

부시 감세안
종료
2,800억달러

근로소득세
감면
1,250억달러

축소
400억달러

예산관리법에
의한 지출축소
980억달러

5,430억달러

(1.8%)

(0.8%)

(0.3%)

(0.6%)

(3.5%)

주 : 1) ( )내는 GDP대비 비율

합계

자료 : J.P.Morgan

<참고 4>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입장
□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사
회보장지출, 세금 등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감축방법에 있어서는
큰 이견을 보임
o 민주당은 진보, 서민층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어 사회보장지출은 효율
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되 부시 행정부의 부자 감세를
폐지하고 부유세를 도입하는 등 법인세를 제외한 세금인상에 찬성
o 반면 공화당은 작은 정부라는 보수적 가치에 따라 Medicare, Medicaid*
등 사회보장지출을 대폭 줄이는 한편 세율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
를 도모하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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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료보험을 보조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Medicare가 소득수준
에 관계없이 나이(65세 이상) 또는 장애 여부에 따라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반면
Medicaid은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되는 공적 부조라는 차이가 있음

o 양당의 입장 차이로 인해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중기적이고 포괄적인
합의(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에 이르지 못하고 예산안 통과 등 중요 사항
에 대해서만 적자감축 대상이나 규모를 정치적 협상을 통해 결정
o 2011년 7월 정부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합의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동
합의 및 재정건전화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면서 S&P는 미국의 국가신
용등급을 하향 조정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후보의 재정건전화 관련 주요 입장1)
Obama 대선공약(민주당)

Romney 대선공약(공화당)
적용대상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개인
이 현재의 Medicare에 남을 수도 있
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원하면 정
부가 일정부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우처프로그램을 병행 운영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하는 보조
금을 Block grant2)방식으로 변경하여
주정부가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도
록 변경

Medicare

의료기록의 전산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 민간의료보험으로의
이양에는 반대, 지출증가가 예상보다
클 경우 새로운 개혁안 추진

Medicaid

2014년까지 빈곤층 소득의 133%에
해당하는 가계까지 혜택 증대

사회보장
제도

은퇴연령을 연장하고 혜택비율을 CPI
상승률에 연동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

은퇴연령을 연장

지출축소

2017년까지 GDP대비 22.2%로 축소

2017년까지 GDP대비 20%이하로 축
소

재정수지

2017년가지 GDP대비 –2.5%로 축소

균형재정 목표(목표시기는 미정)

현재의 35%에서 28%로 인하하고 국 현재의 35%에서 25%로 인하하고 국
외소득에 대해 최저세율 적용
외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부자에 대한 감세조치 폐지를 통한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한 세율 20% 인
최고세율 인상(36%→36.9%), 연소득
하(최고세율 36→28%)
개인소득세 100만달러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최소 30%를 적용하는 부유세(Buffet
tax) 도입
자본소득 자본소득세율을 15%→20%로 인상하 20만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해 세금
세 및
고 배당소득세는 일반소득세와 동일 면제
배당세
하게 취급
주：1) 양당의 재정정책 기조의 차이 및 집권기별 재정정책 운용 사례에 대한 자세
한 정보는 신현열(2011) 및 이윤숙(2011) 참조
2)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일반적인 용도만 규정한다는
점에서 사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Categorical grant와 대비되며 현
재의 Medicaid는 Categorical grant방식으로 운영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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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Entitlements 지출 현황과 제도개혁 논의*
이관교 뉴욕사무소 과장
◆ 미국의 Entitlements 제도는 관련 법률에 의거 정부가 수혜자격을 충족
하는 대상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의무적 지출로 1937년 은퇴자
및 유가족 연금인 Social Security 도입을 시작으로, 1966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보조인 Medicare 및 저소득층 의료비 보조인
Medicaid 등으로 확대
◆ Entitlements 지출은 2011년 현재 전체 재정지출의 29.5%에 이를 정도
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Medicare 및 Medicaid 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o 수혜자격 완화, 인당 지출금액 확대와 같은 제도적 요인에 기대수명
증가, 소득격차 확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세
◆ 앞으로도 Entitlements 지출은 베이비부머 은퇴 등 인구구조 변화 및
Medicaid 수혜자격 완화 등으로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o 미 의회예산국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GDP에 대한 Entitlements 지
출 비율이 2011년 11.0%에서 2020년 12.5%로 상승하고 2050년 이
전에 Entitlements 지출액이 연방정부의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미국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수가 크게 확
대되지 않는 한 Entitlements 지출 증가 억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
해가 지배적
◆ 그러나 Entitlements 제도 개혁은 민주당과 공화당간에 정부의 역할 및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해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데다 Entitlements가 내수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하기 힘
들어 추진이 용이하지 않음
o 양당은 그동안 많은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향후 Entitlements 지출
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공감대 이외에는 별다른 합의를 이끌
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향후 Entitlements 제도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세제개편과 연계
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민주·공화 양당간의 정치적 입장차가 커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11호(20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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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titlements 지출 현황
(1) Entitlements 제도 개요
□ Entitlements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은퇴자 연금 및 저소득층 생
활보조금 성격의 Social Security,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보조금인
Medicare, 저소득층 의료비 보조금인 Medicaid 등이 있음
o Entitlements는 지출종류별로 운영주체와 재원에서 차이가 있는데
Social Security 및 Medicare는 연방정부가 연방정부 사회보장세를 재
원으로 운영하고, Medicaid는 주정부가 연방정부 보조금 및 주정부
자체 예산으로 운영
□ 1937년 Social Security 도입으로 시작되어, 1966년에는 Medicare 및
Medicaid 실시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후 대체로 수혜자격이 완화되고
인당 지출금액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왔음
o 1937년 루즈벨트 행정부(민주당)는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은퇴자 및 유
가족 연금, 장애인수당,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등을 내용으로 한 Social
Security를 도입
o 1966년 존슨 행정부(민주당)는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의료비
보조를 위해 Medicare 및 Medicaid를 도입하고 Social Security의 수혜
자격을 완화
o 1970년대 초반 닉슨 행정부(공화당)는 물가상승에 따른 Social Security
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인상되
던 급여를 매년 CPI에 연동되도록 변경하여 Social Security의 인당 지
출금액을 확대(1973년 실시)
o 그러나 1980년대 초반 레이건 행정부(공화당)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대상자의 Social Security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1984년 실시), 1990년대 초반에는 클린턴 행정부(민주
당)가 재정적자 축소 및 저소득층 생활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급여 수급기간을 제한하고 급여수령을 근로활동에 연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Social Security의 인당 지출금액 확대를 억제(1996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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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0년대 들어서는 부시 행정부(공화당)가 의약품 가격 상승에 따른 부
담을 줄이고자 노년층에 대한 의약품 보조를 늘리는 등 Medicare의
인당 지출금액을 확대하였으며(2005년 실시), 오바마 행정부(민주당)도 의
료보험 사각지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Medicaid의 수혜자격을 완화
(2014년 실시 예정)

Entitlements 제도의 주요 내용
Social Security
Medicare
Medicaid
은퇴연금, 유가족연금,
고령자(65세 이상),
주요내용 장애인수당, 저소득층
장애인, 난치병 환자 저소득층1) 의료비 보조
생활보조금
의료비 보조
연방정부 사회보장세
연방정부 사회보장세
주정부 예산(15~50%),
주요재원
(고용주, 근로자 각각 6.2%) (고용주, 근로자 각각 1.45%2)) 연방정부 보조금(50~85%)
수혜자3)
45백만명
49백만명
71백만명
운영주체
연방정부
연방정부
주정부
도입년도
1937년
1966년
1966년
주: 1) 현재 연방빈곤선(FPL: Federal Poverty Level, 2012년 현재 4인가족 연간소득
23,050달러)의 65%에 불과하나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실시로 2014년 이후에는 133%까지 높아질 예정
2) 오바마케어 실시로 2013년부터 연간소득 20만달러 이상 개인(부부합산 기준
25만달러 이상)의 경우 2.35%
3) 2012년 기준

□ Entitlements 제도는 관련 법률에 의거 정부가 특정 수혜자격(specific
eligibility requirement)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 지출(Mandatory Spending)임
o 이에 따라 의회의 예산지출 승인이 사전적으로 필요한 재량적 지출
(Discretionary Spending)과 달리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지출 규모를 통제하기가 어려움
o 그러나 수혜대상 및 지원금액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혁은 유권자인
수혜대상자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어 정치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음
o 또한 Entitlements 지출은 인구구성(Demographic) 변화에 따라 수혜대상
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도 변경이 없어도 계속 증가하는 특성이 있음
(2) Entitlements 지출 현황
□ Entitlements 지출*은 Medicare 및 Medicaid가 도입된 1966년 이후 이들
지출항목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옴
* Social Security, Medicare, Medicaid 지출의 합으로 정의(BEA 기준,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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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66년 227억달러에서 2011년에는 1조 6,623억달러로 증가하면서 정부
총지출*에 대한 비중이 이 기간중 10.6%에서 29.5%로 크게 증가
* 정부 총지출 = 경상지출(소비, 경상이전) + 자본지출(투자, 자본이전) + 비생산자산 순구입

― 정부 총수입* 및 GDP에 대한 Entitlements 지출 비율도 1966년
11.0% 및 2.9%에서 2011년에는 40.5% 및 11.0%로 큰 폭 상승
* 정부 총수입 = 경상수입(세금, 이자 및 배당, 기타 경상이전) + 자본수입

― 지출종류별로는 Social Security, Medicare, Medicaid의 지출 규모가
각각 7,133억달러, 5,451억달러, 4,039억달러로 정부 총지출의 12.6%,
9.7%, 7.2%를 차지(2011년 기준)
정부 총지출중
Entitlements 종류별 구성

정부 총수입 및 GDP 대비
Entitlements 지출비율

자료 : BEA

o 이와 같은 Entitlements 지출의 증가는 수혜자격 완화 및 인당 지출금
액 확대와 같은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 및 소득격차
확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도 기인
∎ 미국 기대수명(세)
∎ 미국 지니계수
자료 : US Census

1960
69.8
0.364

1970
70.8
0.353

1980
73.7
0.365

1990
75.2
0.396

2000
76.6
0.433

2010
78.2
0.440

o OECD는 이밖에도 주요국 비교연구를 통해 의료기술 발전이 1980∼
2000년 기간중 의료비 상승의 절반 정도를 기여하고 향후에도 중요한
가격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 상승도 Medicare 및 Medicaid 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분석
* OECD는 ‘Health-Care Systems: Lessons from the Reform Experience’를 통해
의료기술 발전 및 고령화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의료비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
고 평가(200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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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면 Social Security는 인당 지출금액의 확대가 억제된 데 힘입어
1970년대 이후 정부 총지출의 10%대 초반 수준을 유지
□ 이처럼 Entitlements 지출의 증가세는 여타 부문의 재정지출의 증가세
를 크게 상회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에 대한
Entitlements 지출의 기여율도 높아짐
o 정부 총지출 증가에 대한 Entitlements의 기여율은 1970~80년대에 20%
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렀다가 1990년대 이후 Medicare 및 Medicaid를
중심으로 30~40%대로 높아진 후 최근에는 더욱 높아져 2011년에는
92.5%에 달하였음
정부 총지출 증가에 대한 Entitlements의 기여율1)
1971~80 1981~90 1991~2000 2001~10
Entitlements
25.5
22.6
40.2
31.9
Social Security
17.0
11.6
16.1
11.4
Medicare
4.9
6.6
11.8
12.2
Medicaid
3.5
4.4
12.3
8.3
주 : 1) 기간중 기여율은 연간 기여율의 단순평균

정부 총지출의 증가율

2011
92.5
35.5
45.8
11.2

(%)
1971~2011
31.6
14.5
9.8
7.2

정부 총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율

자료 : BEA

(3) Entitlements 지출 전망
□ 향후 Entitlements 지출은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은퇴 등 인구구조 변
화와 Medicaid 수혜자격 완화와 같은 제도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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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베이비부머(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64년 기간중 태어난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로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Social Security 및
Medicare의 수혜대상자가 증가
― 전체 인구중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은 2000년 12%에서 2011년 13%
로 높아졌으며 2030년에는 1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25세
미만 인구의 비중은 2000년 35%에서 2011년에는 34%로 하락한 데
이어 2030년에는 30%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
― 특히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75세이상 인구의 증가율이 앞으로 빠
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인당 의료비 지출1)($)
주: 1) 2004년 기준

0~18세 19~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2,650
3,370
5,210
7,787 10,778 16,389 25,691
자료: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65세 인구비중과 Entitlements 지출 전망

자료 : US Census, BNP Paribas

연령대별 인구 증가율(%)

자료 : US Census, Citigroup

o Medicaid의 경우도 오바마케어 실시(2014년 예정)로 수혜자격이 연방빈곤
선(Federal Poverty Level)의 65%에서 133%로 완화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Medicaid 수혜대상자가 15백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CBO, 2012.7월)
― 다만 의회예산국(CBO)은 Medicaid 수혜대상 확대 등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Medicare 관련 연방소득세율
인상(1.45 → 2.35%) 및 주정부에 대한 Medicaid 보조금 축소 등으로
오바마케어 실시가 연방정부의 재정수지를 향후 10년간 1천억달러
가량 개선시킬 것으로 분석(2012.7월)
* Medicaid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을 2014년부터 3년간은 연방정부가 전
액 부담하고 이후 연차별로 주정부의 분담 비율을 높여 2020년부터는 주정부
가 10%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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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이와 같은 CBO의 분석결과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공화당은
동 분석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연방정부 재정수지가 오히려 7천
억달러 가량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
□ CBO는 Entitlements 지출의 GDP에 대한 비율이 2011년의 11.0%에서
2020년에는 12.5%로 높아지고 2050년이 되기 전에 Entitlements 지출이
연방정부의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o 이는 현행 Entitlements 제도가 지속되고 인당 의료비 지출액이 기존
증가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Medicare 및 Medicaid가 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
Entitlements 지출 전망

자료: CBO, Goldman Sachs(2012.12월)

2. Entitlements 개혁 추진이 어려운 이유
□ Entitlements 개혁은 민주당과 공화당간에 정부의 역할 및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해 견해차가 상당한 데다
Entitlements가 내수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하기 힘들어
추진이 용이하지 않음
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
□ 근본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매우 상이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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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주당은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의료 등 필수서
비스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작은
정부의 이념 하에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의 지원은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과거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자
신들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Entitlements 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음
o 민주당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Social Security 급여 수급기간을 제한하
고 급여수령을 근로활동에 연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인당 지출금액
확대를 억제(1996년 실시)하였음
o 공화당의 경우 닉슨 행정부에서 Social Security 급여를 매년 CPI에 연동
하도록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인당 지출금액을 확대(1973년 실시)하는 정책
을 편 바 있으며, 부시 행정부 때에는 노년층에 대한 의약품 보조를 늘리
기 위해 Medicare의 인당 지출금액을 확대(2005년 실시)한 바 있음
②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
□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으나 이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서 양
당간 시각차가 현저
□ 대부분 전문가들은 Entitlements와 같은 의무적 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고 앞으로도 빠르게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ntitlements 지출 억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
o CBO는 향후 Entitlements 뿐만 아니라 국채이자 지급비용도 빠르게
늘어나 정부지출중 의무적 지출 비중이 2012년 63.7%에서 2020년에는
73.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
o 특히 공화당은 구조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Entitlements의 축
소 없이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민주당은 2002년 Bush Tax Cut 및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
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세율인상 및 경기회복에 의한
세수확대를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이 가능하고, Entitlements 개혁은 수
혜대상 및 범위의 축소보다는 과잉진료 억제 등 효율성 제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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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소득세율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던 클린턴 행정부(민주당) 시절
보다 낮고 실효 개인소득세율도 OECD 평균을 하회하여 세율 인상 여
지가 충분하다고 주장*
* Morgan Stanley는 소득세율이 Bush Tax Cut 이전 수준으로 복귀될 경우 재정수
입(GDP대비)이 항구적으로 3%p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주장(2012.12월)

미국 소득세율

OECD 국가의 실효 개인소득세율(2010년)

자료 : BEA, 재무부, Citigroup

자료 : OECD

o 노동시장이 유연한 상황에서 실물경기가 회복될 경우 고용사정이 개
선되고 그 결과 재정적자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기대*
* Citigroup은 50~60년 동안의 장기시계열을 살펴볼 때 GDP 성장률과 비농가취업
자수 증가율이, 실업률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분석(2012.7월)

GDP 및 비농가취업자수(전년동기비)

실업률 및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자료: BEA, BLS, 재무부, Citigroup

o 또한 미국의 의료비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고 그간의 상승
률도 높았던 점을 들어 미국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줄임으로써 의
료비 지출을 낮출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음*
* Bricklin Dwyer(MS, 2012b), Robert Kelley(Thomson Reuters, 2009), Steven
Wieting(Citi,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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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ntitlements가 내수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 Entitlements 지출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1년에
는 5%대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15%에 이를 정도로 높아져
Entitlements가 축소될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제약되어 소비 등 내수를 위축시킬 수도 있음
* 정부의 Entitlements 지출은 정부소비가 아닌 정부의 가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
리되며, 동 경상이전은 가계의 소득 원천중 하나가 됨

o 또한 주 수혜대상인 저소득층 및 고연령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
어 계층간 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킬 가능성
연령별 소득 원천(2010년)

소득계층별 소득 원천(2010년)

자료: BLS

3. 시사점
□ 미국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
는 한 Entitlements 지출 증가 억제가 긴요
o Douglas Elemendorf 의회예산국(CBO) 국장은 그 동안 지출구성 면에서
Entitlements를 비롯한 의무적 지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재량
적 지출은 국방비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재량적 지출 축소
여지가 거의 없으며 정부채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크게
늘어나거나 Entitlements 지출 증가 억제가 불가피하다고 언급(Chicago
Booth US Monetary Policy Forum, 2.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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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재정지출 전망

자료 : CBO(2013.2월)

□ 양당은 Entitlements 개혁을 위해 그간 많은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향후 Entitlements 지출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공감대 이외에
는 특별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o Medicare 및 Social Security 수혜자격 강화, 연방정부의 Medicaid 지원
방식 변경*, Social Security 급여지급시 연동되는 물가지수 변경** 등을
논의하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함
* Medicaid는 주정부가 운영하나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기 때
문에 주정부는 대상범위 등을 확대하려는 도덕적 해이 유인이 있음.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Medicaid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
** Citigroup은 현행 CPI-W(CPI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를
chained CPI로 변경할 경우 향후 30년간 약 2조달러(2012년 실질가격 기준) 규모
의 Social Security 지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2013.2월)

□ Entitlements 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
큼 향후 이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세제개편과 연계되어 진행될 가능
성이 높음
o 그러나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적 입장차가 커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o 특히 Entitlements 지출 축소의 경우 기존 수혜자의 반발로 정치적인
부담이 적지 않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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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택압류사태 관련 정부-금융기관간 합의내용과 전망*
김기원 워싱턴주재원 차장
◆ 2007년 이후 미국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대출금 상환 실패로
모기지대출 차입자들이 주택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사실
이 알려지면서 집단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
◆ 이에 대해 연방 및 주 정부는 모기지대출을 취급한 5개 대형 금융기
관들이 거액의 보상금(250억 달러)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연준은 5
개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약 7억7천만 달러의 금전적 제재
를 부과
◆ 이를 통해 모기지대출 관련 집단 소송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며 법
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연준의 금전적 제재 조치가 의회에서 문
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1.

개요

□ 2007년 이후 미국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대출금 원리금 상환 실
패로 모기지대출 차입자들이 주택을 압류(<참고>｢주택압류 절차」참조)
당하는 경우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o 주택압류건수가 2007년 이후 매년 100만건 이상 새로 발생하고 있어
2011년말 현재 200가구당 1가구가 주택을 압류당한 상태
□ 미국 정부는 주택압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자 초기에는 재정자금을
통한 보증 및 대출 확대 노력으로 대응

o 2008년 부시 행정부는 연방주택청(FHA)이 재정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시
*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2008.7.26일). 담보주택의 가격폭락으로 대출
금을 상환해야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차입자들을 대상으로 FHA가 주택평가액
의 90%까지 장기(최장 30년)로 차입금을 보증함으로써 모기지대출 상환 압력을
완화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9호(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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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압류 발생건수

자료 : Molloy, Raven and Hui Shan(2011)

□ 미국 정부는 주택압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자 초기에는 재정자금을
통한 보증 및 대출 확대 노력으로 대응

o 2008년 부시 행정부는 연방주택청(FHA)이 재정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시
*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2008.7.26일). 담보주택의 가격폭락으로 대출
금을 상환해야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차입자들을 대상으로 FHA가 주택평가액
의 90%까지 장기(최장 30년)로 차입금을 보증함으로써 모기지대출 상환 압력을
완화

o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취임 직후 재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금융기
관들이 자발적으로 모기지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압류를 유예토록 하
는 프로그램(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을 시행
* HAMP 출범(2009.2월)시 오바마 대통령은 3~4백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

□ 그러나 압류 급증세가 이어진 반면 이를 완화·구제하기 위한 금융기관
의 노력이 미온적*인 데다 2010년 초부터는 모기지대출 관련 금융기관
의 부당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
*

HAMP 실적을 보면 2011년말까지 177만건의 대출조건 변경 신청(trial
modification)중 93만 3천건이 승인(permanent modification)됨(연체 등으로 취소
된 경우를 제외하면 76만 3천건)

o 주택압류 집행과정에서 업무편의와 서류미비 은폐를 목적으로 금융기
관 담당직원들이 관련서류에 임의로 위조서명(robo-sign)한 사실들이 알
려지자 이른바 “압류사기(foreclosure fraud)”를 둘러싼 민·형사 집단
소송이 각 주에서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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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2011년 하반기에는 금융기관 제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기구
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

o 일례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금융사기로 고소된 대형금융기관
들에 대해 제재 결정을 지연하거나 혐의를 무마한다는 불만이 제기
* SEC는 금융기관 징계보다는 금융투자자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지난 13년간 접
수한 350건의 금융기관 사기 케이스에 대하여 344건을 무혐의로 결정하고 6건만
징계. 그나마 결정기간이 수 년 씩 소요(New York Times. 2012.2.3일)

o 한편 2011년말 뉴욕 법원은 압류사기 관련 소송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SEC가 마련한 중재안을 기각*하는 사태까지 발생
* 시티그룹의 부당한 압류부동산 매각으로 총 7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송
에서 SEC는 시티그룹이 2.85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중재안을 마련하여 법
원에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적절하지도, 공익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판결(2011.12.29일).

― SEC는 법원이 감독당국의 영역을 침범하였다고 반발하고 즉각 항소
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합의금 수준이 늘어나는 양상
□ 이 같은 상황에서 2월 9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모기지대출을 취급한
5개 대형 금융기관들이 거액의 보상금(250억 달러)을 부담하는 내용의 합
의안을 발표

o 전국에 걸쳐 다발하고 있는 압류사기 관련 집단소송의 효율적인 진행
을 위하여 연방 및 주 정부가 소송 당사자 양측의 분쟁을 중재하고
단일 법원(워싱턴D.C. 관할)이 동 중재안을 승낙하여 소송을 완결할 예정
―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이와 별도로 진행
할 예정이나 혐의사실 입증 및 직접적인 귀책사유 지적이 어려워 압
류사기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자 구제·보상 위주로 진행될 전망

o 같은 날 미 연준도 동 합의문의 일환으로 제재안(2년간

7.67억 달러)을

발표하는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번 합의안 도출
이 민생보호 차원에서 큰 성과라고 자평

2.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주요 조치 내용
* 연방정부 재무부, 법무부 ,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각 금융감독기구 및 각 주 정부 법무장관 명의로 공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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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대형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발생한 모기지 취급
및 압류과정에서의 위법과 관련하여 향후 2년에 걸쳐 총 25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
* Bank of America, Wells Fargo, JP Morgan Chase, Citigroup, Ally Financial. 금융기
관별 지급액은 미공개

o 관련 금융기관들은 향후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연방·
주 정부에 각종 명목의 기여금을 납부(즉, 금융소비자 구제·보호라는 경제
적 효과 추구)

□ 최초 2년 이내에 합의된 금액의 75%를 집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액에
비례하여 부담액을 증액하고 향후 관련 금융기관 직원들이 업무처리기
준 위반시 연방정부·주 정부가 건당 1백만 달러까지 벌금 부과

o 오바마 대통령 취임 초기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만 기대했다가 실
적이 미비하여 서민들의 실망감이 커졌던 점을 고려하여 벌칙 규정을
강화
비용 부담 내역
금액(달러)

내 용

◇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운용

200억

￭ 100억 달러: 원금 삭감
￭ 30억 달러: 저금리 차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 70억 달러: 실직 대출자의 원금상환 유예에 따른 기
회비용

기대 효과

3년간
100만명
수혜

◇ 연방정부·주 정부 앞 현금 납부

50억

￭ 15억 달러: 2008∼11년중 주택압류자에 대한 연방정
부의 위로금*
￭ 27.5억 달러: 주 정부의 압류예방 프로그램 운영비용
￭ 7.5억 달러: 연방정부의 압류예방 프로그램 운영비용

75만명
수혜

* 이미 집을 잃은 75만명에게 1인당 1,800~2,000 달러 지급

3. 연준의 조치 내용
□ 미 연준은 모기지대출 취급 및 압류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5개 은행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약 7억 7천만 달러의 금전적 제재(monetary
sanctions)를 실시(2년 간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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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제재 규모
(백만달러)

금융기관(FI)
Bank of America
Wells Fargo
JP Morgan Chase
Citigroup
Ally Financial
총 계

지주사(BHC)
175.5
87
106.5
22
17
408

자회사
‥
‥
168.5
‥
190
358.5

계
175.5
87
275
22
207
766.5

o 동 제재는 연방･주 정부 및 금융기관 간 합의사항의 일환으로서 금융
기관들이 납부하게 될 자금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차입자 지원
(Borrower Assistance) 및 대출상담 프로그램(Counseling Program)의 운영비용
으로 활용*
*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거나 주택압류에 직면한 차입자를 상대로 상담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차입자 교육 등으로 활용

4. 평가 및 향후 전망
□ 금번 합의안 도출을 통해 모기지대출 관련 집단민사소송이 크게 줄 것
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

o 금융기관들이 모기지 대출자들을 위해 지출하기로 한 250억 달러는
모기지대출 이용자의 원금손실액(7,500억 달러, 대출 원금 대비 담보가치 부
족액) 중 3.3%에 불과하여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
견이 대다수
― 또한 법적 분쟁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들이 억제해 왔던 압
류집행이 금번 합의를 계기로 재개되면 압류물의 시장매각에 따른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이 예상
* 2011년 중 압류는 전년 대비 34% 감소했으나, 2012년에는 다시 25% 증가할
전망(Bloomberg 통신, 2.9일)

o 그러나 일부에서는 모기지대출 원금 감면 및 상환유예조치(총
러)에

170억 달

따라 자금마련을 위한 차입자의 주택매각 필요성이 감소함으로
써 주택가격 하락추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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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9개 금융기관이 향후 유사한 합의
를 할 경우 보상액이 4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Washington
Post, 2.10일)

□ 다만 금번 합의안은 최종적으로 워싱턴 DC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데 지난해 SEC의 중재안을 뉴욕 법원이 기각한 것과 같은 사태를 배제
할 수는 없음

o 이 경우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압류사기 관련 소송의 조속한 해
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

o 또한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를 통해 관련 금융기관들이 일부 잘못을
시인한 것이 되어 형사소송 및 감독당국의 제재가 오히려 증가할 것
이라는 견해도 제기
□ 향후 오바마 대통령은 금번 합의를 이유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
산증액을 요구할 가능성

o 모기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Fannie Mae 및 Freddie Mac 관련 모
기지는 금번 합의안과는 무관하며, 양 기관이 유사한 구제조치를 시행
하려면 예산 지원이 필요
* 2010년 이후 Fannie Mae, Freddi Mac은 관련예산 중단으로 현상유지만 하고 있
는 상황

― 이미 1.24일 의회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계류 중인 주택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
* 2011.10.24일 발표된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 개선법(저금
리 차환대출 신청기간 연장 및 대출자격 완화) 및 11.15일 발표된 Fannie Mae
및 Freddie Mac 영업확대법 등

□ 한편 금번 합의문 발표의 일환으로 연준이 금전적 제재를 발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민주당 정부에 협조하는 성격이 강하여
향후 의회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

o 연준이 발표한 금전적 제재의 내용을 보면 행정법상 범칙금이 아니라
관련 금융기관의 자발적 찬조금에 가깝고 연준이 동 찬조금을 재무부
에 다시 납부토록 되어 있어 법적 근거 및 절차의 정당성이 모호*
* 제재조치(enforcement action)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발표문에 관련 법률 및 근
거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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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회감사국이 작성한 보고서(2011.5월)에 따르면 전체 모기지대출 건수
중 연준이 관련된 경우는 4.1%에 불과하며 연준이 감독기구 대표로
금전적 제재를 발표하는 이유가 불분명
상위 25개 모기지 취급기관에 대한 금융감독 현황

자료 : US GAO(2011)

⇒ □ 연방정부 차원에서 압류사기와 관련한 금융기관을 제재하려면
Dodd-Frank 법에 의해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국(DCFP)이 주축이
되어야 하나 이 경우에는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신뢰도가 있는 연준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됨
* 공화당은 금융소비자보호청 신설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4
일 오바마 대통령이 국장(Mr. Richard Cordray)을 의회동의 없이 임명한 데 대
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o 통화정책의 중립성에 관한 연준의 명성이 감독정책에 이용된 측면
이 있어 향후 의회 논의에 귀추가 주목
<참고문헌>
임춘성, “미국의 주택압류(foreclosure) 지속 요인과 전망,” 해외경제포커스, 제2011-2호,
2011.1.7.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1), Mortgage Foreclosures：Documentation Problems
Reveal Need for Ongoing Regulatory Oversight,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GAO-11-433.
Molloy, Raven and Hui Shan(2011), The Post-Foreclosure Experience of U.S. Households,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11-32, Federal Reserve Board.
Murphy, Edward Vincent(2008), Economic Analysis of a Mortgage Foreclosure
Moratoriu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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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압류(foreclosure) 절차

□ 미국의 주택압류 과정은 주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o 모기지 대출 차입자가 90일 이상 연체(delinquency)할 경우 채무불이
행 통보(NOD : Notice of Default)를 받게 되며 이후 보통 30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주택압류 절차가 진행됨
― 이 과정에서 일부는 대출조건변경(loan modification)을 통해 주택압
류 절차를 피할 수 있음
― 차입자는 주택압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소유 주택을 급매도
(short sale)하거나 대출자에게 자발적으로 권리를 양도(DIL : Deed in
Lieu of foreclosure)하여 주택압류를 피할 수 있음
o 본격적인 주택압류 절차가 시작되면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foreclosure
sale)를 진행하게 되는데 유찰될 경우 은행앞으로 소유권이 이전(REO
: Real Estate Owned)되어 재고로 남게 됨
― 은행차압 주택은 매각될 수 있을 때까지 대체로 공실로 유지되며
이때 은행에 주택 유지 비용 및 관련 제세공과금 부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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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회사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및 평가*
권승혁 선진경제팀 차장
김민수
과장
◆ 미 연준이 19개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CCAR)를
실시한 결과 대상 금융회사의 약 80%에 달하는 15개사가 기준을 통과
◆ 금번 테스트에서는 국내(2009년의 경우)는 물론 국외 경제상황의 악화를
가정하고 테스트 항목도 종전 2개에서 4개로 확대되는 등 미 연준은
테스트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
◆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미국 금융회사들의 자산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는 테스트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

1. 주요 내용
□ 미 연준은 1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스트레스 테스
트(CCAR*) 결과를 발표(3.13일)
* Comprehensive Capital Analysis and Review

o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가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한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15개사*가 기준(필요 최저한도의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을 통과
* 2009년 테스트시에는 19개사중 9개사만 기준을 통과

o 반면 Citigroup, SunTrust Banks, Ally Financial 및 Metlife 4개사는 스
트레스 테스트(이하 “테스트”) 기준에 미달

테스트 개요
□ (대상기관) 2009년 테스트(SCAP*)에 참여했던 19개 ‘대형은행지주회
사’(BHC**)를 대상으로 실시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12호(2012.3.22), 국제경제리뷰 제2012-18호(20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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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P: The Supervisory Capital Assessment Program
** BHCs: Complex Bank Holding Companies, 개별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의
금융회사로 2008년말 기준 미 은행권 자산기준 2/3 이상, 대출기준 1/2 이상
을 차지

테스트 대상 금융회사
주요 은행:

<

개사>

6

￭ Bank of America
￭ Citigroup
￭ Goldman Sachs
￭ JPMorgan Chase
￭ Morgan Stanley
￭ Wells Fargo
자료 : 미 연준

지역 은행:

<

8

개사>

￭ Bank of NY Mellon
￭ BB&T
￭ Fifth Third Bancorp
￭ Keycorp
￭ PNC Financial Services
￭ Regions Financial
￭ SunTrust Banks
￭ US Bancorp

<

기타 금융회사: 5개사>

￭ Ally Financial
￭ American Express
￭ Capital One Financial
￭ MetLife
￭ State Street

o 금번 테스트는 2009년 및 2011년에 이어 3번째 실시되는 것으로서
2011년의 경우에는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음
□ (전제)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가정
(<참고>｢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참조)

o 2009년 테스트에서는 3개 국내경제변수(성장률, 실업률, 주택가격상승률)에
국한되었으나 금번에는 유럽 등 국외경제변수를 추가하는 등 26개로
확대
□ (통과 기준) 테스트 항목별 통과 기준은 9분기(2011.4/4~2013.4/4) 동안 자
본비율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 등으로 설정
o 2009년에 비해 테스트 항목을 2개에서 4개로 확대
□ (테스트 절차) 대상기관들은 2011.4/4~2013.4/4분기중 자본조정 계획 등
필요 자료를 2011.11월경 제출하였으며 미 연준은 이를 바탕으로 테스
트를 실시
o 이와는 별도로 대상기관들은 자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를 미 연준에
금년 1월 제출

- 247 -

테스트 개요 비교

◇ 테스트 명칭
◇ 공표일
◇ 대상기관
◇ 전제치 대상 변수

◇ 항목별 통과 기준

2009년
￭ SCAP(The Supervisory
Capital Assessment Program)
￭ 2009.5.7
￭ 19개 대형은행지주회사

2012년
￭ CCAR(The Comprehensive
Capital Analysis and Review)
￭ 2012.3.13
￭ 2009년과 동일
￭ 2009년에 비해 주가지수,
￭ GDP 성장률, 실업률, 주택
금리, 국외경제 등을 추
가격상승률 등 3개 변수
가한 26개 변수
․ GDP 성장률 : –8%
․ GDP 성장률 : –3.8%
․ 실업률 : 13%
․ 실업률 : 10.4%
․ 주택가격상승률 :–12.5%
․ 주택가격상승률 : –22%
․ 주가지수 변동 :–50%
․ 유로지역 GDP : –6.9%
￭ 2개
￭ 4개
기본자본1) 비율(Tier1 Capital Ratio)
￭ 6% 이상
￭ 4% 이상
보통주 기본자본2) 비율(Tier1 Common Capital Ratio)
￭ 4% 이상
￭ 5% 이상
총위험가중 자본 비율(Total Risk Based Capital Ratio)

￭ 8% 이상
기본자본 레버리지 비율3)(Tier 1 Leverage Ratio)

￭ 3% 또는 4% 이상

주 : 1) 자본금(보통주, 영구적 비누적적 우선주) +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제외) +
이익잉여금 +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신종자본증권 포함) + 자본조정항목
중 미교부주식배당금 + 신종자본증권
2) 기본자본에서 일부 영구적 우선주 및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을 제외
3) Ally, American Express, Capital One, MetLife에 대해서는 4.0, 그 외에는 3.0
자료 : 미 연준

o 한편 미 연준은 대상기관의 자체 테스트 결과와 미 연준의 테스트 결
과를 비교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대상기관들과 의견교환 등을 통해
3월말까지 리스크 익스포져 조정 등 자본구조 개선계획에 대한 의견
을 송부할 예정

테스트 결과
(손실 규모)

□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2013년말까지 총 5,343억 달러의 손실
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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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규모
손실 추정
◇ 대출 손실
◇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 거래 및 거래상대방으로 인한 손실
◇ 글로벌금융시장 충격에 따른 시가평가 손실 등
◆ 총손실
자료 : 미 연준

(억달러)
규 모
3,413
310
1,165
455
5,343

손실률(%)
8.1





□ 총손실액중 대출에서 발생한 손실은 3,413억달러로 추정
o 대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 대출’이 921억달러(17.2%)로 손실 규모
및 손실률 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
대출 종류별 손실
(억달러)
대출 종류별 손실
◇ 총대출 손실
▪ 선순위 모기지 대출
▪ 후순위 모기지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HELOC)
▪ 기업대출
▪ 상업용 부동산 대출
▪ 신용카드 대출
▪ 기타 소비자 대출
▪ 기타 대출

규 모
3,413
615
564
667
236
921
257
153

손실률(%)
8.1
7.4
13.2
8.2
5.2
17.2
5.9
2.5

자료 : 미 연준

o 대출 종류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손실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선순위 모기지 대출’의 손실률은 Citigroup이 9.7%로 가장 높고 이
외에 Wells Fargo 및 PNC는 9% 초중반 수준
― ‘기업대출’의 경우 Citigroup과 Bancorp 등이, ‘신용카드 대출’은
Wells Fargo와 Fifth Third 등의 순서로 손실이 발생
― 한편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는 지역은행인 Fifth Third, Regions
Financial 등의 손실이 크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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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종류별 금융회사 손실률
(대출 총손실)

(선순위 모기지 대출)

(후순위 모기지 대출)

(기업대출)

(신용카드 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주 : 3억$미만 손실 은행의 수치는 제외. 순서대로 8개사를 배열
자료 : 미 연준

(자기자본 비율)
□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대규모 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필요 최저한도의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50 -

o 손실 발생에 따라 ‘보통주 기본자본’ 비율이 10.1%에서 6.3%로 낮아지
기는 하지만 미 연준이 설정한 기준(5%)을 충족
o 대상기관의 ‘기본자본’ 및 ‘보통주 기본자본’ 규모 및 비율이 2009년 테
스트 결과를 상회*
* 이는 지난 3년간 대상 금융회사들이 자본확충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
을 기울여 온 데 기인

테스트 결과 자기자본1)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본
◇ 기본자본
▪ 보통주 기본자본
◇ 위험가중자본

2008.4/4
8,367 (10.7)
4,125 (5.3)
78,148


2011.3/4
9,070 (12.3)
7,410 (10.1)
73,560 

(단위 : 억달러)
2013.4/4 추정치
5,400 (7.8)
4,381 (6.3)
69,043 

주 : 1) ( )내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비율, %
자료 : 미 연준

□ 금융회사별로 보면 모든 금융회사가 ‘기본자본 비율’ 기준치를 통과
o 그러나 ‘보통주 기본자본 비율’은 3개은행(Ally Financial, Citigroup, SunTrust
Bank)이 ‘위험가중자본 비율’은 2개은행(Ally Financial, Metlife)이, ‘기본자
본 레버리지 비율’은 2개 은행(Metlife, Citigroup)이 각각 기준에 미달
금융회사별 현황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기본자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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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가중자본 비율>

<기본자본 레버리지 비율>

2. 금융시장의 반응과 테스트 결과에 대한 평가
시장의 반응
□ 금융시장은 테스트 결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o 발표 직후 주가 및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으며 CDS프리미엄이 하
락하고 시장변동성지수(VIX)*가 전일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위
험관련 지표도 안정된 모습
* S&P500 지수의 옵션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향후 30일 동안의 변동성 수치(연간
수치로 전환)

금융시장 반응
(주가지수)

(V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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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CDS 프리미엄)

자료 : Bloomberg

□ 다만 JPMorgan의 테스트 통과 및 Citigroup의 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의
외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o JPMorgan 등은 재무상태 개선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낸 반면, 자본이익 능력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로 통과가 예상되던
Citigroup은 2012.1/4분기 배당계획의 영향으로 기준치에 0.1%p 미달
□ 테스트 미통과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o Citigroup은 자산운영 수정 계획을 미 연준에 제출하는 한편 동사의
자체 테스트 결과를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
* New York Times,″15 of 19 Big Banks Pass Fed’s Latest Stress Test,″
(2012.3.13일)

o Ally Financial은 테스트 결과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금번 테스
트결과는 동 사가 보유한 잠재적 모기지 리스크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고 주장
o Metlife는 테스트가 보험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BHC 지정을 취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
평 가
□ 금융시장에서는 2009년 테스트 이후 미국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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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테스트 방식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제기되는 상황
o 미 연준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심각한 정도로 악화되는 가정하에 테스
트를 실시함으로써 테스트 결과의 신뢰성이 제고되었다고 자평
― 2009년 테스트의 경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의 자산 건
전성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되었으나 낙관적인 시나
리오에 근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o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
― Simon Johnson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테스트 시나리오가
저금리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 금리 상승시 보유채권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DePaul대 Rebel A. Cole교수는 ‘후순위 모기지 대출’ 및 ‘주택담보대
출’의 손실 규모가 564억달러(13%)에 불과한 점을 들어 테스트의 신
뢰성에 의문을 제기
□ 다른 전문가들은 테스트의 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 발표 이후 금
융회사들과 미 연준의 행태에 대해 비판
o 테스트를 통과한 일부 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주주의 손실을 보상한다
는 차원에서 배당금 지급계획 등을 즉각 발표
― JPMorgan Chase는 분기 배당금 증액(25센트 → 30센트), 자사주 매입
확대(현재: 120억달러 → 2013년중: 150억달러)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
― WellsFargo(12센트 → 22센트), American Express(18센트 → 20센트),
Bancorp(12.5센트 → 19.5센트)도 배당금 증액 계획을 발표
o 이에 대해 Stanford대 Anat Admati 교수는 미 연준이 테스트를 통과한
대상 기관들에 대해 배당금 지급계획을 너무 일찍 허용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될 여지를 제공했다고 평가
― 또한 테스트가 금융위기시의 차입여건 악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
는 등 잠재적 결함을 갖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들이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배당을 실시하기보다는 자본을 더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
□ 전문가들은 금번 테스트 결과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제고로 이어
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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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번 테스트 당시에는 결과 발표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주가가 부
진한 양상을 보였음

<참고>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① 국내 경제변수에 대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

경제 변수
실질 GDP성장률
명목 GDP성장률
가계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가계 명목가처분소득 증가율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3개월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
회사채 금리(BBB)
Mortgage loan 금리
Dow Jones Index
시장변동성지수(VIX)
주택가격지수 상승률
상업용부동산가격지수 상승률
주 : 1) 연간은 4분기 평균

1)

1)

2011.4/4

2012

2013

-4.84
-1.70
-6.02
-3.37
9.68
2.21
0.10
2.07
5.65
4.65
9501.48
75.86
-3.2
-5.9

-3.93
-2.52
-3.71
-2.89
11.73
1.01
0.10
1.78
6.71
5.13
6510.04
80.39
-11.9
-17.2

2.18
2.00
1.84
1.99
12.94
0.27
0.10
1.89
5.79
4.80
6792.58
56.04
-8.9
-3.6

자료 : 미 연준

<실질 GDP성장률>

<실업률>

주 : 실선은 실측치, 점선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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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
4.09
3.55
3.40
3.10
12.17
-0.18
0.10
1.90
4.88
4.34
10204.98
30.64
1.7
6.7

<주택가격지수>

<Dow Jones Index>

② 국외 경제변수에 대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
경제 변수
유로지역 GDP성장률
유로지역 물가상승률
유로환율(달러/유로)
아시아지역 GDP성장률
아시아지역 물가상승률
아시아 지역 환율
일본 GDP성장률
일본 물가상승률
일본 환율(엔/달러)
영국 GDP성장률
영국 물가상승률
영국환율(파운드/달러)
주 : 1) 연간은 4분기 평균

2011.4/4
-1.03
2.53
1.32
5.76
6.12
89.53
1.63
-0.76
77.20
-0.29
2.64
1.56
자료 : 미 연준

주 : 실선은 실측치, 점선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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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5.18
0.02
1.23
5.29
2.81
96.41
-2.25
-2.81
78.57
-3.10
0.04
1.55

1)

2013
-0.52
0.17
1.19
8.14
1.18
95.07
-2.22
-2.56
79.35
-0.74
0.32
1.53

20141)
1.66
1.05
1.20
8.20
1.66
89.15
0.55
-1.14
79.59
1.91
1.5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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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신현열 뉴욕사무소 차장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난 학자금 대출이
그 수혜자들의 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사회문제로 부각
◆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진전되면서 모기지 대출과 일반 가
계신용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데에는
추세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o 추세적 요인으로는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대학등록금 인상률 및
대학진학률의 지속적 상승 등을 들 수 있으며, 경기적 요인으로는 금
융위기 이후 취직이 어려워진 대학(원) 졸업 예정자들이 학업을 연장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졸업후에도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
례가 증가한 점이 지적됨
◆ 학자금 대출자들의 상환능력 저하는 대출받은 졸업생뿐만 아니라 부모,
연방 및 주정부, 교육기관, 금융회사 등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가
능성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교육기회가 줄어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교
육현장의 요구도 큰 상황
◆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정치권이 학자금 대출규모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도
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1. 검토배경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난 학자금 대출
(student loans)이 그 수혜자들의 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부실화 될 가능성
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
o 3월말 현재 대출잔액이 신용카드대출, 자동차할부 규모보다 큰 9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향후 2~3년내에는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21호(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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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각종 언론매체에서 학자금 대출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
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자금 대출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는 모습
o 미국의 학자금 대출 문제는 금융안정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경제문제
임과 동시에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평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사회
보장 성격도 내포하고 있어 해결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
⇒ 최근 미국 학자금 대출의 현 상황과 급증 원인, 이의 해결을 위한 정치
권의 대응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2. 학자금 대출 동향
( 전체 학자금 대출 잔액 )
□ 미국의 학자금 대출은 ①연방정부의 직접대출(federal direct student loans)
과 ②파이낸스 회사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부의 상환보증(federal
guarantee), ③민간은행의 학자금 대출(private student loans) 등으로 구분됨
□ 연방정부의 직접대출은 FRB의 월간 가계신용(Monthly Household Consumer
Credit) 정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으나 정부의 상환보
증 규모나 민간 학자금 대출은 정확한 통계 입수가 곤란하여 전체 학
자금 대출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 <참고> ‘미국의 전체 학자금 대출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이유’ 참조

□ 연방정부의 직접대출은 금년 3월말 현재 4,450억달러로 리먼사태가 발
생한 2008.9월(1,062억달러) 이후 4배 수준으로 급증
o 특히 가계신용(모기지 제외)이 2010년 9월 2.4조달러로 최저를 기록한 이
후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증가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FRB, Monthly Household Consumer Credit)
― 가계신용은 2010.9월 이후 금년 3월까지 1,487억달러 증가했는데 동
기간중 연방정부의 학자금 직접대출이 2,020억달러 늘어난 것을 감
안하면 여타 가계신용은 533억달러 감소
□ Goldman Sachs는 연방정부의 직접대출 외에 정부의 대출 상환보증, 민
간의 학자금 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학자금 대출규모는 정부의 직접대
출액의 약 두 배인 9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20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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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학자금 직접대출

전체 학자금 대출잔액 추정

자료 : FRB(Monthly Household Consumer Credit), Goldman Sachs(2011.10.26)

□ 뉴욕 연준의 Consumer Credit Panel*은 2011년 4/4분기말 총 학자금 대
출규모가 전체 가계부채(모기지 포함) 11조 5300억달러중 7.5%인 8,67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할부(6.4%), 신용카드대출(6.1%) 규
모를 상회하는 수준
* FRB of New York이 미국인 2억 4,100만명의 credit report를 보유하고 있는
Equifax의 자료에 근거하여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말함

가계부채

Mortgage
HE Revolving
Auto Loan
Credit Card
Student Loan1)
Other
합 계

‘08.4
9.26
0.70
0.79
0.87
0.41
12.03

‘09.4
8.84
0.71
0.72
0.80
0.38
11.45

가계부채 구성(2011년말)
‘10.4
8.45
0.67
0.71
0.73
0.34
10.90

(조달러)
‘11.2 ‘11.4
8.516 8.268
0.625 0.627
0.713 0.734
0.694 0.704
0.845 0.867
0.330 0.330
11.72 11.53

주 : 2011.2/4분기 이전에는 학자금 대출 통계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편제하지 않음
자료 : FRB of New York (Quarterly Report on Household Debt and Credit)

( 학자금 대출 보유 상황 )
□ 2011.3/4분기말 학자금 대출잔액은 8,650억달러로 이를 보유한 인구는
약 3,700만명으로 추산(FRB of New York, 2012.3.5)
o 대출자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30세 미만이 39.6%, 30∼39세가 26.9%,
40∼49세가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세 이상도 17.1%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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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출잔액의 연령별 보유규모를 보면 30세 미만이 33.9%, 30∼39세가
32.8%, 40∼49세가 16.4%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30∼49세 연령대의
1인당 평균 대출규모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시사
학자금 대출자1)의 연령별 구성

연령별 학자금 대출잔액2) 보유 구성

주 : 1) 2011.3/4분기말 전체 3700만명
2) 2011.3/4분기말 8,650억달러
자료 : FRB of New York, Consumer Credit Panel(2012.3.5.)

□ 한편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23,300달러인데 반해 대출잔액의 중위수
(median)는 평균잔액의 절반 수준인 12,800달러로 나타나 잔액분포에 상
당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음
o 전체 대출자의 43.1%가 10,000달러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3.1%
는 100,000달러 이상의 과다 대출금을 보유
□ 상환기일을 경과한*(past due) 대출잔액은 약 850억달러로 전체 대출잔액
의 9.8% 수준인데 이중 30세 미만이 25%, 30∼39세가 34.2%, 40∼49세
가 23.1%를 각각 보유하는 등 50세 미만이 약 82.3%를 차지
* 정책적으로 상환기일을 일정기간 유예(determent or grace period)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체율(delinquency rates)과 똑 같지는 않지만 연체율의 proxy로 간주

1인당 학자금 대출규모별 구성

대출금 상환기한 경과액1)의 연령별 구성

주 : 1) 2011.3/4분기말 전체 상환기한 경과액 850억달러
자료 : FRB of New York, Consumer Credit Panel(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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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자금 대출 급증의 원인
□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진전되면서 모기지 대출과 일반
가계신용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만이 빠르게 늘어난 데
에는 추세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
□ 추세적 요인 :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꾸준히 웃도는
가운데 고교 졸업생중 대학진학률은 계속 상승
◾ 평균 대학 등록금(4년제, 기숙사 포함) : 1999∼2000학년도 10,444달러 → 2009∼
2010학년도 17,633달러로 69% 상승
◾ 25세 이상 인구중 학사 졸업자 비중 : 2000년 26% → 2010년 30%로 상승
(자료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o 사립대학(4년제)의 경우 연간 등록비가 중위수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초반 40% 내외에서 2010년중 약 55%로 높아졌으며
공립대학의 경우도 같은 기간중 9% 내외에서 15% 정도로 상승
□ 경기적 요인 : 대학 학자금 수요는 경기 역행적(counter cyclical) 속성이
있는데 특히 최근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취직이 어려워진
대학(원) 졸업 예정자들이 학업을 계속 연장하는 사례가 늘어남
◾ 학자금 대출 학생수(전체 대학생수 대비) : 1999∼2000학년도 28% → 2007∼2008학
년도 39%로 증가(자료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비1)

대학 등록률 및 실업률의 동행성

주 : 1) 중위수 가계소득 대비 비중
자료 : Goldman Sachs(2011.10.26)

o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20∼24세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
을 5%p 가량 줄곧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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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세 실업률(%) : 2010.12월 14.7 → 2011.12월 14.4 → 2012.2월 13.8 → 4월 13.2
( )내는 전체 실업률
(9.4)
(8.5)
(8.3)
(8.1)
(자료 : BLS (Tables-Characteristics of unemployed))

□ 학자금 대출 증가로 대학 졸업자의 부채는 늘어났으나 졸업 후에도 괜
찮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능력이
크게 저하
o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 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금
(정부 및 민간 포함)은 2000년 이후 10년동안 24% 늘어난 데 반해 대학
졸업자 중 정규직의 평균 수입은 15% 정도 감소(2012.5.1)
o 미국의 최대 정부보증 및 민간 학자금 대출 서비스기관인 Sallie Mae
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4분기중 새로 상환의무가 발생한 대출의
연체율은 민간은 13%, 정부보증은 26%를 상회(자료 : SLM Corp)
대학 졸업자의 부채 및 수입1)

Sallie Mae가 취급한 학자금 대출 연체율1)

주 : 1)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액
주 : 1) 해당 분기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기준
대출금의 연체율
자료 : Wall Street Journal(2012. 5.1)
자료 : SLM Corporation

4. 학자금 대출 급증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 학자금 대출은 일반 가계신용과 달리 개인이 파산하더라도 채무자의
사망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상환의무가 소멸되지 않음
o 정부는 개인의 파산여부에 관계없이 대출자의 급여에서 대출 원리금
을 원천 징수할 권한이 있고 조세 환급시나 사회보장급여 지급시 대
출 원리금 해당부분을 차감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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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규정은 당초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미 의
회가 2005년 동 규정을 민간이 취급한 학자금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
을 제정함에 따라 모든 학자금 대출에 적용
□ 최근 Dick Durbin 의원(민주당, 상원, Senate Judiciary Committee 소속)은 개인
파산절차를 통해 민간이 취급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나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o 동 법안은 2005년의 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에서는 학생들의 모럴 해저드 가능성을 들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
o 또한 같은 위원회의 의장인 Charles Grassley 의원(공화당, 상원)은 선량
한 대다수 상환의무 이행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어떠한 법안도 반
대한다고 천명
□ 한편 금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할 목적으
로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는 모두 연방정부의 학
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3.4%로 고정*시켜줄 것을 요청
* 금년 7.1일부터 6.8%로 인상될 예정. 2007년부터 정부가 상환 보증한 학자금 대출
에 대한 금리부담(6.8%)을 덜어주기 위해 동 학자금 수혜 학생은 3.4%만을 부담하
고 나머지 3.4%는 정부가 대출취급 기관에 대신 지급해 오던 제도가 금년 7.1일부
터 종료되면서 수혜 학생이 6.8%를 모두 부담하게 됨. 다만 기존에 3.4% 고정금리
로 계약한 대출자는 적용을 받지 않고 7.1일 이후 신규대출자에 대해서만 적용

o 하원은 지난 4.27일 금리를 3.4%로 동결하는 공화당의 법안을 통과시
켰으나(2012~2013학년도 신규대출부터 적용, 연 5,500달러까지), 백악관은 동 법
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에 따른 비용(약 60억달러)을 삭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힘
o 이어 5.8일에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동 금리를 3.4%로 연장하는 민주당
의 대체 법안*에 대한 토론을 거부
* 민주당은 금리동결에 따른 비용(60억달러로 추산) 조달방안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ayroll tax) 부담 증액을 제
안한 데 반해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중인 preventive health fund 조성
철회를 통해 조달할 것을 요구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0.26일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학 졸업자의 월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상한을 가처분소득의
10%로 낮추는 조치(기존에는 15%)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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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처리(2012년부터 발효)

o 아울러 25년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 나머지 잔액은 탕감(forgiven)해
주던 기간을 20년 상환으로 단축(단, 동 탕감액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하
여 일정률 과세)

5. 평 가
□ 학자금 대출의 급증과 대출자들의 상환능력 저하는 학자금을 대출받은
졸업생뿐만 아니라 부모, 연방 및 주정부, 교육기관, 금융회사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o 청년층의 학자금 과다채무는 이들의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나 주택구
매를 저해할 소지가 큰 데다 고용시장 회복이 지연될 경우 여타 가계
신용을 구축(crowding out)하는 부작용도 예상
o 또한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늘어날 경우* 정
부의 여타 신용프로그램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는 현재의 높은 연체율을 감안하면 2010~2020년
동안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증가액이 5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 한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교육기회가 줄어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을 늘리고 상환부담은 완화시켜야 한다
는 교육현장의 요구도 큰 상황
o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와 가계의 노력으로 디레버리징된 모기지 및
여타 가계신용과 달리 학자금은 현실적으로 대출규모를 줄이기 어려
운 여건이 지속
□ 이러한 이유로 월가에서는 학자금 대출규모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Goldman Sachs, 4.16)
o 정치권에서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3.4%로 고정하는 데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청년층의 지지가 절실한
양당이 금년 6월중 타협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
□ 아울러 대학들은 연방 및 주정부의 교육예산 지원이 제한적인 환경에
서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 수익모델 개발, 기금 확충
및 비용절감 등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NYT,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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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B 등 가계신용정보 관리당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의 정확한 규모뿐만
아니라 연체율 관련 통계를 입수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등
학자금 대출의 정확한 실태 파악 노력도 뒤따를 전망

<참고>
미국의 전체 학자금 대출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이유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구분 계리 불명확)
□ 1965년부터 실시된 연방정부의 교육관련 대출은 대부분 정부의 상환
보증*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국채발행
을 통한 직접 융자는 소규모에 불과
* 파이낸스 회사가 ABS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면 연방정부가
이를 상환보증 (2000~2008년중 정부의 학자금 대출중 약 75% 차지)

□ 그러나 이 두 가지 형태가 잘 구분 계리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학
자금 대출 GSE였던 Sallie Mae가 2004년 후반 민영화됨에 따라 그동
안 Sallie Mae가 보유중이던 대출자산의 재분류 작업이 진행되면서 비
로소 정부의 직접대출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
o 2009년 이후 FRB의 월간 가계신용 통계에서 신설된 “federal
government” 항목의 대부분이 학자금 직접대출로 구성
(2010년부터 정부보증 대출을 직접대출로 전환)
□ 2008∼09년의 금융위기에 따라 신용시장이 재편되고 2010년 7월부터
정부보증 대출을 폐지하는 법(The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
Act)이 발효되면서 교육관련 신용이 정부보증에서 직접대출로 전환
* 이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체계 단순화 목적 외에도 정부보증 학자금을 취급하던 파
이낸스 회사에게 지원하던 보조금을 절약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o 기존의 정부보증 대출은 다른 형태의 가계신용 통계에 포함되고 직
접대출은 ‘federal government’ 항목에 포함되었는데 2010년 이후
연방정부 직접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기존의 정부보증 대출을
대체한 데 따른 착시효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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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구성

자료 : Goldman Sachs (2011.10.26

(민간은행의 학자금 대출은 보고체계가 미흡)
□ 민간은행이 FRB에 제출하는 가계신용 보고서(Fed NY Report G.19)에는
학자금 대출 항목이 따로 없어 현행 가계신용 통계에서 비차환대출
(non revolving loan)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
o 교육관련 지출이 가계소득이나 연방정부의 지원분보다 빨리 늘어나
면서 민간은행의 학자금 대출은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움*
* 다만, College Board에 따르면 2010~2011 학년중 전체 학자금 대출의 93%정도가
연방정부의 대출이며, 주정부, 은행 및 신용조합 등이 취급한 학자금 대출은 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WSJ, 2012.5.1)

⇒ Fed New York(2012.3.5)은 대학생이 직접 대출받은 학자금외에도 부모
가 대출 받거나 학교 중퇴자에 지원된 학자금 등은 정확한 정보가 없
어 전체 대출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의 부실률 파악도 쉽지 않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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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행의 고위험영업행위 규제방안의 주요내용*
신현열 뉴욕사무소 차장
◆ 연준 등 5개 규제감독기관들은 2011.10월 금융개혁법안(Dodd-Frank Act)
에 규정된 미국은행의 고위험영업행위 규제(Volcker Rule)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발표하여 금년 2.13일까지 금융회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는 최종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
◆ Volcker Rule은 은행(banking entity)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①자기자금으
로 단기차익 등을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자기자본거래
(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②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소유지분을 획
득ㆍ유지하거나 후원(sponsor)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ㅇ 다만 은행의 증권인수 및 시장조성, 보유 포지션 또는 계약과 관련한
리스크 헤지, 단순한 고객 대리 거래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
통적인 자산관리 및 투자자문 업무와 관련한 펀드조성 행위도 허용하
는 등 상당한 예외규정을 마련
◆ 이에 대해 은행들은 Volcker Rule의 효과와 잠재적 부작용, 은행들이
부담하게 될 규정준수 비용, 복잡한 예외규정 등에 따른 법률적 분쟁
소지 등을 이유로 규제강도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
ㅇ 또한 외국 정부 및 은행도 자국 국채에 대한 수요 위축 가능성 및 은
행 영업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을 이유로 재검토 요구 사항을 제
출함에 따라 국제적 차원의 논의 필요성도 제기
◆ 그러나 최근 JPMorgan의 헤지거래 실패에 따른 거액 손실을 계기로 유
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리스크관리 및 금융규제 필요성이 부각되
면서 정치권에서 Volcker Rule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최종안
마련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

1. 개요
□ 미국 의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은행의 고위험 투자행태
에 주목하여 2010.7월 금융개혁법안*(Dodd-Frank Act) 제정시 이를 금지하
는 내용인 일명 Volcker rule을 포함(Section 619)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10.7.21 발효)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27호(20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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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단기적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자본거래
(proprietary trading) 및 헤지펀드･사모펀드(PEF)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으
로 금지하고 그 구체적 실행방안은 규제기관이 따로 정하여 2012.7.21
일까지 시행토록 의무화
□ 이에 따라 지난해 10.11일 연준 등 5개 규제기관이 구체적 규정을 공개
(proposed rule)하고 이후 120일 동안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이 과
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반대 로비와 공화당 등 정치권 일부의
미온적 태도로 당초의 입법취지에 비해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
었음
□ 그러나 최근 JPMorgan의 파생상품거래 실패에 따른 거액(최소 20억달러)
손실 사태로 Volcker Rule의 정당성이 재부각되면서 그동안 추진력이
약화되던 규정 제정 모멘텀이 다시 강화되는 모습
□ Volcker Rule이 현재의 규제안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 은행의 영업행태
뿐만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규제의 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현재 제안되어 있는 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
정치권 및 관련 전문가, 외국정부 등의 다양한 입장을 살펴보고 향후
전개방향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난해 10.11일 연준, 통화청(OCC), 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
(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5개 규제·감독기관들은 Volcker
Rule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 규제방안(proposed rule)을 발표
o 금년 2.13일까지 금융회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였
으며 현재는 최종 규제안*을 확정하고 있는 단계
* 4개 장(A장. 정의, B장. 자기자본거래, C장. 펀드 투자․후원, D장. 규정준수 의무)
22개 조항 및 3개 부록(A. 보고 및 기록 유지, B. 시장조성관련 영업, C. 규정준
수 프로그램 최소기준) 등으로 구성된 총 298 페이지 분량 (383개의 코멘트 요구
사항 포함)

□ 핵심내용은 규제대상인 ‘은행’(banking entity)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아래 거래를 제한하며 위반할 경우 관련 거래 중지 등 벌칙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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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자금으로 단기차익 등을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
* 은행이 예금이나 신탁자산 등 고객의 자금이 아닌 자기자본이나 차입금 등 자기자
금(firm's own money)으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채권, 주식, 통화, 상품 및 이들과
연계된 파생상품 등을 매매․투자하는 행위를 말함. 보통 자기자본거래. 자기계정거
래, 고유계정거래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자기자본거래’로 부름

②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소유지분을 획득ㆍ유지하거나 후원(sponsor)하
는 행위
o 은행의 이러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동 거래의 리스크가 커 시스템
적 리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외에도 예금보험의 혜택을 누
리면서 고위험 단기차익 거래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또는 연
준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이익이 나면 자신들만 천문학적인 보너
스를 챙기는 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인식
* GAO(2011.6월)에 따르면 미국의 6대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위기 이후 5분기 동안
proprietary trading으로부터 입은 손실이 158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1. 규제대상(제2조)
□ 규제대상이 되는 “은행(banking entity)”의 범위는 ① FDIC 부보 예금취
급기관, ② 은행지주회사, ③ 은행지주회사 간주회사 및 ④ 전술한 은행
들의 관계회사(affiliate) 또는 자회사(subsidiary)를 포함*
* 규제대상 은행에 의해 설립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와 동 펀드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entity)도 포함

o 여기서 ‘③ 은행지주회사 간주회사’(treated as a bank holding company)는
국제은행업법 제8조*에서 규정한 금융회사로서 ⅰ)미국의 각 주에 지
점, 대리점 또는 자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은행, ⅱ)미국 각 주의
법상 상업대부회사(commercial lending company)를 지배하는 외국은행 또는
외국회사 및 ⅲ)동 외국은행 또는 외국회사들을 자회사로 하는 회사를
포함
* 국제은행업법(International Banking Act, 1978)은 미국 소재 외국은행의 지점, 대
리점 또는 자회사 등의 영업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의 미국 연방법

→ 동 조항에 따라 미국에 지점 또는 자회사를 둔 한국의 은행들도
Volcker Rule의 적용을 받게 됨
2. 은행의 자기자본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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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되는 자기자본투자(제3조)
□ 은행이 주도적으로(as principal)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트레이딩계정(trading
account)을 통해 규제대상인 고위험 금융상품을 취득 또는 매매하는 행
위(proprietory trading)를 금지
① 트레이딩계정 : 규제대상 금융상품을 60일 이내에 전매 또는 단기 재
정거래(arbitrage)를 위해 취득하거나 동 금융상품의 파생상품을 보유하
는 데 사용되는 계정
② 규제대상 금융상품*(covered financial position) :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
품, 상품선도계약 및 동 금융상품들의 옵션 등
* 상품(commodity), 외환(foreign exchange) 또는 통화(currency) 등의 현물거래나 대
출(loan)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자본투자(제4조~제6조, 부록 B)
□ 인수(underwriting) 또는 시장조성(market making-related activities)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어 대상 금융상품을 취득 또는 매매하는 행위
o 인수업무의 주요 판단기준 : 동 거래행위가 은행 내부의 인수관련 규정
에 의해 이루어질 것, 인수대상은 반드시 증권(security)이어야 하며 동
증권의 취득은 증권매출(distribution)과 직접 연결될 것, 고객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매출되는 시점이 상식적인(reasonable)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
야 하며, 동 거래행위의 주요 수입원은 수수료 또는 커미션이어야 함
o 시장조성업무의 주요 판단기준 : 은행 내부적으로 동 거래행위가 시장
조성행위임을 확인하는 규정에 의해 이루어질 것, 선의에(bona fide) 의
해 정기적 또는 연속적으로 대상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동시에 고객이
나 거래상대방의 납득할 만한 수요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동 거래
행위의 주요 수입원은 수수료 또는 커미션이어야 함
□ 은행의 개별 또는 집합적인 포지션, 계약, 자산보유와 관련한 특정 위
험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는 헤지 행위(risk-mitigating hedging)
o 위험완화 거래의 주요 판단기준 : 동 거래에 이용된 금융상품, 기법
및 전략 등이 적절한 내부규정 또는 정책에 의해 이루어질 것, 거래행
위가 은행이 보유한 포지션, 계약 또는 상품에서 기인하는 특정 리스
크와 직접 연계되어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구조일 것, 거
래행위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 담당
직원의 보수는 리스크를 감수한 데 따른 이익에 기반한 보상(reward)이
아닐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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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및 상품거래자문, 또는 수탁인으로서의 지위로 고객을 단순히 대
리하여 대상 금융상품을 취득 또는 매매하는 행위
o 대상금융상품에 대한 거래가 순수하게 고객의 계정에서 이루어지고
고객이 실제 수익자이어야 하며, 동 거래를 자문하고 주선하는 과정
에서 은행은 전혀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
□ 한편 미 연방정부 채권과, Fannie Mae, Freddie Mac 등 미 연방정부지
원기관(GSEs: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이 발행한 채권 또는 미국의
각 주･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prop-trading의 예외
로 인정
3. 은행의 펀드투자 및 후원 제한
(1) 펀드에 대한 투자 등 제한(Restriction on Covered Fund Investment, 제10조)
□ 은행은 헤지펀드 또는 사모펀드(PEF)등 규제대상 펀드(covered fund)에 대
하여 직･간접적으로 ⅰ)소유지분(ownership interest)을 취득 또는 보유하거
나 ⅱ)후원(sponsor)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다만 은행이 주도적(as principal)이지 않은 지위 즉, 증권 보관자(custodian), 브로
커 또는 비관계회사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선의로(good faith) 행하는 직·간접적인
펀드 투자 및 후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o 아울러 규제대상 펀드 외에 합자회사(joint venture), 인수기구(acquisition
vehicle), 일부 증권 유동화 회사(securitization vehicle) 등도 투자제한 대상
에 포함
― 소유지분의 종류 : 의결권 유무에 관계없이 지분증권(equity), 파트너
쉽(partnership), 기타 유사한 지분(other similar interest)이나 동 지분의
파생상품(derivative) 및 동 소유지분들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채무증
서(debt security) 등을 포함
― 후원 행위의 종류 : 규제대상 펀드의 의사결정 및 운영을 사실상 지
배하는 행위에 초점을 둠
o 구체적으로는 i)규제대상 펀드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경영진
또는 수탁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ii)펀드의 이사, 경영진, 수탁자의 과
반수를 선임 혹은 지배하거나, ⅲ)영업, 판매활동 등의 목적으로 해당
펀드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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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펀드 투자 또는 후원(제11조~제14조)
□ 은행의 주도적인 투자나 지배 목적이 아닌 전통적인 자산관리 및 투자
자문 업무와 관련한 선의의(bona fide) 펀드 조성 행위 등
o 펀드에 비관계투자자(non-affiliate)를 유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초기 투
자지분(initial equity)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o 특정 펀드에 대한 출자비율이 설립 후 1년 이내 펀드지분의 3% 이내
인 경우 또는 은행(관계회사 및 자회사 포함)의 특정 펀드에 대한 총 출자
액이 tier 1 자기자본의 3% 이내인 경우
□ 외국은행 등이 미국 이외 지역(solely outside the U.S.)에서 지분투자를 하
거나 후원하는 행위
o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거래의 쌍방 당사
자가 모두 미국 비거주자일 것,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단순 행정,
사무직 직원 제외)이 물리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거래 자체가 전
적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할 것
□ 기타 펀드의 소유지분 보유 또는 투자를 인정하는 경우의 사례
① 대출자산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는 펀드에 대한 소유지분 보유 또는
투자
② 고객을 위한 영업행위의 결과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헤
지하기 위해 펀드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③ 소규모투자기업법(1958)상 소규모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및 공공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 및 후원 등
4. 규정준수(Compliance) 의무(제20조~제21조 및 부록 A, C )
□ 은행이 동 규정을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규정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되 실제 운용은 법률상 시행시기보다 2년 뒤인
2014년 7.21일까지 유예
□ 규정준수 프로그램은 은행의 자기자본투자에 따른 자산, 부채 및 펀드
에 대한 투자규모*에 따라 ①기본 프로그램과 ②고강도 프로그램으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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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금액은 당해 은행은 물론 지주회사, 관계회사 및 자회사 등 모든 글로벌 거래를
합산

① 기본 프로그램 6개 항목 : i) 규정준수 정책 및 절차, ii) 트레이딩 관
련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 iii) 경영층의 책임성 강화, iv) 독립적인 전
문가 집단의 효과성 검증, v) 담당 직원 및 관리자 훈련, vi) 최소 5
년 이상 기록 보관 및 감독당국 요구시 제출 등
② 고강도 프로그램 : 기본 프로그램 6개 항목에 더하여 추가 의무사항
을 `부록 C`에 규정
□ 아울러 인수 및 시장조성 관련 거래 등 허용되는 업무에 대하여 거래
담당(trading unit)별로 거래내역에 대한 상세한 정량보고(quantitative
measure) 의무를 부과
o 이는 은행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자산·부채관리(ALM) 행위가 규정에
의해 금지된 거래인지 또는 허용되는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동시에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검사 착안사항 등으로 활
용할 목적으로 규정
규정준수 프로그램 및 계량보고 의무내용
구분

적용 기준1)

의무내용2)

- prop trading 자산 및 부채가
10억 달러 미만 또는 동 규모
가 총 자산의 10% 미만
규정
준수
프로
그램

- 기본 규정준수 프로그램 운용
- 5년간 기록유지 및 보고

- 펀드투자․후원 10억 달러 미만
- prop trading 자산 및 부채가
10억 달러 이상 또는 동 규모
가 총 자산의 10% 이상

- 고강도 규정준수 프로그램 운용
- 5년 이상 기록유지 및 보고

- 펀드투자․후원 10억 달러 이상
정량
보고
의무
(QM)

- prop trading 자산 및 부채규
모 10~50억 달러인 경우
- prop trading 자산 및 부채규
모가 50억 달러 이상

- 시장조성 거래관련 8개 항목 정량보고
- 시장조성 거래관련 17개 항목 정량보고
- 인수, 리스크헤징 및 미국채 거래관련
5개 항목 계량보고

주 : 1) 적용의 기준이 되는 거래자산 및 부채규모, 펀드투자 및 후원금액은 직전 4분기
각 말일의 값을 평균한 금액
2) 상세한 의무내용은 <참고1> <참고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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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거래 및 펀드에 대한 투자 중지 가능
o 특히 은행이 특정 거래가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일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규정 준수 입증책임을
은행에 부과

3. 금융회사 등의 입장
(금융회사의 입장)
□ 금융회사들은 Volcker Rule의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규제
의 효과와 잠재적 부작용, 금융회사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과 법률적 분
쟁 소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강도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
□ 은행들은 자기자본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은행의 시장 유동성
(market liquidity) 창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
o 유동성 창출 기능이 위축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격 불확
실성 심화, 자본조달 및 리스크 헤지 기능 제약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
o 한편 미국 은행들의 거래비용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
니라 미국 외에서의 금융거래로 대체하게 만들어 미국내의 금융거래
를 축소시킬 가능성도 제기
□ 또한 자기자본거래에 대한 규제가 은행의 일상적인 자산부채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행위를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
o 은행연합회(ABA) 등은 ALM은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
인데 Volcker Rule에 따르면 60일 이내의 단기에 이루어지는 선의의
ALM 활동이 규제대상 prop-trading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
o 선의의 ALM 행위이더라도 실무자는 항상 거래에 앞서 한 개 또는 다
수 감독당국의 사후적인 평가(after-the-fact review)를 염두에 두고 거래
해야하는 부담이 생겨 영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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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거래담당별로 부과하고 있는 거래내역에 대한 상세한 계량보
고(quantitative measure) 의무 내용이 기술적으로 계산하기 불가능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 기록유지에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불만도 제기
□ 은행들은 규제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규정의 해석
및 감독과 관련한 법률분쟁 소지가 클 것을 우려
o 은행연합회(ABA)의 F. Keating 회장은“이렇게 복잡한 규제를 은행들이
어떻게 정확히 준수하고 감독기관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
o 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논란 가능성이 많은 분야로는 트레이딩 계정과
고객계정 구분의 용이성 문제, 단기거래의 기준이 되는 ‘60일’의 획
일성, 금지되는 자기자본거래와 인수･시장조성 거래, 헤지거래 등 허
용업무의 구분 기준* 등임
* Jamie Dimon JPMorgan 회장은 하원청문회(6.19일)에서 헤지거래와 자기자본거래
를 선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투자은행 관련 법
률전문가인 C. Whitehead 코넬대학 교수는 자기자본거래와 허용되는 거래인 시
장조성 행위의 구분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 소지가 많다고 평가

□ 아울러 규정준수 프로그램 구축 및 복잡한 요구서류 준비 등과 관련한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
* 연준 등 감독당국들은 대상 은행들이 현재의 규제안을 준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
간을 총 650만 시간으로 추산하였으며, 통화감독청(OCC)은 연간 Compliance 비용
을 10억 달러로 전망 (American Banker, 2012.2.16.)

o 다만 Goldman Sachs, BOA 등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는 관련 영업부서
폐지 등에 따른 수익 감소* 및 고용축소 등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도 구체적 규제방안 확정 이전에 이미 관련 데스크를 축소·폐지 또는
타회사에 매각하거나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
* 동 규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은행의 채권트레이딩 수익은 25%, 영업마진은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채권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Goldman
Sachs와 Morgan Stanley에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Bloomberg, 2011.10.10일)

(정치권 및 전문가의 입장)
□ 정치권에서는 당초 공화당을 중심으로 규제강화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
되면서 Volcker Rule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상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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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의 미트 롬니 대통령 후보는 Volcker Rule을 포함한 Dodd-Frank Act가 양질
의 일자리를 없애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당선시 대폭 수정 또는 폐기할 것을 천명

□ 그러나 최근 JPMorgan의 헤지거래 실패에 따른 최소 20억달러 손실(5.10
일 발표)을 계기로 다수의 의원들이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리
스크관리 및 금융규제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Volcker Rule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
* Bloomberg는 금번 JPMorgan 사태는 Volker Rule 도입을 추진하는 행정부 및 입법
부에게 새로운 실탄(ammunition)을 지급한 것과 같다고 논평(6.14일)

o Richard Shelby 의원(공화당)은 6.13일 Jamie Dimon JPMorgan 회장을
출석시킨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Volcker Rule 적용의 예외조항
인 헤지거래가 은행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지적
* JPMorgan은 거액 손실을 초래한 금번 파생상품거래가 현재의 규제안에 따르더라
도 문제가 되지 않는 ‘위험완화 헤지거래’였다고 주장

o Jeff Merkley(민주당)은 금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리스크 관리 및 헤
지, 시장조성을 가장한 자기자본거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한편 소비자 그룹에서는 현재의 규제안은 그 강도가 Dodd-Frank Act의
제정 취지보다 약화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Reuter 2011.10.11.일)
o 소비자 단체인 AFR(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은 동 규제안이 “명료
하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을 은행들이 여러 경로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공함으로써 Volcker Rule의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평가
□ 동 규제의 최초 제안자인 Paul Volcker도 감독당국앞으로 보낸 공개서
한을 통해 현 규제안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반대논리를 비판함으로써
규제안을 조속히 관철시킬 것을 주문(2.13일)
o 자기자본거래가 생각보다 위험한 거래가 아니라는 은행의 주장은 글
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동 거래의 위험성이 증명되었다는 말로 일축
하는 한편 규제 시행에 따른 미국 은행들의 국제경쟁력 약화 주장은
허풍(hogwash)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투기적 거래능력보다는
은행의 본질적인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라고 요구
o 한편 현 규제안이 당초 취지보다 복잡해졌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은
행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인정하지만 위험한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시에 예상되는 수습비용을 고려하면 감내가능한 정도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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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 FDIC 의장 S. Bair는 예금보험혜택을 받는 은행이 자기이익을
위해 위험한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Volcker Rule의 금지
대상에서 예외인 헤지거래의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
(WSJ, 5.31일)

(외국 은행 및 정부의 입장)
□ 유럽, 일본, 캐나다 등은 미국에서 영업하는 자국 은행의 지점이나 현
지법인의 자기자본거래뿐만 아니라 미국밖에 있는 자국내 본점의 거래
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
* 국제은행협회(IIB: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ers) 및 유럽은행협회(EBF:
European Banking Ferderation)는‘미국 이외지역에서의 거래’(solely outside of
US)와 관련한 규정안이 Dodd-Frank Act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외국은행 등을 과
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2012.2.13)

o 따라서 해외의 외국은행 본사 또는 관계회사를 Volcker Rule 준수 프
로그램 이행 및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
□ 아울러 규제대상의 예외로 미국의 국채는 인정하면서 외국의 국채는
제외함에 따라 자국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
o 이는 미국의 유동성뿐만 아니라 국제 유동성을 제약할 수 있으며 나
아가 국제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4. 평가 및 향후 전망
□ Volcker Rule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고위험 투
자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서 이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분리시킨 Glass-Steagall 법*의 취지를 1999년 이후 13년 만에 부활시키
는 것으로 평가
* 1930년 대공황 직후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겸업 금지, 예금보험공사(FDIC) 설치 등
을 내용으로 제정된 법으로 1999년 겸업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은행들의 요구로 폐지

□ 당초 Dodd-Frank Act 발효 2주년이 되는 금년 7.21일부터 전면적인 시
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각계에서 수렴된 19,000개 이상의 코멘트 및 건
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 279 -

고려할 때 계획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Bernanke 연준 의장은 최종안이 법정시한까지 마련되지 못 할 수 있다고 언급(3.22
일)하였으며, 연준은 은행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Volcker Rule이 조만간 확정
되더라도 준수시기(full conformance)는 2014년 7.21일로 연기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4.19일)

o 규제대상 예외거래의 복잡성 등 규정자체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많은 데다 복잡한 서류요구 등 규정준수 비용의 과다, 외국의 은행에
까지 적용대상 확대로 인한 반발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외국 정부 및 은행도 자국 국채에 대한 수요 위축 및 금융시장
유동성 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재검토 요구 사항을 제출함에 따라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한 국제 차원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조속
한 최종안 마련을 어렵게 하는 요인
o 실제로 국가간 금융규제의 형평성 확보를 통한 규제차익거래(regulation
arbitrage) 방지를 위해서도 Volcker Rule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국제
적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
□ 그러나 그동안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며 금융회사의 완화요구에 동조하
던 공화당 등 정치권 일부에서 JPMorgan의 거액 손실사태를 계기로
Volcker Rule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최종안 마련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
* Jamie Dimon JPMorgan 회장도 금번 거액손실을 초래한 거래에 일부 문제가 있었
음을 인정하고 자기자본거래를 규제하는 rule이 있었더라면 사전에 체크될 수 있
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6.13,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증언)

- 280 -

<참고 1>
규정준수 기본 프로그램의 6개 항목
① 정책 및 절차(internal policy & procedure) 수립 : 트레이딩 계정, 담당부서
및 조직체계, 거래조직의 목표 및 전략, 리스크관리 절차, 트레이더의 의무
사항, hedging 정책 및 절차, 고위험 자산에의 중대한 익스포져 모니터링,
규정 위반사항 해소 등
②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체계 구축 : 트레이딩 활동이 승인된 리스크, 수
단 및 상품과 일치되는지 여부 확인, 리스크에 대한 제약, 규칙 위반사항의
신속한 금융당국 보고 및 해소 등
③ 경영층의 책임성(responsibility & accountability) 강화 : 이사회 및 CEO의
규칙준수 프로그램 검토 및 승인, 트레이딩 부서별로 규칙준수 감독관 임
명, 매니저들에 프로그램 집행 및 효과성에 대한 책임 부여, 상급 감독관의
프로그램 집행 및 감독 등
④ 독립적 전문가에 의한 검증(independent testing) : 자격있고 독립적인 내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최소 연 1회 이상 규정준수 프로그램의 적정성
과 효과성 테스트 실시
⑤ 직무훈련(training) 실시 : 내부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트레이더, 매니
저, 기타 관련직원에 대한 준법 프로그램 훈련 실시
⑥ 기록 유지(record keeping) : 규정준수 프로그램의 효과성 입증, 5년 이상
기록 유지 및 금융감독당국의 요구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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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시장조성 거래관련 정량보고 17개 항목
□ 자기자본거래 자산･부채규모가 10∼50억 달러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 항목
①Comprehensive Profit and Loss, ②Portfolio Profit and Loss, ③Fee Income
and Expense, ④Spread Profit and Loss, ⑤Value-at-Risk and Stress VaR, ⑥
Comprehensive Profit and Loss Attribution, ⑦Comprehensive Profit and
Loss to Volatility Ratio and Portfolio Profit and Loss to Volatility Ratio, ⑧
Volatility of Comprehensive Profit and Loss and Volatility of Portfolio Profit
and Loss
□ 자기자본거래 자산․부채규모가 50억 달러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추가 항목
⑨VaR Exceedance, ⑩Risk Factor Sensitivities, ⑪Risk and Position Limits,
⑫Pay-to-Receive Spread Ratio, ⑬Unprofitable Trading Days Based on
Comprehensive Profit and Loss and Unprofitable Trading Days Based on
Portfolio Profit and Loss, ⑭Skewness of Portfolio Profit and Loss and
Kurtosis of Portfolio Profit and Loss, ⑮Inventory Risk Turnover, ⑯
Inventory Aging, ⑰Customer-facing Trad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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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리스크 점검*
신현열 뉴욕사무소 차장
◆ 최근 캐나다는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과 이를 배경으로 한 모기지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부채 누적으로 잠재적인 금융불안 리스크에 노출되
어 있는 것으로 평가
o 아직까지 가계의 뚜렷한 재무상황 악화 또는 주택시장의 불안 징후는
없으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리 인상, 실업률 상승 등 국내외의 부
정적 충격에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
◆ 이에 따라 재무부, 금융기관감독청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에 대한 경계심을 표명하면서 모기지 대출조건 강화 등 다각
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모색
◆ 그러나 시장
이러한 제도
을 제기하고
능성도 있는

일각에서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한
변경의 가계부채 연착륙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있어 주택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적 규제강화 가
것으로 전망

1. 검토배경
□ 캐나다는 금융위기 이후 2~3%의 비교적 견조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는
한편 금융시스템도 건전성과 안전성을 잘 유지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금융·경제상태를 지속해 왔음
주요국의 투자등급 회사채 스프레드1)

캐나다의 GDP성장률

주 : 1) 투자등급 회사채와 국채수익률간의 Option-adjusted spread
자료 : Bank of Canada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33호(2012.8.17)

- 283 -

□ 그러나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과 이를 배경으로 한 모기지대
출 급증에 따른 가계부채의 누적이 캐나다 경제의 잠재적인 위협요인
으로 부상하고 있음*
* 캐나다 중앙은행은 최근의 금융안정보고서(Financial System Review, 2012.6)에서
캐나다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거품 가능성
을 언급하였으며, 7.18일 금년도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는 자리에서도 향후 캐나다
경제의 최대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누적문제를 재차 지적

o 캐나다의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였으며 가계부채
도 큰 폭의 디레버리징을 겪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모
기지대출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였음
→ 캐나다의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상황과 동 수준에 대한 정책당국 등의
평가,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함

2.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
1. 가계부채
□ 캐나다의 가계대출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소폭 감소했던 기업대출과 달
리 6% 내외의 높은 증가율(3개월 이전대비, 연율)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금
년 들어 4%대 후반으로 다소 둔화된 상황
o 특히 일반 가계신용 증가율은 1%대로 상당폭 낮아진 데 반해 모기지
대출은 여전히 6%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
기업 및 가계 대출증가율

가계대출의 부문별 증가율

자료 : Bank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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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의 꾸준한 증가는 사상 최저수준의 모기지대출 금리와 주택가
격 상승에 따른 담보가치 상승 등으로 가계의 차입능력이 향상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실질 모기지대출 금리1)

주택가격과 담보대출간의 관계

주 : 1) 명목 모기지대출 금리(5년 만기)에서 중기 CPI 인플레이션기대를 차감하여 계산
자료 : Bank of Canada,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여타 국가에 비해 캐나다
가계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금년 1/4분기
중 152%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며 미국 및 영국 수준을 상회
o 가계부채중에서는 모기지대출이 지난해말 현재 일반 가계신용의 약 2
배 정도를 차지
주요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구성

자료 : Statistics Canada, FRB,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가계부채의 연령별 보유현황을 보면 주택구입 적령기인 31~45세가 모
기지대출을 중심으로 평균 11만달러* 내외의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기지대출 잔액도 큼
*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화폐단위는 캐나다 달러(Canadian dollar)를 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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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보유 분포1)
연령별 평균 부채 보유액
소득수준 및 연령별 모기지대출 보유액

주 : 1) 2010년말 현재

자료 : Canadian Financial Monitor

2. 주택시장
□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09년중 소폭 하락 조정
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추세적인 상승패턴을 지속하였
으며 지난해 이후부터는 전국 평균 42만달러 내외에서 등락*
* 도시별로는 태평양 연안의 벤쿠버지역이 금년 2/4분기중 70만달러 내외로 전국 최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중심지인 토론토는 50만달러 수준에서 등락

o 캐나다의 평균 주택가격은 금년 5월 현재 지난 10년간 98% 정도 올랐
으며 2009년 1월에 비해서는 34% 상승
o 거래량도 2008~09년중 월평균 30만건(기존주택, 연율) 수준으로 감소하였
을 뿐 전반적으로는 장기 평균수준인 40~50만건 정도를 유지
평균 주택가격

기존주택 거래량

자료 : RBC(2012.7.16.),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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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의 가처분소득 대비 배율은 2011년말 현재 장기평균(3.3배)을 크
게 웃도는 4.7배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임차료 대비 배율도 2.3배 정
도로 장기평균(1.4배)을 크게 상회
주택가격의 가처분소득 대비 배율

주택가격의 임차료 대비 배율

자료 :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Teranet-National Bank, Statistics Canada

□ 주택가격의 상승은 신규주택 건설을 촉진하여 주택건설투자가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이후 장기 평균수준을 넘어서면서 금년 1/4
분기중 역사적 최고 수준인 7.2%수준으로 상승*
* 건설업 취업자의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도 7.4%로 미국의 4.2%에 비해 크게 높음

o 주택건설 착공은 단독주택이 금융위기 이후 40% 이상 감소하여 분기
당 8만건 내외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가구 주택은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웃돌면서 상승 추세(금년 2/4분기중 14.2만건)
주택건설투자의 대GDP비중

주택 건설 착공

자료 :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Statistics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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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수준에 대한 평가
1. 가계부채
□ 가계부채 누적 및 주택가격의 거품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가계
의 재무상황이 뚜렷이 악화된 징후는 아직 없는 것으로 평가됨
o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이자지급비율(DSR : Debt-Service Ratio)은
사상 최저의 금리 수준 등에 힘입어 금년 1/4분기중 7.3%로 장기 평
균수준(1990.1∼2011.12 : 8.1%)을 밑돌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자상환 부담
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o 은행의 부실대출비율은 1% 미만으로 6∼7%대를 유지하고 있는 유로지
역과 영국뿐만 아니라 2%대를 보이고 있는 미국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
주요국의 부실대출비율1)

가계의 부채 이자지급비율(DSR)

주 : 1) 전체 대출에서 부실대출(non-performing loan)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Bank of Canada, RBC(2012.7월)

□ 그러나 캐나다 중앙은행(이하 BOC)의 가계재무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테
스트 결과에 의하면 현재 가계부채는 국내외의 부정적 충격에 매우 취
약한 것으로 평가됨(Financial System Review 2012.6월)
o 특히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모기지대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
택가격 하락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하락에 따른 디레버리징과 맞물
려 캐나다의 금융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리스크로 인식
①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소폭 낮아졌지만 GDP대비 대출갭
*
(credit-to-GDP gap)은 여전히 바젤Ⅲ의 모니터링 권고 기준인 2%를 크
게 상회하는 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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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점의 명목 GDP대비 대출액 비율에서 동 비율의 장기추세치를 차감하여 산
출. Basel Ⅲ에서는 동 비율이 2%를 넘어서면 잠재적 금융불안요인이 될 수 있으
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권고

o 또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소득 증가율을 상회할 것
으로 보여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
② 한편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이자지급비율(DSR)이 높아 금리 인상에 취
약한 구조인 것으로 평가
o 전체 가계의 6.2%가 DSR이 40% 이상으로 심각한 이자상환부담을 안
고 있으며, DSR이 40% 이상인 가계가 보유한 부채의 전체 가계부채에
서의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11.5%로 장기 평균수준(2002~2011년 : 11.2%)
을 상회
― 한편 만약 2015년 중반까지 BOC가 정책금리를 현재(1%)보다 3.25%p
인상할 경우 DSR이 40% 이상인 가계가 보유한 부채의 비중은 현재
의 11%선에서 20%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GDP대비 대출갭1)

가계부채의 취약성 지표2)

주 : 1) 명목 GDP대비 대출액 비율에서 동 비율의 장기추세치를 차감. 점선은
Basel Ⅲ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장하는 기준치(2%)
2) 점선은 각 지표의 2002~2011년중 평균수준
자료 : Bank of Canada

③ 가계대출의 연체율(90일 이상)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크게 높아졌다가
2011년 이후 소폭 낮아졌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의 2배 수준*
* 미국의 경우 2012.1/4 중 모기지대출 연체율이 7.4%

o 특히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3%p 높아질 경우 연체
율(90일 이상)은 3년내에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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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의 연체율 (90일 이상)

실업율 상승시 모기지대출 연체율 전망

자료 : Bank of Canada

o 또한 CICA(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의 최근 서베이에 의
하면 응답자의 48%가 금리 인상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변(7.17일)
― 이중 29%는 금리가 3~4%p 인상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29%는 2%p 미만으로 인상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변
2. 주택시장
□ 주택시장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수
준(balance market)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o 금년 6월 현재 주택판매량의 신규매물 대비 비율은 0.52배로 균형수준
으로 평가되는 0.4∼0.6배 구간내에 있으며, 주택재고량도 월 판매량
대비 6개월치 내외로 장기 평균수준에서 등락
□ 낮은 모기지 금리에 힘입어 소득 대비 모기지 원리금상환비율이 20%대
후반으로 그다지 높지 않아 주택구입능력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
판매/신규매물(Sale-to-New listing) 비율

가처분소득 대비 모기지 원리금상환비율

자료 : RBC(2012.7.16.), Bank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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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향후 예정된 다가주 주택의 공급물량이 많아 주택가격에 하락
압력이 점차 커질 가능성(Financial System Review 2012.6월)
o 이들 물량이 완공되는 향후 18∼36개월동안 적절한 수요가 뒷받침되
지 못하면 공급우위에 따른 가격 하락압력이 현실화될 우려
□ 또한 금리 인상 등으로 모기지 원리금상환비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
는 모기지 유지능력이 빠르게 저하될 가능성도 제기됨
o 만약 모기지 금리가 정상수준(1996년 이후 평균 : 4%)으로 인상된다면 모
기지 원리금상환비율은 현재의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으로 상승
하는 것으로 추정
건설중인 주택 건수1)

금리 인상시 모기지 유지능력 저하 정도2)

주 : 1) 25세 인구 10만명당 건설중인 주택수를 장기 평균수준 대비 상회(+) 또는 하
회(-)하는 주택수로 표시(주요 대도시 기준)
2) 점선은 1996~2001년 평균(0.27배)수준으로 동 수준을 상회(하회)하면 모기지
유지능력이 저하(향상)되는 것으로 평가
자료 : Bank of Canada

4. 캐나다 정책당국의 대응
□ 캐나다의 정책당국도 여러 경로를 통해 가계의 부채수준과 높은 주택
가격에 대한 경계심을 표명하면서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모색
□ 재무부는 6.21일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통한 등 거시건전성 제고 차원에
서 모기지대출제도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7.9.일 발효)
* 재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모기지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들로 하여금
정부가 상환보험을 제공한 모기지대출을 담보로 한 증권(covered bond)의 발행을
금지하는 한편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모기지 상환보험의 법적한도를 6천억달러로
증액하자는 주택금융공사(Canadian Mortgage Housing Corp.)의 요구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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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TV가 높아 정부가 상환보험*을 제공한 모기지대출(mortgages backed by
government insurance)의 최장 상환기간을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하여
대출금의 조속한 상환을 유도**
* 캐나다에서는 주택구입시 지불하는 현금(down payment)이 주택가격 대비 20% 미
만(LTV 8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모기지 상환보험에 가입해야 함
** 다만, LTV가 20% 이하인 모기지대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최장 상환기간을 30년 이내에서 선택하도록 규정. 한편 동 기간은 2008년중 40
년에서 이미 두 번에 걸쳐 30년으로 축소된 것임

② 동 모기지 차입자의 리파이낸싱 한도를 주택가격의 85%에서 80%로
축소하여 주택지분 상승에 따른 과도한 차입을 억제*
* 금번 리파이낸싱 한도 축소조치는 2011년 3월 90%에서 85%로 하향조정한 이후
두 번째임

③ 부채의 원리금상환비율 한도를 Gross-DSR* 기준 39%, Total-DSR** 기
준 44%로 하향 조정하여 소득을 감안한 상환능력을 제고
* 소득에서 주택관련 지출(모기지 원리금, 재산세, 냉난방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
** 소득에서 주택관련 지출 및 일반 가계신용 등 모든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
하는 비중

④ 정부가 상환보험을 제공하는 모기지대출은 가격이 1백만달러 이하의
주택 구입시에만 허용하여 실거주 목적의 구입 위주로 지원
□ 같은 날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OSFI :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도 은행들의 일반 모기지대출 취급기준을 엄격히 하
는 가이드라인을 발표(6.21일)
o 주택지분 대출한도(HELOC: Home Equity Lines of Credit)를 현행 주택가격의
80%에서 65%로 축소, 은행은 동 비율을 리파이낸싱 시점마다 차입희
망자의 상환능력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계산 등
□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모기지대출요건 강화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
세 둔화 등 자체적인 조정 움직임을 보이던 주택시장의 추세를 확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o 이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신규 모기지대출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축
소해 왔던 대부분의 은행들이 환영한 가운데 Bank of Montreal은 전
폭적인 지지의사를 표명(Bloomberg, 6.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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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Moody′s는 캐나다 정부의 주택경기 연착륙 대책이 이미 늦은
감이 있으며 BOC의 정책금리 인상 없이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
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6.25일)
o 모기지 최장 상환기간 및 리파이낸싱 한도 축소는 이번 조치를 포함하
여 최근 4년간 이미 네 차례나 이루어졌으나 사상 최저금리 환경하에
서 가계의 차입을 통한 주택구입 유인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언급
□ Moody′s의 이러한 평가에 대하여 BOC의 Mark Carney 총재는 가계부
채 누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은 마지막 수
단(last line of defence)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Carney 총재도 금번 모기지대출조건 변경과정에 참여하였으나 BOC가 가계부채 문
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다만, 시장에서는 동 조치로 BOC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리 인상
부담으로부터 다소 여유가 생겼다고 평가 (Bloomberg, 6.22일)

5. 종합평가
□ 캐나다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현재로서는 뚜렷한 불안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잠재적으로는 캐나다의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정책당국과 시장은 동 지표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
□ 아울러 캐나다의 가계부채 누적은 주택가격 상승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이 필수적
이라는 데 대부분이 공감*
* 가계의 총자산중 40%정도(10년전보다 34% 증가)가 주택관련 자산으로 주택가격
하락시 순자산가치 축소에 따른 소비위축, 금융불안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 큰
것으로 평가(RBC, 2012.7)

o 특히 금리 상승이나 경기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등 부정적 여건이
현실화될 경우 가계의 모기지 유지능력 저하에 따른 디레버리징과 주
택가격 하락을 촉발하여 금융 및 실물경제에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 실제로 최근 S&P는 캐나다 은행들이 높은 주택가격과 이와 연계된
가계부채 누적으로 잠재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요 7
개 은행(Royal Bank of Canada(RBC), Totonto-Dominion Bank(TD) 등)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AA- stable→AA- negative)으로 하향조정*(7.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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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S&P는 최근 정부와 규제당국이 Systemic Risk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한 모기지제도 변경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은행들의 성
과도 글로벌 경쟁은행들과 면밀히 비교평가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

― 다만 캐나다 은행들은 유로존에 대한 익스포져가 크지 않고 자본상
황도 비교적 양호하며, 수익전망도 미국의 은행들만큼 불투명하지
않아 당분간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중론
(Bloomberg 7.27일)

□ 이에 따라 재무부, 금융기관감독청(OSFI) 등은 모기지대출 여건을 엄격
히 하는 등 일련의 거시･미시건전성 정책을 동원하여 주택시장의 과열
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규제당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BOC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가계부채의 연착륙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여
건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강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
o 특히 현재 1%로 사상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책금리의 정상화
시기를 둘러싼 BOC의 고민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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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의 재무 및 수익상황 변화*
신현열 뉴욕사무소 차장
◆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은행은 파생금융상품 손실, 부
실채권 급증, 급격한 신용경색 등으로 대공황 이래 최악의 영업환경에
직면
◆ 그러나 연준 등 정책당국의 다각적인 금융시장안정 정책과 은행의 대
규모 부실자산 상각,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2010년 이후 은행의 영업
및 재무상황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음
ㅇ 위기과정에서 감소하였던 자산규모는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완만하
나마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전반적인 규제강화 움직임, 고위험 영업
부문 축소 등으로 자산의 질도 상당폭 개선
ㅇ 금융위기 기간중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익률은 2010년 이
후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자본의 적정성비율도 자본확충 등에 힘입
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
◆ 그러나 이러한 은행의 자산 건전성 및 수익성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의 장기화, 은행산업 전반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창출 능력이
저하된 데다 잠재적 손실흡수 능력도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이 중론
◆ 이에 따라 미국의 은행은 강화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견지하면서 내실
을 다지는 동시에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익창출 기반을
다양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

1. 검토배경
□ 4년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2008.9.15.)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
면서 미국 은행은 파생금융상품 손실, 부실채권 급증, 급격한 신용경색
등으로 대공황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음
□ 이에 따라 미 연준은 주요 신용시장의 차입자 및 투자자에게 직접 유
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긴급신용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금리인하,
양적완화정책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음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40･41호(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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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 등 정책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2010년 이후 금융시장이 뚜렷
이 안정되고 은행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부실자산을 상각하고 고위
험 영업행위를 자제하면서 은행의 영업 및 재무상황이 점차 정상화되
기 시작
⇒ 본고에서는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지 4년이 경과된 현재 미국 은행의
재무 및 수익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분석하고 평가

2. 외형 및 재무상황
( 개황 )
□ 은행의 자산은 2008년말 최대(13.8조달러)를 기록한 후 금융위기 과정에
서 디레버리징이 진행되어 2009년말 13.1조달러까지 감소(-5.1%)하였으
나 2010년 이후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금년 2/4분기말 현
재 14.0조달러를 기록
* 2010년 이후 금년 2/4분기말까지 자산의 증가율(전년동분기 대비)은 평균 1.9%로
이는 장기평균(1990~2007년중) 자산 증가율 5.6%를 크게 하회

o 은행 수는 그동안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추세에 따라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금융위기 과정에서 파산은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감소
폭이 확대(07년말 8,534개 → 금년 2/4분기말 7,246개)
자산규모 및 은행수1)

주 : 1) FDIC 부보 은행수

자산의 구성

자료 : FDIC

□ 자산 구성을 보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출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감소한 데 비해 증권보유는 국채 등을 중심으로 오히려 크게 증
가하였으며 현금 등 기타자산 규모는 큰 변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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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출은 주택시장 침체, 신용위험 증가 등에 따른 디레버리징의 영향으
로 2007년말 7.9조달러에서 금년 2/4분기말 7.5조달러로 감소(-5.0%)
o 반면 증권보유는 안전자산 선호경향 등으로 국채 및 정부지원기구
MBS 보유가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중 2.0조달러에서 2.9조달러로 오히
려 크게 증가*(+50.3%)
* 은행의 채권보유액중 국채 및 정부지원기구가 발행한 MBS 투자비중은 2007년말
58.9%에서 금년 2/4분기말 70.8%로 급증

o 이에 따라 대출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7% → 53.5%로
낮아진 반면 증권보유는 15.0% → 20.9%로 상승
□ 한편 금융위기 이후 부실은행의 인수·합병 등으로 은행규모의 대형화
가 진행된 가운데 종업원도 많이 감원되면서* 1인당 자산규모도 증가
* 은행 취업자 수(full time) : 2007년말 2,215천명→2012.2/4분기말 2,108천명(-4.8%)

o 대형은행* 그룹의 자산이 은행산업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말 77.7%에서 금년 2/4분기말 79.8%로 높아진 반면 중형은행과
소형은행의 비중은 각각 10.9%→10.2%, 10.0%→9.1%로 축소
* 이하에서 은행의 규모는 자산을 기준으로 ① 100억달러 이상이면 대형은행, ② 10
억달러 이상 100억달러 미만이면 중형은행, ③ 1억달러 이상 10억달러 미만이면
소형은행으로 구분

전체 은행의 자산 대비 점유율

직원 1인당 자산 규모

자료 : FDIC

o 같은 기간중 직원 1인당 자산규모는 전체 은행 평균 58.8억달러 →
66.6억달러(+13.3%)로 늘어난 가운데 대형은행이 67.5억달러 → 75.9억달
러(+12.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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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및 부채의 구성 )
□ 금융위기 이후의 대출자산 감소는 주로 대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관련 대출이 주택시장 침체, 상업용부동산 부실 증가 등으로 빠
르게 감소한 데 기인(07년말 4.8조달러 → 12.2/4분기 4.1조달러, -14.6%)
o 구체적으로는 모기지대출과 부동산개발대출이 가장 크게 줄어들고 주
택지분대출과 상업용부동산 대출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침
o 기업대출은 금융위기 이후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감소하였지만 2010
년 중반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1.44조달러 → 1.42조달러)
대출의 구성

부동산관련 대출의 구성

자료 : FDIC

□ 은행 부채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이후 예금 비중은* 크게 높아진 반면
차입금 및 파생금융상품 등 거래계정은 크게 낮아지면서 디레버리징이
뚜렷하게 진행
* 전체 은행의 예금은 2007년말 8조 4,153억달러에서 금년 2/4분기말 10조 3,225억
달러 22.7% 증가

o 이에 따라 예금이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말 67.9%에
서 금년 2/4분기말 83.2%로 높아진 반면 차입금, 기타 파생금융상품
등 거래계정은 같은 기간중 각각 18.9%→10.4%, 13.3%→6.4%로 큰 폭
하락
o 총자산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말 64.6%에서 금년 2/4분기
중 73.6%로 높아진 가운데 은행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중이 커 예
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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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구성

총자산 대비 예금의 비중

자료 : FRB (Domestically Chartered Bank)

자료 : FDIC

□ 한편 해외지점이 보유한 자산(assets in foreign office)은 금융위기 기간중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2010년 이후 채권 등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금년 2/4분기말 현재 1.84조달러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2007년말 1.56조달러)을 상회
o 이에 따라 해외지점 보유 자산이 은행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007년말 12.0%에서 금년 2/4분기말 13.1%로 소폭 상승
□ 금융위기 이후 예금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대출은 감소하면서 은행
의 본질적인 역할인 자금중개기능이 상당히 취약해진 것으로 평가
o 실제로 2007년말 94.0%에 달하였던 예대율(=대출잔액/수신잔액)이 금년
2/4분기말 72.8%로 21.2%p나 하락
해외지점 보유 대출 및 자산1)

예대율2)

주 : 1) Assets in foreign offices 2) 대출잔액/예금잔액
자료 : F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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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의 적정성 )
□ 자본적정성 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은 금융위기 이후 불량자산의 상각
등으로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 assets)이 크게 줄어든 데다 자본이 확
충된 데 힘입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
o 위험가중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 2/4분기말 67.3%
로 2007년말 75.3%에서 크게 낮아져 장기평균 수준(72.6%)을 큰 폭으로
하회
o 은행의 자본은 2007년말 1조3,474억달러에서 금년 2/4분기말 1조6,073
억달러로 19.3% 증가
o 이에 따라 Tier 1 레버리지 자본비율은 2007년말 7.97%→금년 2/4분기
말 9.25%로 높아졌으며 Tier 1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11%→
13.21%로 상승
위험가중자산1)

자본적정성 비율2)

주 : 1) 전체 자산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비중
2) 세 개의 점선은 동일한 색깔의 각 자본적정성 비율이 우수한 것으로 평
가되는 수준
자료 : FDIC Quarterly

□ 이러한 자본적정성 비율은 모두 예금보험공사(FDIC)가 바젤Ⅱ에 준거하
여 권고하는* 평가기준상 우수(Well-capitalized) 등급을 크게 웃도는 수준
* FDIC Improvement Act중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에서 정한 기준으
로서 바젤Ⅱ에서 권고하는 계산방식에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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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평가 기준

우수 (Well-capitalized)

Total Risk-Based 1)
Capital Ratio
10 이상 and

적정 (Adequately capitalized)

8 이상

and

4 이상

and

4 이상

미달 (Undercapitalized)

6 이상

and

3 이상

and

3 이상

or

3 미만

불량 (Significantly undercapitalized)

6 미만

or

Tier 1 Risk-Based 1)
Capital Ratio
6 이상
and

3 미만

Tier Leverage
Ratio
5 이상

주 : 1)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 assets)대비 비율
자료 : FDIC

□ 자본적정성 비율을 은행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절대적 수준은 은행
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가운데 향상 정도는 Tier 1 레버리지 자본비
율의 경우 1∼2%p, Tier 1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3%p로 비슷한
폭의 개선정도를 보임
Tier 1 Leverage Capital Ratio

Tier 1 Risk Based Capital Ratio

자료 : FDIC

3. 수익상황
( 개황 )
□ 전체 은행의 순이익(net income)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큰 폭의 적자를 기
록하였으나 2010년 이후 흑자로 다시 돌아선 후 2011년부터는 금융위
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
o 2008년과 09년 전체 은행의 순이익이 각각 129억달러, 183억달러 적자
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834억달러 흑자로 반전하여 2011년에는 1,180
억달러로 흑자폭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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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순손실을 기록한 은행은 2009년중 9,251개로 전체의 28.4%까지 늘었으
나 2010년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 금년 상반기중 1,560개(10.7%)로 감소
순이익 규모 및 순손실 은행수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상

순이익
(십억달러)
148.2
101.7
-12.9
-18.3
83.4
118.0
69.3

순손실 은행수
(개)
2,928
(8.47)
4,188
(12.2)
7,684
(22.8)
9,251
(28.4)
6,755
(21.7)
4,928
(16.5)
1,560
(10.7)

주 : 1) FDIC 부보 은행중 당분기중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한 은행수
2) ( )내는 전체 은행에서 순손실을 기록한 은행의 비중 (%)
자료 : FDIC

□ 금융위기 기간중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 등으로 은행전체의 손실규모
를 키웠던 증권관련 부문은 2010년부터 순이익으로 전환
o 2008년중 증권관련 순손실은 175억달러로 당해연도 발생 순손실 129
억달러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순이익으로 전환된 2010년 이후에는 분
기당 20억달러 내외의 흑자(전체 순이익의 10% 내외)를 유지
□ 한편 내부유보는 2008~09년중 분기평균 200억달러 내외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순이익의 흑자 반전 등으로 분기평균 100억달러 정도 증
가
순이익 중 증권관련 손익

내부 유보액 증감

자료 : F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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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및 비용의 구성 변화 )
□ 은행의 수입구조를 보면 이자수입은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감소(2007년
중 7,364억달러→2011년 5,100억달러)한 반면 비이자수입은 금융위기 전후에
큰 차이가 없음(2,366억달러→2,307억달러)
o 이에 따라 이자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중 75.7%에
서 금년 2/4분기중 66.9%로 하락
― 이자수입이 이렇게 빠르게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하락
한 데다 은행들의 대출자산 축소(deleveraging) 노력 등이 가세한 데
주로 기인
수입 및 비용의 부문별 구성

수입
(A)
비용
(B)

(억달러)
2012.상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이자

6,578.3
(73.1)

7,364.4
(75.7)

6,532.4
(74.8)

5,455.9
(67.7)

5,390.4
(69.6)

5,099.8
(68.9)

2,471.3
(66.9)

비이자

2,420.0

2,366.2

2,204.9

2,606.9

2,359.1

2,306.7

1,221.3

이자

3,208.9
(48.8)

3,782.5
(50.3)

2,697.4
(40.5)

1,460.8
(26.3)

1,078.0
(21.5)

855.4
(17.1)

348.7
(14.3)

비이자

3,363.8

3,732.4

3,971.0

4,096.9

3,936.8

4,136.8

2,098.4

2,425.6

2,215.7

2,068.9

2,505.1

2,734.6

2,414.3

1,245.5

총수익 (A-B)

주 : ( )내는 수입 또는 비용에서 이자부문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

총수입의 구성

총비용의 구성

자료 : FDIC

□ 비용구조를 보면 이자비용은 이자수입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 빠
르게 줄었으나(2007년중 3,782억달러→2011년 855억달러) 비이자비용은 추세적
으로 늘어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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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따라 비이자비용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중 49.7%
에서 금년 상반기중 85.7%로 급등
― 비이자비용의 증가는 임직원 급여성 경비가 꾸준히 늘어난 데다 설
비･건물의 감가상각 및 영업권 손실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
□ 한편 은행의 본질적 수익기반인 이자부문의 수익규모(이자수입－이자비용)
는 이자비용이 더 빠르게 감소한 데 힘입어 2007년 3,583억달러에서 지
난해 4,244억달러로 증가(+18.4%)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2,123억달러
를 기록
( 수익성 )
□ 은행의 수익성 지표를 보면 총자산이익률(ROA)* 및 자기자본이익률(ROE)*
이 금융위기 기간중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이후 플러스로
전환한 후 상승 추세
*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 수익률) : 총자산 대비 순이익 비율
ROE(Return on Equity, 자본수익률) : 지분자본(equity capital) 대비 순이익 비율

o ROA는 금년 상반기중 1.0%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1.3% 수준에
근접했지만 ROE는 금년 상반기중 8.9%로 2006년의 12.5%를 아직 상
당폭 하회
o 한편 순이자마진(NIM)*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격차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3%대 중반에서 등락
* NIM(Net Interest Margin, 순이자마진) : 대출이자 및 배당수입에서 예금자 및 채
권자에게 지급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전체 이자부자산(earning assets)에서 차
지하는 비율

수익성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상
자료 : F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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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
1.30
0.84
-0.09
-0.14
0.63
0.87
1.00

ROE
12.50
7.97
-1.06
-1.34
5.69
7.72
8.90

NIM
3.37
3.33
3.35
3.49
3.76
3.60
3.49

□ 은행 규모별 ROA를 보면 모든 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대체로 유사한
변동행태를 보였으나 변동성 측면에서는 대형은행 그룹이 비교적 낮은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은행규모가 클수록 중･소형은행에 비해 영업구조가 다변화되어
외부충격에 대한 흡수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실제로 수익구조의 다변화 척도로 이용되는 총자산 대비 비이자수
입의 비중을 보면 은행규모가 클수록 높음
총자산이익률(ROA)

비이자수입/총자산 비중

자료 : FDIC

□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고 비이자부문의 이익 기
여도도 다소 높아지는 등 수익기반의 다변화가 진전되었으나 수익성
자산의 평균수익률이 낮아지고 순이자마진도 축소됨에 따라 향후 수익
창출능력은 다소 저하된 것으로 평가됨
수익성 자산의 평균수익률1)

순이자마진(NIM)

주 : 1) 이자, 배당, 수수료 등 대출이나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합계가
동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yield on earning assets)
자료 : F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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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은행이 보유한 대출이나 채권 등 수익성 자산의 평균수익률이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은행산업의 경쟁심화 등으로 2007년중 6.84%에서 금년
2/4분기중 4.01%로 큰 폭 낮아짐
o 은행의 본질적 수익원천인 순이자마진(NIM)은 금년 2/4분기중 3.46%로
장기평균 수준(3.83%)을 상당폭 하회*
* 특히 연준의 양적완화 및 Operation Twist 정책 등으로 최근 장기금리가 큰 폭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고 있는데 이는 단기 저금리 수신으로 장기
고금리 대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순이자마진의 축소가 앞
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

( 대출 건전성 및 손실 흡수능력 )
□ 금융위기 기간중 급등하였던 대손상각률과 부실대출(noncurrent loan and
lease)* 율은 2010년 이후 상당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장기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의 건전성면에서는 개선 정도가 제한적
* 연체기간 90일 이상 대출금 및 회계장부상 원리금 상환이 중지된 것으로 구분된
대출(the sum of loans and leases 90 days or more past due, and loans and leases
in nonaccrual status)의 합으로 정의

o 2007년까지 1% 미만에 머물렀던 대손상각률은 2009.4/4분기 3.0%까지
급등하였으나 이후 상각액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금년 2/4분기중
1.14%로 하락
― 손실 상각액(net charge-off)은 2009~10년 기간중 연간 1,900억달러 수
준으로 급증하였다가 지난해 1,146억달러로 감소하였지만 2007년중
443억달러에 비해서는 아직 두 배 이상 많음
o 부실대출률은 금년 2/4분기말 3.89%로 2009년말 5.44%에 비해서는 낮
아졌지만 2007년말(1.42%)에 비해서는 아직 크게 높은 수준
― 부실대출금액은 2010.1/4분기말 4,100억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이후 금년 2/4분기말 2,923억달로 소폭 감소했지만 2007년말에 비해
서는 2.6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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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률1) 및 부실대출률2)
(%, 십억달러)
대손
상각률

손실
상각액

부실
대출률

부실
대출액

2006

0.39

27.2

0.80

57.6

2007

0.59

44.3

1.42

112.1

2008

1.42

112.8

2.97

233.7

2009

2.56

193.0

5.44

396.0

2010

2.56

189.4

4.87

358.9

2011

1.57

114.6

4.10

313.5

2012.상

1.14

42.2

3.89

292.3

주 : 1) 손실 상각액 전체 대출금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 (%)
2) 90일 이상 연체금액 및 회계장부상 원리금 상환이 중지된 것으로 구분된 대
출이 전체 대출금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 (%)
자료 : FDIC

□ 한편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대손 충당금(loss allowance)은 부실
대출규모를 고려할 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상당폭 낮아져 잠재적 손
실 흡수능력은 아직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
o 대손충당금이 전체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중 1.1%에서
금년 상반기중 2.4%로 두 배 정도 높아졌으나 부실대출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은 금년 상반기중 60.2%로 위기이전 110.9%의 절반
수준에 불과
대손충당금 비율
(전체 대출금액 대비)

(부실대출금액 대비)

자료 : F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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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공황 이래 최악의 영업환경에 직면하였던 미국
은행은 이후 외형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o 자산규모는 부실자산 정리,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기준 엄격화
등으로 위기이전보다 매우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금융산업 전반의 규제강화 움직임, 고위험의 비은행부문 영업 축소*
등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Dodd-Frank Act Sec.619에 의거 볼커 룰(Volcker Rule)의 최종안이 마련되면 은
행의 ① 자기자금으로 단기차익 등을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자기
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②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소유지분을 획득ㆍ유지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은행들은 2014년 7.21일부터 관련
영업부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함

o 자산 구성면에서는 채권 등 증권보유가 증가하면서 대출에 대한 의존
도가 상당폭 낮아져 수익기반이 어느 정도 다변화되었으며 부채의 경
우에도 예금이 크게 늘어나고 차입이나 파생상품 등 거래계정의 규모
는 감소하면서 디레버리징이 뚜렷하게 진행
□ 은행의 수익성은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디레버리징으로 이자수입이 감
소하였지만 이자비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자부문 수익이
증가한 데 힘입어 상당폭 개선됨
o 아울러 부실자산 상각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감소한 데다 자본
도 대폭 확충되면서 자본의 적정성비율은 역사적 최고수준으로 향상
□ 그러나 이러한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및 수익성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
고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여력은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이 중론*
* Bill Conerly(2012.6.4.)도 미국 은행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향상되면서 금융위기 이
후 재무구조가 뚜렷이 개선되었지만 유로존의 위기 심화 등 외부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력은 아직 취약(vulnerable)한 것으로 평가

o 저금리의 장기화, 은행산업 전반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성 자산의 평
균수익률이 크게 낮아지고 은행의 본질적 수익원천인 순이자마진도
장기평균을 밑돌고 있어 전반적인 수익창출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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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대손 충당금도 잠재적 손실흡수능력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 인식
□ 이에 따라 미국의 은행들은 강화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견지하면서 내
실을 다지는 한편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익창출 기반을 다
양화하는 동시에 본질적인 자금중개기능을 복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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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계의 디레버리징 현황 및 전망*
신현열 뉴욕사무소 차장
◆ 미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엄격해진 리스크관리와 가계
의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자발적 부채감축 노력 등으로 빠르게 감소
◆ 가계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디레버리징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
제성장의 기초로 인식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 증가를 제약하여 경기회
복 속도를 늦추는 측면이 있음
◆ 최근 소득여건 개선과 주택시장의 회복 움직임 등을 배경으로 가계의 디
레버리징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월가에서는
대체로 디레버리징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① 그동안 가계의 디레버리징을 주도한 모기지 부문에서의 연체율과 압류율
이 여전히 높아 상환압력이 큰 데다 금융기관들도 신중한 대출행태를 견
지하고 있어 모기지 잔액이 추가로 감소할 소지
② 금융위기 이후 소득흐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저축률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러한 추세는 부채감축 노력과 병행될 가능성이 큼
◆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상당기간 더 지속된다는 것은 미국경제의 중요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해야 할 소비지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1. 검토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가계부채는 은행 등 대출공급자들의 엄
격해진 리스크관리와 가계의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자발적 부채감축
노력 등으로 빠르게 감소
o 가계의 디레버리징은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증가를
제약하여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최근 들어 가계의 재무상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주택시장도 회
복 움직임을 보이면서 모기지 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부채축소(디
레버리징)가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51호(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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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의 재무구조 건전화에 따른 디레버리징 종료는 안정적 소비패턴의
정착으로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될 뿐만 아니라 장
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초로 인식되고 있음
o 아울러 디레버리징 종료 가능성은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효과*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어 통화정책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중 하나임
* 저금리 및 자금 가용성 증대 → 투자·고용 및 소비를 위한 기업과 가계의 대
출 확대 → 경기 활성화

⇒ 미국 가계의 디레버리징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한 시각을 정
리해 보고자 함

2. 미국 가계의 디레버리징 현황
1. 개 황
□ 미국 가계의 부채는 금융위기 이전까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가
치 상승, 양호한 경기상황에 기인한 위험 과소평가 경향 등을 배경으로
빠르게 늘어났음
□ 그러나 2007년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2008년 이후에는 금
융위기 발생으로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부채규모를 줄이는 디레버리징
이 본격적으로 진행됨
□ 금년 2/4분기말 현재 가계부채는 11.38조달러로 사상 최고수준이었던
2008년 3/4분기말 12.67조달러에 비해 1.29조달러 감소(－10.2%)*(자료 :
FRB of New York, Quarterly Report on Household Debt and Credit)
* 가계부채 규모는 편제방법에 따라 약간 다른데 FRB의 자금순환계정(Flows of
Funds)에 의하면 금년 2/4분기말 13.46조달러로 2008년 3/4분기말 14.4조달러에 비
해 6.5% 감소한 것으로 파악

o 가계부채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모기지대출이 같은 기간중 9.29조달
러에서 8.15조달러로 1.14조달러 감소(－14.0%)하면서 부채감축의 대부
분을 차지한 가운데 일반가계신용은 3.38조달러에서 3.24조달러로 0.14
조달러 감소(－4.1%)
― 한편 같은 기간중 유일하게 늘어난 학자금대출(0.611→0.914조달러, ＋
49.6%)을 제외한 일반가계신용(주택지분대출＋자동차할부＋신용카드대출 등)
은 16.2% 감소(2.77→2.32조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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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감액1)

가계부채 잔액 구성

주 : 1) 일반 가계신용은 전체 부채에서 모기지 대출을 제외
자료 : FRB of New York, Quarterly Report on Household Debt and Credit

□ 가계부채 감소는 개인의 상환능력 하락에 따른 대출수요 부진 등 자발
적 부채 감축 요인과 연체율 상승 등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신규대출
억제 및 부실대출 상각 등 공급측 요인이 동시에 작용
가계신용 대출기준1) 및 대출수요2)

금융부채의 연체율

주：1) 대출기준 : 0보다 크면 net tightening
2) 대출수요 : 0보다 크면 net increase
자료：미 연준

□ 한편 가계의 디레버리징은 저축률의 급등과 함께 나타났는데 이는 금
융위기과정에서 가계 순자산(=자산－부채)이 급감함에 따라 미래소비의
원천이 줄어든 데 대한 반응으로 평가
o 저축률은 금융위기 이전 2% 내외까지 낮아졌으나 금융위기 직후 6%
를 상회한 이후 소폭 낮아져 금년 2/4분기중 4.0%를 기록
o 가처분소득 대비 순자산비율은 금융위기 직전 6.51배까지 상승하였으
나 이후 급격히 낮아져 금년 2/4분기중 5.27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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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대비 저축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순자산

자료 : BEA, FRB

2. 부채 상환능력 지표
(소득 대비 부채비율)
□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
율은 금융위기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2007.4/4분기 1.34배)하였으나 위기
이후의 디레버리징으로 금년 2/4분기 1.13배로 하락
o 특히 부채 감축규모가 훨씬 컸던 모기지대출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이 같은 기간중 1.00배에서 0.81배로 크게 낮아진 데 비해 일반가계신
용은 0.24배에서 0.22배로 소폭 하락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부문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자료 : FRB, Flow of Funds Accounts

□ 플로우 측면에서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부채규모
감소에다 금리 하락이 가세하면서 2007.4/4분기 14.0%에서 금년 2/4분
기중 10.7%로 급락하여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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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택보유 가계의 DSR을 보면 모기지대출 DSR이 같은 기간중 11.30 →
9.02%로 낮아지고 일반가계신용 DSR은 6.33 → 4.95%로 하락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전체 가계)
(주택보유 가계의 부채별)

자료 : FRB, Household Debt Service and Financial Obligations Ratios

(자산 대비 부채비율)
□ 가계의 최종적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 및 레버
리지비율(=자산/순자산)도 금융위기 이후 상당폭 낮아졌으나 장기 평균수
준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수준
o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금년 2/4분기말 17.7%로 2008년말(20.9%)에 비
해 많이 낮아졌지만 장기평균치(1970~2007년：15.0%)에 비해서는 아직
2%p 이상 상회
― 부동산의 처분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자
산 대비 부채비율도 많이 낮아졌으나(금년 2/4분기말：25.9%) 장기평균
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
o 레버리지비율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크게 상승
하였다가 2009년 이후 부채가 감소하는 가운데 자산가치도 금융자산
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순자산 증가) 상당폭 하락
→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모기지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소득 및
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낮아졌으나 장기평균에 비해
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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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레버리지 배율1)

가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

주 : 1) 자산/순자산

자료 : 미 연준, Flow of Funds

3. 지역별 및 소득계층별 부채수준
(지역별 부채수준)
□ 미국의 각 주(state)별로 1인당 부채수준 및 디레버리징 정도를 보면 지
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o 부채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는 디레버리징 폭도 컸던
반면 텍사스, 펜실베니아 등 부채규모가 작았던 주는 디레버리징이 거
의 이루어지지 않음
주요 지역별 1인당 부채 규모
(부채규모의 변화)
(부채잔액의 구성1))

주 : 1) 2012.2/4분기말 현재
자료 : FRB of New York, Quarterly Report on Household Debt and Credit

o 1인당 부채규모(‘12.2/4분기말 현재, 달러)는 캘리포니아(69,650), 뉴저지
(62,810), 네바다(56,630) 등이 미국의 전체 평균(47,360)을 크게 상회한 반
면 오하이오(34,920), 텍사스(35,260), 미시간(36,120)주는 전체 평균을 상당
폭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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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부채수준)
□ 소득계층별 부채수준(2010년 기준)을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수준
도 높은 일반적 현상이 나타남(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 (2012.6))
o 소득구간 상위 90% 이상 고소득 가계의 중위수 부채규모는 29만2,400
달러로 전체 평균(11만달러)의 2.66배로 나타났으며 소득구간이 60% 미
만인 가계의 부채수준은 전체 평균수준을 크게 하회
□ 그러나 소득계층별 부채의 차이보다 자산의 차이가 훨씬 커 소득구간
별 레버리지비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산대비 부채상환능력은 저소득층이 많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
o 소득구간 90% 이상 및 80∼90% 고소득층의 레버리지비율은 각각 1.24
배, 1.56배인데 비해 20% 이하 및 20~40%의 저소득층의 레버리지비율
은 각각 2.45배, 2.95배 수준
소득계층별 자산·부채 규모1)
(천달러)
소득구간

자산(A)

부채(B)

~20%
20~40%
40~60%
60~80%
80~90%
90%~
전체

15.2
75.5
159.8
267.0
448.4
1,486.7
187.2

9.0
49.9
93.9
138.4
161.8
292.4
109.9

소득계층별 레버리지비율2)

순자산
(A－B)
6.2
25.6
65.9
128.6
286.6
1,194.3
77.3

주 : 1) 자산(부채) 보유가계의 중위수 기준 (2010년말)
자료 :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 (2012.6)

2) 자산/순자산 (단위: 배)

3. 향후 전망
□ 최근 가계의 재무상태가 상당폭 개선되고 일부 가계신용이 늘어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기
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HSBC의 Chief US Economist인 Kevin Logan은 가계의 부채부담이 크게 줄어
들면서 디레버리징이 종료되는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언급하였으며 Moody’s
의 Chief Economist인 Mark Zandi는 한발 더 나아가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
은 사실상 끝났다고 주장함 (NYT, 2012.10.26.)

- 316 -

□ 그러나 월가에서는 디레버리징 추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 보
는데 그 주요 논거는 아래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① 모기지 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원리금 상환 및 디폴트 모기지의 상각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②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저축유인이 강화되면서
부채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으로 변화

1. 모기지 대출의 추가 디레버리징 가능성
□ 2009년 이후의 모기지 대출잔액 감소는 신규대출 급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지분을 이용한 리파이낸싱 곤란 및 자발적인 원금상환 외에도
부실 모기지에 대한 상각처리 등 강제적 부채조정에 기인한 면이 강함
o 뉴욕지역연준(FRB of New York)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모기지 잔액 감
소의 약 2/3는 부실 모기지의 상각처리(charge off)에 기인하였으며 나머
지 1/3정도가 원금상환에 따른 것으로 분석
― 신규대출은 금융위기 이전의 2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고 주택지분
*
(home equity)을 이용한 리파이넨싱은 주택가격 하락 으로 거의 전무
* CoreLogic에 따르면 2012.6월말 현재 모기지를 안고 있는 전체 주거용 부
동산의 22.3%정도가 마이너스 지분 상태(underwater)인 것으로 추정
(Negative Equity Report, 2012.9.12일)

모기지 잔액 변화의 원인별 분해1)

마이너스 지분주택의 비중

주：1) 파랑：신규 모기지, 초록：원금상환․리파이넨싱, 빨강：부실모기지 상각
자료 : FRB of New York, CoreLogic

□ 따라서 최근 주택시장의 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높은
연체율과 압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엄격한 위험관리
등으로 강제적 부채조정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큼

- 317 -

o 금융회사들이 모기지 대출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우
량한 신용의 차입 희망자도 신규대출이나 리파이낸싱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
* Bernanke 연준의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개선 조짐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기준이 여전히 엄격하여 주택시장의 본격적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고 언급(Bloomberg, 11.15.). 특히 모기지 연체 또는 보유주택 압류경력이 있
는 개인의 경우 신용도가 회복되더라도 필요시 여타 대출을 통한 차입에 애
로를 겪는 것이 현실(Brevoort and Cooper(2010.11.18.) 참조)

모기지 연체율1) 및 압류율2)

금융기관의 모기지 대출태도3)

주：1) 연체 건수(압류 제외)/모기지 건수 (30일 이상)
2) 압류 건수/총 모기지 건수 (압류 건수=Default+Auction+REO)
3) 0보다 크면(작으면) 대출태도가 ‘순강화’(순완화)되었음을 의미
자료：Realtytrac, MBA, FRB

― 실제로 최근 들어 금리 하락 등으로 가계의 주택구입능력이 향상되
어 모기지 대출수요가 다소 회복됐지만 모기지 신청가능 신용점수
*
(FICO score)는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진 후 동 수준을 유지
* 금년 9월중 Fannie Mae, Freddie Mac 등 정부지원기구(GSEs)가 취급하는 모기
지 신청가능 FICO Score는 760 내외인데 동 수준 이상의 신용도를 가진 가계
는 전체가계의 3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Morgan Stanley, 2012.10.1.)

가계의 모기지대출수요1)

모기지 대출 가능 신용점수(FICO score)

주 : 1) 0보다 클면(작으면) 대출수요가 ‘순증가’(순감소)했음을 의미
자료 : 미 연준, LPS(Lender Process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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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모기지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디레버리징 완화 정도는 주
택가격 회복에 따른 부실 모기지 처리와 고용사정 개선 등에 따른 소
득여건 호전 여부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
o 압류주택이 아직 170만호에 달하는 가운데 모기지 상환이 연체(90일 이
상)된 잠재 압류주택도 150만호 수준에 이르고 있어 강제 부채조정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연간 기존주택 판매량 : 470만호)
주택 대기매물(shadow inventory)

자료 : CoreLogic, MBA

모기지 잔액 변화 전망

자료 : Goldman Sachs (2012.10.11.)

― Goldman Sachs(2012.10.12)는 금년중 모기지 잔액이 약 3천억달러 정
도 감소하는 데 이어 2013년에도 원금상환과 모기지 상각이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져 약 2천억달러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

2. 가계의 부채와 저축에 대한 인식 변화
□ 금리가 매우 낮은 가운데서도 저축률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게 유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인들의 은퇴 이후 생활유지에 대한 우려 증대 등
심리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중론
□ Brookings 연구소의 Karen Dynan은 미국 가계의 저축 유인이 앞으로도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의 논거로 아래의 네 가지를 제시
(2012.10.1)

① 고용시장의 경쟁압력과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소득흐름이 불안정해짐*
에 따라 예비적 동기의 저축유인이 증대
* Karen Dynan(2012.10.1.)에 따르면 1971~2008년간 소득의 변동성이 30% 정도 높
아졌는데 최근의 어려운 고용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이 더 뚜렷해졌
을 개연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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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의 위험관리가 강화된 데다 각종 금융규제
등으로 향후 경제환경이 개선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신용팽창은 어려
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
③ 미국에서 주택보유는 오랫동안 재산증식의 중요 수단이었으나 금융
위기 이후 노후생활을 더 이상 주택가격 상승 등 순자산 증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정서가 팽배
④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일부 사회보장성 지출의 축소가 불가피하
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퇴직후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저축 필요성
이 증대
□ 실제로 Pew Research Center의 서베이(2012.10.22.) 결과에 따르면 최근 들
어 미국인이 은퇴 이후 생활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저축증대 및 부채감축 유인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
o 특히 35∼44세의 청장년층의 미국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줄
어들면서 장래 생활에 대한 우려가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
o 한편 Gallop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난 10년간 계속 높아져 온 것
으로 나타남*
* Sun Life Financial의 연례 서베이(2011.10.19.)에서도 미국 직장인들의 자산 또는
저축액 부족 등으로‘은퇴후 생활수준 유지에 대한 자신 있다’는 응답자 비율
이 2008년 46%→ 2011년 23%로 크게 낮아지고 이에 따라 ‘은퇴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3년 뒤로 연기하겠다’는 응답자는 2008년 43%→2011년 61%로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조사대상 : 18세~66세의 직장인 1,499명)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 상실1)

은퇴 이후 생활자금 부족에 대한 우려

주 : 1)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자신감 자료 : Gallop (응답자 : 성인남녀 1,000명)
(Pew Research Center(2012.10.22.)
이 별로 없거나(not too) 전혀 없
에서 재인용)
다(not at all)고 한 응답자 비율
(응답자 : 2,508명)
자료 : Pew Research Center(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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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ASR의 U.S. Household Finances 서베이 결과(2012.9.24)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미국인들의 부채 및 저축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보수적
으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됨
o 먼저 부채에 대한 주요 인식 변화를 보면(응답자 705명)
― 현재의 부채수준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009.6
월 41%→금년 8월 45%로 높아진 반면 과도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같은 기간중 52%→45%로 하락
― 향후 1년내에 ‘부채를 줄이겠다’ 또는 ‘새로 부채를 늘리지 않
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차지
o 현재 ‘저축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1%인 반면
‘충분히 저축하고 있다’는 20% 정도에 불과(응답자 1,004명)
부채 및 저축수준에 대한 인식1)
질문
소득에 비해 부채수준이 과도한가 ?
향후 1년내에 부채를‘줄이겠다’+‘늘리지 않겠다’
현재 충분한 저축을 하고 있는가?

09
41
52
－
21
76

Yes
No
Yes
Yes
No

11
45
48
67
18
72

12
45
45
70
20
71

주 : 1) 설문대상 : 부채를 갖고 있는 성인1,004, 각년도 7월 기준, 2012년은 8월
자료 : Absolute Strategy Research, Survey of U.S. Household Finances (2012.9.24.)

□ 한편 FRB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저축 확대유인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축을 하고 있는 가계는 부채상환 등으로 오히려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남(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s(2012. 6월))
소득계층별 저축가계 비중1)

가처분소득대비 저축률 전망1)

소득구간
~20%
20~40%
40~60%
60~80%
80~90%
90%~

2007
33.7
45.0
57.8
66.8
72.9
84.8

2010
32.3 (-1.4)
43.4 (-1.6)
49.8 (-8.0)
60.1 (-6.7)
67.7 (-5.2)
80.9 (-3.9)

전체

56.4

52.0 (-4.4)

주：1) 가계수 기준
2) ( ) 내는 2007년 대비 증감(%p)
자료：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s

2011 2012e) 2013e) 2014e)
BNP Paribas
(2012.9.21.)
JP Morgan
(2012.10.5.)
BofA_ML
(2012.11.15.)
OECD
(2012.9.6.)

4.3

3.8

3.9

3.8

4.3

3.8

4.2

-

4.3

3.7

3.0

-

4.7

4.3

4.0

-

주 : 1) ( )내는 전망시점
자료 : 각 기관의 경제전망 보고서

- 321 -

→ 가계의 높은 저축동기는 소득흐름의 불안정성 증대와 은퇴 이후 생활
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만큼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
감축 노력도 이와 병행될 가능성이 큼
o 주요 금융회사 및 OECD 등은 미국의 저축률이 2013년까지 4%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경제여건이 호전되어 저축률이 소
폭 하락하더라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2%내외)까지는 낮아지지 않을 것
이라는 예상이 중론*
* Mizuho Securities의 Chief Economist인 S. Rcchiuto는 당 사무소가 개최한 세미나
에서 가계의 재무구조가 여전히 취약하여 저축률이 현재의 4% 내외보다 더 높아
질 것으로 전망(2012.9.15.)

4. 종합평가
□ 가계의 디레버리징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증가를 제약하여 경기회복력
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이 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o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림으로써 가계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지면 소
비활동의 변동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외부의 부정적 충격에 대한
흡수능력도 강화되어 경제의 전반적 안정에 기여
□ 최근 가계의 재무구조가 호전되고 소득여건도 점차 좋아지면서 디레
버리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월가의 대체적 평가는
디레버리징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
* New York Times(2012.10.26.)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가계부채의 감소세가 향후
1~3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게재

o 그동안 가계의 디레버리징을 주도한 모기지 부문에서 연체율과 압류
율이 높아 모기지 상환압력이 큰 데다 금융기관들도 여전히 신중한
대출행태를 견지
o 또한 가계의 자산이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부채부담이 역사적 평
균치를 아직 웃도는 등 재무상태가 여전히 취약한 데다 가계의 심리
변화로 저축률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좀 더 지속된다는 것은 미국경제의 중요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해야 할 소비지출의 본격적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아
직 이르다는 점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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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최근의 주택가격 회복 추세가 보다 확연해 질 경우 가계의 실물
자산 가치 확대에 따른 심리적 안정 등으로 디레버리징 속도가 감속
될 여지는 있음
o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자산 증가는 주로 금융자산(전체 자산대비 68.2%)
이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다시 늘어난 데 힘입은 것이며 실물자산
가치는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도는 실정*
* 금년 2/4분기말 현재 가계의 자산총액은 76.1조달러인데 이중 금융자산이 51.9조
달러로 2008년말에 비해 21.4% 증가한 반면 실물자산은 24.2조달러로 동 기간중
2.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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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의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
□ 가계부채의 과다 또는 적정 수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전문가들은 stock 측면에서 부채잔액이 GDP대비
75%, flow 측면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 대비 20% 정도를
각각 상회하면 과도하다고 인식*
* WEF(2010)이 각국의 CEO, 중앙은행, 감독기구 및 학계 전문가 50여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 이 판단기준에 의하면 미국의 가계부채는 stock 측면에서는 아직
과도한 수준이지만 flow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남
o IMF(GFSR, 2012.10)에 따르면 미국 가계부채의 GDP대비 비율*은
2012년말 86% 수준으로 추정되어 과도한 영역에 머물고 있음
* 자금순환표상 가계의 부채/명목GDP

o 그러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부채규모 감축에다
저금리 요인이 가세하면서 2012.2/4분기중 10.7%를 기록
□ 주요 선진국과 비교(2011년 기준)해 보면 미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의 경우 덴마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영국 등 150%를 상회하는 국가들에 비해 상당폭 낮은 수준
주요국의 가계부채 수준 비교
(GDP대비 비중)1)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1)

주 : 1) 2012년 추정
자료 : IMF(GFSR 2012.10)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Moody’s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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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단기금융시장 현황과 제도개혁 논의*
신현열 뉴욕사무소 차장
◆ 미국의 단기금융시장은 2008.9월 리먼사태를 계기로 MMF, CP,
Repo, 증권대여 등 일부 시장에서 제도 및 관행의 취약성이 드러
나 신뢰가 저하되면서 시장규모가 크게 위축되었음
o MMF의 시장규모는 지난해 3/4분기말 현재 2조 5,069억달러로 최
고 수준이었던 2008년말의 66.7%까지 감소하였으며, CP 및
Repo 시장은 같은 기간중 각각 절반을 하회하는 45.4% 및 47.8%
로 위축
◆ 재무부, 연준, FDIC 등의 규제당국들은 금융위기 초기 MMF, CP,
Repo 시장의 붕괴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유
동성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ㅇ 제도개혁의 핵심 방향은 이들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유사시 외
부의 공적인 지원체제에 대한 의존 유인을 낮추면서 내부적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자체적인 리스크 관
리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음

1. 검토배경
□ 미국의 단기금융시장은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변동성도 낮아 전통적으
로 안전한 시장으로 인식되었으나 2008.9월 리먼사태를 계기로 MMF,
CP, Repo, 증권대여 등 일부 시장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남
□ 금융위기 초기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
기 위해 미 재무부, 연준 등은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장을 안정시
켰으나, 이후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동 시장을 통한 기업
및 금융회사의 자금조달규모가 크게 위축
□ 이에 금융규제당국은 동 시장의 제도 및 관행의 취약성을 보정하고 정
상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제도개혁 움직임을 본격화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6호(2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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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에는 금융업계의 규제 강화에 대한 저항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정치권 일각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일부 핵심적 부문의 제도개
혁 추진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
→ 미국 단기금융시장의 상황을 살펴본 후 그동안 진척된 제도개혁 논의
의 주요 내용을 정리

2. 단기금융시장의 현황
1. 개 황
□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s)은 유동성이 높고 안전한 통상 1년 이하의
단기자금에 대한 조달과 운용 수요를 연결시켜주는 금융시장을 말하는
데 미 연준의 자금순환계정에 따르면 이러한 단기금융시장의 규모는
전체 신용시장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음
o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은 주로 은행, 단기자금 운용사(money
managers) 및 소액투자자(retail investors) 등이며 자금의 수요자는 주로
은행, 브로커 딜러, 헤지펀드, 비금융회사 등임
o 거래 상품으로는 단기예금, 기간물 CD, 은행간 대출, MMF, CP, 단기
재정증권(T-bill), 증권 대여(Securities lending), Repo 등이 있음
□ 금융위기 이전에는 상품구조의 단순성 등으로 안전한 시장으로 인식되
면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금융위기 초기 MMF, CP, RP, 증권대여 등
일부 시장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남
o 금융위기 초기 MMF, CP, Repo 등 주요 단기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
해지자 재무부, 연준, FDIC 등은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동 시장에
서 촉발된 신용경색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
금융위기 초기 시행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단기금융시장 상품
MMF
Uninsured Deposit
Eurodollars
Financial CP
Nonfinancial CP
Asset-Backed CP
Primary Dealer Repo

긴급지원제도
MMF Guarantee (재무부)
Money Market Investor Funding (연준)
TAG(Transaction Account Guarantee) (FDIC)
Central Bank Liquidity Swaps (연준)
Temporary Liquidity Guarantee Program (FDIC)
CPFF (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연준)
AMLF (ABCP MMF Liquidity Facility) (연준)
PDCF (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연준)
TSLF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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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취약성이 부각된 이후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
하면서 동 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규모도 크게 위축
o 이에 따라 민간의 대표적인 단기자금조달 수단인 CP 및 Repo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장기 자금조달수단인 회사채 발행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7.2/4분기말 42.4%에서 지난해 3/4분기말에는 16.7%로 하락
o 금리측면에서는 회사채(AAA)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5%대 중반에서 계
속 하락하여 최근에는 3%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인 페더럴펀드금리(FFR)가 0~0.25%로 유지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대부분 사상 최저인 0% 수준에서 등락
주요 장단기 자금조달 규모1)

주요 장단기 금융시장 금리2)

주 : 1) 미국내(domestic) 금융 및 비금융회사의 자금조달을 합산
2) 회사채 금리는 Moody’s seasoned rate 기준
자료 : FRB

□ 이하에서는 단기금융시장중에서 대표적인 여유자금 운용수단인 MMF
시장과 금융･비금융기업의 대표적 단기자금 조달수단인 CP, Repo 시장
을 중심으로 최근의 동향과 제도개편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함

2. MMF 시장
□ MMF(Money market mutual funds)는 CP, CD, T-bill, Repo 등 여타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모집한 단기자금 운용펀드인데 미국에서 MMF는
투자회사로 간주되어 규제됨
o 단기투자상품의 성격상 수익률이 낮지만 유동성이 높고 투자위험도
낮아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기관투자자들의 대표적인 단기 여유자금
운용수단
o MMF의 좌(share)당 가치는 고정되거나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순자산가
치(NAV; net asset value)가 좌당 1달러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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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ment Company Act(1940)의 2a-7조항에 의거 MMF의 가치가 좌(share)
당 1달러를 상회하면 그 차액은 이자로 지급되고 1달러를 하회하면 펀드운
용사가 자신의 자금으로 1달러 가치가 되도록 보충(sponsor). 안정적인 NAV
은 당일 인출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계상할 필
요가 없어 세금 납부 또는 회계처리를 단순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여타 뮤추얼펀드의 가치가 매일 변동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

□ MMF 시장규모는 2012.3/4분기말 현재 2조5,069억달러로 최고 수준이었
던 2008년말 3조7,573억달러에 비해 33.3% 감소
MMF의 주요 투자자

MMF의 주요 편입 상품

주 : 1) Agency- and GSE-backed Securities + 지방채
자료 : FRB (Flows of Funds)

o 2008.9.16일 620억달러 규모의 prime MMF인 Reserve Primary Fund가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1좌당 NAV가 1달러를 하회(break the buck)하면
서 MMF시장이 위기(fund run)를 맞았을 당시* 재무부(원금상환 보장)와 연
준(유동성 공급)의 긴급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으나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 이후 MMF 시장이 급격히 위축
* 보통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편입자산들이 이자를 발생시키므로 MMF의
NAV가 1달러를 하회하지 않는데 2008.9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여 동
사가 발행한 CP가 지급불능이 되면서 MMF의 NAV가 1달러를 하회(break
the buck)하는 사태가 발생. 이어 여타 CP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MMF
투자자들의 환매요구가 급증→환매에 응하기 위한 MMF 편입자산 급매→
CP, CD 등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추가적인 MMF 자산가치 하락 경로를 통
해 단기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

□ 주요 투자자들이 금융위기 이후 MMF로의 자금공급 규모를 축소하였으
며, 이에 따라 MMF의 편입상품들도 T-bill, CD 등 신용도가 높은 상품
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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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투자자(자금공급자)를 보면 일반가계가 금융위기 이후 비중이 다소
줄었지만 2012.3/4분기말 전체의 41.7%로 여전히 40%를 상회하면서 최
대 투자자 위치를 점유
― 다음으로 Funding Corporation과 비금융기업이 각각 24%, 17% 정도
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다소 축소된 반면, 지
방정부 및 보험사, 연기금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
MMF의 주요 투자자 구성
(기말기준,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3/4
3,033.1
3,757.3
3,258.3
2,755.3
2,642.5
2,506.9
전체금액(십억달러)
[720.9]
[724.2] [-499.0] [-502.9] [-112.8] [-135.6]
가계
44.4
42.1
40.3
41.0
42.2
41.7
비금융기업
18.1
18.9
19.7
17.6
17.1
17.0
지방정부
3.8
3.0
3.7
4.7
4.8
5.0
보험사
1.4
1.9
1.9
1.7
2.0
2.2
연기금
3.5
2.9
3.4
4.0
4.2
4.4
Funding corporation
24.8
27.3
26.3
25.9
24.6
24.2
기타
4.0
3.9
4.6
5.1
5.1
5.4
주 : [ ]내는 전년말 대비 증감액 (십억달러)
자료 : FRB (Flows of Funds)

o 주요 편입상품의 구성을 보면 2008년말 33.3%를 차지하였던 Agency
Debt이 지난해 3/4분기말 24.0%로 가장 큰 폭 감소한 가운데 CP는 같
은 기간중 16.5%→12.7%로 감소
― 한편 T-bill 및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CD의 편입비중이 지난해 3/4
분기말 각각 18.2%, 16.2%로 금융위기 이후 상당폭 높아진 가운데
리만사태 이후 크게 감소하였던 우량 증권 담보부 Repo의 비중도
2008년말 14.4%에서 20.5%로 급등
MMF의 주요 편입상품 구성
2007
2008
2009
전체금액(십억달러)
3,033.1
3,757.3
3,258.3
요구불 예금 등
4.3
3.6
3.5
CD
8.9
9.5
17.6
Repo
20.0
14.4
14.7
CP
22.2
16.5
15.7
T-Bill
5.9
15.4
12.5
Agency Debt1)
23.3
33.3
29.0
회사채
12.4
6.1
5.2
기타
3.0
1.3
1.8
주 : 1) Agency- and GSE-backed Securities +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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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기준, %)
2010
2011
2012.3/4
2,755.3
2,642.5
2,506.9
4.4
2.9
2.1
17.0
14.4
16.2
17.4
18.3
20.5
14.3
13.4
12.7
12.2
16.8
18.2
26.8
26.5
24.0
5.6
4.9
3.7
2.4
2.8
2.6
자료 : FRB (Flows of Funds)

3. CP 시장(ABCP 포함)
□ CP(Commercial Paper) 시장은 신용도가 높은 은행 또는 비금융회사가 발
행하는 무담보 약속어음(unsecured promissary note)인 일반 CP와 우량등급
의 ABS를 담보자산으로 발행되는 ABCP가 거래되는 시장임
o 발행자의 신용만을 믿고 투자하는 전통적인 CP와 달리 ABCP는 담보
부 CP로서 만기가 장기인 기초자산(ABS)의 만기를 단기화(1일~270일)하
기 때문에 일반 CP와 달리 만기전환기능을 갖고 있음
□ CP 시장의 규모는 2012.3/4분기말 현재 9,572억달러로 최고 수준이었던
2007.2/4분기말 2조1,098억달러의 절반에 못 미치는 45.4% 수준으로 위축
o 2008.9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동 회사가 발행한 CP가 지급불능
(7.85억달러 추정) 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 CP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이후 시장규모가 급격히 위축
CP의 주요 발행자

CP에 대한 주요 투자자

자료 : FRB (Flows of Funds)

□ 발행자(자금수요자)별로 보면 CP 시장의 위축은 주로 ABS 발행자, 파이낸
스회사, 지주회사, 자금조달회사 등 금융회사(financial business)의 CP발행
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
o 전체 CP 발행잔액중 금융회사의 비중은 2008년말 70.4%에서 지난해
3/4분기말 47.5%로 낮아졌는데 이는 주로 ABS를 담보로 하여 발행되
는 ABCP(35.0%→8.9%)와 Funding Corporations(24.3%→7.9%)의 발행 감소
에 주로 기인
― 금융의 증권화 추세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이후 빠르게 늘어난
ABCP 발행은 2007.2/4분기말 전체 CP시장의 42.9%까지 성장하였으
나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주요 담보자산인 MBS의 신뢰하락 등으
로 급격히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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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면 비금융회사 및 외국의 금융･비금융회사의 CP발행잔액(USD 표시
CP)은 금융위기 전후에 큰 변화가 없어 전체 CP시장에서의 비중이 각
각 8.2%→14.2%. 21.4%→38.3%로 상승
CP의 주요 발행자 구성
2007
2008
1,788.6
1,599.3
전체금액(십억달러)
[-169.4] [-189.3]
비금융회사
6.9
8.2
외국의 금융·비금융회사
23.1
21.4
금융회사(financial business)
70.0
70.4
ABS Issuers
36.0
35.0
Finance Companies
6.9
6.3
Holding Companies
6.5
4.9
Funding corporations
20.6
24.3
주 : [ ]내는 전년말 대비 증감액 (십억달러)

(기말기준, %)
2009
2010
2011
2012.3/4
1,137.4 1,057.4
969.2
957.2
[-461.9] [-79.9] [-88.2] [-12.0]
5.1
7.8
12.0
14.2
35.3
37.7
35.6
38.3
59.6
54.5
52.4
47.5
25.8
11.4
9.9
8.9
5.5
9.3
12.5
12.7
5.3
6.1
7.8
9.0
23.0
17.0
9.7
7.9
자료 : FRB (Flows of Funds)

CP에 대한 주요 투자자 구성

(기말기준,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3/4
전체금액(십억달러)
1,788.6 1,599.3 1,137.4 1,057.4
969.2
957.2
가계
6.0
0.4
3.0
6.0
6.0
4.2
비금융회사
3.9
3.6
4.9
6.4
6.1
6.8
지방정부
7.8
3.6
-1.4
4.2
7.0
7.1
외국 투자자
15.5
14.6
16.8
18.1
19.7
19.9
연금 및 보험
6.7
7.5
9.7
8.4
7.8
8.1
MMF
37.7
38.7
44.9
37.3
36.6
33.4
Mutual Funds
6.4
3.2
7.1
6.3
4.1
13.7
기타 금융회사1)
15.9
27.5
15.0
13.4
12.6
6.9
주 : 1) GSEs, Broker and Dealer, Funding corporation 자료 : FRB (Flows of Funds)

□ CP에 대한 주요 투자자(자금공급자)를 보면 MMF가 최대를 차지하
고 있으나 그 비중은 2008년말 38.7%→지난해 3/4분기말 33.4%로
축소*
* 잔액기준으로는 2008년말 6,185억달러→2012.3/4분기말 3,194억달러로 48.4%
감소

o 반면 외국투자자 및 Mutual Funds의 비중은 같은 기간중 각각
14.6%→19.9%, 3.2%→13.7%로 상승

4. Repo 시장
□ Repo(Repurchase Agreement)는 자금수요자가 보유 증권을 매각하면서 1일
에서 7일 이내의 단기간 내에 동 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자금
을 조달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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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때 증권은 일종의 담보물로 기능하며 Repo 계약에서 적용되는 금리
는 단기자금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변동
□ Repo 시장의 규모는 2012.3/4분기말 1조1,341억달러로 최고 수준이었던
2007.2/4분기말 2조 3,702억달러의 절반 이하인 47.8% 수준으로 위축
o 금융위기 직후 Repo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와중인 2009년중 예금취
급기관의 Repo를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0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
Repo를 이용한 자금조달 기관

Repo를 통한 주요 자금 공급자

주 : 1) Mutual funds, GSEs(net), Holding companies, Funding corporation 포함
자료 : FRB (Flows of Funds)

□ 주요 자금차입 기관을 보면 2007년말 전체 Ropo 시장의 54.2%를 차지
하였던 브로커-딜러(net)가 2012.3/4분기말 14.9%로 그 비중이 급락한 반
면 예금취급기관(net)은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규모의 감소폭이 적었던
데 힘입어 비중은 같은 기간중 38.1%→47.4%로 상승
o 한편 REITs의 Repo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같은 기간중 917억달
러→3,197억달러로 3.5배 정도로 늘어나면서 전체 Repo시장에서의 비
중도 4.2%→28.2%로 급등
Repo를 이용한 자금 차입기관 구성 (Liabilities)
2007
전체금액(십억달러)
2,118.5
통화당국
2.1
예금취급기관(net)
38.1
보험사
1.0
REITs
4.3
브로커-딜러(net)
54.2
기타
0.4
자료 : FRB (Flows of Funds)

2008
1,238.2
7.1
37.8
1.2
6.4
47.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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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488.4
5.2
56.2
0.9
6.1
31.6
0.0

2010
1,272.3
4.7
53.0
0.9
9.5
31.8
0.1

(기말기준, %)
2011
2012.3/4
1,140.7 1,134.1
8.8
8.2
52.6
47.4
0.9
1.2
18.9
28.2
18.7
14.9
0.1
0.1

□ Repo 시장을 통한 자금공급 기관을 보면 MMF가 40% 내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위기 이후 공급규모 자체는 소폭 감소
o 반면 기타 금융회사(Mutual funds, GSEs(net), Holding companies, Funding
corporation 등)의 자금공급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상당폭 증가하여 전
체 Repo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3%→35.1%로 급등
Repo를 통한 주요 자금 공급자 구성(Assets)

(기말기준,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3/4
전체금액(십억달러)
2,118.5 1,238.2 1,488.4 1,272.3 1,140.7 1,134.1
지방정부
6.3
9.5
7.6
8.5
8.7
8.8
연금 및 보험사
2.5
5.6
5.0
5.8
6.0
6.1
MMF
28.6
43.8
32.2
37.7
42.4
45.2
기타 금융회사1)
13.3
19.3
21.8
26.6
23.8
35.1
기타2)
49.3
22.0
33.4
21.5
19.1
4.7
주 : 1) Mutual funds, GSEs(net), Holding companies, Funding corporation 포함
2) Unallocated assets, rest of the world(net) 포함
자료 : FRB (Flows of Funds)

3.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혁 논의
□ 금융위기 과정에서 제도 및 관행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그 기능이 크
게 위축된 MMF, CP, Repo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 기능을 복
원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당면 과제임
□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주목적으로 Dodd-Frank Act가 제정(2010.7.21일)되
어 각종 규제가 신설됨에 따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강도가 세지
고 있으나 단기금융시장관련 제도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o 현재 진행중인 단기금융시장의 제도개선 노력은 다양한 세부 시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주로 MMF, ABCP, tri-party Repo 시장에 집중되고
있음
* 예를 들어 bilateral repo, Eurodollar obligation, prime brokerage free credit
balance, finance company CP(e.g. GE Capital), liquidity-put bonds, securities
lending program, uninsured deposit obligation 등

□ 개혁의 핵심방향은 단기금융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유사시 외부의 공
적인 지원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내부적으로 손실을 흡수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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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MF 시장 관련
□ 2008.9월 리먼사태 직후 MMF 대량 환매사태를 경험*한 이후 SEC를 중
심으로 MMF시장의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
* 금융위기 초기 MMF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재무부는 MMF의 원금상환을 일시
적으로 보장해 주는 Temporary Guarantee Program for MMF를 도입하고 연
준은 MMF투자자에게 일시적으로 신용을 공여해주는 Money Market Investor
Funding Facility를 도입하여 운용

□ MMF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은 아래의 두 가지 특성에서 주로 기인하는
데 이를 개선함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MMF 제도
개혁의 핵심
① MMF의 constant NAV 및 penny-rounding 방식*에 따른 회계처리로 인
해 장부가치가 실제 시장가치를 밑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편입자
산(borrower) 부실 발생시 동 손실 흡수능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fund
run이 발생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
* 좌당 실제가격이 $0.995~$1.005 내에 있는 한 회계상 가격을 $1로 유지. 따라
서 0.5% 이내의 손실은 장부에 반영되지 않게 됨
** 투자자는 환매요청시 펀드의 실제가치와 관계없이 좌당 1달러를 지급받으므
로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먼저 환매할수록 원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
(first-runner′s advantage) 반면, 환매가 늘어날수록 펀드의 실제가치가 가
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남아있는 투자자의 손실은 커지게 됨

② 또한 MMF가 만기전환(maturity transformation)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shadow banking 기능을 함에 따라 일정 정도 이상의 환매요구 발생시
자산급매가 불가피하여 금융시장 경색이 쉽게 초래
□ 2010.1.27일 SEC는 MMF 1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펀드가치의 시
가평가제 도입 등 추가적 제도개선 사항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을 밝힘
o 1차 제도개선 내용은 보유자산의 유동성 및 신용도 기준 강화, 편입자
산에 대한 공시 강화, 환매연기 허용 조건 신설 등임
□ 2012.8.22일 MMF 제도 개혁을 주도하던 SEC가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
추가적 개혁방안을 공식 의안으로 상정하지 못하게 되자* Schapiro SEC
의장의 요청에 따라 이후로는 FSOC 의장인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MMF
제도의 개혁방안을 주도
* 업계에서는 2차 MMF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들이 MMF의 제도를 사실상 폐지
하는 방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결국 SEC 내부 위원 5명중 3명(공화당
계 위원 2명 포함)의 반대로 표결 상정이 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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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OC은 2012.11.13.일 MMF 개혁방안(proposal)으로 아래의 세 가지 대안
을 제시*하여 현재 각계의 검토의견을 수렴중(공개후 60일동안)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
* 당초 SEC가 준비했던 MMF 제도 개선방안이 ① 환매요청 쇄도시 환매 일부 제
한, ② 1% 완충자본(Capital Buffer) 도입, ③ 시가평가제(floating NAV) 도입 등
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동 FSOC의 proposal은 SEC의 원래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관측

대안 ① Floating NAV 실시 : 현재 좌당 1달러로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도
록 하는 관행을 바꾸어 여타 뮤추얼펀드처럼 매일 편입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좌당 순자산가치가 변동할 수 있도록 함
대안 ② Stable NAV with NAV buffer and “Minimum Balance at Risk”
: MMF 가치를 현재와 같이 좌당 1달러를 유지하도록 운용하되 MMF
가치의 일중 변동을 흡수하도록 자산의 1% 만큼을 완충자본으로 보유
이와 함께 보유 좌의 가치가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3%는 위기시
30일동안 환매가 불가능한 의무보유잔액(Minimum Balance at Risk)으로 설
정. MMF가 완충자본으로 커버할 수 없는 손실에 직면할 경우 동 의무
보유잔액으로 손실을 충당
대안 ③ Stable NAV with NAV buffer and Other Measures : MMF 가치를
현재와 같이 좌당 1달러를 유지하도록 운용하되 MMF가치의 일중 변동
을 흡수하도록 자산의 3% 만큼을 완충자본(risk based NAV buffer)으로 보유
이와 함께 완충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고 MMF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
한 보완장치(예: 보다 엄격한 투자자산 다변화, 최소 유동성비율 상향조정, 강화된
공시기준)를 마련
□ 또한 MMF 제도 개편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 사안으로서 관
련 국제기구에서도 미국에 대해 규제개혁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o G-20의 실행기구인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MMF를 shadow
banking의 주요 경로중 하나로 간주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 IOSCO) 주관하에 MMF 규제개
혁을 추진중

2. ABCP 시장 관련
□ CP 시장의 경우 만기전환(maturity transformation)이 가능한 증권화상품으
로 shadow banking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ABCP를 중심으로 시
장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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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초기 CP 시장이 경색되자 연준은 2008년 10월 7일 연준법 section
13(3)에 의거 CP시장의 최종대부자 기능인 CPFF를 도입(2010.2.1일 종료). 한
편 FDIC는 금융회사 발행 CP에 대하여 TLGP(Temporary Liquidity
Guarantee Program)을 시행

o ABCP 발행잔액은 2007.2/4분기말 전체 CP 발행잔액중 42.9%를 기록했
으나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어 2012.3/4분기말 8.9%로 하락(금융
회사가 발행한 CP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중 61.1%→19.1%)

□ ABCP 시장에 내재된 리스크 요소(key frictions)의 핵심은 아래의 두 가지
로 정리할 수 있음
① ABCP 발행 母은행 또는 금융회사(sponsors)의 자본 및 유동성 상황이
ABCP 발행사(conduits)에 유사시 제공해야 하는 유동성 지원(backstop
support)에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상존
② ABCP 자산운용사와 투자자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ABCP에 내재
(기초자산의 리스크 요소 등)된 신용 및 유동성 위험에 대한 외부의 신용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
□ 이러한 이유로 ABCP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자본 및 유
동성에 대한 규제 및 ABCP의 공시기준 강화가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
o 2010.12월 BCBS는 전세계 은행들의 단기 유동성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의 단기 유동성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
를 도입*
* 2013.1.7일에 일부 수정된 최종안이 확정됨. 시행시점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인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

― LCR 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은행들이 설립한 ABCP conduits에 대
한 유동성 보장 비용을 높여 bank-sponsored conduits의 ABCP 리스
크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o 한편 SEC는 2010.4월 은행들의 ABCP를 포함한 모든 증권화 상품 거
래정보를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Regulation AB)을 개정
― ABCP에 대한 공시기준 강화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ABCP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외부의 신용평가에 대한 과도
한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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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ABCP는 증권화(securitization) 상품의 일종으로서 현재 Dodd- Frank
Act 및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주도하는 증권화시장에
대한 규제개혁 내용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전망
o 2009.6월 FASB에서는 부외상품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FAS 166/167)을
개정하여 모은행(sponsor)이 부외기구인 ABCP conduit의 심각한 손실이
나 이익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구조이거나 conduit의 영업활동에 직접
적 통제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동 부외거래를 sponsor의 부내거래로
통합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변경*
* 2009년 9월 미국의 규제기관들은 예금취급기관들은 반드시 부외거래인
ABCP conduits의 부내거래 통합에 부응하여 추가 자본(regulatory capital)
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o 2011.4월 연준 등 규제당국은 Dodd-Frank Act(Sec.941)에 의거 정보 불
균형에 따른 증권화 상품 투자자의 과도한 리스크 노출을 완화하기 위
해 ABS, ABCP 등에 내재된 리스크중 일부를 발행자가 분담토록 규정
* 증권화 상품 거래시 발행자는 적격 리스크(eligible form of risk retention)
의 최소 5%를 부담해야 하며 동 위험을 제3자에 다시 매각하거나 hedge하
지 못하도록 명시

3. Repo 시장 관련
□ Repo 시장의 제도개선은 전체 Repo거래의 약 70%를 차지하는
tri-party repo 시장의 취약성을 보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중
o 미국의 tri-party repo 시장은 주요 브로커 딜러들의 증권기반 자금조
달 시장(secured funding market)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제도 및 운용상
취약점이 많다는 것이 금융위기중 크게 부각*
* 미 연준은 금융위기중 tri-party repo 시장 붕괴에 따른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TSLF) 및 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PDCF) 등의 비상 유동성 공급을 통해 프라이머리 딜러 및 기타 시
장참가자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

― Tri-party repo는 현금차입자와 현금대여자(투자자)가 있는 전통적인
repo 거래 구조에 청산은행*이 제3자로 개입되어 거래 결제, 담보관
리 및 보관, 일중신용 공여 등의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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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은행(clearing bank)은 tri-party repo 거래 체결 및 결제, 증권보관, 담보
가치 평가, 효율적인 담보설정 등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차입자인 브로
커딜러에게 일중신용(intraday credit)을 제공함으로써 브로커딜러의 시장조성
(market making) 영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지게 함. 미국의 경우 JP Morgan
Chase, Bank of New York Mellon 2개 기관이 청산은행 역할 수행

□ Tri-party repo 시장에 내재된 시스템적 리스크 가능성은 아래의 세 가
지 제도적 특성 및 관행에 기인한다는 것이 대체적 인식
① 일중신용 공여(intraday credit)로 영업시간 동안에는 브로커딜러의 모든
tri-party repo 금융에 대해 청산은행이 전적으로 신용리스크를 부담함
에 따라 청산은행이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
② 청산은행이 단순한 tri-party repo 거래의 대리인이 아니라 담보설정을
해제하고 일중신용을 공여하는 역할을 하므로 청산은행의 재량적 판
단에 따라 브로커딜러 파산 및 금융시스템 불안 초래 가능
③ Tri-party repo 거래의 특성상 대여현금이 현금대여자(repo 투자자) 계정
으로 매일 unwind되기 때문에 현금대여자는 브로커딜러의 신용에 문
제가 생길 경우 unwind된 대여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유사시 자기실
현적 인출대란(self-fulfilling run) 가능성에 노출
□ 뉴욕 연준은 tri-party repo 시장의 제도 개혁을 위한 Task Force를 구
성(2009.9월)하는 등 shadow banking의 하나인 tri-party repo 시장의 시
스템적 리스크 완화 노력을 주도
o Task Force는 2010.5월 tri-party repo 시장의 ①일중신용 의존도 제거,
②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③투명성 제고, ④현금차입자 파
산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16개 권고안을
제시
― 권고안중 ‘딜러･현금투자자･청산은행 3자간 거래확인 제도’등 일부
는 시행*이 되었으나 ‘2011년 중반까지 일중신용 의존도의 실질적
제거’등 일부는 미결인 상황
* 일중신용 공여 축소를 위해 청산은행들은 자동 담보대체(automated collateral
substitution) 기능 개발, 매일의 담보설정 해제(daily unwind) 시점을 오전(8:30)
에서 오후 늦은 시간(3:30)으로 변경하여 청산은행의 일중신용 공여 시간을 단
축, 현금대여자의 딜러 디폴트 상황에 대한 stress test 실시와 같은 tri-party
repo 거래에 대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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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 Force는 시장관행 개선 등 청산은행과 시장참가자들의 보다 근본
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최종 보
고서에서 향후 tri-party repo 제도의 7개 목표상태(target state)를 제시
*
(2012.2)하고 해체
* 구체적인 내용은 권민수, “미 Tri-Party Repo 시장의 시스템적 리스크 및 제
도개혁,”뉴욕사무소, 자체조사자료(2012.11.16.일) 참조

o 이에 따라 청산은행인 JPMorgan Chase 및 Bank of New York Mellon
은 Target State 달성을 위한 전산 등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작업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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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의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와 평가*
김기원 워싱턴주재원 차장
◆ 미국의 연준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에 대규모 자
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산 ․ 부채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였음
o 자산규모가 2006년말 0.9조달러에서 2012.11월 2.8조달러로 세 배
이상 확대
◆ 연준은 공급한 유동성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
해 지준부리, 증권매도 등을 통해 향후 유동성을 적절히 수속할 수 있
다는 입장을 견지
o 그러나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하에서 대규모로 증권을 매각하기는 어
려운 만큼, 향후 연준은 보유증권을 만기도래시 상환 등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밖에 없어 현재의 초과지준 상태가 앞으로
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o 또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경우 지준부리로는 페더럴펀드시장에서의
은행간 자금거래를 완벽히 수속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은행이
대출을 본격적으로 늘리게 되면 시중유동성의 확대를 제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연준은 대차대조표(B/S)를 점진적으로 축
소해 나가는 가운데 현재 시험실시중인 기한부예금제도(Term Deposit
Facility)의 확대 등으로 초과지준을 수속하는 한편 시중유동성은 정책금
리의 상향조정을 통해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1. 검토 배경
□ 2007.9월(5.25% → 4.75%)부터 페더럴펀드 금리 목표수준을 하향조정해 오
던 미 연준은 2008년 9월 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발
생하자, 이를 제로 수준까지(2008.12월, 0∼0.25%로 조정) 내리는 한편 금융
시장에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8호(20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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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융위기 초기에는 부실금융사 지원 및 금융시장 경색 완화를 목적으
로 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2008.11월 이후에는 세 차례의 양적완화(QE)
정책을 시행
□ 그 결과 미 연준의 자산· 부채 규모가 급속히 팽창
o 자산 총액은 2007년말 9,148억달러에서 2012.2월 2.94조달러까지 늘어
났다가 2012.11.14.일 현재 2.87조달러*를 기록
* 2013.1.2.일 현재 2.96조 달러로 증가

□ 이러한 연준의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연준은 향후
유동성을 적절히 수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
o Bernanke 의장은 “연준은 출구전략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 이
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2009.7.20.일 Wall Street Journal 기고)
o 2011.6월(QE2 종료) FOMC는 출구전략의 원칙(Exit Strategy Principle)*에 합
의(3주 후 공개된 의사록에 게재)
* 만기증권 재투자 종료 → 초과지준 축소 개시 → 정책금리 상향조정 개시 → 보
유중인 장기증권 점진적 매각 → 정상적인 금리중심의 통화정책 체계로 복귀

o 2012년 중반 이후에는 B/S 정상화에 관한 연준의 검토 보고서(staff
*
discussion paper)가 공개
* Ihrig 등(2012.7월), Carpenter 등(2012.8월), Marquez 등(2012.9월)

o 반면, 2012.12월 FOMC 회의 의사록(2013.1.3.일 공개)에 따르면 QE3 확대
를 결정하면서도 상당수 참석자들은 향후 연준이 완화기조를 종료함
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
* “ ... a number of participants expressed the concern that additional purchases
could complicate the Committee’s efforts to eventually withdraw monetary
policy accommodation, for example, by potentially causing inflation expectations
to rise or by impairing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monetary policy”

⇒ 연준이 향후 유동성을 적절히 수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연준의 대차대조표(B/S) 현황과 그동안 제시해 온 출구전략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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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준의 대차대조표(B/S) 및 은행 유동성 상황
1. 연준의 자산 및 부채
□ 연준의 자산규모는 2006년말 0.9조 달러에서 2012.11월에는 2.9조 달러
로 세 배 이상 확대
o 자산은 국채 및 MBS를 중심으로 늘어났으며 부채 측면에서는 예금은
행의 예치금 및 화폐발행액이 큰 폭으로 증가
연준 주요 자산･부채
<2012.11.14.>

<2006년말>
(10억달러)

자산
부채
국채
779 화폐발행액
783
예금은행 예치금 13
기타
47
기타
95 자본금
31
874
874

(10억달러)

자산
국채
1,657
MBS
889
정부기관채
82
기타
25
2,879

자산

부채
화폐발행액
1,107
예금은행 예치금 1,510
기타
207
자본금
55
2,879
부채

o 자산구성 면에서는 금융위기 직후의 부실금융기관 지원자금은 2009년
말경 대부분 회수되었으나,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채 및 MBS
등의 증권 보유액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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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지원자금

증권보유 현황

― 장기증권의 매입을 확대한 결과, SOMA(The System Open Market Account)
계정 자산의 평균 만기가 2006년 40개월에서 2008년 이후 80개월로
늘어났으며, QE3 시행 이후에는 더욱 장기화된 것으로 추정
□ 한편 금융위기 직후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준의 수지
가 악화될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대규모 흑자를 시현
o IMF(Stella, 2009.5)는 연준의 부실금융기관 지원으로 인한 수지 악화 가
능성을 지적하면서 연준이 이를 흡수할 충분할 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정책수행(operational independence)을 저해할 수 있다
고 평가
IMF(2009년)의 연준 자본(capital) 추정
< 금액기준 > (10억달러)
< GDP 대비 >

(%)

자료 : Stella(2009)

o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연준은 2010년 817억달러, 2011년 774억달러
의 수익(재무부에 754억달러 납입)을 시현
― 850억달러를 지원한 AIG 구제금융(2008년)의 경우 당초 손실예상(50
억달러)과는 달리 177억달러의 수익을 실현(2012.8월 보유지분 최종 매각
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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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는 연준이 ①국내 금융자산을 주로 보유한 데다 ②시가평가를 실시
하지 않고 있어, 부실 금융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자금을 지원
하면서 default를 방지한 후 만기에 액면가격으로 상환하면 높은 수익
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
― 연준은 장기채권 보유를 확대하더라도 시장금리 상승시 시가평가
를 도입하지 않는 한 수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2012.3월말 현재 보유한 증권을 만기 상환할 경우 1,150억달러 수
익(시가평가 기준으로는 1,770억달러 수익)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추정
연준 SOMA 계정 보유 증권의 손익 현황(2012.3월말 현재)
(10억달러)

장부가(A)
액면가(B)
순익(B-A)
시가(C)
평가익(C-A)

Treasuries
1,655
1,764
99
1,892
128

Agency Debt
96
100
4
106
6

MBS
837
849
12
892
43

SOMA 계
2,598
2,713
115
2,890
177

자료 : Carpenter(2012)

2. 은행의 유동성 상황
□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은행 대출이 감소․정체되면서 은행의 신용창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위축되고 이를 연준 공급자금이 보완하고 있는 상
황이 지속
o 상업은행(commercial banks)의 경우 예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도 대
출증가보다는 차입축소 및 현금보유 증대로 이어진 모습
상업은행 부채(자금조달)

상업은행 자산(자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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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용창출 상황을 통화지표*를 통해 보면, 민간의 현금보유액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연준의 자금공급으로 은행의 지준예치액도 크게 늘
어남에 따라 본원통화(Monetary Base)가 2007년말 0.8조달러에서 2012.
10월말 2.6조 달러로 대폭 증가
* 금리중심의 통화정책 체계에서 통화지표의 의미는 제한적임. 특히 직접금융시장
이 발달하고 shadow banking 규모가 큰 미국의 경우 예금은행 중심의 통화지표
로 시중 유동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상황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본
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 2009년 이후 본원통화가 M1(2012.10월말 2.4조달러)을 상회하면서 본원
통화와 협의통화(M1)간의 관계*가 역전
* 금융위기 이전과 같이 M1(민간보유 현금+요구불예금)이 본원통화(민간보유 현
금+지준예치금)보다 큰 것이 정상적임

o M2(2012.10월말 10.1조달러)는 신용창출이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꾸준한 증
가세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기예금 및 현금보유가 증가한 데 기인
― 일반적으로 대출이 감소하면 종전에 ｢예금 → 대출 → 예금｣을 통해
늘어나 있던 예금총액이 줄어야 하는데(unwinding), 연준의 공급자금
이 이를 대체
― 이에 따라 M2승수(M2/본원통화)는 금융위기 이전의 8~9배에서 4~5배로
크게 저하
본원통화 및 M1

본원통화, M2 및 M2승수

□ 한편 연준이 공급한 자금이 상업은행의 지준예치금으로 환류되면서 초
과지준이 1.4조달러로 확대
o 총 예치금은 2012.2월 1.66조달러까지 증가했다가 10월 현재 1.53조달
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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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예치금 및 상업은행 현금보유액

3. 연준의 출구전략에 대한 입장
□ 2011.6월

FOMC는

normalization)될 경우
Principles)을 제시

의사록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이 정상화(policy
순차적으로 추진할 출구전략의 원칙(Exit Strategy

o 출구전략의 원칙 :
① 만기증권의 재투자 종료
② 향후 금리에 대한 forward guidance 수정 및 초과지준 감축 개시
③ 정책금리 인상(금리위주의 통화정책 재개 및 지준금리 및 규모 조정)
④ 보유 MBS의 점진적 매각(MBS 매각은 3~5년 동안에 걸쳐 진행되고
그에 따른 SOMA 계정의 정상복귀는 2~3년 소요 예상)
⑤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지준을 해소함으로
써 정상적인 금리중심의 통화정책 체계로 복귀
o 아울러 연준은 정책금리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FOMC의 정책결정문을
통해 입장을 표명(forward guidance)
― 연준은 2012.9.13.일 FOMC에서 0~0.25%인 페더럴펀드 목표수준의
유지기간을 2015년 중반까지로 연장하면서 “경제회복세가 강화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매우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지속하는 것
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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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월에는 threshold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자산매입프로그램
이 종료된 후에도”라는 문구를 추가(아래 인용문중 밑줄친 부분)
* “... the Committee expects that a highly accommoda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will remain appropriate for a considerable time after the
asset purchase program ends and the economic recovery strengthens.”

□ 2012년 중반 들어 연준의 출구전략 원칙 및 금리정책 기조를 전제로
정책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금리 및 B/S의 변화를 시산한 보고
서들이 발표
o Carpenter(2012.8)에 따르면, 연준이 2013년말부터 페더럴펀드 금리의
목표를 조정하여* 2018년말 3%대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전제**할
경우 10년물 국채금리는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1년 전부터 상승하여
2018년말까지 2.5%p 상승
* 동 보고서 및 관련 보고서들이 작성되던 시점인 2011년말에는 연준이 현행 페더
럴펀드 금리 목표 유지기간을 2013년 중반까지로 제시하고 있었음
** 동 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 3.6%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국채금리는
동 기간중 4.9%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

페더럴펀드 금리 목표 수준(가정)

국채금리(10년물) 전망

― 정책금리의 인상 개시후 B/S가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는 데에는 4
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현재 2.5조 달러 규모인 SOMA 계정이 MBS 및 Agency 증권이 모두 해소되
어 1.5조달러로 감소하고, 지준예치금도 초과지준의 완전 해소로 250억달러
로 감소

― 페더럴펀드 금리의 목표 수준을 상향조정(2013.12월 가정)한 6개월 후
부터 MBS 매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4년 뒤인 2018년 5월경 완료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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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A 계정 MBS 잔액

SOMA 계정 Agecy증권 잔액

SOMA 계정 총잔액

지준 잔액

o 한편 Marquez(2012.9)는 페더럴펀드 금리의 목표 수준이 2014년말부터
2016년까지 70bp 상향조정되고 동 기간중 초과지준이 모두 해소될 것
이라는 더욱 급격한 시나리오를 제시
페더럴펀드 금리 목표수준 및 초과지준 전망

자료 : Marquez(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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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더럴펀드 금리의 목표 수준을 상향조정(2013.12월 가정)한 6개월 후
부터 MBS 매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4년 뒤인 2018년 5월경 완료될
전망

4. 연준의 출구전략*에 대한 평가
* 연준이 제시한 Exit Strategy Principle 및 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1. 보유증권의 만기 이전 매각 가능성(보유증권 매각을 통한 초과지준 흡수)
□ 연준은 정책금리를 상향 조정한 이후 보유증권의 매각을 상정하고 있
는 바, 매각 시점에는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
o 연준의 보고서들은 페더럴펀드 금리의 목표수준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o 더욱이 연준의 증권매각이 장기 시장금리의 상승요인으로도 작용
― Ihrig 등(2012.7)은 장기채권 매입(QE1 및 QE2) 및 만기연장 프로그램
(MEP)이 국채(10년물)금리를 65bp 하락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하고,
보유증권을 매각할 경우에도 그만큼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의 보유증권 매각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금리
상승(가격하락)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
연준의 증권매도에 따른 시장금리 재상승 시나리오1)

주 : 1) LSAP은 Large-Scale Asset Purchase, MEP는 Maturity Extension Program을 의미
자료 : Ihrig 등(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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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만기가 긴(듀레이션이 장기인)
증권의 보유를 줄이는 것이 금리리스크 관리에 있어 기본원칙인 바, 연
준이 대부분 장기물로 구성된 보유증권을 매각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
으로 판단
o 2012.11월 현재 연준의 보유증권(2.6조달러)중 2.1조달러(81%)가 잔존만기
5년 이상이며, 특히 MBS의 경우 대부분의 만기가 10년 이상
연준 보유 증권의 만기별 현황 및 비중1)
(10억달러, %)

◼ 국채

1년 이내
0.5
(0.0)

1~5년
418.8
(25.3)

◼ MBS
◼ 정부기관채

22.8
(27.8)

52.3
(63.9)

5~10년
836.4
(50.5)
1.5
(0.2)
4.4
(5.4)

10년 이상
401.1
(24.2)
887.5
(99.8)
2.3
(2.8)

계
1,656.8
889.0
81.9

주 : 1) 2012.11.14일 기준

o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연준의 지속적인 증권 매각은 손실
(capital loss)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초저금리(가격이 최고 수준) 하에서
매입한 증권의 경우 손실발생 가능성이 더욱 큼
□ 향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연준으로부터 증권을 대규모 추가 매입할
유인이 크지 않은 점도 연준의 증권 매각으로 금리가 상승할 개연성을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o 2007년 이후 연준의 증권보유액이 늘어나는 동안 은행 등 채권운용사
들의 증권보유액도 증가하여 현재의 보유규모가 적정 수준을 하회한
다고(증권 추가매입 수요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 국채는 2008년 이후 2012.2/4분기까지 6조달러 순발행되었는데, 외
국 중앙은행 등(+2.9조달러)과 연준(+0.9조달러)이 65%를 구입한 가운데
은행, 펀드 등의 보유규모도 늘어나 연준은 결과적으로 기간중 순
발행분을 흡수
⁃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민간에 지출된 후 주로 예금의 형태로
은행으로 환류

― MBS 및 Agency 채권의 경우 2012.2/4분기말 현재 발행잔액이 2007
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동 기간중 연준은 금융회사의
보유 MBS를 흡수하고 금융회사는 매도대금으로 회사채(기간중 2.4조
원 증가)를 매입
- 350 -

미국 채권 종류별 발행 잔액

자료 : SIFMA

주체별 미 국채 보유 현황

자료 : SIFMA

o 특히 은행의 경우 증권보유의 주된 목적이 수익보다는 듀레이션 관리
등의 리스크 관리에 있는 만큼, 최근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증권을 보
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단기간내에 보유량을 크게 늘릴 유인
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은행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증권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 왔으며, 현
재 총자산중 증권비중이 대체로 적정한 수준
⁃ 총자산중 증권비중이 금융위기 발생 직후 일시 급락한 것은 현금보유 급증으로
총자산이 단기간에 큰 폭 늘어난 데 기인

상업은행 대출, 증권 및 현금

상업은행 증권보유 비중

2. 지준부리에 의한 유동성 수속의 유효성
□ 연준은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페더럴펀드시장 및 대출시장
의 유동성을 수속해야 하는데, 지준금리(Interest on Reserve: IOR) 조절을
통해 페더럴펀드시장의 유동성은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으나, 대출-예
금(즉, 신용창출) 증가를 통해 늘어나는 시중 유동성을 수속하는 효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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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준부리는 초과지준이 존재할 경우 지준금리를 정책금리 수준(페더럴
펀드 금리 목표)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페더럴펀드 금리가 목표수준
을 하회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일반적으로 floor system에서는 지준금리가 시장금리의 하한으로 작용하나, 미국
의 경우 현재 페더럴펀드 금리가 시장의 구조적 요인(연준에 자금을 예치할 수
없는 GSE들이 페더럴펀드 시장에 자금을 공급)으로 인해 목표수준(0.25%)을 하회
하는 0.1%를 보이고 있음

o 초과지준이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이 과다 공급되었다”라는 통화주의적 인식*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
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연준은 이를 제어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준
부리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유효
* 중앙은행이 공급한 자금을 재원으로 은행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으로, 금리중
심의 통화정책 체계와 부합하지 않으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인식이 있는
데다, 대규모 초과지준의 장기간 존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실제로 은행의 자금
조달 재원으로 이용될 수도 있음

― 페더럴펀드 금리가 목표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연준에 예치된 초과
지준이 거래될 유인이 없게 됨
― 그러나 은행의 자금수요가 커서 은행간 자금거래가 지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지준거래를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o 은행의 대출-예금(신용창출) 증가가 시중유동성 확대를 통해 인플레이션
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어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준부리를
시중유동성을 수속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움
― 현재는 은행이 연준에 초과지준을 예치한 상태에서 대출을 늘리지
않고 있어 지준부리로 은행대출을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만, 실제로는 동일한 지준예치금 규모가 유지되면서도(지준규모와 상
관없이) 대출-예금이 늘어나면서 시중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

은행과 연준의 B/S 변화에 대한 예시 :

① 은행은 개인(A)의 예금을 연준에 예치
은행
지준예치금

100

연준

예금(개인A)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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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100

지준예치금 100

② 은행이 개인(B)에게 100을 대출해 주고 개인(B)은 이를 다시 예금할 경우,
연준의 B/S에는 변화가 없으나 시중 유동성은 100만큼 증가

연준

은행
지준예치금 100
대출(개인B) 100

예금(개인A) 100
예금(개인B) 100

발권 100

지준예치금 100

― 은행예금 증가는 필요지준 규모를 늘리지만, 초과지준이 존재할 경
우 그만큼 초과지준 규모를 작게 할 뿐 은행의 전체 예치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o 연준은 지준부리를 도입할 당시 은행의 대출행태 및 지준금리의 효과
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혼선을 겪은 바 있음
― 처음에는 연준의 공급자금이 지준예치금으로 즉시 환류되지 않고
시장에서 융통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초과지준에 대한 금리를
필요지준에 대한 금리보다 낮게 설정했으나, 시장금리가 계속 목표
수준을 하회함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상향 조정하여 결
국 동일한 금리를 적용
지준금리(interest on reserves)
필요지준
2008.10.9일

초과지준

1)

기간중 목표수준 평균 – 10bp 기간중 최저 목표수준 - 75bp

2008.10.23일 기간중 목표수준 평균 – 10bp 기간중 최저 목표수준 - 35bp
2008.11.6일
기간중 목표수준 평균
기간중 최저 목표수준
2008.12.16일

0.25%

주 : 1) 지급준비금적립기간(maintenance period)중 페더럴펀드 금리 목표수준을 의미

□ 한편 향후 경기회복세가 보다 강화될 경우 은행은 대출을 확대할 가능
성이 큰 것으로 판단
o 현재 M2 유통속도(명목 GDP/M2)가 196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이므로, 향후 실물경제활동이 활발(성장세 강화)해질 경우 은행이
대출을 늘리면서 M2도 증가할 가능성
o 은행대출이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위축되었지만, 기업대출이 2010
년말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부동산대출도 2011년 중반 들어
감소세를 멈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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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유통속도

은행 기업대출 및 부동산대출

□ 금리중심 통화정책 체계 하에서 은행의 신용창출로 늘어나는 시중유동
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음
o 이 경우 초과지준이 존재하게 되면 연준은 지준금리를 페더럴펀드 금
리의 목표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
준부리는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보아
야 할 것임

3. 시중유동성의 수속 필요성

□ 연준의 자금공급으로 은행의 현금보유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그중
절반 정도가 국내 유동성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연준이 직
접 회수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데다 회수하기도 어려움

□ 미국내 외국계은행(foreign related institutions)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 비
해 B/S상 현금보유가 0.8조달러 증가(상업은행 전체 증가액 1.6조달러의 절반)
했는데, 이는 실제로는 국외지점이 해외 현지에서 운용하는 자금(유로달
*
러화) 으로 국내 유동성과는 무관
* Net due to Related Foreign Institution 항목이 2008.9월 -0.6조달러에서 2012.8월에
는 +0.3조달러로 증가

o 이는 양적완화로 공급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국내에서 운용되기보다 해외자산 매입에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
o 한편 연준이 동 자금을 회수할 경우는 국외지점에 예금한 해당국 현
지인이 동 자금을 인출하여 연준의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 이를 정책목표로 삼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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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1) 자산

외국계은행 부채

주 : 1) 상업은행중 Foreign related institutions. 음영은 QE1 및 QE2 기간을 의미

4. 종합 평가
□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향후 지준부리로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으며 적기에 보유증권을 매각함으로써
B/S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
o 그러나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하에서 대규모로 증권을 매각하기는 어
려운 만큼, 향후 연준은 보유증권을 만기도래시 상환 등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밖에 없어 현재의 초과지준 상태가 앞으로
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o 또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경우 지준부리로는 페더럴펀드시장에서의
은행간 자금거래를 완벽히 수속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은행이
대출을 본격적으로 늘리게 되면 시중유동성의 확대를 제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연준은 B/S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가운데 현재 시험실시중*인 기한부예금제도(Term Deposit Facility)의 확대
등으로 초과지준을 수속하는 한편 시중유동성은 정책금리의 상향조정
을 통해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
* 2010.6월 최초 시행(10억달러를 14일간 예치)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격월로 정
례화하여 30억달러씩 28일물을 입찰을 통해 예치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2.11.5일 입찰에서는 0.26%의 금리를 적용

o 은행이 기한부예금을 예치기간중 거래할 수 없으므로 동 제도는 예치
액을 실질적으로 불태화(sterilization)함으로써 B/S를 축소하는 효과*
* 보유중인 국채를 이용한 역RP의 경우, 기한부예금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
으나 B/S를 축소시키지는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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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 B/S의 부채항목중 “예금은행 예치금”을 “기한부 예금”으
로 대체함으로써 시중유동성의 과다공급 우려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 가능
o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부담은 향후 정책금리의 인상 정도에
따라 연준의 수지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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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환경 변화와 대응*
노진영 선진경제팀 과장
◆ 2011∼12년중 글로벌 투자은행의 수익규모 및 수익성은 제반 경제여
건 및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핵심 분야인 IB업무의 주요 수익원
이 축소되면서 2009~10년에 비해 악화
o 주요 수익원이 Credit 스프레드의 축소, M&A 및 자본시장의 규모축
소, 주식수익률 하락 및 이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으로 계속 위축
◆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논의 되어 왔던 금융규제가 2013년부터 단계적
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있어 향후 글로벌 투자은행의 비용부담을 가중
시킬 가능성
◆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여건 및 규제환경
변화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가운데 향후 더욱 악화될 상황에 직면
하여 특정사업 철수 및 위험자산 감축,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 실시,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한 IT설비 등에 대한 신규투자 확대 등을 추진

1 . 검토배경
□ 최근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이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 계획 등을 포함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o 2012년에는 스위스계 UBS가 10월중 전체 직원인 64,000명의 15%에 달
하는 10,000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12월에는 미국계
Citi Group도 그룹 전체적으로 11,000명을 감원하기로 결정
o 2013년 들어서는 1월에 Morgan Stanley가 1,600명을, 2월에는 Barclays
가 3,200명을 각각 감원하기로 결정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파산･합병 과정을 거치
는 가운데 글로벌 및 국가별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도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확장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음
o 그러나 투자은행들의 업황이 예상보다는 좋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되
는 가운데 향후 시행 예정으로 있는 규제 강화가 비용부담을 가중시
킬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10호(2013.3.7), 국제경제리뷰 제2013-5호(2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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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수익동향을 살펴본 뒤 향후 규제
강화에 따른 파급영향 및 대응에 대해 정리
o 투자은행의 업무는 순수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 이하 IB), 자산관
리업무 및 기타업무의 세 분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중에서 핵심 분
야인 IB업무에 대해 9개 글로벌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내용을 개관
*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자은행으로서 영
업범위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지역투자은행(Regional Investment Bank)와는 구별

― IB업무는 FICC(Fixed income, Currencies and Commodities), 전통업무(M&A,
*
자본시장 중개 등) 및 주식업무로 구분 가능
* 자세한 업무 내역은 <참고> ‘글로벌 투자은행의 주요 업무’ 참조

2 . 글로벌 투자은행의 수익 동향
□ 제반 경제여건 및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투자은행의 핵심분
야인 IB업무의 주요 수익원이 대체로 위축되는 모습
o (FICC분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노력 등으로 금융
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2009년에는 Credit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축소
(가격상승)되면서 채권관련 수익이 크게 늘었다가 2011년 이후에는 감소
― 2011년 들어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된 후
2012년에는 시장 안정 등으로 다시 축소되었으나 그 폭은 2009년에
비해 1/3 수준에 그침
미국 국채 금리

자료 : Bloomberg

미국 회사채1) 스프레드
(2008~10년)

(2011~13년)

주 : 1) 회사채 신용등급은 Moody's 기준
자료 : JPMorgan,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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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크게 낮아진 금리 및 스프레드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스프레
드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
* 일부에서는 향후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Credit 스프레드도
경제 펀더멘탈 에 비해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어 현재 신용시장(Credit Market)
이 과열상태인 것으로 평가

o (전통업무분야) 회사채시장을 제외하고 세계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주
식발행 및 M&A관련 시장 규모가 작아지면서 투자은행의 수수료 수입
도 감소되었을 가능성
― 회사채 및 ABS 시장은 2012년 들어 거래규모(연평균 기준)가 대체로
증가하거나 유지되었으나 MBS 및 Covered Bond 시장에서는 거래규
모가 크게 감소
회사채 발행규모

자료 : Dealogic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규모

자료 : Dealogic

― 주식발행시장에서는 IPO, 공모 및 전환사채 등의 모든 부문에서 규
모가 줄었으며 M&A시장도 2011년에 비해 축소
주식발행시장 규모

자료: Dealogic

M&A 시장 규모

자료: Dea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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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식업무분야) 2012년에는 세계적으로 주가상승률이 크지 않아 거래량
도 금융위기 직후의 수준보다 작은 40억달러 내외로 축소
MSCI World 지수의 연간 상승률

세계 주식거래량

자료: Bloomberg

자료: WFE

□ 이와 같은 수익여건의 악화로 인해 글로벌 투자은행의 수익규모가
2009∼10년 이후 작아지는 가운데 수익성(ROE 기준)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o 특히 총수익 규모는 IB업무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
* 자산관리와 기타 업무는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

― IB업무의 수익규모는 FICC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
큰 폭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는 1,953억달러로 사상 최고수준까지
늘어난 후 점차 감소
글로벌 투자은행 부문별 수익

주 : 1) 9개은행 수익 합계
자료 : 각사 실적보고서

IB 분야별 수익

주 : 1) Barclays는 2005~07중 분류
불가로 제외
자료 : 각사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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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투자은행별로 보면 유럽계 투자은행의 수익상황이 미국계 투자은행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에는 미국계인 BOA, GS 및 MS의 수익이 호전된 반면 유럽계
은행의 경우 BAC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이 감소
― 금융위기
어스턴스
익규모가
증가세를

이전인 2006년과 비교해 보면,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베
등 의 파산한 투자은행을 합병한 BOA, JPM 및 BAC의 수
각각 187억달러, 106억달러 및 94억달러 늘어나 가장 높은
시현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수익 현황1)2)3)
(억달러)
전년

2006

대비
-71

대비
-147

472

62

187

418

-59

106

288

342

54

-35

269

305

36

7

282

241

261

20

94

384

463

434

-29

76

288

282

252

-30

-2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Citigroup(C)

408

267

48

410

355

332

261

▪Bank of America(BOA)

285

210

40

488

442

410

▪JPMorgan(JPM)

312

380

280

501

500

477

▪GoldmanSachs(GS)

377

460

222

452

392

▪MorganStanley(MS)

298

280

247

289

323

▪Barclays(BAC)

167

207

120

204

▪DeutcheBank(DB)

358

421

197

392

▪CreditSuisse(CS)

275

286

111

310

▪UBS(UBS)
합

계

413

305

70

253

326

337

293

-44

-120

2,894

2,816

1,335

3,297

3,292

3,098

3,037

-61

143

주 : 1) DVA로 인한 이익 증감분 제외
2) ( )안은 축약명
3) Citgroup, Bank of America, JPMorgan, Barclays는 상업은행 부문을 제외
한 수익
자료 : 각사 실적보고서

o 수익성 측면을 보면, 2012년 들어 대부분의 투자은행에서 ROE가 전년
에 비해 하락한 데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 미국계 투자은행보다 유럽계 투자은행의 수익성이 더 큰 폭으로 하
락하였는데, 특히 UBS의 경우 2006년에는 ROE가 26.2%로 가장 높
은 수준을 보인 후 2011년에는 8%대로, 2012년에는 –5.1%로 크게
하락*
* 최근 유럽에서는 DB와 BAC를 제외한 유럽계 투자은행들이 몰락할 수도 있다
는 우려가 제기(슈피겔, 2013.2.21.일)

― 반면 JPM은 2009년 이후에도 10∼11%의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GS도 2011년을 제외하고는 10%대의 수준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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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ROE 현황1)
(%, %p)
2006

2007

2008

▪Citigroup

18.5

3.1

▪Bank of America

17.8

▪JPMorgan

2012

전년
대비

2006
대비

4.1

-2.4

-14.4

2009

2010

2011

-21.7

-1.1

6.7

6.5

10.6

2.5

3.1

-1.0

0.6

1.8

1.2

-16.0

13.0

12.9

3.9

7.1

10.2

10.6

11.0

0.4

-2.0

▪GoldmanSachs

29.9

29.5

4.3

19.8

11.3

6.0

10.7

4.7

-19.2

▪MorganStanley

23.2

9.6

4.2

2.8

9.1

6.9

2.2

-4.7

-21.0

▪Barclays

24.6

20.5

14.6

22.4

7.3

5.6

-1.9

-7.5

-26.5

▪DeutcheBank

19.4

18.5

-11.3

14.8

5.4

8.1

1.1

-7.0

-18.3

▪CreditSuisse

26.4

17.9

-21.8

19.3

14.4

5.8

4.3

-1.5

-22.1

▪UBS

26.2

-12.1

-61.4

-7.4

17.2

8.3

-5.1

-13.4

-31.3

주 : 1) 그룹전체대상

자료 : 각사 실적보고서

□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의 직원수가 2010년에는 IB업무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2011년 이후에는 수익 감소폭에 비해 감원이 더디게 진행
되면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음
o 2013년 규제시행을 앞두고 직원수가 2011~12년중 감소하였으나 그 폭
이 크지 않아 1인당 수익규모가 크게 감소
― 직원 1인당 수익규모(10개 글로벌 투자은행 기준) : FICC분야 2009년 8.8
백만달러 → 2012년 3.3백만달러, 주식업무 2.8백만달러 → 1.2백만
달러, 전통업무 1.8백만달러→ 0.8백만달러
글로벌 투자은행 IB부문 직원수1)

분야별 1인당 수익1)

주 : 1) 10개 글로벌 투자은행(분석대상+BNP Paribas) front offce 기준
자료 :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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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환경 변화 및 대응
1. 규제환경 변화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또는 국가별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는바, 주요 금융규제법안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에는 상당한 비용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규제환경 : 바젤 III 도입에 따른 최소 BIS 자본비율 상승)
□ BIS는 바젤Ⅲ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
향후 바젤Ⅲ의 이행계획
최소 필요자본

2013

보통주자본

3.5%

TierI자본

4.5%

2014

4.0%

5.5%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4.5%

6.0%

총자본(=TierI +

8.0%

TireII)

0.625
자본보전 완충자본

%

2.50%
1.25% 1.875%

o 보통주자본(4.5%), Tier I 자본(6.0%) 및 총자본(8.0%) 측면에서의 자본비
율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여기에 자본보전 완충자본비율* 2.5%p
를 가산하면 최소 BIS 자본비율은 각각 7.0%, 8.5% 및 10.5%로 상승
* 금융위기 당시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도입되
었으며 미달 성시에는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이 단계적으로 제한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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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II에서 규정된 BIS규제 자본비율1) 내역
종

류

보통주
자본
TierI
자본

총자본

규제비율
(%)
7.0
(4.5+2.5)

내

용

･ 적격보통주, 잉여금, 적립금 등, 일부 소수주주지분

8.5
(6.0+2.5)

･ 보통주자본 + 기타TierI 자본

10.5
(8.0+2.5)

･ TierI 자본 + TireII 자본

･ 기타TierI 자본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관련 자본잉여금 등

･ TireII 자본 : 장기후순위채, 일부 대손충당금 등

주 : 1) 최저규제자본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2.5%)

― 특히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
사(SIFIs) 규제 강화조치”에 따라 자본비율이 1.5~2.5%p 추가 적용
* Citi, Deutsche Bank, JP Morgan : 2.5%p ↑, BOA, Credit Suisse,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및 UBS : 1.5%p ↑

o 또한 바젤 III에 의거해 새로운 산정방법이 적용될 경우 현재의 BIS비
율이 하락하게 되어 있어 은행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규제자본(분자)에서 공제항목은 늘어나는 반면 위험가중자산(분모)의
범위는 확대

바젤 III에서 규정된 BIS규제자본의 내역
종

류

규제자본(분자)
공제항목

위험가중자산(분모)
확대항목

내 역
･
･
･
･
･
･

영업권(goodwill) 등 무형자산
소수주주지분(minority interest)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s)
비연결 타금융회사 자본투자
확정급여형 연금자산(defined benefit pension funsd assets)
자기주식, 대손충당금 적립 부족액 등

･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엄격한 신용분석의무 부과
･ 스트레스 VaR 도입 등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자본요구량 증대
･ 장외파생상품,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자본요구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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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말 기준으로 바젤 III 방식이 적용되면 은행별로 BIS 보통주자본
비율이 1.8%p에서 최대 11.5%p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최소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규제자본(분자)을 확충하거나
위험가중자산(분모)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스위스는 바젤III 기준보다 더 엄격한 적용으로 스위스계 은행의 BIS비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소 보통주 규제자본비율 기준도 BIS 기준인 7.0%보다 높
은 10%로 상향조정

바젤 III 규제적용 이후 은행별 BIS 비율(보통주 기준)의 변화1)
(2012년말 현재)
(자국통화 십억, %)
바젤III 전

▪Citigroup
▪BankofAmerica
▪JPMorgan
▪GoldmanSachs
▪MorganStanley
▪Barclays
▪DeutcheBank
▪CreditSuisse
▪UBS

규제
자본
123
133
140
58
45
42
39
44
41

RWA
971
1,206
1,271
400
307
387
334
224
193

바젤III 후
비율
(A)
12.7
11.1
11.0
14.5
14.7
10.9
11.5
19.5
21.2

규제
자본
105
129
144
n.a
n.a
38
32
23
25

RWA
1,207
1,391
1,648
n.a
n.a
468
401
284
258

주: 1) 스위스의 보통주 규제자본비율기준은 10% 이상
2) SIFIs에 의한 추가 규제비율 포함

비율
(B)
8.7
9.2
8.7
8.0e)
8.0e)
8.2
8.0
8.1
9.8

규제자본
비율2)

B-A

< 9.5
> 8.5
< 9.5
< 8.5
< 8.5
< 8.5
< 9.5
< 10.0
< 10.0

-4.0
-1.8
-2.3
-6.5
-6.7
-2.7
-3.6
-11.4
-11.5

자료: 각사의 분기보고서

□ 이밖에도 바젤 III에서 제시하는 유동성관리 평가기준인 단기유동성비율
*
(Liquidity Coverage Ration),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등도 전면적인 적용시기가 2019년으로 연기되기는 하였으나 중장기적
으로 투자은행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
* 위기상황 하에서 30일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측정
** 장기적･고정적인 대출과 투자(자산운용)가 안정적인 자금조달(부채･자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지의 여부 측정

(국가별 규제환경)
□ 미국의 Dodd Frank 법안, 유럽의 EMIR*과 MiFID** 등의 국가별 규제도
2013년부터 적용되며 주로 투자은행의 FICC분야에서의 투자행태를 직
접 규제함에 따라 투자은행들은 상품을 표준화하고 장내 전자거래 플
랫폼, 거래정보보고 시스템 등의 새로운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막대
한 규모의 투자를 실행할 필요
* the 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
** 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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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거래 확대) 중앙청산소 결제시 증거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중앙청산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표준화 상품을 거래할
경우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 적립의무가 부과*
* 비청산 계약 대상인 구조화 금리상품의 경우 비용 증가로 이익이 50% 이상 감
소할 전망

o (스왑실행기구(SEFs)를 통한 거래 의무화) 주로 고객과의 접촉으로 이루
어지던 기존의 Voice형태 거래가 스왑실행기구(또는 거래소)를 이용한
장내거래로 바뀌게 되며 이에 따라 투자은행들은 관련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
∙ 가격입찰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거래마진이 축소될 수 있으며 장
내거래에서 거래를 위해 상품을 표준화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상
품개발이 위축되면서 기존의 수익원도 축소될 가능성
o (거래정보의 실시각 공개)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
□ 2013년 들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지
않을 경우 규제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ROE(IB부문)가 10% 미만으로 하락
할 전망(JP Morgan 분석)
금융규제 시행 이후 예상되는 은행별 IB 부문의 ROE 변화
(2013년 예상치 기준)
(%, %p)
GS

MS

BARC

DB

CS

UBS

평균

규제전 ROE(A)

15.7

12.6

14.1

12.8

13.9

12.7

13.3

Dodd Frank 등 국가별(B)

-3.7

-3.0

-3.2

-1.5

-2.1

-2.3

-2.2

CCP를 통한 청산

-0.2

-0.1

-0.1

-0.1

-0.1

-0.1

-0.1

스왑실행기구 거래 의무화

-1.0

-0.8

-0.8

-1.3

-1.1

-1.4

-1.3

거래정보 공개

-0.9

-0.5

-0.4

-0.6

-0.6

-0.7

-0.7

기타(자기매매 금지 등)

-1.6

-1.6

-1.9

0.5

-0.3

-0.1

-0.2

바젤 III(C)

-6.2

-3.4

-4.9

-6.4

-6.4

-5.8

-6.1

5.8

6.2

6.0

4.9

5.4

4.6

5.0

규제 후 ROE(A-B-C)
자료: JP Morgan(2012.3)

o 미국의 Dodd Frank 법안과 유럽의 EMIR 및 MiFID는 투자은행들의 비
용부담 가중을 통해, 바젤 III는 주로 BIS 비율 상향으로 인한 자본 증
가를 통해 각각 ROE(순익/자본)를 낮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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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젤 III에 의한 ROE의 하락폭은 평균 6.1%p에 이르며 Dodd Frank
등 국가별 규제에 의한 하락폭은 평균 2.2%p로 추산되고 있어 대부
분 투자은행의 2013년도 ROE는 5% 내외로 하락할 전망
2.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응
□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여건 및 규제환경 변화로 인
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가운데 향후 더욱 악화될 상황에 직면하여 특정
사업 철수 및 위험자산 감축,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 실시, 시장점유
율 증대를 위한 IT설비 등에 대한 신규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위험자산 감축)
□ UBS는 2012년 9월 FICC 분야*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인 IPO, M&A 자문 등의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구조개혁안
을 발표
* flow rate, credit trading, precious metal 등의 일부 업무는 잔존

o FICC 분야의 철수는 관련 위험자산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바,
2012.9월말 전체 위험자산의 54%를 차지하는 IB 분야의 자산이 빠르게
감소하여 2017년말에는 그 비중이 35%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
o 위험자산의 축소로 2013년말에는 BIS 자본비율이 최소 요구수준을 상
회하는 11.5%로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
UBS의 위험자산 목표

UBS의 보통주비율 목표

자료 : UBS IR 자료

자료 : UBS IR 자료

□ MS도 FICC 분야의 위험자산을 2012~16년중 29% 정도 감축할 계획이며
BAC는 2012~15년중 6%를, CS도 2013년중 1.4%를 각각 줄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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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위험가중자산감축 계획
(각국 십억, %)
2012년말

2013

2015

2016

규제자본비율

▪MorganStanley

280(8.0)

n.a

n.a

200(9.0)

8.5

▪Barclays

468(8.2)

n.a

440(10.5)

n.a

8.5

▪CreditSuisse

284(8.1)

280(10.0)

n.a

n.a

10.0

주: 1) (

)안은 바젤III 기준 보통주비율

자료: 각사 IR 보고서

(비용 및 인력 감축)
□ 주요 투자은행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인력감축, 사업구조 재편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o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2년 하반기 실적 발표 당시 인력 및 조직 구조조
정 계획을 동시에 발표했으며 이미 MS 등은 2012년부터 감원을 실시
o UBS, CS 등의 스위스계 투자은행들은 2012년 총비용 기준으로 20% 정
도를 감축하는 등 여타 투자은행에 비해 더 강도 높게 절감계획을 추진
2013년 이후 투자은행별 비용감축 목표 및 방식

Credit
Suisse
UBS
Citigroup
Morgan
Stanley
Barclays
주 : (

삭감목표금액
(국가별 십억)

삭감방식

4,0
(17%)

․ 증권화시장, Prime Service 등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부분에 초첨을 맞추고 부서간 중복업무를 축소
하는 사업재편 실시(2012년중 1,000명 감원)

5.4
(22%)
1.1
(2%)
1.6
(6%)
1.7
(9%)

․ 총 10,000명 감원 : IB(6,500명), 기타(3,500명)
․ 총 11,000명 감원 : IB(2,200명), 소매금융(6,600명),
기업금융(2,200명)
․ 총 1700명 감원 : 대부분 FICC 부문
* 2012년에는 4500명 감원
․ 총 3700명 감원 : IB(1,800명), 기업 및 소매금융
(1,900명)

)안은 2012년 비용대비 비중

자료 : 각사 전략 보고서

o 현재 사업재편개획을 밝힌 은행들의 계획을 보면 각자 강점을 보이는
분야를 강화하고 약점 분야는 과감하게 축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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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별 사업재편 계획
강화

유지

축소 및 폐지

Credit Suisse

글로벌 신용상품
주식위탁매매
증권화 상품

주식파생상품
금리
M&A, 자본시장

원자재, 외환

UBS

자산관리
M&A, 자본시장

금리 및 신용상품
귀금속

유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FICC 업무

Barclays

북미주식시장
주식위탁매매
북미 자본시장

유럽 및 아시아 주식시장
유럽 및 아시아 자본시장
원자재

고수익채권
포트폴리오투자

자료 : 각사 전략 보고서

(전자거래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자금력에 여유가 있는 GS 등은 규제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부상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전자거래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IT에
대한 시설투자를 확대
o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 하에서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
를 위해 전자거래 플랫폼이 권장되고 있으며 기존 Voice 형태의 거래
중 상당수가 전자거래로 바뀌면서 향후 전자거래시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 2010년 현재 Credit시장의 83%, Rates시장의 51%, FX시장의 49%가 Voice 형태의
거래로 구성

∙ 상품을 표준화하기 용이한 FX시장의 전자 거래화가 가장 빠르게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FX시장의 Voice 일
평균거래량을 보면 Swaps거래가 3.8억달러, 단순매매가 1.8억달러, 현
물거래가 3.5억달러 수준을 기록
o GS는 IT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 확대를 통해 전자거래비중을 높여 나
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비용절감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는 목
표를 구체적으로 수립․제시
* 향후 전자거래비중을 주식은 60% → 70%, 채권은 25%→80%, 파생상품거래는
5% → 60%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전망

- 369 -

FX시장의 일평균 거래 구성

세계 FICC거래 형태
(2010년 기준)

자료 : Boston Consulting

(2010년 기준)

자료 : Boston Consulting

4. 향후 전망
□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비용절감 등을 위한 인원감축, 사업분야 조
정 등은 일시적인 영업환경 악화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경제여건 및 규제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투자은행의 핵심 사업인 FICC 분야가 규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
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채권시장을 둘러싼 여건
도 투자은행들에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o 투자은행들은 새로운 규제 적용으로 인해 FICC분야에서 관련 위험자
산의 보유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전자거래 등을 위한 IT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UBS는 규제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FICC분야의 사업을 대
부분 포기하고 규제의 영향이 적으면서 수익이 안정적인 자산관리
및 전통업무로 역량을 집중
― 반면 IT 등 최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려 왔던 GS 등은
FICC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
o 한편 최근 들어 채권시장에서의 과열현상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지는 가
운데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FICC분야의 비중을 줄
이고 주식 등의 기타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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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 연준이 경기회복 전망을 토대로 출구전략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될 경우에는 투자자금이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 등의 여타 시장으
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
* 시장에서는 Great Rotation이라고 언급

□ 최근 시장에서는 생존력이 강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경제여건 및 규
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시장점유 기반이 보다 공고해질 수도 있다고 평가
o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FICC분야에서도 시장규모가 크게 줄기보다
는 UBS의 FICC분야 철수로 인해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시장점유
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상위 5개 글로벌 투자은행*이 글로벌 FICC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향후에는 5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골드만삭스, 도이치 방크, 바클레이즈,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분야별 상위 5대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

주 : 1) 2012년 상반기 기준
자료 : Deutsche Bank

FICC분야 상위 5대 은행의 시장점유율

자료: Deutsche Bank

o 지역별로는 유럽계 투자은행에서 구조조정의 강도가 더 강하게 나타
날 수 있는데 이는 미국계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 유럽계 투자은행들의 재정취약국에 대한 익스포져가 미국계 투자은
행에 비해 큰 편이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
으며 유럽에서의 자산수익률도 미국계 투자은행의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향후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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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별 유럽지역에 대한 익스포져
(백만달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합계

▪Bank of America

306

1,579

4,838

86

2,654

9,463

▪Citigroup

800

500

3,000

200

2,300

6,800

▪Goldman Sachs

33

494

1,172

260

1,812

3,771

▪JP Morgan

100

100

7,600

1,400

4,700

▪Morgan Stanley

106

342

3,183

226

2,489

6,346

▪Barclays

670

10,24

37,83

16,79

44,70

110,24

3

1

▪Deutche Bank

804

1,966

5
23,79

9
17,29

9
45,78

5

5

▪Credit Suisse

134

804

3,618

268

2,546

7,370

▪UBS

42

1,787

4,377

71

3,914

7

주 : 2012.9월말 기준

1,923

13,90
0

10,19

2
자료 : 각사 분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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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글로벌 투자은행의 주요 업무
□ 글로벌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결합된 은행계 형태와 투자은
행만 있는 증권계 형태로 구분
o 투자은행은 증권인수 등의 직접금융을 담당하고 금융시장에서 가격변동 위
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취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로서 간
접금융, 예대마진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은행과는 구별*
* 1933년 Glass-Steagall 법 제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영역이 구분

글로벌 투자은행
본국

은행명

투자은행 비중

은행계

Bank of America(BOA)

〃

56.7

Merrill Lynch 인수

JPMorgan(JPM)

〃

43.1

Bear Sterns 인수

GoldmanSachs(GS)

증권계

100

은행지주회사 전환

MorganStanley(MS)

〃

100

〃
Lehman Brothers

영국

Barclays(BAC)

은행계

66.6

독일

DeutcheBank(DB)

증권계

100

CreditSuisse(CS)

〃

100

UBS(UBS)

〃

100

스위스

비고

(2012년 수익기준, %)
42.7

Citigroup(C)
미국

형태

주: ( )안은 축약명

미국본부 인수

자료: 각사 IR(Investor Relations) 보고서

o IB, 자산관리 및 기타로 구분되는 투자은행의 업무에서 IB는 전통업무,
주식업무 및 FICC(Fixed income, Currencies and Commodities)로 구분
투자은행의 업무

IB
(핵심업무)

자산관리
기타

전통업무

M&A･기업구조조정 자문
주식 및 채권 발행시장 업무

주식업무

주식 현물, 파생상품, 선물옵션 거래

FICC(Fixed income,
Currencies and Commodities)

신용, 외환, 금리, 원자재, 이머징마켓, 증
권화 상품 거래 등

Asset Management, 펀드 판매
위탁매매, Private Banking, 벤처캐피탈, 프로젝트 파이낸스, 리서치 등

자료: Coalition, JP Morga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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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행의 기업대출 동향 및 시사점*
-양적완화정책의 신용경로를 통한 파급효과 평가신현열 뉴욕사무소 차장
◆ 부동산 대출이나 가계신용과 달리 기업대출은 2011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연준의 계속된 양적완화정책이 신용경로를 통해
제한적이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
약 할 수 있음
① 기업대출의 부실률이 모기지대출 또는 가계신용에 비해 낮을 뿐 아니
라 절대적 수준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하락하여 은행의 기업대출 리스
크가 크게 낮아짐
② 금융위기 과정에서 크게 악화되었던 은행의 수익성이 2011년부터 현
저히 향상되고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도 높아지면서 은
행들이 대출여력을 회복
③ 수요 측면에서 보면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된 디레버
리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기업의 신규 대출수요가 상당폭 증가
◆ 신용경로를 통한 파급효과가 기업대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신용경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규모 자체보다는 대출자인 은행의 대출행태와 차입희망자의 상환
능력 및 신용도 등이 더 중요함을 시사
o 다만 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 증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자금 조달
선호경향 등으로 앞으로도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가 금융위기 이전과
같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Ⅰ. 검토배경
□ 미 연준이 지속하고 있는 중장기 국채 및 MBS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정
책(이하 QE)은 대체로 아래의 네 가지 파급경로를 거쳐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됨*
* QE가 처음 도입될 당시(2008년 후반)에는 제로금리하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
모하고 디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었으나, 금융시장이 안정된 이
후에는 QE의 목적이 실물경기 회복 지원으로 확대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21호(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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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채·MBS 매입정책의 파급경로
금리경로
↓

신용경로
↓

포트폴리오 조정경로
↓

환율경로
↓

장기 시장금리
하락

대출가능 재원
확대

주식, 부동산가격
상승

자국통화가치
하락

↓

↓

↓

↓

자본조달비용
하락

신용가용성
증대

부의 효과
확대

수출
증가

↓

↓

↓

↓

투자, 소비, 수출 등 실물경제활동 활성화

□ 이러한 QE 파급효과의 유효성에 대한 월가의 대체적 평가는 금리경로,
포트폴리오 조정경로, 환율경로의 경우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으나 신
용경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
o 신용경로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것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부실자
산 정리 등 디레버리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계나 기업도 기존 대출
상환 및 신규대출 자제 등으로 부채축소 노력을 기울인 데 기인
□ 그러나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가계신용과 달리 기업대출은 2011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이를 통한 신용경로는 어느 정도 유효한
듯한 모습을 보임
→ 본고에서는 QE의 신용경로 파급효과가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나타나고 있는 원인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두 경제변수간의 인과관계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계
량적 기법(econometric analysis)을 통한 검정이 필요하겠으나, 본고에서는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에 국한함

Ⅱ. 연준의 양적완화 추이와 은행의 기업대출 동향
1. 연준의 양적완화 추이
□ 연준은 미국내 고용시장을 개선하고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2008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총 3회의 QE를 실시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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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추이

◾
◾
◾
◾

QE1
QE2
Operation twist
QE3
QE3 확대

기간
2008.11~2010.3
2010.11~2011.6
2011.9~2012.12
2012.9~
2013.1~

규모 (달러)
1조 7,250억
6,000억
6,670억
매월 400억
매월 450억

내용
장기국채, MBS 등 매입
장기국채 매입
단기국채 매도·장기국채 매입
MBS 매입
장기국채 매입

□ 이에 따라 본원통화가 2008.8월 8,437억달러에서 금년 3월말 현재
29,292억달러로 약 3.5배로 급증
o 예금취급기관의 지급준비금은 2008.8월 464억달러에서 금년 3월말
18,131억달러로 약 38배로 급증
연준의 양적완화 추이

예금취급기관의 지준 추이

자료 : FRB

□ 그러나 은행의 대출추이를 보면 2011년부터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은행의 총자산
대비 대출의 비중은 52%내외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
◾ 대출총액(조달러) : 2007년말 7.80 (59.9) →2010년말7.14 (53.6) →2012년말7.53 (52.1)
( )내는 총자산 대비 비중(%)

o 반면 은행의 증권보유는 국채 등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늘어나 은행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20%
를 상회하면서 1990년대 이후 최고수준
◾ 증권보유(조달러) : 2007년말1.95 (15.0) →2010년말2.67 (20.0) →2012년말 3.01(20.8)
( )내는 총자산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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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총액 및 총자산대비 비중

은행의 증권보유 및 총자산대비 비중

자료 : FDIC

□ 연준의 계속된 양적완화로 은행의 대출여력이 크게 확충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정도가 미흡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기업
및 가계의 부채감축 노력, 높은 신용위험 등에 따른 은행의 대출기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o 민간대출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함에 따라 2008년 8월 9.2배였던 통화
승수(M2/본원통화)는 2008년말 5배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금년 3월 현재
3.6배 수준까지 하락
본원통화 및 M2

통화승수 (M2/본원통화)

자료 : FRB

2. 기업대출 동향
□ 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기업대출은 2011
년부터 비교적 견조하게 늘어나면서 대출총액이 지난해 4/4분기 이후
이전 최고점이었던 2008년말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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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대출과 가계신용이 부동산시장 침체 및 높은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낮은 증가율에 머물러 있는 반면 기업대출은
2011년 이후 전분기 대비 3% 내외의 증가율을 시현
o 이에 따라 기업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말
18.9%에서 금년 1/4분기말 19.5%로 2008년말 수준을 소폭 상회
◾ 대출총액중 기업대출 비중(%) : 08년말 18.9 → 10년말 15.7 →13.1/4분기 19.5
부문별 은행대출
(잔액)

(증감률)

주 : 1) 부동산대출은 모기지, 상업용부동산, 주택지분대출 등 포함
2) 가계신용은 일반대출, 신용카드론, 학자금대출 등 포함
3) 가계신용의 경우 2010.4월부터 그동안 가계신용통계에 포함되지 않
던 학자금대출, 자동차할부 등이 포함되는 등 은행의 FRB앞 보고체
계가 바뀌면서 시계열에 불연속이 발생
자료 : FRB, Assets and Liabilities of Commercial Banks in the United States

□ 은행규모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 규모가 컸던 대형은행이
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주고객으로 하는 소형은
행의 대출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
◾ 대형은행 기업대출(억달러) : 08년말8,227.7(A) →10년말6,253.7(B) →13.1/4분기 8,504.7(C)
<-24.0=(B/A-1)%> <36.0=(C/B-1)%>
◾ 소형은행 기업대출(억달러) : 08년말4,258.8(a) →10년말 3,530.3(b) →13.1/4분기 4,365.3(c)
<-17.1=(b/a-1)%> <23.7=(c/b-1)%>
주 : 자산 기준 상위 25개 상업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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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규모별1) 기업대출
(잔액)

(증감률)

주 : 대형은행 : 자산규모 상위 25개 상업은행
자료 : FRB, Assets and Liabilities of Commercial Banks in the United States

Ⅲ.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의 원인
1. 기업대출 리스크 감소에 따른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
□ 기업대출의 연체율 및 상각률 등 부실률이 모기지대출 또는 가계신용
에 비해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절대적 수준 자체도 금융위기 이전수준
으로 하락하여 은행의 기업대출에 따른 리스크가 낮아짐
o 모기지대출 및 소비자신용의 부실률도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상당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어 은행들이 신규대출
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출의 종류별 연체율 및 상각률
(연체율1))
(부실대출 상각률)

주 :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자료 : FRB, Charge-off and Delinquency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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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대출의 리스크 감소를 배경으로 금융위기 과정에서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꺼려왔던 은행이 대출태도를 상당폭 완화하였음
o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태도가 2010년 이후 순완화(net easing)로 돌아
선 후 계속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대출 모두 비슷
한 패턴을 보이면서 변동
― 대출태도를 완화한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대출의 리스크 완화 외에
도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여타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 경제전망
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언급
□ 기업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는 금년 1/4분기중 평균이 3.0%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기업대출의 리스크 프리미엄도 상당폭 축소
o 대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100만달러 이상 거액대출과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10만달러 미만의 소액대출간의 금리격차도 금융위기
이전 1.8%p 내외 → 금년 1/4분기중 1.4%p 내외로 축소
은행의 기업대출태도

은행의 신규 기업대출 금리

자료 : FRB, 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 on Bank Lending Practices

2. 은행의 대출여력 확대
□ 금융위기 과정에서 크게 악화되었던 은행의 수익성이 2011년부터 현저
히 향상되고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자산 건전성도 높아지면서 대출여
력이 커진 것도 기업대출 증가의 한 원인
o 상업은행들의 순이익(Net Income)이 2010년 후반부터 다시 플러스(+)로 돌
아섰으며 ROE는 지난해 4/4분기중 8.6%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
o 총자산 대비 위험가중자산 비율은 지난해 4/4분기 66.8%로 금융위기
이전의 75%내외 수준을 큰 폭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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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규모별 ROE1)

은행 규모별 총자산대비 위험가중자산 비율

주 : 4분기 이동평균 기준
자료 : FDIC

□ 또한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융위기에 준하는 경제상황을 가정
하더라도 대형은행 대부분이 각종 규제자본비율의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기시 충격흡수 능력도 강화된 것으로 평가(3.7일)
o Tier 1 위험가중자본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총위험가중자본비율(Total
risk-based capital ratio) 및 Tier 1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은 18개 대상
은행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였으며, Tier1 자본비율(common ratio)의 경우
1개 은행*만이 기준치를 하회
* GM의 금융 자회사로서 자동차할부대출 비중이 높은 Ally Financial(1.5%)만이
기준치 통과에 실패(공적자금 투입으로 현재 정부가 대주주)

o Daniel K. Tarullo 연준 이사는 금번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
로 중요한 은행들이 위기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강
한 복원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 (3.7일)
Severely Adverse 시나리오 적용 전후 금융회사들의 Tier1 자본비율 변동
(2012.3Q→시나리오 적용 기간(2014.4Q)중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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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대출수요 회복
□ 수요 측면에서 보면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된 디레
버리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신규 대출수요가 상당폭 회복되었음
o 기업의 자본 및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이 2011년 초반 각각
50%, 27% 내외까지 하락한 이후 동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화됨
o 이에 따라 금융위기 기간중 크게 위축되었던 기업의 은행대출 수요가
2011년 이후 순증가 상태로 전환
기업의 금융부채비율1)

기업의 은행대출 수요

주 : 1) (차입+회사채+CP)/자본
자료 : FRB, Flows of Funds (B.102)

자료 : FRB, 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 on Bank
Lending Practices

□ 기업의 향후 투자전망도 금년 들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기
업의 은행대출 수요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됨
o 기업의 대표(CEO)들을 상대로 금년 1/4분기중 실시한 서베이 결과 업
황 호조 등으로 6개월 이후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
로 지난해 말에 비해 8%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말 fiscal cliff 가능성, 유로존 리스크 등 높은 불확실성으로 투자계획을
미루어왔던 기업들이 금년 들어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됨

□ 다만,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일수록 외부자금조달 수단으로 회사채 발행
을 선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은
행대출의 증가세는 제한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o 기업들의 금융부채에서 회사채의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높아
지면서 2012년 이후 65%를 넘어선 데 반해 은행대출의 비중은 위기
이후 크게 낮아져 2010년 중반 이후 7% 수준을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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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들의 투자 및 매출 전망1)

금융부채대비 회사채 및 대출의 비중1)
(%)

2012.4/4
증 감
가 소

2013.1/4
증 감
가 소

변
동

6개월 후의
자본적 지출

30

23

38

15

+8

6개월 후의
매출액

58

17

72

6

+14

주 : 전체 응답자중 비중
자료 : Business Roundtable

자료 : FRB, Flows of Funds (B.102)

□ 아울러 기업의 수익성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개선됨에 따라 현금성 자
산 등 금융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은행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
o 비금융기업의 세전이익은 지난해 4/4분기중 1.25조달러(연율)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금융자산도 15.8조달러(현금성 자산 : 8,457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
비금융 기업의 세전이익

비금융 기업의 금융자산 및 현금성 자산1)

자료 : 상무부(BEA)

주 : 1) 현금, 요구불예금, MMF 등
자료 : FRB, Flows of Funds (B.102)

Ⅳ. 평가 및 전망
□ 월가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연준의 계속된 양적완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중 은행대출을 통해 주로 나타나는 신용경로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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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뚜렷해진 은행들의 보수적 대출행태와 기업 및
가계의 부채 축소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o 이와 함께 연준이 2008년 10월 이후 은행의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
급(IOR)하기 시작한 것도 신용경로를 제약한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됨
― 즉, IOR 도입 이전에는 은행이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초과지준을
장기간 보유할 유인이 없었으나 지준에 대해 부리(Federal Fund Rate
와 같은 0.25%)가 시작된 이후에는 초과지준 보유의 기회비용이 줄어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유인이 없기 때문임(Haltom, 2013.5월)
□ 그러나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매우 미약한 가운데
서도 기업대출은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와 기업들의 대출수요 회복 등
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QE의 신용경로를 통한 파급효과가 제
한적이나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신용경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앙은행의 유
동성 공급규모 자체보다는 대출자인 은행의 대출행태와 차입희망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도 등이 중요함을 시사함
□ 다만, 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 증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자금 조
달 선호경향 등으로 앞으로도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가 금융위기 이
전과 같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이는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가계신용이 동 부문에서의 리스크 하락을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QE의 신용경로를 통한 경기진
작 효과가 상당기간 제한적 수준에 그칠 수 있음을 의미
□ 일부에서는 미국경제가 완연한 회복기에 접어들 경우 은행권의 막대한
초과지준이 급격히 대출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
하고 있으나 연준은 그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
o Bernanke 연준 의장은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IOR 변
경, Reverse Repo, 기한부예금(Term Deposit Facility) 등을 통해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수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
o Martin et. al (2011.5월)은 IOR제도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준보
유 의무 등 현 지급준비제도에서 초과지준의 양과 대출간에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 은행의 대출규모는 초과지준의 양보다는 대출금리와 지준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IOR이 급격한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유효한 수
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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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신용경로의 의의

□ 통화정책이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실증분석
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
* 이러한 이유로 Bernanke and Gertler(1995)는 통화정책의 파급과정을 일종의
블랙박스(Black Box)에 비유

□ 전통적으로 통화정책이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고전
학파의 IS-LM 분석체계에 입각하여 ｢초단기금리→단･장기금리→자
본조달비용→소비･투자｣로 파급되는 과정인 금리경로를 중시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혁신 및 금융자율화 등으로 통화수요함
수가 불안정해지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금리보다 경기상황, 수익성
등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금
리경로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은행의 대출행태 등이 민간의
신용가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신용중시 견해(credit view)가
부각(Bernanke and Gertler, 1995)
o 즉, 통화정책기조의 변화가 시장금리 외에 은행의 초과지준(대출여
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가계의 순자산(담보가치
또는 신용도) 등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신용가용성(availability of
credit)이 변화하여 은행의 민간 대출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됨
□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신용경로가 작동하게 되면 전통적 금리경
로 효과가 확대‧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므로 신용경로는 독립
적 파급과정이 아닌 금리경로의 유효성을 보완하는 부차적 메커니
즘으로 인식되기도 함
o 신용경색 등을 수반하는 금융위기시에는 금리경로가 거의 작동
하지 않는 가운데 신용경로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상황으
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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