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리뷰 및 분석
−제5권 국제원자재시장 및 기타−

이 책자는 제2012-5호부터 제2013-52호까지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총 136편의 분석보고서를 주제별로 총 5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집필자의 소속 및 직위는 집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국 국제경제부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은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의 성장모멘텀 약화, 주요 선진국간
통화정책의 디커플링, 유로지역의 취약성 등 여러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간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매우 중요하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히 연계되어
슈를 적기에
운영을 위한

경제가 금융 및 교역 경로를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
파악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국내 경제정책
충실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조사국 국제경제부는 매주 「해외경제 포커스」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이 책자는 제2012-5호부터 제2013-52호까지 「해
외경제 포커스」에 게재된 자료를 ①미국 경제, ②유럽 경제, ③일본 경
제, ④중국 경제, ⑤국제원자재시장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
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가 독자 여러분에게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흐름
을 조망하고 주요 금융경제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국제
경제부 및 국외사무소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한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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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의 주요 특징*
김명현 신흥경제팀 과장
노진영 국제종합팀 과장

～

◆ 국제원자재가격은 1980 90년대에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1970
년대와 2000년대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

～

o 1970년대 이후 분기별로 상승기를 파악해 본 결과, 1980 90년대에
는 원자재가격의 상승기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1970년대 및 2000
년대에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국제원자재가격은 2000년대 들어 원자재의 품목간 가격 동조화가 심화
되고 국제원자재가격과 원자재관련 금융상품간의 연계성도 높아지고
있음
o 아울러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수요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으
며 신흥국의 고성장에 따른 원자재의 수요증대, 글로벌 유동성의 확
대 등으로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 향후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
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원유, 금속 등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에는 국제원자재가격에 대한
상승압력이 점증할 가능성
o 또한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유동성이 원자
재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제원자재가격이 예상외로 큰 폭의 등락을
나타낼 소지

1 . 개요
□ 국제원자재가격은 1980∼90년대에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1970년
대와 2000년대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
o 1970년대에는 중동전쟁(1973년)과 이란혁명(1979년)으로 촉발된 2차례의
원유공급 급감이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이어졌으며 식량가격도 기상이
변의 영향으로 대폭 상승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5호(2013.1.31), 국제경제분석 제2013-1호(20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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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0년대에는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고성장이 에너지, 식량 등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온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
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원자재관련 금융상품의 발전 등을 배경으로 투
기자금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제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 2008년말에는 국제원자재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시 하락하였다가 반등

국제원자재가격1)

주 : 1) 국제원자재 분류는 <참고> “국제원자재가격지수의 구성품목 및 비중” 참조
자료 : IMF

□ 실질 기준으로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을 1970년대 이후 분기별로
파악**해 본 결과, 명목 기준과 유사하게 1980～90년대에는 실질원
자재가격의 상승기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1970년대 및 2000년대에
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Dehn(2000), Cashin, Liang & McDermott(1999) 등 주요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원자재
별 명목가격을 선진국 수출단가로 실질화(원자재별 가격지수/선진국 수출단가지수)
** 전기대비 원자재별 실질가격이 2분기 이상 상승한 시기를 상승기로 판단

o 1970년대 및 2000년대에는 전체 기간중 각각 45%(18분기/40분기) 및
67%(32분기/48분기)가 상승기로, 1980년대 및 1990년대에는 각각 25%(10
분기/40분기) 및 35%(14/40분기)가 상승기로 식별 가능
o 품목별로 보더라도 1980년대에 상승기가 가장 적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 상승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가격상승기 비중(%)
전체 원자재
식
량
기타 농산물
금
속
원
유
기타 에너지

70년대
45
48
50
33
28
-

80년대
25
33
35
43
3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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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35
43
40
40
45
35

2000년 이후
67
63
44
50
63
71

원자재별 실질가격1) 상승기2)
<국제원자재가격>

<식량가격>

<기타 농산물가격>

<금속가격>

<유가>

<기타 에너지가격>

주 : 1) 명목 가격지수/선진국 수출단가지수
2) 음영은 상승기
자료 : IMF 통계를 이용하여 자체 산출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

2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의 주요 특징
( 원자재의 품목간 가격 동조화 심화 )
□ 원자재의 품목별 가격간 연관성을 보면 1970년대에 품목간에 높은 상
관성을 보이다가 1980∼90년대 다소 약해졌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가격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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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재지수간 상관계수1)
1970∼12.5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식량 & 기타농산물
0.72
0.68
-0.01
0.49
0.91
◾식량 & 금속
0.80
0.85
0.34
0.59
0.92
◾식량 & 유가
0.81
0.68
0.57
0.33
0.95
◾식량 & 기타에너지
0.82
0.44
0.69
0.88
◾기타농산물 & 금속
0.71
0.88
0.71
0.49
0.91
◾기타농산물 & 유가
0.69
0.83
-0.60
0.00
0.86
◾기타농산물&기타에너지
0.52
-0.79
0.27
0.74
◾금속 & 유가
0.90
0.88
-0.33
0.51
0.91
◾금속 & 기타에너지
0.81
-0.43
0.46
0.81
◾유가 & 기타에너지
0.52
-0.21
0.27
0.74
주 : 1) 분석대상은 1970.1～2012.5월, 기타에너지의 경우 1979년 이후의 통계만 가용
자료 : IMF 통계를 이용하여 자체 산출

□ 이와 같이 원자재 품목별 가격의 동조화가 심화된 것은 원자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이외에도 경제주체의 군집행동 확산, 원
자재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량 확대 및 원거리 유통의 증가 등에 기인
o 생산차질 등의 공급요인이 다양한 원자재가격간의 동조화를 초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2000년대의 가격 동조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수
요요인에 의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임
o 또한 Pindyck & Rotemberg(1990)는 거시경제변수 충격에 대한 공통적
반응과 함께 원자재가격이 일정 방향으로 함께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
에 따른 경제주체의 군집행동(herd behavior)이 원자재 품목간 가격 동
조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
o 2000년대 중반 이후 유가 이외의 상품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 편입
이 늘어나면서 원자재가 하나의 자산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데다 원자
재의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원거리 유통 증
가로 유통과정에서도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난 데도 기인(Tang & Xiong
2010, Peñaranda & Rupérez-Micola 2011 등)

― 다양한 원자재를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원자재 인덱스투자*규모
(Asset Under Management)가 꾸준히 증가
* 수익률이 특정 상품지수 및 가격(예: S&P GSCI)의 움직임을 추종하도록 설계
된 투자상품으로 금 등 귀금속이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 등의 에너지(25%), 농산물(22%) 및 비철금속(5%)의 순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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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인덱스투자 부문별 비중1)

세계 원자재인덱스투자 규모

자료 : Barclays

주 : 1) 2012.9월말 기준
자료 : Barclays

o 이밖에 Chaudhuri(2001)와 Baffes(2007)는 유가 상승이 생산비용 증대를
통해 농산물과 금속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면서 특정 품목에서의 수급
요인 변동이 여러 원자재가격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예를 들어 유가 상승시 석유의 대체재인 에탄올 생산이 늘어나면서 에탄올의 원
료인 옥수수와 사탕수수의 가격이 상승하고, 한편으로 기상이변이 옥수수와 사
탕수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면 에탄올 생산이 줄면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
경향을 나타냄

( 국제원자재가격과 원자재관련 금융상품간의 연계성 강화 )
□ 2000년대 중반 들어 원자재관련 금융상품의 활성화, 저금리 등의 영향
으로 원자재관련 금융상품시장으로 자금유입이 크게 확대*
* 원자재관련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증가세를 지속(원자재관련 파생상품 거래액(BIS) :
1998년말 456억달러 → 2001년말 546억달러 → 2004년말 842억달러 → 2007년말
1,458억달러→ 2010년말 1,569억달러→2011.6월말 1,885억달러)

o 자금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실물자산인 원자재에 대한 투자
를 통해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하여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제
고할 수 있기 때문
□ 원자재관련 선물‧옵션 매수포지션과 국제원자재가격간의 상관계수를 산
출한 결과, 최근 들어 상관계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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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관련 선물‧옵션 매수포지션과 국제원자재가격지수간의 상관계수1)

주 : 1)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5년 간격으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선물‧옵션 매
수포지션 자료가 부족하여 식량은 소맥, 옥수수, 콩, 콩가루, 소고기, 쌀, 금속
은 구리, 기타 에너지는 천연가스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자료 : IMF, Bloomberg

□ 원자재관련 선물‧옵션 매수포지션의 국제원자재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가 가장 활발한 원유와 옥수수를 대상으로 아래의
간단한 회귀모형을 추정*
* 구득 가능한 자료중 국제원자재시장에서 원유 및 옥수수의 거래비중(2011년말 기준)
은 각각 27.8%, 26.6%이며 1995.1～2012.12월중 자료를 이용

◾△lnyt = α0 + β1△lnyt-1 +β2△lnpt + β3△lnpt-1 + et
단, y : 국제유가 또는 옥수수가격(IMF),
p : 원유 또는 옥수수관련 선물‧옵션 매수포지션(Bloomberg)

o 아울러 원자재관련 금융상품의 국제원자재가격에 대한 영향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기 회귀식을 두 기간(전기간 및 2000.1～12.12월)으로
나누어 추정
o 추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간의 원자재관련 선물‧옵션 매수포지션의
추정계수보다 2000년 이후 기간의 추정계수가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
나 2000년대 들어 원자재관련 금융상품이 국제원자재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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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결과1)
원유

설명변수

옥수수

전기간

2000년 이후

전기간

***

***

***

2000년 이후

△lnyt-1

0.348 (0.111)

0.383 (0.136)

0.195 (0.067)

0.108 (0.085)

△lnpt

0.148***(0.014)

0.210***(0.021)

0.096***(0.013)

0.143***(0.022)

△lnpt-1

-0.026 (0.020)

-0.072** (0.032)

0.016 (0.017)

0.013 (0.025)

0.004 (0.005)

0.003 (0.006)

0.003 (0.004)

0.004 (0.004)

상수항

주 : 1) ( )내는 표준오차(White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
* 및 ***는 각각 10% 및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

( 국제원자재가격에 대한 수요의 영향력 확대 )
□ 1980년대 초반까지는 유가가 OPEC 등 석유공급자들의 가격지지정책,
오일쇼크를 전후로 한 원유공급의 대폭 축소* 등으로 급등하였으나 이
후 산유국들이 동시에 증산을 지속하면서 가격의 큰 폭 하락을 경험함
에 따라 현물 및 선물시장에서의 수급요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모
* 2차 오일쇼크까지 OPEC 등 주요 산유국의 정부는 석유를 직접 판매함으로써 공급
및 가격에 지배력을 행사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정치적 갈등으로 석유의
무기화를 선언하기도 하였음

중동지역에서의 주요 정세불안
일자

◾1차 오일쇼크

1973.10.6

- 아랍과 이스라엘 제 4차 중동전쟁 시작

1973.10.16

- OPEC, 석유가격 $5.12/bbl로 인상 일방 발표

1973.10.17

-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지 철수 시까지 매달 5%
원유감산 결정

1973.10.17

- OPEC, 서방 국가들에 대한 석유금수 결정

1979.12

- 이란, 회교혁명의 영향으로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
- 이란, 미 대사관 인질 사건 발생

1980.9

-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

1981.1.29

-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의 무기화 선언

1978.12.27
◾2차 오일쇼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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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유가 등의 국제원
자재가격을 크게 상승시킨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국내외의 실
증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
o 국제원자재가격(S&P 국제원자재가격지수) 및 국제유가(브렌트, 두바이, WTI 3
*
개 유종의 평균)의 변동요인별 기여율을 분석한 결과 에서도 2009년 이
후 수요 요인의 기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Kawamoto et al. 2011
및 노진영‧이광원 2012)
* 2000∼10년중 월중 세계산업생산, 선진국 MSCI지수, 국제원자재가격지수, 글
로벌 단기이자율을 이용한 VAR모형 추정을 통한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를 활용하여 분석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요인별 기여율1)
요인
◾기대요인
◾공급요인
◾수요요인
◾통화정책요인
합 계

국제원자재가격
2007.1~08.6
2009.1~11.1

(%)

국제유가
2007.1~08.6
2009.1~11.1

3.8

14.2

-

-

106.4

-66.7

100.8

4.7

-17.7

122.1

-12.8

74.7

7.5

30.4

12.0

20.6

100.0

100.0

100.0

100.0

주 : 1) 누적 기여율 기준

자료 : Kawamoto et al.(2011), 노진영‧이광원(2012)

o 금융위기를 전후해 기간을 구분하여 국제유가(Dubai 기준)의 변동요인별
기여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요요인이 두 기간의 상승기 및 하락
기에서 모두 기여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김웅‧김수현 2012)
* 1991.1∼2011.11월중 세계산업생산, 원유공급, 선물지수, 달러화지수, 국제유가
등 5변수로 구성된 구조 VAR모형을 통해 분석

국제유가 변동요인별 기여율1)
요인
◾투기적요인
◾공급요인
◾수요요인
◾예비적동기
◾달러화변동
합 계

국제유가 상승기
2002.1~08.6
2009.1~11.11
46.6
15.3
2.0
23.6
38.4
45.1
12.8
9.7
0.2
6.3
100.0
100.0

주 : 1) 누적 기여율 기준

(%)

국제유가 하락기
2000.12~01.11
2008.7~08.12
0.7
22.0
17.7
3.3
50.2
54.5
27.6
8.1
3.8
12.1
100.0
100.0
자료 : 김웅‧김수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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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성 증대 )
□ 2000년대 들어 신흥국의 고성장세 지속에 따른 원자재 수요의 큰 폭 증
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 및 원자재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 증가 등의
기조적 요인에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빈발, 기후여건의 변동 등이 가
세함에 따라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성(volatility)이 크게 증대(WTO 2010)
GDP대비 원자재 수요량1)

주 : 1) 명목GDP 10만달러당 원자재 수입량(원자재 수입액/세계수입단가)
자료 : UN, IMF

o 품목별로 원자재가격지수의 변이계수는 1970년대 높은 수준을 보
인 후 1980∼90년대에는 상당 정도의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2000
년대 들어 큰 폭 상승하는 등 최근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국제원자재가격지수의 변동성1)

주 : 1) 월별 국제원자재가격지수의 매5년간의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
자료 : IMF통계를 이용하여 자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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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1/4∼2012.1/4분기중 품목별 원자재가격 등락률의 변동성을
Dehn(2000)의 GARCH(1,1)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2000
년대 들어 국제원자재가격 등락률의 변동성은 식량가격을 중심으로
1970년대보다 다소 작았지만 1980∼90년대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대
◾평균식(mean equation)

: △lnyt =α0 +α1t +α2t2 +β1△lnyt-1 +β2lnyt-2 +γD+εt

◾분산식(variance equation) : σ2t = δ0 + δ1ε2t-1 + ζσ2t-1
y : 품목별 원자재가격(실질기준), t = 1, 2, ..., T, D : 계절 더미, σ2 : ε의 분산

o 품목별로는 금속 및 기타에너지가격 등락률의 변동성이 꾸준히 높아
지고 있는 반면 1970년대 기상이변, 오일쇼크 등으로 높은 수준을 보
였던 식량 및 원유가격 등락률의 변동성은 1980∼90년대에는 크게 작
아졌다가 2000년대 들어 재차 확대
기간별로 추정된 품목별 원자재가격 등락률의 변동성1)
1970년대
118
195
120
107
367
-

1980년대
102
68
101
127
129
43

1990년대
2000년대
◾전체 원자재
100
113
◾식
량
56
78
◾기타 농산물
124
102
◾금
속
140
150
◾원
유
141
130
◾기타 에너지
62
84

주 : 1) 2005=100, 기간중 평균, 2005년의 분산 추정치(  )를 100이 되도록 지수화하여
이를 변동성으로 이용
자료 : IMF 통계를 이용하여 자체 산출

품목별 원자재가격 등락률의 변동성
<전체 국제원자재가격>

<곡물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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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농산물가격>

<금속가격>

<유가>

<기타에너지가격>

자료 : IMF 통계를 이용하여 자체 산출

3. 시사점
□ 2000년대 들어 품목별 국제원자재가격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
데 공급요인보다는 수요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비
추어, 향후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원자재가격에 대한 상
승압력이 점증할 가능성
o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을 중심으
로 원유, 금속 등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경우
에는 상승압력이 가중될 수 있음에 유의
― 신흥국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및 낮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
성,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량수요의 지속적인 증대 등을 감안
할 때 선진국에 비해 경제성장이 원자재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
적으로 큰 특성을 보임
o 원유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선진국의 수요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 의 수요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수급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
― 2000∼11년중 OECD의 원유수요는 5% 줄어든 반면 비OECD의
수요가 48% 급증함에 따라(전세계적으로는 15% 증가) 2000년대
들어 재고를 제외한 원유의 수요초과 갭*이 계속 확대
* 원유시장은 재고와 수요상황에 맞춰 OPEC 등의 공급자가 원유공급을 조절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예상보다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거나 예상치 못한 공
급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유재고를 제외한 수급갭이 더욱 커지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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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수급상황1)

지역별 원유수요

자료 : BP

주 : 1) 원유재고를 제외한 수급상황
자료 : BP

― 중장기적으로도 미국의 셰일오일 등 비전통원유 생산* 등으로 공급
량이 늘어나겠지만 수요증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10% 비중에 불과한 미국 셰일오일은 2020년 미국 석유생산량의
30%까지 증가할 전망
** 중국, 인도 등 세계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인구대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1차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2035년경에는 최근보다 약 5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가 선진국과 같아질 경우 세
계 에너지소비는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IEA)

미국의 원유생산1) 전망
2011

원유수급상황1)에 대한 장기전망

(백만 bpd)
2015
2020e)

해

1.3

2.0

3.8

수

◾셰일오일

0.7

2.1

3.0

요

◾알라스카

0.6

0.7

1.1

타

3.2

2.7

2.3

5.8

7.5

10.2

◾심

◾기

원유합계

주 : 1) NGL 제외

2011

OECD

43.4

49.0

47.1

42.6

non-OECD

22.9

38.4

47.1

57.1

소계

66.3

87.4

94.2

99.7

23.9

35.7

38.5

46.5

41.8

48.8

53.2

50.4

65.7
0.6

84.5
2.9

91.8
2.4

96.8
2.9

자료 : Citi group

OPEC
non-OPEC
급
소계
수요—공급
공

(백만bpd)
2020e) 2035e)

1990

e)

주 : 1) 원유재고 제외

자료 : IEA

o 구리 등 비철금속의 경우 글로벌 경제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향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가격이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
* 구리 가격과 OECD 산업생산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1995.1~2012.10월중 상관계수 0.72)

― 비철금속가격은 세계수요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흥국*
의 경기회복에 의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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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구리수입의 29.1%(2011년 기준, UN)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재고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비철금속 수입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구리가격과 OECD 산업생산

중국의 구리수입 규모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 한편 주요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제원자
재가격이 예상외로 큰 폭의 등락을 나타낼 소지
o 2000년대 들어 원자재관련 금융상품과 국제원자재가격의 연계성
이 높아지는 가운데 품목간 가격 동조화도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
하면, 선진국의 지속적인 금융완화로 인해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
성이 투기목적으로 유입되면서 국제원자재가격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원자재관련 상업 및 비상업 거래건수1)

주 : 1) 관련자료 부족으로 식량은 소맥, 옥수수, 콩, 콩가루, 소고기, 쌀, 금속은 구리,
기타 에너지는 천연가스 거래건수만을 고려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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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국제원자재가격지수의 구성품목 및 비중1)
□ 본 분석에서는 아래와 같이 IMF의 국제원자재가격지수의 품목별 구성비를
이용하여 국제원자재가격지수를 재분류
국제원자재가격

식량

기타 농산물

금속

원유

기타 에너지

(16.7%)

(9.5%)

(10.7%)

(53.6%)

(9.5%)

바나나(0.4%)

-

곡물

(3.6%)

-

육류

(3.7%)

-

2)

-

3)

-

카카오씨(0.7%)

-

차(0.3%)

-

면(0.7%)

-

가죽(2.6%)

-

고무(0.5%)

-

목재(3.4%)

-

양모(0.5%)

-

-

식물성 기름 및

-

단백질

(4.4%)

-

수산물

(3.2%)

-

-

4)

5)

-

오렌지(0.5%)

-

설탕(0.9%)

-

-

주

: 1)
2)
3)
4)
5)

자료

알루미늄(3.9%)

-

커피(0.9%)

구리(2.8%)

석탄(2.6%)

-

천연가스(6.9%)

-

철광석(1.3%)
납(0.2%)
니켈(1.1%)
주석(0.2%)
우라늄(0.5%)
아연(0.6%)

(
)내는 구성비중(IMF 구성비중 이용)
옥수수, 쌀, 소맥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닭 오리 거위고기
코코넛유, 어분, 땅콩, 올리브유, 야자유, 콩, 콩가루, 콩기름, 해바라기유
어류 및 새우

·

·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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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제원자재시장에서의 위상 및 파급영향*
곽준희 국제종합팀 조사역
◆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높은 경제성장과 도시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석유, 비철금속(알루미늄, 동, 아연), 곡물(옥
수수, 소맥, 대두) 등 주요 원자재의 소비가 생산보다 더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원자재 자급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수입량은 크게 증가
o 그간 국제원자재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계속 상승하여 2012
년 현재 주요 원자재의 소비량 비중은 세계 1~2위 수준이며, 수입량
기준으로 보면 동 및 대두가 각각 42% 및 63%를 점유하고 석유도
10%를 차지
◆ 2000.1/4∼13.3/4분기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해 보면, 중국의 고성장과
이에 따른 원자재수요 확대가 국제원자재가격에 상당폭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남
o 중국 및 여타국의 수요, 주요 원자재의 세계생산, 달러화가치 및 국제
원자재가격의 5변수로 구성된 SVAR모형을 이용해 역사적 분해를 실시
한 결과, 중국의 수요충격(전기대비 GDP성장률의 1%p 상승)이 국제유가
상승률을 1분기후 7.5%p, 국제동가격 상승률을 1분기후 5.0%p, 2분
기후 7.4%p 각각 높이는 것으로 추정
o 한편 대두의 경우 중국의 수입량과 국제대두가격간의 간단한 회귀식을
추정해 보면, 중국 수입량이 1% 늘어나면 국제대두가격은 0.46% 정
도 상승
◆ 향후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
서 자급률도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워 주요 원자재의 수입이 꾸준히 늘어
나겠지만,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장세를 보이면서 국제원자재가
격에 대한 상승압력도 다소 완화될 전망
o 다만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여타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지
속할 전망인 데다 특히 가계소비여력 제고와 인프라 확충 등 내수기반
확대, 한 자녀 정책 완화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곡물수요와 운송부
문을 중심으로 한 석유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국제원자
재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잠재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50호(2013.12.13), 국제경제분석 제2013-9호(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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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고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고 설비투자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원자재 수요
가 크게 확대
o 중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원자재 비중이 1999년 16.2%에서 2012년
34.9%로 높아지면서 원자재부문의 무역적자가 대폭 확대(1999년 69억달
러 → 2005년 987억달러 → 2012년 5,329억달러)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이후에는 원자재 무역적자 규모가 전체 무역흑자를 상회
중국 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중국의 원자재 무역수지, 수입비중1)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 1) 전체수입대비(%), 2013년은 1∼8월
자료 : 중국해관총서

□ 특히 중국의 원자재수요 확대가 2003년부터 시작된 국제원자재가격의
슈퍼사이클을 초래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성장패
러다임 전환 등으로 성장세가 과거에 비해 점차 둔화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o 중국의 원자재 수요는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을 통해 원자재 수출국
및 수입국의 경상수지 및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음
중국의 경제구조 및 성장 전망

국제원자재가격
(%)

95∼10 11∼15e16∼20e21∼25e26∼30e
GDP성장률

9.9

8.6

7.0

5.9

5.0

소비/GDP

47

56

60

63

66

투자/GDP

49

42

38

36

34

자료 : World Bank(2013)

자료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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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원자재* 생산･소비 및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원자재가
격에 대한 파급영향을 실증분석한 후 향후 여건에 대해 전망
* 석유, 비철금속(알루미늄, 동, 아연) 및 곡물(옥수수, 소맥, 대두)로 구분

2. 중국의 원자재 생산‧소비 및 수출입 현황
□ 중국에서는 주요 원자재 소비가 제조업의 발전, 도시화 진전,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인해 생산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원자재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수입량은 크게 확대
o 제조업의 빠른 성장으로 원자재 소비량이 금속*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 2001∼12년중 원자재 소비량 증가율은 개별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비철금
속이 연평균 12∼16% 증가하며 석유(7%), 곡물(1∼9%)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
으며, 이에 따라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소비비중도 비철금속의 경우 1995년
9∼12%에서 2012년 43∼44%로 여타 원자재에 비해 크게 확대

<석유, 금>

자료 : BP, WGC

중국의 세계 대비 원자재 소비비중
<비철금속>

자료 : WBMS

<곡물>

자료 : USDA

― 이는 기계･장비, 건설 등 금속의 투입비율*이 높은 산업이 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수출구조도 농업 및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금속이 많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상품 위주로 전환하였
기 때문
* 금속의 경우 기계･장비에서는 전체 중간재 투입의 22.0%, 건설에서는 25.1%를
각각 차지(2007년 중국 I/O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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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제조업 생산 비중1)

주 : 1) 세계 전체 대비(%)
자료 : OECD

중국의 주요 산업별 중간재 투입비율 1)2)
(%)
비중3) 석유 등 금속
농산물
기계‧장비
10.5
0.7
22.0
0.0
4.7
8.3
2.2
3.4
건 설
5.5
2.6
25.1
0.5
3.4
0.6
0.5
12.8
3.8
0.5
0.8
50.4
4.2
0.8
7.7
10.0
･
3.5
5.7
0.9
0.0
･IT
7.9
27.9
1.1
1.8
8.6
1.3
0.3
8.6
100.0
4.1
13.6
6.2
주 : 1) 중간재 투입액 / 총중간재투입액
2) 2007년 기준 3) 부가가치 기준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화 학
섬
식 유
품
여타제조업
전력
운송 수도
도소매업
전산업

o 도시화 진전에 따른 주택,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대도 금속 및 에
너지 소비량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도시화율

자료 : World Bank

중국의 완공 건축물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의 도로 및 철도

자료 : 주택도농개발부, 철도청

 (석유) 2001∼12년중 생산량이 연평균 2.1% 증가에 그친 가운데 소비량
은 발전용･운송용 수요 증대, 에너지보조금 지급 등으로 6.6% 늘어나
자급률(=소비량/생산량)이 2000년 68%에서 2012년 41%로 하락하고 수입량
은 연평균 11.9% 증가
o 에너지 소비가 석유(18.8%, 2012년)보다는 자급률이 높은 석탄(66.6%)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전체 원자재 수입액에서 석유가 여타 원자재의
수입비중을 크게 상회*하는 41.5%를 차지
* 중국의 원자재 수입비중1)(%)
석유
1995∼00년 : 29.8
2001∼05년 : 37.9
2006∼12년 : 40.6
주 : 1) 원자재 전체수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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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0.3
0.7
3.3

비철금속
철강
곡물
13.6
25.4
5.2
12.7
22.2
1.3
10.4
6.4
0.5
자료 : 중국해관총서

중국의 석유 수급

자료 : BP

중국의 석유 교역

중국의 에너지 소비비중

자료 : BP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비철금속) 기계‧장비, 자동차, 전자기기 등 금속 집약적인 제조업의 발
전에 힘입어 동, 아연의 경우 생산보다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요
초과가 지속됨에 따라 2001∼12년중 수입량이 각각 연평균 15.5% 및
31.7% 증가
중국의 주요 비철금속 생산량･소비량 및 수입량 증감률1)
(연평균, %)
생 산
소 비
수 입

주 : 1) 2001∼12년 기준

알루미늄
18.0
15.8
△3.0

동
12.8
13.5
15.5

아연
7.8
11.9
31.7

자료 : WBMS

o 이는 그동안 도시화 및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내구
재 보급이 확대되고 금속 집약적인 공산품 수출도 빠른 증가세를 보
인 데 기인
중국의 공산품 및 금속집약제품1) 수출

억달러, %)

(
공산품 수출(A)
금속집약제품 수출(B)
비중(B/A, %)

1995
1,273
522
41.0

2000
2,238
1,231
55.0

2005
7,133
4,856
68.1

주 : 1) 기계･운송장비, 전자기기, 금속, 금속제품

2010
14,967
10,806
72.2

2012
19,496
13,543
69.5

자료 : 중국해관총서

o 특히 동의 순수입량이 2000년 553천톤에서 2012년 3,128천톤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알루미늄의 경우 소비보다 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공급초
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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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중국의 주요 비철금속 수급
<동>

<아연>

중국의 주요 비철금속 교역
<동>

<아연>

자료 : WBMS

<알루미늄>

자료 : WBMS

 (곡물) 1인당 곡물소비가 인구 증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빠르게 늘
어 2001/02∼12/13년*중 주요 곡물의 수입량도 크게 증가
* 곡물 생산 및 소비의 연도 표시는 수확기 및 판매기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2개년
도 단위로 표시(옥수수･대두는 10.1∼익년 9.31일, 소맥은 6.1∼익년 5.31일 기준)

o 특히 대두의 경우 1990년대 후반 100%에 가깝던 자급률이 최근에는
17%까지 하락함에 따라 수입량이 동 기간중 연평균 13.3% 늘었으며,
옥수수와 소맥은 비교적 높은 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연평균
각각 34.1% 및 25.4% 증가
중국의 주요 곡물 생산량･소비량 및 수입량 증감률1)
생 산
소 비
수 입
주 : 1) 2001∼12년 기준

옥수수
5.7
4.6
34.1

소맥
1.6
1.0
25.4

- 21 -

(연평균, %)
대두
△1.5
9.1
13.3
자료 : USDA

<옥수수>

중국의 주요 곡물 수급
<소맥>

<대두>

자료 : USDA

<옥수수>

중국의 주요 곡물 교역
<소맥>

<대두>

자료 : USDA

o 1인당 소맥 소비량은 세계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1인당 대두 소비
량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옥수수 소비량은 2000년대말 이후 각각 세
계 평균을 상회
― 고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인해 육류, 낙농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면서 사료용 곡물소비량이 늘어난 데도 일부 기인
1인당 곡물 소비

중국의 사료용 곡물1) 소비비중, 돈육 소비

자료 : USDA, IMF

주 : 1) 옥수수, 소맥 기준
자료 : USDA,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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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국제원자재시장에서의 위상 및 파급영향
1. 국제원자재시장에서의 위상
□ 중국이 주요 국제원자재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원자재 비중이
소비 및 수입 기준으로 대부분 상승
o 2012년 현재 주요 원자재시장에서 세계 1∼2위의 소비량을 보이고 있
으며, 특히 알루미늄, 동, 아연 등의 비철금속은 세계소비시장에서
44% 내외를 점유
중국의 세계대비 원자재 소비량 비중1) 2)
(기간중 평균, %)
석유 알루미늄
동
아연
옥수수
소맥
대두
1995∼00
5.6
11.4
10.5
13.4
19.3
19.0
12.6
2001∼05
7.3
18.9
19.3
22.8
19.6
17.4
18.6
2006∼12
10.0
37.5
34.3
38.9
20.9
17.1
25.0
2012
11.4 (2) 44.8 (1) 43.3 (1) 43.8 (1) 23.7 (2) 18.2 (1) 29.4 (1)
주 : 1) 곡물의 기간은 1995/96∼2000/01, 2001/02∼05/06, 2006/07∼12/13, 2012/13년 기준
2) ( )내는 세계 순위
자료 : BP, WBMS, USDA

o 수입에 있어서도, 주요 국제원자재시장에서 수입비중이 크게 높아져 동
은 세계수입량의 42%, 대두는 63%를 각각 차지하여 세계 1위 수준이
며, 석유 및 아연은 각각 10% 및 13%로 세계 2위 수준(세계 1위는 미국)
― 다만 알루미늄, 옥수수 및 소맥은 높은 자급률로 인해 세계 수입량
비중은 2∼3% 정도에 불과
중국의 세계대비 원자재 수입량 비중1) 2)
(기간중 평균, %)
소맥
대두
3.2
13.6

1995∼00

석유
1.7

알루미늄
3.4

동
4.4

아연
0.4

옥수수
0.6

2001∼05

4.0

4.4

17.0

4.8

0.0

2.5

34.4

2006∼12

7.7

3.0

30.1

9.5

1.6

1.0

55.9

2012

9.8 (2)

3.1 (9)

41.8 (1)

12.9 (2)

3.1 (11)

2.0 (17)

62.7 (1)

주 : 1) 곡물의 기간은 1995/96∼2000/01, 2001/02∼05/06, 2006/07∼12/13, 2012/13년 기준
2) ( )내는 세계 순위
자료 : BP, WBMS,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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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주요 원자재 수입량의 실질GDP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해 보면, 중
국의 실질GDP가 1% 성장할 경우 원자재수입량은 1.1∼1.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o 다만 자급률이 100%에 가까운 알루미늄, 옥수수 및 소맥의 탄성치는 성장
에 대한 수요 변동이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중국의 주요 원자재 수입량의 실질GDP 탄력성 추정1) 2)
모형식 :

ln     ln   


***

***



석 유
1.923 (0.262)
1.092 (0.033)
0.950
***
알루미늄
12.276 (2.625)
－0.214 (0.322)
0.008
동
－2.090 (2.361)
1.734*** (0.287)
0.655
*
아 연
3.470 (3.530)
0.828 (0.425)
0.124
옥수수
5.712 (8.036)
－0.193 (1.032)
0.002
소 맥
－9.683 (15.652)
1.821 (1.889)
0.064
대 두
－0.907 (0.651)
1.246*** (0.080)
0.837
주 : 1) ( )내는 표준오차(Newey-West HAC standard error),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추정기간은 2005.1/4∼13.3/4분기 기준
2) IMPORT는 중국의 수입량, GDP는 중국의 실질GDP
자료 : 자체 추정

□ 이와 같은 중국경제의 위상을 감안하여 국제원자재가격의 등락*을 중
국 GDP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성장세 확대로 원자재 소비량 증가율이
높아지면 대체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기와 하락기를 IMF국제원자재가격지수를 기준으로 구분

o 또한 2008년 이후에는 중국의 원자재 수입량과 국제원자재가격이 동
조화되는 모습을 시현
주요 원자재가격의 상승‧하락기1)별 기초여건2)

기간 평균 변동률

(
, %)
Ⅰ기 : 상승기 Ⅱ기 : 하락기 Ⅲ기 : 상승기 Ⅳ기 : 하락기
(03.1/4∼08.2/4) (08.3/4∼09.1/4) (09.2/4∼11.1/4) (11.2/4∼13.3/4)
‣중국 GDP3)
11.2
8.6
9.7
8.1
석유
8.4
1.6
8.1
5.0
알루미늄
24.7
0.5
13.0
13.1
동
13.2
5.9
20.9
9.4
‣중국
아연
17.0
15.4
13.6
0.4
4)
소비량
옥수수
3.6
2.0
8.5
7.3
소맥
0.2
－0.5
2.3
6.5
대두
7.3
3.2
13.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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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기 : 상승기 Ⅱ기 : 하락기 Ⅲ기 : 상승기 Ⅳ기 : 하락기
(03.1/4∼08.2/4) (08.3/4∼09.1/4) (09.2/4∼11.1/4) (11.2/4∼13.3/4)
석유
19.2
9.3
14.7
7.4
알루미늄
－6.9
－7.8
245.1
41.4
동
10.7
－2.5
55.1
8.5
‣중국
아연
32.8
22.1
108.2
27.9
4)
수입량
옥수수
597.8
14.6
1,316.5
195.8
소맥
128.1
881.6
78.2
108.7
대두
14.9
8.7
13.2
6.8
석유
34.1
－69.6
53.0
3.8
알루미늄
16.1
－62.5
36.6
－12.1
동
40.0
－65.4
70.4
－10.7
‣원자재
아연
26.0
－51.9
46.2
－8.9
5)
가격
옥수수
20.0
－41.4
34.4
－4.3
소맥
15.7
－39.1
24.7
－0.9
대두
22.0
－35.6
23.3
2.4
주 : 1) 원자재별로 가격 움직임이 다소 상이하므로 IMF원자재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상승‧
하락기를 구분
2) 음영은 소비량 및 수입량 증가율의 방향이 원자재가격 변화와 일치하는 경우
3) 전년동기대비
4) 연간자료로서 각각 1996∼02년, 2003∼07년, 2008년, 2009∼10년, 2011∼12년
5) 전기대비연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BP, WBMS, USDA, IMF

2. 국제원자재가격에 대한 파급영향 : 실증분석
□ 중국 및 여타국의 수요, 주요 원자재의 세계생산, 달러화 가치 및 국제
원자재가격 등 5변수로 구성된 SVAR모형*을 추정한 후, 충격반응함수
및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중국의 성장 및 이에
따른 원자재수요 변동이 국제원자재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참고>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설정과 추정방법｣ 참조.
** 추정된 SVAR모형을 이용하여 원자재가격 상승률의 변동에 대한 개별 구조충격의
상대적 기여도 및 기여율을 추산

o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수입비중이 크고 수입량의 실질GDP 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된 석유 및 동에 대해 상기 추정방식
을 적용하고, 대두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분기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
므로 별도 방식에 의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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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 및 여타국의 수요는 실질GDP로 파악하고 국제원자재가격은 소
비자물가로 실질화하였으며, 달러화 가치는 금융요인*을 반영하는 대
용변수로 활용
* Fattouh, Kilian & Mahadeva(2012) 등은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국제원자재시장으로 헤지목적의 투기자금 유입이 증가하기 때
문에 달러화 가치를 국제원자재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에 대한 대용변수
(proxy)로 활용한 바 있음. 또한 국제원자재가격은 달러화로 표시되므로 달러화
가 강세를 보이면 국제원자재가격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석유) 2000.1/4∼13.3/4분기를 대상으로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한 결과, 중
국의 수요 확대가 국제유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o 정(+)의 수요충격(전기대비 실질GDP 성장률이 1%p 상승할 경우)이 발생하면
국제유가 상승률은 1분기후 7.5%p 상승
o 역사적 분해 결과를 보더라도, 국제유가 상승기인 Ⅰ기(2003.1/4∼08.2/4분
기)와 하락기인 Ⅳ기(2011.2/4∼13.3/4분기)에 공급, 여타국 수요 등의 여타
충격보다 수요충격의 영향이 국제유가에 더 큰 폭으로 파급
― Ⅰ기 및 Ⅳ기에 수요충격이 국제유가 변동에 각각 약 65% 및 143%
기여한 것으로 추정
중국 수요충격에 대한 유가의 충격반응1)2)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율
(기간 평균, %)
여타국 중국 달러화
공급 수요 수요 가치 기타 합계
Ⅰ기 35.3

8.4

64.8 －2.9 －5.7 100.0

Ⅱ기 41.3

23.6

9.2

8.9

17.0 100.0

Ⅲ기 25.8

19.7

17.2

11.5

25.8 100.0

Ⅳ기 －14.6

31.0 142.5

26.1 －85.1 100.0

주 : 1) 중국의 수요충격(중국 GDP성장률이 전기비 1%p 상승)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률
의 변화(%p)
2) 점선은 10% 신뢰구간
자료 : 자체 추정

 (동) 수요충격이 국제동가격 상승률을 1분기후 5.0%p, 2분기후 7.4%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
◾ IMF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투자가 연율 15%p 하락(고정투자의 GDP 대비
비중을 감안하여 전기비로 환산해 보면 실질GDP가 전기대비 약 1.6%p 하
락하는 것과 유사)할 경우 충격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점에서
원자재별 가격상승률 하락효과는 농산물 2%p, 동은 5%p, 알루미늄 3∼
4%p, 아연 9%p 등으로 추정(Ahuja & Naba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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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역사적 분해결과에서도 Ⅰ기와 Ⅳ기에 수요충격이 동가격 변동에 각
각 63% 및 69% 기여한 것으로 추정
중국 수요충격에 대한 동가격의 충격반응1)2)

동가격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율
(기간 평균, %)
여타국 중국 달러화
공급
기타 합계
수요 수요 가치

Ⅰ기－11.7

2.4

63.0

18.9

27.4 100.0

Ⅱ기 －7.0

48.1

7.9

37.0

14.0 100.0

Ⅲ기

3.7

39.1

16.5

27.6

13.1 100.0

Ⅳ기 －1.4

14.6

68.6 －3.6

21.9 100.0

주 : 1) 중국의 수요충격(중국 GDP성장률이 전기비 1%p 상승)에 따른 국제 동가격
상승률의 변화(%p) 2) 점선은 10% 신뢰구간
자료 : 자체 추정

 (대두) 중국의 대두수입량과 국제대두가격은 정(+)의 변동패턴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및 소득 증가가 식품소비패
턴의 변화를 통해 대두유 및 대두박의 소비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데 주로 기인
o 특히 소비패턴의 고급화로 인한 식물성유지 수요 확대가 대두유 수요
증대로 연결되고 있는 데다 육류 및 어류의 수요 증대도 가축사료에
주로 이용되는 대두박* 수요를 크게 늘린 요인으로 작용
* 축산업 구조가 채소류를 주요 사료로 사용하던 전통적인 가족경영형태에서 대량
의 대두박을 이용하는 상업적 경영형태로 변모

중국의 수입량, 국제대두가격1)

중국의 1인당 소득1) 및 대두 소비·가격

주 : 1) 2000.1/4∼13.3/4분기
자료 : 중국해관총서, IMF

주 : 1) 도시가구 기준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USDA,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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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중국의 대두 수입량과 세계대두가격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회귀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 2000.1/4∼13.3/4분기중 대두 수입
량 1% 증가는 국제대두가격을 0.46% 정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

― 설명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고려하여 실질GDP의 자연대
수 값을 도구변수로 하는 2SLS(two-stage least square)로 추정*
* 도구변수의 경우, 적합성(relevance) 및 외생성(exogeneity) 검정결과가 모두
충족되었으며, Engle-Granger 검정시 대두가격과 수입량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므로 수준변수를 이용

국제대두가격의 중국 수입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 2)

모형식 : ln     ln   

－





***



3.628
(0.490)
0.455 (0.054)
0.516
주 : 1) ( )내는 표준오차(Newey-West HAC standard error), ***는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추정기간은 2000.1/4∼13.3/4분기 기준
2) PRICE는 실질 국제대두가격, IMPORT는 중국의 대두수입량
자료 : 자체 추정
***

4. 향후 전망
□ 주요 국제기관들은 중국의 주요 원자재 생산 및 소비 전망과 관련하여
석유에 대해서는 생산 및 소비 증가세가 모두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비철금속과 곡물에 대해서는 대체로 생산 및 소비 증가세가 둔
화될 것으로 전망
중국의 원자재 생산‧소비 증가율 전망

기간중 연평균, %)

(
소비
2006∼12
5.7
16.1
13.4
8.5
6.1
3.0
7.9

생산
2001∼05 2006∼12
전망
2001∼05
전망
석유1)
2.3
1.9
3.2
7.8
6.0
알루미늄2)
22.8
14.6
8.5
15.3
9.1
2)
동
13.7
12.2
9.6
13.7
6.3
아연2)
7.2
8.2
10.8
16.7
7.2
옥수수3)
5.6
5.7
1.8
2.6
2.4
소맥3)
－0.4
3.1
0.5
－1.6
0.4
대두3)
1.2
－3.4
1.1
10.7
2.2
주 : 1) 석유의 전망기간은 2013∼17년 기준(IEA)
2) 비철금속의 전망기간은 2013∼15년 기준(JP Morgan)
3) 곡물의 전망기간은 2013∼22년, 전망시 옥수수는 조곡, 대두는 유지작물(OECD･FAO)
자료 : IEA, JP Morgan, OECD･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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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전망은 향후 중국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하고 있으나, 성장률
은 여전히 세계 평균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주요 원자재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소비 비중은 현 수준보다 다소
높아지거나 비슷할 전망
* IMF(2013.10월) 전망에 따르면 2014∼18년중 중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7.0%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 2.4%는 물론 신흥국 5.4%를 상회(세계 전체로는 4.0%)

중국의 세계시장 대비 원자재 소비비중 전망1)
(기간중 평균, %)
석유

알루미늄

동

아연

옥수수

소맥

대두

2012

11.4

44.8

43.3

43.8

18.3

18.2

26.5

2015e

12.7

48.9

44.0

46.7

18.7

17.4

26.8

e

14.1

-

-

-

19.0

16.8

26.5

2020

주 : 1) 옥수수는 조곡, 대두는 유지작물 기준
자료 : EIA, JP Morgan, OECD‧FAO

□ 이와 같이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급률도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워 주요 원자재의 수입이 꾸
준히 늘어나겠지만,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장세를 보이면서
국제원자재가격에 대한 상승압력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o 다만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여타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인 데다 특히 가계소비여력 제고와 인프라 확충 등 내수기
반 확대, 한 자녀 정책 완화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곡물수요와 운
송부문을 중심으로 한 석유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국
제원자재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잠재
― 특히 IEA는 중국의 석유수입 비중이 2012년 9.8%에서 2017년
20.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OECD･FAO는 곡물 수입
비중도 조곡(옥수수)은 2012년 4.4%에서 2020년 8.2%로, 유지작물(대
두)은 같은 기간중 54.6%에서 58.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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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구조적 벡터자기회귀 모형 설정과 추정 방법
□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Kilian & Lee(2013)의 유가분석
모형 및 Roache (2012)의 원자재모형을 원용하되, 다음과 같이 5개 변수로
구성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을 설정하여 분석

◾

구조형 :
        

,

   
  ln ln ln ln ln      
      

S : 원자재 세계생산량(EIA, WBMS)
ER : 월평균 달러화지수(투기의 대용변수, Bloomberg),
RD : 여타국 수요(세계 GDP-중국 GDP, Global Insight)
CD : 중국 수요(중국 실질GDP, 중국국가통계국),
P : 실질기준 국제원자재가격(IMF)

o 상기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축약형으로 전환하고 당기제약(short-run
restriction)을 부여

◾

축약형 :
       
   
    
      

◾

당기 제약 :

   
  
     


     

      



     

















  
  

 




― 당기 제약으로는 원자재생산이 가장 외생적이며, 원자재수요(여타국 및
중국)는 원자재생산에,

투기요인은 원자재 생산 및 수요에, 원자재가
격은 생산 및 소비, 원자재 관련 투기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Kilian &
Lee(2013)의 방식 이외에도 중국의 수요가 여타국 수요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는다는 Roache(2012)의 방식을 적용

o 분석 대상기간은 2000.1/4∼13.3/4분기중 분기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시차는
Akaike 정보기준(AIC)에 의거하여 석유 및 동에 대해 각각 4분기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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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
권승혁 선진경제팀 차장
◆ 미국에서는 천연가스의 일종인 ‘셰일가스(shale gas)’ 생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에너지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이른바 ‘셰일가스 붐’ 혹은
‘셰일가스 혁명’이 진행중에 있음
◆ 셰일가스 자원은 세계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특히 미국
에서 셰일가스 개발 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셰일가스의 강점과 함
께 채굴 기술의 발전, 다른 국가에 비해 뛰어난 관련 제도 및 인프
라 구비 등에 기인
◆ 그러나 셰일가스가 부각되고 있는 한편으로는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환경오염 초래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전문가들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탐사, 채굴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초대형 기업들의 셰일가스 개발 참여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도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1. 개 요
□ 미국에서는 천연가스*의 일종인 ‘셰일가스**(shale gas)’ 생산이 크
게 늘면서 에너지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이른바 ‘셰일가스 붐’
혹은 ‘셰일가스 혁명’이 진행중에 있음
* 천연가스는 채굴의 난이도와 소요 비용 측면에서 재래식(conventional)과 비
재래식(unconventional)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적으로 채굴이 어렵고 채산성이
낮은 것을 비재래식 천연가스로 분류(<참고1>「천연가스 분류」참조)
** 셰일가스는 점토층이 퇴적되어 형성된 혈암(頁巖, 또는 이판암이라고도 함,
shale)에 매장된 가스로서 채굴기술의 미발달로 1990년대까지 개발에 큰 진
전이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천연가스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존재(game changer)로 부각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9호(2012.3.2), 국제경제리뷰 제2012-15호(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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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셰일가스 등 비재래식 천연가스의 생산 확대로 미국은 2009년 이
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제1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부상
□ 셰일가스는 미국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 광범위하게 매장되어 있으
나 특히 미국에서 생산이 활발한 것은 채굴기술의 발전과 함께 연
관된 사업 환경이 다른 국가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
되고 있음
□ 그러나 셰일가스 붐의 버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
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등 셰일가
스 개발을 둘러싼 논란 또한 적지 않은 상황
□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며 매장량이 풍부한 중국, 유럽 등에서도 개발 움직임을 보
이고 있어 향후 세계 에너지 자원의 구도가 변화될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음
⇒ 미국 셰일가스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배경, 셰일가스 붐을 둘러싼 논
란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

2.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현황
□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197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크게 줄어들
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최근에는 정점 수
준을 회복
o 이는 재래식 천연가스의 부존량 감소로 생산량이 점차 줄어든 반
면 비재래식 천연가스 생산은 늘어난 데 주로 기인
― 미국 천연가스 전체 생산량에서 비재래식 천연가스의 비중은 58%
에 달함(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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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현황
(1900년대 이후 천연가스 생산량)
30

(유형별 천연가스 생산량)

(조 cf)

23
21

최고점(1973년)

25

(조 cf)

천연가스(전체)

재래식 천연가스

비재래식 천연가스

19
17

20

15
13

15

11

10

9
7

5

5
3

0
19…

10

20

30

40

50

60

70

80

90

20…

1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주 : cf는 입방피트(cubic feet, 약 28.3리터)를 의미
자료 : EIA

□ 이처럼 비재래식 천연가스 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2000년
대 들어 셰일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
o 2000년대 들어 생산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셰
일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에서 2010년 23%로 급등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현황
(비재래식 천연가스 생산 추이)
25

(셰일가스 비중, 2010년)

(조 cf)

20

타이트가스, 26%
재래식가스, 42%

15

셰일가스

석탄층메탄가스

타이트가스

천연가스(전체)

10

셰일가스, 23%
탄층메탄가스,
9%

5
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자료 :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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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미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의존
도도 점차 하락
* 셰일가스가 미국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참고2>「셰일가스 생산
확대의 경제적 영향」참조)

o 미국내 천연가스 가격은 1980～90년대 천 cf(입방피트)당 4달러 전
후의 안정세를 나타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2008.7월 12.5달러
까지 상승
― 이후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2009.9월 5.4달
러 까지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는 5달러대의 안정세를 유지
o 미국내에서 천연가스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캐나다로부터의 수입
감소, 멕시코에 대한 수출 증가 등으로 순수입이 감소
―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은 2004년판 에너지 전망보고서에서 수입
의존도가 2025년에 2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매년 추정
매장량이 늘어나면서 2009년판에서는 2030년 3%대, 2011년판에
서는 2030년 1%대 등으로 크게 저하될 것으로 전망
천연가스 가격과 순수입
(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

(미국의 천연가스 순수입 현황 및 전망)

14 (달러/천 cf)

4

12

3

(조 cf)

캐나다
멕시코

해외LNG

10

2

8
6

1

4

0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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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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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북미지역은 세계최대의 천연가스 생
산 지역으로 부상
o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 점유율은 2009년 27.4%로 구 소련 및 동
유럽 지역의 24%를 상회

지역별 천연가스 생산․소비 비중1)
(생산)

아프리카
6.8%

(소비)

중남미
5.1%

중남미
아프리카3.2%
4.6%
유럽
14.9%

북미
27.4%

유럽
8.5%

중동
13.6%

북미
27.8%

중동
11.7%

구소련
아시아

아시아

동유럽
24.0%

오세아니아
16.8%

오세아니아
14.6%

구소련
동유럽
21.0%

주 : 1) 2009년 기준
자료 : EIA

3. 셰일가스가 미국에서 부각되는 배경
□ 셰일가스 자원은 세계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유럽, 중
국 등에서도 탐광이 시도되고 있음
o 현재 셰일가스 채굴이 가능한 매장량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크게 상회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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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천연가스 현황
(주요국 천연가스 현황1))

(전세계 셰일가스전 분포 현황)

국 가

천연가스
(조 cf)
생산

중 국
미 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남아프리카
호 주
캐나다
리비아
알제리
브라질
폴란드
프랑스

2.93
20.6
1.46
1.77
0.07
1.67
5.63
0.56
2.88
0.36
0.21
0.03

소비

3.08
22.8
1.52
2.15
0.19
1.09
3.01
0.21
1.02
0.66
0.58
1.73

재래식 셰일가스채
가스
굴
매장량 가능량
(조 cf) (조 cf)

107.0
272.5
13.4
12.0
110.0
62.0
54.7
159.0
12.9
5.8
0.2

1,275
862
774
681
485
396
388
290
231
226
187
180

주 : 1) 2009년 dry gas 기준. 러시아 및 중동지역은 제외
자료 : EIA

□ 그 중 셰일가스 개발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은 셰일가스의 강점과 함께 기술 진보, 다른 국가에 비해 뛰어난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비 등에 기인
(셰일가스의 강점)
□ 셰일가스는 풍부한 매장량과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용 및 투자부
담이 강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o 미국의 셰일가스 채굴가능 추정 매장량(2009년 기준)은 862조cf로 재
래식 천연가스 매장량 273조cf의 약 3.2배이며 기술 발전에 딸라
향후 더 늘어날 전망
o 셰일가스 생산비용은 100만BTU*당 6달러 이하로서 원유환산시 배
럴당 약 35달러에 해당하는데 이는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최
근 국제유가의 1/3 수준에 불과
* 영국열량단위(British Thermal Unit)의 약자로 1BTU = 0.2520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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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셰일가스 개발은 탐광이 비교적 용이한 데다 탐광에서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도 심해 LNG 생산 등에 비해 길지 않은 편

(채굴기술의 발전)
□ 셰일가스는 채굴 기술의 미발달로 1825년 최초의 시추 이후 개발이
정체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와 가스연구소(GRI, Gas Research Institute) 주도로 기술 개발이
진전되기 시작
o 또한 1980∼]90년대 Mitchell Energy사가 Barnett 지역에 매장된
셰일가스의 상업적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업계의 관련 기
술도 꾸준히 발전
― 특히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turing)과 수평굴착법**(horizontal drilling)
등의 기술이 크게 진전
* 강력한 수압(500∼1,000기압)으로 혈암층에 균열을 내는 기술
** 채굴 파이프를 혈암층 수평으로 삽입하여 가스전의 표면적을 최대화함
으로써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기술

셰일가스 채굴기술 구조
(기본 구조)

(상세 구조)

자료 : geolo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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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들어서는 채굴 과정에서 수압파쇄법과 수평굴착법을 동시
에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제고된 데다 재래식 천연가스 가격의 상
승으로 셰일가스 사업의 채산성이 크게 향상
o 이에 따라 Barnett 지역에 이어 Fayetteville 지역의 셰일가스 사업이
호조를 보이자 천연가스 생산 업체들이 잇달아 참여하면서
Haynesville, Marcellus, Woodford 및 Eagle Ford 지역의 셰일가스전
(shale plays)으로 개발이 확산

미국내 셰일가스전 현황
(가스전 분포도)

(가스전별 생산량)

자료 : 미국 에너지부, EIA

(뛰어난 사업환경)
□ 미국의 가스개발 관련 제도 등이 셰일가스 개발 붐의 요인으로 작용
o 관습법상 석유․가스 등의 소유권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개발 업체와 토지 소유자간의 사적계약만으로 개발이 빠르게
진행*
* 토지 소유자는 석유․가스개발 권리(리스권)를 관련 기업에 위탁하고 생산물의
일부를 대가로 제공받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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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자원개발관련 제도 비교

◇자원소유권
(광업법)

◇외국 자본
규제 여부
◇국내가격시스템
(가스)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대륙

중국

아르헨티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국 왕

주정부․국
가

국가

주정부

없음
(원칙상)

없음
(원칙상)

없음
(원칙상)

없음
(원칙상)

있음

없음
(원칙상)

시장가격

시장가격

시장가격

석유가격
과 연동

통제가격

통제가격

자료 : 일본 JOGMEC

o 석유․가스 개발 관련 규제 감독권한을 주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자원개발이 원활
― 주 정부는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에 적극적
o 개발대상 가스전의 광구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개발을 촉진
* 광구의 범위는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나 대체로 1평방마일(1.6㎞×1.6㎞ = 2.5
㎢) 단위가 일반적

― 중소업체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개발이 빠르게 진척
□ 또한 가스 개발 관련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는 점도 강점으로 지적
되고 있음
o 탐사, 굴착과 관련된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기자재를 보유한 업체
들이 다수 존재하고 전국에 천연가스 수송 파이프 라인이 구축되
어 있음
o 뉴욕상품거래소(NYMEX)와 같은 에너지 상품거래시장이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월가의 투자자금 유입도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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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활발한 M&A도 셰일가스 개발 촉진 요인으로 작용
o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은 그동안 중소규모의 전문 기업들이 주도해
왔으나 셰일가스 산업의 사업성이 확인되면서 수년전부터 초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셰일가스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참여*
* 주요 M&A 실적을 보면 ExxonMobil(미국)은 2009년 XTO Energy를 41억달러
에, Shell(네덜란드)은 2010년 East Resources를 47억달러에, BHB Billiton(호
주)은 2011년 Petronhalk을 150억달러에 각각 인수

― 자금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메이저 기업에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개발을 지속

4. 셰일가스 개발을 둘러싼 논란
□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미국 에너지 산업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평
가되나 한편으로는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환경오염 초
래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수익성 전망에 대한 이견)
□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미국의 ‘셰일가스 붐’의 문제
점을 지적*
* New York Times, “Behind Veneer, Doubt on Future of Natural Gas
Revolution,”2011.6.26일

o 관련 업체들이 수익성 양호 사업지역의 실적만 부각시키고 있으나
셰일가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개발권 확보 비용은 급격히 늘
어난 반면 천연가스 가격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수익성에 문제가 있음
o 또한 셰일가스 매장량 추정치가 과장되어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사업계획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모델에 근거하고 있음

- 41 -

□ 이에 대해 EIA 및 관련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
o EIA는 미국 천연가스 생산에서 차지하는 셰일가스 비중이 5년만에
4%에서 23%로 급격히 높아졌다는 사실을 들어 셰일가스가 미국내
주요한 천연가스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
o ExxonMobil사는 엄격한 기준과 글로벌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에너
지 자원에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
o 셰일가스 생산업체 Chesapeake Energy사도 동 사가 발표한 셰일
가스 생산실적이나 추정 매장량 등의 수치는 복수의 객관적인 기
관에서 입증한 것이라고 반박
(환경오염 초래)
□ 셰일가스 생산 과정에서 수질오염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o 미국 동해안의 셰일가스 채굴지역에서는 수도꼭지에 불을 대면 화
염이 발생하거나 혹은 물의 착색이나 냄새 등이 확인되고 있어 인
체 및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비판론자들은 수압파쇄시 사용되는 유체*(fracture fluid)의 화학첨가물

이 지표면의 수원과 음용수층 오염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지적
* 물 90.6%, 모래 8.95%이외에 가스 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화학첨가물 0.44% 정도를 첨가

주요 화학첨가물
종 류

◇
◇
◇
◇
◇

acid
surfactants
gelling agent
scale inhibitor
corrosion inhibitor

기 능
․지층을 용해
․유체를 흘러가기 쉽게 하는 효과
․균열효과를 촉진
․파이프내 동식물의 작은 조각들을 제거
․부패방지 효과

자료 : 일본 JOGM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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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대해 관련기업들은 셰일가스층과 음용수층의 심도가 다르다
는 점을 들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채굴간의 연관
성을 부인
― 업체들은 2010년기준으로 약 10만건의 수압파쇄가 실시되었으나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
셰일가스층과 음용수층의 심도
개발 지역

◇
◇
◇
◇

Barnett
Fayetteville
Haynesville
Marcellus

개발대상층 심도(m)

음용수층 심도(m)

2,000∼2,550
300∼2,100
3,200∼4,100
1,200∼2,550

360
150
120
260

자료 : 미국환경보호국(EPA)

□ 셰일가스 개발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 오바마 정부는 셰일가스 생산 장려 정책을 추진중인데 이는 셰일가스가 다른 화석
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도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o 코넬대 Howarth 교수는 메탄 함유량*을 고려할 때 셰일가스의 온실효과
가 재래식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서도 크다고 주장
*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실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미국 환경보호국은
전통적 천연가스에 비해 셰일가스에 메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o 학회회장단 평의회(CSSP, Council of Scientific Society Presidents)*는 셰일가스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연구가 충분하
지 못한 상태에서 셰일가스 개발을 장려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신으로 전달(2010.5월)
* 과학 관련 학회회장단 모임

o 반면 셰일가스의 온실효과에 대한 연구의 오류를 지적하는 주장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음
― 미국 에너지부, 카네기 멜론 대학, 미국천연자원보호협회 등은

Howarth 교수 등의 연구결과가 전제를 잘못 설정하는 등의 심
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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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수압파쇄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각 주에서는
셰일가스 생산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o 일부 주 정부는 각 기업이 경영비밀로 간주하고 있는 화학첨가물
의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 등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중
□ 오바마 대통령은 ‘2012 연두교서’에서 셰일가스 개발을 지지하면
서도 안전한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1.24일)
o 가스 개발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식
적인 수준의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5. 향후 전망
□ 전문가들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탐사, 채굴기술이 발전하고 있
고 초대형 기업들의 셰일가스 개발 참여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o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은 2035년경 2010년 대비 약 3배 정도 늘
어나 전체 천연가스에서 가장 큰 비중(49%)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이외에 재래식가스 23%, 타이트가스 21% 및 석탄층메탄가스 7%(EIA)

□ 한편 셰일가스 생산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외
국가에서도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음
o 중국은 2004년 셰일가스 조사를 시작으로 2009년 미국과 셰일가스
개발 협력에 합의했으며 향후 천연가스 공급비율을 현재 4%에서
2015년까지 8%로 높일 계획
o 유럽은 가스소비의 3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역내 가
스개발 필요성이 큰 상황인데 폴란드*,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중
심으로 2010년부터 탐광이 시작되었음
* 대규모의 셰일가스층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폴란드의 경우는 천연
가스 소비량의 2/3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어 셰일가스 개발에 적극적인 입장

□ 다만 미국이외 지역에서는 셰일가스 탐광 및 채굴기술 개발, 광업
법과 환경규제법 등 제도적 측면의 정비 등 과제도 적지 않아 본격
적인 상업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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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천연가스의 분류
□ 천연가스는 일반적으로 채굴의 난이도와 소요 비용 등을 기준으로 재
래식과 비재래식으로 구분
o 비재래식 천연가스는 채굴 기술이 충분하게 발전하지 못했거나 비용
이 많이 소요되어 재래식에 비해 채굴이 어렵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천연가스를 지칭

재래식
(Conventional)

비재래식
(Unconventional)

매장량

제한적

풍부

채굴
난이도

비교적 용이

채굴 어려움

주 : 1) 2009년 기준
자료 : 천 cf

□ 그러나 종전 기준으로 볼 때 비재래식 천연가스도 기술발전 등으로 이
후 재래식 천연가스로 평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천연가스의 재래식,
비재래식 구분이 영구적인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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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셰일가스 생산 확대의 경제적 영향

□ 셰일가스 생산 확대의 경제적 영향을 보면 고용 창출, 투자 확대, 세수
증대 등을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셰일가스 생산 확대

가격 하락

고용 창출

투자 확대

세수 증대

가처분 소득 증가

국제경쟁력 향상

경제성장

o IHS Global Insight는 셰일가스 생산 확대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중장
기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
* “The Economic and Employment Contributions of Shale Gas in the
United States”(2011.12월)

영 향
◇ 고용 창출
◇ 투자 확대
◇ 세수 증대
◇ 가처분 소득 증가

분석 내용
○ 셰일가스 산업 관련 고용 창출규모는 2010년까지 60
만명에 달하며 2015년 87만명, 2035년 160만명으로
확대
○ 2010년∼2035년중 총 1.9조달러 규모 투자 발생
○ 2010년∼2035년중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조세수입이
9,330억달러 증가
○ 가처분 소득이 2012년∼2015년중 연간 926달러, 2035년에
는 연간 2,000달러 늘어남
○ 원가절감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산업생산이 2017
년까지 2.9%, 2035년까지 4.7% 증대 효과 발생

◇ 산업경쟁력 향상

◇ GDP 증가

-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나프타에 비해 천연가스에서
얻는 폴리에틸렌 생산비용이 저하
○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GDP는 2010년 769억달러, 2015
년 1,182억달러, 2035년 2,311억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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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셰일오일의 생산 현황과 전망*
노진영 국제종합팀 과장
박재성
조사역
◆ 최근 미국에서는 셰일가스와 더불어 셰일오일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일
부 에너지전문 분석기관들은 미국이 2020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
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석유생산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미국의 셰일오일 매장량은 기존의 전통석유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이후 셰일오일 생산이 석유생산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데 이는 기술개발, 고유가에 따른 채산성 확보, 자원개발에 용이한
제도의 구비 등에 주로 기인
◆ 한편 미국내 석유수송을 위한 인프라 미흡, 생산확대에 따른 환경오염
가능성, 석유공급을 뒷받침할 지속적인 수요확보에 대한 불확실성 등
이 향후 셰일오일 산업 발전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
◆ 앞으로 미국의 셰일오일 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지질구조 및
자원개발관련 제도, 기술개발 등을 배경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고용창
출 및 성장에 기여할 전망

1. 개요
□ 중장기적으로 기존 채굴방식에 따른 석유(전통석유) 생산과 더불어 새로
운 방법으로 추출되는 석유(비전통석유)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석
유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미국에
서는 셰일오일(shale oil 또는 light tight oil)이 향후 석유생산을 주도할 전망
o 셰일오일은 점토층이 퇴적되어 형성된 혈암(shale)층에 함유되어 있는
석유로서 현재 미국에서 에너지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셰일가스와 유
사하게 셰일층에서 추출*
* 셰일오일과 혼동되고 있는 오일셰일(oil shale)은 석유를 함유하는 암석을 고온 처
리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어 석유를 셰일층에서 직접 추출되는 셰일오일과
는 완전히 다른 유종임. 오일셰일은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용과 환
경오염도가 높아 앞으로도 상당기간 발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명칭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셰일오일을 “light tight oil”로 지
칭하고 있는데 자세한 유종 구분은 <참고> 액체연료 분류를 참조

o 일부 조사분석 기관들은 2013년 이후 국제유가가 비전통석유 생산으로
인한 공급증가의 영향을 받아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49호(2012.12.6), 국제경제리뷰 제2012-48호(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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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경에는 미국이 셰일오일의 생산 확대에 힘입어 사우디아라비
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생산국으로 도약할 가능성(미국이
「사우디 아메리카(Saudi America)」
가 될 것이라고 비유, Economist, 11.23일)

― 그동안 셰일오일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해 오던 석유수출국기구(OPEC)
도 2012.11월 보고서에서 셰일오일이 세계의 에너지 공급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CERA의 국제유가(Dubai유) 전망

2020년 국가별 석유생산 전망

자료 : CERA(캠브리지 에너지조사연구소)

자료 : IEA

― 2035년까지 셰일오일 및 셰일가스의 생산 확대로 미국의 석유(54 →
27%) 및 가스(11 → －4.4%) 수입비중(수요대비)이 여타 수입국과는 달리
점차 낮아질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이 2035년에는 가스, 석탄 등을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
국가별 연료 수입비중

자료 : IEA

□ 일부에서는 셰일오일의 채산성, 생산 확대에 따른 환경오염, 북미지역
에 한정된 생산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대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
⇒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 현황과 전망에 대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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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 현황
(생산 현황：전통석유를 초과하는 매장량을 기반으로 석유생산 증가를 주도)
□ 2000년대 중반까지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은 2012
년에 전체 국내석유생산의 1/6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2006년 이후 석유
생산 증가를 주도
o 2006년 이후 셰일오일 생산이 0.9백만bpd 늘어난 반면 전통석유 등의
생산은 0.3백만bpd 증가에 그침
― 지역별로는 North Dakota 지역의 Bakken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이 크게 확대
미국 종류별 석유생산량 증감

미국 지역별 셰일오일 생산량

(2006~2012.3월중)

(천bpd)

자료 : EIA

자료 : EIA

□ 셰일오일의 매장량은 332억배럴로 추정(2010년 기준)되고 있는데 이는
전통석유의 매장량을 상회하는 수준
o 당초 Bakken지역에서만 탐사가 이루어지다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면
서 셰일오일의 매장량이 대폭 늘어나 2010년 현재까지 확인된 전통석
유의 매장량(309억배럴)을 초과
미국의 셰일오일 매장량(추정치)
Bakken
Monterey
Niobrara
E a g e l
Ford
Permian
Anadarko
합계
자료 : EIA

미국의 주요 셰일오일 생산지

(억배럴)
2009 2010
36
54
154
137
51
65

2007
37
－
－

2008
36
154
51

－

56

56

57

－
－
37

－
－
297

16
02
315

16
03
332
자료 :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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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일오일의 생산 확대로 WTI 유종의 주 거래지역인 캔터키주 쿠싱
*
(Cushing) 지역의 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WTI가격이 다른 유종에 비해
큰 폭의 약세를 지속
* 셰일오일의 주요 생산지인 Bakken에서 쿠싱지역까지는 철도와 파이프라인이 건
설되어 있어 셰일오일이 쿠싱지역에 집중

o 쿠싱지역의 석유재고가 사상 최고 수준인 4.5억배럴까지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WTI와 Brent 유가간 격차가 25달러 정도의 수준을 유지
미국 쿠싱지역 석유재고

Brent와 WTI 가격 차이

자료 : EIA

자료 : Bloomberg

(생산확대의 배경：기술개발, 고유가에 따른 채산성 확보, 자원개발에 용이한
제도 구비 등)
□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발전된 기술이 셰일오일 개발로 이어짐
o 셰일가스 생산붐이 일어나면서 수평굴착법(horizontal
(hydraulic fracturing) 등의 고난도 굴착기술이 발전

drilling),

수압파쇄법

― 수평굴착법은 특정 깊이에서 굴착 각도를 변경하여 석유함유층에 진입
한 후 저장층과 수평을 유지한 채 파이프를 연장하면서 석유를 추출
― 수압파쇄법은 시추 파이프에 뚫린 구멍을 통해 높은 수압으로 물, 모래
및 화학물질을 혼합한 유체를 주위 암석에 분사해 균열을 생성한 후
석유를 추출
o 삼차원 지질탐사기술(3D seismic technology)의 발전, 전문가의 증가 등을 배
경으로 굴착 시도의 횟수를 최소화하면서 지하수층, 지진유발층 등을
피해 적합한 굴착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굴착의 생산성이 크
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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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오일 개발도

2D 및 3D 지질기술자 그룹수

자료 : EIA

자료 : EIA

□ 셰일오일의 생산비용이 유정당 4~6백만달러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채산성이 확보됨에 따라 셰일오일 개발을 위한
굴착이 활발하게 진행
o 1990년대 평균 40만달러였던 유정당 평균 개발비용은 셰일오일의 개발이
본격화된 2007년에는 4백만달러로 증가
o 국제유가가 셰일오일 생산의 손익분기점으로 추정되는 배럴당 60달러
를 넘어서면서 석유굴착 건수가 급격히 증가
유정당 평균 개발비용

국제유가와 굴착건수

자료 : EIA

자료 : EIA

⃞ 미국의 자원개발 관련 제도가 새로운 광물을 개발하는데 용이하게 되어
있는 데다 대규모 매장지가 대부분 비거주지역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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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원개발 관련제도가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지하에 매장된
자원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발업체와 토지
소유자간 계약만으로 개발이 진행 가능
* 유럽의 경우 토지소유와 동 토지에 매장된 광물소유(대부분 국가 소유)는 별도로 분리

o 셰일오일의 개발지가 대부분 비거주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주거환경
악화 등에 따른 주민의 반발이 거의 없었던 점도 개발 확산에 기여
o 대부분의 지층이 케익 형태의 단순하고 평행한 수평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질구조에 대한 정보도 광범위하게 공개되어 있어 민간주도의
개발이 용이

3. 미국의 셰일오일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
(석유수송을 위한 인프라 미흡)
⃞ 현재 미국의 석유수송을 위한 인프라는 급증하고 있는 국내 석유생산량을
감당하기에는 미흡
o 동서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지만 현재로는 남북을 잇는 석
유수송 파이프라인만 건설되어 있어 수송 인프라가 부족
― 파이프라인 이외의 수송수단은 높은 운송가격, 제한된 운송량 등으로
활용하기에 많은 제약을 갖고 있음
석유 수송수단별 가격 및 운송량
(쿠싱→걸프만 기준)
트 럭

철 도

바지선

파이프라인

비용(달러/배럴)

12∼17

7∼9

4∼5

1∼3

운송량(톤)

18∼44

1,200∼2,000

1,000∼3,000

(무제한)

자료 : Citi group

― 남북을 잇는 파이프라인도 쿠싱지역으로 유입되는 방향으로만 건설
되어 있고 유출되는 라인은 부족하여 쿠싱지역의 재고가 계속 늘어
나는 현상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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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자료 : EIA

o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파이프라인의 증설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으나 정치적인 갈등이 파이프라인 건설의 본격 추진을 저해
― 현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약 2백만bpd를 수송할 수 있는 건설프로
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건설에 차질이 발생
― 예정대로 2015년까지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생산량 증가추세
를 고려할 때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데는 부족
o 1920년대 제정된 법률(Jones

Act)이

국내 석유의 해상수송을 제한

― 동법에 따라 국내 항구간의 물품수송에 있어 소유선박, 탑승선원의
국적, 선박건조의 장소 등이 자국으로 한정되어 있어 해상운송의
경제성이 매우 낮은 수준
(환경오염 야기 가능성)
□ 셰일오일의 생산과정에서 지하수 오염, 지진유발, 과도한 수자원 사용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증대
o 일반적으로 셰일오일층이 지하수층보다 깊어 굴착과정에서 지하수원
을 오염시킬 소지
― 수압파쇄과정에서 석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유체(fracture
에 포함된 화학첨가물이 지하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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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 유전을 개발하면서 지하수층의 메탄을 유전과 제대로 분리시켜 놓지
못할 경우 대형 폭발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음*
* 실제로 2009년 펜실베니아주 Dimock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미국 셰일지역 내 지하수 깊이
(피트)
지하수 깊이

셰일층 깊이

1,200

6,500~8,500

Fayetteville

500

1,000~7,000

Marcellus

850

4,000~8,500

Woodford

400

6,000~11,000

Haynesville

400

10,500~13,500

Barnett

자료 : MIT

o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왔던 오하이오주에서 2011년중 파쇄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
* Ohio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는 높은 압력의 수압파쇄가 지진을 유
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발표

―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체가 지하로 주입될 경우 유동체가 마찰로
인해 단층에 갇히게 되는데 동 유체가 사라질 경우 단층이 움직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
o 수압파쇄법에는 약 1,000~2,000만리터의 물이 필요하므로 그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수 재활용, 용제(solvent) 이용 등의 방법이 고려되
고 있지만 아직은 시험단계에 있어 소요비용이 높은 수준
(지속적인 석유수요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
⃞ 셰일오일 개발 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상 유지
되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요하는 정유회사가 존재할 필요
o 일부 예측기관들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으로 지나치게 낮아진 국내
천연가스가격이 국내 석유가격까지 동반 하락시켜 셰일오일 개발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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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셰일오일은 WTI유와 유사한 경질유*인데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정
유회사들은 생산이 제한되어 있는 WTI유보다는 수입 중질유에 적합
하게 정유시스템을 바꾼 상황이라 경질유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으로
만 늘어날 가능성
* 셰일오일의 성상은 API 38~40도, 황함량 비율 0.2%로 WTI 유종(API 38~40도, 황
함량 0.3%)과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셰일오일 개발붐이 일기 전에는 전세계적으로 경질유의 생산비중이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유사들은 정유시스템을 중질유에
맞추어 변경
o 또한 현재 개발되지 않은 셰일오일 매장지의 경우 개발 착수시 수자
원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개발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가
능성도 잠재

4. 향후 전망
□ 미국의 셰일오일 산업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으며 꾸준히 성장해 나갈 전망
o 현재 셰일오일 산업은 고용창출과 성장에 기여할 신성장동력으로 주목
받으면서 정부의 지원 및 민간의 참여가 꾸준히 이루어질 전망
― 기술의 개발․발전으로 생산비용이 낮아지고 환경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인프라와 제도 등도 점차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
o 셰일오일 생산량은 2020년 미국 석유생산량의 30%에 달하는 3.0백만bpd로
증가 전망
미국 석유생산1) 전망

심
해
셰일오일
알라스카
기
타
석유합계
주 : 1) NGL 제외
자료 : Citi group

2011
1.3
0.7

2015
2.0
2.1

e)

(백만 bpd)
2020e)
3.8
3.0

0.6

0.7

3.2

2.7

2.3

5.8

7.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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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o 셰일오일 산업의 발전은 고용확대, 석유수입 감소 등을 통해 실질GDP를
2012∼2020년중 2.0∼3.3%(3,700∼6,250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Citigroup)
― 특히 연료비용이 낮아지면서 알루미늄, 철강, 유리 등 에너지(전기) 집약적
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Economist, 2012.11.17일)
― 노동시장에서 3.6백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가능하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최대 1.1%p 하락
* 석유 및 가스 추출부문의 직접적인 고용증가는 55만명이나 유가 안정으로 소비
가 늘어나는 데다 수송, 시추기계, 화학 등 관련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
창출이 확대

―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GDP대비 적자비율을 0.6∼1.8%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
2020년까지 미국 석유 및 가스 추출산업의 고용유발효과

자료 : Citi group

□ 한편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셰일오일 생산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국이 주도해 나갈 전망
o 북미지역 이외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토지에 매장된 광물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에 귀속되어 있어 적극적인 개발 유인이 부족
o 셰일오일의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주
거지역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
의 반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 더불어 고난이도 굴착, 3D 지질탐사 등 전문기술도 부족
o 또한 지층구조가 미국과 달리 평행하지 않고 단절되어 있는 등 복잡하며
지질구조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
*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질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기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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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액체연료의 분류
□ 액체연료중 석유는 전통석유와 비전통석유로 구분되는데 셰일오일은
비전통 석유로 분류(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 NGL(Natural Gas Liquids) : 천연가스 시추중 부산물로 나오는 석유
GTL(Gas to Liquids) : 천연가스를 화학과정을 거쳐 석유로 변환
CTL(Coal to Liquids) : 석탄을 화학과정을 거쳐 석유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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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국제원유 공급상황 평가*
노진영 국제종합팀 과 장
이광원
조사역
◆ 최근 국제유가는 금년중 세계경제의 회복세 약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
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 수준(두바이유 300일 이동평균 가격 기준)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고유가 지속의 배경에는 공급측면에서의 애로가 자리 잡고 있는데
①중동ㆍ아프리카 지역 일부 산유국의 예상치 못한 생산차질 ②석유수출
국기구(OPEC)의 여유생산능력 저하 ③유종별 수급불균형의 심화 ④원유재
고의 감소로 인한 가격완충 기능의 제한 등을 들 수 있음
◆ 공급애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간에 해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됨

Ⅰ. 개요
□ 지난해 들어서부터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장기간 세 자릿수를 지속
하면서 최근 유가는 연평균 기준으로(300일 이동평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수준을 상회하여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 단기 최고가격은 141.3달러(2008.7.15일)

국제유가

두바이유가 이동평균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11호(2012.3.15), 국제경제리뷰 제2012-17호(20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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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제유가 고수준 지속의 주요 원인은 수요보다는 공급측면에 있
다는 시각이 우세
o 시장에서는 2012년 원유수요가 예상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은 2012.2월 전망 당시
금년중 원유수요 전망치를 지난해 말에 비해 10~40만배럴/일(bpd) 하
향 조정
o 2011.12월 이후 국제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된 대부분이 이란
핵 개발 의혹에 따른 공급애로 발생 우려와 관련
2012년 세계원유수요 전망

자료 : IEA, OPEC, EIA

이란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자료 : Bloomberg 등

□ 한편 일부에서는 이란핵 문제로 인한 공급차질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동 문제 이외의 공급측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Financial Times, 2.25일)
o 이란의 원유수출량(2.2백만 배럴/일(bpd))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여유
생산능력(3.0백만 bpd, EIA 2011년 추정치)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
* 시장에서는 OPEC여유생산능력의 82%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수
출차질분(약 0.7백만 bpd)에 대응하여 원유를 증산한 것으로 알려짐(전년동기대
비 11.8% 증가, 2012.1월 기준)

⇒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유시장에서의 전반적인
공급 상황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평가

- 60 -

Ⅱ. 최근의 국제 원유 공급상 황
□ 최근 이란핵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국제유가 급등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이외에도 원유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애로요
인이 발생
(중동ㆍ아프리카 지역 일부 산유국의 공급 차질)
□ 2011년초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 민주화 혁명 이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정정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란 이외의 국가에서도 공급
차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
o 2012.1월말부터 수단, 시리아 등지에서 대규모 원유생산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라크, 바레인 등에서도 생산차질 가능성이 고조
― 현재의 원유 생산차질 규모는 2011년 유가 급등을 가져왔던 리비아
사태 발생 당시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
* 2012.2월말 현재 이란의 공급차질규모는 0.7백만bpd로 추정되며 약 1.2백만bpd로
추산되는 이란 외의 중동․아프리카지역의 생산차질 규모를 추가하면 세계 원유공
급의 2% 정도이며 이는 지난해 리비아 내전발생에 따른 생산감소분을 소폭 상회

중동ㆍ아프리카의 주요 생산차질 지역
국가
리비아
나이지리아
수단
시리아
예 멘
이란
바레인
이라크
합 계1)
주 : 1) (

2012.2월 추정
생산중단량(천bpd)
575
41
363
101
118
715
－
－
1,913
(2.2)

2010년 생산량
(천bpd)
1,550
2,081
465
350
279
3,705
180
2,364
10,974
(12.7)

현재 상태
정치적 불안 지속
일부 파이프라인 파괴
수송비 분쟁으로 생산 중단
정부군과 시민 충돌 지속
사회적 소요 불안
핵개발에 따른 선진국과 갈등
사회적 소요 불안
미군 철수 이후 사회적 불안

)안은 전세계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Deutsche Bank

□ 또한 2011년 발생했던 북해지역* 원유시추시설 유지보수 작업도 예상
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동 지역에서의 생산차질이 장기화
* 영국, 유럽 대륙, 노르웨이 등에 둘러싸인 대서양의 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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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1년 비OPEC국가의 원유생산 증가량은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하였는데 이는 브렌트유 생산지인 북해지역의 생산장비 노후화로 금
년중 예상치 못한 생산중단이 많았던 데 주로 기인
비OPEC 생산증가량

2011.3/4분기 비OPEC국가 생산차질량

(전년동기대비, 백만배럴/일)

1996

2000

2004

(천배럴/일)

2008

자료 : IEA

2011

자료 : IEA

(OPEC의 여유생산능력 저하)
□ 최근 이란핵 문제에 따른 공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유 증산으로
OPEC의 여유생산능력이 빠르게 축소
o OPEC의 여유생산능력(11개국 기준)은 2008년 2.2백만bpd로 크게 줄어들
었다가 2009년 4.0백만bpd로 다시 늘어났으나 리비아 사태 이후의 증
산으로 2011년 3.0백만bpd로 축소
o OPEC 회원국의 생산설비 확충 노력 부진으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를 제외한 여타 OPEC 국가들은 여유생산능력이 거의 소진 상태
*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 여유생산능력의 82%(천연가스 포함시 53%)를 차지

OPEC의 여유생산능력1)

주 : 1) 천연가스 등을 제외한 원유(crude oil)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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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MF

― 한편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서 ‘생산조절자(swing producer)’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여유생산능력의 대부분이 선
진국의 수요를 대체하기 어려운 유종인 고유황유인 데다 지속적 증
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
* 생산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단위생산량 대비 더 많은 투자가 필요
하며 현재상태에서의 지속적 증산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Goldman Sachs)

OPEC회원국별 여유생산능력 현황
(천bpd)
사우디
베네수 나이지 쿠웨 아랍에미
인도네
이란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
카타르
아라비아
엘라 리아 이트 레이트
시아
여유생산능력 2,315 550
90
345
0
55
0
660 140
50
일평균생산량 9,685 3,450 2,310 2,155 2,665 2,595 2,760 1,125 1,260 850
주 : 1) 2012.3월 기준이며 천연가스 등이 포함, 일평균생산량은 2010년 기준
자료 : Bloomberg

95
805

( 유종별 수급불균형 심화 )
□ 현재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고품질(저유황－경질유*) 원유를 주
로 생산하고 있어 저품질(고유황－중질유)의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증산
만으로 원유가격을 안정시키기는 힘든 상황
* 미국 석유협회(API)가 제정한 석유의 비중 표시단위인 API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경질(輕質)유, 30도～33도인 경우 중질(中質)유, 30도 미만인 경우 중질(重質)유로
분류하는데 경질유는 중간유분 수율이 35%로 중질(重質)유(25%)에 비해 높아 중
간유분 제품 생산에 유리
+

 

도    
비중 ℉에서 원유의 질량  ℉에서 물의 질량 

o 최근 생산차질이 발생한 수단,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은 사우디아라비
아보다 고품질 원유를 생산하며 이들 국가의 생산차질로 고품질 원유
의 공급상황이 더욱 악화*
* 저유황－고유황 유종간 스프레드는 2011년 하반기중 1~2달러로 안정되다가 최근
생산차질로 인한 저유황유 시장의 타이트한 수급 여건으로 배럴당 3달러 수준까
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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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종 현황

저유황-고유황 유종간 스프레드

주 : 저유황(황함량 1% 이하), 고유황
(황함량 2% 초과)
자료 : 한국석유공사

자료 : Bloomberg

o 환경기준과 정제시설 한계 등으로 저품질 원유생산의 비중이 높은
OPEC의 증산만으로는 석유제품을 충분히 생산해 내지 못하는 문제
점이 발생
― 유럽 등 선진국은 엄격한 환경기준 등으로 고유황 원유의 사용이
어려우며 선진국의 노후화된 정제시설에서는 저품질 원유만으로 평
상시 규모만큼 석유제품을 추출하는 데 한계*
* 세계적으로 1차 정제된 중유 등으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의 제품을 추가로 추
출할 수 있는 복합정제시설(complex refining)이 18%에 불과

(원유재고의 가격완충 기능 제한)
□ 2011년 중반 세계적인 비축유 방출과 유럽지역의 생산차질 등으로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고수준까지 누적되었던 석유재고(원유 및 원
유정제제품)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공급애로가 지속될 경우 가격불
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재고의 가격완충 기능이 약화된 상황
o OECD석유재고는 2011.12월 현재 41.4억배럴로 과거 5년평균을 0.4억
배럴 밑돌았으며 유럽지역에서 더 많이 감소*
* 지역별 석유재고(억배럴)
북미지역
유
럽
아 시 아

2010.12
20.6
13.7
8.0

2011.12
20.2
13.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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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폭
-0.4
-0.5
0.0

― 원유재고와 유가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뚜렷해 재고 감소는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
OECD 석유1)재고

주 : 1) 원유+정제제품
자료 : IEA

WTI유가와 미국석유재고간 관계1)

주 : 1) 원유+정제제품, 1997∼2012.2월
자료 : EIA

Ⅲ. 평가 및 전망
□ 2000년 이후 원유시장의 수급이 타이트해진 상황에서 최근의 공급차질
은 과거에 비해 유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2000년 들어 선진국의 원유수요는 크게 늘지 않았으나 신흥국 경제의
부상에 따른 수요증가로 세계 원유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
급여건이 매우 타이트해짐
* 신흥국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에너지효
율도 낮은 데 주로 기인

― 2000∼2010년중 OECD 원유수요는 3.3% 줄어든 반면 비OECD 수요
는 48% 증가하면서 동 기간중 세계 원유수요는 15.4% 증가
― 원유수요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재고를 제외한 공
급과 수요간 갭*이 계속 확대
* 원유시장은 재고와 수요상황에 맞춰 OPEC 등 공급자가 공급을 조절하는 특
수성이 있으며 예상보다 빠른 수요증가나 갑작스러운 공급차질 발생시에는
원유재고를 제외한 수급갭이 커지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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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수급현황1)

지역별 원유수요

자료 : BP

주 : 1) 원유재고를 제외한 수급현황
자료 : BP

o 이에 따라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던 경우에 비해 유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
― 리비아사태시 세계수요 대비 2%에 불과한 공급차질로 유가는 25%
급등하는 등 최근 들어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 시기*보다 유가
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
* 1･2차 석유파동기 제외

주요 지정학적 사건 발생시 유가상승률
1차석유파동
2차석유파동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베네수엘라파업
리비아사태

발생시기
1973.10∼1974.3
1978.11∼1981.6
1990.8∼1991.1
2002.12∼2003.3
2011.2∼4

수요대비 공급차질 비중
7.3
7.9
6.5
3.8
1.9

유가상승률1)(%)
332
201
29
17
25

주 : 1) 두바이유 기준, 사건발생직전부터 기간중 최고치까지 상승률
자료 : Bloomberg

⇒ 현재로서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원유생산 차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 공급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o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애로는 점차 완화될 전망*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이란핵 문제가 악화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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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선진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리비아의 원유생산시설 복구로 생산 증가가 기대되는 등 지
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생산차질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및 독일 6개국은 최근 이란 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3.9일)
** 반면 최근 선진국 경제지표 개선,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에 따른 투
자자금 증가 등으로 상황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는 수요측 유가상승압력이 부
각될 가능성이 상존(The Economist, 3.10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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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2012.2.29.
Barclays Capital, "Testing the Ground“, The Commodity Investor, 2012.2.29.
Barclays Capital, "The new oil industry, breaking even at $109“, Weekly Oil Data
Review, 2012.3.7.
Deutsche Bank, “Stacking up the Oil Supply Risks”, Commodity Weekly, 2012.2.17.
Deutsche Bank, “Crude Oil”, Commodity Weekly,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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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Times, “Soaring oil price threatens recovery”, 20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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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가 국제유가에 미친 영향 분석*
노진영 국제종합팀 과장
이광원
조사역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가 대폭 인하되면서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
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여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유가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국제유가는 ①「글로벌 생산증가 → 원유수요 증가」
와 ②「경기개선
→ 유가상승 기대 → 원유투자 증가」
의 수요요인, ③「지정학적 리스
크, 생산차질 등 → 공급량 감소 및 수급악화 → 원유투자 증가」
의
공급요인 및 ④「통화정책완화(금리하락) → 수익성 확보를 위한 포트폴
리오 조정에 따른 자금이동 → 원유투자 증가」
의 통화정책요인 등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글로벌 산업생산∙주가∙국제유가 및 단기금리의 4변수로 구성되는 VAR
모형을 이용해 금융위기 이전(2007.1 2008.7월)과 이후(2009.1 2011.11
월)의 유가 상승기를 대상으로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국제유가는 산업
생산 증가 및 경기개선 기대에 따른 수요요인과 통화정책요인의 순으
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남

～

～

◆ 국제유가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던 요인이 글로벌 생산증가 등에
따른 수요확대인 점에 비추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점차 해소되더라도 향후 글로벌 생산증가 및 시장참가자의 경기회복
기대를 통해 국제유가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 한편 글로벌 경제･정책여건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도
주요국 중앙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요인은 계속 국제유가를 지지할 가능성

1. 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양적완
화 및 저금리를 지속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
o 주요 선진국에서 양적완화 및 초저금리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2012.3월말 현재 영란은행, 미 연준, ECB 및 일본은행의 자산규모는
2007.1월 대비 각각 5.3배, 4.3배, 3.6배, 2.2배로 확대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20호(2012.5.17), 국제경제분석 제2012-1호(20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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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영국, 미국, 유로지역 및 일본의 본원통화가 각각 4.9배,
4.3배, 2.9배, 2.3배로 증가
국제유가

자료 : Bloomberg

주요국 중앙은행 자산

자료 : Bloomberg, 영란은행

주요국 중앙은행 본원통화 공급

자료 : Bloomberg, 영란은행

o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장기 국채수익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
― 미 연준이 2009년 이후 두 차례의 양적완화(QE1, QE2),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기국채금리는 2.0% 내외의 낮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로지역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 의
커버드본드 매입, 두 차례의 장기자금대출(LTRO) 공급 등을 배경으
로 장기국채금리가 1.7% 내외에서 등락
미국 국채금리(10년)

유로지역 국채금리(10년)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o 일부에서는 지나친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국제상품가격을 과도하게 상
승시켜 경제활동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 Injecting too much liquidity into the system will also have the effect of driving
commodity prices higher and reducing real spending power(Bullard 세인트루이
스 연준 총재, CNBC인터뷰, 3.26일)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가 국제유가에 미친 영향을 간단한 계량모형
(VAR)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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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유가의 변동요인 및 통화정책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 국제유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국제유가는 기본적으로「수요요인」및「공급요인」이외에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VAR 모형을 활용하여 외생적 통화정책을 식별하기 위해 단기금리의 영향으로 파악

<수요요인>
산업생산 증가
▶ 실물경기 개선

→ 원유수요 증가

(생산경로)
유가상승 기대

국제유가 상승

→ 원유투자 확대

(기대경로)

<공급요인>

▶ 지정학적 리스크, 생산차질 등 → 원유수요대비 공급규모 감소 → 국
제유가 상승

<통화정책요인>

▶ 통화정책 완화(정책금리 인하) → 장･단기금리 하락 → 수익성 확보를
위한 투자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원유투자 확대 →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의 변동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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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 충격이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 )
□ 통화정책 변화가 국제상품가격(국제유가 포함)에 유의성 있게 영향을 미
친다는 분석결과가 많은 편
o Barsky and Kilian(2002)는 1970년대 오일쇼크가 일정 부분 통화정책 변
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으며 Hamilton(2009)은 2008년 유가급
등이 통화정책 완화에 기인하였다는 분석을 제시
o 반면 Kilian and Lewis(2009)는 1987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에서 미 정책금리가 유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고 주장
o ECB(2010)는 VAR모형을 이용한 미국 통화정책과 국제상품가격간의 연
관성 분석에서 미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국제상품가격지수 및 구성
품목의 가격에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주고는 있으나 그 정도는 크
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
o 일본은행(2011)은 VAR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단기금리와 글로벌 M1
이 국제상품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동 영향력이 2009년 이후
커진 것으로 분석
― 2009~10년중 통화정책(글로벌 M1 기준)의 영향력이 원유수급 요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통화정책의 국제상품가격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
연 구
Barsky and
Kilian(2001)
Kilian and
Lewis(2009)
Hamilton(2009)
ECB(2010)
일본은행(2011)

통화정책 충격

분석 대상

결 과

분석기간

미국 M2

국제유가

유의한 영향

1970년대

페더럴펀드금리

국제유가

영향 없음

1987~2007

미국금리

국제상품가격

유의한 영향

1970~2008

〃

〃
(크지는 않음)

1970~2009

〃

〃

2000~2010

페더럴펀드금리,
미국 M2
글로벌 단기금리,
글로벌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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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국제유가에 미친 영향  VAR 모형 분석
□ 개별 요인을 대표하는 네 개의 변수로 구성된 VAR 모형을 설정하고
국제유가의 파급요인별로 영향력을 분해*
* 시계열의 안정성, 시차선택 등 자세한 추정 방법은 <참고1> 참조

o 글로벌 산업생산지표(iip) 및 글로벌 주가(sp)는 수요요인중 생산경로 및
기대경로를, 국제유가(op)는 공급요인을 포착하는 변수로, 글로벌 단기금
리(r)는 통화정책요인(통화정책기조)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용
― 원유시장에서의 공급요인은 생산, 주가 및 금리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는 유가의 잔차로 식별
VAR모형에 이용된 통계자료
요 인

변수명

포괄 범위

통계자료

iip

글로벌 생산 활동(원유수요)

세계산업생산지표(네덜란드
경제분석국 산출)

sp

경기개선기대(유가상승 기대)

MSCI 세계주가지수(world index)

op

공급여건

브렌트･두바이･WTI 3개 유종의
평균(IMF)

수요요인

공급요인

통화정책
요인

r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미국․유로․영국․일본 및 BRICs*
단기금리(OECD집계)를 명목GDP
(PPP기준)로 가중평균(직접 계산)
* 전세계 원유수요에서 4개국(44%) 및
BRICs(21%)가 차지하는 비중은 65%

o 2000년 이후 국제유가와 개별 변수간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글로벌
산업생산 및 주가는 국제유가와 정(＋)의 관계를, 글로벌 단기금리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 세 변수중 글로벌 산업생산이 국제유가와 가장 높은 상관성을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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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사용된 글로벌 변수와 국제유가
(산업생산)

(2000.1~2011.11)
(주가)

주 : t값은 33.2(1%수준에서 유의)
자료 : 네덜란드 경제분석국

주 : t값은 9.61(1%수준에서 유의)
자료 : Bloomberg

(단기금리)

주 : t값은 –2.70(1%수준에서 유의)
자료 : IMF IFS이용 산출

( 충격반응(Impulse Response) 분석 )
□ 2000.1∼2011.11월 기간을 대상으로 한 4변수-VAR모형을 추정한 후 촐
레스키분해(Cholesky Decomposition) 방식을 적용*하여 충격반응을 식별한
결과 통화정책 완화(글로벌 단기금리 하락)가 국제유가 변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변수 순서(variable ordering)는 산업생산, 주가, 유가, 금리 순으로 촐레스키 분해
방식을 적용했으며 변수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화된 충격반응함수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추정결과도 촐레스키분해 방식의 경우와 유사
** 금리의 경우 4개월 이후부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o 이와 함께 글로벌 산업생산 및 주가의 변동도 국제유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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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r) → 유가(op)1)2)

산업생산(iip) → 유가(op)1)

주：1)

One Standard Deviation Shock에
±2·Standard Error(유의수준 5%)
2) 금리하락 충격의 경우

대한

반응을

주가(sp) → 유가(op)1)

누적했으며

신뢰구간은

( 역사적 분해에 의한 요인별 기여도 분석 )
□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방식을 적용하여 국제유가 상승기를 글
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두 국면으로 구분한 후 네 가지 요인을 통한
기여도를 기간별로 누적하여 산출*
* 기여도에 대한 설명은 <참고2> 참조

o 2000년대 들어 국제유가가 100%이상 상승한 기간을 I국면(2007.1~2008.7월,
금융위기 직전)과 II국면(2009.1~2011.11월,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으로 구분
* 국제유가는 I국면 및 II국면에서 각각 148% 및 140% 상승

국제유가 상승기 구분

― (I국면) OPEC의 감산*, 여유생산능력 축소 등 공급요인이 유가상승
을 주도하였고 통화정책요인(12%)을 통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음
* 2006.4/4분기~2007.3/4분기까지 OPEC의 170만bpd감산과 비OPEC국가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원유재고가 5년래 최저수준으로 하락

― (II국면) 수요요인(74.7%)*, 통화정책요인(21%) 순으로 유가상승에 영향
을 미쳤으나 공급요인을 통한 영향력(5%)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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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경로 46.8%, 기대경로 27.8%로 구성
** 중동･북아프리카의 정정불안에 따른 생산차질이 대상기간의 말인 2011년 1∼2월중
발생하여 Ⅱ국면 전체로 보면 공급요인은 국제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국제유가 급등기의 요인별 누적 기여도
<2007.1~2008.7>
<2009.1~2011.11>

국제유가 급등기의 요인별 누적 기여율
(%)
요인
수요요인

1)

2007.1~2008.7
－12.8

2009.1~2011.11
74.7

(생산경로, iip)
(기대경로, sp)

(-11.5)
(-1.3)

(46.8)
(27.8)

공급요인(op)
통화정책요인(r)
합 계

100.8
12.0
100.0

4.7
20.6
100.0

4. 시사점
□ 앞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9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은 수요요인에 의해 상
당 부분 설명 가능하며 주요국의 통화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o 그동안 유가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던 요인이 생산증가에 따
른 수요확대인 점에 비추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불
안*이 점차 해소되더라도 향후 글로벌 생산증가 및 시장참가자의
경기회복 기대를 통해 국제유가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 2012.2월말 현재 동지역의 원유생산차질 규모는 세계 원유공급의 2% 정도

□ 한편 글로벌 경제･정책여건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도
주요국 중앙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요인은 계속 국제유가를 지지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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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VAR모형 분석
□ VAR 모형
o 변수 : 글로벌 산업생산(iip)·주가(sp)·단기금리(r) 및 국제유가(op)
o 추정기간 : 2000.1 ~ 2011.11월
o 변수순서* : 산업생산 - 주가 - 유가 - 금리
* 변수 순서와 무관한 “일반화된 충격반응함수(Generalized impulse response)” 추정 결
과도 Cholesky Decomposition의 경우와 유사

o 안정성 : 1차 차분*한 산업생산, 주가, 유가 및 금리는 모두 1% 유의 수준
에서 I(0) 시계열인 것으로 검정
* 금리 이외의 변수는 로그치를 차분한 계열

ADF Test(t 통계량)
수 준
1차 로그 차분
산업생산
0.089
-3.904***
주가
-2.081
-4.567***
유가
-0.380
-4.636***
통화정책
-1.783
-9.632***
주 : 1) 귀무가설 : 단위근이 존재(nonstationary)
2) ***는 1% 유의수준에서, **는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

o 시차 : 모형에 대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적용 결과 적정한 시차는 3
시차
AIC
0
-16.655
1
-17.279
2
-17.3702
3
-17.3715*
4
-17.2682
5
-17.2295
주 : * 는 적정한 시차

□ Historical Decomposition
o 개념 : 추정된 VAR모형을 이용하여 특정 변수의 t기 변화에 대한 개별 변
수*의 t기 충격(shock)**의 기여도를 추산
* 분석 대상이 되는 변수도 포함
** 변수값 중 t기 이전 정보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

― 특정 월의 산업생산, 주가, 유가 및 금리 충격이 같은 월의 유가변동(전
월대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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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국제유가의 요인별 기여도
□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의 국제유가 변동을 개별 요인으로 분해한 결
과는 다음과 같음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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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배경 및 평가*
노진영 국제종합팀 과장
박재성
조사역
◆ 금년 6월말 89달러까지 하락하였던 국제유가(Dubai유)는 최근 110달러대
로 상승하며 두 달 동안 25%의 높은 오름세를 기록
◆ 이러한 국제유가 상승은 세계 원유수요 전망치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당
초 수준보다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에서도 미국 및 EU 제재에 따른 이란
의 원유공급 감소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가시화되고 설비노후화에 따른
북해지역 원유생산이 차질을 보이는 데다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중동에
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
o 금년 원유수요 전망치는 8,960만bpd로 당초(5월 전망 9,000만bpd)보다 하
향 조정되었으나 지난해 수준(8,880만bpd)을 상회
o 최근 이란 및 북해지역에서의 원유공급 차질 규모는 2011년초 리비아
사태 당시(150만bpd)보다 큰 200만bpd 정도로 추정
o 투기자금 유입의 큰 폭 확대도 유가 상승압력을 가중
◆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은 이란 핵문제 등에 따른 공급차질 등에 주로 기
인하고 있고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를 기대하
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국제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

1. 개요
□ 금년 6.22일 배럴당 89달러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Dubai유 기준)가 8.24일
에는 112달러로 상승하면서 최근 두 달 동안 25%의 높은 오름세를 기록
* Brent유는 같은 기간 27.4% 상승하며 국제유가중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o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원유를 제외한 비철금속
등 기타 국제원자재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
― 비철금속의 경우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은 모두 5%
미만의 상승에 그침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35호(2012.8.30), 국제경제리뷰 제2012-37호(20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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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다우지수와 금가격도 각각 4.1%, 6.2%로 한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
국제유가

주요 자산가격 상승률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

2.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배경
◆ 최근 국제유가의 빠른 상승은 세계 원유수요 전망치가 신흥국을 중심
으로 당초 수준보다 하향 조정되었으나 미국 및 EU의 제재에 따른 이
란의 원유공급 감소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가시화되고 설비노후화에
따른 북해지역 원유생산이 차질을 보이는 데다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
(세계 원유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 : 그러나 전년 수준을 상회)
□ 최근 미국의 회복세가 뚜렷하지 못하고 중국의 성장세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주요 예측기관은 당초
의 세계 원유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
o 미국의 2/4분기 성장률이 1.5%로 완만한 수준에 그쳤으며 중국의 2/4
분기 성장률도 7.6%로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는 모습
o 이러한 글로벌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국제에너지기구(IEA)는 8월 보고서
에서 금년 세계 원유수요 전망치를 5월 수준보다 0.4백만bpd 작은
89.6백만bpd로 발표하였으나 전년 수준을 0.8백만bpd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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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중국의 2/4분기 성장률 비교

세계 원유수요의 실적 및 전망

자료 : Bloomberg

자료 : IEA

(원유공급은 이란 제재의 효과 가시화, 북해유전의 생산차질 등으로 큰 폭 감소)
□ 미국 및 EU의 대이란 경제제재 이후 이란의 원유공급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o 7월중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
(4백만 → 2.6백만bpd)

o 이란의 원유수출량(IEA추청)은 통상 2.5∼3.0백만bpd에서 6월 1.7백만
bpd로 줄어든 데 이어 EU의 선박보험 금지조치* 이후인 7월에는
0.8백만bpd로 급감하여 2백만bpd** 내외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전세계 선박 보험의 90%를 차지하는 EU 27개국이 7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송선
에 대해 보험제공을 금지하면서 이란산 원유수출이 급감
** 2011년초 리비아사태 당시의 생산차질을 상회하는 수준

이란의 원유생산량

자료 : IEA

이란의 원유수출량

자료 :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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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생산장비의 노후화, 매장량 고갈 등으로 계속 감소하던 북해지역
생산량도 8월에는 5년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기준 유가인 브렌트유가
의 상승을 촉발
o 2011년까지 1백만bpd를 상회하던 브렌트유 생산량은 금년 8월 0.7백만
bpd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

(투자자금 유입이 크게 확대)
□ 국제유가 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투기자금이 원유시장으로 빠르게 유입
되면서 규모도 크게 확대되는 모습
o WTI 순매수 포지션은 6월말 11.3만계약에서 8.14일 19.3만계약으로
70% 증가
브렌트유 생산량

WTI 순매수 포지션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
□ 금년초부터 시작된 이란과 관련국(UN안보리 상임국＋독일)간 핵문제 협상
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크게 고조
o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이스라엘 고위 지도자들이 이란 핵시설에 대
한 공습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공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8/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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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중 이란과 관련국간 회담 진행 상황
일 정
1.29∼31일
2.20∼21일

장 소
이스탄불

4.14∼15일

〃

5.21일

〃

5.23∼24일

바그다드

6.8일

비엔나

6.18∼19일
7.3일

모스크바
이스탄불

7.24일

〃

8.24일

비엔나

결 과
IAEA 대표단은 핵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이란을 방
문하였으나 이란이 파르친(Parchin) 군사시설의 접근을 거부
P5+1(UN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5월 회담 개최에
합의하며 시장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Amano IAEA 사무총장은 이란 방문 후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
P5+1은 우라늄 농축 중단을 강조하였으며 이란은 서방국의 제
재 철회 주장함에 따라 큰 진전없이 회담이 6월로 연기
IAEA와 이란 대표단은 핵 관련 문제에 대한 합의를 위해 회담
을 개최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함
P5+1과 이란은 서로간 입장 변화없이 회담을 7월로 연기
P5+1과 이란이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차석회담으로 연기
P5+1과 이란의 차석대표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진전이 없었으
며 향후 회담 일정도 미합의
IAEA는 파르친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으나 이란이 거
부하면서 협상 결렬

자료 : 각종 기사

3. 평가
□ 금년중 세계 원유수요가 전년보다 소폭이나마 확대되는 가운데 외생적인 공급
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수급여건이 예상치 못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금년중 이란(2백만bpd 내외)과 북해지역(0.3백만bpd)에서 발생한 공급차질
규모는 2백만bpd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1년 리비아
공급차질규모(1.5백만bpd)를 고려할 때 과거 지정학적 사건 발생으로 인
한 차질규모에 비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석유파동 이후 주요 지정학적 요인
발생년도

발생국가

1차 걸프전

1990~91

2차 걸프전

2003

▪이라크

이란 핵보유선언

2005

▪이란

나이지리아 테러

2006

▪나이지리아

중동․북아프리카 사태

2011.2~

▪리비아 등

2012.1~

▪이란, 북해지역 등

이란수출제재 및
북해지역 생산차질
자료 : EIA, Bloomberg

▪이라크,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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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국 생산차질규모
(세계원유수요대비)
3.8백만bpd
(5.7%)
0.8백만bpd
(1.0%)
―
0.1백만bpd
(0.1%)
1.5백만bpd
(1.7%)
2.5백만bpd
(2.8%)

o 사우디아라비아가 금년중 6.6백만bpd를 추가 증산*하면서 공급차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유종간 품질 차이** 등 원유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가격안정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7월중 일일 생산량은 9.8백만bpd으로 역대 최고수준이며 8월중
추가 증산에 나설 가능성
** 원유수입국의 정제시설마다 정제 가능한 유종이 한정되어 있어 기존에 수입하던
원유와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는 원유의 경우에는 정제에 어려움을 겪게 됨

o 미국이 전략비축유 방출을 고려하고 있는 점도 최근 원유공급 차질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일일생산량

자료 : IEA

유종간 품질차이 비교

주 : 1)저유황(황함량 1% 이하), 고유황(황
함량 2% 초과) 2)API비중이 33도
이상인 경우 경질(輕質)유, 30도∼33
도인 경우 중질(中質)유, 30도 미만
인 경우 중질(重質)유로 분류
자료 : 한국석유공사

□ 특히 수급여건 악화의 주된 요인이라 할 이스라엘과 이란간 군사적 긴
장관계가 미국의 대선 등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해소되
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o 이스라엘과 미국간 군사행동에 대한 견해차가 크며 이란도 협상보다
는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중동에서
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을 현 수준으로 유지
또는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관련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참고> 참조

⇒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은 이란 핵문제 등에 따른 공급차질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고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를 기
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국제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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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란 핵문제관련 당사국의 입장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금년중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이 실행되지 않으면 더 이
상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면역지대, zone of
immunity)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년중 군사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에 협조를 계속 요청
o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올해 안으로 완료될 가능성
o 주요 핵무기 제조시설이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산악지대 지하로 이전중*
* 산악지대 지하 깊은 곳에 핵시설이 건설되어 최신형 벙커버스터 미사일 등으로도
시설 파괴가 불가능

□ 다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미국의 협조가 없는 단독공격은 성공 가
능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미국의 협조여부가 관건
o 과거 1981년 이라크와 2007년 시리아 원전 공격은 이스라엘과 거리
상 멀지 않아 단독 공격에 성공했지만 이란의 주요 원전지역은 거
리가 이들 지역보다 2~3배 멀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
* 미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100대의 전투기가 최대용량까지 폭탄을 적재
하고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해서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의 공중급유, 항공모함 등의 지원이 필요

o 현재 주요 공격대상인 이란의 포르도(Fordow) 원전의 경우 295피트
(89.9미터)의 암반 밑에 위치하고 있어 폭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
국의 최신형 무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현재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벙커버스터는 100feet까지로 파괴 가능범위가
제한되어 미국의 최신형 벙커버스터가 필요

【미국】
□ 미국이 주요국중 유가충격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현
재 경기 회복세가 완만한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음
o ECB(2005)의 VAR분석에 따르면 대상국가들에서 유가 충격(유가 100%
상승시)의 파급영향이 3년(12분기)에 걸쳐 나타나는데, 미국의 GDP성
장률은 3년 동안 5.1%p의 가장 큰 폭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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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00% 상승시 주요국 GDP성장률에 대한 누적 반응
(%p)
원유수입국
원유수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노르웨이
4분기
-5.73
-4.35
-2.58
-4.66
-0.07
+0.49
6분기
-6.62
-6.05
-3.40
-5.67
-2.47
+3.72
8분기
-6.07
-5.99
-3.26
-4.81
-1.78
+1.92
10분기
-5.54
-5.69
-3.12
-4.12
-2.28
+2.58
12분기
-5.11
-5.05
-3.00
-4.14
-2.18
+2.53
주 : 1) 분석대상기간 : 1972.3분기 ~ 2001.4분기
2) 유가는 실질유가(Brent유가/미국 생산자물가), GDP는 실질GDP
자료 : Jimenez-Rodriguez, R. and Sanchez, M (2004), ECB

o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가솔린 가격이 최근 이미 4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정치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치권
은 추가 상승에 상당히 민감
― 8.20일 현재 미국 국내 휘발유가격(west coast 기준)은 갤런당 4.1달
러를 기록
【이란】
□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 군사․외교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8.29일 개최되는 비동맹운동회의*(Non-Aligned Movement, NAM)를 통해 자
국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 이집트, 인도, 터키, 쿠바, 러시아 등 30여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

o 이란은 핵개발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이 아닌 평화적 목적에 있
음을 국제사회에 일관되게 주장
o 한편 이란은 자국 원유수송선과 정부차원의 선박보험을 지원하는
형태로 원유수출을 재개하는 등* 미국 및 EU의 제재에 정면으로
대응
* 중국과 인도에는 동 방식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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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Oil Market Report, 2012.8.12.
JJimenez-Rodriguez, R. and Sanchez, M, 2004, Oil Price Shocks and Real GDP
Growth“, Working Paper Series No362, 2004.5.
The Economist, “To strike or not to strike,” 2012.8.17.
Financial Times, “Israeli minister warns of 30-day Iran war,” 2012.8.15.
Zanotti Jim, 2012, “Israel : Possible Military Strike Against Iran’s Nuclear
Facilities”, CRS Report for Congress, 20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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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유가 하락 배경 및 전망*
김명현 국제종합팀 과 장
곽준희
조사역
◆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으로 지난해 3월 배럴당 124달러(두바이유 기준)까
지 급등하였던 국제유가는 이후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금년 4.18
일 98달러를 기록하는 등 2월 중순 이후에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시현
◆ 이는 소비가 저조한 가운데 생산 및 재고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
o 유로지역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등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됨에 따라
세계 석유소비량은 OECD국가를 중심으로 금년 2월 이후 감소 추세
o 세계 석유생산량은 2월 이후 OPEC 및 비OPEC국가 생산량이 모두 늘
어남에 따라 5월중 사상 최고치인 일평균 9,007만배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지속
o 이에 따라 2월 이후 수급갭(소비－생산)이 크게 줄어들다가 4월부터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마이너스 상황이며 석유 재고량도 증가세
를 시현
o 아울러 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 확대, 미국경제의 회복세 지속 등
으로 달러화도 금년 들어 강세로 전환
o 한편 석유관련 파생상품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은 4월까지 감소하다가 이
후 증가
◆ SVAR모형을 추정한 후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를 실시한 결
과에서도 최근(3~4월중)의 국제유가 하락은 자기충격을 제외하면 소비충
격보다는 생산량 증가 등에 의한 생산 및 투기 충격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향후 세계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유수요가 비
OECD국가를 중심으로 늘어나겠으나 석유생산량이 비OPEC국가를 중심
으로 더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o 다만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유로지역 및 중국의 경제상황 등이
유가변동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27호(2013.7.4), 국제경제리뷰 제2013-15호(20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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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으로 지난해 3월 배럴당 124달러(두바이유 기준)까
지 급등하였던 국제유가는 이후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금년 4.18
일 98달러를 기록하는 등 2월 중순 이후에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시현
o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석유소비가 저조한 가운데 생산
및 재고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
국제유가

자료 : Bloomberg

⇒ 국제석유시장 수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 하락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유가 수준을 전망

2. 최근 국제유가 하락 배경 및 요인분석
1. 최근 국제유가 하락 배경
( 저조한 석유소비 )
□ 유로지역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등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됨에 따라
세계 석유소비량은 금년 2월 이후 감소 추세
o 비OECD국가의 석유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국가의 석
유소비는 금년 들어 감소 지속
―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비OECD국가의 석유소비량이 OECD국가
의 석유소비량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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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및 BRICs국가의 석유소비는 꾸준한 반면 유럽
및 일본의 석유소비는 경기‧계절적 요인 등으로 비교적 큰 폭 감소
세계 석유소비량

주요 국별 석유소비량

자료 : EIA

자료 : EIA

( 석유생산 호조 )
□ 세계 석유생산량은 2월 이후 OPEC 및 비OPEC국가 생산량이 모두 늘
어남에 따라 5월중 사상 최고치인 일평균 9,007만배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지속
o OPEC국가는 비OPEC국가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중반 이
후 생산을 감축시켰던 사우디아라비아가 3월부터 생산량을 늘리면서
생산량이 다소 회복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
o 비OPEC국가의 경우 비전통석유 생산 증가로 미국의 생산량이 꾸준히 늘
어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
세계 석유생산량

주요 국별 석유생산량

자료 : EIA

자료 : EIA

- 88 -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 및 생산비중1)

주 : 1) 셰일오일 생산량/전체 원유 생산량
자료 : EIA

미국의 유종별 생산량 증감

자료 : EIA

( 수급갭은 생산초과로 전환 )
□ 석유소비량이 감소를 지속한 반면 생산량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2월
이후 수급갭(소비－생산)이 큰 폭 줄어들었으며 4월부터는 생산량이 수
요량을 초과하는 마이너스 상황으로 전환
o 이에 따라 석유 재고량도 증가세를 시현
― OECD 석유 재고량이 3월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석유 재고량(전략적 비축유 미포함)은 4.26일 395.3백만배럴로 사상 최
고치를 기록한 후 5.24일(397.6백만배럴) 이를 경신하는 등 높은 수준
을 지속
석유 재고량1)

세계 석유수급 상황

자료 : EIA

주 : 1) 기말기준, 미국은전략적비축유미포함
자료 : EIA

( 달러화 강세 )
□ 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 확대, 미국경제의 회복세 등으로 금년 들어
달러화가 강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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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석유관련 파생상품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은 국제유가의 하향안정화
기대 확산, 주요국 주가 상승 등으로 4월까지는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저가매수 증대 등으로 증가

달러화지수 및 국제유가1)

석유관련 파생상품 포지션

주 :: 1)Bloomberg
두바이 등 3종 평균
자료

자료 : CFTC

2. 최근 국제유가 변동요인 분석
□ 국제유가 변동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석유 생산량 및 소비량, 석유관
련 파생상품 매수포지션, 국제유가 등 4개 변수로 구성된 SVAR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한 후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를 실시
* <참고 1>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설정과 추정방법｣ 참조

o 금년
비아
이후
받은

1∼2월중 유가가 상승한 것은 자기충격을 제외하면 사우디아라
등 OPEC국가의 감산 등에 따른 생산충격에 주로 기인하며, 3월
유가하락도 소비충격보다는 생산 및 투기 충격에 크게 영향을
것으로 나타남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1)

￭2012.1~3월(상승)
￭2012.4~6월(하락)
￭2012.7~9월(상승)
￭2012.10~11월(하락)
￭2013.1~2월(상승)
￭2013.3~4월(하락)
주 : 1) ( )내는 기여율

생산충격
1.9 (21.6)
-0.2 ( 0.6)
1.0 ( 7.6)
-0.5 ( 6.5)
1.6 (39.9)
-1.8 (16.8)

소비충격
-2.6 (-30.0)
-1.5 ( 5.2)
0.3 ( 2.4)
2.3 (-31.2)
-1.3 (-34.2)
-0.1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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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충격
2.7 ( 30.6)
-4.4 ( 15.1)
-1.4 (-10.9)
-3.6 ( 50.3)
0.4 ( 9.9)
-1.9 ( 17.8)

(%p, %)
자기충격
6.8 ( 77.8)
-23.4 ( 79.2)
13.0 (100.9)
-5.4 ( 74.4)
3.3 ( 84.4)
-7.0 ( 64.7)
자료 : 자체시산

3. 향후 국제유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 향후 세계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유수요가 비
OECD국가를 중심으로 늘어나겠으나 석유생산량이 비OPEC국가를 중
심으로 더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o 2014년의 경우 주요 예측기관은 석유생산이 큰 폭 증가하면서 생산초
과의 수급갭 상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제유가가 금년보
다 더욱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국제유가 전망1)
2012년
EIA
CERA
CGES

1/4

4/4e

2013년e 2014년e

111.7

112.5

102.3

101.5

102.3

104.7

99.8

111.6
(109.1)

112.6
(108.2)

102.6
(99.6)

102.0
(96.3)

98.00
(92.4)

103.8
(99.1)

94.2
(88.6)

112.4

113.7

103.1

101.2

101.1

104.7

95.72)

주 : 1) Brent 기준, (

석유소비량 전망

자료 : EIA

(기간 평균, 달러/배럴)

2013년
2/4e
3/4e

)내는 두바이 기준, 2013.6월 기준

석유생산량 전망

자료 : EIA

2) 상반기 기준

석유수급 전망

자료 : EIA

o 석유소비는 비OECD국가를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
― OECD국가는 유로지역이 금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석유 수요가 감소할 전망
― 반면 비OECD국가는 금년중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높아지면서
대부분 국가에서 석유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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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및 석유소비량 전망1)
2012년
세
계
2.3
OE CD
1.2
미 국
2.2
유 로
-0.5
비 OECD
2.8
중 국
7.8
주 : 1) 2013.6월 기준

GDP성장률
2013년e
2014년e
2.2
3.0
1.1
1.9
2.0
2.8
-0.6
0.9
3.1
3.7
7.7
8.0

(%, 백만배럴/1일)
석유소비량
2012년
2013년e
2014년e
89.16
90.03
91.22
45.95
45.46
45.25
18.55
18.64
18.63
13.72
13.30
13.16
43.22
44.57
45.97
10.23
10.65
11.08
자료 : World Bank, EIA

o 석유생산은 비OPEC국가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 한편 OPEC 국가는 지난 5.31일 비엔나 OPEC회의에서 기존 생산량(30백

만배럴/1일)을 유지하기로 결정
국가별 석유생산량 전망
(백만배럴/1일)
2012년
세
계
89.13
OPEC
36.41
비OPEC
52.72
미 국
11.13
캐나다
3 .85
주 : 1) 2013.6월 기준

1/4
88.56
35.60
52.96
11.67
3 .9 8

2013년
2/4e
3/4e
89.93
90.56
36.22
36.37
53.71
54.19
11.89
11.97
4 .0 0
4 .11

4/4e
90.48
35.71
54.77
12.34
4 .2 5

2013년e
89.89
35.98
53.91
11.97
4.08

2014년e

91.40
35.87
55.53
12.82
4.38
자료 : EIA

― 특히 북미지역의 셰일오일 등 비전통석유* 생산 증가가 비OPEC국
가의 석유생산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참고 2> ｢세계 비전통석유 자원 현황｣ 참조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 및 생산비중1)

주 : 1) 셰일오일 생산량/전체 원유 생산량
자료 :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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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종별 생산량 증감 전망

자료 : EIA

□ 다만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등 유가 예측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
인이 여전히 잠재
① 최근 이란의 대통령 선거 결과 온건파 후보(Hassan Rouhani)가 당선됨
에 따라 선거 전에 비해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일부 완화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아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 등으로 중동지역의 갈등이 현재보다 심화될 경우 유가가
예상보다 급등할 우려
― 이란의 대통령 당선자가 외교정책 및 핵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는 있으나 최고지도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 이란의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
어 대통령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 최고지도자는 강경파로 알려진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임

― 이란이
볼라와
파간의
관계가

시리아 내전에 깊이 관여하면서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 헤즈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이슬람내 수니파와 시아
대립이 격화된 데 영향을 받아 이란과 친서방 중동국가간의
크게 악화된 상태

― 최근 미국이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 강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란과 서방측간의 관계 악화가 심화될 가능성
* 6.13일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시리아 반군단체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결정

―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
이 필요하고 중동지역의 혼란 상황에 대한 미국내 우려 여론이 높
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이 일부
라도 수용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
중동지역의 정정과 국제유가
①(2011.11.9일)
②(2011.12.27일)
(2011.12.31일)
③(2012.1.27일)
④(2012.3.8일)
⑤(2012.4.4일)
⑥(2012.7.2일)
⑦(2013.1.22일)
⑧(2013.3.20일)

- 93 -

IAEA의 이란 핵무기 개발 언급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사
미국,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법 제정
이스라엘, 대이란 공격 시사
이스라엘, 대이란 조기공격 가능성
은 낮다고 언급
이란 핵개발 관련 6개국 협의 시작
미국,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
이스라엘 총선거에서 중도좌파가
약진하고 강경파 여당이 후퇴
이스라엘, 이란 핵개발관련 외교
교섭 방침 표명

② 한편 미국의 양적완화규모 축소 가능성,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지속
전망 등으로 국제석유시장으로의 투기자금 흐름의 불확실성이 커지
면서 유가 변동성이 높아질 소지
③ 유로지역의 회복이 더욱 지연되거나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
우 유가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
<참고문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Oil Market Report,” 2013.6월
Kilian, L. and T. K. Lee, “Quantifying the Speculative Component in the Real Price of
Oil: The Role of Global Oil Inventories”, CEPR Discussion Paper, No. 9297, 2013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13.6월
-----------------------------------------------------------------,
“Technically
Recoverable Shale Oil and Shale Gas Resources: An Assessment of 137 Shale
Formations in 41 Countries Outside the United States,” 2013.6.10.

< 참고 1 >
구조적 벡터자기회귀 모형 설정과 추정 방법
□ 국제유가 변동요인은 Kilian & Lee(2013) 모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4개
의 변수로 구성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을 설정하여 분석
◾ 구조형 :

          
   ∆ln    ∆ln    ∆ln    ∆ln   ′ ,          ′

L : 시차(lag operator), Q : 석유생산량(EIA), D : 석유소비량(EIA),
S : 석유관련 파생상품 매수포지션(CBOT), P : 국제유가(브렌트 등 3종 평균, IMF)

o 상기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축약형으로 전환하고 당기제약(short-run
restriction)을 부여
  
◾ 축약형 :             ,   
       ′

 



        

     



◾ 당기 제약 :
     
 

    

          




― 당기제약은 석유생산이 가장 외생적이며, 석유소비는 석유생산에, 석유
관련 파생상품 매수포지션은 석유 생산 및 소비에, 국제유가는 석유 생
산 및 소비, 석유관련 파생상품 매수포지션에 영향을 받는다는 Kilian
& Lee(2013)의 당기제약을 활용
o 분석 대상기간은 2003.1～14.4월중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시차는
Akaike 정보기준(AIC)을 통해 3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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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세계 비전통석유 자원 현황
□ 2013년 기준으로 세계 석유 매장량중 약 10%를 셰일오일이 차지

o 미국의 석유 매장량중 셰일오일 비중은 26%로 전세계 평균(10%)을 상회
셰일오일 매장량1)2)
세 계
(확 정)
..
셰 일
(미확정)
345
(확 정)
1,642
원
전 통
유
(미확정)
1,370
계
3,357
셰일 비중
10%
주 : 1) 기술적으로 회수가능한 자원 기준
자료 : EIA

미 국
..
58
25
139
223
26%
2) 2013년 기준

(10억배럴)
여 타 국
..
287
1,617
1,230
3,134
9%

o 전통 및 비전통 자원(셰일오일, 셰일가스)을 합한 총자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원유 매장량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세계대비 비중, 40.9%), 남미(19.2%),
북미(17.7%) 순으로 분포
o 국가별로 보면 셰일오일의 매장량은 러시아(세계대비 비중, 21.7%), 미국
(16.8%), 중국(9.3%), 아르헨티나(7.8%) 순으로 많음
지역별 석유매장량 분포

주요국의 셰일오일 매장량

(10억배럴)

총 자원
북

미
미

남

국

미

중동, 북아프리카
구 소 련
세

계

자료 : EIA

순 위
1
2
3
4
5
6
7
8
9
10

2011년
생산량

594.1(17.7)

6.1

222.6(6.6)

3.7

643.9(19.2)

2.9

1,373.8(40.9)

11.0

310.6(9.3)

4.9

3,357.0(100)

31.9
자료 :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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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러시아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리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파키스탄
캐나다
인도네시아
세 계

(10억배럴)
매장량
75
58
32
27
26
13
13
9
9
8
345

국제곡물가격의 급등 요인 및 평가*
노진영 국제종합팀 과 장
이홍직
과 장
이광원
조사역
◆ 최근 들어 주요 곡물인 옥수수･소맥･대두의 국제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08년 및 2010년경에 발생했던 식량위기(food crisis) 재연
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주요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단기적으로는 미국･남미･러시아 등 주요곡물
수출･생산국에서의 극심한 가뭄, 투기자금 유입 확대 등에 주로 기인
o 2000년대 들어 곡물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공급은 완만한 증가
에 그쳐 타이트한 수급여건이 지속되면서 공급충격이 과거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에 전이되는 경향
◆ 금번의 국제곡물가격 급등 상황을 2000년대 급등기와 비교할 때 가격
의 고점이 공급충격 발생과 더불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다 가격전이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향후 가격은 가뭄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곡물생육 상황이 이미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가뭄이 지속될 경
우에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
◆ 그 동안의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곡물수입국에 파급되면서 곡물관련 제
품은 물론 가축사료가격 상승을 통한 육류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전망

1. 개 요
□ 최근 들어 주요 국제곡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08년과 2010
∼2011년초에 발생했던 식량위기(food crisis*) 상황이 재연될 우려 확산
* 곡물가격 급등에 한정하여 “cereal crisis”로 부르기도 함

o 금년 7.20일 옥수수 및 대두 가격이 각각 부셸*당 8.25달러 및 17.58달
러에 달하여 과거의 최고치(2011.6.10일 7.87달러 및 2008.3.3일 15.45달러)를
웃돌고 있으며 소맥가격도 같은 날 9.43달러로 사상 최고치(2008.2.27일
12.80달러)에는 못미치나 2011년 최고 수준(2011.2.9일 8.86달러)을 상회
* 옥수수는 58파운드(25.4kg), 소맥 및 대두는 60파운드(27.2kg)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31호(2012.8.3), 국제경제리뷰 제2012-34호(2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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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쌀가격은 안정세를 유지
옥수수 및 소맥 가격

대두 및 쌀 가격

주 : 쌀 가격 단위인 cwt(centum weight)
는 45.36k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o 이에 따라 소맥·옥수수·대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곡물지수인 S&P
GSCI*도 7.20일 533으로 사상 최고치(2011.3.4일, 565)에 근접
* 골드만삭스가 개발하였으나 2007년 S&P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명칭이 S&P
GSCI(Goldman Sachs Commodity Index)로 변경된 지수로서 소맥(42.7%), 옥수수
(35.3%), 대두(22.0%)의 선물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종합곡물지수(S&P GSCI)

자료 : Bloomberg

⇒ 최근 주요 곡물가격의 급등 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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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급등 요인
□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은 단기적으로 주요 생산·수출국에서의 기후
여건 변화에 따른 작황 악화 및 투기자금 유입 확대가 중장기적으
로 타이트해지는 수급여건과 맞물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

1. 단기 요인：주요 곡물생산･수출국의 극심한 가뭄 및 투기자금 유입 확대
□ 금년 들어 남반구 및 북반구에서의 가뭄이 곡물 생장기에 장기간
지속되면서 브라질·아르헨티나, 미국·러시아 등 주요 곡물 생
산·수출국가*의 작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곡물가
격이 급등하고 있음
* 특히 세계 최대의 곡물수출국인 미국에서는 55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

(주요 생산·수출국에서의 가뭄 발생)
① 옥수수
o 미국이 세계 옥수수 생산 및 수출을 각각 40% 정도 점유하고 있
는데 동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금년도 작황이 크게
악화될 전망
― 세계 수출의 13~14%를 각각 차지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
라이나 등도 가뭄의 영향을 이미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상황
옥수수 주요 생산국 및 수출국
(2011년 기준)

세 계
1.미 국
2.중 국
3.브라질
4.EU-27
5.우크라이나

생산량
873.7
313.9
192.8
70.0
64.6

비중
100.0
35.9
22.1
8.0
7.4

22.8

2.6

세 계
1.미 국
2.브라질
3.우크라이나
4.아르헨티나
5.인

도

수출량
98.8
40.6
14.0
14.0
13.0
3.8

(백만톤, %)
비중
100.0
41.1
14.2
14.2
13.2
3.8

자료: USDA

o 미국의 경우 가뭄이 7월 들어 계속 심화되면서 주요 산지인 중서
부 지역의 절반 정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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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가뭄현황
<2012.6.19일>

<2012.7.24일>

주：음영칸은 미국 옥수수 주요 산지
자료：U.S. Drought Monitor

― 미국 농림부(USDA)는 최근 2012/13년 세계 옥수수 생산이 미국의
작황 악화에 기인하여 감소할 것으로 전망(2012.7월)
2012/13년 옥수수 생산 전망
5월 전망(A)

7월 전망(B)

(백만톤)
조정폭(B-A)

세

계

945.8

905.2

-40.6

미

국

375.7

329.5

-46.2

브라질

67.0

67.0

-

우크라이나

24.0

24.0

-

아르헨티나

25.0

25.0

-

인 도
자료 : USDA

22.0

22.0

-

② 소 맥
o 소맥 수출은 옥수수에 비해 미국, 호주, 러시아 등에 분산되어 있
으나 7월 이후 러시아 소맥 생산지역에서 가뭄이 심해지면서 가
격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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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호주․러시아․캐나다․EU가 세계 수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
고 있으며 중국 및 인도는 미국에 이어 제2․3위 생산국이나 자
국소비에 주로 충당
소맥 주요 생산국 및 수출국
(2011년 기준)
(

생산량

비중

계

694.7

100.0

세

1.EU-27

137.4

19.8

2.중

국

117.9

3.인

도

백만톤,

%)

수출량

비중

계

150.4

100.0

1.미

국

28.5

19.0

17.0

2.호

주

23.0

15.3

86.9

12.5

3.러시아

21.3

14.2

4.러시아

56.2

8.1

4.캐나다

17.3

11.5

5.미

54.4

7.8

5.EU-27

16.2

10.8

세

국

자료: USDA

― 7월 이후 가뭄이 주요 소맥 수출국인 러시아의 우랄․시베리아
지역과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에서 지속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 카자흐스탄 가뭄 상황

자료 : Financial Times(20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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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SDA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작황 악화가 향후 세계 소맥생산
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012/13년 소맥생산 전망
5월 전망(A)
677.6
61.1
26.0
56.0
15.0
27.0

세 계
미 국
호 주
러시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자료 : USDA

7월 전망(B)
665.3
60.5
26.0
49.0
13.0
26.6

(백만톤)
조정폭(B-A)
-12.2
-0.6
-7.0
-2.0
-0.4

③ 대 두
o 세계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남미지역에서 연초 발생한 가뭄이
가격 상승을 촉발한 데 이어 7월 이후에는 미국에서의 가뭄 지속
이 추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대두 주요 생산국 및 수출국
(2011년 기준)
생산량
세 계
1.미
국
2.브라질
3.아르헨티나
4.중
국
5.인
도

비중

수출량

235.9

100.0

83.2

35.3

65.5

27.8

41.0

17.4

13.5

5.7

11.0

4.7

세 계
1.브라질
2.미
국
3.아르헨티나
4.파라과이
5.캐나다

(백만톤, %)
비중

90.2

100.0

36.7

40.7

36.5

40.4

7.8

8.6

3.1

3.4

2.8

3.1

자료: USDA

o USDA는 7월 전망에서 미국의 생산 전망치를 하향 조정
2012/13년 대두 생산 전망
세 계
브라질
미 국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캐나다
자료 : USDA

5월 전망(A)
271.4
78.0
87.2
55.0
7.8
4.7

7월 전망(B)
267.2
78.0
83.0
55.0
7.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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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톤)
조정폭(B-A)
-4.3
-4.2
-

(곡물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 확대)
□ 기상여건 악화 이외에도 투기자금이 주요 곡물의 선물시장으로 유
입되면서 가격상승폭을 추가 확대
o 옥수수 선물시장의 투기자금(비상업자금) 순매수포지션이 6.5일 9.0
만 계약에서 7.24일에는 30.6만 계약으로 240% 증가
o 소맥 선물시장의 투기자금 순매수포지션도 6.19일 -1.0만 계약에서
7.24일 6.1만 계약으로 전환
* 2011하반기 이후 소맥 선물포지션은 매도포지션을 보였으나 최근 가뭄 심화
와 함께 매수포지션이 크게 증가

o 대두 선물시장의 투기 순매수포지션은 5.1일 26.0만 계약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6.5일 17.7만 계약으로 감소하였다가 7.24일에
는 24.5만 계약으로 다시 증가
주요 곡물의 선물 포지션
(옥수수)

(소맥)

(대두)

자료 : Bloomberg

2. 중장기 요인：경작면적 축소 및 생산성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타
이트한 수급여건 지속
□ 2000년대 들어 곡물수요의 빠른 확대 및 공급의 완만한 증가로 타
이트한 수급여건이 지속되면서 공급충격이 과거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에 전이되는 경향
o 수요는 곡물소비가 많은 세계 제1․2위의 인구대국인 중국 및 인도
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소득수준 향상, 선진국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 증대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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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신흥국 소비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상회
하는 반면 주요 선진국은 20%를 하회함에 따라 신흥국의 세계
곡물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
선진국1)과 신흥국2)의 1인당 소득증가율

주 : 1) 고소득 국가 2) 중·저소득 국가
자료 : World Bank Database

곡물 소비량

자료 : USDA

― 또한 2000년대 들어 주로 선진국에서 고유가, 환경규제 강화* 등
으로 바이오연료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도 곡물 수요를
지지
* EU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명분으로 수송부문의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비율을 2020년까지 10%, 미국은 2020년까지 20%로 각각 설정

미국 에탄올 및 EU 바이오디젤 생산량

자료 : FAPRI(Foo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 그러나 공급은 경작면적 축소, 더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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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계 곡물경작면적은 1980년대 중반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신
흥국의 산업화 및 도시화 진전 등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
* 1970년대 들어 오일쇼크가 발생하고 곡물가격의 급등을 경험한 각국이 국가
안보 측면에서의 식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작면적을 적극 확대하고 우량
품종 및 화학비료의 개발․확산, 관개시설 확대 등 농업기술 발전으로 농업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데 주로 기인

― 세계 곡물경작면적은 2002년을 저점으로 점증하고는 있으나
2011년 현재 6,917만ha로 1981년(7,356만ha)의 94% 수준
세계 곡물경작면적

자료 : USDA

o 생산성도 1980년대 중반 이후의 R&D투자 저조, 농업부문 기계화
및 관개시설 개발의 미진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
세계 농업 생산성관련 지표
(생산성)

(기계화)

자료 : 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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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시설)

□ 타이트한 수급여건 지속으로 곡물의 재고/소비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공급충격에 따른 수급차질 및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세계 곡물 재고/소비 비율

중국의 곡물 재고/소비 비율

자료 : USDA

3. 평 가
□ 금번 상황과 2007년 이후 발생하였던 곡물가격 급등기(food crisis)를
종합해 보면 곡물가격의 고점이 공급충격 발생과 더불어 계속 높아
지고 있는 데다 이에 따른 가격 전이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o 현재의 곡물가격 수준(S&P GSCI 기준)은 이미 2000년대 이후의 급등
기(2007~08년, 2010년) 고점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저점 대비
상승폭도 1개월여만에 40%에 달하는 등 이전보다 상승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
* 다만 과거 곡물가격 급등기와는 달리 쌀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유
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심화로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의 성장세가 약화로 세계
곡물수요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근 급등현상이 식량위기
로까지 파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The Economist 2012.7.21.)

- 105 -

곡물가격의 급등기1) 비교

n 시점
(지속 기간)
n 지수 수준
(상 승 률)

2007~2008년
저점
고점
07.4.3.
08.3.12.
(11개월)
245
499
(103.7%)

2010년
저점
고점
10.6.7.
11.3.4.
(9개월)
282
565
(100.1%)

금번
저점
현재
12.6.15
12.7.20
(1개월)
382
533
(39.6%)

주 : 1) S&P 곡물가격지수 기준

□ 현재까지 발생한 주요 곡물의 생육상황에 비추어 향후 가뭄이 해소된
다 하더라도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가뭄
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o 옥수수 및 대두가격 급등을 초래한 미국의 곡물생육 상황을 보면
“보통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같은 시점보다 크게 하락
― 7.22일 현재 “보통이상” 비율이 전년대비 옥수수는 86%에서 55%
로, 소맥은 95%에서 89%로, 대두는 89%에서 65%로 각각 하락
최근 미국 주요 곡물 생육상황
(옥수수)

(소맥)

(대두)

자료 : USDA

□ 그간의 주요 곡물가격 급등은 곡물 수입국에 파급되면서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o 특히 중국, 일본, 멕시코, 이집트, 한국 등 곡물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경우 식품가격이 여타 국가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

- 106 -

o 아울러 이들 수입국은 가축사료용으로 대두, 옥수수 등에 의존하고
있어 시차를 두고 육류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우려
주요곡물1)의 생산국 및 순수입국
(2011년 기준)
(백만톤, %)
생산량

비중

순수입
합계 옥수수

세

계

2,268.2

100.0

세

계

-

-

1.중

국

464.9

20.5

1.중

국

65.4

4.9

2.미

국

457.4

20.2

2.일

본

24.8

3.인

도

대두
-

소맥

쌀

-

-

57.3

2.2

1.0

15.0

2.7

6.4

0.7

222.6

9.8

3.멕시코

19.0

10.5

3.4

4.4

0.7

4.EU-27

205.1

9.0

4.이집트

17.8

5.0

1.6

11.0

0.2

5.브라질

149.2

6.6

5.한

14.1

7.0

1.1

5.4

0.6

6.아르헨티나

77.5

3.4

6.인도네시아

11.2

2.0

2.0

6.0

1.3

7.러시아

65.3

2.9

7.알제리

9.0

2.8

-

6.1

0.1

8.우크라이나

47.3

2.1

8.대

만

7.9

4.2

2.3

1.4

0.1

9.인도네시아

45.6

2.0

9.EU-27

6.8

3.2

11.0

-8.7

1.3

10.캐나다

40.2

1.8

10.이

6.6

3.6

0.3

0.8

1.9

국

란

주：1) 옥수수․소맥․대두․쌀
자료：미 농무부(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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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시장의 현황 및 가격변동의 특징*
곽준희 국제종합팀 조사역
김명현
과 장
◆ 국제곡물시장은 신흥국의 경작면적 증가 및 농업생산성 제고, 높은 인
구증가율 및 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신흥국의 생산 및 소비 비중이 점
차 증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곡물교역에 있어서도 “선진국-수출,
신흥국-수입”의 전형적인 패턴이 일부 완화되는 등 세계 곡물수출입에
서 신흥국 비중이 증가
* 주요 곡물의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신흥국 비중은 1990년대 중반 52%에
서 최근 62%로, 소비에서는 신흥국 비중이 동 기간 59%에서 65%로 증가
** 세계 곡물교역에서 신흥국간 교역비중도 2001년 32%에서 2011년 52%로
크게 증가한 반면 선진국과 신흥국간(29.2% → 25.2%), 선진국간(38.8%
→ 22.9%) 교역비중은 축소

◆ 국제곡물가격 변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가격 변동성이 확대
되고 곡물가격간 동조화가 심화된 가운데 국제곡물가격 결정에 대한
신흥국의 영향력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o 가격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신흥국의 고성장으로 곡물수
요가 늘어나고 기상이변이 빈번해진 데다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등으
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지고 곡물재고량이 감소한 점 등에 기인
o 원자재 관련 금융상품의 발전, 빈번한 기상이변, 곡물간 높은 대체성
등으로 곡물가격간 동조화가 심화
o 국제곡물시장에서 신흥국의 생산 및 소비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세계
곡물교역에 있어서도 신흥국간의 교역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곡물
가격에 대한 신흥국의 영향력도 확대
◆ 국제곡물가격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신
흥국의 꾸준한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주요 곡물가격간 동조화
도 심화되고 있어 곡물 수출국 및 수입국 등 개별 국가차원에서는 물
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도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o 곡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통해 공급요인에 의한 예상치 못한 곡
물가격 변동에 대처하고 곡물관련 파생상품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자
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과 아울러 수요요인에 의한 곡물가격의
상승 가능성에도 유의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28호(2013.7.12), 국제경제분석 제2013-6호(2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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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국제곡물*시장은 미국, 중국, EU 등 3개국이 세계 생산 및 소비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신흥국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곡
물가격 수준은 최근 들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국제교역을 좌우하는 옥수수(corn), 소맥(wheat), 대두(soybean) 등 3개 품종 기준
** 2012년 S&P GSCI곡물가격지수(옥수수, 소맥, 대두가격을 가중한 지수)는 1970년
대비 413%, 1990년 대비 154%, 2000년 대비 200% 정도 상승

o 국제곡물시장에서 신흥국 비중은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옥수수, 소맥,
대두 등 3개 품종 모두 1990년대 초 50% 내외 수준에서 최근에는
60%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소비량 기준으로는 소맥의 경우 같은
기간 70% 정도의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옥수수는 51%에서
57%로, 특히 대두는 42%에서 73%로 큰 폭 증가

o 국제곡물가격은 197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일정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급등하
는 모습을 보여 최근 8년간 총 3차례(2008년, 2011년, 2012년) 큰 폭 상승
◾ 옥수수가격은 2008.6월(전년최저치대비, +114.4%), 2011.4월(+117.0%), 2012.8월
(+33.6%)중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소맥가격도 옥수수가격과 비슷한 시
기인 2008.3월(+138.6%), 2011.2월(+85.2%), 2012.8월(+44.7%)중 급등
◾ 한편 대두가격은 2008.6월(전년최저치대비, +115.9%), 2012.8월(+48.3%)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옥수수 및 소맥가격과 유사한 시기에 급등
주요 곡물 생산량 및 소비량의 신흥국 비중
(%)
1991/92년 2001/02년 2012/13년
옥수수
51.8
48.6
59.8
생
소맥
60.7
61.8
62.6
산
대두
46.2
55.6
67.2
옥수수
50.5
51.3
57.1
소
소맥
73.7
69.4
71.5
비
대두
42.0
54.8
73.3
자료 : USDA

옥수수, 소맥 및 대두 가격

자료 :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신흥국의 곡물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특히 수입국을 중심으로 성장, 경상수지,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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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흥국의 경우 식품소비지출 비중이 높아 물가가 곡물가격 상승에 선
진국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식품비용이 상승함에 따
라 소득 수준이 낮은 신흥국은 식량난에 직면할 가능성
― 2008년의 곡물가격 급등은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기근을 악
화시켜 반정부 시위(아랍의 봄)를 촉발하는 등 정정불안을 유발
― 또한 곡물가격 상승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질적 수준이 낮은 식품
의 소비 증가와 교육 및 건강 등에 대한 지출 축소로 중장기적으로
인적자본 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 국제곡물시장의 현황과 국제곡물가격 변동의 특징을 파악함과 아울러
향후 국제곡물가격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

2. 국제곡물시장 현황
( 신흥국의 생산 및 소비 비중 증가 )
□ 옥수수, 소맥, 대두 등 주요 곡물*의 생산량 및 소비량은 신흥국을 중
심으로 꾸준히 증가
* 곡물 생산 및 소비의 연도표시는 수확기 및 판매기를 모두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2개
년도 단위로 표시. 옥수수 및 대두는 10.1～익년 9.31일, 소맥은 6.1∼익년 5.31일 기준

o 세계 곡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신흥국 비중은 1990년대 중반 52%에서
최근 62%로, 소비의 신흥국 비중은 동 기간 59%에서 65%로 각각 높
아진 반면 선진국 비중은 생산 및 소비에서 모두 하락
곡물 생산량

자료 : USDA

곡물 소비량

자료 :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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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곡물 생산･소비 비중

자료 : USDA

― 국가별로 보면 중국, 브라질 등 BRICs 국가의 생산량 및 소비량이
크게 증가
주요 곡물 생산･소비국의 생산 및 소비량 비중
(%)

미국
EU1)
BRICs
(중국)
(브라질)
(인도)

1991/92
26.0
10.8
31.9
17.9
4.6
5.7

생산 비중
2001/02 2006/07
27.2
26.1
13.3
11.6
32.3
34.2
16.3
17.8
6.0
7.3
6.4
6.0

2012/13
23.4
10.6
38.2
19.1
9.2
7.2

1991/92
19.8
9.5
33.0
17.1
4.5
5.9

소비 비중
2001/02 2006/07
20.4
20.1
14.1
13.0
32.6
32.8
18.7
18.7
5.1
5.4
6.0
6.1

2012/13
19.3
11.1
36.5
22.3
5.7
6.3

주 : 1) 1991/92∼1998/99년은 15개국 기준, 이후로는 27개국 기준

주요 곡물생산국의 생산량

주요 곡물소비국의 소비량

자료 : USDA

자료 : USDA

□ 신흥국의 생산량 증가는 이들 국가의 경작면적이 늘어나는 가운데 농
업생산성도 꾸준히 향상된 데 주로 기인
경작면적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연평균, %)
◾선진국

1.12

2.22

2.21

(브라질)

3.02

2.61

4.04

(중 국)

1.69

4.16

2.83

(러시아)

0.85

1.42

4.29

(동남아)

0.54

1.69

3.29

◾신흥국

자료 : USDA

1981∼90년 1991∼00년 2001∼09년
1.36
2.23
2.44

자료 : OECD,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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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소비량도 신흥국의 인구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다 1인
당 곡물소비량*도 중국 등 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
* 2007∼11년 연평균 증가율(%) : 중국 5.0%, 브라질 2.7%, 우크라이나 6.8%, 인도
네시아 3.8% 등

― 신흥국의 1인당 곡물 소비량이 증가한 것은 고성장에 따른 소득 증
가로 육류, 낙농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료용 곡물 소비가
늘어난 데도 일부 기인
인구증가율

자료 : IMF

1인당 곡물소비량

자료 : USDA

신흥국 용도별 곡물소비 비중

자료 : OECD

( “선진국 - 수출, 신흥국 - 수입”의 곡물 교역패턴은 완화 )
□ 신흥국의 생산 및 소비비중 확대와 더불어 세계 곡물 수출 및 수입에
있어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선진국 비중은 낮아지는
등 “선진국–수출, 신흥국–수입”의 전통적인 곡물 교역패턴*이 완화
* <참고 1> ｢순수출로 바라본 국제곡물의 교역구조｣ 및 <참고 2> ｢신흥국의 곡물자
급률｣ 참조

o 세계 곡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신흥국 비중은 2000년 29%에서 2011년
44%로, 신흥국의 수입비중은 동 기간 64%에서 73%로 각각 높아진 반
면 선진국 비중은 수출 및 수입에서 모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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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수출량

자료 : UN Comtrade

곡물 수입량

자료 : UN Comtrade

신흥국 곡물 수출･수입 비중

자료 : UN Comtrade

― 국가별로 보면 수출비중은 브라질, 러시아를 비롯한 BRICs 국가와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등에서 크게 증가
◾ 반면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옥수수, 소맥, 대두 등 3개 품종에서 여전히
세계 1위의 수출국 위상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캐나다, 호주 등과 더불어
수출비중은 감소 추세

― 수입도 EU, 일본, 한국 등 선진국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국
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 알제리 등 북아프리
카 국가의 비중도 점차 증가
주요 곡물 생산･소비국의 수출입 비중

미국
EU
캐나다
호주
BRICs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자료 : UN

수출 비중
2000∼05 2006∼11
43.9
40.2
5.0
6.3
7.1
7.9
7.3
5.3
17.1
19.2
9.0
12.7
2.6
4.8
12.3
11.0
2.0
3.6
1.5
2.0
Comtrade

2011
36.9
6.4
6.5
6.5
21.4
14.6
5.2
11.4
4.2
2.4

(기간중 연평균, %)
수입 비중
2000∼05 2006∼11
2011
EU
12.6
10.5
9.6
일본
12.9
10.2
9.3
한국
6.6
5.3
5.2
BRICs
13.7
20.7
23.9
(중국)
9.3
16.9
21.1
(브라질)
3.7
2.8
2.4
멕시코
6.3
6.1
6.4
인도네시아
2.9
3.0
4.1
이집트
4.5
4.5
6.8
알제리
3.4
3.5
4.0

o 이에 따라 세계 곡물교역에서 차지하는 신흥국간 교역비중은 2001년
32.0%에서 2006년 43.0%, 2011년 52.0%로 크게 확대된 반면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교역비중(2001년 29.2% → 2006년 29.3% → 2011년 25.2%) 및 선
진국간 교역비중(38.8% → 27.8% →22.9%)은 축소

- 113 -

세계 곡물교역 추이

자료 : UN Comtrade

3. 국제곡물가격 변동의 특징
( 가격 변동성 확대 )
□ 국제곡물가격*의 변이계수를 산출한 결과 변동성이 최근 들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S&P GSCI 곡물가격지수로 옥수수, 소맥, 대두 등 3개 품종의 가격으로 구성

o 이는 2000년대 들어 기상이변이 빈번해진 데다 신흥국의 고성장에 따
른 곡물수요 증가 및 각국의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등으로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아지고 곡물재고량이 감소한 점 등에 주로 기인
* OECD국가의 바이오 에탄올 소비량(10억리터, OECD･FAO)
: 2005년 23.7 → 08년 45.4 → 12년 68.6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1)

주요 곡물1) 재고/소비 비율

주 : 1) 변이계수를 1년 간격으로 산출
자료 : 자체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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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옥수수, 소맥, 대두의 합
자료 : USDA

( 곡물가격간 동조화 심화 )
□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맥,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가격간 동조화도
심화
o 곡물가격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해본 결과 최근 들어 가격간 상관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자재 관련 금융상품의 발전, 과거보
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 등에 주로 기인
◾ Tang & Xiong(2010)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원유 이외의 상품에 대한 투
자 포트폴리오 편입이 늘어남에 따라 곡물 등 원자재가 하나의 자산으로 취급
되기 시작하면서 원자재가격간 동조화가 심화되었으며, Ai et al.(2006)에 따르면
곡물의 경우 기상이변 등 공급 충격의 동시 발생이 곡물가격간 동조화 현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국제곡물가격간 이동상관계수1)

주 : 1) 1990.1～2012.12월을 분석기간으로 상관계수를 10년 간격으로 순차 계산
자료 : IMF통계에서 자체산출

곡물관련 파생상품 매도‧매수 포지션1)

주 : 1) 옥수수, 소맥, 대두의 합
자료 :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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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뭄1) 주(state)의 개수

주 : 1) 팔머가뭄지수가 –2(moderate
drought) 이하인 주의 개수
자료 : 미국해양대기관리처(NOAA)

― 또한 곡물들간의 대체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곡물가격간 동
조화가 여타 원자재가격간 동조화보다도 더욱 뚜렷
* USDA(1999)에 따르면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소맥 등 여타 곡물의 가격과
밀접히 연관

주요 원자재가격간 상관계수1)
곡
물
◾옥수수&소맥
◾옥수수&대두
◾소맥 & 대두
평 균

상관계수
0.91
0.94
0.90
0.92

에 너 지
◾원유 & 가스
◾원유 & 석탄
◾가스 & 석탄
평 균

상관계수
0.52
0.92
0.39
0.61

주 : 1) 분석기간은 1991.1∼2012.12월

비철금속
◾동&알루미늄
◾동 & 니 켈
◾알루미늄&니켈
평 균

상관계수
0.87
0.84
0.88
0.86

자료 : IMF통계에서 자체산출

( 신흥국의 곡물가격에 대한 영향력 증대 )
□ 국제곡물시장에서 신흥국의 생산 및 소비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세계
곡물교역에 있어서도 신흥국간의 교역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곡물
가격에 대한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대
o 신흥국 수요 증대의 국제곡물가격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
해 세계 곡물소비량을 선진국과 신흥국의 소비량으로 구분하여 국제곡
물가격에 대한 회귀식을 모형 (1)과 같이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 최근
들어 신흥국 수요의 곡물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모형 (1) : ∆ ln     ∆ln  ∆ln  ∆ln   ∆ln     
모형 (2) : ∆ ln     ∆ln   ∆ln  ∆ln   ∆ln     
P : 국제곡물가격(S&P GSCI 곡물가격지수), WCON : 세계 곡물소비량(USDA),
ACON : 선진국 곡물소비량(USDA), ECON : 신흥국 곡물소비량(USDA),
PRD : 세계 곡물생산량(USDA), APRD : 선진국 곡물생산량(USDA),
EPRD : 신흥국 곡물생산량(USDA), ST : 곡물재고량(USDA)

◾ 위의 모형 (1), (2)에서 국제곡물가격이 곡물소비에 영향을 미쳐 내생성
(endogeneity) 문제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곡물소비량(WCON, ACON,
ECON)에 대해서는 GDP와 모형내의 여타 설명변수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이용하는 2SLS(two-stage least square)로 추정

- 다만 거미집이론(cobweb theorem) 등에 의하면 농산물의 경우 전기 가격
이 곡물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재고는 미래 가격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곡물생산 및 재고는 외생변수로 처리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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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신흥국 생산 증대의 국제곡물가격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해 세계 곡물생산량을 선진국과 신흥국의 곡물생산량으로 구분
한 모형 (2)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최근 들어 신흥국 생산의 곡물가격
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
― 2005년 이후 신흥국의 곡물 생산 및 소비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분석대상기간을 전체기간(1970∼2012년)과 2005년 이전 기간
(1970∼2005년)으로 나누어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 전체기간에서 신
흥국 소비(ECON) 및 생산(EPRD) 추정계수가 2005년 이전 기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남
회귀분석 결과1)
설명변수
상수항
∆ ln  
∆ ln  
∆ ln  
∆ ln  
∆ ln  
∆ ln  
∆ ln 

모형 (1)
1970∼2005년 1970∼2012년
-0.14** (0.07)
-0.16***(0.05)
2.94* (1.54)
2.47 (1.75)

3.61** (1.65)
***

-1.40 (0.47)
***
-0.77 (0.21)

4.61***(1.16)
-1.36***(0.45)
***
-0.81 (0.21)

모형
1970∼2005년
-0.06 (0.06)
3.77* (2.13)
-0.79***(0.24)

(2)
1970∼2012년
-0.06 (0.05)
4.86** (2.14)
-0.79***(0.24)

-0.31 (0.27)

-0.51* (0.30)

-0.94***(0.23)

-1.04***(0.22)

주 : 1) ( )내는 표준오차(Newey-West standard error).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
에서 유의함을 의미

4. 전망 및 시사점
□ 국제곡물가격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점
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o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여 당분간 수요의 증대가
제한적인 반면 생산은 기상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1～2년간 국제곡물가격은 전년대비 하락
할 전망
― 다만 가뭄 등 갑작스러운 기상여건 악화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거
나 투기자금 유입이 급증할 경우 예상과 달리 국제곡물가격이 상승
할 가능성도 잠재

- 117 -

곡물 수급 전망1)

주요 기관의 국제곡물가격 전망1)
(백만톤)

2012/13 (A) 2013/14 (B)

(전년대비, %)
2013년
2014년

B-A

소
맥
855
876
+21
조
곡2)
1,293
1,403
+110
급
유지작물3)
533
560
+27
소
맥
675
694
+19
소
조
곡2)
1,139
1,220
+81
비
유지작물3)
396
408
+12
주 : 1) 2013.6월 전망
2) 옥수수 포함 3) 대두 포함
자료 : USDA
공

농 산 물2)

-4.2

-11.0

옥수수3)

-9.7

-16.6

소 맥3)

-7.6

-1.7

대 두3)

-9.2

-11.4

주 : 1) 2013.6월 전망 2) OEF
3) 3개 주요 IB 평균
자료 : OEF, JP Morgan, DB, Citi

기상여건과 곡물가격
① (1993년) 미국 대홍수
(1995년) 미국 가뭄
② (2002년) 미국･캐나다･호주 흉작
(2003년) 미국 고온･건조
③ (2006년) 호주 가뭄, 유럽 폭염
(2007년) 유럽･호주 가뭄
④ (2010년) 러시아 가뭄
(2011년) 미국 고온･건조
⑤ (2012년) 미국･러시아 가뭄

o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생산성 향상 및 신흥국의 꾸준한 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주요 곡물가격은 2015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 예상(OECD･FAO)

― 공급 면에서는 농업 부문에 투자를 늘려온 신흥국들의 생산 비중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나 세계 전체의 곡물생산*은 생산비용 상승, 자
원제약의 심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세계 주요 곡물생산량 증가율 전망(OECD･FAO)
: 2003～12년 24.1% → 2013～22년 13.9%

― 수요 면에서는 인구가 많고 소득 성장세가 높은 중국의 국제곡물시
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전망인 가운데 전반적으로 인구 및 소득
증가, 도시화 등에 따라 신흥국을 중심으로 곡물소비 증가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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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곡물의 장기 수급전망 국제곡물가격의 장기 전망 신흥국의 생산･소비 비중 전망
(기간중 증가율, %)
2003∼12 2013∼22
24.1
생세 계
선진국 12.8
산
신흥국 36.4

13.9
8.9
19.0

22.2
16.4
소세 계
선진국 10.8
11.2
비
신흥국 32.1
20.2
자료 : OECD, FAO

자료 : OECD, FAO

자료 : OECD, FAO

□ 한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곡물가격간 동조화
도 심화되고 있어 곡물 수입국 및 수출국 모두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o 곡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통해 공급요인에 의한 예상치 못한 곡물
가격 변동에 대처
― 수자원 및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차원의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대비
― 신흥국은 운송, 관개시설, 전력 등 농업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
o 원자재관련 파생상품시장의 발전 등으로 투기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곡물관련 파생상품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자
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o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곡
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에도 유의
― 또한 대체연료 사용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
증가도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미국은 2007.12월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EISA)」의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혼
합 의무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가 강화되어 바이오 연료 의무 사
용량이 확대된 가운데 미 환경보호국(EPA)은 2010.2월에 RFS를 보완한 RFS2
의 시행령을 발표. 한편 EU는 2009.4월 「재생에너지자원 사용 및 촉진에 관
한 지침(RED, Renewable Energy Directive)」을 채택하여 2020년까지 운송부문
에너지소비량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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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량1)

주 : 1) RFS2에서 규정한 연간 사용량
자료 : 미국 환경보호청(EPA)

세계 주요 바이오연료 생산량

자료 : OECD, FAO

□ 이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곡물수급 정보체계* 및 조기경보체계 등의 강화, 국제곡물비축제도** 등
의 정비 등 국제적인 공조가 더욱 중요
* UN, OECD, IGC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협력하여 주요 곡물의 시장상황 등에 대
한 정보를 생성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AMIS(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가 FAO내에 구축되어 있음
** ASEAN+3 회원국들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회원국에게 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ASEAN+3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2012.7.12일 발효)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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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순수출로 본 국제곡물의 교역구조
□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은 주요 곡물을 수출하고 신흥국은 수입하는 구조
o 국가들의 순수출량을 합해보면 선진국은 옥수수, 대두, 소맥을 각각 세계에
17.01백만톤, 19.32백만톤, 64.39백만톤 순수출하고 신흥국은 옥수수, 대두, 소
맥을 각각 1.42백만톤, 17.45백만톤, 34.88백만톤 순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o 국가별로 보면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주요 생산국들이 풍부한 곡물 생산
량을 바탕으로 일본, 멕시코, 중국, 이집트 등 순수입국들에게 주요 곡물을 수출
o BRICs는 옥수수와 소맥의 순수출국이지만 대두에 있어서는 순수입국
― 중국은 옥수수와 소맥의 경우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세계 2위로 곡물을
세계시장에서 교역하기보다는 자급하고 있으나 대두의 경우에는 소비량
비중은 28.1%로 세계 1위인 반면 생산량(세계 생산량의 6.1%)은 비교적
적어 약 52.3백만톤 순수입
― 인도는 대두 및 소맥 모두 자급률이 100%에 가까우면서 자국이 생산한 곡
물을 자국에서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비중(옥수수
6위, 대두 5위, 소맥 3위)은 높지만 주요 순수출국(상위 10개국)에 속하지 못함
주요 곡물 순수출량1)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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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신흥국의 곡물자급률
□ 신흥국의 생산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신흥국의 자급률도 점차 높아지고는
있으나 선진국과 달리 생산량이 여전히 소비량을 밑도는 수준
o 주요 신흥국중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자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반면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은 100%를 하회
곡물자급률1)

주요 선진국 자급률1)

주 : 1) 생산량/소비량
자료 : USDA

주 : 1) 2012/13년 기준
자료 : USDA

주요 신흥국 자급률1)

주 : 1) 2012/13년 기준
자료 : USDA

o 곡물별로 보면 미국, 캐나다 및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은 옥수수, 소맥,
대두 등의 자급률이 대체로 100%를 상회하나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EU 등은 100%를 하회
― 중국의 경우 옥수수 및 소맥은 세계 2위, 대두는 세계 4위의 생산국이
나 소비량도 세계 1∼2위에 달해 옥수수 및 소맥은 자급률이 10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침
◾ 특히 대두는 자급률이 17%에 불과하여 중국 곡물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가운데 중국이 전세계 대두 수입량의 60% 이상을 수입(2011년 기준)
주요국의 곡물별 자급률1)

주 : 1) 2012/13년 기준
자료 :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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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천연가스시장의 현황 및 전망*
곽준희 국제종합팀 조사역
김명현
과 장
◆ 천연가스는 석유 및 석탄과 함께 세계 3대 에너지 자원의 하나로 생산･
소비가 모두 2000년대 들어 1990년대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
며, 유럽과 북미 지역이 세계 생산량 및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
o 교역규모는 생산국의 자체 소비량이 많아 생산량의 1/3 수준이나 LNG
교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 및 소비 증가율을 웃도는 신장세를 지속
◆ 세계천연가스시장은 주요 소비지인 북미, 유럽 및 동아시아의 3개
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최근 가격 수준을 보면 최대 LNG 수요지인
시아 국가의 구매가격인 인도네시아산 LNG가격이 미국의 HH(Henry
가격 및 유럽의 NBP(National Balancing Point)가격에 비해 2∼4배
수준

지역
동아
Hub)

높은

o 이는 인도네시아산 LNG가격의 유가 연동 결정방식, 인도네시아산 등에
대한 동아시아의 높은 LNG 수입의존도,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HH가격의 하향 안정, 인도네시아의 LNG 수출량 감소 및 후쿠시마 원
전사태로 인한 일본의 수입 증대 등에 기인
◆ 향후 세계천연가스 소비가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지역의 수요 확대로 계
속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생산이 비전통가스를 중심으로 더 크게 늘어남
에 따라 2020년경 이후에는 공급이 수요를 소폭 상회할 전망
o 한편 세계천연가스 교역은 신흥국의 수요 증가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
로 더욱 확대되면서 LNG 교역비중도 높아지겠으며, 동아시아지역의
LNG 교역구조는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 수요와 호주, 북미 등의 공급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세계천연가스가격은 2020년경 이전까지는 초과수요 등으로, 그 이후에
는 소폭의 공급초과에도 불구하고 비전통가스를 중심으로 한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각각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o 동아시아시장의 LNG가격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호주 등의 신규
LNG 프로젝트에 따른 LNG 공급량 증가 및 경쟁방식에 의한 가격결정
확산 등으로 HH가격보다 낮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격차도 점차 축
소될 것으로 예상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29호(2013.7.18), 국제경제리뷰 제2013-16호(20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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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전체 에너지에서 석유(38.1%) 및 석탄
(30.0%) 다음으로 높은 16.8%(201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1991년 3.4% → 2001년 10.5% → 2011년 16.8%)
* 중국, 러시아 등 인접 천연가스 생산국과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액
화천연가스(LNG; Liquified Natural Gas) 형태로 전량 수입

o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에 따라 소비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는 있
으나 2000년대 들어서도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시현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소비현황
<소비규모>

<소비비중>

<소비증가율>
(연평균, %)
1991∼00 2001∼11
석탄

4.4

6.3

석유

7.6

0.7

LNG

20.1

8.5

수력

-1.3

3.3

원자력

7.5

3.0

재생

10.3

10.9

전체

6.9

3.9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2

□ 우리나라는 LNG를 주로 카타르(수입량 비중, 28.4%), 인도네시아(20.6%), 오
만(11.4%), 말레이시아(11.3%) 등 중동 및 동남아국가에서 수입*
* 지리적 이유로 수송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
남아 국가에서의 수입량이 많은 편

o 세계 LNG 수입규모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수입비중(15.2%)은 일본
(36.2%) 다음으로 높은 수준
o 특히 우리나라의 LNG 수입가격은 일본과 더불어 지리적 이유로 파이
프라인을 통한 수입이 불가능하여 여타 수입국 수준을 큰 폭 상회
⇒ 국제천연가스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비, 생산 및 교역을 중심으로
향후 시장의 변화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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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LNG 수입 현황1)

국가별 LNG 수입 현황1) 주요국의 LNG 수입가격1)

(달러/MBTU)
(10억㎥)
2)
2011 2012 2013
수입량 수입비중
일본
111.8
36.2
카타르
일본 13.90 14.85 14.64
한국
49.7
15.2
인도네시아
한국 13.96 14.93 14.70
스페인
21.4
6.5
오만
스페인 8.41 8.73 8.94
인도
20.5
6.2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중국
20.0
6.1
영국
7.52 7.21 8.08
예맨
대만
16.9
5.2
미국
러시아
영국
13.7
4.2
동해안 3.15 2.22 6.69
브루나이
미국
프랑스
10.3
3.1
멕시코만 1.98 0.32 1.50
호주
터키
7.7
2.4
트리니다드
세계
519(1.9) 0.8(2.3) 이탈리아
8.06 7.92 8.95
7.1
2.2
토바고
평균
주 : 1) 2012년 기준, ( )내는
주 : 1) 2012년 기준
주 : 1) 연평균, 2013년은
전체 대비 비중(%)
2) 세계 대비 비중(%)
1∼5월중 평균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Bloomberg, 노무라
자료 : BP(2013)
(백만달러, 십억톤)
수입액
수입량
9,691(35.4) 10.3(28.4)
5,342(19.5) 7.4(20.6)
3,968(14.5) 4.1(11.4)
2,309(8.4) 4.1(11.3)
1,362(5.0) 1.8(5.0)
1,017(3.7) 2.6(7.2)
848(3.1) 2.2(6.0)
749(2.7) 0.8(2.1)
612(2.2) 0.8(2.3)

2. 세계천연가스의 수급 및 교역
 (소비) 세계 3대 에너지 자원의 하나인 천연가스가 세계 에너지 소비량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23.9%로 석유(33.1%) 및 석탄(29.9%)
보다는 낮지만 수력(6.7%) 및 원자력(4.5%) 비중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
* 1980년 19.5% → 1990년 21.8% → 2000년 23.3% → 2012년 23.9%

세계 에너지원별 소비규모

자료 : BP(2013)

지역별 천연가스 소비

(10억㎥)

증가율(연평균,%)
1990 2000
20121)
1991∼ 2001∼
00
12
북미
637 794 907 (27.4) 2.2
1.1
중남미
58
95 165 ( 5.0) 5.1
4.7
유럽
974 989 1,083 (32.7) 0.2
0.8
중동
96 187 412 (12.4) 6.9
6.8
아프리카
40
58 123 ( 3.7) 3.8
6.5
아시아
154 290 625 (18.9) 6.5
6.6
계
1,959 2,413 3,315 (100.0) 2.1
`2.7
주 : 1) ( )내는 세계 대비 비중(%)
자료 : BP(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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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계천연가스 소비는 유럽(세계대비 비중 : 32.7%), 북미(27.4%) 등에서 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연평균 2.7% 늘어나면서 1990년
대(2.1%)보다 높은 증가세를 시현
 (생산) 세계천연가스 생산은 2000년대 들어 중동,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2.8% 늘어 1990년대(2.0%)보다 높은 증가세를 기록
o 2012년 기준으로 지역별 생산비중은 유럽(30.8%) 및 북미(26.6%)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중동(16.3%), 아시아･태평양
(14.6%) 등의 순임
◾ 국가별로 보면 미국(20.3%), 러시아(17.6%) 등의 생산비중이 압도적으로 높
은 가운데 이란(4.8%), 카타르(4.7%), 캐나다(4.7%) 등의 순이며, 아시아･태평
양지역에서는 중국(3.2%), 인도네시아(2.1%), 말레이시아(1.9%) 등이 주요 생
산국임
세계천연가스 생산

자료 : BP(2013)

지역별 천연가스 생산
(10억㎥)
증가율
(연평균,%)
1990 2000
20121)
1991 2001
∼00 ∼12
북미 640 764 896 (26.6) 1.8 1.3
중남미 58 101 177 ( 5.3) 5.7 4.8
유럽 961 937 1,035 (30.8) △0.3 0.8
중동 101 208 548 (16.3) 7.5 8.4
아프리카
69 130 216 ( 6.4) 6.5 4.4
아시아 151 272 490 (14.6) 6.1 5.0
계 1,980 2,411 3,364 (100.0) 2.0 2.8
주 : 1) ( )내는 세계 대비 비중(%)
자료 : BP(2013)

o 한편 2012년 현재 천연가스의 확인(proved) 매장량은 187조㎥로 현 소
비량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향후 56년간 공급 가능한 규모로 추정
― 매장량의 절반 정도(49.0%)가 이란(18.0%), 러시아(17.6%) 및 카타르(13.4%)
의 3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매장량은 2006년 이후 약 30조㎥
증가(투르크메니스탄 : +15.2조㎥, 이란 ; +6.0조㎥, 미국 : +2.7조㎥, 러시아 : +2.6
조㎥ 등)

◾ 매장량 증가가 대부분 전통가스에 국한되어 있는바, 예외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셰일가스, CBM(Coalbed Methane; 탄층 메탄가스) 등의 비전
통가스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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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가능(technically recoverable) 매장량은 현재 확인된 매장량의 4배가
넘는 790조㎥로 추정되며, 이중 전통가스는 462조㎥로 대부분 동유럽
및 러시아, 중동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비전통가스는 328㎥로 아
시아･태평양,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
* 채굴가능 매장량(확인 매장량 포함, 조㎥, IEA)
◾전통가스
◾비전통가스

서유럽 동유럽
24
144
22
44

북미
47
67

중남미 아시아
32
43
48
94

세계천연가스의 확인 매장량1)

중동 아프리카
125
49
12
40

계
462
328

주요국의 천연가스 매장량 증가1)

매장량
주요국
(조㎥)
북미 10.8 ( 5.8) 미국(4.5), 캐나다(1.1)
중남미 7.6 ( 4.1) 베네수엘라(3.0)
유럽 58.4 (31.2) 러시아(17.6), 투르크메니스탄(9.3)
이란(18.0), 카타르(13.4),
중동 80.5 (43.0)
사우디(4.4), UAE(3.3)
아프리카 14.5 ( 7.7) 나이지리아(2.8), 알제리(2.4)
아시아 15.5 ( 8.2) 호주(2.0), 중국(1.7), 인도네시아(1.6)
계

187.3 100.0

주 : 1) 2012년 기준, ( )내는 세계 대비 비중(%)
자료 : BP(2013)

주 : 1) 2006∼12년중 상위 15개국
자료 : BP(2013)

 (교역) 교역규모는 전체 생산량의 1/3 수준 정도이나 생산 및 소비 증
가율을 웃도는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연평균 교역증가율 : 1994∼00년 4.7%,
2001∼11년 4.6%)

세계천연가스 교역1)

세계 LNG 교역1)

주 : 1) 수입지･수입량 기준
주 : 1) 수입지･수입량 기준
역내교역 제외
역내교역 제외
자료 : EIA(2013)
자료 : EIA(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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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LNG 수입비중1)

주 : 1) 2012년 기준
역내교역 포함
자료 : BP(2013)

o 특히 LNG 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송･저장설비 구축의 어려움이 점차
해소되면서 PNG(Pipeline Natural Gas) 형태의 근거리 교역보다는 LNG 교
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LNG 수입비중이 80%의 높은 수준을 보임
* 2000년대 LNG 교역증가율은 연평균 10.5%로 PNG 교역증가율 2.2%를 크게 상회

o 세계천연가스시장은 원유와 달리 수송 및 저장상의 애로* 등으로 주요
소비지인 북미, 유럽 및 동아시아의 3개 지역으로 분할된 소비･공급
체계를 형성
* PNG 방식은 파이프라인 건설 등에, LNG 방식은 수송 및 저장설비 구축 등 수
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상당 규모의 초기비용이 소요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
으나, 수송비용 면에서는 PNG 방식이 LNG 방식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함

― 북미 지역은 주로 북미지역 생산물량이 자체 소비되는 가운데 일부
부족분을 중남미, 중동 등으로부터 LNG 형태로 수입
― 유럽은 북해지역에서 생산된 가스를 중심으로 45% 정도를 자체 충
당하고 CIS,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부터도 상당량을 수입
―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브루나이 등의 지역 국가에
서 45%를 공급받고 부족분을 중동, CIS, 아프리카 등에서 수입
지역별 천연가스 교역1)(2012년)
수출지역(From)
북미 중남미 유럽
CIS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2)
128.9
북미
5.4
0.2
4.5
1.1
0.3
16.9
중남미
0.2
10.4
1.6
1.7
1.0
197.5
132.9
7.5
39.3
수
유럽
0.1
5.3
4.2
31.1
28.5
입
91.0
0.9
지
CIS
역
9.4
19.2
0.6
(To) 중동
0.4
0.2
3.0
1.0
0.1
6.0
아프리카
21.4
34.1
2)
아시아
0.5
3.5
1.6
14.8
91.1
22.2
93.6
128.9
16.9
197.5
254.7
27.6
45.8
34.1
총수출
0.8
24.9
7.9
14.8
131.4
54.1
94.0
주 : 1) 상단은 PNG 교역, 하단은 LNG 교역
2) 오세아니아 포함
자료 : BP(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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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총수입
128.9
11.6
16.9
15.2
377.2
69.3
91.9
29.2
4.6
6.0
55.5
227.2
705.5
327.9

3. 세계천연가스의 가격
□ 세계천연가스시장이 3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역이 중
장기계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격이 유가와 연동된 매매계약에 의해
주로 결정되어 오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 유럽 등의 시장에서
경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물량* 확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
* 유럽에서 거래되는 물량 가운데 유가연동 가격결정방식을 적용하는 거래의 비중
은 2005년 95%에서2011년 58%로 감소(한국석유공사)
◾ 대표적인 경쟁가격으로는 NYMEX 천연가스선물의 기초가격으로서의 기능
을 하는 미국 HH(Henry Hub)와 영국 ICE 천연가스선물의 기초가격인
NBP(National Balancing Point)가 있음
◾ 이와 달리 매매계약에 의한 대표적인 가격지표로는 독일의 수입가격인 러

시아산 천연가스가격, 일본의 수입가격인 인도네시아산 LNG가격 등을 들
수 있음

o 경쟁가격인 HH 및 NBP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격 또는 인도네시아산
LNG가격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변동성도 작아
안정적인 움직임을 시현
천연가스 및 유가 추이

자료 : NYMEX, ICE, IMF

□ 최근에는 세계 LNG시장의 최대 수요지인 동아시아 국가의 구매가격인
인도네시아산 LNG가격이 HH 및 NBP에 비해 2〜4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격결정방식 및 시장구조의 차이, 셰일가스 생산
의 영향, 수출국의 정책변화 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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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H 및 NBP 가격은 선물거래소에서 경쟁에 의거해 결정되는 반면 인
도네시아산 LNG가격은 매매계약상 유가연동 결정방식에 따르고 있어
천연가스의 수급상황 외에도 석유시장의 수급여건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음
◾ 인도네시아산 LNG가 거래되는 동아시아시장에서 장기계약 비중은 2012년
약 85%로 북미(0%) 및 유럽(58%) 시장의 비중을 크게 상회(Int’l Goup of
LNG Importers)

― 2009년까지 인도네시아산 LNG가격은 HH 및 NBP 가격과 비슷한 수
준을 보이다가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더 큰 폭으로 상승
②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편중된 수입구조도 인도
네시아산 LNG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인도네시아산 LNG 수출량의 약 98%가 동아시아 4개국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LNG 수입량의 약 32%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브루나이 등 3개국에서 조달
아시아지역의 LNG 교역(2012년)
(10억㎥)
수출지역(From)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3개국 합 5개국 합4)

총수입량3)

일본

8.4

19.9

8.0

36.3

79.2

118.8

한국

10.3

5.6

1.1

17.0

32.3

49.7

3.3

2.5

-

5.8

17.4

20.0

수 중국
입
지 대만
역
1)
(To) 동북아

2.6

3.8

-

6.4

14.6

16.9

24.6

31.8

9.1

65.5

143.5

205.4

아시아2)

24.7

31.8

9.1

65.6

160.1

227.2

총수출량3)

25.0

31.8

9.1

65.9

199.4

327.9

주 : 1)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 4개국
2) 4개국 및 인도, 대만
3) 대세계
4) 3개국 및 카타르, 호주
자료 : BP(2013)

③ 2000년대 중반 이후 셰일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미국의 HH
가격이 원유가격을 밑돌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가가 재차
상승하였던 2009년 이후에도 미국 및 유럽에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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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WTI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기조로 전환하지 않

고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일시적으로는 유가의 1/10 수준까지 하락
하였으며,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천연가스의 역내 자립도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가격은 유가만큼 오르지 않고 유가의 최대
60% 정도 수준에 그침
# 유럽의 천연가스 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영국의 천연가스 생산이 2000년을 정점
으로 감소하면서 영국이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한 데 크게 기인(영국
의 천연가스 생산량, bcm : 1990년 45.5 → 2000년 108.4 → 2012년 41.0)

― 유럽의 NBP가격이 유가를 크게 하회하는 것은 미국의 셰일가스 생
산 확대에 따라 중동산 천연가스의 대미국 수출이 줄고 대유럽 수
출은 확대된 데 기인
◾ 영국은 당초 국내소비 부족분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PNG 수입으

로 충당하였으나 2011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27%를 중동에서 수입하였으
며, 유럽 전체로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수입량의 약 8%, 2005년 대비 수
입량 증가분의 약 25%를 중동산 LNG에 의존
천연가스가격과 유가

자료 : Bloomberg

천연가스의 유가대비 상대가격

자료 : Bloomberg

천연가스 역내 자급도1)

주 : 1) 생산량/소비량
2) 러시아 등 제외
자료 : BP(2013)

④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이었던 인도네시아의 생
산이 정체*되고 수출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2011.3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의 수입량이 급증한 것도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
* 인도네시아는 2011년 카타르, 말레이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수출국으로서 위상
이 낮아진 데 이어 2012년에는 전세계에서 LNG 수출비중이 7.6%에 그쳐 카타르
(32.2%), 말레이시아(9.7%), 호주(8.6%), 나이지리아(8.3%) 다음의 5위 수출국으로
위상이 저하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2011년 일본, 한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시장에 대한 LNG 장기계약물량을 대폭 삭감(일본
의 경우 연 1,200만톤 → 연 300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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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LNG 생산･수출

일본의 LNG 수입

자료 : BP(2013)

자료 : BP(2013)

4. 향후 전망
수급 전망
◇ 향후 천연가스 소비가 아시아･태평양, 중동지역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
는 가운데서도 생산이 전통가스 생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전통가스
생산 확대로 더 크게 늘어남에 따라 소폭의 공급 초과상황이 나타날
전망
 (소비) British Petroleum 등 주요 에너지기관은 향후 20년간 세계천연
가스 소비가 석유 및 석탄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에너지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의 23%에서 2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원중 천연가스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발전용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소비
자 입장에서도 사용 편의성이 높고 공해물질도 적은 청정연료라는 점 등에 기인

o 지역별로는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중동지역 등
에서 천연가스 소비가 크게 늘어날 전망
◾ 에너지소비의 68%, 전력생산의 80%(2011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은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천연가스 소비가 2035년까지 연평
균 6.6% 늘어나고 인도 및 브라질도 각각 연평균 4.2% 및 4.3% 증가 예상
(IEA)
◾ 중동지역은 발전, 담수화 및 석유화학 부문의 수요 증가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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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소비 전망

지역별 천연가스 소비 전망(BP)

(백만TOE)
2010 2020 2025 2030 증가율2)
1)
석유
4,032 4,407 4,628 4,761 0.8
천연가스 2,843 3,633 3,938 4,252 2.0
석 탄 3,532 4,454 4,617 4,701 1.4
원자력
626
734
834
968 2.2
수 력
779
996 1,074 1,157 2.0
재 생
166
471
668
878 8.7
계
11,978 14,694 15,759 16,716 1.7
주 : 1) Biofuel 포함 2) 2011～30년, 연평균(%)
자료 : BP(2013)

(백만TOE)
2010 2020 2025 2030 증가율1)
북미
758 862 885 907 0.9
중남미 135 184 214 242 2.9
유럽 1,012 1,104 1,131 1,165 0.7
중동
340 510 586 670 3.5
아프리카 96 123 144 168
2.8
아시아 502 850 978 1,100 4.0
계 2,843 3,633 3,938 4,252 2.0
주 : 1) 2011～30년, 연평균(%)
자료 : BP(2013)

 (생산) 향후 세계천연가스 생산은 채굴의 어려움 등으로 1990년대(2.0%)
및 2000년대(2.8%)보다는 증가세가 다소 낮아질 전망
o 지역별로는 소비가 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높은 신장
세를 나타내겠으나 북미, 유럽 등에서는 연평균 1% 내외의 낮은 증가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o 셰일가스 등 비전통가스 생산은 북미, 중국, 호주 등에서 늘어날 가능
성이 있으나 개발 정도에 상당한 격차가 있어 지역별로 상이한 생산･
공급 행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비전통가스의 세계생산 비중은 1990년 3%에서 2010년 14%로 높아진 데

이어 2020년 20%, 2035년 26%로 높아질 전망이며, 미국의 비중은 여타 국
가의 생산 확대 등으로 2011년 78%에서 2035년 44%로 하락 예상(IEA)

― 북미의 셰일가스, 호주의 CBM 개발은 각각 국내시장 및 아시아
LNG시장의 규모 확대 등을 배경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
타 지역은 환경규제, 기술적 문제 등으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음
◾ 특히 북미 다음으로 셰일가스 개발지역으로 지목받고 있는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폴란드 등 일부 국가만이 셰일가스 개
발에 적극적인 입장이고 프랑스 정부가 탐사활동을 중지(2011.4월)하는 등
전반적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높음(JOMEG)
◾ 아시아지역의 비전통가스 개발을 보면, CBM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석탄생산국에서 소규모로 생산하거나 시험생산 단계에 있으며,
중국의 경우 셰일가스의 기술적 가채매장량이 세계 최대 규모이나 제도
미비,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 등으로 실제 개발에서 상용화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JOMEG)

- 133 -

지역별 천연가스 생산 전망

북미

지역별･형태별 가스 공급 전망

(백만TOE)
2010 2020 2025 2030 증가율1)
743 894 955 983 1.4

중남미

147

189

209

233

2.3

유럽

924

1,002

1,054

1,110

0.9

중동

425

632

717

794

3.2

아프리카 192

222

278

351

3.1

656

739

810

3.2

2,866 3,595 3,952 4,281

2.0

아시아
계

435

< 북미 >

(BCF per day)

주 : 1) 2011∼30년, 연평균(%)
자료 : BP(2013)

< EU >

< 중국 >

자료 : BP(2011)

 (수급 상황) 수요 및 공급 전망을 종합해 보면, 2020년경까지는 천연가
스 공급량이 수요량을 하회하겠으나 이후에는 비전통가스의 생산 확대
로 인해 소폭의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날 전망
o LNG의 경우 2020년경까지는 액화처리능력(3,900억㎥)이 가스화처리능
력*(8,950억㎥)을 하회하고 건설 및 계획 중인 시설을 포함하더라도 액
화처리능력(13,980억㎥)이 가스화처리능력(17,370억㎥)을 밑돌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공급이 소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IEA)
* LNG는 액화된 상태로 국제시장에 공급되고 소비를 위해 다시 LNG를 가스로 변환

세계천연가스 수급 전망

지역별 천연가스 수급1) 전망 천연가스 액화･가스화 시설1) 2)
(백만TOE)(
2010 2020 2025 2030
북미

-15

중남미

12

유럽
중동

32

70

76

5 -5 -9
-10
-88
-77 -55
2
85 122 131 124

99 134 183
-19 -23 -29
아시아 -67
4
9
0
계
24 -38 14 29

아프리카

자료 : BP

96

주 : 1) 공급-소비
자료 :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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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액화 가스화
시설
시설
390
895
조업중
(122)
(444)
108
건설중 138
(100)
(70)
870
734
계획중 (145)
(214)
계
1,398
1,737
(367)
(728)
주 : 1) 2013.5월 현재,
2020년 전후까지
의 계획을 포함
2) ( )내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자료 : IEA

교역 전망
◇ 향후 세계천연가스 교역은 신흥국의 경제규모 확대, 환경규제 강화 등
에 따른 수요 증가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고 LNG 교역
비중도 높아지는 가운데 동아시아지역의 LNG 교역구조도 오세아니아
지역의 부상 등으로 점차 바뀔 전망
 (지역간 교역규모 확대) IEA는 향후 지역간 교역규모가 아시아 및 유럽
의 수입 확대, 러시아 등의 수출 증가, 북미지역의 순수출 전환 등으로
2035년에는 2010년 대비 약 80% 커질 것으로 예상
o 아시아 신흥국은 2010년 역내 생산의 6% 정도를 순수출하였으나 중
국, 인도 등의 수입증가로 2035년에는 역내 소비의 30%를 순수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중국의 수입 증가 규모가 세계 증가폭의 약
40%를 차지할 전망
◾ 유럽의 순수입도 2035년에는 2010년 대비 약 70% 늘어나 역내 소비에서

순수입 비중이 2010년 47%에서 68%로 상승 예상

― 수출 면에서는, 세계 1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순수출이 약 60% 증가
하고 미국의 경우 현재의 순수입국에서 2020년 이후 순수출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중동지역은 카타르, 이란 등을 중심으로, 아
프리카는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의 PNG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수
출이 현재보다 각각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
천연가스의 지역간1)(inter-regional) 교역 전망2)

(10억㎥)
2010
2020e
2035e
교역량 대소비 비중4)
교역량 대소비 비중4)
교역량 대소비 비중4)
OECD
-419
26%
-403
23%
-492
25%
(북미)
-29
3%
30
3%
34
3%
(유럽)
-265
47%
-335
57%
-454
68%
(아시아3)) -125
68%
-99
48%
-72
30%
CIS
150
18%
221
23%
362
30%
(러시아)
192
29%
212
30%
307
36%
아시아
26
6%
-112
17%
-335
30%
(중국)
-15
14%
-129
42%
-226
41%
중동
96
20%
125
20%
169
21%
아프리카
106
51%
138
50%
252
59%
중남미
17
10%
31
15%
44
15%
세계
675
20%
860
22%
1,197
24%
주 : 1) 동일 지역내 교역 제외 2) 플러스(+)는 순수출, 마이너스(-)는 순수입을 의미
3) 오세아니아 포함 4) 순수출국에 대해서는 생산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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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수급구조 변화) 지역간 교역에서 LNG 비중은 현재의 40%에서
2035년 50% 정도로 높아지겠으며 아시아의 LNG 수급구조가 일본 및
한국보다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의 수요와 호주, 북미 등의 공급능력
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
o LNG 수요는 동아시아가 유럽과 함께 여전히 주요 시장으로서의 지위
를 유지할 전망이나 LNG 교역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도 일부 잠재
― 중국에서는 셰일가스의 상업적 생산 가능 여부가, ASEAN에서는 발
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LNG 수입량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
o LNG 공급 측면에서 보면, 동남아시아의 신규 공급능력은 저하되는 반
면 오세아니아, 북미지역의 공급능력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
― 호주* 등 오세아니아 지역의 경우 신규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개
시되는 2015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급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호주의 국별 LNG 수출비중(2010년, %) : 일본 70, 중국 21, 한국 5, 대만 4 등
◾ 호주는 2015∼20년중 공급능력의 큰 폭 증가로 카타르를 제치고 세계 최

대의 LNG 공급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2020∼25년에는 동아시아에 대
한 LNG 공급의 40∼50%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JOMEG)

―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지역에서는 셰일가스를 수출용 LNG화하여
유럽,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경
이후에는 동아프리카지역도 신규 LNG 공급처로 등장할 전망
◾ 미국은 기존의 설비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멕시코만 연안의 LNG 설비

를 적극 활용하여 유럽,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
며, 캐나다는 British Colombia주에 LNG 설비를 건설하여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JOMEG)

가격 전망
◇ 세계천연가스가격은 2020년경까지는 초과수요 등으로, 그 이후에도 비
전통가스를 중심으로 한 생산비용 상승 등을 반영하여 대체로 상승세
를 지속하겠으며, 동아시아시장의 LNG 수입가격과 HH가격간의 차이도
점차 축소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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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가격)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에 따른 수요 증대,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천연가스가격은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o 단기적으로는 2013∼14년중 HH가격이 생산증가세 둔화*로 전년보다
상승하고 LNG가격은 호주의 생산 증대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
며, 이에 따라 LNG가격과 HH가격간의 차이도 축소될 전망
* 세계 천연가스 생산증가율 : 2012년 3.9% → 2013∼14년 3.2%
** 세계 LNG 생산증가율 : 2013년 1.9% → 2014년 4% 이상

천연가스가격 전망1)
(달러/MBTU)
1/4

2013년
2/4
3/4e

2.8

3.5

4.1

3.9

4.1

3.9

4.2

16.6

16.2

15.0

16.0

16.7

16.0

15.8

(13.8)

(12.7)

(10.9)

(12.1)

(12.6)

(12.1)

(11.6)

2012년
HH
LNG 가격

2)

(HH 대비)

4/4e

2013년e

2014년e

주 : 1) 2013.6월 기준
2) 일본 기준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o 장기적으로는 생산비용이 낮은 가스전이 점차 고갈됨에 따라 천연가
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그 폭은 유가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유가대비 상대가격도 상승할 전망
 (LNG가격) LNG가격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호주 등의 신규 LNG 프
로젝트에 따른 LNG 공급량 증가 및 경쟁방식에 의한 가격결정 확산
등에 따라 HH가격보다 낮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o 북미지역의 경우 LNG 수출량이 2012년 8억㎥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350억㎥, 2035년 400억㎥로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량의 약 2/3를 아시
아에 수출할 전망(IEA)
― LNG 장기계약 등에 근거하여 추정해 보면, 일본의 LNG 수입량에서
호주의 비중은 2010년 19%에서 2020년 43%로, 한국에서는 같은 기
간중 3%에서 4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JOMEG)
o 장기계약방식의 LNG 거래비중이 낮아지고 단기계약거래가 증가하는
것도 LNG가격을 안정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며, 동아시아지
역의 LNG 거래가격도 점차 HH 및 NBP 가격과 유사한 경쟁방식*으로
변모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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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가 거래되는 뉴욕선물거래소의 운영업체인 CME는 최근 들어 동아시아 LNG
가격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LNG East Asia Index Futures)을 도입하였으며, 호
주는 2012.12월 가스거래소 개설에 착수하여 2014년 초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세계 LNG 거래에서 단기계약 비중은 2000년 15%에서 2011년 26%로 상승
(IEA)

유가대비 천연가스가격1) 장기 전망

주 : 1) 명목가격
자료 : EIA

천연가스가격1) 장기 전망

주 : 1) 2011년 달러화 기준
자료 : EIA

< 참고문헌 >
British Petroleum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
___________________, Energy Outlook 2030, 2011.1월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Annual Energy Outlook 2013, May 201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PWC, Oil & Gas in Indonesia, May 2012
石油天然ガス･金属鉱物資源機構(JOMEG), “アジアのガス市場：多様性、課題、そし
て可能性”, 2011.7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NG、グローバルな視点からの考察”,
2012.1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東南アジアのLNG輸入開始、東アジア
市場向けLNGフローの変化”, 2012.7월
野村証券金融経済研究所, “アクションプランの着実な遂行が日本産業再興の必要
条件”, 201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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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비철금속시장의 현황 및 전망*
곽준희 국제종합팀 조사역
박수연 국제종합팀 조사역
◆ 세계 3대 비철금속인 알루미늄, 동 및 아연의 생산･소비(정련 기준)는 글로벌 경
제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주도
o 2012년 기준으로 아시아의 소비량은 세계 전체의 65% 이상(중국은 44%
내외)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도 아시아의 비중이 금속에 따라 48∼
61%(중국은 29∼44%)에 달함
◆ 교역규모(수출량 기준)는 생산량의 4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
근 10년간 신흥국의 수출비중은 일정하거나 낮아지고 있는 반면 수입비
중은 크게 상승
o 지역간 교역패턴을 보면, 아시아가 알루미늄 및 동을 주로 순수입하고
유럽･오세아니아(알루미늄) 및 중남미(동)가 순수출하고 있으며, 아연의
경우 북미(순수입)와 오세아니아･중남미(순수출)간에 교역이 활발
◆ 세계 비철금속가격은 1991∼2002년의 안정세에서 2003년 이후 신흥국
의 수요 증가로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락한 이후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함께 다시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로는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달러화 강세, 투기자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비교
적 완만한 하락세를 시현
o 한편 1995.1∼2013.5월을 대상으로 VAR모형을
격반응함수(generalized impulse response)를 추정한
흥국의 수요 충격에 대한 가격 반응이 이전보다
의 비철금속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된 것으로

설정하여 일반화된 충
결과, 2003년 이후 신
확대되어 신흥국 수요
분석

◆ 2013∼15년중 수급상황을 보면, 생산설비 확충, 신규 광산프로젝트 등
의 영향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공급이 점차 증가하는 가
운데 알루미늄 및 동은 공급초과를 보이겠지만 아연의 경우 수급 초과가
번갈아 가며 나타날 전망
o 이에 따라 주요 비철금속가격은 2013년의 경우 공급초과로 인해 하향 안
정되겠으나, 2014년 이후에는 가격하락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주요
생산자들의 생산량 감축, 유로경제의 점진적 회복 및 신흥국 경제의 성장
세 확대 등이 수급 양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33호(2013.8.16), 국제경제리뷰 제2013-18호(20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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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우리나라의 주요 비철금속 소비량은 1994∼2002년중 연평균 7.3% 늘어
나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경제성장세의 둔화, 중화학공업
에서 IT산업으로의 경제구조 변화 등에 따라 2003∼12년중에는 신장세
가 크게 낮아져 연평균 1.3% 증가
o 금속별로 보면 알루미늄은 최근 10년간 전체 소비증가율을 상회하는
연평균 3.7% 증가한 반면 동은 연평균 2.8% 감소
o 2012년 기준으로 금속별 소비비중은 알루미늄(41.4%), 동(23.5%), 아연
(17.6%), 납(13.5%), 니켈(3.5%), 주석(0.5%) 등의 순임
우리나라의 비철금속별 소비현황
<소비규모>

<소비비중>

<소비증가율>
(연평균, %)
1994∼022003∼12
9.9
-2.8

동
알루미늄

6.4

3.7

아

연

4.5

1.9

니

켈 12.5

1.3

6.8

3.0

5.2

-0.9

7.3

1.3

납
주

자료 : WBMS,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13

석

전체

□ 우리나라는 3대 비철금속인 알루미늄, 동, 아연을 호주, 중국, 칠레 등
오세아니아, 아시아, 중남미 지역에서 주로 수입
o 알루미늄은 호주(2012년 수입량 기준, 94.1%)로부터 90% 이상을, 동은 칠레
(41.5%), 호주(11.9%), 인도네시아(10.4%), 페루(10.3%)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
며 아연은 중국(85.7%) 및 호주(11.6%)에서 거의 대부분을 수입

⇒ 3대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세계 비철금속의 수급, 교역상황 및 가격 변
화를 살펴보고 향후 세계시장의 여건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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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비철금속별 수입현황1) 2)
<알루미늄>
<동>
(백만달러, 천톤)

수입액 수입량

(백만달러, 천톤)

수입액 수입량

<아연>
(백만달러, 천톤)

수입액 수입량

칠레 1,643(35.9) 698(41.5)
중국 5(35.7) 74.4(85.7)
호주
893(19.5) 200(11.9)
중국 8(29.6) 20.7( 5.5) 인도네시아 399( 8.7) 175(10.4)
호주 8(57.1) 10.1(11.6)
페루
447( 9.8) 174(10.3)
인도 0( 0.0) 1.38( 0.4)
아르헨티나 395( 8.6) 132( 7.8) 싱가폴 1(7.1) 1.5( 1.7)
미국
170( 3.7) 79( 4.7)
가이아나 0( 0.0) 0.10( 0.0)
스웨덴 0(0.0) 0.7( 0.8)
캐나다
195( 4.3) 69( 4.1)
스웨덴 0( 0.0) 0.04( 0.0)
베트남 0(0.0) 0.2( 0.2)
브라질
169( 3.7) 66( 4.0)
주 : 1) 2012년 기준, ( )내는 전체 대비 비중(%) 2) 광석 및 정광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호주

19(70.4)

357.2(94.1)

2. 세계비철금속의 수급 및 교역
◇ 주요 비철금속인 알루미늄, 동 및 아연의 소비는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면서 2012년 현재 아시아 소비량이 세계 전체의
65%를 차지(중국은 44% 내외)
◇ 생산도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크게 증가하여 2012년 현재 아시아
의 생산비중은 알루미늄 58%(중국 44%), 동 48%(중국 29%) 및 아연 61%
(중국 38%) 수준
◇ 세계 전체의 교역규모(수출량 기준)는 생산량의 40% 내외 수준을 보이
고 있는데, 신흥국의 수입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알루미늄 및 동의
경우 아시아가 주로 순수입하고 유럽 및 오세아니아(알루미늄), 중남미
(동)가 순수출하고 있으며, 아연의 경우 북미(순수입), 오세아니아 및
중남미(순수출)를 중심으로 교역이 활발
1. 알루미늄(Aluminum)
 (소비) 세계 알루미늄(정련 기준) 소비량은 경량화 소재*의 활용 증대 등
에 따라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약 1.8배 증가
* 알루미늄은 경량화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철에 비해 밀도는 낮으나 강도는 비슷
하고 열 및 전기의 전도성이 가격 대비 우수하며, 리사이클링 기술의 발전으로
재생에도 용이한 환경친화적 소재임
** 중국은 2003∼12년중 연평균 19.3%,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알루미늄 소비
량은 연평균 13.3% 증가하여 세계 평균 증가율 6.9%를 크게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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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성장 지역인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의 소비는 크게 늘어난 반면
북미는 감소하고 유럽은 거의 정체
◾ 국가별 소비비중을 보면 중국(44.8%), 미국(10.7%), 독일(4.6%), 일본(4.4%), 인
도(3.7%), 한국(2.8%), 브라질(2.3%) 등의 순임(2012년 기준)
세계 알루미늄 소비

지역별 알루미늄 소비
(천톤)
증가율(연평균,%)
1993 2002
2012
1994∼02 2003∼12
북미
5,370 5,969 5,362 (11.8) 1.2 △1.2
중남미
798
954 1,571 ( 3.5) 2.0
5.7
유럽
5,599 7,657 7,855 (17.3) 3.5
0.3
아프리카
225
343
702 ( 1.6) 4.8
8.3
아시아 5,809 9,558 29,467 (65.5) 5.7 13.3
(중국) 1,340 4,152 20,274 (44.8) 13.4 19.3
오세아니아
366
339
326 ( 0.7) △0.8 △0.4
계
18,166 24,821 45,284(100.0) 3.5
6.9
주 : 1) ( )내는 세계 대비 비중(%)
자료 : WBMS
1)

자료 : WBMS

 (생산) 세계 알루미늄(정련 기준) 생산도 최근 10년간 약 1.8배 증가
o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생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2012년 기준
으로 아시아(58%) 및 유럽(19%)이 세계 생산의 77%를 담당
◾ 국가별로 보면 중국(43.8%)의 생산비중이 크고, 러시아(8.7%), 캐나다(6.0%),
미국(4.5%), 호주(4.0%), UAE(4.0%), 인도(3.7%) 등의 순(2012년 기준)
세계 알루미늄 생산

자료 : WBMS

지역별 알루미늄 생산
(천톤)
증
가
율
(연
평균,%)
1993 2002
20121)
1994～02 2003～12
북미
6,004 5,414 4,851 (10.5) △1.1 △1.2
중남미 1,943 2,230 2,050 ( 4.4)
1.5 △0.9
유럽
6,465 8,126 8,605 (18.6)
2.6
0.6
아프리카
617 1,371 1,658 ( 3.6)
9.3
2.1
아시아 3,033 6,788 26,936 (58.2)
9.4
16.5
(중국) 1,242 4,358 20,267 (43.8) 15.0
18.6
오세아니아 1,653 2,170 2,188 ( 4.7)
3.1
0.1
계
19,715 26,099 46,289 (100.0)
3.2
6.6
주 : 1) ( )내는 세계 대비 비중(%)
자료 : W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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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 세계 전체의 교역규모(미가공 알루미늄 및 합금의 수출량 기준)는 생산
량의 약 44% 수준으로, 생산･소비는 2003∼12년중 1994∼2002년에 비
해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교역규모(수출, 수입의 합) 신장률은 둔화(연평균
교역신장률 : 1994∼02년 4.6% → 2003∼12년 3.3%)

o 아시아 국가는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주로 순수입하고 있으며, 오
세아니아, 유럽, 중남미 등이 순수출하는 교역형태를 보임
― 아시아는 알루미늄 순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2001년 3,056천톤 →
2008년 4,435천톤 → 2012년 5,710천톤)하고 있으며, 유럽은 러시아가 주
로 수출하고 독일, 네덜란드 등이 수입
지역별 알루미늄1) 교역2) 3)
1993
북미 4,227
중남미 1,423
유럽 7,714
아프리카 336
아시아 5,525
(중국)
166
오세아니아 1,297
계 20,522

2002

4)

2012

5,552 5,919 (14.4)
1,715 1,774 ( 4.3)
13,108 21,187 (51.4)
815
562 ( 1.4)
7,803 9,688 (23.5)
1,370 1,269 ( 3.1)
1,841 2,057 ( 5.0)
30,835 41,185 (100.0)

지역별 알루미늄1) 순수출2)

(천톤)
증가율(연평균,%)
1994～02 2003～12
3.1
0.7
2.1
0.4
6.1
5.5
10.3 △4.0
3.9
2.4
26.4 △0.8
4.0
1.2
4.6
3.3

주 : 1) 미가공 알루미늄 및 합금 기준 2) 역내교역 포함 3) 수출, 수입의 합
4) ( )내는 세계 대비 비중(%)
자료 : WBMS

o 한편 1993∼2012년중 세계 알루미늄 수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은 40%대
에서 등락하고 있으나 수입비중은 2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
며, 세계 제1의 알루미늄 생산･소비국인 중국은 국내자급도가 높아 교
역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
알루미늄1) 수출비중2) 3)

알루미늄1) 수입비중2) 3)

주 : 1) 미가공 알루미늄 및 합금 기준
자료 : WBMS

중국의 알루미늄1) 수급･자급률

2) 세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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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내교역 포함

2. 동(Copper)
 (소비) 세계 동*(정련 기준) 소비는 최근 10년간 약 1.4배 증가하였는데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에서는 감소한 반면 중국 등 아시아와 아프
리카, 중남미 등에서 크게 증가
* 동은 전기 및 열 전도성이 뛰어나 전기･전자 제품은 물론 여타 금속과의 합금 처
리와 가공이 용이하여 건축자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사용

o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가 세계 전체 소비의 65.1%를
차지하며 유럽(18.6%), 북미(9.4%) 등의 순으로 소비량이 많음
◾ 국가별로는 중국(43.3%)의 소비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미국(8.6%), 독일(5.4%),
일본(4.8%), 한국(3.6%), 러시아(3.3%), 이탈리아(2.8%) 등의 순(2012년 기준)
세계 동 소비

지역별 동 소비
1993 2002

자료 : WBMS

1)

2012

북미 2,545 2,726 1,912 ( 9.4)
중남미 504
810 1,045 ( 5.1)
유럽 3,550 4,286 3,803 (18.6)
아프리카 106
150
253 ( 1.2)
아시아 4,116 6,900 13,292 (65.1)
(중국)
985 2,684 8,840 (43.3)
오세아니아 150
189
113 ( 0.6)
계
10,972 15,061 20,419 (100.0)
주 : 1) ( )내는 세계 대비 비중(%)

(천톤)
증가율(연평균,%)
1994～02 2003～12
0.8 △3.9
5.4
2.9
2.1 △1.3
3.9
6.0
5.9
7.6
11.8
14.2
2.6 △5.6
3.6
3.4
자료 : WBMS

 (생산) 세계 동(정련 기준) 생산은 최근 10년간 약 1.3배 증가
o 중국 등 아시아, 아프리카의 생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2012년 기준으
로 아시아(48%), 중남미(19%) 및 유럽(18%)이 세계 생산량의 85%를 차지
◾ 국가별로는 중국(28.5%), 칠레(14.2%), 일본(7.4%), 미국(4.9%), 러시아(4.5%) 등의 순이
며, 아시아의 경우 중국, 일본 다음으로 인도(3.4%), 한국(2.9%) 등의 순(2012년 기준)
세계 동 생산

지역별 동 생산
(천톤)
증가율(연평균,%)
1993 2002
2012
1994∼02 2003∼12
북미
2,814 1,996 1,277 ( 6.2) △3.7 △4.8
중남미 1,877 3,927 3,886 (19.0)
8.5 △0.1
유럽
2,716 3,338 3,768 (18.4)
2.5
1.2
아프리카
612
478 1,281 ( 6.3) △2.7
11.6
아시아 2,970 5,018 9,779 (47.8)
6.0
7.7
(중국)
733 1,580 5,824 (28.5)
8.9
15.6
오세아니아
318
545
461 ( 2.3)
6.2 △1.8
계
11,306 15,351 20,453(100.0)
3.5
3.2
주 : 1) ( )내는 세계 대비 비중(%) 자료 : WBMS
1)

자료 : W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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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 세계 전체의 교역규모(수출량 기준)는 생산량의 약 40% 수준이며, 최
근 10년간 교역 증가율(연평균 2.3%)은 생산 및 소비 증가율을 소폭 하회
o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교역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남미, 아
프리카 국가들은 수출하고 아시아, 북미, 유럽 국가들은 수입하는 모습
― 아시아는 2009년 이후 순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2005년 1,818천톤 →
2009년 3,435천톤)하였으며, 유럽은 순수입에서 2012년 순수출로 전환
(2010년 △197천톤 → 2011년 △139천톤 → 2012년 291천톤)

지역별 동 교역1) 2)
1993 2002

3)

2012

북미
990 1,344 908
중남미 1,610 3,456 3,553
유럽 2,986 3,819 4,210
아프리카 495 357 805
아시아 2,463 4,399 6,957
(중국) 255 1,258 3,676
오세아니아 161 372 393
계
8,704 13,747 16,826

( 5.4)
(21.1)
(25.0)
( 4.8)
(41.3)
(21.8)
( 2.3)
(100.0)

지역별 동 순수출1)

(천톤)
증가율(연평균,%)
1994∼02 2003∼12
3.5 △4.3
8.9
0.3
2.8
1.1
△3.6
9.4
6.7
5.2
19.4
12.7
9.8
0.6
5.2
2.3

주 : 1) 역내교역 포함 2) 수출, 수입의 합 3) (
자료 : WBMS

)내는 세계 대비 비중(%)

o 한편 세계 동 수출에서 차지하는 신흥국 비중은 2004년 80%까지 확대
되었다가 2012년에는 71%로 줄어든 반면 수입비중은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로 1993년 19%에서 2012년 58%로 크게 증가
*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수입비중은 1993년 5.7%에서 2012년 41.8%로 크
게 증가

동 수출비중1) 2)

주 : 1) 세계 대비(%)

동 수입비중1) 2)

2) 역내교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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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 수출입

자료 : WBMS

3. 아연(Zinc)
 (소비) 세계 아연*(정련 기준) 소비량은 북미, 유럽, 중남미 등에서는 감소하
였으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크게 늘어나 2002년 이후 약 1.4배 증가
* 아연은 철의 내부식성을 강화시킴에 따라 주로 도금용으로 사용되며, 아연 도금
철강재는 건축물과 자동차 제조에 널리 사용

o 아시아가 세계 전체 소비의 65.9%(2012년 기준)를 차지하며 이밖에 유럽
은 17.3%, 북미는 8.7%를 점유
◾ 국가별로 보면 중국(43.8%), 미국(7.6%), 인도(4.6%), 한국(4.4%), 일본(3.9%), 독
일(3.8%), 이탈리아(2.1%) 등의 순(2012년 기준)
지역별 아연 소비

세계 아연 소비

1993 2002

자료 : WBMS

1)

2012

북미 1,282 1,248 1,077 ( 8.7)
중남미 383 589 534 ( 4.3)
유럽 2,336 2,641 2,135 (17.3)
아프리카 141 212 239 ( 1.9)
아시아 2,578 4,085 8,129 (65.9)
(중국)
667 1,676 5,396 (43.8)
오세아니아 163 238 214 ( 1.7)
계
6,882 9,014 12,328 (100.0)
주 : 1) ( )내는 세계 대비 비중(%)

(천톤)
증가율(연평균,%)
1994∼02 2003∼12
△0.3 △1.6
4.9 △1.1
1.4 △2.3
4.6
1.3
5.2
7.9
10.8
13.9
4.3 △1.2
3.0
3.5
자료 : WBMS

 (생산) 세계 아연(정련 기준) 생산도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 최근 10년간 약 1.3배 증가하였으며, 2012년 현재 아시아(61%)
및 유럽(19%)이 세계 생산의 79%를 차지
◾ 국가별로 보면 중국(38.4%), 한국(6.9%), 인도(5.5%), 캐나다(5.2%), 일본(4.5%),
스페인(4.3%), 호주(4.0%) 등의 순(2012년 기준)
지역별 아연 생산

세계 아연 생산

(천톤)
증가율(연평균,%)
1993 2002
2012
1994∼02 2003∼12
1,052 1,018 910 ( 7.2) △0.4
△1.2
592 800 927 ( 7.4)
3.4
1.7
2,411 2,820 2,382 (18.9)
1.8
△1.9
139 148 231 ( 1.8)
0.7
5.1
2,487 4,164 7,636 (60.7)
5.9
7.0
857 2,106 4,829 (38.4) 10.5
9.7
290 567 498 ( 4.0)
7.7
△1.4
6,970 9,518 12,583 (100.0)
3.5
3.2
)내는 세계 대비 비중(%)
자료: WBMS
1)

자료 : WBMS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국)
오세아니아
계
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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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 교역규모(수출량 기준)는 전체 생산량의 약 37% 수준이며, 최근 10
년간 교역 증가율(연평균 2.2%)은 생산 및 소비 증가율을 소폭 하회
o 교역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가 순수입 하는 형태인 알루미늄 및 동과
는 달리 아연의 경우 순수입은 북미, 순수출은 중남미 및 오세아니아
가 중심
지역별 아연 순수출1)

지역별 아연 교역1) 2)
1993

2002

3)

2012

북미 1,228 1,652 1,203 (14.0)
중남미
190
349
812 ( 9.4)
유럽 2,166 2,438 3,328 (38.7)
아프리카
8
43
78 ( 0.9)
아시아
950 2,219 2,788 (32.4)
(중국)
198
542
521 ( 6.1)
오세아니아 146
384
402 ( 4.7)
계
4,689 7,070 8,610 (100.0)
주 : 1) 역내교역 포함
자료 : WBMS

(천톤)
증가율(연평균,%)
1994∼02 2003∼12
3.4
△3.5
7.0
9.8
1.3
3.5
20.5
6.8
9.9
2.6
11.8
△0.4
11.3
0.5
4.7
2.2

2) 수출, 수입의 합

3) (

)내는 세계 대비 비중(%)

o 한편 세계 아연 수출에서 차지하는 신흥국의 비중은 2000년대 30%대
전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수입비중은 2001년 15%에서 2012년 38%
로 크게 증가
― 중국의 경우 아연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세계 총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1년 16%에서 2012년 0%로 급락한 반면 0%에 가깝던 수
입비중이 2012년 13%까지 증가
아연 수출비중1) 2)

주 : 1) 세계 대비(%)

아연 수입비중1) 2)

2) 역내교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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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연 수급‧자급률

자료 : WBMS

3. 세계비철금속의 가격
 (가격 추이) 세계 주요 비철금속가격은 1991∼2002년의 안정세에서
2003년 이후 신흥국의 수요 증가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락세를 보인 후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함께 다시 오름세
를 나타내다가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완만한 하락세를 시현
o 2001.12월 중국의 WTO 가입 등을 계기로 신흥국 경제가 크게 성장함
에 따라 신흥국의 비철금속 소비 및 수입이 급증하면서 2006년 알루
미늄, 동 및 아연 가격은 2002년 대비 각각 90.5%, 331.4% 및 319.3%
각각 상승
o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둔화로 수요가 크게 감소*하
면서 2008년말 비철금속가격은 가격 급등 전인 2004년 수준으로 하락
하였으나 이후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요 비철금속
가격도 상승 전환
* 알루미늄, 동, 아연 소비량은 2008.6월 5,763.5천톤에서 2009.2월에는 4,580.1천톤
까지 감소

― 특히 동 가격이 급등하였는데 이는 2005년 이후 중국의 동 수입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동 소비량이 상당기간(2010.3∼9월) 생산량을
초과하고 주요 생산국인 칠레(동매장량 1위, 생산량 2위)의 생산비용이
상승*한 데 주로 기인
* 칠레의 노동비용 및 전력비용이 다른 생산국에 비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7
∼12년중 세계 동광 생산비용은 30% 증가한 반면 칠레는 60% 증가(JP Morgan)

― 이에 따라 동 가격은 2005년 이전 알루미늄 및 아연 가격의 약 2배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약 4배 높은 수준으로 큰 폭 상승
순매수포지션1) 및 달러화지수

주요 비철금속가격

자료 : London Metal Exchange

주 : 1) 동(copper) 기준
자료 : CME group,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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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2011년 이후로는 신흥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달러화 강세, 투기
자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신흥국 수요의 가격에 대한 영향력 강화) 1995.1∼2013.5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VAR 모형을 설정하여 일반화된 충격반응함수*(generalized
impulse response)를 추정한 결과, 2003년 이후 신흥국 및 선진국의 수요
충격, 그리고 투기충격이 비철금속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남
* Pearson & Shin(1998)에 따르면 일반화된 충격반응함수는 변수순서(ordering)에 영
향을 받지 않음. 구체적인 추정방법은 <참고 1>의 ｢신흥국 수요의 비철금속가격
에 대한 영향력 추정방법｣을 참조

o 특히 2003년 이후 신흥국의 수요변동 및 투기자금의 흐름이 과거에
비해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Tang & Xiong(2010)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원유 이외의 상품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 편입이 늘어남에 따라 투기요인의 영향력이 강화

비철금속가격의 누적반응1) 2)
<선진국 수요충격>
<신흥국 수요충격>

<생산충격>

<투기충격>

주 : 1) 각각 선진국 산업생산 증가율 0.7%p 상승, 신흥국 산업생산 증가율 0.9%p 상
승, 비철금속생산 증가율 3.1%p 상승, 달러화지수 상승률 2.0%p 하락 충격에
대한 반응
2) 점선은 신뢰구간(±1 표준오차)로 표준오차는 5000번의 Monte Carlo simulation
을 통해 산출
자료 : 자체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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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 2013∼15년중 비철금속의 수급은 생산설비 확충, 신규 광산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가운데 알루미늄 및 동은 공급초과 상태를 보이겠지만 아연의 경우
수급 초과가 번갈아 가며 나타날 전망
◇ 주요 비철금속가격은 2013년의 경우 공급초과로 인해 하향 안정되겠
으나, 2014년 이후에는 가격하락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주요 생
산자들의 생산량 감축, 유로경제의 점진적인 회복 및 중국을 중심으
로 한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 확대 등이 수급 양면에 영향을 미치면
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주요 비철금속가격 전망1)
(달러/톤)
알루미늄
동
아연
2012 2013e 2014e 2015e 2012 2013e 2014e 2015e 2012 2013e 2014e 2015e
2,023 1,847 1,897 1,931 7,957 7,189 6,926 6,259 1,950 1,895 1,910 1,928

OEF
EIU

2,018 1,890 2,056
2)

IB 평균

..

7,957 7,470 7,675

..

1,946 1,932 2,096

..

2,037 1,928 1,951 2,220 8,113 7,429 7,019 7,475 2,089 1,944 2,038 2,457

주 : 1) 2013.7월 기준 2) JPMorgan, Deutsche Bank 등

 (알루미늄) 2013∼15년까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유지될 전
망인 가운데 2014년까지는 공급초과폭이 확대되다가 2015년에는 축소
예상
o 소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생산도 중국
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생산 측면을 보면 중국에서는 신장지역의 알루미늄 생산설비가 전면 가동
되는 등 새로운 생산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나 중국을 제외한 북미, 유럽 등
기타 지역의 경우 수익성 악화에 따른 생산시설 감축 등의 영향으로 생산
증가율이 높지 않을 전망

― 다만 중국의 경우 7.19일 발표된 ｢과잉생산 중단, 유휴설비 철거 등
에 관한 규제｣에 따라 생산이 감소할 소지가 있으며,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부진 가능성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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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알루미늄1) 수급 전망

세계 알루미늄1) 생산 및 소비 전망2)
(천톤)
(생산)
(소비)
2012 2013e 2014e 2015e
2012 2013e 2014e 2015e
북미 4,854 5,075 5,225 5,316 (3.1) 5,993 6,262 6,469 6,821 (4.4)
중남미 2,053 2,069 2,166 2,333 (4.4) 1,784 1,860 1,961 2,101 (5.6)
유럽 8,858 8,554 8,941 9,011 (0.6) 8,823 8,874 9,166 9,464 (2.4)
아프리카 1,642 1,748 1,818 1,854 (4.1) 552 575 596 628 (4.4)
아시아 24,084 27,230 29,604 32,104 (10.1)28,077 30,58033,490 36,335 (9.0)
(중국) 21,99724,83626,788 28,480 (9.0)20,988 23,15025,604 27,980(10.1)
오세아니아 2,182 2,088 2,169 2,202 (0.3) 480 487 491 512 (2.2)
세계 47,665 51,070 54,839 58,179 (6.9)46,554 49,53253,093 56,806 (8.1)
주 : 1) 정련 기준 2) (

)내는 2013∼15년중 연평균 증가율(%) 자료 : WBMS, USGS 등

o 알루미늄가격은 2013년 하락한 이후 수급갭(생산-소비) 축소 등에 따라
2014년 이후로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 예상
―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주요 생산자들이 생산유지에 필
요한 투자를 줄이고 광산 가동률이 낮아질 경우 가격은 예상치보다
더욱 상승할 가능성
 (동) 2013∼15년중 동시장은 생산비용 절감, 신규 광산프로젝트 진행
등에 따른 생산 호조에 힘입어 공급초과 상황이 지속되면서 공급초과
폭도 계속 확대될 전망
o 동 생산은 지역별로 고른 증가세가 예상되나 소비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경제권에서 다소 높은 증가가 예상
세계 동1) 생산 및 소비 전망2)

세계 동1) 수급 전망
(천톤)

(생산)
(소비)
2012 2013e 2014e 2015e
2012 2013e 2014e 2015e
북미 1,669 1,725 1,863 1,966 (5.6) 2,264 2,354 2,394 2,482 (3.1)
중남미 3,607 3,687 3,670 3,873 (2.4) 655 684 717 762 (5.2)
유럽 4,227 4,392 4,433 4,679 (3.4) 4,211 4,150 4,236 4,510 (2.3)
아프리카 1,053 1,075 1,161 1,212 (4.8) 255 258 268 300 (5.6)
아시아 9,122 9,574 10,147 10,766 (5.7) 12,416 13,092 13,723 14,419 (5.1)
(중국) 5,739 6,144 6,588 6,917 (6.4) 8,200 8,708 9,187 9,693 (5.7)
오세아니아 441 460 467 493 (3.8) 105 107 109 114 (2.8)
세계 20,119 20,912 21,742 22,989 (4.5) 19,906 20,644 21,447 22,587 (4.3)
주 : 1) 정련 기준 2) (

)내는 2013∼15년중 연평균 증가율(%) 자료 : WBMS, USG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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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우 동 소비는 도시화, 철도건설 확대 등에 따른 인프라 확
대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나 부동산 투기억제의 지속 등에
따라 건축시장의 부진이 이어질 경우 수요회복이 어려울 가능성도
상존
◾ 세계 수입량의 42%를 차지하는 중국은 동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량 증가폭이 더욱 커 수입비중이 더욱 확대될 전망

o 동가격은 공급초과의 영향으로 2013년에는 하락할 전망이나 2014년 이
후로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강도 등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
―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거나 중국의 재고비
축수요 및 투기적 자금 유입이 감소하면 예상보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 최근의 가격하락으로 수익악화에 직면한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감축
시키거나 스크랩* 부족, 광산파업 등으로 생산이 감소할 경우 가격
이 상승할 소지
* 재활용되는 금속파편으로서 정련동 공급의 일부를 차지(2012년 기준 32.0%)

 (아연) 아연시장은 신규 광산프로젝트 추진, 제련수수료(Treatment
Charges) 상승에 따른 생산업자의 수익성 개선 등에 따라 아시아를 중
심으로 공급이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나 소비 확대에 따라 수급갭은
공급초과 또는 수요초과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
세계 아연1) 생산 및 소비 전망2)

세계 아연1) 수급 전망

(천톤)
(생산)
(소비)
2012 2013e 2014e 2015e
2012 2013e 2014e 2015e
북미 1,241 1,272 1,374 1,374 (3.5) 1,383 1,482 1,555 1,592 (4.8)
중남미 644 666 691 701 (2.9) 461 482 507 542 (5.5)
유럽 2,726 2,805 2,878 2,943 (2.6) 2,569 2,534 2,586 2,663 (1.2)
아프리카 180 185 185 185 (0.9) 163 167 170 175 (2.4)
아시아 7,240 7,997 8,781 9,116 (8.0) 8,085 8,523 9,134 9,690 (6.2)
(중국) 4,879 5,418 6,108 6,433 (9.7) 5,703 6,100 6,555 7,008 (7.1)
오세아니아 498 532 539 539 (2.7) 214 223 227 242 (4.2)
세계 12,65213,58014,570 14,980 (5.8) 13,077 13,618 14,390 15,120 (5.0)
주 : 1) 정련 기준

2) ( )내는 2013∼15년중 연평균 증가율(%)

자료 : WBMS, USGS 등

o 아연가격은 2013년 하락한 이후 2014년 이후로는 수요초과 예상 등에
따라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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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아연 소비량이 가장 큰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생산증가로 아연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생산의
경우 수익성 하락 및 생산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수요증가량에 미치
지 못하면서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
◾ 수익성 악화에 따라 2012년 전세계 아연 제련소의 평균 가동률이 68%
이하로 하락(2001∼11년 평균 가동률: 81%, 1990∼2000년 평균 가동률 : 90%)

< 참고자료 >
World Bureau of Metal Statistics (WBMS),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0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13
Tang, Ke and Wei Xiong, “Index Investment and Financialization of
Commodities”, NBER Working Paper No. 16385, 2010
US Geological Survey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3
J.P Morgan, “Copper insights from Santiago”, Metals Weekly, 2013.4.17.일

< 참고 1 >
신흥국 수요의 비철금속가격에 대한 영향력 추정방법
o 모형식 :                   
  ln   ln   ln   ln   ln   
PRICE : 동, 알루미늄, 아연의 월평균 가격을 생산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가격(LME)
PRO : 동･알루미늄‧아연 생산량(WBMS),
AD : 선진국 수요(선진국 산업생산, 네덜란드경제정책국)
ED : 신흥국 수요(신흥국 산업생산, 네덜란드경제정책국)
Dollar : 월평균 달러화지수(투기의 대용변수*, Bloomberg)
* Fattouh, Kilian & Mahadeva(2012) 등에 따르면 금리가 낮은 수준을
러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국제원자재시장으로 헤지목적의 투기자금
하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는 국제원자재시장으로의 투기자금유입에
수(proxy)로 볼 수 있음. 또한 국제원자재가격은 달러화로 표시되기
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국제원자재가격이 하락하는 경향

유지하여 달
유입이 증가
대한 대용변
때문에 달러

o 모든 변수가 불안정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나 로그변환후 1차차분하였으
며, 시차는 AIC정보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on)에 따라 2개로 설정
o 분석기간은 비철금속가격의 추이,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국제교역시장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감
안하여 1995.1∼2002.12월과 2003.1∼2013.5월로 구분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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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주요 비철금속 매장량 및 원광석 생산 현황
 (알루미늄) 세계 알루미늄 매장량을 보면 기니(25.3%), 호주(21.2%), 브
라질(12.3%)이 전체의 58.8%를 차지한 가운데 알루미늄광 생산은 아시
아가 39.1%, 중남미가 세계 생산량의 19.6%를 담당
o 최근 중국의 알루미늄광 생산은 1994∼02년 2.2%에서 2003∼12년
18.8%로 크게 확대
세계 알루미늄1) 매장량2)

지역별 알루미늄광1) 생산
(만톤)

(만톤)
증가율3)
1993 2002 20122) (연평균,%)
기니 740,000(25.3) 중국 83,000(2.8)
a
b
북미
6
20
0
(
0.0)
15.4
△
100.0
호주 620,000(21.2) 그리스 60,000(2.1)
중남미 2,867 3,714 5,057 (19.6) 2.9 3.5
브라질 360,000(12.3) 수리남 58,000(2.0)
유럽
864 860 893 ( 3.5) 0.0 0.4
베트남 210,000 (7.2) 베네수엘라 32,000(1.1)
아프리카 1,842 1,812 2,162 ( 8.4)△0.2 2.0
자메이카200,000 (6.8) 러시아 20,000(0.7)
아시아 1,667 2,363 10,101 (39.1) 4.0 17.5
(중국)
647 790 3,717 (14.4) 2.2 18.8
인도 90,000 (3.1) 시에라리온 18,000(0.6)
가이아나 85,000 (2.9) 기타국가 348,000(11.9) 오세아니아 4,168 5,402 7,628 (29.5) 2.9 3.9
계 11,412 14,172 25,841 (100.0) 2.4 6.9
계
2,924,000(100.0)
주 : 1) 보크사이트 기준
주 : 1)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기준
2) ( )내는 세계 대비 비중(%)
2) 2011년 기준, ( )내는 세계 대비 비중(%)
3) a는 1994∼02년, b는 2003∼12년
자료 : USGS
자료 : WBMS
매장량

매장량

 (동) 동 매장량의 경우 칠레(27.9%), 페루(11.2%), 멕시코(5.6%)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동광은 주로 중남미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
며, 생산은 중남미지역이 세계 동광 생산의 44.6%, 아시아는 20.2%를
차지
o 아시아의 동광 생산은 정련동과 달리 2003∼12년중 증가세가 축소되
었는데, 이는 아시아 동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정련동 및 동
광 기준, 56.1%)이 직접 동광을 생산하기보다는 수입한 동광을 원료로
정련동을 생산하는 데 주로 기인*
* 중국의 동광 생산량은 2003∼12년중 약 백만톤 늘어났으나, 정련동 생산량은
동기간 약 4백만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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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동 매장량1)

지역별 동광 생산

(천톤)
매장량
매장량
칠레 190,000(27.9) 인도네시아 28,000( 4.1)
호주

86,000(12.6) 폴란드 26,000( 3.8)

페루

76,000(11.2)

미국

39,000( 5.7) 잠비아 20,000( 2.9)

콩고

멕시코 38,000( 5.6) 캐나다
중국

20,000( 2.9)
7,000( 1.0)

30,000( 4.4) 카자흐스탄 7,000( 1.0)

러시아 30,000( 4.4) 기타국가 80,000(11.8)
계 680,000(100.0)
주 : 1) 2012년 기준, ( )내는 세계 대비
비중(%)
자료 : USGS

(천톤)
증가율2)
(연평균,%)
1993 2002
20121)
a
b
북미 2,534 1,750 1,774(10.4) △4.0 0.1
중남미 2,777 6,042 7,626(44.6) 9.0 2.6
유럽 1,327 1,440 1,601( 9.4) 0.9 1.2
아프리카 744 478 1,592( 9.3) △4.8 14.3
아시아 1,487 2,715 3,453(20.2) 6.9 2.7
(중국)
346 556 1,602( 9.4) 5.4 12.5
오세아니아 605 1,094 1,039( 6.1) 6.8 △0.6
계
9,47413,51917,085(100.0) 4.0 2.6
주 : 1) ( )내는 세계 대비 비중(%)
2) a는 1994∼02년, b는 2003∼12년
자료 : WBMS

 (아연) 세계 아연 매장량은 호주(28.0%), 중국(17.2%), 페루(7.2%) 등의 순
이며, 아연광 기준으로 보면 아시아(48.7%), 중남미(19.5%), 북미(10.1%)
등의 순
o 중국은 세계 아연생산에서 36.9%를 차지하는 가운데 생산 증가세도
2003∼12년중 14.1%로 이전 보다 확대
세계 아연 매장량1)

지역별 아연광 생산
(천톤)

매장량

매장량

호주 70,000(28.0)카자흐스탄 10,000( 4.0)
중국 43,000(17.2) 캐나다

7,800( 3.1)

페루 18,000( 7.2) 볼리비아 6,000( 2.4)
멕시코 16,000( 6.4)아일랜드 1,300( 0.5)
인도 12,000( 4.8)기타국가 55,000(22.0)
미국 11,000( 4.4)
계 250,100(100.0)
주 : 1) 2012년 기준, (
비중(%)
자료 : USGS

)내는 세계 대비

(천톤)
증가율2)
(연평균,%)
1993 2002
20121)
a
b
북미 1,518 1,703 1,350(10.1) 1.3 △2.5
중남미 1,377 2,033 2,601(19.5) 4.4 2.8
유럽 1,066 983 1,078( 8.1) △0.9 1.0
아프리카 203 238 285( 2.1) 1.8 2.0
아시아 1,626 2,382 6,507(48.7) 4.3 11.8
(중국)
775 1,499 4,930(36.9) 7.6 14.1
오세아니아 990 1,469 1,541(11.5) 4.5 0.5
계
6,779 8,809 13,361(100.0) 3.0 4.7
주 : 1) ( )내는 세계 대비 비중(%)
2) a는 1994∼02년, b는 2003∼12년
자료 : W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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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 국제원자재시장 및 기타
￭
￭

국제원자재시장

기타

1
157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평가*
조사국 국제경제부
◆ 향후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국가채무문제 완화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
장이 다소 안정되는 가운데 선진국이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신흥국들도 통화･재정정책을 완화기조로 전환하는 데 힘입어 완만한 회
복세를 나타낼 전망
◆ 이러한 전망경로에는 ①유로지역 은행의 디레버리징 ②국제유가 급등
③유로지역 재정건전성 강화에 따른 경기부진 지속과 ④중국경제의 감
속 성장 및 ⑤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소프트 패치)와 같은 여러 하방 리스
크가 내재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
◆ 이 중 국제유가, 미국 및 중국경제와 관련된 리스크는 당분간 세계경제
의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ㅇ (국제유가) 이란핵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
은 데다 그간의 공급애로도 점차 완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하
지는 않겠으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견조한 수요확대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ㅇ (미국경제) 고용사정이 꾸준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주택시장도 점차
나아지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고유가에 따른 국내 휘발유가격 오름세
가 유류절약 등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프트 패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ㅇ (중국경제) 국외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신장세 둔화, 부동산시장 부진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등이 성장세를 약화시키겠지만 재정･통화정책 여
력이 충분한 점에 비추어 금년중 잠재수준(8%)의 성장률 달성은 가능
◆ 그러나 유로지역에서 국가채무위기가 은행시스템으로 전이되면서 은행
들이 대출축소･자산매각 등의 디레버리징을 확대하고 모든 회원국이 동
시에 강도 높은 재정긴축을 추진하면서 역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ㅇ 한편 유로지역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미국 등 외국은행으로 전이되고 유
로지역의 실물경제 부진이 중국 수출을 위축시키는 가운데 미국･중국 이
외의 국가로까지 파급될 경우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음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16호(2012.4.19), 국제경제리뷰 제2012-23호(20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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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배경
□ 세계경제는 전년 4/4분기중 성장세가 현저히 약화되었다가 금년 들어 다
소 개선되는 조짐
o 2011.4/4분기 성장률은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악화, 신흥국의 통화긴축
영향 및 태국 대홍수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차질 등으로 큰 폭 하락
o 금년 들어서는 경제･정책여건이 개선되면서 글로벌 산업생산 및 교역
물량의 증가폭 둔화 추세가 점차 진정되는 모습
― 글로벌 경기선행지수*도 2011년 11월 이후 반등
* OECD 경기선행지수：6∼9개월 이전 경기전환점 식별
글로벌 제조업 PMI：글로벌 산업생산에 4개월 선행

성장률･성장기여도

산업생산

주：선진국은 OECD국, 자료：네덜란드
신흥국은비OECD국
경제정책국
자료：OECD(2012.3월)

교역물량

자료：네덜란드
경제정책국

경기선행지수

주：6개국은 BRICS
및 인도네시아
자료：OECD, Bloomberg

□ 향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o 유로지역의 국가채무문제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
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주요 신흥국도
통화･재정정책을 종전의 긴축에서 완화기조로 전환
→ 주요 예측기관은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2011년말)하였다가
최근 소폭 상향 조정

- 158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자료 : IMF(2012.1월)

글로벌 금융시장

2012년 성장률전망 조정

주：1) IMF는 2011.9월
주：주가는 MSCI, 신흥국
가산금리는 EMBI+ 기준 자료：IMF, Global Insight,
자료：Bloomberg
8개 투자은행

□ 이러한 세계경제의 전망경로에는 여러 하방 리스크가 내재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개를 선별하여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본 뒤 이에 대해 종합적 평가를 제시
①
②
③
④
⑤

유로지역 은행의 디레버리징
국제유가 급등
유로지역 재정건전성 강화에 따른 경기부진 지속
중국경제의 감속 성장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소프트 패치)

2. 향후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1. 유로지역 은행의 디레버리징* 확대 가능성
* 박진호 선진경제팀 차장

리스크
◆ 유로지역에서 국가채무위기의 은행시스템 전이에 따른 디레버리징
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현황 )

□ ECB의 장기유동성 공급 확대가 은행의 자금조달여건 및 채무상환능력

개선으로 이어지고는 있으나 국가채무위기가 은행시스템으로 전이되면
서 은행들이 디레버리징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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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년 들어 유럽 은행들이 대출수요 약화에도 불구하고 대출기준을 강
화*함에 따라 대출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는 모습
* 은행채의 대규모 만기도래, 저성장에 따른 대출부실 등에 대응하여 대출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유로지역 은행의 채권발행 및 주가1)

주：1) EURO STOXX 50 기준
자료：ECB, Bloomberg

유로지역 은행의 대출 서베이1)

주：1) 플러스는 대출기준 강화를 의미
자료：ECB

o 특히 과다채무국(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경우 예금인출 지속, 조
달비용 증가 등으로 자금조달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기업 및 가계
대출이 감소세를 지속
유로지역 은행의 대출증가율
기업대출
2010.12 2011.6 12
유로지역
0.0
1.4
1.1
독일
-0.5
0.6
1.5
프랑스
1.2
4.7
4.8
이탈리아
2.1
5.1
2.5
네덜란드
2.1
5.1
4.1
오스트리아 1.9
2.9
3.9
핀란드
4.2
5.5
9.9
그리스
5.1
-0.8
-3.0
아일랜드
-21.8 -18.5 -1.8
포르투갈
0.8
0.0
-3.2
스페인
-1.1
-2.8
-4.8
자료：ECB

2012.1
0.7
1.9
4.6
1.4
3.2
3.0
10.4
-4.2
-2.3
-3.9
-5.0

□ 앞으로 유럽 은행들은 6월말까지
익스포져에 대한 완충자본(capital
계획 발표, 2013년부터 바젤Ⅲ의
징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2
0.4
1.6
3.9
0.6
2.7
3.1
10.3
-5.4
-2.9
-4.2
-4.5

(전년동기대비, %)
가계대출
2010.12 2011.6 12
2012.1
2
2.9
3.3
1.6
1.3
1.2
0.9
0.9
0.7
0.9
1.0
6.2
7.3
5.2
5.6
5.1
7.4
5.5
3.7
3.4
2.9
4.7
11.6
2.4
-1.6
-1.2
0.7
2.2
1.5
1.4
1.5
6.2
5.8
5.6
5.6
5.6
0.8
-1.6 -4.4
-4.5
-4.7
-6.4
-4.6 -2.7
-2.9
-3.0
2.8
1.0
-1.4
-2.3
-2.0
0.5
-1.2 -1.7
-1.8
-2.0

핵심자기자본비율 9% 달성, 국가채무
*
buffer) 확보 , 대형은행의 디레버리징
단계적 도입** 등으로 인해 디레버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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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월 유로지역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유로지역 은행들은 2012.6월말까지 핵
심자기자본＃(core tier 1) 비율을 9%로 높이고 보유국채의 손실발생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71개 은행이 1,147억유로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야 함(EBA, 2011.12.8.
일, EU/IMF에 의한 2차 구제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6개 그리스 은행의 자
본확충(300억유로)을 포함)
＃ 기본자본(Tier1)에서 신종자본증권과 우선주를 제외

** 바젤 Ⅲ에서는 최소필요자본(2013년), 손실보전완충자본(2016년), 경기대응완충자
본 및 G-SIFI 규제(2016년), 유동성기준(2015~2018년), 레버리지비율(2018년)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 바젤 Ⅲ 도입으로 은행부문은 대출축소, 자본시장 익스
포져 한도 설정, 소매예금 확보,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 등을 추진할 전망. CFA
Magazine(2012)

o 은행들은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본확충보다는 대출축소
및 자산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실물경제를 위축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증대
― 자본확충 계획은 저조한 수익 전망,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직접자본
조달 곤란 등으로 적지 않은 실행리스크에 직면
o 자산매각은 2011.4/4분기부터 과다채무국을 중심으로 상당 정도 진행
고위험 기업부문 대출1)규모 변동
(2011.4/4분기)
고위험 기업부문총대출
달러화표시 대출
레버리지 대출3)
프로젝트금융
무역금융
항공/선박리스

EU 과다채무국2)
-14.6
-16.2
-43.0
-39.0
-23.5
-40.5

EU 여타국
-6.0
2.4
-43.4
-21.4
-9.8
-12.9

(전분기대비, %)
세 계
0.4
4.4
-18.3
-7.0
-4.6
7.3

주：1) 신규 신디케이트 및 대규모 양자간 대출 기준
2) 유럽금융감독청(EBA)이 자본부족으로 발표한 과다채무국의 31개 은행 기준
3) 투자등급 미만에 해당되는 대출
자료：BIS(2012)

( 향후 전망 )
◆ 유로지역 은행들의 디레버리징 확대는 유로지역 이외에 동유럽 등
의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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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비중이 큰 유럽에서는 은행의 디레버리징 확대가
현재의 약한(mild) 경제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
o 유로지역 신용 증가율이 평균 대비 5%p 낮아질 경우 실질GDP 성장률
은 단기적으로는 평균 대비 0.4%p, 장기적으로는 평균대비 1.6%p 하
락(ECB, Cappiello et al., 2010)
민간부문의 대출 및 주식･채권발행규모1)
합 계
유 로 지 역
311(100.0)
미
국
375(100.0)
주：1)2007년 기준, ( )내는 비중
자료：ECB(2009)

대 출
145(46.6)
63(16.8)

주식발행
85(27.3)
144(38.4)

(GDP대비,%)
채권발행
81(26.0)
168(44.8)

o 디레버리징 규모는 2012~13년중 2조유로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 기업부문** 및 매각이 용이한 고수익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 Bank of England(2011) 및 IMF(2012.4). BIS(2012)는 향후 수년간에 걸쳐 유럽은행
들의 자산매각 규모를 0.5조유로~3조유로로 추정
** 항공/선박리스, 무역금융, 프로젝트금융 등

□ 한편 유로지역 은행의 디레버리징은 역외지역(동유럽, 북남미, 아시아 등)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동 지역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o 특히 동유럽국가는 서유럽국가와 높은 금융* 및 교역 연계성을 갖고
있어 디레버리징은 유로지역 경제 부진으로 인한 교역 위축과 맞물려
이들 국가에 더욱 크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
* 서유럽 국가 은행들이 동유럽 국가에서 설립한 현지법인은 금융시스템이 낙후된
동유럽 국가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이
에 따라 동유럽국가의 은행시스템에서는 외국계 소유비율 및 외화표시대출 비중
이 높게 나타남. 에스토니아(97.9%), 슬로바키아(91.8%), 리투아니아(90.8%) 등은
외국계은행자산/은행총자산 비율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서유럽국가에 대한 금융
의존도가 높아 서유럽 국가 은행의 디레버리징에 매우 취약

유로지역 은행의 지역별 국외대출 비중1)

동유럽 주요 국가의 은행시스템 구조1)

(%)
대출국 유럽 오스트리아벨기에그리스이탈리아 스페인
차입국
동 유 럽 7.3
58.6 27.0 61.9 23.5
3.2
체
코 1.1
13.9 13.4 0.0
1.9
0.0
루마니아 0.6
7.7
0.1 14.6
1.5
0.1
남
미 4.3
0.2
0.1 0.0
0.6
30.9
브 라 질 2.0
0.1
0.0 0.0
0.3
12.5

주：1) 국외대출중 해당지역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주：1) 2010년말 기준
자료：BIS
자료：EBRD(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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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국가의 외화대출 현황1)

GDP성장률 전망1)
(%)

외화대출/총대출 민간외화대출/
국내외화대출
헝 가 리
61.1
35.6
폴 란 드
34.6
18.2
루마니아
63.2
26.3
블가리아
62.4
45.5
라트비아
90.4
78.1
리투아니아
73.7
43.7
우크라이나
43.9
30.8
주：1) 2011년말 기준. 루마니아는
2011.7월말
자료：EBRD(2012)

주：1) 동유럽국가 전망은 EBRD(2012),
남미국가 전망은 IMF(2012.1.24.)

o 유로지역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미국 등 외국계 은행으로도 전이될 소지
― 미국내 기업대출에 대해 유럽계 은행들은 2011년 하반기 들어 대출
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계 은행들은 4/4분기 이후 점차
대출기준을 강화하는 모습
미국내 은행의 기업대출기준1)

주요 지역의 국외대출 현황
(억달러)
전세계
유로지역

미국

유로지역

86,310

(44.6) 17,490 (30.7) 44,390 (58.7)

(

24,490

(12.7)

5,700

(10.0) 13,540 (17.9)

(

25,230

(13.0)

5,860

(10.3) 11,420 (15.1)

프랑스)
독
일)
( 이탈리아 )
(스 페 인)
스 위 스
영
국
미
국
일
본
기
타
전 세 계

6,500

(

3.4)

350

(

0.6)

5,330

(

7.0)

9,100

(

4.7)

2,160

(

3.8)

2,560

(

3.4)

14,750

(

7.6)

7,310

(12.8)

3,600

(

4.8)

26,390

(13.6) 11,340 (19.9) 10,660 (14.1)

21,180

(10.9)

20,460

(10.6) 11,980 (21.0)

24,520

(12.7)

193,590

－

8,880

(15.6)

7,330

(

9.7)

4,390

(

5.8)

5,320

(

7.0)

(100.0) 57,000 (100.0) 75,680 (100.0)

주：1) 플러스이면 대출기준 강화를 의미
자료：BIS(2012), FRB

주：1) ( )내는 전 세계 대출 비중(%)
자료：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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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유가 급등*
* 노진영 국제종합팀 과장

리스크
◆ 국제유가가 현 수준에서 큰 폭으로 추가 상승하면서 세계경제 회복
을 저해할 우려*
*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1년 동안 0.2～0.3%p 하락(IMF)
2011년초 국제유가 급등으로 미국의 소비지출이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크게 약화)

( 현황 )
□ 금년 들어 국제유가는 이란핵 문제 등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공급차질,
원유재고의 감소 등으로 큰 폭 상승*
* 2012.4.16일 현재 Dubai유 가격은 배럴당 117.3달러로 전년말 대비 11.9% 상승(금
년중 최고가는 3.14일 124.02달러(전년말대비 18.3% 상승))

o 이란 외에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원유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차질 규모가 2011년 리비아 사태발생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육박*
* 2012.2월말 현재 중동·아프리카지역의 생산차질 규모는 세계 원유공급의 2% 정
도이며 이는 지난해 리비아 내전발생에 따른 생산 감소분을 소폭 상회

― 리비아 원유생산이 내전 이전 수준으로 복구(약 2백만bpd)되기까지 2
년 내외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부족간 갈등도 리스크로 잠재
― 수단의 경우 남･북 수단간 원유수송을 둘러싼 갈등으로 원유생산시
설이 집중되어 있는 남수단의 생산이 전면 중단된 상태*
* 내륙국가인 남수단이 원유 수출을 위해서는 홍해의 북수단 항구를 이용해야 하는데
최근 북수단의 무리한 통행료 요구와 군사행동으로 남수단이 원유생산을 중단

국제유가

원유생산차질 현황
국가
리비아
나이지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이란
합 계1)

자료 : Bloomberg

2012.2월 추정
생산차질량(천bpd)
575
41
363
101
118
715
1,913(2.2)

주 : 1) ( )안은 세계원유공급 대비 비중
자료 : 도이치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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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유재고가 과거(5년) 평균을 크게 하회
― OECD 재고는 2011.8월 이후 평균을 밑돌기 시작하여 2012.1월에는
41억배럴로 과거 5년간 같은 달중 최저치를 기록
o 이와 같은 공급여건 악화에 더하여 비상업용 투자자금이 선물시장
에 대거 유입되면서 유가상승을 추가 견인
* WTI 비상업순매수(천계약, 기간중 평균) : 144.6(2011.12월말) → 215.6(2012.4.3.일)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WTI 원유선물 가격과 선물포지션
간의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를 중심으로 투자자포지션이 유가변
화에 대응하여 조정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는바, 동 결과
에 비추어 볼 때 유가 상승기에 투기자금 유입은 가격 상승폭을 확
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원유재고

주 : 1) 판매/재고
자료 : 상무부, NAR

WTI선물 순매수포지션

자료 : Bloomberg

( 향후 전망 )
◆ 향후 국제유가는 공급애로가 점차 완화되면서 추가 상승하지는
않겠으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견조한 수요확대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이란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
은 것으로 평가
o 이란과 서방국은 군사적 충돌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는 상황을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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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이미 갤런당 4달러 내외에 도달한 국내휘발유가격을 부
담스러워하고 있으며 특히 과도한 유가 상승은 대선을 앞둔 오
바마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 이란도 석유관련 수출이 전체 수출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점,
해협봉쇄가 군사보복으로 직결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식
→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4.1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1년
3개월만에 이란과 핵협상을 재개*
* 양측 협상대표들은 회담이 매우 건설적이었다는 소감을 피력하였으며 5.23일 이
라크 바그다드에서 다시 회담을 갖기로 합의

 공급애로가 점차 완화
□ 이란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국간 노력, 리비아의 원유생산시설 복구
등으로 공급차질은 점차 해소될 전망
o 이란과 서방국가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근
공급애로에 따른 10달러 내외의 가격 상승분이 점진적으로 축소
― 주요 전망기관들은 2012.3월 전망에서 이란핵 문제 등을 우려하여
2011.12월 전망대비 평균 10달러 상향조정(브렌트 기준)
o 선진국이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가능성도 상존
― 과거 전략비축유 방출 후 유가는 통상 5∼10달러 하락
과거 미 전략비축유 방출시 유가1)

이란사태 전후 유가전망1)

주：1) 5개 IB 평균(브렌트유 기준)
자료：Bloomberg

주：1) 방출 이후 3개월간 변동률
자료：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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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견조한 원유수요, 풍부한 글로벌유동성 등이 고유가를 지지
□ 주요 신흥국의 견조한 원유수요 지속, 글로벌 유동성의 공급 확대 등이
고유가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
o OECD국가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세계원유 수요는 중국
등 비OECD 주요 신흥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1백만bpd 늘
어날 전망
― 특히 중국의 경우 신규 전략비축유* 저장시설 및 정유공장 건설, 경
제규모 확대 등으로 원유수요가 계속 증가
* 전략비축유는 1973년 중동산유국의 원유금수 조치 이후 심각한 공급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현재 미국(7억3천만배럴), 일
본(3억2천만배럴), 유럽(4억2천만배럴)의 순이며 중국도 2013년까지 총 3억2
천만배럴의 전략비축유를 축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중국의 1인당 원유소비는 주요 선진국의 1/5 수준에 불과

o 국제유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주요 선진국의 통화량이 양적 완
화정책의 지속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08.1∼2012.2월중 국제유가* 상승률과 미국･유로지역･영국･일본의
M2* 증가율간 상관관계가 0.73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
추어 글로벌유동성 확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 브렌트･두바이･WTI가격의 평균
** 4개국 M2를 각국의 명목GDP로 가중평균

글로벌 유동성1)과 유가

글로벌 원유수요 전망
(백만bpd)
2011

2012

증가

87.9

89.0

1.06

- OECD

45.6

45.4

-0.21

- 비OECD

42.3

43.6

1.27

▪세계수요

자료：EIA, Short-Term Energy
Outlook(2012.3월)

주：1) 미국, 유로, 영국 및 일본의 M2
자료：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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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예측기관들도 국제유가(Brent유, 기간평균)가 2012~13년중 110∼
120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주요 예측기관의 유가전망
(Brent유 기준)
(기간평균, 달러/배럴)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CERA (4. 17일)
120.1
118.4 123.7
119.5
119.0
CGES (3. 19일)
118.5
118.4 123.4
119.3
112.9
OEF(3. 30일)
116.2
118.4 123.0
114.0
109.6
Deutsche Bank(4. 13일)
117.2
118.0 119.0
115.0
117.0
JPMorgan(4. 17일)
118.0
115.0 112.0
120.0
125.0
Barclays Capital(4. 13일)
120.0
110.0 118.0
121.0
121.0
1)
Citigroup (3. 23일)
100.0
95.0
100.0
100.0
105.0
EIA1)(4. 10일)
105.7
102.9 106.0
107.0
107.0
주：1) WTI油 기준(2012.1∼3월중 WTI는 Brent보다 평균 16달러 하회)
자료：미 에너지청(EIA), 옥스퍼드경제연구소(OEF),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
(CERA), 세계에너지연구소(CGES) 등

117.5
105.9
120.0
125.0
113.0
105.8

3. 유로지역 재정건전성 강화에 따른 경기부진 지속*
* 박진호 선진경제팀 차장

리스크
◆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유로지역 대다수 국가의 강도 높은 재정긴
축은 저성장국면의 장기화를 초래할 우려
( 현황 )
□ 유로지역의 대다수 국가들은 경기침체 하에서 성장잠재력 제고*, 시장
신뢰 확보 및 재정여력(fiscal space) 창출을 목적으로 대규모 재정건전화
를 추진
* 국가채무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국가는 이를 하회하는 국가에 비해 1%p 낮은 경
제성장률을 보이고(Reinhart & Rogof, 2010), 국가채무비율 10%p 상승은 1인당 실
질GDP 증가율을 매년 0.2%p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Kumar & Wo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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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GDP대비)을 통상적인 건전한 기준(75% 미만*)
보다 크게 낮은 60%**로 낮출 계획
* OECD(2012),

** 안정성장협약(SGP) 상의 국가채무비율 상한

o 유로지역의 재정건전화 규모(GDP대비)*는 2011∼13년중 평균 1.4%p 정
도이며 과다채무국**은 3%p를 상회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비율(GDP대비) 기준. 재정수지 변화는 ① 재량적 조치, ②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의 자동안정장치 실행, ③ 이자지급액 변화 등으로 발생하
는데 이중에서 재량적 조치(경기순환요인이 제거된 기초재정수지)가 가장 넓게 사용되
는 재량건전화 측정지표(Reserve Bank of Australia, 2012)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1)
유 로 지 역
독
일
프 랑 스
이탈리아
스 페 인
그 리 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
국
미
국
일
본

2010
85.3
83.2
82.4
118.4
60.8
145
92.5
93.4
75.1
98.5
219.0

주요국의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비율1)

(%)
2011e) 2012f) 2013f)
88.4 91.1 92.5
81.5 81.6 79.8
87.0 90.7 93.1
121.4 125.3 126.6
70.1 78.1 84.0
165 163 167
105.4 113.7 118.4
106.8 112.4 115.3
80.8 86.6 90.3
102.0 107.6 112.0
233.4 241.0 246.8

주：1) GDP대비
자료：IMF Fiscal Monitor Update(2012) 등

유로지역
독
일
프 랑 스
이탈리아
스 페 인
그 리 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
국
미
국
일
본

2011e)(A)
-0.2
1.1
-2.1
2.1
-2.3
1.5
-5.5
-0.4
-4.9
－
－

(%, %p)
2012f) 2013f)(B) B-A
0.8
1.2
1.4
1.6
1.9
0.8
-1.2
-0.9
1.2
4.1
5.2
3.1
-1.7
-1.6
0.7
5.1
5.5
4.0
-3.7
-2.2
3.3
2.8
3.8
4.2
-3.1
-1.3
3.6
－
－
2.6
－
－
0.5

주：1) 잠재 GDP대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란 기
초재정수지(재정수지-이자지급)에서 경기
요인 및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부분을 말
함
자료：European Commission(2012), Reserve Bank of Australia(2012)

□ 유로지역 차원에서는 공동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회원국 차원에서는 빠
르면 2013년 재정적자비율 3% 미만 달성을 목표로 세율인상보다는 재
정지출 감축 위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
* 유로지역 국가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률로 인해 세율인상보다는 재정지
출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① 유로지역 차원 : 유로지역 국가를 포함한 25개 EU 국가는 금년 3.2일
재정협약*을 체결
* 재정협약의 공식명칭은 “EMU의 안정･공조･거버넌스에 관한 조약”(TSCG：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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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구조적 재정적자비율(GDP대비)을 0.5% 이하로 제한
― 국가채무비율(GDP대비)이 기준치(60%)를 초과하는 회원국은 기준 초
과채무를 매년 1/20씩 축소(1/20 rules)
* 2012년에 구조적 재정적자 비율 0.5%를 초과할 잠재적 위반국은 9개국(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슬로바키아 등)<European Commission 2011.11월 전망 기준>

② 회원국
o 독일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구조적 재정적자비율 달성 의무기한(2016년)
을 앞당겨 2014년에 달성하기로 결정(3.21)
독일의 2012~16년중 재정목표
재 정 수 입
재 정 지 출
재 정 수 지
구조적 정수지(GDP대비,%)
자료：독일 재무부(3.21)

2011
2,789
2,962
-173
‥

2012f)
2,779
3,127
-348
‥

2013f)
2,811
3,007
-196
‥

2014f)
2,889
3,035
-146
-0.35

2015f)
2,976
3,079
-103
-0.14

(억유로)
2016f)
3,082
3,093
-11
-0.01

o EU/IMF의 구제금융수혜국을 보면 그리스*는 2014년, 포르투갈 및 아
일랜드는 2013년 및 2015년까지 각각 재정적자비율을 3% 이하로 낮
출 계획
* 2차 구제금융수혜를 조건으로 33억유로(GDP의 1.5%) 규모의 추가 재정긴축을 실행하기로 약속

중장기 주요 재정수지지표 전망
2010
재정수지
-10.6
그리스
기초재정수지 -5.0
-9.8
포르투갈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6.8
재정수지
-11.5
아일랜드
기초재정수지 -8.4
자료：IMF

2011
-9.3
-2.4
-4.0
0.1
-9.9
-6.6

2012f)
-7.3
-1.0
-4.5
0.3
-8.6
-4.5

2013f)
-4.6
1.8
-3.0
1.7
-7.5
-1.9

(GDP대비, %)
2014f)
2015f)
-2.1
-1.6
4.5
4.5
-2.3
-1.9
2.6
2.9
-5.0
-3.0
0.8
2.8

o 스페인 및 이탈리아는 시장신뢰 확보를 위해 추가 재정긴축을 추진
― 스페인은 재정적자비율을 2011년 8.5%에서 2012년 5.3% → 2013년
3% 미만으로 축소할 예정*이나 빈번한 목표치 수정으로 시장의 신
뢰가 낮은 편
* 2012년중 긴축규모는 1970년대 이후 최대. 그러나 지나친 소비위축을 우려하여
부가가치세율, 실업급여 및 공적연금급여는 종전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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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는 위험국가군(danger zone)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 가지 축
*
**
(pillar) 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 중심의 국가전략을 추진
* ⑴ 2013년 재정균형 달성을 목표로 재정건전화 추진. ⑵ 기업환경 개선, 인프라투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 촉진. ⑶ 경제주체의 공평한 분담 유지(11.17)
** 재정균형 규율을 2012년 헌법에 반영하여 2014년 시행하고 재정상황을 모니
터링하는 독립기관을 2013년 설립

( 향후 전망 )
◆ 유로지역 대다수 국가들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 경기침체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재정건전화계획의 수
정 가능성도 제기
 강력한 재정긴축이 경기침체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 점증
□ 2012년중 유로지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전망
o 독일･프랑스는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겠으나 재정취약국은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그리스, 포르투갈) 또는 더블 딥(이탈리아, 스페
인)을 시현
□ 경기침체 상황에서 가계 및 기업이 신용제약을 크게 받고 있어 재정건
전화 추진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
o 특히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의 경우 높은 한계소비성향 및
낮은 한계수입성향으로 성장파급 효과가 다른 국가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Gros, D. and Alicidi, C., 2011)
유로지역 주요국의 재정승수1)

주요국의 GDP성장률
(%)
2010 2011e) 2012f) 2013f)
유 로 지 역 1.9
1.6 -0.5
0.8
독
일 3.6
3.0
0.3
1.5
프 랑 스 1.4
1.6
0.2
1.0
네 덜 란 드 1.7
1.2 -0.9
‥
이 탈 리 아 1.5
0.4 -2.2
-0.6
스 페 인 -0.1
0.7 -1.7
-0.3
그 리 스 -3.5 -6.9 -4.8
0.0
아 일 랜 드 -0.4
0.9
0.5
2.0
포 르 투 갈 1.4 -1.5 -3.3
0.3
영
국 2.1
0.9
0.6
2.0
미
국 3.0
1.8
1.8
2.2
일
본 4.4 -0.9 -1.7
-0.3
자료：IMF WEO Update(2012.1), European
Commission(네덜란드) 등

(%)

주：1) 2002-07년기준.

재정승수 = 
  한계소비성향  한계수입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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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정건전화가 유로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역내
국가간 교역도 크게 위축될 우려*
* 특히 다수 국가가 재정적자비율을 1%p 낮추는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소국경제의 GDP성장률은 2%p 하락(IMF WEO, 2010.10). 그러므로 재정여력을 갖
고 있는 국가들은 경기측면에서 재정건전화 속도를 고려할 필요(Cottarelli IMF
Director, 2012.3)

o 재정긴축의 성장파급효과는 환율하락을 통한 수출확대에 의해 일부 상쇄
될 수 있으나 유로화표시 교역비중이 높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한편 통화정책 면에서의 운영여력도 제한
o 현 ECB의 정책금리가 1% 수준으로 추가 인하* 여지도 크지 않음
* 일부에서는 유로지역의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낮아졌어도 높은 스프레드로
인해 제로금리 수준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 저성장국면 하에서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 추진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음
o 이에 대해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국가채무위기가 재부상
할 우려
 특히 과다채무국에서 어려움이 가중*
* 그리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경우 민간소비 비중이 높아 재정건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로 실질금리가 높아져 성장이 더욱 위축

□ 그리스는 임금삭감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수출을 늘려 성장기반을
강화해야 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o 또한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임금삭감 등은 소비위축을 통해 경
기침체를 심화시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을 상승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이럴 경우 채무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제금융지
원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포르투갈의 경우 재정긴축 추진이 국외수요 둔화와 맞물려 예상보다
더 크게 성장세를 약화*시킬 소지(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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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은 1980년 전후 마이너스 성장 이후 처음으로 2년에 걸쳐 마이너스 성
장을 이어갈 전망. 포르투갈의 GDP성장률이 2012~13년중 –7%(누계)를 나타낼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11년 107% → 2013년 124%로 상승하고 재정적자비율
3% 이하 달성도 2013년 → 2015년으로 늦어질 가능성(ECB, 2012)

o 일부 전문가들은 포르투갈의 재정건전화가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추
가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등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
□ 스페인은 재정지출 감축을 위해 임금상승 억제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를 계속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
o 지방정부*의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정
부 지출이 단기적으로 삭감하기 어려운 교육･보건 등 장기프로그램
에 집중
* 지방정부의 지출비중이 전체 40%를 상회하는 등 재정건전화 달성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칠 전망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정 가능성
□ 일부에서는 재정건전화가 국가채무위기 해결에 중요한 대책임을 인정
하면서도 경기침체 하에서의 추진이 회원국들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
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지적
o Robert Shiller(예일대교수)는 J.M. Keynes의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을 인용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정부규모의 일시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확대를 수반하지 않는 “balanced-budget
stimulus” 대책을 제시
― 고소득층은 세금인상에 반응하여 지출을 줄이는 성향이 낮으므로
부유세 확대를 통한 지출 확대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완
화할 수 있음
□ 반면 ECB는 가계 및 기업의 신뢰 회복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에는 경
기부양보다 재정긴축이 보다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
* Cimadomo et al.(2011)

o 국가부채 축소는 가계 및 기업의 신뢰 개선을 통해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정(＋)의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경제성장으
로 이어질 가능성*

- 173 -

* 이러한 견해는 종종 “확장적 재정긴축 가설”(expansionary fiscal contraction
hypothesis) 또는 1980년대초 독일의 재정긴축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독일가
설(German hypothesis)이라 불림(Manfred Neuman, University of Bonn 교수)

4. 중국경제의 감속 성장*
* 한재현 신흥경제팀 과장

리스크
◆ 국외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신장세 둔화, 부동산시장 부진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 등으로 중국의 성장이 예상 외로 크게 감속될 우려
( 현 황 )
□ 최근 수출이 최대 수출지역*인 EU를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고 소매
판매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
* 대EU 수출 비중은 18.8%로 대미(17.1%), 대일(7.8%) 비중을 상회(2011년 기준)

o 금년 1/4분기 GDP성장률이 2009.1/4분기(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1%로 5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며 수출증가율(통관 기준)도 7.6%에 머물
러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2년 이후의 연평균 증가율(22.9%)을
크게 하회*
*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1년중 6년만에 최저치인 1,551억달러에 그친 데 이어 금년 1/4분
기에는 7억달러를 기록

― 1/4분기 수출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금년 수출증가율은 지난해(20.4%)보
다 크게 낮은 13%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간 GDP성장률을 1%p 내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1/4분기 수출규모는 춘절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축소 등으로 통상 다른 분기
의 약 75% 수준(2000～11년 평균 기준)

GDP 부문별 기여도

자료 : Global Insight

수출증가율

자료 : 중국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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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매판매 증가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o 특히 부동산시장 관련 지표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그동안 성장세
를 견인하였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
* 부동산관련 투자는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33.9%, GDP의 16.2%를 차지(2010년 기준)

o 중국인민은행이 조사하는 경기상황지수가 2011.3/4분기부터 기준점(50)
을 크게 밑도는 가운데 기업경기지수도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기업의
심리도 불안한 모습
부동산경기 및 착공면적1)

주 : 1) 6개월 이동평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기업가 설문조사 결과

자료 : 중국인민은행

( 향후 전망 )
◆ 중국은 지나친 감속 성장을 방지할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어 잠재
수준(8%)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성장세가 계속 약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
□ 내수 및 수출 주문 PMI 등 경기선행지표의 최근 움직임, 중국정부의
소비진작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성장세가 계속 약화될 가능성
은 낮은 것으로 평가
o 4∼5개월 정도의 선행성을 갖는 수출주문 PMI 및 내수주문 PMI가 2월
이후 기준치(5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수출 및 내수가 점차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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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문 및 내수주문 PMI의 선행성 분석1)
t
수출주문 PMI(t-i)와
0.4266
수출증감률(t)
내수주문 PMI(t-i)와 0.1579
소매판매증감률(t)

t-1

t-2

t-3

t-4

t-5

t-6

0.5475

0.5954

0.6392

0.6707

0.6671

0.6271

0.3076

0.4025

0.4720

0.4774

0.5164

0.5157

주 : 1) 분석기간은 2005.1월～2012.3월 기준, 대상지표간 시차상관계수

o 또한 성장패러다임이 수출 및 투자 주도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소비확대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2009∼11년중의 가전제품구입 보조금정책*(家電 以旧换新 및 家電下鄕)과
유사한 가구구입 보조금정책**(家具 以旧换新)이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중
* 2010년 및 2011년 신규구입 가전제품중 64% 및 89%가 보조금을 수혜
** 구매가의 5%를 현금보조하는 정책으로 금년 3.10일 천진(天津)시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 예정

― 보조금정책의 전국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가전제품 및 가구 판
매가 10%p 이상 증대된 지난 사례에 비추어 가계소비 증가율은
1%p 이상, GDP성장률은 0.3%p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산
* 가전제품 및 가구구입 판매증가분(10%p) × 소매판매중 가전제품 및 가구판매
비중(10%) × 실질GDP중 민간소비비중(35%) = 0.35%p

□ 중국국무원, 청화대 경제연구센터 및 주요 IB들은 GDP성장률이 상반기
중 저점에 도달한 이후 늦어도 3/4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3.23일)
내수·수출 주문 PMI

가전제품판매 증가율 주요 IB들의 GDP성장률 전망1)
(전년동기대비,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UBS Barclays Goldman
Sachs 노무라
(‘12.2) (‘12.2) (‘12.3)
(‘12.4)
1/4 8.2 8.2 8.6 7.8
2/4 8.5 8.0 8.5 7.9
3/4 8.6 8.0 8.5 8.4
4/4 8.6 8.2 8.6 8.7
연간 8.5 8.1 8.6 8.2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 1) ( )내는 전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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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재정지출을 늘릴 여력이 충분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사회안정
에 필요한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 국가부채비율과 재정적자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재정정책 면에
서 충분한 대응여력을 구비
o 정부는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재정지출 확
대 등을 통해 성장세 둔화에 적극 대응
GDP대비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비율

GDP 및 재정지출 증가율

(%)
재정수지

국가부채

2007

0.2

19.6

2008

-0.8

17.0

2009

-2.8

17.7

2010

-1.7

16.8

2011

-1.1

15.3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중국재정부

□ 지난 2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개월만에 물가목표범위(4%) 이내
로 낮아지면서 통화정책의 운영여건도 개선
o 다만 대도시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배율(PIR：price to income ratio)이 여전
히 높아* 양도세 과세기준 강화, 부동산보유세 도입 등 부동산 투기억
제대책은 유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금리인하 등 전면적인 완화기조로
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북경, 상해 등 주요 대도시의 PIR은 11∼23배 수준으로 UN 및 World Bank가 합
리적인 수준으로 제시하는 3∼6배를 큰 폭 상회

물가상승률

중국 주요도시 주택가격소득배율1),2)
평균주택1)가격
(만위안, A)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가구소득2)
PIR1)
(만위안, B) (배,A/B)

北京

229 (183)

10

22 (18)

上海

235 (188)

11

21 (17)

深圳

255 (204)

11

23 (18)

天津

118 (95)

8

14 (11)

주：1) 100m2 주택 기준, ( )내는 80m2 기준
2) 2011년 1인당 가처분소득 × 3.1명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지수연구원

- 177 -

 금년중 최대 수출지역인 유로지역이 저성장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는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수출의존도가 높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중국의 성장률 하락으로 비
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o 중국의 GDP성장률 1%p 하락은 수입수요 감소 및 국가간 파급효과를
통해 NIES 국가 및 아세안 4개국의 성장률을 각각 0.15%p 및 0.08%p
낮추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 성장률을 0.1%p 하락시키는 것으
로 추정*(IMF WEO, 2004.9월)
* 최근에는 중국경제의 위상 강화와 글로벌 경제의 상호연관성 증대로 동 효과가 확
대된 것으로 추산

주요국의 수출의존도1)2)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비중1)2)

주：1) 실질GDP대비 총수출 비중
2) 2010년 기준(한국은 2011년)
자료：UN, 한국은행

주：1) 총수출대비 대중수출 비중(명목)
2) 2010년 기준(한국은 2011년)
자료：UN, 한국은행

5. 미국경제의 소프트 패치 가능성*
* 권승혁 선진경제팀 차장
리스크

◆ 금년 들어 국제유가 등귀가 국내휘발유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로 전
이되는 상황에서 고용사정이 추가 개선되지 못하고 주택시장도 부
진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할 경우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정체되면서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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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최근 미국경제는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지속
o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고 비제조업 업황도 개선되는 가운데 소비심
리 호전으로 소매판매의 증가폭이 확대
제조업 생산 및 가동률

비제조업 PMI

소매판매

(기준치 = 50)

(%)
10

65
지수(좌축)

60

전월대비(우축)

8
6

55

4

50
2

45

0

40

-2

35

-4

30
09. 1

자료 : 미 연준

-6

7

10.1

7

11.1

7

12.1

자료 : ISM

자료: Census Bureau, 미시건 대학

□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고용사정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
o 취업자수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실업률도 8%대 초반으로 하락
실업률1)

취업자수 증감

자료：BLS

o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큰 폭 감소
 2011.10월：40.0만건 → 12월：37.8만건 → 2012.3월：35.9만건
□ 그러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상존, 주택가격의 하락세 지속 및
고유가 등이 소비 증가를 제약하면서 경기회복 모멘텀을 약화시킬
우려
o 고용사정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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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중 실업률은 2009.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8.2%)을 기록하였
으나 정상 수준*을 여전히 상회
* 미 연준은 정상실업률을 5.2%~6.0% 수준으로 추정

― 27주 이상 장기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42.5%에 달하고 있으며
고용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
장기실업자수 비중

자료 : BLS

고용률

자료 : BLS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BLS

o 주택시장은 가격 약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등 계속 부진한 상황
* 주택가격지수(S&P, Case-Shiller 지수)가 2010년 10월 이후 계속 하락

[

― 주택재고가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수급여건
이 뚜렷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압류물량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주택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
주택가격 지수

자료 : S&P, Case-Shiller

주택재고율1)

주 : 1) 판매/재고
자료 : 상무부, NAR

주택압류율1)

주 : 1) 압류율(압류건수/총모기지)
자료 : Bloomberg

o 국제유가 등귀에 따른 국내휘발유가격 상승이 물가로 전이되면서
가계 구매력을 저하시킬 가능성*
* 지난해에도 리비아 사태 발생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더블딥 가능성이 제기

― 소득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휘발유가격(전국 평균)이
갤론당 4달러 이상으로 상승함으로써 구매력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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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득

휘발유 가격

자료 : BEA

자료 : Bloomberg

( 향후 전망 )
◆ 고용이 완만하나마 꾸준히 회복되고 주택시장도 개선 움직임을 이
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가격 오름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제
한적일 것으로 보여 향후 미국경제가 소프트 패치를 나타낼 가능성
은 낮은 것으로 평가
 경기 회복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
□ 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
o 디레버리징 완화로 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가계대출도 증가로 전환

(전년동기대비,%)



기업대출
가계대출

2011.1/4

2/4

3/4

4/4

-1.5

3.1

6.9

9.8

28.3

-6.4

-4.5

-2.3

2012.1월

2월

11.0

12.2

1.0

1.4

o 당국의 정책적 노력*도 경기회복을 뒷받침
* 급여세율 감면(6.2%→4.2%) 만료기한이 2012년 말로 연장된 가운데 미 연준
은 초저금리 정책을 최소한 2014년까지 지속할 방침

o 경기선행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IMF 등 주요 예측기관들은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
경기선행지수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Conferenc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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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패치를 초래할 주요 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
□ 고용은 완만하나마 꾸준히 개선될 전망
o 고용사정이 경기 회복에 힘입어 개선 추세를 지속하면서 실업률이
계속 하락
― 내수 확대가 경제 전체로 파급되면서 장기실업자 비중이 낮아지고
고용률은 높아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부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
2012년 실업률 전망

□ 주택시장도 개선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o 주택가격은 압류물건 처리 등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점차 개선
― 주택압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체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주택판매
도 완만하게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이 점차 약세에서 벗어날 전망
연체율 및 압류건수

주택판매

자료 : Bloomberg

자료 : 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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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die Mac 주택가격 전망
2010 2011

연간

1/4

2012
2/4

3/4

FMHPI1)
-6.1 -3.0 -2.0
-2.0
1.0
-1.0
Case 2)-3.7 -3.3 -2.0
-3.0
2.0
-1.0
Shiller
주：1) Freddie Mac's House Price Index
2) S&P, Case-Shiller Home Price Index
3) 2011년 이후는 전망치

(전년동기비, %)

4/4

연간

1/4

0.0
0.0

2.0
2.0

0.4
0.5

2013
2/4 3/4
0.9
1.0

0.5
0.4

4/4
0.2
0.1

ㆍ 다만 금융기관들이 압류집행의 부적절한 처리*와 관련된 소송으
로 그동안 보류하였던 집행을 재개하면서 일시적으로 압류주택
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들이 주택압류 집행과정에서 업무편의와 서류미비 은폐를 목적
으로 관련서류에 임의로 위조서명(robo-sign)한 사실들이 알려지자 “압
류사기(foreclosure fraud)”라는 용어와 함께 각 주에서 집단소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 정부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거액의 보상금
(250억 달러)을 부담하는 조치를 실시(2.9일)

□ 휘발유가격 상승이 구매력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
o 자동차 이용 억제 분위기 정착, 연비 향상 등으로 휘발유소비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휘발유가격 상승이 에너지지출에 파급되는 정도가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어 휘발유가격 상승의 구매력 저하효과는 종
전보다 작을 것으로 추산
휘발유 소비량1)

휘발유가격 및 에너지지출1)

주：1) 12개월 이동평균
자료：EIA

주：1) 가처분소득대비비율
자료：Bloomberg

o 또한 휘발유가격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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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한 천연가스 생산 확대로 천연가스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기･가스 요금도 연동되어 움직이
는 모습
―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안정된 모습
천연가스 생산량

천연가스가격

천연가스가격1)･광열비(CPI)

장기 인플레이션

자료 : EIA

자료 : Bloomberg

주：1) 광열비대비 3개월 선행
자료：Bloomberg, BLS

자료 : 미시건 대학

3. 종합평가
□ 향후 세계경제의 전망경로에 여러 하방 리스크가 내재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들 리스크가 현재의 회복기조를 되돌릴 정도로 전개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o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말 이후 급등하여 중동지역의 지정학
적 위험, 일부 산유국의 공급차질 등으로 120달러 내외의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란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지, 공급차질 산유국의 생산 정상화, 선진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가
능성 등에 비추어 추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다만 중국 등 대규모 신흥국 경제를 중심으로 원유수요가 견조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유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글로벌 유
동성이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고유가 수준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
o 미국경제는 고용이 완만하나마 꾸준한 회복을 지속하고 있는 점, 주
택시장도 더 이상의 악화 없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 소비･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성장 둔화 가
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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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내휘발유가격 상승이 에너지지출에 파급되는 강도가 과거
보다 약화되고 있는 등 가계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
으로 예상
o 중국경제는 최대 수출지역인 유럽지역 경제 및 국내 부동산시장의
부진으로 수출 및 고정투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관련 투자가
위축되면서 지난해(9.2%)보다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겠지만 정부가 재
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충분한 대응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사회
안정에 필요한 잠재성장률 수준(8%)의 달성은 가능할 전망
― 다만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성장률 하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일부 현재화될 가능성
□ 그러나 유로지역의 국가채무문제로 촉발된 은행의 디레버리징과 재정
건전성 강화가 역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o 유럽 은행들이 2012.6월말까지 핵심자기자본비율의 9% 상향조정, 국
가채무 익스포져에 대한 완충자본 확충 등에 직면하면서 대출축소･
자산매각 등을 추진함에 따라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디레버리징이
확대되면서 역외지역으로까지 파급될 우려
― 특히 서유럽국가에 대한 금융･수출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국가들은
금년중 큰 폭의 성장률 하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o 중장기적 국가채무비율 60% 및 단기적 재정적자비율 3% 미만 추진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화 실행방안이 재정지출 감축 위주
로 수립･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추진과정에서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심화될 소지
― 다만 실행과정에서 구제금융 수혜국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
가채무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질 경우에는 재정건전화 계획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음
o 한편 유로지역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미국계 은행으로 전이되고 이에
따른 유로지역의 실물경제 부진이 중국 수출을 위축시키는 가운데
미국･중국 이외의 국가로까지 파급될 경우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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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고용사정*
권승혁 조사국 국제경제부 차장
한재현･이홍직･김명현
과장
김아현
조사역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되었던 글로벌 고용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그 개선 정도 및 속도는 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o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완만한 데다 직능간·지역간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도 상존함에 따라 고용사정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크게
악화된 수준에서 더디게 개선되고 있어 단기간내에 정상수준으로 복귀
하기는 어려울 전망
o 독일은 유로지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기회복
세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유연성 확대 등의 제도적·구조적 요인에 힘
입어 고용호조를 지속
o 일본은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고용이 점차 개선
되다가 2011년 대지진의 영향으로 정체상태에 들어선 후 금년 들어서
야 재차 나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비노동력인구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
o 중국(도시지역)은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견조한 성장세가 수출의 급격한
둔화에 따른 영향을 상쇄한 데 힘입어 고용사정이 완만한 개선 움직임
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수출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비추
어 내수의 흐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o 브라질(도시지역)은 금융위기 이후 내수의 견실한 성장 및 국제농산물가
격 상승에 따른 농림어업의 호조 등으로 고용사정이 양호한 편이며 향
후 2014년 월드컵 개최 등에 따른 인프라 확충,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
시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주요국의 고용사정은 기본적으로 경기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가운데 제도
적·구조적 요인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향후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재연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경제·정책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대다수 국가의 고용이 단기간내
에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o 다만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적·구조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는 경기변동의 고용에 대한 영향
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국의 정책당국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 한층 노력을 경주할 필요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22호(2012.5.31), 국제경제리뷰 제2012-28호(2012.5.30)

- 187 -

1. 개 요
□ 글로벌 고용사정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악화된 이후 뚜렷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o 2011년 글로벌 실업률(ILO기준)은 6.0%로 2008년의 5.5%보다 높은 수준
― 이는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제약이
고용 개선을 지연시키는 가운데 가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회복을 다시 제약하는 악순환과정에 진입하였기 때문
세계 및 선진국 실업률

주 : 1) ILO 및 OECD 전망치

자료 : ILO(12.4월), OECD(12.5월)

□ 그러나 경기회복의 정도 및 속도, 구조적 요인 등에 따라 선진국 및
신흥국간, 그리고 국가별로 고용사정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 6%대에서 8%대로 높아진
이후 동 수준을 유지
―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실업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취업자수도
점차 늘고 있으나 체감 고용사정은 지표상 나타난 것보다 상대적으
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독일의 고용은 유로지역의 다른 회원국과는 달리 2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음
o 거대 신흥국을 보면 중국의 고용사정은 양호한 편이며 브라질도 2011
년말 사상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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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실업률

주요 신흥국 실업률

자료 : 각국 발표치, Bloomberg

⇒ 미국･독일･일본･중국･브라질 5개국 고용사정의 동향, 요인 및 전망에 대해 개관

2. 주요국 고용사정의 동향, 요인 및 전망
(1) 미 국
( 최근 동향 )
□ 미국의 고용사정은 2011년부터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어 오다가
금년 3∼4월 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다소 주춤하는
모습
o 취업자수 증가폭이 2012.1~2월중 평균 26만명대에서 3~4월에는 절반
정도로 축소
― 민간부문의 증가세가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크게 둔화
*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날씨로 증가폭이 2011.12~2012.1월중 크게 확대되었
다가 이후 소폭 감소로 전환

o 금년 4월 실업률은 2009.1월(7.8%) 이후 최저치인 8.1%까지 하락하였
는 바 이는 구직단념자 증가 등에도 일부 기인
― 3∼4월에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소폭 하락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수+실업자수)/16세이상인구]×100으로 계산
** (취업자수/16세이상인구)×100으로 산출.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참가자
수)×100]과 달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간의 이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아 고용사정을 파악하는 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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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자수1) 증감 및 실업률
2008 2009 2010

2011
4/4 11월 12월
164 157 223
184 178 234
6
1
26
13
3
28
158 170 172
-20 -21 -11
8.7
8.7
8.5

연간 3/4
1월
취업자수 -300 -422
86 153 128
275
민
간 -315 -415 104 175 148
277
건설업
-65 -88 -15
6
11
18
제조업
-75 -115
9
19
10
52
서비스업 -178 -204 104 143 121
199
정
부
15
-6 -18 -22 -20
-2
실업률
5.8
9.3
9.6
9.0
9.1
8.3
경제활동참가
66.0 65.4 64.7 64.1 64.1 64.0 64.0 64.0 63.7
율
고용률
62.2 59.3 58.5 58.4 58.3 58.5 58.5 58.5 58.5
주 : 1) 비농업부문 기준
2) 연간 및 분기는 기간중 월평균
자료 : 미 노동부

(천명, %)

2012
2월 3월 4월
259 154 115
254 166 130
-1
-3
-2
30
41
16
218 128 116
5 -12 -15
8.3
8.2
8.1
63.9

63.8

63.6

58.6

58.5

58.4

□ 경제활동참가율이 구직활동 포기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청년층
실업률, 장기 실업자 및 시간제근로자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어 체감 고용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o 연령대별 실업률이 모든 연령대에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으나 청
년층(16∼24세, 16.4%) 실업률은 여타 연령층(6.8%)보다 훨씬 높은 수준
o 실업기간별로도 단기실업자수가 빠르게 줄어든* 반면 27주 이상의 장
기실업자수는 매우 느리게 감소함으로써 장기실업자비중과 평균실업
기간이 1948년 이후 최고 수준
* 14주 이하의 단기실업자수는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감소

연령대별 실업률

실업기간별 실업자수

자료 : 미 노동부

자료 : 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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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간제(part-time) 취업자수비중도 17% 내외에서 19%대 중반으로 상승
전일제 및 시간제 취업자수 비중

자료 : 미 노동부

□ 최근 경기회복기의 고용사정 개선 속도는 과거 회복기에 비해 매우
느린 편
o 과거에는 취업자수가 경기침체기에 소폭 줄었다가 회복기에는 빠
르게 늘어난 반면 최근에는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한 이후 매우 완
만하게 증가
― 직전 경기회복기(2001년 저점)에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최근과 비슷
하였으나 당시 침체기에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점에 비
추어 최근의 개선 속도는 상당히 더딘 것으로 평가
o 실업률도 최근에는 빠르게 상승한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여 이전 회
복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미국 경기회복기별 취업자수 및 실업률
(취업자수)
(실업률)

주 : 비농업부문 기준
자료 : 미 노동부

자료 : 미 노동부

- 191 -

( 고용개선이 미흡한 요인 )
① 완만한 경기회복
□ 미국에서 최근 경기회복기의 고용사정 개선 속도가 이전 회복기보다
상당히 느린 것은 경기 요인에 주로 기인
o 고용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최근의 경기회복
은 이전보다 상당히 완만하여 GDP갭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지속*함
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가 정상 수준을 크게 하회
* 2001년에도 경기회복세가 최근과 비슷하게 완만하였으나 당시에는 침체기에 실
질GDP가 크게 줄지 않았던 반면 최근 침체기에는 큰 폭으로 감소

취업자수와 경제성장률1)

경기순환별 실질GDP 수준

주 : 1) 1970~2011년 기준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자료 : 미 상무부

GDP갭

자료 : IMF WEO(2012.4월)

o 금년 3∼4월중 고용개선 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도 연초에 경기회복세
가 다소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취업자수에 3개월 선행*하는 경기동행지수가 연초에 하락으로 전환
* 두 변수간 시차상관계수(최고시차 기준) : 0.85

최근 경기동행지수1)와 취업자수1)

주 : 1)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 미 노동부,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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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수급의 직능간(skill) 및 지역간(geographical) 미스매치
□ 장기실업자비중이 과거와는 달리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유발
하여 고용개선을 부분적으로 제약*
* OECD(2011.11월)는 미국의 물가안정실업률(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기준)이 5.7%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1%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

o 경기침체기중 실업이 주로 저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발생한 반면
기업의 노동수요는 고급기술 근로자에 집중되면서 직능간 미스매
치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
― 경기침체기중(2007.12~2009.6월) 비농업부문(공공부문 제외) 취업자수가
763만명 줄었는데 이중 66%(506만명)가 제조업, 건설업 및 도소매업
에서 발생한 반면 회복기(2009.6~2012.4월)의 취업자수 증가(309만명)중
81%(249만명)가 전문․사업, 교육․의료 서비스업에 집중
미국의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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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최근 회복기중(2009.6~12.3월) 기업의 채용희망 건수는 134.6만
건 늘어났으나 실제 채용건수 증가폭은 절반에 불과한 67.7만건을 기록
o 거주지역의 경기가 악화될 경우 고용여건이 양호한 다른 지역에서 일
자리를 찾아야 하나 주택수요 위축, 압류 증가 등으로 주택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지역간 이동을 제약*
* 주택가격이 모기지 잔액을 하회하는 逆에쿼티가 가계의 이동성을 30% 낮춘
것으로 분석(Ferreira et. al., 2011)

․ 금융위기 이후 주(州)간 이주인구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주택가격이 큰
폭 하락한 주(州)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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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간 이주인구

주(州)별 주택가격과 실업률
(2007.1/4~2011.4/4)

자료 : 미 센서스국

자료 : 미 노동부, 주택금융청

( 전망 )
□ 향후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사정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노동시장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는 상
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
* IMF(2012.4월)는 2016년까지 GDP갭이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o 주요 기관들은 미국의 실업률이 완만한 하락에 그쳐 2013년까지
8%에 근접한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주요 기관별 미국 실업률 전망
2010
IMF[2012.4월]
9.6
OECD[2012.5월]
Fed[2012.4월]1)
투자은행2)[2012.5월]
주 : 1) 4/4분기 기준

2011
9.0

2012
2013
8.2
7.9
8.1
7.6
7.8~8.2 7.0~8.1
8.1
7.8
2) 8개 투자은행 평균

2014
7.5
‥
6.3~7.7
‥
3) [

(%)

2015
2016
2017
7.0
6.3
5.8
‥
‥
‥
장기(4.9~6.0)
‥
‥
‥
] 내는 전망월

o 취업자수의 경우도 고용사정이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었던 최근 추세
(6개월 평균)를 지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4년 중반에 가야 2007
년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
미국의 취업자수 전망1)

주：1) 점선은 2010년 이후 추세선
자료：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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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업의 노동수요가 완만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동수급의 직능간
및 지역간 미스매치 등으로 초래된 장기실업자 문제가 뚜렷이 개선
되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요인이 해소된 이후에도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고착될 가능성
o 실업기간의 장기화는 근로자의 구직활동 약화, 보유기술 노후화*, 구직자
로서의 매력 저하 등으로 실업률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이는 인적자본의 영구적 손실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2) 독 일
( 최근 동향 )
□ 독일의 실업률은 여타 유로지역 국가들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시
일시 상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5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최근
2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o 2012.3월 실업률은 5.6%로 유로지역 평균 실업률(10.9%)의 절반 수준이며 취
업자수도 계속 늘어 2011년(전년 동기대비 평균)에는 1.0백만명 증가를 기록
o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고용증가를 주도
― 2011년중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2.7%(73.6만명) 늘어났으며 제조업 취업자
수도 2.3%(19.1만명) 증가로 전환
독일의 실업률 및 취업자수

독일의 산업별 고용증감률

(%)

(비중) 2008 2009 2010 2011

자료 : EU통계청

비농업부문(100.0)

1.9

-0.1

0.7

2.6

건 설 업( 6.8)

1.5

0.1

0.8

2.3

제 조 업(22.0) -1.3

-2.7

-1.3

2.3

0.8

1.4

2.7

서비스업(71.2)

자료 : OECD

3.0

□ 고용사정이 호조를 지속하면서 장기(12개월 이상)실업자수가 2007년(분기평균)
201.2만명에서 2011년 118.9만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전체 실업자대비 비
중도 47.7%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56%)을 하회
o 경제활동참가율도 2011.4분기에는 77.6%로 상승하였으며 청년실업률(25세 미만)
은 2012.1분기 8.0%로 유로지역 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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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장기실업자수

독일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청년실업률

자료 : EU통계청

자료 : EU통계청

o 임시직 비중은 14%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
독일의 임시직 취업자수

자료 : EU통계청

( 고용호조의 요인 )
□ 고용사정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인 데다 고
용유지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뒷받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평가
① 견조한 경기회복
□ 유로지역의 채무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비교적 견조한 경기회복세
를 유지하면서 고용사정 호조를 지지
o GDP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는 –5.1%를 보인 후
2010년 및 2011년에는 각각 3.7% 및 3.0%를 기록

(%)

주요국의 GDP성장률
2007

2008

2009

2010

독
일 3.3
1.1
프 랑 스 2.3
-0.1
유 로 지 역 3.0
0.4
미
국 1.9
-0.3
일
본 2.2
-1.0
자료 : EU통계청

-5.1
-3.1
-4.3
-3.5
-5.5

3.7
1.7
1.9
3.0
4.4

연간
3.0
1.7
1.5
1.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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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
0.9
0.7
0.1
-2.0

2011
2/4
0.3
0.0
0.1
0.3
-0.3

3/4
0.6
0.3
0.1
0.5
1.9

4/4
-0.2
0.1
-0.3
0.7
0.0

2012
1/4
0.5
0.0
0.0
0.5
1.0

□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 심화를 배경으로 고용창출력이 강한 서비스
업의 취업자수 확대가 고용증가를 견인
o 서비스업의 취업자수 비중은 1991년 60.4%, 2000년 68.2%, 2011년
71.6%로 계속 상승
GDP 및 취업자수중 서비스업 비중

자료 : EU통계청

②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 정비
□ 독일의 제도적·구조적 특성이 경기변동의 고용사정에 대한 영향력을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보임
o 실업률이 과거에는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한 후에도 추세적으로 상승
하였으나 최근의 경우(2009년)에는 소폭 상승하였다가 계속 하락
o GDP성장률 및 실업률은 대체로 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최
근(2009년)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거의 변
동하지 않는 등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시현
독일의 경기저점별 실업률 변동

독일의 성장률 및 실업률 변동

자료 : EU통계청

자료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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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고용 유지가 가능하도록 단축근로제도*(short
**
-time working), 연간근로시간계좌 (Working Time Account), 잔업축소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
* 기업들이 해고 대신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labour
hoarding)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
** 경기상승시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계정에 비축하였다가
경기침체시에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독일의 근로시간단축제도 수혜자

근로감축에 따른 생산성 감소

자료 : 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자료 : Boysen-Hogrefe et al.(2010) 재인용

□ 고용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o 2003∼05년 고용시장 개혁(「Agenda 2010」및「HartzⅠ∼Ⅳ」)*으로 시장
규제가 완화되고 사회보장시스템이 개선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
고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
*「Agenda 2010」은 2003년 Schröder정부에 의해 시작된 일련의 사회시스템 및 고용시
장 개혁프로그램으로 독일노동시장 개혁위원회(위원장 Peter Hartz)의 권고안을 토대
로 HartzⅠ∼Ⅳ를 200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 저임금고용 및 단기고용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 면제 등으로 기업의
저임금직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비숙련근로자 및 장기실업자의 취
업활동도 증가
― 또한 장기실업급여 및 복지급여를 통합하여 급여기간 및 액수를 축소
시키는 등 과잉 고용복지를 축소함으로써 근로자의 취업 유인을 강화
□ 명목임금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용촉진은 물론 금융위기시 고
용감축 방지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o 2000년 이후 명목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1.2%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바 이는 노동시장 개혁에 따른 유연성 제고와 더불어 임금상승
보다는 고용안정을 중시한 노조의 입장 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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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낮은 임금상승률은 단위노동비용 경감을 통해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투자 및 고용에 정(＋)의 효과를 파급
독일의 1인당 명목임금 상승률

유럽국가별 단위노동비용

자료 : 독일연방통계청

자료 : EU통계청

( 전망 )
□ 향후 독일의 고용수급 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
o 연방노동청의 고용수요지수(BA-X)* 및 Ifo 경제연구소의 고용지수
**
(employment barometer) 가 금년 들어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에 보고되는 모든 실제 일자리수를 지수화
** 약 7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3개월내의 고용계획에 대해 “증가”, “유
지”, “감소” 등 세 가지로 조사한 후 증가와 감소 응답비중의 차이를 지수화

연방노동청 고용지수

자료 : 연방노동청

Ifo 고용지수

자료 : Ifo

□ 주요 예측기관들은 최근 독일의 고용호조가 경기요인 외에 제도적인
요인에도 기인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o 실업률은 2012~13년 소폭 하락하여 5%대 초중반의 낮은 수준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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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예측기관의 독일 실업률 전망1)

전망기관

(%)

전망일 2010 2011 1/4 2012연간 2013

IMF
4월
7.1
5.9
OECD
11월
EC
5월
Citigroup
5.10일
Deutsche Bank
5.10일
주 : 2010, 2011, 2012.1/4분기는 실측치

5.6

5.6
5.7
5.5
5.4
5.7

5.5
5.5
5.3
5.3
5.7

(3) 일 본
( 최근 동향 )
□ 일본의 고용사정은 금년 들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o 실업률은 2009년 7∼9월 사상 최고치인 5.4%로 상승한 이후 점차 하락
하였고 대지진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 4.5% 내외에서 변동
― 2011.3월 발생한 대지진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실업률 변동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남
o 그러나 취업자수*는 2010년 증가(전년대비 : 2009년 –101만명 → 2010년 +22만
명)로 돌아선 뒤 2011년에는 대지진의 영향으로 정체(–2만명)되었다가 금
년 1/4분기에는 건설업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23만명 증가로 전환
* 2011.3∼8월에는 지진피해 3개 지역(이와테현(岩手県), 미야자키현(宮城県), 후쿠
시마현(福島県))에 대해 집계를 하지 않아 전국 기준의 통계는 부재

취업자수 및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주 : 2011.3∼8월중에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은 집계에서 제외
자료 : 총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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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림업 취업자수 증감

비농업부문

22

연간
-2

2011
3/4
-51

비중

2009

2010

(100.0)

-101

(기간중, 만명)
2012
4/4
1/4
23
23

건설업

(

8.3)

-4

-20

-9

0

-11

11

제조업

( 17.2)

-74

-29

-9

-5

-15

20

23

-49

서비스업
( 72.7)
-16
74
주 : 2011.3/4분기 수치는 2~9월 기간중 증감

56
-10
자료 : 총무성

□ 한편 장기(1년 이상)실업자 비중은 2009년 이후 빠르게 상승*
* 2009.1/4분기 26.3% → 2011.1/4분기 39.5% → 2/4분기 34.7% → 4/4분기 43.1% →
2011.1/4분기 39.2%

o 청년실업률(15~24세 이하)도 2009년 들어 높아진 후 8%대 후반 수준을 유지
연령별 실업률

장기실업자 비중

주 : 2011.3∼8월중에는 대지진 피해지역은 제외
자료 : 총무성

주 : 1년 이상 기준
자료 : 총무성

( 고용개선이 미흡한 요인 )
□ 일본의 고용사정 개선이 미흡한 것은 대지진의 영향 및 서비스부문의
고용 부진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① 대지진의 영향
□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에 대지진이 가세하면서 2011년 GDP성장률이
전년의 +4.4%에서 –0.7%로 반전되었고 이 과정에서 실업자들이 구직활
동을 포기하고 비노동력인구로 전환하는 등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빠
르게 하락함으로써 실제 고용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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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고용사정은 대지진 발생 이전에 비해 실업자 및 취업자가 각각
34.3만명 및 7.1만명 감소하고 비노동력인구는 58.7만명이나 증가
― 지진 이전에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비노동력인구도 감소 혹은 소폭
상승에 그쳤으나 최근 7개월에는 실업률이 대체로 상승하는 가운
데 비노동력 인구가 크게 증가
대지진전 7개월과 최근 7개월 비교1)

실업률(%)
실업자수(만명)
취업자수(만명)
노동력인구(만명)
비노동력인구(만명)

대지진
최근
전
7개월
7개월
차이
(2010.8월
2011.2월)~ (2011.
2012.93월월)~
5.0

4.5

-0.5

327

293

6,265

6,258

-7.1

6,592

6,551

-40.7

4,452

4,511

58.7

주 : 1) 기간중 평균

실업률과 비노동력 인구

-34.3

자료 : 총무성

자료 : 총무성

② 서비스부문의 고용감소 전환
□ 2011년에는 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가 제조업 및 건설업의 고용감소를 상
쇄하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서비스업 고용이 감소로 반전되면서 전체
고용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o 2011.3월 대지진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2011년 2
∼9월중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큰 폭 감소하였다가 4/4분기에는 큰
폭 증가로 반전하였으나 금년 1/4분기에는 이상저온 현상 등의 이
례적 요인의 영향으로 재차 감소로 전환
― 업종별로 보면 1/4분기중 운송업 및 숙박·음식업종 취업자수가
각각 28만명 및 14만명 감소하여 서비스부문의 고용감소를 주도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감1)

주요 서비스업 취업자수

주 : 1) 2011.1/4, 2/4분기는 대지진 여파로 통계 부재
자료 : 총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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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망 )
□ 향후 경기 회복에 따라 고용사정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개
선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o 금년 GDP성장률이 전년의 –0.7%에서 +2%대 초중반으로 높아질 것으
로 보이며 특히 대지진으로 인한 재건관련 사업의 본격화로 공공투
자가 크게 증가하고 주택투자도 늘어나는 가운데 수출여건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o 다만 고용사정 개선은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점차 확
산될 것으로 보이나 실업률은 비노동력인구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으
로 크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또한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재연, 이에 따른 엔화 강세 등으로
수출환경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에는 고용사정 개선폭이 더욱 제
한될 가능성
실업률 전망1)

GDP성장률 전망
GDP
민간소비
주택투자
설비투자
공공투자
수
출

2009 2010 2011 20121)
-5.5 4.4 -0.7 2.2
-0.7 2.6
0.1 1.6
-16.6 -4.2
5.4 3.4
-14.3 0.5
1.1 2.4
7.0 0.4 -3.6 8.8
-24.2 24.2 -0.1 4.0

2009
5.1

(실적)
IMF
Credit
Suisse
Barclays
Merrill
Lynch

주 : 1) 회계연도 기준(2011.4～2012.3월). Nomura

주 : 1) (

2010
5.1

(4월)
(5.10)
(5.11)
(5.18)
)내는

2011
4.6

2012

4.5
4.4
4.5
4.3

전망시점

(4) 중 국
( 최근 동향 )
□ 중국의 고용사정은 2012년 들어 도시지역*의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
* 전국 취업자(7.6억명)의 45.6%를 도시지역(3.5억명)이 차지하고 농촌지역(4.1억명)이 54.9%
를 점유(2010년 기준)

o 전년중 감소하였던 도시지역 국영기업의 광공업 취업자수가 금년 1/4
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1% 늘어나고 신규 취업자수도 300만명을 웃
도는 수준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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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은 금융위기 직후 4.3%로 상승하였다가 2010.3/4분기 이후 7
분기 하락하여 금년 1/4분기중 4.1%로 금년도 목표인 4.6%를 하회
□ 다만 실업률의 포괄범위 등의 한계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비도시지역의 고용사정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o 실업률이 도시등기 실업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촌 호적을 가진
농민공** 및 국영기업의 일시 퇴직자***의 누락으로 실제 상황이 과소평
가되는 경향
* 도시지역의 호적(戶口)을 갖고 있으며 노동능력과 취업의사가 있는 16∼60세
(남), 16∼55세(여)의 인구중 실업자로 등록한 인구
** 농촌호적을 가진 도시지역 근로자로 2011년말 현재 2.53억명
*** 국영기업 퇴직자에 대해서는 3년간 생활수당이 지급되며 동 기간에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 과거 회복기와 비교해 최근의 취업자수 증가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수증감률1) 및 신규취업자수2)

주 : 1) 도시지역 국영･집체기업의 광공업
및 전기가스수도업 기준
2) 도시지역 국영･집체기업의 전산업 기준
자료 : 국가통계국

과거 고용회복기와의 비교1)

주 : 1) 저점은 취업자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감
으로 판단. 저점Ⅰ은 2011.4/4분기,
Ⅱ는 2009.1/4분기, Ⅲ은 2007.1/4분기
자료 : 국가통계국

( 고용개선이 완만한 요인 )
① 글로벌 수출여건 악화
□ 도시지역 고용사정의 완만한 개선은 소비, 투자 등 내수가 비교적 견조
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에 따른 생산둔화가
고용증가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
* 금년 1/4분기중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8%p로 크게 낮아진 반면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는 등 내수가 성장을 주도

o 다만 금년 1/4분기에는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인력수요(기업의 구인자수 기준)
가 전년동기대비 증가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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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구인자수 증감1)

부문별 GDP 성장기여도

소비
투자
순수출
GDP

주 : 1) 도시지역 기준 자료 : 인력자원부

(%, %p)
2011
2012
1/4 2/4 3/4 4/4 1/4
5.8

4.5

4.4

4.6

6.2

4.3

5.1

4.9

4.8

2.7

-0.4

-0.1

-0.1

-0.5

-0.8

9.7

9.5

9.1

8.9

8.1

자료 : CEIC

o 도시지역 취업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영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고는 있으나 20%에 근접한 높은 수준을 지속
* 2010년 기준 취업자의 18.8%에 해당하는 6,516만명이 국영기업에 취업

국영기업 취업자수

자료 : 국가통계국

국영기업 매출액1)

주 : 1) 2008,2009,2010년은 분기평균
자료 : 국가통계국

② 생산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 기업의 고용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농민공을 중심으로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
o 구인배율*(구인자수/구직자수)이 2009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금년 1/4
분기 1.08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서부대개발 등 국가정책의 영향으로
중부 및 서부 지역의 구인배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
* 91개 도시의 공공취업서비스 기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동 기구는 주로 농민공 등 비숙
련 노동자의 취업을 알선

― 2010.4/4분기 이후 감소하던 기업의 구인자수가 금년 1/4분기에는
14.5% 증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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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배율

구인자수

자료 : 인력자원부

자료 : 인력자원부

( 전 망 )
□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재연 등으로 수출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 전환으로 주요 예측기관의 전망대로 금
년중 8%대 성장을 달성할 경우 고용은 약 27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이는 2003∼10년중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규모인 350만명을 크게 하회
* 2003∼10년중의 GDP증가율과 고용탄성치 등을 이용하여 추정. 2차 및 3차산업에
대해서는 GDP 1%p 변동시의 고용증가규모(2차산업 85만명, 3차산업 70만명)를 적
용하고 1차산업에 대해서는 2007～10년중 연평균 고용감소규모(1,003만명)를 적용

취업자수 증감규모 시산
2003∼10년 평균
산업 GDP증가율 취업자
(A)
증가율(B)

취업자
증감

(%, 백만명)

GDP 1%p
2010년
변동시
2011년
2012년
고용탄성치 취업자
취업자 취업자추정2) 취업자추정3)
(B/A)
증감1)
-0.73
279.3
-0.856
269.3
259.3

1차

4.6

-3.3

-10.9

2차

12.1

4.3

7.7

0.35

218.4

0.848

226.2

233.2

3차

11.5

2.9

6.7

0.25

263.3

0.698

269.8

275.5

계

10.9

0.5

3.5

0.04

761.1

0.690

765.3

768.0

주：1) 취업자수*고용탄성치*전체 GDP 1%p 증가시 각 산업의 GDP 증가율
2) 2010년 취업자수+GDP 1%p 변동시 취업자 증감 추정치*2011년 GDP증가율(9.2%)
단, 1차산업은 2007～10년중 연평균 취업자감소규모(10.0백만명)을 반영
3) 2011년 취업자수+GDP 1%p 변동시 취업자 증감 추정치*2012년 GDP증가율(8% 가정)
단, 1차산업은 2007～10년중 연평균 취업자감소규모(10.0백만명)을 반영

o 한편 도시지역 취업자수는 2010년의 3.47억명에서 2011년 3.53억명,
2012년 3.62억명으로 금년중 900만명 정도 증가 예상*
* 최근 3개년(2008∼10년)의 전국 2차 및 3차산업 취업자수 대비 도시지역 취업자수 비중 71.1% 적용

― 2003∼10년중 연평균 증가규모 1,190만명보다 작은 수준

- 206 -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도시지역 취업자수 및 증감률

자료 : 국가통계국

자료 : 국가통계국

(5) 브라질
( 최근 동향 )
□ 브라질의 고용사정은 금융위기 직후 실업률*이 일시 상승하였다가 하
락세를 지속하고 취업자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체
로 양호한 모습
* 실업률 등 고용지표는 6개 대도시(상파울루, 리오데자네이루, 벨로호리존떼, 헤시
피, 사우바도르, 포르투알레그레) 기준이며 생산가능인구는 10세 이상

o 실업률이 전년 12월 4.7%(사상 최저 수준)에서 금년 3월에는 6.2%로 높아
졌으나 계절요인을 제외하면 5.8%* 정도로 추정
*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5.8%는 최저 수준인 5.6%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Barclays,
"Brazil labor Market : Conditions continue to improve“, 2012.4.26일)

o 고용률(53.6%) 및 경제활동참가율(57.2%)도 2009년 초반(고용률 : 5월 51.5%,
경제활동참가율 : 2월 56.3%) 이후 대체로 상승세를 지속
실업률 및 취업자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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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등록 피고용자수(non-registered employed people)가 계속 줄고 등록 피고
용자수(registered employed people)는 증가세를 지속*
* 등록 피고용자는 공식부문(formal sector)에 종사하는 정규직, 상근근로자 등을 의미하며
미등록 피고용자는 주부, 자영업자 등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에의 종사자를 지칭

― 장기(1년 이상)실업자 비중도 2010년부터 하락세 지속
등록 및 미등록 피고용자수 증감

구직기간별 실업자수 비중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 고용사정이 양호한 요인 )
① 견실한 경제성장
□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견실한 성장이 고용을 지지
o 월드컵(2014년) 등 대형 국가행사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소비 증가 등이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를 견인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률1)

소비 및 투자 증가율과 GDP성장률

자료 : Global Insight

주 : 1) SA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 또한 수출비중이 가장 큰 중국(2012.1/4분기 대중국 수출 증가율 10.6%)이 비
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2위 수출대상국인 미국(2012.1/4분기 41.0%)
도 지난해 4/4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수출증가
를 통해 고용에 일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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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출비중1)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UN

품목별 수출 증가율1)

대중국･미국 수출 증가율

자료 : CEIC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UN

② 농업부문의 높은 고용비중
□ 농림어업 취업자수비중이 높은 구조적 요인이 국제농산물가격 상승과
맞물려 고용증가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
o 농림어업의 경우 가족종사자가 많고 경기반응도가 낮은 반면 가격 등락
에는 민감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음
―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던 2009년에도 국제농산물가격
반등의 영향으로 농림어업의 취업자수가 여타 국가와 달리 오히려 증가
농림어업 취업자수 비중

농림어업 취업자수 비중1)
2009년 취업자수 증감률2)

OECD
평균

(%)

브라질

인도
네시아

필리핀

터키

3.9

17.0

39.7

35.2

22.9

7.7

5.1

－1.8

0.7

2.8

2.9

0.5

－2.2

－2.7

주 : 1) 전체 취업자수대비 비중
자료 : OECD, IMF, World Bank

러시아 남아공

2) 2008년 취업자수 대비 증감률

국제원자재가격 및 농산물가격 지수

대중국･미국 1차산품 수출 증가율

자료 : IMF

자료 :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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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망 )
□ 금년 브라질의 GDP성장률은 내수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용사정도 양호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IMF의 GDP성장률 전망치 : 2011년 2.7% → 2012년 3.0%

o 월드컵, 고속철 공사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건설업의 고용을 뒷받
침함과 아울러 금년 7월부터 2013년까지 실시될 대규모 경기부양책*
은 제조업의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브라질 정부는 최근의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금년 7월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
항공기, 컴퓨터 제조업체 등 15개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면
하고 브라질개발은행(Brazilian Development Bank)이 450억헤알 규모의 보조대출
(subsidized lending)을 지원하는 등 3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4.3일)

□ 다만 브라질의 경우 미국 및 EU에 대한 수출의존도와 원자재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향후 브라질의 고용사정은 글로벌 경제여건 변동에 영
향을 받을 가능성
GDP성장률

자료 : IMF

GDP성장률간의 시차상관계수1)

t-2
t-1
t
t+1
t+2
주 : 1)

브라질
브라질
&미국(t-i)
&EU(t-i)
0.20
0.19
0.46
0.47
0.54
0.63
0.40
0.54
0.12
0.24
2002.1/4∼11.4/4분기 기준

3. 평 가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되었던 글로벌 고용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그 개선 정도 및 속도는 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o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완만한 데다 직능간·지역간 노동수급의 미스매
치 등 구조적 요인도 상존함에 따라 고용사정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크게 악화된 수준에서 매우 더디게 개선되고 있어 단기간내에 정상수
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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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일은 유로지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기회
복세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유연성 확대 등의 제도적·구조적 요인
에 힘입어 고용호조를 지속
o 일본은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고용이 점차 개
선되다가 2011년 대지진의 영향으로 정체상태에 들어선 후 금년 들어
서야 재차 나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비노동력인구가 크게 늘어
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
o 중국(도시지역)은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견조한 성장세가 수출의 급격한
둔화에 따른 영향을 상쇄한 데 힘입어 고용사정이 완만한 개선 움직
임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수출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비추어 내수의 흐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o 브라질(도시지역)은 금융위기 이후 내수의 견실한 성장 및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농림어업의 호조 등으로 고용사정이 양호한 편이며
향후 2014년 월드컵 개최 등에 따른 인프라 확충,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주요국의 고용사정은 기본적으로 경기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가운데 제
도적·구조적 요인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향후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재연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경제·정
책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대다수 국가의 고용이 단기
간내에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o 다만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적·구조적 측면에서 노동시장
이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는 경기변동의 고용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국의 정책
당국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 한층 노력을 경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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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교역구조의 변화 : 요인 분석 및 시사점*
김명현 신흥경제팀 과장
이병희
차장
◆ 2000년대 들어 신흥국의 수출 및 수입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신흥국의 위상이 크게
제고*
* 본고에서 세계는 신흥국, 선진국, NIEs로 구분하고 신흥국은 BRICs, 아세
안, 기타신흥국 등으로 분류

◆ 특히 BRICs,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신흥국간 교역이 선진국간 교
역보다는 물론, 신흥국-선진국간 교역보다도 빠르게 증대되었는
데 이는 중국, 인도 등 BRICs국가와 여타 신흥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
◆ 이처럼 신흥국의 교역구조가 과거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 중심
으로 변화한 데에는 신흥국간 산업내무역 등이 확대되면서 분업
구조의 고도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
o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결합도
(Trade Intensity Index)를 가공단계별로 산출해본 결과, 신흥국간 교
역에 있어서 1차산품 및 중간재중 부품을 수입하여 최종재 및
중간재중 반제품 등의 형태로 수출하는 무역구조로 변화하는 등
신흥국간 분업구조가 고도화된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주요 13개 신흥국간 산업내무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Glubel-Lloyd지수를 추산한 결과에서도 거의 모든 신흥국간 산
업내무역이 이전보다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
◆ 2000년대 들어 세계교역에서 신흥국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산업내무역 활성화 등으로 신흥국간 교역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
지고 교역구조가 고도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
o 아울러 신흥국의 교역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①선진국 경기의 신
흥국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저하된 반면, ②신흥국의 글로벌 경
제에 대한 영향력은 증대되고 ③신흥국간 경쟁은 이전보다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남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23호(2012.6.8), 국제경제분석 제2012-2호(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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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배경

□ 신흥국*의 세계수출(2010년 14.9조달러) 비중이 1995년 25.9%에서 2010년
42.4%로 꾸준히 상승한 반면 선진국 비중은 66.6%에서 50.9%로 하락
하는 등 신흥국 경제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음

*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4개국은 IMF 기준으로 2000년까지는 신흥국, 그
이후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어 1995년 이후를 분석기간으로 한 본고에서는
NIEs(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로 별도 분류하여 분석.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신흥국과 선진국 분류 기준｣ 참고

25.1%에서

― 같은 기간중 세계수입에서 차지하는 신흥국 비중은
로 상승

36.0%

권역별 수출비중

자료

□

권역별 수입비중

: IMF DOTS

자료

: IMF DOTS

2000년대 들어 수출 증대로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높아져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과의 성장 격차가 확대

선진국1)과 신흥국의 수출 증감률

선진국1)과 신흥국의 GDP성장률2)
(연평균, %)

1981～90년1991～00년 2001～11
년
선진국 3.3
2.8
1.6
(7.3) (5.6) (6.9)
신흥국 3.4
3.9
6.3
(0.4) (8.9) (13.8)
세 계 3.3
3.2
3.6
(5.0) (6.3) (9.0)
주 : 1) NIEs 포함

자료 : IMF IFS

주 : 1) NIEs 포함 2) ( )내는 수출증가율
자료 : IMF W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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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부분의 주요 신흥국에서 수출 의존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GDP성장
에 대한 수출기여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
주요 신흥국의 수출의존도1)

주
자료

⇒

주요 신흥국의 성장에 대한 수출기여율2)

: 1) GDP대비 총수출 비중, 실질 기준
: UN

주
자료

: 1) 2000～10년 기준, 실질 기준
: UN

2000년대 들어 신흥국 교역구조의 특징과 변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2.

신흥국 교역구조의 특징

( 신흥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 )
□ 2000년대 들어 신흥국간 교역(EMEM)이 신흥국과 선진국간(EMAC, ACEM),
선진국간 교역(ACAC)보다 크게 확대
￭ 본고에서 교역상대국에 따른 표기는 “◎◎◇◇”와 같이 하되 앞의 두
자리(◎◎)는 수출국 및 수입국을 나타내며 뒤의 두자리(◇◇)는 수출 및
수입 상대국을 의미함. 예를 들어 EMB4는 신흥국(EM)의 BRICs국가(B4)
에 대한 수출 및 BRICs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뜻함

o 2001∼10년간 신흥국(EM)의 수출입 증가율이 연평균 10∼20%에 달해
5∼10%에 머문 선진국(AC)의 수준을 큰 폭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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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및 신흥국 권역별 교역증가율1)

주 : 1) 2001∼10년 연평균 증가율 기준

자료 : IMF DOTS

□ 이처럼 신흥국간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신흥국의 수출 및 수입중 대선
진국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반면 대신흥국 비중은 상승

o

(2010 5.5

2000 27.0%

)

신흥국 수출
년
조달러 중 대신흥국 비중은
년
에서
년
로 높아졌으며 신흥국 수입액중 대신흥국 비중도 같은
기간중
에서
로 상승* 대선진국 수입비중을 상회

2010 37.2%
31.9%

46.5%

,

(

)

* 2000년대 전반 신흥국의 대신흥국 수출입이 급증한 것은 2002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데 주로 기인

신흥국 수출의 상대권역별 비중

자료

신흥국 수입의 상대권역별 비중

: IMF DOTS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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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DOTS

( 중국 등 BRICs국가가 교역 증대를 주도 )

,

BRICs국가와 여타 신흥국간 교

o 2001∼10년간 BRICs국가와

(EMB4, B4B4, B4A5, B4OT)
(EMA5, EMOT, A5A5, A5OT, OTOT) 증가

□ 신흥국간 교역 증대는 중국 인도 등
역이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

신흥국간 교역
증가율이 여타 신흥국간 교역
율을 전반적으로 상회

신흥국의 대권역별 교역증가율1)

주

: 1) 2001∼10년 연평균 증가율 기준

o 국가별로 보면 중국 및 인도는 선진국(AC) 및
(B4, A5, OT)과 더 높은 교역 증가율을 기록

― 러시아 및 브라질은
보이면서도 러시아는
하게 교역

BRICs국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교역증가율을
NIEs 및 선진국과, 브라질은 NIEs와도 활발

중국･인도의 권역별 교역증가율1)

주
자료

: IMF DOTS
NIEs(N4)보다 신흥국
자료

러시아･브라질의 권역별 교역증가율1)

: 1) 2001∼10년 연평균 증가율 기준
: IMF DOTS

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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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10년 연평균 증가율 기준
: IMF DOTS

BRICs 비중이 크게 상승
o 아세안과 BRICs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동유럽 국가는 러시아에 대해,
그리고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남미국가는 브라질에 대해 각각 높은

□ 이에 따라 주요 신흥국 수출입중 대

교역의존도를 시현

주요 신흥국의 대BRICs 교역의존도1)

주

: 1) 각국 수출입에서 대BRICs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IMF DOTS

3. 신흥국 교역구조의 변화 요인 : 분업구조 분석

·
1990
1

□ 신흥국 교역구조의 변화를 신흥국과 교역상대국그룹과의 수 출입 비
중 변화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면 신흥국의 교역구조는
년대
원자재 등 차산품 및 부품 중심의 수출에서
년대에는 차산품
및 자본재 수입을 통해 모듈 등 반제품 또는 최종재를 수출하는 패
*이 상향하는 모습을 시현
턴으로 진화하는 등 생산의

1

,

value chain

2000

* 원재료 → 단위부품 → 모듈 등 반제품 → 완제품

품목의 가공단계별 분류는 UN의 BEC(Broad Economic
Categories)에 따라 구분
∙1차산품(BEC코드 111, 21, 31)
∙중간재 : 반제품(121, 22, 321, 322), 부품 및 부분품(42, 53)
∙최종재 : 자본재(41, 521), 소비재(112, 122, 51, 522, 61, 62, 63)

￭ 수출입

o 특히 신흥국간의 교역패턴을 보면 수입 면에서는 부품(10.3% → 13.6%)
(9.5% 12.6%)
(26.7% 25.1%)
(26.8% 27.9%)
(14.8% 15.4%)
(13.8% 11.9%)
* 가공단계 및 상품별 대만 무역통계의 부재로 NIEs는 분석에서 제외
및 자본재
→
등의 비중이 확대되고 반제품
→
비중은 줄어든 반면 수출 면에서는 반제품
→
및 자본재
→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부품
→
비중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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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수입 비중

자료

: UN Comtrade
(Intra-Industry Trade)

□ 이와 같은 신흥국의 교역구조 변화가 산업내무역
확대를 통한 분업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
하여 먼저 가공단계별로 신흥국이 신흥국 및 선진국과 어느 정도의
수출입 의존도를 갖고 있는지를 추산한 뒤 이를 신흥국그룹내 개별
국가로 확장하여 분석

GL(Glubel-Lloyd)
·
(Trade
GL
* 무역결합도 및 GL지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참고 2> ｢무역관련 분석지

￭ 산업내무역의 활성화 정도는
지수를 이용해 분석될 수
있으나
지수의 정확도가 분석대상의 그룹화에 따라 크게 낮아질 수 있
어 본고에서는 교역상대국그룹별 가공단계별 분석에는 무역결합도
를 국별 분석에는
지수를 각각 이용

GL
Intensity Index) ,
수 해설｣ 참조

1. 교역상대국그룹별 분석(무역결합도)

·

□ 신흥국의 수출입 의존도를 포착하는 무역결합도*를 교역상대국그룹별
가공단계별로 추산해 보면 신흥국은 신흥국에서 차산품 및 중간재중
부품 수입을 상대적으로 더 확대하는 대신 신흥국에 중간재중 반제품
및 최종재 수출을 더 늘리는 가공무역구조로 바뀌면서 분업구조가 고
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차산품의 수출 의존도는 을 약간 웃돌고 있

1

)

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폭 저하

(1

1.0

* 1보다 크면 당해 국가 또는 국가그룹의 교역상대와의 결합도(의존도)가 세계시장
에서의 평균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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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선진국에 대하여는 1차산품 및 중간재 수입을 축소하고 자본재
(1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역형태가 바뀌고 있음 차산품의 수출 의존도
는

1.0을 상당폭 상회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큰 폭 하락)

신흥국의 가공단계별 교역상대권역별 수출 및 수입 결합도(1)1)
대신흥국
수출
수입

1

▪ 차산품
▪중간재
반제품
부품2)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1.04
0.93
1.08
0.72
1.13
1.02
1.23

(
)
( )
(
)
(
)
주 : 1) 2010년 기준

□

2000년 대비
수출
수입
-0.13 0.17
0.05 0.11
0.07 -0.11
0.02 0.46
0.11 0.03
0.12 0.17
0.08 -0.06

1.81
1.22
1.22
1.23
0.90
0.93
0.88
2) 부품은 부분품 포함

2000년 대비
수입
1.06 -0.62 -0.45
0.91 -0.01 -0.11
0.87 -0.04 -0.10
0.98 0.01 -0.09
0.74 0.02 -0.04
1.00 0.20 0.00
0.57 -0.10 -0.02
자료 : UN Comtrade

대선진국
수출
수입

1.21
0.83
0.84
0.81
0.95
1.01
0.91

수출

2010년 기준으로 신흥국의 대신흥국 무역결합도를 대BRICs, 대아세안
및 대기타신흥국으로 구분해 추산해 보면 BRICs와 아세안을 중심으로
교역의 상호 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o 특히 대아세안과의 교역에서 상호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모습
신흥국의 가공단계별 교역상대권역별 수출 및 수입 결합도(2)1)
년
BRICs 2000
대비

2000년

대아세안

0.81 2.40 -0.63 -0.34 0.86 1.56 0.27
-0.1 -0.3 1.04 1.49 0.23
▪중간재 0.89 1.57
8 5
( 반 제 1.05 1.47 -0.0 -0.5 1.28 1.24 0.35
품)
5 5
(
부 품
-0.3
0.70 1.74 1 0.09 0.75 1.87 0.03
2))
-0.4 -0.2 1.73 1.52 0.63
▪최종재 1.24 1.28
6 1
( 자 본 0.99 1.34 -0.2 -0.3 1.45 1.70 0.58
재)
5 4
( 소 비 1.67 1.22 -1.0 -0.2 2.20 1.39 0.68
재)
9 0
주 : 1) 2010년 기준
2) 부품은 부분품 포함
자료 : UN Comtrade
1

2000

대기타
년
신흥국
대비
대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대

▪ 차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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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0.36
-0.1
3
0.91
0.36
0.40
0.32

1.23
0.94
1.06
0.72
1.03
0.99
1.07

1.61
0.97
1.09
0.72
0.55
0.47
0.60

0.13
0.11
0.07
0.11
0.12
0.17
0.09

0.17
0.12
0.03
0.20
-0.0
5
0.04
-0.1
1

2. 국별 분석(GL지수)
□ 신흥국간의 분업구조가 어느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한지를 파악하기 위
해 주요
개 신흥국간의
지수*를 추산해 보면 필리핀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동 지수가 높아지고 있어 산업내
무역을 통한 분업구조가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음

13

Glubel-Lloyd

,

* GL지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산업내무역이 활발해
지고 있음을 의미

주요 신흥국의 신흥국간 GL지수1)

주

: 1) 개별 국가와 여타 12개 신흥국가와의 GL지수를 단순평균

2

GL

자료

: UN Comtrade

,

□ 한편 국간
지수를 구해 보면 중국* 및 인도는 아세안 국가와 브라
질은 중남미 국가와 그리고 동유럽국가는 동유럽국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지리적 인접성 및 역사적 긴밀도 등이 국가간 산업
내무역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
전기전자, 금속제품, 화공품 등의 업종에서 산업내무역이
#
활발한 것으로 분석

# 중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주요 업종 GL지수(2010년)
원유･석유류 전기전자 금속제품 기계류 정밀기계 화공품
인도네시아
0.42
0.58
0.99
0.26 0.12
0.84
말레이시아
0.12
0.33
0.56
0.97 0.63
0.84
필 리 핀
0.65
0.43
0.65
0.54 0.84
0.65
태
국
0.26
0.64
0.23
0.61 0.64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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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박

0.00
0.00
0.00
0.69

신흥국의 국가별 GL지수1)

BRICs
아세안
기타 신흥국
CH ID RS BR IS ML PH TH ME AR HU PO TU
CH
0.29 0.35 0.16 0.49 0.49 0.43 0.59 0.39 0.15 0.34 0.25 0.23
ID 0.29
0.39 0.50 0.48 0.48 0.41 0.61 0.39 0.11 0.39 0.48 0.50
RS 0.35 0.39
0.09 0.20 0.28 0.03 0.11 0.11 0.08 0.08 0.40 0.22
BR 0.16 0.50 0.09
0.49 0.13 0.09 0.16 0.68 0.74 0.38 0.31 0.40
IS 0.49 0.48 0.20 0.49
0.61 0.32 0.45 0.31 0.11 0.71 0.24 0.42
ML 0.49 0.48 0.28 0.13 0.61
0.40 0.69 0.26 0.09 0.75 0.36 0.30
PH 0.43 0.41 0.03 0.09 0.32 0.40
0.51 0.05 0.04 0.17 0.18 0.42
TH 0.59 0.61 0.11 0.16 0.45 0.69 0.51
0.10 0.16 0.63 0.30 0.23
ME 0.39 0.39 0.11 0.68 0.31 0.26 0.05 0.10
0.53 0.49 0.43 0.48
AR 0.15 0.11 0.08 0.74 0.11 0.09 0.04 0.16 0.53
0.11 0.08 0.24
HU 0.34 0.39 0.08 0.38 0.71 0.75 0.17 0.63 0.49 0.11
0.76 0.32
PO 0.25 0.48 0.40 0.31 0.24 0.36 0.18 0.30 0.43 0.08 0.76
0.64
TU 0.23 0.50 0.22 0.40 0.42 0.30 0.42 0.23 0.48 0.24 0.32 0.64
US 0.51 0.75 0.34 0.57 0.49 0.78 0.69 0.59 0.61 0.48 0.41 0.67 0.43
JP 0.58 0.28 0.06 0.16 0.33 0.57 0.80 0.55 0.20 0.07 0.23 0.21 0.12
GM 0.58 0.49 0.27 0.31 0.36 0.78 0.52 0.62 0.43 0.23 0.66 0.83 0.50
주 : 1) 2010년 기준,
0.41⪯GL⪯0.60,
0.61⪯GL 자료 : UN Comtrade
4.
□

신흥국 교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2000년대 들어 세계교역에서 신흥국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선진
국과의 교역보다 신흥국간 교역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
영하는 것으로, 이는 신흥국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교역구조를 고도화
하는 가운데 산업내무역 활성화를 통해 이전보다 긴밀한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음

o 이러한 교역구조 변화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 ① 선진국 경기의 신흥국 수출에 대한 영향력
저하, ②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신흥국의 영향력 증대, ③ 신흥국간 경
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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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교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 선진국 경기의 신흥국 수출에 대한 영향력 저하 )
□ 신흥국간 교역 확대로 선진국 경기 변동이 신흥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

o 종속변수로 신흥국 수출을, 설명변수로 선진국 GDP를 사용한 분기
A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모형을 설정하여 축차회귀(recursive
regression)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00년대 들어 선진국의 신흥국 수출
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작아지고 있으며 그 시점은 Chow 검정 결과
2000.3/4분기 전후인 것으로 나타남

―

: 신흥국 실질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명목수출액/수출단가, IMF)
: 선진국 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선진국 수요의 대용지표, IMF)
대상기간을 전체기간*(1998.1/4∼2010.4/4)과 구조적 변화 이후 기간
(2000.3/4∼10.4/4)으로 나누어 보면 구조적 변화 이후 기간에서 신흥
국 수출의 선진국 수요에 대한 반응계수가 전체기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추정

* 구조변화 이전의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전체기간의 추정치와 구조변화 이후
의 추정치를 비교

회귀분석 결과1)
전기간
구조변화 이후의 기간
(1998.1/4
∼2010.4/4)
(2000.3/4∼10.4/4)
*
상수항
1.98 (1.05)
2.07 (1.47)
0.37*** (0.12)
0.38*** (0.17)
1.52*** (0.34)
1.32*** (0.42)
주 : 1) ( )내는 표준오차(White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
* 및 ***는 각각 10% 및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
설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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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신흥국의 영향력 증대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역할이 더욱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신흥국의 영향력도 증대

o 세계 GDP성장률에 대한 신흥국과 선진국의 기여율을 추산해 보면,
신흥국의 기여율이 글로벌 위기 이전 62.4%에서 위기 이후 76.8%로
상승하고 선진국은 하락

― 또한 글로벌 수출 면에서도 신흥국의 기여율이 큰 폭으로 상승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신흥국과 선진국의 기여율1)

GDP성장률2)기준

신흥국

선진국

세계

(%)

수출액 증감률 기준
신흥국
선진국2)
세계

2006～08 62.4 37.6 (4.8) 100.0 46.9(21.8) 53.1(12.4) 100.0(15.5)
년
(10.5)
(7.2)
◾2009～11
100.0
76.8 (6.7) 23.2 (1.8) (4.1) 85.8 (6.6) 34.5 (1.6) 100.0(12.3)
년
주 : 1) (
)내는 연평균 GDP성장률 및 수출액 증감률 2) NIEs 포함
자료 : Global Insight, IMF DOTS
◾

( 신흥국간 경쟁 심화 )
□ 신흥국간 교역이 늘어나고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세계시장에
서 신흥국간의 경쟁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

o 교역상대국간
수출구조의 유사성 또는 경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출
유사성지수*(Export Similarity Index)를 산출해 보면, 세계시장에서 신흥
국간 지수가 대부분의 경우 2000년에 비해 상승
* 교역상대국간 수출구조가 완전히 다를 경우 지수는 0이 되며 수출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면 1의 값을 갖게 되므로 1에 가까울수록 세계시장에서 수출 경합성이 높
음을 의미

o 아울러 신흥국의 기술수준 향상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신흥
국간의 수출유사성지수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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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흥국간 수출유사성지수1)

CH ID RS BR IS ML PH TH ME
0.43 (0.22)
0.15 (0.43)
0.32 (0.54)
0.38 (0.52)
0.63 (0.50)
0.64 (0.68)
0.61 (0.62)
0.64
CH (0.52)
0.43
0.34 0.50 0.55 0.43 0.31 0.46 0.47
ID (0.52)
(0.21) (0.41) (0.42) (0.25) (0.24) (0.45) (0.33)
0.15 0.34
0.28 0.45 0.29 0.16 0.18 0.25
RS (0.22)
(0.21) (0.29) (0.44) (0.24) (0.13) (0.19) (0.24)
0.32 0.50 0.28
0.43 0.36 0.27 0.42 0.41
BR (0.43)
(0.41) (0.29) (0.45) (0.34) (0.26) (0.45) (0.41)
0.38 (0.42)
0.55 (0.44)
0.45 (0.45)
0.43 (0.51)
0.58 (0.36)
0.35 (0.50)
0.43 (0.50)
0.72
IS (0.54)
0.63 (0.25)
0.43 (0.24)
0.29 (0.34)
0.36 (0.51)
0.58 (0.70)
0.61 (0.63)
0.61 (0.68)
0.72
ML (0.52)
0.64 0.31 0.16 0.27 0.35 0.61
0.49 0.53
PH (0.50)
(0.24) (0.13) (0.26) (0.36) (0.70) (0.56) (0.58)
0.61 0.46 0.18 0.42 0.43 0.61 0.49
0.65
TH (0.68)
(0.45) (0.19) (0.45) (0.50) (0.63) (0.56) (0.66)
0.64 0.47 0.25 0.41 0.72 0.72 0.53 0.65
ME (0.62)
(0.33) (0.24) (0.41) (0.50) (0.68) (0.58) (0.66)
주 : 1) 세계시장 및 2010년 기준, ( )내는 2000년
자료 :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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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신흥국의
수출유사성지수1)

주 : 1) 세계시장 기준
자료 : UN Comtrade

<참고 1>

선진국 및 신흥국 분류기준1)

세계
선진국(AC)

NIEs(N4)

신흥국(EM)

한국(KO),
미국(US),
대만(TW),
독일(GM), 일본(JP) 홍콩(HK),
등
싱가포르(SP)

BRICs
(B4)

아세안
5개국(A5)

기타
신흥국(OT)

인도네시아(IS) 멕시코(ME),
브라질(BR),
,
터키(TU),
러시아(RS), 말레이시아(ML) 헝가리(HU),
인도(ID), , 필리핀(PH), 아르헨티나(AR)
중국(CH) 태국(TH), , 폴란드(PO)
베트남(VT)
등
주 : 1) ( )내는 본문에서의 표기 방식

<참고 2>
▶

무역관련 분석지수 해설

(무역결합도) A국의 B국에 대한 수출(수입)결합도는 A국이 B국에 수출
(수입)하는 비중을 세계 전체의 총수입(총수출)에서 B국의 수입(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것으로 1보다 크면 A국 수출(수입)의 B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의미
∙수출결합도(TIIX) = (Xab/Xa) / (Mb/Mw)
∙수입결합도(TIIM) = (Mab/Ma) / (Xb/Xw)
Xab : A국의 대B국 수출, Xa : A국의 총수출, Mb: B국의 총수입,
Mw : 세계 총수입, Mab: A국의 대B국 수입, Ma : A국의 총수입,
Xb: B국의 총수출, Xw : 세계 총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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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bel-Lloyd지수) 산업별･국별 특화가 진전될수록 산업내무역은 저조
해지는 반면 특화가 덜 진전될수록 산업내무역이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하
여, 1에서 무역특화지수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 따라서 GL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GL지수의 값이 클수록 특화 정도가 낮아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A국과 B국의 h산업 GL지수(GLabh) = 1-┃Xabh-Mabh┃/ (Xabh+Mabh)
Xabh : A국의 대B국 h산업 수출, Mabh: A국의 대B국 h산업 수입
o 2개 국가간 전체 GL지수는 개별산업별 GL지수를 양국 개별산업의 교역
액으로 가중하여 산출
∙A국과 B국의 GL지수(GLab) = ∑h[1-┃Xabh-Mabh┃/(Xabh+Mabh)]*Wabh
Wabh : A국의 대B국 교역액중 h산업 비중

▶

(

* 산업은 HS코드 2단위 기준에 맞추어 석유 및 석유제품(HS코드 27, 광물성 연료 포
함), 섬유류(50～63), 신발류(64), 고무 및 타이어(40), 전기전자(85), 자동차(87), 철강
(72～73), 금속제품(74～83), 기계류(84), 정밀제품(90), 화공품(28～39), 선박(89) 등
12개 산업으로 구분.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3개국과 BRICs 4개국, 아세안 4
개국, 아르헨티나 헝가리 폴란드 멕시코 터키 등 기타신흥국 5개국 등 총 16개국을
대상으로 12개 개별산업별 GL지수를 산출

)

▶ 수출유사성지수 특정품목의 수출이 해당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별로 계산한 후 작은 값을 선택하여 합산한 값을 지수화한 것으로 양국
의 특정 품목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할수록 세계시장에서
양국간 수출 경합성이 높아짐 양국의 수출구조가 완전히 다를 경우 지수
는 이 되며 양국의 수출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면 의 값을 갖게 됨

.
0
1
∙A국과 B국의 수출유사성 지수(ESIab) = ∑hMin(Xah/Xa, Xbh/Xb)
Xih : i국의 h산업 수출, Xi: i국의 총수출액
< 참고자료 >

,“
FDI
”,
11 1 , 2007.6.
,“
”,
, 2009.12.
,“
FTA
”,
07-08,
, 2007.12.
,“
:
,
”,
21 1 ,
, 2009.4.
Donghyun Park, Kwanho Shin, “Can Trade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 an Engine of Growth for Developing Asia?”, Asian Development
Review, Asian Development Bank, 2010.
Harm Zebregs, “Intraregional Trade in Emerging Asia”, IMF Policy Discussion
Paper, IMF, 2004.4.
김태기․주경원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간 수평적･수직적 산업내 무역과
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연구 제 권 제 호
송원근 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
원
양평섭․이장규․박현정․여지나․배승빈․조현준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의현 한중교역 증가의 원인에 대한 분석 특화의 심화인가 다양성의 확대인가
동북아경제연구 제 권 제 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227 -

주요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
국제경제부 국제종합팀
◆ 금년 상반기 세계경제는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심화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 불안, 경제주체의 신뢰 저하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둔화추
세를 지속
o 선진국은 유로지역 경기부진, 미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완만한 회복
에 그쳤으며 중국, 인도 등 신흥국도 수출여건 악화와 그동안 추진된
금융긴축 조치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
o 소비자물가는 수요측면의 상승압력이 작아지고 국제유가도 하락함에
따라 오름세가 빠르게 축소
◆ 향후 세계경제는 유로지역 채무위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신흥
국의 경기약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o 금년 하반기 성장률은 주요국의 정책대응 강화 및 국제유가 하락의 파
급효과 등에 힘입어 상반기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
o 물가는 수요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미약한 데다 국제유가도 당초 예상
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최근의 안정추세를 이어갈 전망

1. 주요국의 경제 동향
□ 금년 들어 세계경제는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심화에 따른 글로벌 금
융시장 불안, 경제주체의 신뢰 저하 등으로 경기둔화 추세를 지속
o 1/4분기에는 태국 대홍수(2011.7월말부터 4개월간)로 훼손되었던 글로벌
공급망 복구,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유동성공급(LTRO) 등에 힘입어
일시 개선*되었으나 2/4분기 들어 성장세가 다시 둔화
* IMF(2012.7월)는 2012.1/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ECB의 LTRO 등 일시적인 요인에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평가

o 선진국이 유로지역 경기부진, 미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완만한 회
복에 그치고 중국 등 신흥국은 수출여건 악화, 그동안 추진된 금융긴
축 조치의 영향 등으로 성장률이 비교적 빠르게 하락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30호(20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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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성장률1)

주요 신흥국 경제성장률

주 : 1) 시장환율 기준 2) 선진국은 OECD
자료 : Global Insight(2012.7월)

자료 : Bloomberg

□ 세계 물가상승률은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된 데다 국제유가도 2/4분기
이후 내림세로 돌아섬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2011
연간
2/4
3/4
4/4
1/4
선 진 국
2.6
2.7
3.0
2.8
2.5
신 흥 국
6.9
7.0
7.1
6.3
5.5
주：선진국은 OECD, 신흥국은 Non-OECD 기준
자료：Global Insight(2012.7월)

2월
2.5
5.4

(전년동기대비,%)
2012
3월
4월
5월
2.4
2.2
1.9
5.5
5.6
5.4

( 미 국 )
□ 미국경제는 고용개선 지연, 경제여건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소비 및 투
자 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
o GDP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이 지난해 4/4분기 3.0%에서 금년 1/4분기에는
1.9%로 낮아졌으며 2/4분기에도 2%를 하회한 것으로 추정
― 개인소비 증가세가 완만한 가운데 민간투자가 크게 둔화되고 정부지
출은 2009년 시행된 일부 경기부양조치 종료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
o 고용사정은 연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2/4분기 들어 취업자수(비
농림업)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고 실업률도 8%대 초반에 머무는 등 개
선 추세가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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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주택시장은 2010.6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던 주택가격(S&P
Case-Shiller 지수)이 상승 전환되고 신규주택판매가 늘어나는 등 개선
조짐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연초의 온화한 날씨, 2/4분기중 국제유
가 하락 등으로 내림세를 지속하여 5월에는 1.7%를 기록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GDP성장률1)
개인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2)
개인소비지출(실질)
3)
소비자신뢰지수
4)
주택가격
주택판매(신축)
실업률(%)
비농업부문취업자수5)
소비자물가6)

연간
1.7
2.2
4.8
-2.1
2.2
58.1
-3.9
-3.7
9.0
1,840
3.2

2011
3/4 4/4
1.8 3.0
1.7 2.1
1.3 22.1
-0.1 -4.2
1.7 2.1
50.3 53.6
-0.7 -1.9
-3.1 9.5
9.1 8.7
383 492
3.8 3.3

(전기대비, %)

1/4
1.9
2.5
6.5
-4.0
2.5
67.4
-0.3
7.3
8.3
677
2.8

2012
3월 4월 5월 6월
－ － － －
－ － － －
－ － － －
－ － － －
-0.2 0.1 0.1
69.5 68.7 64.9 62.0
0.7 0.7 － －
-5.2 -1.2 7.6 －
8.2 8.1 8.2 8.2
143 68 77 80
2.7 2.3 1.7 －

주：1) 전기대비 연율 2) 분기는 연율
3) Conference Board(1985=100) 4) 20개 도시, S&P Case-Shiller 지수
5) 증가분, 천명 6) 전년동기대비
자료：미 상무부, 노동부, 연준, Conference Board, Bloomberg

( 유로지역 )
□ 유로지역 경제는 국가채무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재정취약국을 중심으
로 부진이 장기화
o 1/4분기 GDP성장률(전기대비)은 0.0%로 예상보다 다소 높았으나 2/4분
기에는 경제주체의 신뢰 저하, 은행 디레버리징 등으로 2011.4/4분기
에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
― 1/4분기 국가별 성장률은 독일이 소비, 정부지출, 수출 등의 증가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재정취약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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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사정은 유로화도입 이후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5월 실업률이
11.1%를 기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경기부진 등으로 내림세를 보여 5∼
6월에는 2.4%까지 낮아졌으나 여전히 ECB의 목표(2.0%)보다 높은 수준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2011
연간 3/4
1.5 0.1
GDP성장률
독 일
3.0 0.6
이탈리아
0.4 -0.2
스페인
0.7 0.0
포르투갈
-1.6 -0.6
1)
101.0 98.4
경기체감지수
10.2 10.2
실 업 률(%)
2)
소비자물가
2.7 2.6
주 : 1) 1990～2011년 평균 = 100
자료 : EU 통계청, Bloomberg

4/4
1/4 3월
-0.3
0.0 －
-0.2
0.5 －
-0.7
-0.8 －
-0.3
-0.3 －
-1.3
-0.1 －
93.6
94.1 94.5
10.6
10.9 11.0
3.0
2.7 2.7
2)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

2012
4월 5월
－ －
－ －
－ －
－ －
－ －
92.9 90.5
11.0 11.1
2.6 2.4

6월
－
－
－
－
－
89.9
－
2.4

( 중 국 )
□ 중국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둔화 추세를 지속
o 2/4분기 GDP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2009.1/4분기(6.6%) 이래 최저치인
7.6%에 그치면서 6분기 연속 하락
― 수출 증가율이 대유로지역 수출 감소로 빠르게 하락
― 고정자산 투자는 수출기업 밀집지역(동부)을 중심으로, 소매판매의
경우 자동차판매*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둔화
* 자동차구매에 대한 보조금지급(汽車下鄕) 정책의 종료(2010년말) 이후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경기둔화, 식료품 및 원자재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2월 이후 정부 목표치인 4.0%를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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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GDP성장률1)
9.2
9.7
9.5
9.1
8.9
8.1
7.6
소 매 판 매 1), 2)
17.1
16.3 17.2 17.3 17.5
14.8
13.9
고정투자
23.8
25.0 25.6 24.9 23.8
20.9
20.4
수
출
20.3
26.5 22.4 20.5 14.3
7.6
10.5
수
입
24.9
32.6 23.1 24.7 20.2
6.8
6.4
소비자물가상승률
5.4
5.1
5.7
6.3
4.6
3.8 2.9[2.2]
주 : 1) 명목 기준 2) 도시지역, 각년도 1월 이후 누계 기준 3) [ ]내는 6월 기준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인민은행, Bloomberg
( 일 본 )

□ 일본경제는 대지진 복구사업,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등에 힘입어 회복
세 지속
o 1/4분기에는 정부정책 효과, 태국 대홍수로 초래되었던 생산 및 수출
차질의 정상화 등으로 GDP성장률(전기대비)이 1.2%로 큰 폭 상승하였
으나 2/4분기에는 낮아진 것으로 추정
o 고용사정도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실업률이 소폭 하락하고 유효구인배
율(구인자수/구직자수)은 상승세를 보이는 등 꾸준히 개선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는 전기료 등 에너지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하락세를 지속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11
2012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0.7
1.9
0.0
1.2
－
－
－
GDP성장률1)
민간소비
0.1
1.1
0.7
1.2
－
－
－
설비투자
1.1
0.1
5.2
-2.1
－
－
－
공공투자
-3.6 -1.0 -0.8
3.8
－
－
－
수 출
-0.1
8.7 -3.7
3.0
－
－
－
4.6
4.4
4.5
4.5 4.5 4.6
4.4
실업률
0.65 0.66 0.69
0.75 0.76 0.79
0.81
유효구인배율1)
2)
-0.3
0.1 -0.3
0.3 0.5 0.4
0.2
소비자물가
-1.0 -0.5 -1.1
-0.6 -0.5 -0.3
-0.6
근원소비자물가3)
주：1) 구인수/구직자수 2) 전년동기대비 3)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전년동기대비
자료：일본 내각부, 재무성, 후생노동성,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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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경제 전망
□ 향후 세계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IMF(2012.7월)와 World Bank(2012.6월)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악화, 신흥국의 예상
보다 빠른 경기둔화 등을 반영하여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2012년 0.1%p, 2013
년은 0.1~0.2%p 각각 하향 조정

o 하반기 성장률은 주요국의 정책대응 강화, 국제유가 하락의 파급효과
등에 힘입어 상반기보다는 다소 높아질 전망
― 미국의 완만한 회복, 유로지역의 경기침체 등으로 선진국이 낮은 성
장에 머물겠으나 신흥국의 성장세가 중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1) 전망

주 : 1) 시장환율 기준 2) 선진국은 OECD, 신흥국은 Non-OECD 국가 기준
자료 : Global Insight(2012.7월)

o 유로지역 채무위기 악화, 미국의 재정지출 급감(Fiscal Cliff)과 관련한
불확실성 등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상존
― 유로지역의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미흡하거나 미국이 감세연장 등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에 실패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더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는 상황
□ 물가는 수요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미약한 데다 국제유가도 당초 예상
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최근의 안정추세를 이어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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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GDP갭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 OECD(2012.5월)

자료 : IMF(2012.7월)

( 미 국 )
□ 미국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고용개선의 지연, 유로지역 채무위
기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제약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2%대 초반에 그칠 전망
o 고용사정은 경기회복세가 완만한* 데다 노동수급의 직능간(skill)** 및
지역간(geographical)***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도 상존함에 따라 개선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
* GDP갭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지속함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가 정상수준을 크게 하회
** 경기침체기중 실업은 저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발생한 반면 기업의 수요는 고
급기술 보유자에 집중
*** 주택가격 하락, 주택압류 증가 등에 따른 주택처분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지
역간 이동성이 저하

o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는 유로지역 채무위기,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불
확실성 등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저조함에 따라 낮은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
미국 취업자수 및 실업률

자료 : Bloomberg

미국 소비자 및 기업 심리

주 : 소비자신뢰지수(1966=100), PMI(기준치=50)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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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지출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재정긴축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연말까지 금융시장 불안 및 경제성장 하방리스크
로 작용할 가능성
* 법 개정이 없을 경우 각종 감세조치 및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이 연말 종료되
고 내년부터 정부지출이 자동 삭감되면서 대규모 긴축이 불가피

o 이에 따라 미 연준, IMF* 등은 최근 미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 IMF(7월)는 2012~13년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1%p씩 낮춘 2.0%, 2.3%로 각각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큰 폭의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되고 에너지가격
상승도 제약됨에 따라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
연준 미국 경제전망

1)
GDP성장률
2)
실업률 1)3)
인플레이션

(4.25일 전망)
2012
2013
2.4~2.9 2.7~3.1
7.8~8.0 7.3~7.7
1.9~2.0 1.6~2.0

→
→
→

(6.20일 전망)
2012
2013
1.9~2.4 2.2~2.8
8.0~8.2 7.5~8.0
1.2~1.7 1.5~2.0

주 :: 1)미 4/4분기의
자료
연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4/4 분기 기준 3) PCE 기준

( 유로지역 )
□ 유로지역은 채무위기가 금융시장 불안, 경제주체 신뢰 저하 및 다수 국
가의 재정긴축으로 이어지고 이가 다시 채무위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이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전망
국가채무위기와 유로지역 경제의 악순환 과정
국가재정

￭높은 재정적자․부채 비율
￭채무상환 능력 약화
￭국채금리 상승
구제금융
금융 →
←

세수 감소
은행 보유국채 가치 하락
재정긴축
반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은행
디레버리징
역자산
효과
심리
심리 효과

재정긴축

실물경제
￭은행의 자본조달 여건 악화
￭시장금리 상승 및 주가 하락
￭경기둔화(부진)
여신 부실화
금융기관
수지 악화
￭소비․투자 심리 위축

자료 : 이홍직·조용범·이광원(2012),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악화가 신흥경제국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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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은행 디레버리징, 경제심리 약화,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민간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고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정부지출이 감소
― 다만 수출은 역내교역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역외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
유로지역 은행 대출

자료 : ECB

유로지역 심리지표 및 실업률

주 : 1) 1990~2011 = 100
자료 : EU 통계청, EU 집행위

유로지역 수요부문별 전망1)

(전년대비,
%)
2011
2012e)
2013e)
실질 GDP
1.5
[-0.1]
[0.9]
민간소비
0.2
[-0.5]
[0.3]
[-0.5
정부지출
-0.1
[-0.8]
]
고정투자
1.3
[-1.8]2)
[1.3]2)
수
출
6.2
[ 1.1]
[0.6]
수
입
3.8
주：1) EU 집행위(2012. 6월), [ ]내는 OECD 전망(2012. 5월) 2) 순수출 기준
-0.3

1.0

-0.6

0.5

-0.8

0.0

-1.5

1.9

2.1

4.6

0.4

3.9

o 국가별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재정취약국이 마
이너스 성장을 보이겠으나 독일, 프랑스 등 중심국은 완만한 회복세
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유로지역 경제가 극심한 경기침체 국면에 빠
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유로지역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유로지역
독일
2011e)
1.5
3.1
2012e)
-0.3
1.0
2013
0.7
1.4
자료 : IMF WEO update(2012.7월)

프랑스
1.7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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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0.4
-1.9
-0.3

(전년대비, %)
스페인
0.7
-1.5
-0.6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경기침체, 에너지가격 안정 등을 반영
하여 2%대 초반으로 낮아질 전망
o ECB(6월)와 OECD(5월)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해 2.7%에
서 금년 2.4%로, 내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중 국 )
□ 중국경제는 최근의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중국인민은행의 내
수진작책 시행, 금융완화기조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어 연
간 성장률이 8% 내외를 기록할 전망
o 정부가 사업승인을 늘림에 따라 사회간접자본투자가 확대될 전망*
* 2012.1~5월중 인프라 사업 투자승인 건수 : 1,252건(전년동기대비 24.2% 증가)

o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소매판매도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꾸준
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지급(家電下鄕)정책 유지, 5월중 절전형 가전제품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행 등으로 가전제품 판매 증가율이 3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

o 수출의 경우 미국 및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대
유로지역 수출 부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일평균 수출 증가율도 점차 회복되는 모습
중국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1)

주 : 1) 3개월 이동평균
자료 : 중국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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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수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2012.1~2월
1.6
3월
8.9
4월
10.1
5월
10.5
6월
13.8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정부의 목표치(4%)를 하회하는 낮은 수
준에 머물면서 금융완화 여력의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Global Insight(2012.7월)는 2012~2013년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2.6% 및
1.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o 중국인민은행은 물가오름세 둔화를 배경으로 상반기중 지준율을 2회
에 걸쳐 낮추고 6월*과 7월에는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하한 바 있음
* 3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인하

중국인민은행 기준금리(1년 만기 기준)

(%)
시행일 08.11.27 08.12.23 10.10.20 10.12.26 11.2.9 11.4.6 11.7.7 12.6.8 12.7.6
예금 2.52 2.25 2.50 2.75 3.00 3.25 3.50 3.25 3.00
대출 5.58 5.31 5.56 5.81 6.06 6.31 6.56 6.31 6.00
자료 : 중국인민은행
중국 물가상승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일 본 )
□ 일본경제는 정부정책 효과, 고용사정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
를 이어가 연간 성장률이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낼 전망
o 금년 들어 재건사업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공공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
복구‧재건 사업 예산1)

2011
일반회계(추경)
1차 2차 3차
(5.2일) (7.25일) (11.21
일)
4
2
9

일본 공공투자

(조엔)

2012
특별
회계 총계
(4.5일)
3.8 18.8

주 : 1) 회계연도(4.1일~익년 3.31일) 기준
자료 : 일본 재무성

자료 : 일본 내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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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간소비가 최근 고용사정과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
속하고 설비투자도 기업 수익성 개선을 기반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일본 기업1) 경상이익 및 매출액

일본 고용 및 소비심리

자료 : 일본 내각부, 후생노동성

주 : 1) 전산업 기준
자료 : 일본 재무성

o 다만 수출은 글로벌 수요부진, 엔화 강세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
으로 예상

￭엔/달러환율

2009말

92.1

2010말

81.5

2011말

77.6

2012.4월말

80.7

5월말

78.8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실적치>
<전망치>
IMF
OECD
Global Insight

2011
-0.7

(전망시점)
(2012.7)
(2012.5)
(2012.7)

2012e)
2.4
2.0
2.4

6월말

7.19일

79.6

78.6

(전년대비, e)%)
2013
1.5
1.5
1.8

□ 물가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지속*, 경기회복 등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
*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 전년비)이 당분간 0% 부근에서 움직
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강력한 금융완화를 추진할 방침
(2012.7.12일)

일본 소비자물가 전망1)

(전망시점) 2011
일본은행
(2012.7) -0.3
7개 투자은행 평균 (2012.6)
주：1) 2012.2/4분기 이전은 실적치

(전년동기대비, %)
e)
1/4 2/4 3/4 4/4 연간 2013
0.3
0.1~0.3 0.5~0.7
-0.1 -0.1 0.2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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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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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교역 부진의 요인분석*
이홍직 조사국 산업분석팀 과장
박재성
조사역
◆ 세계교역의 연평균 신장률이 2000년대 들어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7.2%에 달하였으나 이후 1.8%로 크게 둔화
◆ (최근 세계교역이 부진한 요인) ①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
(globalization)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나타난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의 확산, 제조품 중심으로의 교역구조 변화 등을 배경으로 소
득의 교역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이전에 비해 상당폭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 ②금융자유
화의 진전과 함께 세계교역의 지속적인 신장을 뒷받침해 왔던 무역
금융이 위기 이후 크게 위축, ③그간 자유무역 확대를 주도해 왔던
주요 선진국에서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여 세계화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면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
◆ 향후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세계교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단기간내에 성장세가 크게 확대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
다 금융규제 강화 등에 따른 무역금융의 빠른 회복 난망, 주요 선
진국에서의 보호무역성향 지속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G20 국가를 중심으로 긴밀한 국제공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정책대응도 보다 강화될 필요

1. 최근 세계 교역 동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의 신장세가 현저히 둔화되었음
o 2000.1/4∼08.2/4분기중 세계교역 신장률이 연평균(전기대비 연율 기
준) 7.2%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에는 1.8%로 대폭 하락
― 세계교역 규모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2008.3/4～
09.1/4분기중 크게 위축되었다가 2010.3/4분기 들어서야 위기 이
전 수준을 회복
― 그러나 연평균 신장률이 3.9%에 머물고 있어 세계교역 규모가
위기 이전의 장기추세에서 더욱 이탈하는 모습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8호(2013.2.21), 국제경제분석 제2013-2호(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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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역의 규모 및 신장률
(실질금액1))

(증감률)

주 : 1) 2005년 US$ 기준

자료 : OECD

□ 이러한 교역부진 양상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다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음
지역·국별 교역

(전기대비 연율, %, %p)

2000.1/4~
2008.3/4~
2010.4/4~
08.2/4(A)
12.3/4(B)
12.3/4(C)
세계교역2)
7.2
1.8
3.9
§ 선진국2)
5.4
0.5
2.5
- 미
국
8.9
0.1
7.4
- 유로지역
13.2
-3.2
3.7
수
- 일
본
9.7
3.7
12.0
2)
§
신흥국
12.1
3.6
5.1
입
- 중
국
25.4
10.1
14.2
- 브 라 질
15.9
2.6
4.4
- 인
도
24.8
8.2
18.9
§ 선진국2)
5.6
1.2
4.1
- 미
국
7.7
3.3
10.0
- 유로지역
12.7
-1.3
7.4
수
- 일
본
6.7
-0.1
1.0
2)
11.0
3.2
4.6
출 § 신흥국
- 중
국
25.4
8.2
13.4
- 브 라 질
17.3
3.3
7.2
- 인
도
23.5
5.8
14.2
주 : 1) 세계, 선진국, 신흥국은 실질, 개별 국가는 명목 기준
2)
3) 선진국은 OECD, 신흥국은 Non-OECD 기준
자료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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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A

C –A

-5.4
-3.3
-4.9
-2.9
-8.8
-1.5
-16.4
-9.5
-6.0
2.3
-8.5
-7.0
-15.3
-11.2
-13.3
-11.5
-16.6
-5.9
-4.4
-1.5
-4.4
2.3
-14.0
-5.3
-6.8
-5.7
-7.8
-6.4
-17.2
-12.0
-14.0
-10.1
-17.7
-9.3
2012.2/4분기까지

o 금융위기 이후(2008.2/4∼12.3/4분기) 수입 증가율(연평균)이 위기 이전
(2000.1/4∼08.2/4분기중)에 비해 선진국에서는 4.9%p, 신흥국에서는
8.5%p 각각 낮아진 가운데 인도(-16.6%p), 유로지역(-16.4%p), 중국
(-15.3%p) 등이 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o 수출 증가율(연평균)도 선진국은 4.4%p, 신흥국은 7.8%p 각각 낮아진
가운데 국별로는 인도(-17.7%p), 중국(-17.2%p), 유로지역(-14.0%p) 등이 크
게 하락
o 세계교역(실질금액)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2010.3/4분기 이후로 한
정하더라도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위기 이전에 비해
수출과 수입 신장률이 모두 큰 폭 하락
― 일본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화력발전용 연료 수입 급
증 등으로, 미국은 달러화 약세 등으로 각각 수입과 수출이 크게
확대

2. 세계교역의 부진 요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세계교역이 계속 부진한 것은 ①1980년
대 중반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나타난 글로벌 공
급망(supply chain)의 확산, 제조품 중심으로의 교역구조 변화 등을 배경으
로 소득의 교역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세계경제가 이전에 비해 상당폭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②금융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세계교역의 지속적인 신장을 뒷받침해 왔
던 무역금융이 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으며, ③그간 자유무역 확대를
주도해 왔던 주요 선진국에서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여 세계화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면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데에 기인
 소득의 교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성장세는 매우 완만
□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교역의 소득(GDP) 탄력성이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
o GDP에 대한 세계교역의 비율은 세계교역 신장률이 경제성장률을 상
회함에 따라 계속 높아져 왔는데,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빠른 속도
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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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역량1)/실질GDP

주 : 1) 세계수출 기준
자료 : WTO

세계교역증감률/실질GDP증감률2)

2) 동 비율의 5년 평균 기준(비율이 마이너스인 기간은 제외)

o 실증분석*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교역의 소득(GDP) 탄력성
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추정모형은
글로벌
교역의
소득(GDP)탄력성을
분석한
Irwin(2002)과
Freund(2009)에서 원용하였으며 추정기간은 Irwin(2002)#, 구조변화 검정(Chow
Test) 결과##에 의거해 구분하였음
# 1985년 이후 무역 자유화가 크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아웃소싱 및 국가간 생산의
수직적 전문화가 확산되는 등 세계교역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였음. 이를 감
안하여 두 차례의 오일쇼크가 발생하고 보호무역이 확산된 1974～85년의 기간도
별도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해 보았는데 동 기간의 탄력성은 여타 기간보다 낮았
고 표본 수의 제약 등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수준에 그쳤음
## 구조변화 검정(Chow Test) 결과
§
§
§
§

구조변화 시점
귀무가설
F-통계량
P-value

[모형 1]
1985년
구조변화가 없음
3.835
0.014

[모형 2]
1985년
구조변화가 없음
11.944
0.001

― 세계교역 물량과 실질GDP 간의 동태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ADL(Auto- 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세계교역의 장기소득탄력성이 1950～85년 1.35
에서 이후에는 2.21로 크게 상승
[모형 1] ltradet = β0 + β1*lgdpt + β2*lgdpt-1 + α*ltradet-1 + εt
ltradet : t기의 세계 수출물량(수준#을 로그화, WTO)
lgdpt : t기의 세계 실질GDP(수준#을 로그화, WTO), εt : 오차항
대상기간 : 1950 ~ 2011년, 자료주기 : 연간(이하 동일)
# 검정결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간에 선형 공적분 관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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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교역 증가율과 실질GDP 성장률간의 단순 회귀분석에서도 교역의
소득탄력성이 1.91에서 2.56으로 상승
[모형 2] dlntradet = β0 + β1*dlngdpt + εt
dlntradet : t시점에서의 세계 수출물량 증감률,
dlngdpt : t시점에서의 세계 실질GDP 증감률, εt : 오차항

[모형 1] 추정결과

[모형 2] 추정결과
상수항

β1

1950~2011 1950~1985 1985~2011
-0.17
-0.18
-1.57
2.05*** 1.85*** 2.78***

β2

-1.97***

Adj-R2
표본수

상수항

-1.74*** -2.17***
0.95*** 0.91*** 0.72***
장기탄력성1)
1.90
1.35
2.21
Adj-R2
0.99
0.99
0.99
표본수
61
31
31
주: 1) (β1 + β2)/(1-α)
2) ***는 1% 수준에서 유의(이분산
및 자기상관을 조정한 표준오차 기
준)

α

β1

1950~2011 1950~85 1985~2011
-0.00
-0.02
-0.01
1.79*** 1.91*** 2.56***
0.55
0.60
0.65
61
31
31

주: 1) ***는 1% 수준에서 유의(이분산을
조정한 표준오차 기준)

o 이와 같이 교역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진 것은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의 확산, 제조품(製造品) 중심으로의 교역구조 변화 등에 기인
― 생산의 수직적 전문화(Vertical Specialization)를 반영한 글로벌 공급
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교역이 특정 국가의 수요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갖게 됨
* 1980년대 들어 개발도상국이 수입대체정책에서 수출지향형정책으로 전환하면
서 글로벌 공급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세계화가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 교역비용의 절감 등을 배경으로 빠르게 진행(Milberg &
Winkler(2010))

§ 글로벌 생산의 국가간 분업체제가 정착·확산됨에 따라 특정 국
가에서의 최종재 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해당 재화 및 최종재에
투입되는 중간재 및 1차산품의 교역 확대를 동시에 유발
― 농산품과 연료･광산품에 비해 내구재 성격이 강하여 경기변동에
민감한 제조품의 교역 비중이 상승*한 것도 소득탄력성을 높이
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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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조품 비중 (%)

1973
60.5

1983
60.5

1993
77.1

20112)
67.2

2003
76.0

주 : 1) 미국 수입 기준 , 2)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진으로 제조품 비중이 하락
자료 : WTO

§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조품 교역의 소득탄력성은 농산물
및 연료･광산품의 두 배 정도인 것으로 추정
제품별 교역신장률/GDP증가율1)

추정1) 결과(1950~2011)
전체 상품 농산물
상수항

주: 1)1950∼2011년 연평균
교역신장률 및 GDP성장률 기준
자료 : WTO

-0.17
***

연료

-0.01

0.01

***

제조품
-0.37

***

1.59

2.43***

β1
β2
α

-1.97***

-0.76***

-1.50***

-2.29***

0.95***

0.99***

0.90***

0.93***

장기탄력성2)

1.90

1.35

0.93

2.17

Adj-R2

0.99

0.99

0.99

0.99

2.05

0.78

표본수
61
61
61
61
주: 1) 추정모형: ltradet = β0 + β1*lgdpt + β2*lgdpt-1 +
α*ltradet-1 + εt
2) (β1 + β2)/(1-α)
3) ***는 1% 수준에서 유의(이분산 및 자기상관을
조정한 표준오차 기준)

□ 글로벌 교역의 소득탄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완만한 수
준에 그치면서 본격적인 교역 회복을 제약하고 있음
o 금융위기 이전 세계 경제성장률의 장기 평균(2000∼07년)은 4.2%
이었으나 2011년과 2012년의 성장률은 각각 3.9% 및 3.2%에 그침
(수준)

세계 실질GDP

주 : 1) 2012년은 IMF 추정치

(성장률)

자료 : IMF WEO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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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세계교역을 뒷받침해 오던 무역금융이 크게 위축
□ 전체 세계교역의 80~90%에 신용, 보증, 보험 등의 무역금융이 수반되
는 것으로 추정*
* Auboin(2009), “Restoring Trade Finance During a Period of Financial Crisis:
Stocking-Taking of Recent Initiatives”

o 유형별로 보면 청산계정(open account) 방식*을 제외하면 신용장 등을
통한 은행무역금융(bank-intermediated trade financing)이 대부분을 차지
* 무역 당사자간 거래에서 현금결제 대신 대차관계를 장부에 기록했다가 정기적
으로 차액만 결제하는 신용거래방식으로 무역금융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지만 은행무역금융을 이용할 경우에 비해 리스크가 훨씬 큼

― 수출품의 생산, 수송 및 대금결제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무
역거래에서 수출업자는 유동성 확보(fluidity), 지불위험* 축소(security)
등을 위해 은행**, 무역관련 신용기구 등을 통해 무역금융을 활용
* 수입업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금을 지불하지 않을 위험 등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교역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서 연유
** 은행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규모
의 경제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용공여가 가능

― 또한 기업들은 해외 수입업자로부터 수주 받은 제품의 생산에 필
요한 부품구매 등을 위해 기업유동자금대출(working-capital loans)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도 무역금융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간
주될 수 있음
― 아울러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비하여 수출보
험에 가입하기도 하며 2008년 현재 전체 무역의 9% 정도가 수출보
험에 가입(Mora & Powers(2009))
o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무역금융은 수출기업의 수, 개별 수출기업의
수출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Contessi & Nicola(2012), “The Role of Financing in International Trade during
Good Times and Bad”

― 수출시장에 진입하는 데 고정 또는 매몰비용(sunk costs)이 발생할 경
우 이를 위한 무역금융이 시장진입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
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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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수출기업은 변동성이 높은 수출비용의 조달을 외부자금
(external finance)에 의존하게 되므로 무역금융이 해외판매의 규모에
도 영향을 줌
□ 무역금융의 교역에 대한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금융회사가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보수적인 행태를 견지함에 따라 글로벌 무역금융의 규모가 정체되었음
o 글로벌 은행의 단기대외포지션*은 1999년말 3.9조달러에서 2008.3월말
13.6조달러로 급증하였으나 이후 10조달러 내외로 급감한 뒤 대체로
동 수준을 유지
* 교역시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단기무역금융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대외포지션은 무역
금융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 가능(Mora & Powers(2009))

o 주요국에서의 수출보험 익스포져도 금융위기 이전 급증세를 보이다가
급감한 이후 거의 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글로벌 은행의 대외포지션1)

주요국의 단기수출보험 익스포져

주 : 기준
1) 전체는locational,
자료 : JEDH
(Joint BIS-IMF-OECD-WB External
Debt Hub)
2) 단기는 1년단기는consolidated
이하 기준
자료 : BIS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정부가 보호무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기가 빠르게 침체되면서 선진국을 포함한 주
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후에도 세계경제 여건의 불
확실성 지속 등으로 신규 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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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융위기 직후 6개월간(2008.10월∼09.3월) G-20국가는 월평균 24.6개(총
148개)의 신규 무역제한조치를 시행
o 이후에도 주요국에서 보호무역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2009.4월에서
2012.10월 중반까지 월평균 16.5개(총 710개)의 무역제한조치가 추가 시
행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하반기 들어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금융
위기 이후 시행된 조치의 대부분이 폐지되지 않고 있어* 전체 규제
건수는 누증
* 2008.10월 이후 시행된 조치 가운데 21%만 폐지

― 무역제한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등 무역규제
와 수입절차 강화 등의 국경조치가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수출규제도 시행
신규 무역제한조치1)(G20국 기준)
09.9~
10.3~
10.5중반~ 10.10중반 11.5~
11.10중반
기간 09.4~
11.10중반 ~12.5중반
09.8
10.2 10.5중반 10.10중반 ~11.4
유형
(5개월)
(6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6개월) (7개월)
무역구제
50
52
24
33
53
44
66
국경조치
21
29
22
14
52
36
39
수출규제
9
7
5
4
11
19
11
기타조치
0
7
5
3
6
9
8
합 계
80
95
56
54
122
108
124
월평균
16.0
15.8
18.7
10.8
20.3
18.0
17.7
주 : 1) 잠재적으로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자료 : WTO Report on G-20 Trade Measures(2012.10.31일)

(건수)

12.5중반~
12.10중반

(5개월)
46
20
4
1
71
14.2

□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수입제한조치(철폐된 조치 제외)는 세계 총수입
의 3.5%, G-20 수입의 4.4%에 각각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WTO)
수입제한조치의 영향을 받는 교역규모(G20국 기준)

구분

기간 08.10
~09.101)

09.11
~10.51)

對세계수입규모
0.8
對G-20수입규모
1.0
주 : 1) 2008년 수입액
4) 2011년 수입액
자료 : WTO Report on

10.5중반~1
0.10중반2)

10.10중
반~11.42)

11.5
~11.103)

11.10중
반~12.5중
반4)

(비중, %)

12.5중반~1
2.10중반4)

누적4)

0.4
0.2
0.5
0.5
0.9
0.3
3.5
0.5
0.3
0.6
0.6
1.1
0.4
4.4
기준, 2) 2009년 수입액 기준, 3) 2010년 수입액 기준,
기준
G-20 Trade Measures(2012.10.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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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더욱이 WTO 관할범위를 벗어난 우회적 보호무역조치까지 포함*하면
그 파급효과가 더욱 컸던 것으로 추산
* 2012년 시행된 보호무역조치 가운데 구제금융 및 비관세장벽이 15% 정도(Evenett,
2012.10월)

― GTA(Global Trade Alert)*에 의하면 현재 외국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
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는 총 1,878건에 이르며 2011.11월
G20 정상회의 이후에만 361건이 도입되는 등 최근까지도 계속 증
가
* WTO와 별도로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을 모니터링

GTA 집계 보호무역조치 건수
황색조치1)
적색조치2)
전체
현행
종료
전체
현행
종료
전체
538
161
41
1,340
1,082
258
(무역구제 제외시)
(319)
(159)
(39)
(1,025)
(797)
(228)
주 : 1) 기 시행된 조치로 외국 제품 및 상업적 이익을 차별할 개연성을 내
포한 조치와, 도입하겠다고 발표 또는 검토중인 조치로 외국 제품
및 상업적 이익을 차별할 것이 확실시 되는 조치
2) 기 시행된 조치로 외국 제품 및 상업적 이익을 명백히 차별하는 조치
자료 : GTA(2012.6월), 조성대 외(2013)에서 재인용

― 특히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
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 2008.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시행된 보호무역조치 가운데 66%가
G20국가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보호무역조치 건수에서
G20국가의 비중은 2009년 60%에서 2012.6월 79%로 크게 상승
o Lamy WTO 사무총장은 금융위기 직후 무역제한조치가 위기대응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보조금 지원, 정부의
물품조달시 우대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중장기 산업정책으
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
* WTO(2012), “Lamy reports no slowdown in new trade restrictions”.

― 미국은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업
증강법(Manufacturing Enhancement Act)을 의회에서 승인(2010.8월)*
* 동 법의 효력은 2012.12.31일 만료되었으나 미 하원세수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법안(the U.S. Job Creation and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 of 2013)
도입을 추진 중이며 다음 회기(The 113th Congress)에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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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외국항공사에 탄소배출권 매입을 의무화(2012.1.1일)하는 등 환
경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화물 및 철도운송 부문
에 보조금을 지급(2012.12.31일)
― 신흥국에서도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산업으로 인식하여 환경보호
등의 명분을 들어 생산 및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공업제품세를 인상(2011.11월)

3. 시사점
□ 향후 글로벌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교역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무역금융의 위축, 보호무역성향의 지속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o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
운 데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금융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교역을 뒷받
침하는 데 중요한 무역금융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가능성
― IMF/BAFT-IFSA의 조사(2011.8월)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은행의 25%
정도가 Basel Ⅲ 도입으로 무역금융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38%는 그 영향이 여타 은행상품보다 더 클 것이라고
응답
o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상존, 이익단체의
요구 등으로 장기화될 수 있음
□ 주요 예측기관은 2014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의 장기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으나 교역신장률은 이전 추세를 상당 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
세계경제 및 교역 전망
전망기관(시점) 00~07평균
§경제성장률
§교역신장률

2011

2012

e)

(전년대비, %)

2013e)

2014e)

§ IMF(2013.1월)

4.2

3.9

3.2

3.5

4.1

§OECD(2012.11월)

4.0

3.7

2.9

3.4

4.2

§ IMF(2013.1월)

7.2

5.9

2.8

3.8

5.5

§OECD(2012.11월)

7.3

6.0

2.8

4.7

6.8

- 251 -

□ 한편 글로벌 공급망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현재의 세계교역체
제 하에서는 주요국의 내수 확대가 「글로벌 교역의 확대 ⟷ 수출
주도형 고성장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회복」의 선순환 과
정을 거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가속시킬 가능성도 있음*
* Freund(2009)는 그간 교역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번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세계교역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였으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계교역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

→ 국제교역이 갖는 국가간·지역간 분업을 통한 생산 및 교역의 증대
효과, 국민후생 증대 등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G20 국
가를 중심으로 내수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무역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호무역성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긴밀한 국제공조와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정책대응이 보다 강화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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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감독기구의 MMF에 대한 규제 권고안*
안상기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
김지훈
조사역
◆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대량인출사태로 인한 MMF의 취약성이 부각되면
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MMF는 시스템적 중요성 및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에서 금융위기 전염
의 경로로 작용하고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각각 평가되고 있음
o 기관ㆍ소매투자자와 은행, 비은행금융회사 및 기업 간에 단기자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용위기 발생 → MMF 가입자금 대량인출 →
MMF 투자자산 헐값매각 → 자산가격 하락 및 금융회사 손실확대｣의
과정을 통해 위기전염의 경로로 작용함
o MMF시장은 ①｢고정 순자산가치 평가제도｣로 인한 “안전자산”이라는
잘못된 인식, ②先환매자 이득 선취에 따른 여타 투자자의 손실 확대
가능성, ③투자자산 가치평가의 부정확, ④후원기관의 암묵적 지원에
대한 의존 등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G20 칸 정상회의(2011.11월)의 요청에 따라
MMF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스템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15개 규
제 권고안을 제시함
o (일반원칙) 정책당국은 MMF를 집합투자기구 규제체계에 명확하게 규
정하고 리스크를 규제해야 하며, 유사한 성격의 펀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함
o (투자자산 가치평가방법) MMF 투자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
해야 하며 ｢상각후 원가｣ 방법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
o (유동성 관리) 대규모 환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단일 투자자의 가입금액 제한, 대규모 환매 사전공지 의무화, 일시
환매중단 등의 수단을 보유해야 함
o (고정 순자산가치 개선) 정책당국은 “고정 순자산가치 평가제도” 사
용 MMF를 “변동 순자산가치 평가제도” 사용 MMF로 전환시켜야 함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6호(2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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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배경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MMF**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시스템적 리스
크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여 2012년말에 발표하였음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Money Market Funds. 주로 투자자들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조달하여 단기채권,
CP, CD, 콜론, 예금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금융상품. 1983년 미
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음. 한국에는 1996.9월 도입되었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지칭하고 있음
*** G20 정상회의(프랑스 칸, 2011.11월) 요청에 따라 FSB는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
로 지목된 「Shadow Banking 시스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을 통한 간
접규제, MMF, 여타 Shadow Banking 기관, 유동화, 증권대여 및 repo의 5가지 부
문에 대한 규제 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며 MMF 규제 개혁방안 마련을 IOSCO에게
위임하였음

o 동 권고안에는 그 동안 IOSCO에서 검토한 내용에 FSB 총회(2012.10월)
결과, 최근 학계의 연구, 주요국 규제현황*, 관련 기관들의 의견 등이
반영되었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Dodd-Frank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MMF 개혁
방안을 집행위원회 표결에 상정하려 했으나, MMF 업계와 일부 집행위원의 반대
로 무산되었음(2012.8월)

□ IOSCO는 은행 및 Shadow Banking 규제, MMF 업계의 자구노력, 새로
운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 등 금융시장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동 권고
안의 적용가능성과 보완 여부를 향후 2년 동안 점검할 것을 제안함
o 각국 정책당국은 자국의 MMF 규모, 특징 등 금융시스템과의 관계와 법
률 및 규제체계에 적합한 권고안을 채택하되, MMF업계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MMF의 시스템적 중요성
□ (시스템적 중요성) 글로벌 MMF 자산 총액은 2012.1분기말 기준 4.7조
달러로 전세계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 자산의
20% 수준임
o 미국과 유럽의 MMF 자산은 2011년말 기준 각각 2.7조달러, 1.5조달러
로 전세계 MMF 자산의 대부분(90%)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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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는 프랑스(34%), 룩셈부르크(29%), 아일랜드(25%) 3개국의 비
중이 높음
― (한국) MMF 자산총액이 2011년말 기준 472억달러(53조원)로 국내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8% 수준임
주요국 MMF 자산규모

자료: FSB, IOSCO
□ (Shadow Banking 시스템과의 관계) MMF는 대표적인 Shadow Banking
기관으로서 기관 및 소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수취하여 은행, 보험사,
기타금융회사, 기업 등에게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o MMF 운용자산의 절반이 1년 미만의 단기증권에 투자되어 있으며, 은
행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원임
o MMF는 자금중개 과정에서 만기 및 유동성 변환의 리스크를 초래하지
만 위기 시 공적 지원대상이 아니며, 손실 흡수능력도 취약함
o 신용위기 발생 → MMF 가입자금 대량인출 → MMF 투자자산 헐값매각
→ 자산가격 하락 및 금융기관 손실확대의 과정을 통해 위기전염의
경로로 작용함
MMF 시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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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이후 규제개혁 경과)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대량인출사
태로 인한 MMF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MMF 규제가 강화되었음

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2월 「‘Rule 2a-7’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2010.7월 통과된 「Dodd-Frank 법」은 도덕해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재무부와 연준의 MMF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제한하였음
* MMF의 시장가치 공시를 연 2회에서 매월로 확대하는 한편 운용자산의 10% 이
상은 당일, 30% 이상은 일주일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토
록 규제

o (유럽)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MMF를 ‘단기 MMF’와 ‘MMF’
로 구분하고 운용자산의 등급, 만기, 리스크 관리, 공시에 대한 엄격
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였음(2011.7월)

o (캐나다, 중국) 보유자산에 대한 만기를 더욱 단기화하고 MMF의 유동
성을 확충(liquidity buffer)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음

o (한국) 시장상황 악화 시 환매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동성 비율을

강화하고 수시입출식 특정금전신탁상품(MMT), 랩어카운트(MMW) 등
MMF와 성격이 유사한 투자상품의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체계를 보완*하였음(2012.10월)
*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한국의 MMF 규제 현황」(p.11) 참조

□ (금융위기 이후 시장동향)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2011년중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유럽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익스포져가
높았던 미국의 MMF에서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지속적인 인출사태가
발생*하였음
* 미국 자산운용협회(Investment Company Institute, ICI)에 따르면 유로존 은행들의
주요 단기 달러자금 조달원천 중 하나인 미국 프라임 MMF의 자산이 2011.6월
1.66조달러에서 2011.8월 1.49조달러로 1,700억달러(10%) 감소하였음

o 미국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는 2011년 연차보고서에서 MMF를 유
럽 재정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주요 불안요인중 하나로 규정하였음
o 유럽중앙은행(ECB)이 2012.7월 1일물 예금금리를 인하(0.25% → 0.00%)하자
일부 MMF는 신규 자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주요국의 이례적
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MMF의 원금보장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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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안정 리스크
□ MMF 시장은 ① 고정 순자산가치 평가에 대한 과신 ② 先환매자 이득
선취 효과 ③ 투자자산 가치평가 부정확 ④ 후원기관의 암묵적 지원
⑤ 외부신용등급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위기 이후 중요한 규제개혁 조치들이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금융시스템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MF의 취약성이 남아 있음
① 고정 순자산가치*(the stable net asset value) 평가제도: MMF가 신용, 금
리, 유동성 리스크로 인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로 인해 “안전자산”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음
* 환매요청 시 해당 시점에서 「시가평가된 순자산가치」(Shadow NAV)와 「장부
가격」 간 괴리가 0.5% 미만일 때에는 투자원금을 상환해주며 시장평가가치가
0.5%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시가평가된 가치를 상환해 주는 방법이 「고정 순
자산가치 평가방식」임. 반면 환매 요청 시 「시가평가된 순자산가치」로 상환
해주는 것을 「변동 순자산가치(Floating NAV) 방식」이라 함.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MMF 순자산가치 평가방식」(p.10) 참조

② 先환매 효과(the first mover advantage): 환매요청이 있으면 MMF의 투자
자산 중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들부터 매각하여 환매자금을 마련
하기 때문에 시장불안 시 먼저 환매를 요청한 고객들은 고정 순자산
가치로 상환받을 수 있지만 점차 비유동성 자산만 남게되어 나중에
환매를 요청하는 고객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됨
③ MMF 투자자산 가치평가의 부정확: 상각후원가*와 반올림계산** 방법
적용으로 「공시 자산가치」와 「실제 자산가치」간 불일치가 발생
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위기상황 발생으로 실제 자산가치 하
락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대량인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보유자산으로부터의 미래 기대현금흐름을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환산한 후, 동 금액과 만기상환액 간의 차액을 일정 비율로 가감
해 나가는 방법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회계방식임. 계산이 간편하고 보유
자산의 가치가 안정되어 MMF의 주당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으나 매입 이후 시장이자율이 유효이자율과 달라진 경우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 MMF의 주당 가격을 1센트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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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후원기관의 암묵적 지원：대부분 MMF의 경우, 순자산가치의 안정성
을 유지하고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후원기관이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후원기관과 MMF의 상호연계성을 확대함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를 상승시킴
⑤ 외부 신용등급에 대한 지나친 의존：투자자들의 MMF 선택 및 MMF
의 투자자산 결정 시 외부 신용등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외부 신용
등급 하락이 절벽효과(cliff effects)를 야기하고 대규모 인출사태를 초
래할 수 있음

4.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MMF에 대한 규제 권고안
□ IOSCO는 MMF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스템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하
여 7가지 분야에 걸쳐 15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함
 일반 원칙
① 집합투자기구(CIS) 규제체계 내에서 MMF를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함
* MMF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단기금융시장 수익률
(money market rates) 수준의 이익을 제공하는 가운데 투자원금 보전(preserve
capital)을 추구하며, 일중에 유동화(daily liquidity) 할 수 있는 투자펀드”로 정
의할 수 있음

② MMF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과 리스크에 대해 구체적인 제
한을 부과해야 함
― MMF가 높은 신용등급, 짧은 만기인 금융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도
록 신용등급과 만기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주식과 실
물에 대한 직·간접적인 익스포져를 금지하여야 함
― 특히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의 잔존
만기를 규제해야 하며, 가중평균상환기간*과 가중평균잔존만기*도
구체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펀드가 보유한 모든 증권에 대하여 만기까지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평균회수
기간을 가중평균상환기간(weighted average term to maturity, WAM)이라 하
고, 개별 증권의 잔존만기 동안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평균회수기간을 가중평
균잔존만기(weighted average life, WAL)라 함
** 예를 들어 보수적인 MMF의 경우 WAM을 60일 이내, WAL은 120일 이내로 규제

③ 정책당국은 MMF와 유사한 성격의 집합투자기구를 주의깊게 모니터
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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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F와 성격이 다른 여타 집합투자기구들이 “단기금융시장” 또는
“현금” 등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구조화
기구(structured vehicles), 사모펀드 등 MMF와 유사한 성격의 투자상품
에 대해서도 MMF 규제와 일관되게 규제조치를 취해야 함
 MMF 투자자산의 가치평가
④ MMF가 투자한 자산을 일반적인 기준인 「공정가치」(general principle
of fair value)로 평가해야 하며, 「상각후원가」(amortized cost) 방법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산 가치는 신뢰가능한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
되어야 하며, 시장가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 판매가격
을 이용한 「정상거래가격」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함
― 상각후원가 방법은 보유자산의 가격왜곡, 순자산가치의 불투명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함
* 예컨대, 잔존만기 90일 이내의 단기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 MMF 투자자산 가치평가방법의 적절성을 제3의 외부기관이 정기적으
로 점검하여야 함
 유동성 관리
⑥ MMF는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 투자자의 종류, 자금수요, 리스크 성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동시다발
적인 환매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기관투자자 등 대규모 투자자들의 예상치 못한 환매로 인한 리스크
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일 투자자의 가입금액 제한, 최소 의무보유
기간 설정, 대규모 환매에 대한 사전공지 의무부과 등의 안전장치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⑦ MMF는 대규모 환매에 대응하고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함
― 정책당국은 펀드의 일중 및 주중 최소 유동성 자산의 수준과 시장
별 특수성 등을 감안한 유동성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함
― MMF 업계는 동 지침과 시장상황, 펀드 및 투자자 특성을 감안하여
보유해야 할 유동성 자산규모를 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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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MMF는 정기적으로 적절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
과에 따라 정책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⑨ MMF는 예외적인 시장상황과 심각한 환매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수
단을 보유해야 함
― 정책당국은 MMF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
에서 일시 환매중단, 총인출금액 제한, 현물상환 등의 수단들을 사
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함
 고정 순자산가치(Stable Net Asset Value) 평가방식
⑩ 「고정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MMF는 대량인출, 선
환매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동 리스크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내부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변동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으
로의 전환이 가장 바람직하나, 전환이 어려울 경우 고정 순자산가치
MMF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안전조치들을 도입해야 함

― (변동 순자산가치로의 전환) 「변동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을 적용
할 경우 MMF가 은행예금과 달리 위험상품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위기 시 MMF 후원 기관의 지원 필요성도 낮아짐

․ 다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 변동 순자산가치로의 전환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이행기간” 설
정 등을 통한 단계적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정 순자산가치 보완장치) 고정 순자산가치 MMF는 스트레스 상황
시 선환매 유인을 축소시키고 심각한 환매 압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

(i) (先환매 효과 완화 조치) 펀드 보유자산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간
괴리를 상쇄하기 위한 각종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동 보완조
치가 적절한 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순자산가치 유보이익(NAV buffer): 수익의 일정부분을 유보(예: 순자산가
치의 50bp)함으로써 손실에 대비
․ 후원 기관 지원의 명시화: 펀드운용사, 운용사의 계열사, 모기업 등
후원 기관이 펀드 대량환매 사태 시 평판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손
실보전, 유동성 지원 등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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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심각한 환매압력 대응 조치)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신용사태
발생 시 MMF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함

․ 유동성 수수료: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한 상태에서 일정 규모를 초
과하는 자금을 인출할 경우 유동성 수수료를 부과
․ 투자잔액 유지: 인출 시 투자원금의 일정액은 펀드에 남겨두도록
함으로써 대량환매 인출 가능성을 축소시킴
․ 기타 권고안 9번에서 제시한 일시 환매중단, 총인출금액 제한, 현
물상환 등의 병행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외부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
⑪ MMF는 외부 신용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내부 신용
위험 평가절차를 강화해야 함
⑫ 감독기관은 신용평가기관이 MMF에 대한 신용평가방법을 더욱 명확
하게 마련하도록 규제해야 함
― 신용평가기관은 MMF 보유자산 일부에 대한 신용하락을 MMF 자체
에 대한 신용하락으로 연계시키기 전에 MMF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함
― 후원기관의 지원 가능성을 MMF 신용평가에 고려해서는 안 됨
 투자자 공시
⑬ MMF 가입 계약서에 “MMF는 은행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의 가능성
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⑭ MMF는 위기 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제한조치, 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공시해야 함
 Repo 관련 MMF 관행
⑮ 정책당국은 필요 시 MMF의 repo 시장 이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함
― MMF가 repo 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점을 고려하여 MMF 시장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repo 시장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결제, 거래상대방, 담보관리 리스크 부문 등에 있어 양 시장의 관계
를 통제하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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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MMF 순자산가치 평가방식

□ MMF 설정 시 주당 순자산가치(NAV)를 1달러로 정함(장부가격)
o 환매요청 시 해당시점에서 ｢시가평가된 순자산가치｣(Shadow NAV)와 ｢
장부가격으로 평가된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가 0.5% 미만일 경우
*
($0.995 ~ $1.005) 투자원금(1달러)을 상환 해주며, 0.5% 이상 하락(Break the
bucket)한 경우에만 시가평가된 가치로 상환해주는 제도를 “고정 순자산가
치(Stable NAV) 평가방식”이라고 함
* 이때 발생하는 손실 또는 이득은 Fund로 귀속

시가로 상환(원금손실)

시가로 상환

“Break the buck 발생”

(자본이득)

$1 상환
Shadow NAV
$0.995

$1.000

$1.005

― 반면 “변동 순자산가치(Floating NAV) 평가방식”은 환매요청 시 ｢시가평
가된 순자산가치｣로 상환해 주는 제도임
용 어

설 명

NAV
(Net Asset Value)

｢주당(per share) 순자산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수익증권 개수로 나누어 산출

Shadow NAV

시장가격(marked-to-market)을 사용하여 산출한 순자산가치
(즉 자산 및 부채의 시장가격을 사용하여 NAV 산출)

Buck

투자원금 1달러(장부가격)를 지칭

Break the buck

순자산가치의 시가(Shadow NAV)가 0.5% 이상 하락하는 경우
(→ 환매 시 투자원금에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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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한국의 MMF 규제 현황

□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 고정 순자산가치(장부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
으나 시가가 장부가를 일정범위(±0.5%) 이상으로 벗어날 경우 시가평가
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편입대상 중권의 신용등급) 채권은 AA- 이상, CP는 A2- 이상으로 제한
□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의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최상위 등급(채권 및 CD는
AAA, CP는 A1) 채무증권은 자산총액의
AA-이상, CP는 A2- 이상) 채무증권은 2%

5% 이하, 차상위 등급(채권 및 CD는
이하로 제한

□ (편입채권의 가중평균잔존만기)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MMF 전체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채권 및 CP의
잔존만기는 각 1년 이내, CD 및 예금 등은 각 6개월 이내로 제한

o 한편 MMF 보유자산 중 현금, 국채, 통안채, 만기 1일 이내인 자산을
10% 이상, 만기 7일 이내인 자산을 30% 이상 보유토록 규제하고 MMF
투자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현행 90일에서 60일로 하향 조정할 계
획(2013년 하반기 시행예정)

□ (개인 및 법인펀드 분리 및 최소 펀드규모 설정)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
해 개인 및 법인펀드를 분리하고 개인용 펀드는 3,000억원 이상, 법인용
펀드는 5,000억원 이상으로 펀드규모 제한

□ (채권·CP

등의 증권에 대한 투자비율 한도) MMF의 자산운용이 특정자
산(예: 예금, 콜론 등)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될 수
있도록 증권(채권․CP 등)에의 투자한도(40%)를 설정

□ (MMF 환매연기) 해산, 허가취소, 영업정지, 천재지변, 유동성 위기 및 이
에 준하는 경우 환매연기 가능

< 참고자료 >
IOSCO, Policy Recommendations for Money Market Funds, 2012.10.
IOSCO, Money Market Fund Systemic Risk Analysis and Reform Options, 2012.4.
FSB, Results of the regulatory mapping exercise on shadow banking, 2011.6.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 shadow banking 현황과 잠재리스크 분석, 2012.10.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시장,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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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일본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한재현

신흥경제팀 과장

◆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약화를 배경으로 중국은 2010
년 이후 GDP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서는 등 양국
의 경제적 위상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중국 및 일본은 1972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교역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
으며(1984년 130억달러 → 2012년 3,300억달러) 2012년말 현재 일본은
중국 2위의, 중국은 일본 1위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o 양국간 수출 및 수입에서는 모두 기계제품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특히 기계 및 부품 관련 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가 0.88에 달하고
광학기기와 유기화학품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o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한국에서 양국의 수출경합도가 꾸준히 상승
하고는 있으나 그리 높지 않은 수준
◆ 한편 중국 및 일본의 투자행태는 상이한 모습을 시현
o 직접투자의 경우,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규모 및 비중 면에서 중국의 대
일본 투자를 압도(일본의 직접투자 : 2012년 135억달러로 전체 직접투자의 11%)
o 증권투자를 보면, 중국 자본시장의 제한적 개방으로 일본의 대중국
투자규모는 크지 않은 반면 중국의 대일본 투자액은 21.5조엔
(2011년말)으로 외국인투자의 14%를 기록
o 또한 일본 기업의 전세계 현지법인 진출지역 가운데 중국의 법인수
및 고용인원 비중은 각각 30%대 초반, 매출액 비중은 20% 내외
수준(2011년 기준)
◆ 앞으로 중국 및 일본은 상대국이 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
추어 그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 다만 최근 일본
의 TPP 참여에 따른 경제블록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아시아·태평
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두고 경쟁이 가속될 가능성
o 이와 함께 중국에서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임금수
준 상승, 경제의 서비스화 심화 등으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과
거보다 약화될 것으로 보여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전략
을 바꾸어 나갈 전망
― 특히 ‘China+1’전략에 따라 일본기업들이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
및 현지법인 진출을 늘리고 있으며 일본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22호(2013.5.30), 국제경제리뷰 제2013-12호(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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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검토 배경
□ 중국 경제의 부상과 일본 경제의 상대적 약화를 배경으로 중국은 2010
년 이후 GDP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서는 등 양국의
경제적 위상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o 일본은 1979년 500억엔 규모의 엔화 차관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누
계 기준으로 3.65조엔(203억달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등
중국의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
―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이 차관을 상환하면서 상환규모가 원
조규모를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의 대중국 순공적개발원
조액은 마이너스를 기록
일본의 대중국 공적개발원조

연도
2006년말 누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차관

(Loan Aid)
14,008
157
-5
-155
-553
-782
12,670

년말 누계
자료 : 일본 외무성

2011

무상자금

(Grant Aid)
1,129
15
18
14
13
13
1,203

증여

(

기술협력

백만달러)
계

(Technical Cooperation)
4,975
263
265
283
347
287
6,421

20,112
436
278
142
-193
-481
20,294

― 중국은 2011.7월 IMF 부총재직에 자국인을 진출시켰고(부총재 4명중
여타국은 미국, 일본, 이집트) 2011.4월 설립된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초대 의장을 맡았으며(일본과 교대로 의장직 수행),
CMIM의 재원도 일본과 동일한 32%(384억달러)를 분담하는 등 주요
국제기구 및 협의체 등에서 일본과 동등한 위치로 부상
o 중국 및 일본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양국의 경
제적 협력관계는 동아시아 및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음
― 특히 양국과 지정학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로서는 중･일간 경제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변화에 적절히 대
응해 나갈 필요
*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은 한국 수출의 37.6%, 수입의 28.3%를 차지(2012년 기준)

- 265 -

중국과 일본의 위상1)
면적(만제곱킬로미터)

중국
960

일본
38

중국+일본(A)
998

세계(B)
14,890

비중(A/B,%)
6.7

인구(억명)

13.4

1.3

14.7

69.0

21.3

GDP(

7.3

5.9

13.2

70.0

18.9

5,400

46,400

-

-

-

외환보유액(조달러)

3.3

1.3

4.6

12.2

37.7

교역규모(조달러)

4.3

1.8

6.1

44.2

13.8

1,430

593

2,023

17,380

11.6

980

440

1,420

8,803

16.1

조달러)
1인당GDP(달러)
국방비(억달러)

일석유소비량(만배럴)

1

주 : 1) 면적·외환보유액･국방비는 2012년, 기타는 2011년 기준
자료 : UN, World Bank, CIA Factbook, IMF, British Petroleu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tockholm

⇒ 최근 역내국가간 경제블록화 심화 등으로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두고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간
중국 및 일본간 경제관계를 교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관계에 대해 전망

2 . 중국 및 일본의 교역
( 교역의 규모 및 긴밀도 )
□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갖춘 중국과 대규모 자본 및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일본은 상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o 양국은 1972년 국교정상화 이후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및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등을 거치면서 양국간 교역규모(수출+수입)
는 1984년 130억달러에서 2012년 3,300억달러로 대폭 증가
― 1990년대 중반 일본이 중국의 1위 교역상대국으로, 중국은 일본의
2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이후 2012년 기준으로도 일본의 대중
국 교역비중(수출+수입)은 19.7%(1위 교역상대국)를, 중국의 대일본 비중
은 8.5%(2위 교역상대국*)를 각각 기록
* 지역경제블록(연합체)을 포함할 경우 미국-EU-아세안-일본-한국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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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국에서 볼 때 대일본 수출 및 수입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대중국 수출 및 수입 비중이 모두 빠른 속도
로 상승하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중국의 지역별 수출비중

중국의 지역별 수입비중

자료 : 중국세관

자료 : 중국세관

일본의 지역별 수출비중

일본의 지역별 수입비중

자료 : IMF, 일본재무성

자료 : IMF, 일본재무성

□ 글로벌 관점에서 중국과 일본간 교역의 연계성을 포착하는 무역결합도
(intensity of trade)를 계산해 보면, 2001년 이후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일
본의 중요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중국의 중요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중국의 대일본 무역결합도는 1995년 2.98에서 2011년 1.68로 하락함으
로써 중국의 대일본 수출비중의 하락폭(1995년 19.1% → 2011년 7.8%)이 세
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일본 비중(1995년 6.4% → 2011년 4.7%)의 하락폭
을 압도
― 이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이외에도 WTO가입(2001년)에 따른
교역규모의 빠른 확대, 교역대상국의 다변화 가속 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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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일본의 대중국 무역결합도는 일본의 대중국수출 비중이 크게 상
승(1995년 5.0% → 2011년 19.7%)하는 동시에 중국이 세계 총수입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짐(1995년 2.5% → 2011년 9.5%)에 따라 일정한 수
준(2% 내외)을 유지
― 중국 수입의 증가율만큼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했음을 의미하
며 이는 중국의 수입시장 확대에 따른 과실을 일본 기업들이 향유
해 온 동시에 중국과의 교역 긴밀도가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
무역결합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의
무역결합도
(A/B)
2.98
3.22
2.92
3.24
3.13
2.93
3.11
2.94
2.75
2.58
2.31
2.02
1.93
1.76
1.88
1.71
1.68

대일본
A1)

B2)

19.13
20.45
17.42
16.14
16.63
16.72
16.89
14.88
13.56
12.39
11.02
9.45
8.38
8.13
8.15
7.67
7.81

6.41
6.36
5.96
4.98
5.31
5.70
5.44
5.06
4.92
4.79
4.77
4.69
4.34
4.63
4.33
4.49
4.65

일본의
무역결합도
(C/D)
1.97
2.11
2.07
2.08
1.97
1.88
2.03
2.16
2.29
2.21
2.20
2.24
2.28
2.33
2.39
2.15
2.08

대중국
C3)

D4)

4.96
5.33
5.17
5.18
5.57
6.34
7.69
9.56
12.17
13.07
13.46
14.34
15.30
15.97
18.90
19.42
19.70

2.52
2.53
2.50
2.49
2.83
3.38
3.79
4.43
5.31
5.92
6.11
6.40
6.70
6.86
7.91
9.05
9.48

주 : 1) 중국 대일본수출/총수출(%, A) 2) 일본 수입/세계 총수입(%, B)
3) 일본 대중국수출/총수출(%, C) 4) 중국 수입/세계 총수입(%, D)

자료 : UNCTAD 자료를 이용해 계산
( 교역구조 )

□ 중국의 대일본 교역구조를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수출에서는 구
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수입에서는 품목별 비중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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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의 경우, 소비재 비중이 계속 낮아지는(1995년 57% → 2011년 39%) 가
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자본재(8% → 20%)와 부품
및 부분품(6% → 15%) 비중은 크게 상승
중국의 가공단계별 대일본 수출비중

중국의 가공단계별 대일본 수입비중

자료 : UN Comtrade

자료 : UN Comtrade

o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입구조를 보면, 자본재(25% 내외) 비중이 일정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부품 및 부분품 비중(25% → 34%)은 소폭 상승
하고 반제품 비중(40% → 31%)은 소폭 하락하는 등 중간재 비중이 65%
내외의 수준을 유지
□ 일본의 경우 대중국 수출입 상품 비중은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o 수출을 보면, 중간재 및 부품 공급과 관련된 기계 및 화학제품이 절반
을 상회하고 있으며(1995년 60.4% → 2012년 58.4%) 자동차 등 교통운수 관
련 제품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1995년 3.2% → 2012년 9.6%)
o 수입에서는 기계류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진 반면(1995년 11.8% → 2012년
42.8%), 의류 및 음식료 등의 소비재 비중은 점차 하락(1995년 36.7% →
2012년 19.0%)

일본의 대중국 수출 구성

자료 : 일본재무성

일본의 대중국 수입 구성

자료 : 일본재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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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중국 수입공산품 구성

자료 : UNCTAD

o 일본의 대중국 수입 공산품을 노동 및 기술집약도로 분류해 보면, 중
국의 기술 따라잡기(Catch-up) 가속화에 따라 노동집약제품 비중이 지
속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기술집약제품 비중은 계속 상승
□ 한편 중･일 양국의 수출입 상품을 분석해 보면, 수출입에서 모두 기계
제품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산업내무역
(intra-industry trade)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o 특히 기계 및 부품 관련 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가 0.88에 달하고 광
학기기와 유기화학품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내무역지수=min(수출액, 수입액)/[(수출액+수입액)/2]. 특정 산업의 무역이 일
방적일수록 0에 가까운 값을, 수출액과 수입액이 동일하다면 1의 값을 갖게 됨

중국의 산업내무역지수(2012년 기준)
산업
전류기기와 그 부분품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등
유기화학품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품
철강(주철)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또는 뜨개질 편물 제외)
가구와 침구, 매트리스 등

산업내 무역지수
0.88
0.81
0.80
0.65
0.30
0.09
0.07

주 : 1)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2분위상의 상품분류 기준
자료 : 중국세관총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수출경합도 )
□ 중국과 일본의 수출 경합도는 세계시장, 그 중에서도 미국 및 한국* 시
장에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
* 미국은 중국 1위의 수출국인 동시에 일본 2위의 수출국이며, 한국은 중국 3위의
수출국(홍콩 제외)인 동시에 일본 3위의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

o 전체 수출품의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를 SITC2분위 기준
으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경합도가 꾸준히 높아지고는 있으나
미국 및 한국에서 각각 42.3 및 55.5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수출경합도지수 S(ij,k)={∑Minimum[Xh(ik), Xh(jk)]×100}
단, i, j, k : 무역국가
h : 수출상품
∼ Xh(ik) : i국에서 k국으로의 총수출 가운데 h상품이 차지하는 비율
∼ Xh(jk) : j국에서 k국으로의 총수출 가운데 h상품이 차지하는 비율
∼ 완전경합관계인 경우 100, 무관한 관계인 경우 0

- 270 -

중국과 일본의 대미국 및 대한국 수출경합도 추이
95

97

99

01

03

05

07

09

11

대 미국

38.6

42.8

49.1

48.1

43.9

43.5

42.9

43.4

42.3

대 한국

38.4

40.9

45.7

46.4

46.2

53.3

60.0

55.8

55.5

주 : 1) 국제표준무역분류(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의 2분위(67개 품목) 기준
자료 : UNCTAD 자료를 이용해 계산

― 다만 중･일 양국간 산업내무역이 활발한 데다 가치사슬(value chain)
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재화만을 대상으로
수출경합도를 산출할 경우에는 실제 경쟁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3. 중국 및 일본의 투자
( 직접투자 )
□ 중국과 일본의 직접투자 추이를 보면,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규모 및
비중 면에서 중국의 대일본 투자를 압도
o 일본의 대중국 투자(2012년)는 135억달러로 일본 전체 대외직접투자의
11%에 달하고 있으나 중국의 대일본 직접투자(2011년)는 전체 대외직
접투자의 0.2%인 1.5억달러에 불과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자료 : 일본은행

중국의 대일본 직접투자

자료 : 중국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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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대중국 FDI비중 (2012)

자료 : 중국상무부

― 일본의 투자규모는 홍콩(59%)을 제외하고는 대중국 직접투자국(2012
*
년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7%)을 차지
* 홍콩의 대중국 FDI에서 상당 부분이 세금감면, 부동산임대시의 우대, 외환송금
보장 등 FDI 장려정책에 따라 중국 투자자들이 홍콩에 ODI 형태로 유출했던
자금이 다시 외국인투자의 형태로 중국 본토에 환류된 것임을 감안하면 일본의
실제 투자비중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o 한편 그동안 제조업에 집중되었던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최근 들
어 도소매업 및 부동산업 등의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규모가 증대(비중
: 2005년 22% → 2012년 32%)

― 이는 일본의 해외 생산기지로서 아세안 등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상
대적으로 중국의 중요성은 저하되는 가운데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
업종별로 본 일본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현황
구분

업종
식료품
섬유
화학 의약
철 비철 금속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용기계
정밀기계
기타
소
계
운수업
통신업
도소매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기타
소
계
계

·

· ·

제조업

비제조업

총

자료 : 일본은행

·

2005

년

년

(억엔, %)

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49

3.4

211

2.0

325

4.5

186

1.7

688

9.5

690

6.4

417

5.7

729

6.8

507

7.0

1,375

12.8

950

13.1

1,035

9.6

1,137

15.7

2,257

21.0

395

5.4

966

13.3

850

1

0.0
7.9

5,634

77.6

7,334

68.2

46

0.6

124

1.2

27

0.4

112

1.0

534

7.4

1,572

14.6

597

8.2

494

4.6

141

1.9

803

7.5

109

1.5

303

2.8

2.4

17

0.2

1,628

174

22.4

3,425

31.8

7,262

100.0

10,75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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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 )
□ 중국의 대일본 증권투자는 정부의 일본국채 등 매입, 적격내국인기관
투자가(QDII)*에 의한 증권투자 등으로 구성
* 중국에서는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2006.4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가(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에 한정하여 투자를 허용

o 1996년말 기준으로 중국의 대일본 증권투자액은 4천억엔(주식 0, 채권 4
천억엔)으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0.6%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말 현재
21.5조엔(주식 3.6조엔, 채권 17.5조엔)에 달해 그 비중이 전체 외국인투자
의 13.7%로 상승
□ 한편 일본의 대중국 증권투자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에 의한 주
식투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 자본시장의 제한적 개
방으로 인해 규모는 크지 않음
* 중국은 2002.12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관투자가(QF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에 한해 주식 및 거래소 상장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 2012년말 현재 QFII는 총 207개 기관으로 이중 일본은 노무라
증권 등 19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음

o 2011년말 현재 일본의 대중국 증권투자잔액은 8천억엔으로 일본의 전
체 해외투자의 0.3% 수준에 불과
중국의 대일 증권투자잔액

일본의 대중 증권투자잔액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일본은행

o 최근 일본은행은 650억위안(약 105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보유액을 활
용한 중국의 은행간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준비(2012.3.1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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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의 투자 다변화 및 중국과의 경
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위안화의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현재 한국은행(투자한도 200억위안), 태국은행(70억위안) 등이 중국의 은행간채
권시장에 참여

( 일본기업의 대중국 현지화 진출 )
□ 일본기업들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 이후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현지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
일본의 현지법인 현황1)
<법인 수 비중>

<고용인원 및 비중(2011)>

<매출액>

<중국내수용 매출액과 비중>

주 : 1) NIEs3은 한국･대만･싱가포르, 아세안4는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o 일본기업의 전세계 현지법인 진출지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1년말
현재 법인수와 고용인원 면에서 전체의 30%대 초반, 매출액은 20%
내외 수준으로 각각 상승
― 법 인 수 : 2001년 2,220개(전체의 17.8%) → 2011년 19,250개(30.5%)
― 고용인원 : 2001년 40만명(전체의 21.0%) → 2011년 118만명(32.3%)
― 매
출 : 2001년 451억달러(전체의 12.9%) → 2011년 1,881억달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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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기업들은 그동안 지리적 근접성,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해외기업 유치정책 등을 바탕으로 중국을 주요
해외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
―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에서 현지화에 성공한 대표적 기업인 토요
타 자동차의 경우, 2012년말 현재 27개국 51개의 해외생산기지중
중국은 미국과 함께 각각 9개의 생산기지를 가동
o 한편 중국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중국 내수용 매출비중이 빠르게 상승하여 2011년 현재 62.7%에 도달
― 이는 중국이 그간의 생산기지에서 향후 판매기지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
⁃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판매 규모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
토요타의 주요 해외 생산 및 판매지역(2011년)

미국
생산량
판매량 16479

유럽
4682

1
중국 아세안4
캐나다 인도
)

8090

9475

주 : 1)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자료 : www.toyota-global.com

4116

1413

(만대)

기타 합계
14963 417
589

o 한편 중국의 경영전문잡지(中國企業家)에서 매년 현지고용 및 투자상황,
사회공헌도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의 현지
화지수 100대 기업(2012년 기준)’중 일본기업은 6개*에 머물러 2010년
조사 당시의 11개에서 절반으로 감소
* 미국 39개, 독일 12개, 프랑스 11개, 영국･스위스･네덜란드 각 5개, 한국 3개 등

― 이는 소니 등 일본 IT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부진과 함께 최근
중･일관계의 악화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 현지화 지수 분포1)

2010년도
2012년도
기타 주요 기업
일본기업[6개]
기타 주요 기업
파나소닉(7), 소니(10) 삼성(9),현대자동차(43) 토요타(20), 히타치(29) 삼성(4), 현대자동차(40)
캐논
(15), 히타치(19)
포스코(87), 폭스바겐(1) 파나소닉(46), 코마추(60) 포스코(86),폭스바겐(1)
토요타
(21), 도시바(35)
맥도날드(2), 코카콜라(3) 미쓰비시전기(63), 세븐 P&G(2), 코카콜라(6)
미쯔비시전기
(51), 리코(71)
토판인쇄
혼다(98) 나이키
맥도날드(14), 애플(26)
애플(68)(16), 까르푸(29) 일레븐(71)
후지필름(93),
(100)
주 : 1) ( )내는 순위
자료 : 중국기업가(2010.10.22.일, 2012.11.20일)
일본기업[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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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 앞으로 중국과 일본은 상대국이 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
추어 그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 다만 최근 일본의
TPP 참여에 따른 경제블록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아시아·태평양 지
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두고 경쟁이 가속될 가능성
o 한중일 FTA협상 개시(2013.3.26일),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공식 승인(2013.4.20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시 선언
(2012.11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설립 추진(2015년 목표), 일본과 EU의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 선언(2013.3.25일) 등 양국을 둘러싼 경제블록
화 논의가 복잡다기한 방향으로 전개
* <참고> 주요 경제블록 관련 용어 해설 참조

― 특히 일본의 TPP에 대한 참여는 아태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
향력을 견제*하고 동남아시아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시도로 풀이
* TPP로 이들 지역에 대한 중국 수출은 둔화(沈桂龙, 상하이 사회과학원 교수,
2013.4.25일)

o 그러나 양국의 경제적 보완성, 즉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은 일본의 선
진기술이, 일본은 중국의 거대시장이 각각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도 협력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에서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임금수준 상승,
경제의 서비스화 심화 등으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과거보다 약화될
것으로 보여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전략을 바꾸어 나갈 전망
o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의 현지 생산비중을 축소하는 등 탈중국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중국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경쟁력 저하
이외에도 향후 양국관계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의 분산 목적 등이 작
용한 것으로 해석 가능
― 일본무역진흥회(JETRO)가 해외진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에서도 향후 중국에서 사업확장, 또는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
의 비중이 크게 축소(1,951개 기업 대상, 201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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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일본기업에 대한 서베이 결과

·
사업축소·철수 고려

사업확장 신사업 계획

자료 : JETRO(2013.3)

(%)

2004

2006

2008

2010

2012

86.2

76.8

57.9

77.9

61.2

0.2

1.8

3.9

2.4

7.5

o 특히 ‘China+1’전략*에 따라 일본기업들이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
자 및 현지법인 진출을 늘리고 있으며 일본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
* 중국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 및 베트
남 등을 추가적인 생산기지 및 투자지역으로 선택하는 전략
** 일본정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과의 통화스왑 적극 고려,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의 국채 매입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발표(2013.5.4일)
하는 등 이들 지역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 확대를 추진

― 아세안 4(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에 대한 일본 현지법인의 고
정자산투자액이 2001년 19.9억달러(전체의 17.9%)에서 2011년 94.5억달
러(전체의 28.1%)로 크게 확대
― 미즈호파이낸셜그룹(MFG)과 국제협력은행(JBIC)이 아세안지역에 진출
하는 일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60억엔 규모의 펀드를 창설하는
MOU를 체결한 것도 이와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보임(일본경제신문,
2012.11.28.일)

― 일본의 아세안5(아세안 4+베트남)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이들 지
역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30.3%(2012년)에 도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
중국의 임금과 상승률

일본 현지법인의
대아세안4 고정자산투자

아세안5 FDI중
중·일 비중1)

자료: 중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주 : 1) 5개국 평균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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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중･일간 경쟁 강화 및 역내 경제블록화 현상 심화에 적절히 대
응해 나가는 한편 중･일과의 경제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실리적
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
o 한중일 FTA협상의 경우 중재자적 입장에서 3국간 갈등을 조정하면
서 TPP에 대한 참여로 발생 가능한 편익 및 비용을 신중하게 평가
하고 대응전략을 마련
o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및 일본(교역비중 : 33%, 2012년 기
준)간에 정치적･경제적인 갈등이 고조될 경우 파급력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보다 적
극 추진
o 또한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웰빙･의료･한류문화 등의 독창적 서비
스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된 전략
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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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주요 경제블록 관련 용어 해설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o 협정체결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관세 또는 비
관세 장벽을 철폐 또는 완화함으로써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
협정을 의미
o 이보다 더 진전된 경제통합이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o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
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가하여 진행중
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5.6월 시작되었으며 2015년까지 무역
장벽 철폐 등 교섭타결이 목표
o 이 협정에는 상품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관련
기술장벽, 서비스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FTA 관련 주요 사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o 미국(2009.11월) 참가 이후 경제통합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일본
은 2013.3월 참가 선언 이후 4월 기존 참가국들이 일본 참가를 승인하
여 최종 확정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o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
을 묶는 광역 통상협정
o 2012.11월 협상개시를 선언하였으며 자유무역블록을 지향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 Asean Economic Community)
o 아세안 10개국이 추진중인, EU와 비슷한 성격의 역내 경제블록으로
2015년이 설립 목표 시한
o 회원국 내부의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 유치를 위해 모든 규제와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경제 블록이지만 EU와 같은 단일통화는 만들지
않을 예정
□ 경제동반자협정(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 FTA 체결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국가간 경제협력 방안으로 관세 철폐･
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적재산권 보호, 인적교류 등 포괄적 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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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현황과 주요국의 입장*
박수연 국제종합팀 조사역
권승혁
차장
◆ 최근 일본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의 협상 참여를 공식 인정받는 등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
양지역 12개국이 금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협정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도가 증대
o 동 협정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FTA협상 가운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일한 것으로 그간 17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며, 체결될 경우 세계 GDP 및 교역 규모의 38% 및 26%를 차지
하는 거대 자유무역권이 형성될 전망
◆ TPP는 상품시장 및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 경쟁, 지적재산, 정
부조달, 환경, 노동 등 비관세 분야까지 포괄한 21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참여국간에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o 관세 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관세 폐지를 추구하는 가
운데 당분간 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의 인정 및
관세 수준이 쟁점으로 부각
o 비관세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적용규정의 강화, 국내 및 해외 투자
자간의 동등대우, 국제적 노동･환경 규범의 적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여타 신흥국간 경제발전단계상의 차이에 따
른 이견이 노출
◆ 주요국은 자국 사정 등을 감안하여 동 협정에 대한 참여 및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
o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경제협력체 실현을 통한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 확보 등의 목적으로 TPP 타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
o 일본은 중장기 성장전략의 주요 수단,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및 자국의 영향력 유지 등의 차원에서 TPP를 활용
o 반면 중국은 TPP의 협상 대상이 비관세분야를 중심으로 수용하기 어
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아세안은 TPP 추진에 따른 경제통합 과정에
서의 주도권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각각 동 협정에 대한 대항수단으
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
◆ 그 동안 협상을 주도해 온 미국이 TPP의 조기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상황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일본의 참
여로 참여국간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금년내 타결 시한
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23호(2013.6.7), 국제경제리뷰 제2013-13호(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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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상품 및 서비
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비관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
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현재 미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2
개국이 금년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o 일반적인 FTA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상품시장 접근(물품 관세철폐)과 서
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 경쟁, 지적재산, 정부조달, 환경, 노동 등
비관세 분야를 망라한 21개 분야가 협상 대상*
* 구체적인 협상분야의 내용 및 쟁점에 대해서는 <참고 1>의 ｢TPP 협상 주요 내
용 및 쟁점｣ 참조

o 동 협정은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되어 왔으나 일본이 아베 내각 출범
이후 금년 3.15일 참가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4.20일 협상 참여를 참
가국들로부터 공식 인정받음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증대
□ TPP가 체결될 경우 세계 GDP 및 교역 규모의 38% 및 26%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권이 형성될 전망이나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단계에서 12
개 협상 참여국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논의 내용이 협
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GDP 규모가 15조달러를 상회하는 미국부터 164억달러에 불과한 브루나이까지 다
양하며 1인당 GDP도 가장 높은 호주와 가장 낮은 베트남의 격차가 47배에 달하는
등 국가간 격차가 큰 상황

TPP 협상 참가국의 개요1)
인구
(만명)

GDP
(억달러)

1인당GDP
(달러)

미국

FTA 체결현황2)
일본3)
한국3)

중국3)

미국
31,194
150,757
48,328
_
X
O
X
일본
12,790
58,970
46,108
X
_
협상중
X
캐나다
3,444
17,811
51,716
O
협상중 협상중
X
호주
2,248
14,905
66,289
O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뉴질랜드
441
1,618
36,688
X
협상중
O
칠레
1,725
2,509
14,552
O
O
O
O
멕시코
11,373
11,583
10,184
O
O
협상중
X
페루
3,001
1,785
5,948
O
O
O
O
브루나이
39
164
41,662
X
O
X
X
말레이시아
2,896
2,879
9,941
O
X
X
싱가포르
531
2,656
50,000
O
O
O
O
베트남
8,932
1,227
1,374
O
O
X
X
주 : 1) 인구, GDP 및 1인당 GDP는 2011년 기준 2) O는 기체결, △는 TPP에 통합
3) 한국, 일본 및 중국은 ASEAN과는 기체결
자료 : IMF, 산업통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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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자간 FTA협상 가운데
구상 단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일한 것으로, 타결될
경우에는 2006년에 제안된 APEC 전역(21개국)을 포괄하는 FTA 구상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으
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음
o APEC 정상회담에서 ASEAN+3 FTA, ASEAN+6 FTA*, TPP 등을 추진하
여 향후 FTAAP 실현을 위한 토대로 삼을 것을 선언(2010.11월)
* ASEAN+6는 ASEAN+3(ASEAN 및 한국, 중국, 일본) 외에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
가 참가

TPP의 주요 특징
1.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구
2.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
3. FTAAP와 밀접한 관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모든 품목의 관세 철페․인하를 도모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외에 비관세 분야 및 새로운 분야를 포괄
▪타결후 향후 FTAAP로 발전 가능성이 높음

⇒ TPP의 추진 현황과 주요국의 입장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

2. TPP 협상의 추진 현황과 주요 내용
1. 추진 현황
□ TPP는 2006.3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4개국에 의해
발효된 P4(Pacific 4) 협정*의 확대･발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o 2008년 미국의 참가 의사 표명을 계기로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진 이
후 2010.3월 P4 협정 회원국과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 참여하면서
TPP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그 해 10월에는 말레이시아가 참가*
* TPP는 협상국을 제한하지 않고 기존 협상국들의 컨센서스하에 새로운 국가가 중
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참여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실천 의지를 제
시하여야 함

o 2012.6월에는 캐나다, 멕시코가, 금년 4월에는 일본이 각각 협상 참
여자격을 승인받음으로써 협상 당사국이 총 12개국으로 확대*
* 2012.11월 태국이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실제 협상 참가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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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TPP 협상은 2010년 이후 17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왔음
TPP 협상 진행과정
시기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주요 내용

◇ P4(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협정 발효
◇ 미국, TPP 협상 참가의사 표명(9월)
◇ P4 협정 회원국 + 4개국(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TPP 협상 개시(3월)
◇ 2차 협상(6월), 3차 협상(10월) 개최
◇ 말레이시아 협상 참가(10월)
◇ 4차 협상(12월) 개최
◇ 5차 협상(2월), 6차 협상(3월), 7차 협상(6월), 8차 협상(9월), 9차 협상
(10월) 10차 협상(12월) 개최
◇ 11차 협상(3월), 12차 협상(5월) 13차 협상(7월), 14차 협상(9월) 개최
◇ 캐나다, 멕시코 참가(10월)
◇ 15차 협상(12월) 개최
◇ 16차 협상(3월) 개최
◇ 일본 협상 참가 승인(4월) ◇ 17차 협상 개최(5.15∼5.24일, 페루)

o TPP 협상과정에서 P4 협정 내용을 토대로 조문 수정과 내용 추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TPP는 P4 협정과는 별도의 새로운 협정으로
변모*
* TPP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비공개 상태

P4 협정과 TPP 비교
P4

TPP

◇ 상품 관세 철폐는 물론 서비스 교역, 정부 조달, 경쟁 등의
기본적인 구조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유사
◇ 전품목의 약 80%에 대해 ◇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관세
관세 즉시 철폐, 기타 품목 즉시 철폐 정도는 미정이
관세
은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나, 10년 이내 관세 철폐
자유화대상
관세를 철폐
조항이 협정에 포함될 것으
로 예상
◇ 관세 폐지 기간 장기(10년 ◇ 자유화 예외품목을 제시하
관세
초과)품목: 칠레산 유제품
면서 참가를 희망하는 것은
자유화예외 ◇ 관세 폐지 예외 품목: 칠레 불인정
산 설탕 등 극히 일부 품목 ◇ 예외 범위는 아직 미정
품목
에 한정
□ 한편 TPP 협상은 타결 시한을 당초 2011.11월로 하여 추진되었으나 난
항을 겪으면서 2012년으로 연기된 데 이어 다시 금년중으로 변경
o 이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을 협상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모
든 분야에 대한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야 TPP 체결이 완료되기 때문

- 283 -

2. 주요 쟁점 사항
 (관세 관련 분야) 상품교역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함에 따라
TPP의 원형인 P4 협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또
는 10년 이내에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도 자국이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95%) 이상을 견지
o 12개 협상 참여국의 평균관세율 격차가 비교적 큰 편으로 원만한 관세
율 조정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상태
o 특히 각국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을 인정하는 문제가 협상의 쟁
점사항으로 부각
* FTA 협상 체결에 대해 관련 업계의 반대가 예상되는 품목

― 농산품의 무관세 품목비중이 높은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은
대체로 공산품에 고관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비농산품의 무관
세 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등은 대체로 농산품에 고관세를 유지하
려는 입장*
* 예를 들어 설탕(sugar)의 경우 미국은 관세 철폐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호주는 설탕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 철폐를 주장하여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

참가국의
평균관세율1)
국 명

무관세 품목 비중

국 명

평균
관세율

▪싱가포르 0.0
▪뉴질랜드 2.0
▪칠 레 6.0
▪브루나이 2.5
▪미 국 3.5
▪호 주 2.8
▪페 루 3.7
▪말레이시아 6.5
▪베
트 남 9.8
2)
▪캐 나 다 4.5
▪멕 시 코 8.3
▪일 본 5.3
주 : 1) 2011년 기준
2) 2010년 기준
자료 : WTO

참가국의 고관세 품목

자료 :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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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세 품목

▪싱가포르 - 해당 품목 없음
▪뉴질랜드 - 피혁제품, 의류
▪칠 레 - 유제품, 밀, 설탕
▪브루나이 - 석유제품,
품 자동차부
▪미 국 - 설탕, 유제품
▪호 주 - 피혁제품, 의류
▪페 루 - 쌀쇠고기, 닭고기,
▪말레이시아 - 승용차, 강판
▪베 트 남 - 이륜차, 승용차
▪캐 나 다 - 유제품
섬유제
▪멕 시 코 - 농업제품,
품
▪일 본 - 쌀,품설탕, 밀, 유제
자료 : 日本国会, 調査와情報
(2013.2)

o 현재 관세 철폐가 어느 수준에서 타결될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민감품
목의 인정 여부도 협의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양자간 민감 품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합의문에 명시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은 일본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일본은
미국산 쌀, 밀, 유제품 등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유지하는 데 각각 동의

 (비관세 관련 분야) 비관세 관련분야에서도 주로 신흥국과 선진국간의
상이한 경제사정 등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쟁점이 제기
o (지적재산권) 적용규정의 강화,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등에서 대립
― WTO 협정상의 지적재산권 규정(TRIPS)보다 강화된 규정*의 적용 여
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요건(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등), 의
약품 특허기간 연장으로 저렴한 의약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
능성 등에 대해 이의가 제기(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WPPT (WIPO
Performance and Phonogram Treaty, 세계지적소유권기구 공연･음반조약) 규
정으로서 TPP 협상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및 베트남은
동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이 지적재산권의 보호 불충분을 이유로 특정 국가에 대해
‘special 301조*’를 적용하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칠레, 브
루나이, 페루,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등)
*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공정하지 못한 관행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미국의 통상법 조항인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ct) 182조로서 미국무역대
표부(USTR)가 매년 각 국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내용을 매년 평가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보호수준을 가진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여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위해 6∼9개월 동안 협상을 벌이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분야에 제한 없이 무차별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

o (투자)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자간의 동등 대우, 해외 송금, 국가･투자
자간 소송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투자자간
소송 포함 여부를 두고 의견이 대립(호주)
o (노동) 국제노동기구의 핵심원칙*(Core ILO Principle) 준수, 아동의 노동력
을 이용하거나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제조된 상품의 거래 제
한 등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가 이에 대한 TPP내의
분쟁해결절차 적용에 반대(브루나이, 베트남)
* ①근로기준과 근로기본 권리 보장, ②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
③사회보장 범위의 확대, ④노사정 참여보장 및 사회적 대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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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경) 불법 벌목, 야생동식물 밀수 금지, 다자간 환경협약(MEAs) 준수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위반시 노동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흥국들
을 중심으로 분쟁 해결절차의 적용 등을 둘러싸고 이의가 제기
o (경쟁) 국영기업에 대해 저리 신용대출, 정부조달 관련 특혜 부여 등
어떠한 혜택도 부여하지 않고 민영기업과 동일한 지위를 요구하는 규
정에 대해 국영기업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베트남, 말레이시
아, 싱가포르)

3. 주요국의 입장
TPP협상 참여국
< 미국 >
◇ 미국은 2006년 FTAAP 구상을 제안하였으나 단기간내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TPP를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
로 선회한 후 TPP 협상을 주도
o 미국은 ①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경제협력체 실현을 통
한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 확보, ②TPP를 FTAAP 등 향후에 진행될
FTA 협상의 토대로 활용하기 위해 TPP 타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보) 미국은 TPP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서 미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 확보를 도모한다는 입장
o RCEP(ASEAN+6), 한중일 FTA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통합 구
상이 중국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TPP를 통해 견제*함으로써 동 지
역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자유무역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
* Financial Times(2013.5.22.일)는 TPP 추진의 암묵적인 목적이 ‘중국 배제’의 자
유무역협정 체결인 것으로 분석(No one will say it out loud, but the unstated
aim of the TPP is to create a high level trade agreement that excludes the
world's second-biggest economy)
** 오바마 정부는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5년간 수출 2배 증대를 통해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연두교서에서 미국
의 수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내 TPP협상 타결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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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

 (향후 다른 FTA 협상의 토대로 활용) TPP 협상에서 미국의 이익을 중
심으로 협정 내용을 정립하고 이를 향후 여타 FTA 협상에 적용
o EU 또는 기타 아시아 지역과의 FTA의 경우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
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등에 관한 규범을 제외시키는 경
우가 많으므로 TPP를 통해 자국의 이익이 반영된 규범 정립을 기대*
*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고의적인 상표권 표절이나 상업적 목적의 저
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으며, 상업적 목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이익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엄격한 규정 마련을 요구

o 또한 기존의 FTA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영기업 관련 규범 등을 신
설하여 국영기업이 특혜 없이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경쟁(competitive
neutrality)해야 함을 주장
< 일본 >
◇ 일본은 민주당 정부부터 TPP 협상 참여를 모색해왔으나 당내외의 반대
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아베내각 출범 이후 다시 참여를 추진하여
지난 4.20일 참가국들로부터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7월부터 협상에 공식
참여할 예정
o 일본은 ①중장기 성장전략의 주요 수단, ②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
국 견제 및 일본의 영향력 유지, ③FTA 협상에 적극적인 한국에 대한
대응 등의 차원에서 TPP를 활용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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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성장전략의 일환) TPP를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회복과 농업부
문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의 계기로 활용하여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
o 일본 정부는 TPP 타결시 공산품수출 증대, 소득개선,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해 GDP성장률이 0.6%p 정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
* 실질 GDP가 농림수산물 수입 증가로 2.9조엔 감소하나, 공산물 수출증가로 2.6조
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득개선으로 3조엔, 기업수익성 개선에 따른 설비투
자 확대로 0.5조엔 각각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3.2조엔 증가

o 농업부문은 농가 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 등으로 개혁 필요성이 높아지
는 가운데서도 농업협동조합(JA)을 중심으로 한 반발로 구조개혁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TPP와 같은 외부충격을 통해 생산
성이 낮은 소규모･겸업농가의 비중 축소, 농업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
일본내 판매농가 현황1)
전업농가
(천가구)

겸업농가(천가구)
농업 중심
농업 부업

65세이상
인구 비율(%)

생산성2)(%)

1990
592
521
1,977
33.1
41.9
1995
428
498
1,725
43.5
44.3
2000
426
350
1,561
52.9
39.0
2005
443
308
1,212
58.2
37.6
2010
451
225
955
61.6
32.63)
주 : 1) 경작면적이 12ha 또는 농작물판매액이 연간 50만엔 이상인 농가
2) 생산성은 총생산액 대비 부가가치액 비중
3) 2008년 기준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Japan Statistical Handbook, 2012
 (일본의 영향력 유지) TPP 협상은 미국과 함께 논의가 주도*되는 데다
중국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중국 중심의 여타 FTA 방안**에 비
해 일본의 영향력 유지가 가능**
* For Japan, the fact that TPP is an 'anyone but China club' is decisive.(Financial
Times, 2013.5.22일)
** 일본은 2007년 ASEAN+3 FTA 논의가 중국 중심으로 진행될 것에 대응하여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가 추가된 ASEAN+6 FTA 방안을 제시

o 또한 TPP 참가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
― 여타 FTA 방안이 아직 구상 단계인 반면 TPP 협상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에 조기 참여하여 일본의 입장을 적극 반영
함으로써 향후 여타 FTA 출범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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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에 적극적인 한국에 대응) 한국이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한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을 만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책으로 TPP를 인식
o FTA 체결국과의 교역액 비중에서 일본이 한국에 비해 크게 열세에 있
는 가운데 TPP 체결시 일본은 한국이 FTA를 맺지 않은 호주, 뉴질랜
드, 캐나다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며 특히 이들 국가와 자원개발
협력 등에서도 유리한 지위의 확보가 가능
* 일본은 2008년부터 FTA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발효중인 13개 FTA 중 아세
안 및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APEC국가로 구성

o 또한 자동차, 광물성연료 등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경합도가 높은 분
야에서 한국에 대한 견제가 가능
對 FTA체결국 교역 비중1)

미국시장에서의 한일 수출경합도1)
순위

품목명

2011

2012

1 일반차량 93.49 93.59
2 광물성연료 78.44 84.23
3 고무제품 84.53 84.23
4 광학 정밀기기 76.68 73.53
5 플라스틱 63.83 65.01
주 : 1) 자국의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주 : 1) 미국의 상위 10대 대한국 수입
상품기준(HS 2단위), 완전경합=100
FTA 체결국과의 교역액(%)
자료 : KERI
자료 : 일본 외무성, 2011.1월
< 기타 협상 참여국 >
□ 미국,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 이익 확보라는 측면
이 협상 참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o P4 회원국이었던 싱가포르는 중계무역 중심의 무관세 국가라는 이점
극대화, 칠레는 고성장 지역인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뉴질랜드는 외
국인 직접투자 확대와 농산물 수출 증가, 브루나이는 참가국으로부터
의 기술 이전 등을 각각 기대
o 추가 참가국중에서 호주는 설탕 등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수출 확대
도모, 페루는 호주, 뉴질랜드 등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 기대, 캐나다
는 고성장중인 아시아 지역에 에너지 자원 판매 확대 도모, 멕시코는
고성장 지역 진출 등을 각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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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일부 ASEAN 국가들은 중국에 대
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도 TPP 협상 참가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음
각국의 TPP 협상 참가 목적
국

가

TPP 협상 참가 목적

싱가포르
P4 협정 칠
회원국

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추가
참가국

미

국

호

주

페

루

베 트 남
말레이시아
캐 나 다
멕 시 코
일

본

◇ 중계무역 중심의 무관세 국가라는 이점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기대
◇ TPP 체결을 통해 고성장 지역인 아시아 시장의 진출을 확대
◇ 무역, 투자면에서의 규제와 관세 장벽이 낮고 1차상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와 수출 증가를 기대
◇ 참가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기대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수출확대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
◇ 각종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 산업경쟁력의 강화
◇ 설탕 등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도모
◇ 호주, 뉴질랜드 등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와 함께 칠레 견제효
과
◇ 미국 수출 확대를 통해 대중국 의존도 탈피, 시장경제국가로서의 지
위 획득
◇ 미국과 양자간 FTA 협상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TPP 협상 참
가
◇ 고성장중인 아시아 지역에 에너지 자원 판매를 확대 가능
◇ 고성장 지역의 시장진출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수출확대와 농업무문 개혁을 도모
◇ 각종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

TPP협상 비참여국
< 중국 >
□ 중국은 미국 등 TPP 참가국이 기본적으로 동 협상에 중국의 참여를 요
청하고 있지 않은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o TPP의 주요 협상 분야가 국유기업의 불공정한 지위 및 행위에 대한 규
제, 정부 구매, 지적재산권, 노동권 및 환경보호 등 중국의 사회주의 시
장경제체제의 근간과 배치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수용하기 곤란
― 일부에서는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정치･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TPP를 활용하자는 소수 의견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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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형상으로는 TPP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TPP를 ｢중국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수단으로 인식(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분야가 협상 대상에 상당수 포함)

□ 이에 따라 중국은 TPP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ASEAN 주도의 ｢역내 포
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에 적극 참여
* 총 16개국(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을 참가국으로 하는
FTA로서 ASEAN이 2011.11월 처음 제안
**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2> ｢RCEP의 주요 내용｣을 참조

o RCEP는 외형상 ASEAN이 주도하고 있어 TPP를 주도하는 미국과 직접
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는 데다 RCEP의 순조로운 진척을 위해서는 세
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국의 영향
력 행사가 가능
― 2012.11월 중국의 원자바오 전 총리가 ASEAN 주도의 RCEP를 전면
적으로 지원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o 또한 RCEP 협상은 참가국이 처한 특수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체제 유지에 미칠
부담도 크지 않음
o 이와 함께 양국간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일본, 호주, 인도 등의
국가들과 RCEP의 테두리 내에서 ASEAN을 매개로 협상을 진행함으로
써 FTA 체결을 앞당길 수 있는 이점도 존재
□ 다만 미국과 중국 정부는 TPP와 RCEP를 양국간 대립구도로 보는 견해
에 대해 양자의 보완관계를 들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에 기
여하고 있다는 입장
o 중국정부는 최근 일본의 TPP 협상 참여, RCEP에 비해 빠른 진전 상
황 등을 감안하여 TPP 협상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언급(5.30일)하였으
며 미국정부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
< ASEAN >
□ ASEAN은 TPP 추진으로 아시아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주도권*이 약
화되고 일부 가맹국의 TPP 참가로 ASEAN의 결속력이 훼손될 가능성
에 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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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은 1976년부터 역내협력을 시작하여 1992년부터 ASEAN 자유무역지역
(AFTA)을 추진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선도해왔으며 현재 2015년을 목표
로 ASEAN 경제공동체(AEC) 창설을 추진

o ASEAN이 TPP 협상에 단일지역으로서 참여하기보다 10개 가맹국중 싱
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의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데
다 태국도 미국의 권유로 참가 의향을 표명
― 반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TPP 협상에서 요
구되는 조건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
o 이에 따라 ASEAN의 구심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ASEAN이 주도
하는 새로운 광역 FTA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
존의 EAFTA(ASEAN+3)와 CEPEA (ASEAN+6)를 흡수하여 RCEP라는 새로
운 틀로 확대･발전시키는 구상안을 제안
― 다만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부 ASEAN 국가들은 RCEP
체결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

4. 평가
□ TPP 협상 참가국들은 자국의 경제상황, 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편익
등을 감안하여 금년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TPP 협상 과정이 진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maintain strong momentum", 2013.5.24일)

o 최근 페루에서 개최된 17차 협상(5.15～24일) 에서 포괄적인 관세 감축안
등을 포함해 일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둠으로써 최종 타결에 일보 진전
― 지적재산권, 경쟁, 환경 등의 민감한 협상분야에 대해서도 차기 회
의에서 계속 논의할 것을 합의
o 이와 함께 참가국들은 ‘10월중 큰 틀 합의’, ‘연내 협상 타결’이
라는 기존의 목표를 견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 협상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표는 3년간 지속되고 있는 협상을 조
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더 이상 타결 목표시한을
연기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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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공식 참여는 세계 GDP의 약 40%를 점하는 거대 경제공동체 형
성 가능성을 높여 TPP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부각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o 참가국들은 일본의 참여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이며, 특히
미국은 일본의 참여를 활용하여 참가국 확대 및 대중국 교섭력 강화
를 도모한다는 방침
□ 그러나 그 동안 협상을 주도해 온 미국에서의 정치상황, 일본의 공식
참여 등으로 TPP의 타결목표 시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o 오바마 정부는 출범 이후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최우선 과
제로 선정하고 그 일환으로 TPP의 조기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
나 대통령이 무역협상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를 보유하
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
* 1994년 효력을 상실한 법률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 2002년 W. Bush
행정부에 들어서 명칭 변경과 함께 부활된 후 2007년 종료됨. 대통령에게 국제무
역협정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의회에는 동 협정내용에 대해 가결 또는 부
결 권리만을 부여하여 협정 내용에 대한 수정을 금지하고 있어 의회에서는 무역
협정에 대하여 수정 없이 9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부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음

o 또한 일본의 참여로 미국과 일본간 민감품목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입
장 차이가 부각되면서 타결이 지연될 수도 있음*
* 미･일간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세분야의 경우 자동차 수입관세에 대해서는 미국
의 동 인하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추는 등 미국의 입장을 일본이 인정해 주는 한
편, 일본의 최대 관심사항인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미국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상호 양해한 상황이나 세부적인 면에서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될 소지
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특히 비관세 분야의 경우 예를 들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첨가물 및 유전자 변형식품 등 국제적 수준을 유지하되 일본에 대
해 관련 규제 완화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TPP 협상이 연내에 완료된다 하더라도 각 국에서 국회 비준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 협상의 내용이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TPP 및 RECP에 이어 미국 및 EU간 FTA인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에 대한 논
의도 제기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거대 경제공동체 형성의 조류가 점
차 확산되고 있으므로,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우리나라
도 협상 진전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참여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면밀
히 평가하는 등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
* 오바마 대통령은 금년 2월 연두교서에서 동 협정에 대한 추진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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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자간 FTA와는 달리 다자간 “메가 협상*”(mega-negotiations)은 광범
위한 분야의 내용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자국
에 우호적인 내용의 포함 여부가 협정체결 이후 조성될 새로운 환경
에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브랜다이스대 Petri교수는 TPP, RECP, TTIP를 “3 mega-negotiations”로 지칭
(Petri, A. Peter, “The TPP and the new landscape of world trade”, 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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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TPP의 주요 내용 및 쟁점
협상 분야

1

상품시장 접근

주요 내용 및 쟁점
ｏ 상품교역시 부과되는 관세의 철폐 및 인하 등

- 관한
민감품목의
및 관세철폐 원칙 등에
이견이 예외취급방식
존재
- 인정하지
민감품목에않고대한10년‘제외’
또는걸친‘재협상’은
이상에
단계적 원칙상
관세철
폐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이나
미합의
ｏ 관세 감면의 대상인 “원산지 품목” 인정 기준과
증명 제도 등

2

원산지 규칙

3

무역원활화

4
5
6

7

- 의섬유제품의
체결국체결국
이외
지역에서 원산지
생산된 규정과
원사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도
제품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견이 지속
- 원산지 규정을 TPP 협정 발효시점부터 모든 제
품에
으로 할적용할
것인지것인지,
미합의관세 철폐된 제품만을 대상

ｏ 무역규칙의 투명성 제고와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
ｏ 식품 안전 확보와 동식물의 질병 방지조치 관련
위생식물검역(SPS)
규정 마련
ｏ 제품의 안전성 및 환경 기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무역의 기술적 장벽(TBT)
않도록 설정
무역 구제조치
ｏ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safe
guard 발동 조건
(trade remedies)
ｏ 공공사업 발주 규칙
정부 조달

- 말레이시아의 Bumiputera(말레이시아 민족) 우
대정책과 외국기업이 공공사업을 수주할 경우 자
국
기업과의 협력을
정부조달정책
등이 쟁점의무화하고 있는 베트남의

ｏ 모방품, 해적판 단속
8

지적재산권

9

경쟁 정책

10

서비스 교역

11

상용관계자의 이동

12

금융서비스

13

전기･통신 서비스

14

전자상거래

15

투자

- WTO 협정상의
지적재산권 규정(TRIPS)보다
강화된 규정* 적용 여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
한 처벌 요건 등이 쟁점
ｏ 카르텔 방지를 위한 경쟁법, 정책의 강화, 정부간
협력 등
ｏ 서비스 교역시의 수량규제 금지, 무차별 원칙 등
을 제정
ｏ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 체제 절차의 간소화
ｏ 국경을 초월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룰

- 이나
네거티브
채택을대해서는
요구하는포지티브
의견이 다수
일부 방식의
금융서비스에
방식
을
검토
중
ｏ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인프라에 대한 공평한 접
근기회 부여
ｏ 전자상거래 환경 및 룰 정비를 위한 원칙 등
ｏ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무차별 원칙, 투자 분쟁해
결 절차 등

- 국가 투자자간 소송 포함 여부를 두고 의견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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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 금지

- 중심으로
위반시 노동
분야에서와적용에
마찬가지로
분쟁해결절차
이의 신흥국들을

16

환경

17

노동

18
19
20
21

제도적 사항
분쟁 해결
협력
협상분야간 포괄사항

ｏ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완화 금지

<참고 2>

- 국제노동기구의 핵심원칙의 준수 등이 쟁점

ｏ 협정 운용 관련 기관 설치 및 기간의 권한 등
ｏ 협정해석의 불일치에 따른 체결국간의 분쟁 해결 절차
ｏ 협정합의 사항의 이행체제가 불충분한 국가에 대한 지원
ｏ 복수의 협상분야에 포괄되는 규제로 인한 무역 장애 방지

RCEP의 주요 내용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TPP 협상과 별도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현재 추진중
* 총 16개국(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을 참가국으로 하는
FTA로서 ASEAN이 2011.11월 처음 제안

o ASEAN은 기존에 추진중인 ASEAN+3 및 ASEAN+6 국가 대상의 FTA
구상(EAFTA와 CEPEA) 논의를 각각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는 관점하에 이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구상으로서 RCEP 협
상 추진을 제안
EAFTA와 CEPEA
FTA 명칭

제안국(제안시기)

참가국

◇ 동아시아자유무역권
(EAFTA: East Asia Free Trade 중국(2005.4월) ASEAN+3(한․중․일
)
Area)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ASEAN+6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일본(2007.6월) (ASEAN+3 및 인도,
Partnership in East Asia)
호주, 뉴질랜드)
o 이후 논의를 거쳐 2012.11.20일 16개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채
택하고 2013년 공식 협상을 시작하여 2015년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
는 목표를 제시
* 1차 공식협상은 금년 5월중(5.9~5.13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되었으며, 각 참여국들
은 협상 관련 제반사항을 관할하고 결정하는 ‘RCEP 무역협상위원회’의 운영
규칙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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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와 포괄적인 범위의 FTA를 지향하고 있
으나 무역자유화와 협상대상 포괄범위가 TPP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o RCEP는 참가국의 사정을 배려하여 어느 정도 무역자유화에 대해 예
외를 인정할 방침이며, 협상분야*도 정부조달, 노동과 환경 분야는 일
부 참가국들의 반대로 제외
* 협상물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적재산권, 경쟁, 분쟁처리, 기
타 등 8개 분야

□ RCEP가 체결될 경우 전세계 인구의 약 50%, 전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광역경제권이 형성될 전망
TPP와 RCEP 비교
인구(억)1)

RCEP
(16개국)
TPP
(12개국)

34
8

세계
GDP
비중(%)2)

30
38.4

주 : 1) 2011년 기준 2) 2012년 기준

11~15년중
GDP
성장률(%)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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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목
표시한

2015
2013

자유화
정도

예외
용인
원칙
자유화

주도국

ASEAN
미국

자료 : IMF WEO

글로벌 위기 이후 주요국의 수출 동향과 변동요인 분석*
박수연 국제종합팀 조사역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수출(금액 기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량보
다는 단가 상승세 둔화에 기인하여 모든 가공단계에서 증가율이 하락하
고 있으나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주요국의 비중은 국가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시현
o 세계 수출시장의 약 40%를 점유하는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
및 ASEAN4(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비중을 보면, 미
국･독일･일본은 대체로 낮아진 반면 한국･중국･ASEAN4는 수출 증가
율이 세계수출 증가율을 상회하여 점유비중이 상승
◆ 상기 주요국의 수출 동향에 따르면, 경기변동에 비교적 덜 민감한 부품
및 소비재 수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자본재와 반제품 수출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o 자본재는 미국･일본･ASEAN4 등에서, 반제품은 중국･한국･ASEAN4･
미국 등에서 글로벌 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지거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 상기 주요국의 글로벌 위기 전후의 수출 변동요인을 CMS(Constant
Market Share) 분석에 의해 분해한 결과, 미국･독일･일본과 한국･중국･
ASEAN4의 수출 증가율 차이는 수출품구성 요인, 수출시장구성 요인보
다는 경쟁력 요인에 기인
o 한국･중국･ASEAN4는 경쟁력 요인에 의한 기여도가 정(+)인 반면 미
국･독일･일본은 부(-)의 수준을 기록
◆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글로벌 수입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에
서도 수출품목이 다양하고 수출지역이 다변화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경
쟁력이 높을수록 글로벌 수요의 영향을 덜 받게 되므로 ①수출품목의
다양화, ②수출지역의 다변화, ③가격 및 품질경쟁력의 제고에 노력하
는 것이 긴요함을 시사
o 한편 그간의 글로벌화 진전이 개별 국가간의 연계성 강화, 글로벌
supply-chain의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활동영역이 전 세계
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수출 증대로 파생된 과실이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내수기반 확
대로 연결되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증대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48호(2013.11.28), 국제경제리뷰 제2013-24호(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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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1990년대 연평균 5%대의 증가율을 보였던 세계수출(금액 기준)은 2002년
중국의 WTO 가입과 신흥국 경제의 고성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까지 연평균 16%대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이후로는 연
평균 13% 정도로 둔화
o 특히 2012년에는 세계수출이 전년대비 0.4% 늘어난 데 이어 금년 1∼
8월중에는 전년동기대비 1.0% 증가에 머물고 있음
o 이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수요의 미약한 회복세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나 세계수출액의 세계GDP에 대한 탄성치가 작아지고 있으며, 특히
가격요인을 제외한 세계수출 물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추세
치를 크게 하회
* 최근 세계교역이 부진한 것은 ①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이전에 비해
상당폭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한 데다 ②금융자유화 진전과 함께 세계교역의 지속
적인 신장을 뒷받침해 왔던 무역금융이 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고, ③자유무역 확
대를 주도해 왔던 주요 선진국에서 연이은 위기의 발생으로 세계화에 대한 회의
론이 부각되면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된 데 주로 기인(이홍직･박재성, 2013.2월)

세계수출액 증가율
(

연평균)

세계수출량 추이

증가율(%) 탄성치1)
1991∼02년

5.4

1.74

(4.4)

(1.33)

16.4

3.67

(2003∼05년)

(17.4)

(3.87)

(2006∼08년)

(15.4)

(3.48)

2009년

-22.3

-

2010∼12년

13.6

3.32

(2000∼02년)
2003∼08년

주 : 1) 수출액증가율/GDP성장률

자료 : WTO, IMF

자료 : WTO

□ 세계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주요국의 비중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여 대체로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는 낮아지고 있
는 반면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 ASEAN4(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등에서는 글로벌 위기 이후에도 계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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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별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자료 : UN Comtrade

자료 : UN Comtrad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수출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살펴본 후 미
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및 ASEAN4*의 수출 동향과 변동요인을 수
출경쟁력 분석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CMS(Constant Market Share)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약 40% 수준

2.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수출의 주요 특징
◇ 글로벌 위기 이후 수출증가율 하락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
으로 물량보다는 주로 가격 상승세 둔화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모든
가공단계에서 수출증가율이 낮아지고 특히 1차산품(소재) 및 소비재 수
출의 신장세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축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증가율이 하락 )
□ 2012년 기준으로 세계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30개국을 분석한 결
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 증가율이 글로벌 위기 이후 하락
o 2010∼12년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2006∼08년보다 낮은 국가가 중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러시아, 이태리 등 19개국에 달함
― 2010∼12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2006∼08년보다 높은 국가라 하더
라도 2009년의 수출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 2011∼12년 증
가율을 2006∼08년과 비교해 보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대만, 미국 등 6개국에서 수출증가율이 하락
* 30개국이 모두 전년대비 최저 11.0%(홍콩)에서 최대 38.6%(사우디아리비아)의
수출 감소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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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국별1) 수출증가율 비교

주 : 1) 2012년 기준 세계 30대 수출국 기준

자료 : WTO

o 이를 물량과 단가의 변동으로 구분하여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목
수출 둔화는 물량보다는 단가 상승률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세계수출의 금액･물량･단가 변동률 비교

금 액
물 량
단 가

년

년

년

2006∼08 (A) 2010∼12 (B) 2011∼12 (C)
15.4
13.6
9.5
5.5
6.9
3.5
9.4
6.2
5.8

연평균 기준, %, %p)

(
B-A
△2.2
1.4
△3.2

C-A
△5.9
△2.0
△3.6

자료 : UNCTAD

― 상기 30개국중 수출액 증가율이 낮아진 25개국의 물량 증감률과 가
격 변동률을 구분해 보면, 가격 상승률이 낮아진 국가가 21개국인
반면 가격 상승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물량 증가세 둔화로 수출 증
가율이 하락한 나라는 한국, 일본 등 4개국에 불과
세계수출의 금액･물량･단가 변동률1) 비교

물량증가율 상승 물량증가율 상승 물량증가율 하락 물량증가율 하락
단가상승률 상승 단가상승률 하락 단가상승률 상승 단가상승률 하락
수출증가율 홍콩, 멕시코 캐나다, 사우디, 영국
상승 (5개국) (2개국)
(3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인도,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수출증가율
벨기에, 프랑스, 브라질 한국*, 대만* 네덜란드, 노르웨이,
하락
인도네시아, 이태리,
(4개국)
폴란드, 싱가포르*,
(25개국)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태국, UAE, 미국*,
(11개국)
스위스 (10개국)
주 : 1) 2006∼08년 연평균 증감률 대비 2010∼12년(*는 2011∼12년 기준) 연평균 증감률 기준
자료 : UNCTAD로부터 자체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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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공단계에서 수출증가율이 하락 )
□ 세계수출을 1차산품, 중간재(반제품, 부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등 가공
단계별로 구분하여 2010∼12년 수출증가율을 2006∼08년의 경우와 비
교해 보면 모든 단계에서 수출증가율이 하락
UN의 BEC(Broad Economic Categories)에 따른 가공단계별 분류

주분류
∎1차산품
∎중간재
최종재

∎

세분류

코드
111(산업용기초음식료품), 21(산업용기초소재), 31(기초연료품)
∙ 반제품 121(산업용가공음식료품), 22(산업용가공소재), 32(가공연료품)
∙ 부품
42(자본재부품), 53(운수장비부품)
∙ 자본재 41(일반 자본재), 521(산업용운수장비)
∙ 소비재 112(가정용기초음식료품), 122(가정용가공음식료품), 51(승용차)
522(기타 비산업용운수장비), 61(내구소비재), 62(준내구소비재),
63(비내구소비재)
BEC

o BEC 코드별로 보면 운수장비 부품(53), 승용차(51)*의 수출증가율만 높아
졌는데, 이는 2009년 수출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운수장비 부품 및 승용차 증가율(연평균, %)
운수장비 부품 : 2006∼08년 11.9% → 2009년 △25.1% → 2010∼12년 12.3%,
2011∼12년 7.1%
승용차 : 2006∼08년 11.4% → 2009년 △31.0% → 2010∼12년 13.1%,
2011∼12년 6.5%

기간별･가공단계별 수출증가율 비교

자료 : UN Comtrade

기간별･BEC코드별 수출증가율 비교

자료 : UN Comtrade

o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특히 1
차산품 및 소비재 교역 부진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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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수출 증가의 기여율을 구해 보면 1차산품*은 2006∼08년 평균
19.4%에서 2010∼12년 평균 11.2%로 8.2%p 낮아졌으며, 소비재 기
여율은 18.4%에서 16.1%로 2.3%p 하락
* 1차산품의 증가율 하락은 글로벌 수요의 둔화와 원자재가격의 하락 등에 기인

― 또한 BEC코드별로 보면 1차산품에 속하는 기초연료품(31)의 기여율
이 14.1%에서 3.2%로 10.9%p 낮아지고 비내구소비재(63)의 기여율도
4.0%에서 1.2%로 2.8%p 하락
세계수출 증가에 대한 가공단계별 기여율1)

년

2003∼05

년

년

2006∼08 (A) 2010∼12 (B)

(%)
B-A(%p)

차산품(13.4)
15.8
19.4
11.2
△8.2
산업용기초음식료품(1.1)
0.5
1.4
1.5
0.1
-산업용기초소재(3.9)
3.1
3.9
6.5
2.6
-기초연료품(8.4)
12.2
14.1
3.2
△10.9
∎중간재(49.3)
48.8
48.1
55.7
7.6
∙ 반제품(32.3)
31.6
36.4
39.4
3.0
-산업용가공음식료품(1.0)
0.6
1.2
1.4
0.2
-산업용가공소재(24.9)
23.5
25.9
27.4
1.5
-가공연료품(6.5)
7.5
9.3
10.7
1.4
∙ 부품(16.4)
17.2
11.7
16.3
4.7
-자본재부품(11.0)
11.8
7.5
9.7
2.2
-운수장비부품(5.4)
5.4
4.1
6.6
2.5
∎최종재(38.5)
35.4
32.5
33.0
0.5
∙ 자본재(16.0)
16.7
14.2
17.0
2.8
-자본재(13.3)
14.5
10.8
14.0
3.2
-산업용운수장비(2.7)
2.2
3.4
3.0
△0.4
∙ 소비재(21.9)
18.8
18.4
16.1
△2.3
-가정용기초음식료품(1.3)
1.0
1.0
0.9
△0.1
-가정용가공음식료품(3.6)
2.9
3.5
2.8
△0.7
-승용차(4.0)
3.4
3.2
5.2
2.0
-기타비산업용운수장비(0.3)
0.4
0.3
0.2
△0.1
-내구소비재(3.3)
3.5
2.7
2.7
0.0
-준내구소비재(5.0)
4.1
3.6
3.2
△0.4
-비내구소비재(4.4)
3.4
4.0
1.2
△2.8
계
100.0
100.0
100.0
0.0
주 : 1) ( )내는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2년 기준) 자료 : UN Comtrad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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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수출 동향과 변동요인 분석
1. 주요국의 수출 동향*
* 가공단계별 개별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 ｢글로벌 위기 이후 주요국별 수출
의 세부 동향｣ 참조

□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 및 ASEAN4의 글로벌 위기 이후 수출 동향
을 가공단계별로 보면, 2010∼12년중 부품 및 소비재의 수출 증가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 이전보다 높거나 낮더라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
을 유지한 반면 자본재와 반제품 등의 수출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 이는 부품의 경우 global supply chain의 기초 단계에 있고 소비재도 경기
변동에 안정적이어서 글로벌 경기부진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수 있으나
반제품 및 자본재는 경기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데 기인
가공단계별 수출증감률의 변이계수(1995∼2012년 기준)
: 1차산품 0.71 > 자본재 0.70 > 반제품 0.61 > 소비재 0.43 = 부품 0.43
주요국 품목별 수출상황1)

국가
양호
미국 반제품, 부품, 자본재
독일 1차산품
일본 부품, 자본재, 소비재
한국 반제품, 부품, 소비재
중국 1차산품, 소비재
ASEAN4 1차산품, 부품, 자본재

소비재
반제품

보통

부진

차산품
반제품, 부품, 자본재, 소비재
1차산품
1차산품, 자본재
1

-

반제품, 부품, 자본재
반제품, 소비재

-

주 : 1) “양호”는 2010∼12년 증가율이 2006∼08년보다 높아진 경우, “보통”은 증
가율이 낮아지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경우, “부진”은 증가율이 현격히
낮아진 경우

① (미국) 글로벌 위기 이후 1차산품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반면
부품 및 자본재의 수출 증가율은 2009년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위기 이전과 비슷하거나 상승*
* 1차산품의 수출증가율 하락은 1차산품중 26%(2012년 기준)를 차지하는 산업용
기초식료품(BEC 111, 2006∼08년 평균 34.1% → 2010∼12년 평균 13.0%)과
59%를 차지하는 산업용기초소재(BEC 21, 27.1% → 11.4%)의 증가율이 크게 낮
아진 데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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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일) 1차산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단계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반제품 및 소비재의 수출 증가율 하락이 현저
③ (일본) 1차산품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반제품 수출 증가율
도 소폭 하락한 가운데 부품, 자본재 및 소비재 증가율은 상승하였
으나, 2009년의 기저효과를 제외한 2011∼12년 기준으로 보면 위기
이전보다 수출 증가률이 크게 하락
가공단계별 기간별 수출증가율

자료 : UN Comtrade

④ (한국) 1차산품과 자본재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반면 소비재*
수출의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고 반제품, 부품 등 중간재의 수출 증
가율도 상승
* 소비재는 승용차(BEC 51, 4.7% → 23.7%)를 비롯하여 가정용가공음식료품(BEC
122, 9.0% → 18.3%), 비내구재(BEC 63, 5.9% → 16.3%), 내구재(BEC 61, -6.7%
→ 5.2%), 준내구재(BEC 62, -2.1% → 6.2%)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크게 상승

⑤ (중국) 1차산품과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공단계에서 수출 증가
율이 낮아졌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
⑥ (ASEAN4) 반제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단계에서 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거나 상승*
* 소비재는 위기 이전과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승용차(BEC 51)의 증가율
은 크게 하락(2006∼08년 평균 36.1% → 2010∼12년 평균 18.4% → 2011∼12년
평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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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단계별 기간별 수출증가율

자료 : UN Comtrade
2. 주요국별 수출 변동요인 분석
◇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 및 ASEAN4의 전체 수출과 가공단계별 수
출에 CMS(Constant Market Share) 기법을 원용하여 변동요인을 분해
o CMS 기법을 이용하면 각국의 기준연도(t)와 비교연도(t+n)간의 수출증
가(좌변)를 아래 산식에 따라 세계수요요인, 수출품구성 요인, 수출시장
구성 요인 및 경쟁력 요인의 4가지로 분해

        

    












    






 
    


단,     : 당해국의 (t+n)기의 수출액,   : 당해국의 t기의 수출액
  : 당해국의 t기의 i상품 수출액,   : 당해국의 t기의 i상품의 j국에 대한 수출
액
 : (t+n)기의 t기 대비 세계수출 증가율,  : i상품의 (t+n)기의 t기 대비 세계수출
증가율
 : i상품의 (t+n)기의 t기 대비 j국에 대한 세계수출 증가율

◾ 세계수요 요인(우변의 첫째항) : 세계전체의 수입수요의 변화에 따른 당해국
의 수출변화를 반영
◾ 수출품구성 요인(우변의 둘째항) : 당해국의 수출상품구성에 있어서 세계수
요 증가율이 높은(낮은) 품목이 많을수록 당해국의 수출도 크게(작게) 증가
◾ 수출시장구성 요인(우변의 셋째항) : 당해국의 수출대상국 구성에 있어서 수
입 증가율이 높은(낮은) 국가 또는 지역이 많을수록 당해국의 수출도 크게
(작게) 증가
◾ 경쟁력 요인(우변의 넷째항) : 앞의 세 요인을 제외한 부분으로 주로 품목별
수요변화에 대응한 상품공급능력, 시장별 수요변화에 대응한 판로확대 능
력 등에 의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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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앞의 산식에서 세계수요 요인은 외생적인 요인으로 세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당해국의 시장점유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수출증가분으로
동 증가분보다 실제 수출증가분이 크면(작으면) 당해국의 시장점유율은
높아지게(낮아지게) 되며, 이럴 경우 변동분을 여타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 가능
― 이중 수출품구성 요인과 수출시장구성 요인은 수출구조와 관련해
파생되는 요인에 해당되며,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등 수출경쟁
력 변동에 따른 수출액 변동분은 경쟁력 요인으로 설명
o 실제로 당해국의 수출증가율과 세계 수출증가율의 차이가 어느 요인
에 기인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앞의 산식에서 세계수요 요인을 좌변
으로 이동한 후 각 항목을 당해국 t기의 수출액(   )으로 나눈 아래 산
식을 이용하여 요인별 기여도를 산출
          
____________



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출품구성요인)

(수출시장구성요인)





















(경쟁력요인)

o 또한 시장구성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 ASEAN4 및 기타 등 7
개 국가･지역으로, 상품구성은 전체 수출의 경우 1차산품, 반제품, 부
품, 자본재 및 소비재의 5개 상품군으로 구분하되 1차산품, 반제품 등
개별 상품군의 경우에는 해당 BEC코드에 따라 1차산품 및 반제품은 각
각 3개, 부품 및 자본재는 각각 2개, 소비재는 7개 상품으로 구분
o 한편 품목별 및 상대국별 수출액이 일부 연도에 급증 또는 급감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분석시점은 3개년 이동평균하여 2005년 수출액
은 2003∼05년의 평균, 2008년 수출액은 2006∼08년의 평균, 2012년
수출액은 2010∼12년의 평균을 각각 사용하여 2008년 대비 2012년
(2012/2008년), 2005년 대비 2008년(2008/2005년) 수출 변동요인을 분석
( 분석 결과 )
□ 글로벌 위기 전후 기간을 비교한 2012/2008년의 경우를 보면, 미국･독
일･일본의 수출증가율은 세계수출 증가율을 하회하고 한국･중국･
ASEAN4의 수출증가율은 세계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운데 이러한
차이는 주로 경쟁력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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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계 수출에 대한 주요국별 CMS분석결과(2012/2008년)1)

(%, %p)

미국>
< 독 일 >
총수 1차산 반제품 부품 자본 소비 총수 1차산품 반제 부품 자본 소비
출 품
재 재 출
품
재 재
<

수출증가율 15.9
세계수출차 -3.8
증가율과의
수출품구성 -0.7
요
인
1.9
별 시장구성
경쟁력 -4.9
2)

23.5

14.1 -23.3 -17.2

29.1

-1.4

0.0 -1.1

-0.2

5.8

0.6

-1.4 -2.0

2.8

-11.3

-9.7 -1.6

14.8 -21.9 -14.0

21.5

6.8

2.5

12.1

14.9 -22.6 -6.0 -13.1

-6.9

-0.5

26.1

-2.2

0.0 -0.2

-3.5

-0.6

-7.7

-1.6 -0.7 -1.1

1.0

-3.5 -18.8 -5.3 -11.8

-4.4

2.5 -12.8

-0.1 -11.7

34.9

2.9

7.6

36.5

24.2 14.3

15.2 -12.0

40.3

27.8

52.8 42.3 33.4

20.7

16.5

-1.2

0.7

-0.4 -31.0

20.6

7.8

27.3 28.7 17.8

1.7

35.1

-2.8

0.0

-0.1 -10.8

-0.8

34.9

-0.1

0.0 -1.1

30.9

9.3

4.7

6.6

13.4

10.4

6.1

-49.5

-7.7 -4.0

7.6

1.8

-7.9 -22.0

14.9 -40.4

-7.7

6.7

3.3

17.0 22.6 12.1

6.0

< 중 국 >
< ASEAN4 >
총수 1차산 반제품 부품 자본 소비 총수 1차산품 반제 부품 자본 소비
출 품
재 재 출
품
재 재

수출증가율 52.7
세계수출
증가율과의 차 33.1
수출품구성 -0.9
요
인
-3.3
별 시장구성
경쟁력 37.3
2)

39.6

< 일 본 >
< 한 국 >
총수 1차산 반제품 부품 자본 소비 총수 1차산품 반제 부품 자본 소비
출 품
재 재 출
품
재 재

수출증가율 11.6
세계수출
증가율과의 차 -8.1
수출품구성 -1.3
요
인
5.3
별 시장구성
경쟁력 -12.1
2)

43.5

0.6

45.3 56.7

62.8

49.3

35.3

66.3

49.7 14.2

-19.4

19.7 43.1

47.2

30.3

15.6

46.3

24.1

0.0

1.3

-0.2

-0.1

8.3

5.1

0.0

1.3

3.4

-10.4

-1.6 -2.9

-2.2

-0.2

2.5

1.8

0.2 -1.3

3.3

1.2

-21.2

24.2 45.9

48.1

30.7

13.2

36.1

1.9 -12.1

14.9

12.2

-2.9

18.8

8.1

38.4

0.5 -7.5

19.4

주 : 1) 굵은 글씨체는 수출증가율이 세계수출 증가율보다 높고 요인별 기여도가 정(+)의
값을 갖는 경우
2) 수출증가율은 각각 3개년 평균으로 계산된 2012년 수출액의 2008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 자체 시산

o (수출품구성요인) 미국 및 독일은 기초연료품(BEC 31), 일본 및 한국은
산업용 기초소재(BEC 21)의 수출증가율이 세계 평균을 상회함에 따라
1차산품의 기여도가 정(+)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1차산품에서는 산업
용 기초소재, 자본재에서는 일반 자본재(BEC 41)와 산업용 운수장비
(BEC 521)가 모두 증가율이 높아 정(+)의 기여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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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ASEAN4는 부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단계에서 정(+)의 기여도로
분석되었는데 1차산품에서는 기초연료품(BEC 31)과 산업용 기초소재
(BEC 21), 반제품에서는 가공연료품(BEC 32), 자본재는 산업용 운수장
비(BEC 521), 소비재에서는 가정용가공음식료품(BEC 122), 내구소비재
(BEC 61), 준내구소비재(BEC 62) 등에 기인
주요 수출품별 증감률1)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차산품

반제품

1
111(13.0), 31(27.3) 121(20.8), 32(39.6)
21(16.7), 31(46.0)
21(14.1)
21(9.5)
32(35.2)

부품

53(15.7)
53(13.3)
53(14.9)
42(14.6)

2)

(연평균, %)

자본재

소비재

41(13.5)
521(13.2)
41(16.7)
-

122(12.9), 51(24.4)
51(12.6)
51(16.1)
51(23.7), 63(16.3)
61(21.0), 62(16.7),
21(19.5)
22(22.9), 32(19.4) 42(18.7) 41(19.0), 521(20.1)
63(16.3)
122(11.3), 61(11.3),
ASEAN4 21(19.8), 31(21.8) 121(20.0), 32(28.3) 53(16.5)
521(33.4)
62(9.7)
주 : 1) 비중이 비교적 크고 증가율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품목을 나열하되,
BEC코드 기준으로 ( ) 안은 2010∼12년중 연평균 증감률(%)
2) 음영은 수풀품구성 요인의 기여도가 정(+)으로 나타난 품목
자료 : UN Comtrade

o (수출시장구성요인) 수출시장구성요인을 보면, 중국은 모든 가공단계
의 수출이, 독일은 소비재를 제외한 수출이 각각 부(-)의 기여도를 보
였으나, 한국･일본은 모든 가공단계의 수출이, ASEAN4는 부품을 제외
한 모든 가공단계의 수출이 각각 정(+)의 기여도를 기록
대EU 및 대신흥국 수출비중1)

수출상대국별 수출증감률1)

연평균, %)
시장
ASEAN
수출국 미국독일일본한국중국 4 세계
미국 - 3.8 11.0 13.9 16.7 12.2 13.5
독일 14.3 - 13.8 16.0 18.9 18.8 7.9
일본 14.2 7.7 - 9.2 9.5 21.1 11.2
한국 15.9 -5.2 21.2 - 15.7 25.2 14.7
중국 16.8 11.5 15.7 17.8 - 28.3 19.5
(

ASEAN4 7.9 5.8 17.3 18.0 16.5
주 : 1) 대EU는 2012년 기준,
대신흥국은 2011년 기준
2) 4개국 기준
자료 : WTO, World Bank

-

주 : 1) 2010∼12년중 연평균 기준
자료 :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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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중국･독일의 경우 내수가 부진한 EU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고 내수
가 양호한 신흥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한
국･일본･ASEAN4 등은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물론 미국 등에 대
한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o (경쟁력요인) 가격･품질 측면의 수출경쟁력에 기인한 기여도를 보면,
2012/2008년의 경우 한국･중국 등은 1차산품을 제외한 모든 수출이,
ASEAN4는 자본재를 제외한 모든 수출이 정(+)의 기여도를 보인 반면,
미국･독일･일본은 모든 가공단계의 수출이 부(-)의 기여도로 나타남(이는
개별 국가에서 수출경쟁력의 방향성을 포착한 것으로 국가간 비교는 불가능함
에 유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8/2005년)와 비교해 보면, 미국･일본에서는
경쟁력요인 기여도가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기여도
를 보였으며 독일은 계속 하락
― 반면 한국･ASEAN4는 대부분의 가공단계에서 경쟁력요인의 기여도
가 정(+)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승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동 기여
도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높은 정(+)의 수준을 유지
경쟁력요인의 기여도 변화

자료 : 자체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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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 앞의 CMS 기법은 수출의 변동요인 분석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는 있
으나, 계산방식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에 유의(Richardson 1971, 黒沼勇士 2008)
o 수출품 및 시장구성의 분류 방법에 따라 두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으
며, 수출품구성요인과 수출시장구성요인중 어느 요인을 먼저 계산하
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
o 다만 수출품구성요인과 수출시장구성요인의 합계는 어떠한 방법을 사
용하더라도 일정하므로 경쟁력요인의 기여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수출 동향 및 주요국 수출의 변동요인을 점검해
본 결과, 글로벌 수입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특정 국
가의 수출품목이 다양하고 수출지역이 다변화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경쟁력이 높을수록 글로벌 수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므로
기업 및 정책당국은 ①수출품목의 다양화, ②수출지역의 다변화, ③가
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노력하는 것이 긴요
o 수출품목 구성에 있어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고 꾸준한 수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차별화･고급화 전략이 중요하며, 소비재 등 경기변
동에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도 제품군의 다양화, 브랜드마케팅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품목으로의 전환이 필요
o 특정국 및 특정지역의 수입수요 위축이 자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긴요하며, 특히 양자간･다
자간 무역협상 체결은 수출지역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무역장벽 완화
를 통한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제고에도 유리
주요국의 수출품의 다양성 지수1)와 무역협상 체결 현황2)

다양성지수
무역협상
체결건수

말레이시 필리핀 태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인도네시
아
아
0.26
14

0.33
38

3)

0.42

0.46

0.46

0.56

0.46

0.59

0.40

13

9

13

1

6

1

4

주 : 1) 수출품의 다양성 지수(diversification index)는 특정국의 수출품 구성과 세계
평균적인 수출품구성과의 차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세계 평균적인 수출품 구성과는 이질적임을 의미,
표의 수치는 2010∼12년 평균
2) WTO에 공식 접수되어 발효된 협상 기준
3) EU 기준
자료 : UNCTAD,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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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물류인프라 구축 등에 노력하는 한편 신제품 개발에 긴요한 고급인력
확보, R&D투자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인적･물적 투자를 확충해 나갈
필요
명목임금1)

주 : 1) 2010~12년 평균
자료 : CEIC, BLS, 필리핀 통계청

물류성과지수

자료 : World Bank

컨테이더당 수출비용1)

주 : 1) 관세 제외
자료 : World Bank

□ 한편 그간의 글로벌화 진전이 개별 국가경제간의 연계성 강화, 국가간･
지역간 분업체제에 따른 글로벌 supply-chain의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
서 기업의 활동영역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만큼,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업에 의한 수출 증대로
파생된 과실이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내수기반 확대로 연결되도
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증대
o 특히 해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일수록 기업들이 생산 및 물류
비용 절감, 해외시장 개척 등을 목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 비추어 국내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설비투자 및
R&D투자 유인 강화,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산업분야 확산 및 창업
활동 활성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을 적극 도모함으로써 국
내산업의 공동화, 고용창출력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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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수출입비중1)

주 : 1) 2010∼12년 평균
자료 : World Bank

GDP대비 내수비중1)

주 : 1) 2010∼12년(일본은 2009∼11년) 평균
자료 : World Bank

<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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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월
Aiginger, Karl, “The Use of Unit Values to Discriminate between Price and
Quantity Competi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21, pp.571
∼592, 1997
_____________, “A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Dynamic Competitiveness of
Countrie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9. pp.159∼
188, 1998
Richardson, J. David, “Some Sensitive Tests for a Constant-Market-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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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0∼304, 1971
WTO, World Trade Report, 2013
江崎光男, “東南アジア輸出成長の諸要因―需要サイドからの計量分析(1967∼1976
年)”, 東南アジア研究, 第19劵 第3号, 京都大学, 1981
黒沼勇士, ＂新興国の輸出拡大要因―CMS分析と輸出競争力の決定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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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글로벌 위기 이후 주요국별 수출의 세부 동향
 (미국) 1차산품중 산업용기초식료품(BEC 111)의 수출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
되고, 부품과 자본재는 각각 운수장비부품(BEC 53) 및 산업용운수장비
(BEC521)를 중심으로 수출증가율이 상승*
* 부품내 자본재부품(BEC 42) 및 운수장비부품(BEC 53)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1.5% 및 38.5%이고, 자본재 가운데 일반 자본재(BEC 41) 및 산업용운수장비
(BEC 521)는 각각 76.0% 및 24.0%를 차지

1차산품의 수출증가율1)

부품 및 자본재의 수출증가율1)

주 : 1) 기간별 연평균
자료 : UN Comtrade

주 : 1) 기간별 연평균
자료 : UN Comtrade

 (독일) 1차산품*의 기초연료품(BEC 31), 소비재의 승용차(BEC 51)를 제외한 모
든 상품의 수출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승용차의 수출증가율 상승도 2009년
기저효과에 상당부분 기인
* 산업용기초음식료품(BEC 111), 산업용기초소재(BEC 21) 및 기초연료품(BEC 31)은
1차산품 가운데 각각 16.3%, 59.0% 및 24.7%를 차지

1차산품의 수출증가율1)

소비재의 수출증가율1)

주 : 1) 기간별 연평균
자료 : UN Comtrade

주 : 1) 기간별 연평균
자료 :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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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1차산품은 산업용기초소재(BEC 21)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부품 및 자본재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의 수출증가율이 상승하였으
나 2009년 기저효과가 상당폭 작용
1차산품의 수출증가율1)

부품 및 자본재의 수출증가율1)

주 : 1) 기간별 연평균
자료 : UN Comtrade

주 : 1) 기간별 연평균
자료 : UN Comtrade

 (한국) 자본재중 산업용운수장비(BEC 521)는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소비재는
양호한 편으로 내구소비재(BEC 61) 및 준내구소비재(BEC 62)는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
자본재의 수출증가율1)

소비재의 수출증가율1)

주 : 1) 기간별 연평균
자료 : UN Comtrade

주 : 1) 기간별 연평균
자료 : UN Comtrade

수 (중국) 1차산품과 소비재의 수출증가율 상승이 일부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
로 평가되고 반제품, 부품 및 자본재에 속하는 상품은 모두 수출증가세가 둔
화된 가운데 산업용운수장비(BEC 521)의 증가율 하락이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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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의 수출증가율1)

부품 및 자본재의 수출증가율1)

주 : 1) 기간별 연평균
자료 : UN Comtrade

주 : 1) 기간별 연평균
자료 : UN Comtrade

 (ASEAN4) 소비재의 승용차(BEC 51)는 감소하였으나 부품과 자본재의 경우 각
각 자본재부품(BEC 42) 및 산업용운수장비(BEC 521)를 중심으로 수출증가율이
위기 이전에 비해 상승
소비재의 수출증가율1)

부품 및 자본재의 수출증가율1)

주 : 1) 기간별 연평균
자료 : UN Comtrade

주 : 1) 기간별 연평균
자료 :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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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및 주요국의 품목별 수출증가율1)

연평균

(
, %)
1
111 21 31 121 22 32 42 53 41 521 112 122 51 522 61 62 63
06∼08 28.3 22.8 26.1 27.9 17.9 29.5 10.5 11.9 13.1 19.0 13.5 17.0 11.4 15.0 13.511.515.2 16.9
10∼12 13.0 19.1 4.0 14.5 11.1 18.0 8.6 12.3 10.2 10.5 6.1 7.1 13.1 4.9 7.6 6.1 2.4 9.4
06∼08 34.1 27.1 29.0 25.8 14.2 47.2 4.9 5.9 10.2 13.6 10.4 16.0 17.6 16.9 13.611.4 8.7 12.9
10∼12 13.0 11.4 27.3 20.8 13.6 39.6 7.6 15.7 13.5 20.4 12.6 12.9 24.4 10.2 8.7 5.4 4.8 13.5
06∼08 22.8 21.5 5.7 17.8 15.4 24.8 14.0 8.7 10.5 19.0 10.2 17.2 8.8 23.9 11.515.514.414.5
10∼12 7.4 16.7 46.0 12.2 8.1 12.5 6.3 13.3 8.4 13.2 1.9 6.2 12.6 15.0 4.5 2.9 2.1 7.9
06∼08 42.3 21.8 14.1 5.4 11.7 60.5 4.9 7.1 6.0 17.9 9.3 12.2 13.1 -0.5 2.0 5.7 6.1 9.5
10∼12 43.9 14.1 23.8 1.5 10.8 8.8 8.3 14.9 16.7 6.9 3.8 4.5 16.1 6.3 3.1 6.1 3.9 11.2
06∼08 13.7 28.3 37.0 17.4 15.6 34.2 7.4 19.6 13.5 31.1 0.7 9.0 4.7 -7.5 -6.7-2.1 5.9 14.1
10∼12196.1 9.5 101.730.2 17.1 35.2 14.6 22.3 8.3 -3.8 8.7 18.3 23.7 -2.0 5.2 6.2 16.314.7
06∼08 14.5 7.0 6.5 31.3 29.4 30.6 23.8 28.7 24.3 43.1 11.8 14.3 50.3 23.4 16.316.920.223.4
10∼12 9.9 19.5 -3.1 15.6 22.9 19.4 18.7 23.5 19.0 20.1 14.9 18.5 57.2 18.5 21.016.716.319.5
ASEAN 06∼08 22.0 19.8 19.6 39.0 18.3 23.5 -2.8 16.7 6.9 23.0 8.5 24.5 36.1 30.7 6.3 3.0 13.014.0
4 10∼12 1.9 19.8 21.8 20.0 15.2 28.3 6.7 16.5 8.4 33.4 13.7 11.3 18.4 20.3 11.3 9.7 13.314.6

차산품

반제품

부품 자본재

소비재

세계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

계

자료 : UN Comtrade

세계 및 주요국의 품목별 수출비중

차산품

1
111
2008 0.9
2012 1.1
2008 2.0
2012 2.5
2008 0.4
2012 0.4
2008 0.0
2012 0.0
2008 0.0
2012 0.0
2008 0.2
2012 0.1
ASEAN 2008 0.4
4 2012 0.4

세계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

21
3.0
3.9
5.0
5.7
1.4
1.6
1.0
1.3
0.5
0.4
0.5
0.5
4.8
5.6

31
9.5
8.4
0.9
1.6
0.4
0.7
0.0
0.0
0.0
0.0
0.6
0.3
6.2
8.1

자료 : UN Comtrade

반제품

121 22
0.7 24.5
1.0 24.9
0.5 25.4
0.7 27.8
0.4 27.3
0.6 26.4
0.0 23.9
0.0 26.6
0.0 25.4
0.0 26.8
0.1 22.9
0.1 21.7
5.0 20.6
6.8 21.6

32
5.6
6.5
3.3
6.8
2.1
1.7
1.6
1.9
7.2
8.7
1.2
1.3
7.6
8.4

부품 자본재

42 53 41
11.5 5.7 13.5
11.0 5.4 13.3
14.8 9.8 15.6
12.8 6.4 16.3
12.2 7.9 17.7
11.8 8.5 16.9
19.9 9.0 18.4
19.2 10.4 18.4
19.9 5.5 20.4
18.7 7.0 19.2
14.2 3.2 25.5
14.4 3.5 26.4
18.3 4.2 14.0
14.8 4.2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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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3.1
2.7
6.1
2.1
4.5
4.5
4.4
5.2
7.8
7.6
2.2
3.1
1.1
1.4

112 122
1.2 3.3
1.3 3.6
1.1 2.6
1.4 3.3
0.5 2.9
0.5 3.4
0.1 0.3
0.1 0.4
0.1 0.6
0.2 0.8
0.6 1.6
0.8 1.6
1.4 3.8
1.4 4.4

소비재

51
4.5
4.0
3.8
3.6
10.7
10.9
15.6
12.1
8.6
7.3
0.2
0.2
1.0
1.2

522
0.4
0.3
0.5
0.4
0.3
0.3
1.2
0.7
0.0
0.0
0.6
0.5
0.2
0.2

61
3.3
3.3
2.3
2.4
2.1
2.1
2.3
1.7
1.9
1.3
6.4
6.7
4.3
4.4

(%)
62
5.1
5.0
2.6
2.4
3.3
3.5
1.2
1.0
1.3
1.0
16.5
15.8
4.3
3.5

계

63
4.3 100
4.4 100
3.6 100
3.9 100
5.8 100
6.2 100
0.9 100
1.1 100
0.8 100
0.9 100
3.4 100
3.1 100
2.5 100
2.7 100

2012년도 신흥국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
조용범 신흥경제2팀 과장
조사역
최윤철
◆ 2012년 신흥국 경제는 선진국 성장세 약화, 자국내 내수둔화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성장률은 낮아지겠으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
겠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7%대의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
내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남미, MENA지역 등이 뒤를 이을 전망
◆ 물가의 경우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수요둔화 등으로 전년에 비
해 상승압력이 약화되겠으며 경상수지는 대외수요 감소에 따른
원자재 등의 수출둔화로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아시아ㆍ중남미지역 신흥국은 경기둔화 및 금융불안에 대비한 거
시정책 대응, MENA지역은 정정불안 극복을 통한 경기회복, 사하
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은 해외자본 유치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

1. 신흥국 경제 현황
□ 브릭스(BRICs) 등 신흥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등 그 역할이 크게 확대
o 금융위기 발생 이후 신흥국은 소비․투자 등 내수에 초점을 맞춘 적극
적인 확대정책을 시행하여 7%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나타내는 등 세계
경제의 회복을 주도
신흥국의 세계성장 기여도

선진국 및 신흥국 경제성장률

자료: IMF, Global Insight

주 : 선진국은 OECD 기준
자료 : OECD(2011.11월)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7호(2012.2.16), 국제경제리뷰 제2012-11호(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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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럽 국가채무문제 심화 등으로 선진국의 경
기회복세가 약화됨에 따라 그 영향이 금융시장 불안, 대외거래 위축
등을 통해 신흥국으로 파급
o 상당수 신흥국의 경우 원자재수출 의존도가 높아 선진국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이 수출둔화 및 소득저하로 이어지면서
내수확대 여력이 약화
신흥국1) 수출

유로지역 등 선진국 성장률

주 : 선진국은 OECD 기준
자료 : OECD(2011.11월)

주 : 1) Non-OECD 국가
자료 : Global Insight(2011.11월)

⇒ 글로벌 경기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흥국*의 2012년도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를 지역별로 살펴봄
* 아시아, 중남미, MENA,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등 4개 지역별로 6개국씩 2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2. 신흥국 지역별 경제전망*
* 국가별 구체적인 전망치는 <참고> ｢주요 신흥국 GDP성장률 및 물가｣ 참조

 아시아지역
□ 2012년중 아시아지역 신흥국은 미국의 미약한 성장세, 유로지역 국가채
무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뒷받침으로 신흥국 지
역중 가장 높은 성장세(7.3%)를 지속할 전망(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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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는 전년(7.8%)에 비해 다소 하락한 수준으로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성장세가 더욱 뚜렷할 것으로 예상
o 국별로는 중국이 8%대, 인도가 7%대, 인도네시아가 6%대의 높은 성
장세*를 지속(IMF, Goldman Sachs 등)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1인당 GDP증가에 따른 구매력 확대와 함께 풍부한
인구를 배경으로 내수중심의 성장을 이끌 전망

아시아 주요 신흥국 성장률

주 : 2006∼12년, F는 전망치
자료 : IMF WEO, World Bank, Global Insight

□ 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세*, 경기둔화 등으로 전체적으로 오름세가
둔화되겠으나 인도, 베트남 등에서는 여전히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로 국제유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기타 국제원자재 가격은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원유생산 부진, 석유재고 감소, 이란 핵문제
등 공급측면의 유가변동성 확대요인이 상존

o 인도, 베트남의 경우 긴축정책*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전년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겠으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지속할 전망
* 정책금리 : 인도 6.25%(2010년말) → 8.5%(2011년말),
베트남 9.0%(2010년말) → 14.0%(2011년말)
2011년 CPI 상승률 : 인도 9.1%, 베트남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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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 신흥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주 : 2006∼12년, F는 전망치
자료 : IMF WEO, World Bank, Global Insight

□ 경상수지는 선진국 경기회복세 약화에 따른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전
체적으로 GDP대비 3%대의 흑자기조를 유지할 전망
o 국별로는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반면 태국은 홍수 등의 영향으로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인도, 베트남
등 구조적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흑자전환이 어려울 것으
로 예상
* 여행수입과 수출의 증가세가 글로벌 수요 감소로 둔화되는 반면 지난 하반기 홍
수로 인해 손상된 설비의 대체 및 원자재 수요의 증가로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아시아 주요 신흥국 경상수지(GDP대비)

주 : 2006∼12년, F는 전망치
자료 : IMF WEO,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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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지역(Latin America)
□ 2012년중 중남미 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을 받겠지만 내수확대
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3.6%)를 이어갈 전망(IMF, World Bank)
o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정부지출 증가*,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칠레, 베네수엘라는 선거용 복지지출 확대 등 정부지출의 증가가 예상
** 브라질은 고속철 공사, 심해유전 개발, 2014 월드컵 및 2016 올림픽 대비 인프라
구축 등으로 투자가 확대

― 반면 높은 금리수준, 급격한 부채증가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둔화,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경기부진 및 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순수
출 감소가 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Merrill Lynch)
o 멕시코는 의존도가 매우 높은 미국의 낮은 성장세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 해외근로자 송금감소로 인한 내수위축, 주요 수출품인 원유 생
산시설 노후화 및 매장량 고갈 등으로 성장률 둔화가 지속
중남미 주요 신흥국 성장률

주 : 2006∼12년, F는 전망치
자료 : IMF WEO, World Bank, Global Insight

□ 물가의 경우 성장둔화로 상승압력이 전년에 비해 다소 완화될 전망
o 다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높은 통화증가율*, 임금상승률* 등으로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이 지속
* 2011년 아르헨티나 통화증가율은 40%, 민간부문 임금상승률은 34%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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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주요 신흥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주 : 2006∼12년, F는 전망치
자료 : IMF WEO, World Bank, Global Insight

□ 경상수지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미국의 수요약화에 따른 원자재 수출둔
화* 등으로 적자가 지속될 전망
* 중남미 지역의 경우 對유로지역 수출 보다는 對미수출 의존도가 높아 경상수지가
미국 경기상황에 크게 의존

o 다만 베네수엘라의 경우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겠으나 인플
레이션 등에 기인한 수입확대로 흑자폭 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콜롬비
아는 미국과의 FTA체결(2011.10월)로 인한 수출확대에 힘입어 소폭 개선
중남미 주요 신흥국 경상수지(GDP대비)

주 : 2006∼12년, F는 전망치
자료 : IMF WEO,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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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ㆍ북아프리카지역(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 2012년 MENA지역은 정치사회적 불안 지속, 유로지역을 포함한 선진국
경제의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o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국*의 경우
미국과 유로지역 경기둔화로 인해 성장률이 소폭 하락
* 바레인,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예
멘 등

― 바레인, 예멘, 리비아 등은 정치불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
o 반면 석유수입국*인 이집트, 튀니지 등은 사회불안이 다소 완화되면서
재건작업 등에 따른 공공투자 확대로 성장률이 소폭 상승
*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 등
￭ MENA성장률(%) : (‘10) 4.4 (’11) 4.0e ('12) 3.6f
석유수출국 : (‘10) 4.4 (’11) 4.9e ('12) 3.9f
․GCC국가 : (‘10) 5.4 (’11) 7.2e ('12) 4.0f
석유수입국 : (‘10) 4.5 (’11) 1.4e ('12) 2.6f
자료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2011.10월)

MENA 주요 신흥국 성장률

주 : 2006∼12년, F는 전망치
자료 : IMF WEO, World Bank, Global Insight

□ 높은 생필품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약화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은
전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

- 324 -

o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석유수출국의 물가상승률은 평균 5%
미만에 머물겠으며 이집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석유수입국은 식품․
연료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물가상승압력을 억제
* 2012년 11.0%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IMF)

MENA 주요 신흥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주 : 2006∼12년, F는 전망치
자료 : IMF WEO, World Bank, Global Insight

□ GCC 국가 등 석유수출국은 고유가에 따른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겠으나 대외여건 악화로 흑자규모는 축소될 전망
o 반면 이집트, 튀니지, 시리아 등 석유수입국의 경우 식품 등 수입가격
상승, 정정불안에 따른 관광수입 부진*이 지속되면서 적자수준이 지난
해와 비슷
* 정정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1.상반기에 전년대비 이집트 -42%, 튀니지 -42%,
시리아 -24%를 기록(IMF)

MENA 주요 신흥국 경상수지(GDP대비)

주 : 2006∼12년, F는 전망치
자료 : IMF WEO,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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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중 사하라이남 아프
리카 국가들은 원자재 수출 및 내수를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
(5.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IMF, World Bank는 5.3%)
* 최대 교역파트너인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지속이 가장 큰 성장세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Deutsche Bank)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무역(수출+수입)의존도는 GDP의 30% 수준

o 국별로 보면 가나는 원유생산 증가에 힘입어 8%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겠으며 케냐, 세네갈의 경우 지난해의 양호한 기후조건에 따른
농업부문 생산량 증가, 전력․중화학부문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
가 확대
o 반면 남아공은 고용불안 지속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대외수요 약
화 등이 성장세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아프리카 주요 신흥국 성장률

주 : 2006∼12년, F는 전망치
자료 : IMF WEO, World Bank, Global Insight

□ 물가의 경우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세 등으로 전년에 비해 상승률이 다
소 낮아지겠으나 높은 식료품가격 및 주거비용, 소득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 등으로 상승압력이 지속될 전망
o 특히 나이지리아 등은 높은 생필품 가격, 공공부문 임금인상, 전력요
금 인상 등으로 당분간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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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주요 신흥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주 : 2006∼12년, F는 전망치
자료 : IMF WEO, World Bank, Global Insight

□ 경상수지는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수입이 더욱 확대되면서 소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
o MENA지역 정정불안으로 신흥국 특히 중국의 새로운 원유공급원으로
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원유를 중심으로 수출증가세가 지속
― 가나,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은 원유시추․정제 기술, 생산․유통 인프
라 낙후로 수출증가세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중국의 기술지원으로
생산 및 수출이 확대되는 추세
o 다만 유럽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무역금융 축소 등은 수출
증가세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Deutsche Bank)
아프리카 주요 신흥국 경상수지(GDP대비)

주 : 2006∼12년, F는 전망치
자료 : IMF WEO,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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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도 주요 이슈
 아시아지역
□ 아시아지역에서는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에 따른 성장의 하방 리스크
가 증가하면서 경기둔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정책대응이 주요 관
심사항으로 대두
o 중국의 경우 수출증가세 둔화,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따른 경착륙 가
능성, 무역수지 악화를 대비한 위안화 절상 지연, 외국인기관 투자자
에 대한 역내자본시장 개방* 확대 여부 등에 주목할 필요(S&P)
* 2002.12월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자격
을 갖춘 외국인기관투자자가 제한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

― 또한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수준*과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추가적
인 재정악화도 리스크 요인(The Wall Street Journal, 2012.1)
* 2010년 기준 지방정부의 총 부채규모는 10조7,000억위안(약 1.7조달러)로 GDP의
27% 수준

o 인도는 물가불안,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경제개혁조치* 진전, 은행부문 건전화를 위한
구조조정 실시 여부, 그리고 반부패법 도입을 둘러싼 정치갈등 해결
이 주요 이슈
* 은행시스템 개선, 연금제도 개선, 회사채시장 육성, 세제 개혁, 소매업 자유화 정
책 등

― 높은 정책금리, 성장둔화 등으로 부실채권(NPL) 비율이 향후 2년이내
6∼7%(2011.3월말 기준 2.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은행의 부
실화 가능성이 증대
o 베트남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규모, 낮은 외환보유액 수준 등을 고려
할 때 수출둔화, 동(Dong)화의 추가 절하*,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 등에 시장이 주목
* 기준환율을 2010.2.11일 3.36%, 8.17일 2.09% 인상하고 2010년말 외환보유액이 129
억달러로 급감하자 2011.2.11일 8.5% 추가 인상

o 시장에서는 이밖에 인도네시아의 정책금리 추가인하*, 말레이시아의
가계부채**, 태국의 재정악화*** 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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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2011.4/4분기중 정책금리를
75bp 인하한데 이어 금년 2월에 25bp 추가 인하(2012.2월 현재 5.75%)
** 가계부채가 2004~11년중 연평균 11%씩 증가하여 2011년말 현재 GDP의 76% 수준
*** 지난 10년간 GDP의 2% 이내로 유지되어 왔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지난 하반기
홍수피해 복구, 경기부양 대책 등으로 2012년에는 GDP의 4%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

□ 또한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통화가치
역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외환당국의 정책대응
도 주요 관심사임
아시아지역 외국인 주식투자자금1) 순유입

주 : 1) 주식투자펀드 기준
자료 : EPFR

아시아 통화지수1)

주 : 1) 중국,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0개 아시아 신흥국
통화가치 지표
자료 : JP Morgan

 중남미지역
□ 중남미지역에서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불안
에 대비한 정책금리 인하 등 거시정책 대응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
o 브라질의 경우 물가수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범위(4±2%) 상한을 상회하
더라도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정책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인지가 관심
사항
* 중앙은행은 2011.8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총 200bp인하(2012.1월 현
재 10.5%)하였으며 정부는 2011.12월 공산품세율 인하, 금융거래세 인하 등 75억6
천만헤알 규모의 감세조치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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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르헨티나는 수출증가를 위해 지속해 온 의도적인 高환율정책(peso화
*
약세)으로 인해 야기된 여러 리스크 의 극복이 주요 현안
* 고환율정책은 최근 주요 교역국인 브라질과 중국으로의 수입이 감소되자 외채부
담 급증,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 및 수입확대 등을 초래

o 칠레 중앙은행의 경기부진 극복을 위한 정책금리 추가 인하폭*에 주목
* 남미에서 가장 보수적인 중앙은행으로 평가받는 칠레 중앙은행은 2009.7월이후
지속된 인상기조에서 벗어나 2012.1월 정책금리를 5.00%로 25bp 인하

o 베네수엘라의 경우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에 필요한 확장적 재정지출의
지속여부, 전력부문 투자를 통한 에너지부족 해결 등이 주요 정책이슈
□ 아울러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금유출입,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에 따른 환율방어 문제도 정책당국의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
중남미지역 외국인 주식투자자금1) 순유입

주 : 1) 주식투자펀드 기준
자료 : EPFR

브라질, 칠레의 환율변동

주 :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재부각 이후
미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 및
칠레 페소화 환율추이
자료 : Reuters

□ 한편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의 대선이 각각 7월과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에서는 건강 악화설이 제기되고 있는 현 대통령 차
베스의 입후보 여부 등 정치이슈도 주요 관심사항
 MENA지역
□ MENA지역은 정치사회 안정여부, 민주화 이후의 재건사업 등을 통한
경제회복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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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란 핵문제의 평화로운 해결 여부가 동 지역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
― 핵개발 의혹이 있는 이란에 대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 나아가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 가능성 등으로 중동정세가 악화
o 이집트*, 튀니지** 등 독재정권이 전복된 국가는 물론 현재 민주화시위
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도 새롭게 형성되는 정치지형에 따라
경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말 실시된 하원선거, 올 1월말부터 실시된 상원선거, 6월 대선 등을 통해
구성될 차기정부는 외자유치, 일자리창출(2011년 실업률 11.9%) 등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이 산적
** 신헌법에 따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며 차기정부는 복지 및 인프
라 투자를 위한 선진국 원조 유치가 시급한 과제

― 특히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재
를 반대하는 러시아와 서방국가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될 가능성
o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정치체제의 폐쇄성이 높은 국가는 정치․
사회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2011.11월말 의회가 해산되어 2012.2월초 실시된 총선결과 야당이 승리(총 50석중
34석차지)하는 등 향후 정치개혁을 둘러싼 정치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 MENA지역 석유수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내수둔화, 선진국 경기부진
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 등에 대응한 재정지출 확대가 중요
o 사우디아라비아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11월 발표한
단계별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복지분야에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
o UAE는 높은 청년실업률(23.1%)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부문 고용증진*
대책마련이, 쿠웨이트는 비석유 부문의 4개년 개발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이 시급한 현안
* 정부는 민간부문의 고용을 독려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 비해 임금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취업을 꺼리는 실정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로 인한 투자자금 조달애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o 가나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석유수출수익 활용방안
이 주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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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석유생산으로 당분간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
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의 가능성도
제기(Morgan Stanley)
* 지난해 고유가에 힘입은 수출증가(2010년 본격적인 석유생산 시작)로 13.5%의 높
은 성장률을 기록
** 주로 자원부국이 자원수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호황을 누리지만 통화가치 상
승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쇠퇴해 경제침체를 겪는 현상. 1959년 네덜란드가
북해유전 발견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출로 일시적인 경제호황을 누리다가 통화가
치가 상승하여 가스를 제외한 국내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무분별한 천
연가스 수출수익의 지출로 물가급등을 야기하면서 1960~1970년대에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은 사례에서 유래

o 케냐*, 세네갈 등은 정치시스템이 불안한 가운데 대선 및 총선이 예정
되어 있어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
인직접투자 등 해외자본 유치에 애로
* 2012년 대통령선거, 총선(하원의원) 등의 정치일정은 유동적이나 금번 선거는 지
난 2010년 제정한 신헌법에 따른 정치체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o 나이지리아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후진적인
석유산업 개혁을 위한 ‘석유산업법’ 제정 등이 시급
* 연 70억달러에 이르는 연료보조금 지급폐지 등

o 모잠비크는 석탄, 천연가스, 광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의 개발을 위한
다국적회사의 대규모 투자유치 계획이 유로지역 국가채무 문제 등으
로 차질을 빚을 전망
o 남아공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유로지역 수출비중이 27%로 높은
편이어서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로 인한 성장세 둔화, 이에 따른 재
정건전화 계획* 추진의 차질 등이 주요 리스크로 지적됨
* 최근 공공부문 임금과 보조금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지속(2008∼11년 평
균 GDP의 5%수준)되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여력이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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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흥국의 정책여건과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 점검*
신흥경제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가 최근 들어 BRICs를 중심으로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면
서 유로경제의 부진 지속과 맞물려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 지난해 및 금년 1∼2월중 주요 신흥국 경제는 러시아, 멕시코, 인
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뚜렷이
둔화되는 모습
◆ 앞으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유로지역 경제 부진이 심화되거나 국
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유로지역 수출비중이나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
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주요 신흥국의 경우 내수기반 확대로 대외의존도가 낮아
진 데다 대체로 양호한 정책여건을 구비하고 있어 향후 성장세
가 둔화되더라도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o 대다수 국가는 경기 급락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면에서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
o 또한 인도 브라질 등은 이미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를 표명
한 바 있으며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정
책대응 방침을 시사
⇒ 금년중 대부분의 주요 신흥국 경제는 지난해보다 낮은 성장률
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인도 브라질 태국 등은 지난해와 비
슷하거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13호(2012.3.29), 국제경제리뷰 제2012-19호(20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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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신흥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2000년
대 중반 이후에는 신흥국이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
* 세계GDP중 신흥국 비중(IMF) : 2000년 20.3% → 2005년 23.9% → 2011년 35.6%

o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
는 등 세계경제 회복에 절반 이상을 기여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세계성장 기여도1)

주 : 1) 선진국은 OECD국가, 신
흥국은 비OECD국가 기준
자료 : Global Insight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자료 : IMF

□ 그러나 최근 들어 BRICs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
게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경제도 동반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o 유로지역 경제가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데 더하여 국제유가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 신흥국이 지난해 중후반까지의 높은
물가오름세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면에서 긴축기조를 유지하였던 데
기인
o 이에 따라 수출의존도 및 대선진국 수출비중이 높은 신흥국 경제의
특성상 미국 및 일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유로지역
경제* 의 부진 심화, 국제유가 불안 등에 따른 파급영향이 확대될 가
능성

- 336 -

* 신흥국 수출중 대유럽지역 비중이 25.6%(2010년 기준)로 대미(15.7%) 및 대일
(6.4%)보다 높은 수준

신흥국의 최근 경제성장률

신흥국의 수출의존도1) 및 지역별 수출비중

주 : 1) 명목GDP대비 수출액 비
중
자료 : IMF

자료 : Global Insight

⇒ 주요 신흥국 경제의 최근 동향과 정책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급격한 경
기둔화 가능성에 대해 평가

2. 최근 동향과 정책여건
1. 중 국
 ( 동향 ) 최근 중국경제는 국외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 투자 및 소
비 증가율 하락 등으로 GDP성장률이 2011.1/4분기 이후 계속 낮아지는
등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는 조짐
o 금년 1∼2월중 고정자산투자(21.5%) 및 소매판매(14.7%)가 지난 5년간 평
균 신장률(26.1%, 17.9%)을 밑돌았으며 수출도 6.9%(전년동기대비) 증가*에
머물러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2년 이후 연평균 증가
율(22.9%)을 크게 하회
* 2011년중 무역수지 흑자는 1,551억달러로 6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내었고 2012.1~2
월에는 42억달러의 적자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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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기선행지표인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를 보면 대기업의 업황은
개선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악화되는 모습
― 대기업 중심의 PMI(국가통계국)는 3개월 연속 기준치(50)를 상회한 반
면 중소기업 중심의 PMI(HSBC)는 5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
* PMI는 기준치(50)를 상회하면 경기확장을, 기준치를 하회하면 경기수축을 의
미하는 지표로, 국가통계국이 작성하는 PMI는 국영기업 위주의 대형기업 820
개를, HSBC가 작성하는 PMI는 중소기업 400여개를 각각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GDP 및 투자‧소비 증가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수출증가율 및 무역수지

자료 : 중국해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자료 : 국가통계국, HSBC

 ( 정책여건 ) 중국은 감속성장에 따른 우려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전면
적인 완화기조로 운영하는 데는 제약이 있으나 재정지출 확대 등 재정
정책 면에서는 충분한 여력을 구비
o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예금지급준비율을
각각 0.5%p 인하*하였으나 금리인하를 통해 정책의 완화수위를 크게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
* 2011.12월 21.5 → 21.0%, 2012.2월 21.0 → 20.5%

― 2012.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3.2%)이 금년도 목표치(4.0%)
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임금인상 지속*에 따른 원가 상
승, 국제유가 불안 등 물가상승 요인 상존
* 2001∼10년중 근로자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4.6%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 및
2011년에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각각 23% 및 28%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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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부동산가격의 오름세가 크게 낮아졌음에도 중국 정부는 절
대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
*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투기억제대책 등의 정책기조가 견지될 것으로
언급(温家宝총리, 3.14일)

물가상승률

부동산관련 지표

주 :: 1)중국국가통계국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자료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o 그러나 재정정책 면에서는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
에 머물고 있으며 재정적자 비율도 높지 않은 수준으로 대응여력이
충분
2007

◾GDP대비 재정수지(%)
◾GDP대비 국가부채비율(%)

0.9
19.6

△

2008
0.4

17.0

△

2009
3.1

17.7

△

2010
2.3

33.8

△

e

2011

1.6

26.9

자료 : IMF

2. 인 도
 ( 동향 ) 2011년중 인도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GDP성장률이 1/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
o 수출(2010년 33.3 → 2011년 39.5%) 증가세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었
으나 높은 물가오름세가 지속(12.1 → 8.9%)되면서 내구재 등 소비 증가
세(8.7 → 5.9%)가 크게 둔화
* 대신흥국 수출비중(2010년 53.7%, IMF)과 1차산품 수출비중(2010년 36.1%, WTO)
이 높아 유럽 재정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

o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산업생산(2011.12월 2.5 → 12.1월 6.8%)이 비내구재
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지난해 3/4분기 이후 둔화되었던 수출 증
가세도 확대(6.7 → 10.1%)되는 등 점차 개선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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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성장률 및 산업생산 증가율

수출 증가율 및 루피화 환율

자료 : 인도 중앙통계청, 인도 기획처

자료 : Reuters, 인도 상공부

 ( 정책여건 ) 지난해 12월 이후 물가 오름세가 낮아지면서 인도 중앙은
행은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지급준비율을 2회(1.28일 및 3.9일)에 걸쳐
1.25%p 인하(6.0 → 5.5 → 4.75%)하였고 앞으로도 완화기조를 유지할 계획*
* 인도 중앙은행은 3.15일 “Mid-Quarter Monetary Policy Review: March 2012”를
통해 향후 정책금리를 낮추는 등 완화기조로 정책을 운영할 것임을 시사

o 정책금리가 2010.3월 이후 2011.10월까지 고물가에 대응하여 3.75%p
인상(13차례, 4.75% → 8.5%)된 점에 비추어 향후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
― 다만 국제유가 향방의 불확실성으로 정책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은
다소 유동적
o 재정 면에서의 경기부양은 과도한 재정적자와 높은 국가부채비율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인도 중앙은행도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 민간투자의 구축효과 방
지 등을 위해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
소비자물가 증가율 및 정책금리

GDP대비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비율
재정수지 비율
년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7
2008

e

자료 : 인도 중앙은행, 인도 노동부

자료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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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0
7.0
9.1
8.4
7.7

(GDP대비, %)
국가부채 비율

72.7
73.1
69.4
64.1
62.4

3. 브라질
 ( 동향 ) 브라질 경제는 2010년중 7.5%의 높은 성장률(24년만의 최고 성장
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2.7%의 낮은 수준을 시현
o 가계소비가 고용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고속철 공사, 월드컵(2014년) 대비 인프라 구축 등으로 호조를 보이던
고정투자가 크게 둔화(2010년 21.3 → 2011년 4.7%)된 데 기인
* 2011년 실업률은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인 6.0%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는
4%대로 하락

o 금년 1월에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3.4% 감소하였고 수출 증가율도
유로지역 부진 등으로 2011년 1∼11월중 20∼40%대에서 전년 12월
이후 5∼7%대로 급락
GDP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수출 및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자료 : CEIC

 ( 정책여건 ) 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등에 따라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고 헤알화 절하 유도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
o 통화정책 면에서는 2011.7월 이후 기준금리를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2.75%p 인하(12.5 → 9.75%)하였으며 앞으로도 완화기조*를 유지할 전망
*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요인인 헤알화 절상에 대응하는 취지도 반영

― CPI상승률이 연평균 물가목표범위(4.5±2%)의 상한을 웃돌다가 금년
1~2월*에는 목표범위 이내로 진입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
되는 모습
* 금년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1%로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평균 상
승률 5.2%를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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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알화 환율 및 기준금리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o 재정정책 면에서는 지난 2월 당초예산 대비 세출 예산을 세입 예산보
다 더 크게 감축한 수정 예산안을 공표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따
라 운영의 폭이 제한적
o 한편 외자유입*에 따른 헤알화의 급격한 절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
본유입 규제조치를 강화
* 고금리로 인해 외자가 국내 채권시장에 대규모 유입되고 있는데, 금년 3월
Dilma Rousseff 대통령은 이를 선진국 저가 통화의 ‘쓰나미’라고 호칭

― 기업들의 달러화 차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해외차입금의 세율을 꾸
준히 인상해 온 데 이어 과세대상 범위도 확대
브라질의 금융거래세 시행 추이

2009.10월 2010.10월 2011.4월 2012.3.1일 2012.3.12일
세율
2%
4%
6%
6%
6%
과세대상 만기 1년 이하 만기 1년 이하 만기 2년 이하 만기 3년 이하 만기 5년 이하
경상수지 및 GDP대비 비율

GDP대비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비율
대비 비율,

(GDP

%)

재정수지 비율 국가부채 비율
년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7
2008

e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자료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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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7
1.4
3.1
2.9
2.5

65.2
63.6
68.1
66.8
65.0

4. 러시아
 ( 동향 ) 2011년중 러시아 경제는 농업생산 증가, 내수확대, 고유가 등
에 힘입어 4%대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
o 농업생산*(2010년 △11.3 → 2011년 22.1%)이 큰 폭으로 늘고 소매판매(6.3
→ 7.2%) 및 고정투자(6.0 → 8.3%)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데다 수출
**
(33.8 → 32.9%)도 고유가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 유지
* 농업생산은 2010년중 기상이변으로 크게 감소
** 원유관련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64.4%를 차지(2010년 기준, UN)

o 금년 들어서도 산업생산 및 수출이 꾸준히 증가
2011.1/4

◾산업생산(전년동기대비,
◾수
출(
“

월

2/4

3/4

4/4

%)

5.9

4.8

5.1

3.3

2012.1~2
5.2

)

22.9

40.5

30.9

51.3

32.2

1)

주 : 1) 원유수출 제외, 1월 기준

GDP성장률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수출1) 증가율 및 우랄산 유가

주 : 1) 2012.1월은 원유수출 제외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o 다만 유로지역의 국가채무문제, 총선(2011.12월) 등에 따른 정치 불안*
등을 배경으로 민간부문의 자본유출은 급증
* 지난 12월 실시된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야당의 약진 및 여당의 입지 약
화 등으로 정국이 불안한 가운데 대통령선거(2012.3.4일 실시)를 앞두고 향후 정
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억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4 2/4 3/4 4/4
414 817 △1,337 △561 △336 △842 △201 △73 △190 △378
민간부문 순자본유입액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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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여건 ) 정부의 정책대응 여력은 일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o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해 12.23일 정책금리를 0.25%p 인하(8.25 →
*
8.0%)하였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 오름세가 완화 됨에 따라
향후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가 다소 있는 편
* 2011년 들어 9%대의 높은 오름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는 8월 이후 6∼8%대
로 낮아졌으며 금년 들어서는 4% 내외 수준으로 하락

― 다만 에너지가격 및 공공요금 인상이 금년 하반기로 이연되어
물가 오름세가 재차 확대될 소지
o 한편 지난해 재정수지는 고유가로 인한 세수 증대에 힘입어 3년만
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비석유 부문(non-oil balance)의 재정적자 비
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재정여력은 극히 제한적
* 러시아는 원유수출 수익으로 2004년부터 석유안정화기금(Stabilization Fund)
을 조성‧운영해 오다가 2008년부터는 예비기금(Reserve Fund)과 국민복지기
금(National Wealth Fund)으로 분리‧운영. 이중 예비기금이 유가급락시 재정
적자 보전에 충당되므로 재정상황 평가는 비석유 부문의 재정수지로 평가하
는 것이 적절(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정책금리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 : IMF

5. 기타 신흥국
 ( 동향 ) 지난해 ASEAN 등 기타 신흥국 경제는 선진국 경기부진, 동
일본 대지진 피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교란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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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의존도가 높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성장률이 IT 관
련 제품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
― 특히 태국은 2011년 10월중 발생한 대홍수의 영향으로 4/4분기
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9%)을 기록
o 다만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80.2%, 2010년 기준) 멕시코의 경우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
o 또한 인도네시아는 내수(2010년 5.7 → 2011년 6.0%)가 뒷받침된 데다
순수출의 큰 폭 증가*(8.7 → 14.4%)에 따라, 남아공은 소비(3.7 →
5.0%) 및 고정투자(△1.6 → 4.4%) 확대로 각각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
를 유지
* 인도네시아는 대유럽 수출비중(2010년 12.5%, IMF)이 낮고 연료‧광물자원 및
농산품 수출비중(2010년 62.2%, WTO)이 높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았음

ASEAN 주요국 GDP성장률

멕시코 및 남아공 GDP성장률

자료 : ASEAN 각국 중앙은행

자료 : 멕시코 및 남아공 중앙은행

 ( 정책여건 ) 금년 들어서도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 면에서
의 대응여력이 크지는 않지만 공공지출 확대 등 재정정책 면에서
경기둔화에 대응할 가능성
o 태국, 남아공, 멕시코 등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목표 상한선
수준에 근접하거나 상회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높아질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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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4월 예정된 연료보조금 삭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범위
(4.5±1%)의 상한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도이치뱅크)

― 다만 고유가의 영향이 거의 없었던 말레이시아*의 경우 물가가 비
교적 안정된 상황이며 필리핀은 금년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범위에 진입한 이후 2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0.50%p 인하
*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아세안 국가중 원유 순수출국(2010년 원
유 순수출액 : 39.6억달러)

o 남아공 등 일부 국가는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비율 등으로 재정여
력이 제한적이나 태국은 홍수피해 복구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등
으로, 말레이시아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대형 공공프로젝트* 등
으로 각각 경기둔화에 대응할 계획
* 철도 복선화, 석유･가스 터미널 건설, 수도권 인근지역 개발 등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기대비, %)
2012
물가목표 2011
범위 3/4 4/4 1월 2월
인도네시아 4.5±1 4.7 4.1 3.7 3.6
말레이시아 .. 3.4 3.2 2.7 ..
필리핀 4±1 4.4 4.7 4.0 2.7
태국 0.5~3 4.1 4.0 3.4 3.4
멕시코 3±1 3.4 3.5 4.1 3.9
남아공 3~6 5.4 6.1 6.3 ..
자료 : 각국 중앙은행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자료 : IMF

3.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 신흥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에는 유로지역 경제의 부진으로 인한 수출 애로, 높은 물가오름세에
대응한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세 둔화를 경험
o 다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남아공, 멕시코 등은 원유 등 원자재를 중
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내수도 뒷받침됨에 따라 비교적 양호
한 성장세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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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유로지역 경제 부진이 심화되거나 국제유가
가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일부 신흥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o 유로지역 경제의 부진 심화시 대유럽 수출비중이 높은 러시아(63.3%),
남아공(30.5%), 브라질(25.7%) 등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는 등 수출의존
도가 높은 대부분의 신흥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
o 국제유가 급등은 원유 수출비중이 높은 러시아(64.4%), 인도네시아
(29.6%)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중국 인도 태국 등 대다수 원유 순수
입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원유 순수입국
**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져 경기급락에 대응한 통화정책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음

주요 신흥국의 지역별 수출비중1)

원유 수출비중 및 순수출액1)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IMF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UN

□ 그러나 주요 신흥국 경제가 내수기반 확대로 대외의존도가 낮아진 데
다 비교적 양호한 정책여건을 구비하고 있어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o 대부분의 주요 신흥국들은 경기급락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면에서
대응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일부 국가는 재정 면에서 대응여력이 제한적이
지만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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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흥국의 정책여건1)

주 : 1) 재정적자비율은 2010년 기준, 물가목표가 없는 인도,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물
가목표 대용치로 사용
2) 재정적자 비율로 비원유 부문 재정적자 비율을 사용
3) 중국의 통화정책 여력 제한 : 임금인상 지속, 국제유가 불안,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
4) 인도네시아의 통화정책 여력 제한 : 4월중 예정된 연료보조금 삭감
5) 브라질은 높은 국가채무비율로 재정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반
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를 공식화
6) 말레이시아 및 태국은 공공프로젝트, 홍수피해 복구 등으로 재정
지출 확대 예정

자료 : IMF, 각국 중앙은행

o [ 중국 ] 유로지역 경제의 부진과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내수주도 성장전략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안정속의 성장추구(稳中求进)라는 점을 감안
하면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
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
*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 수년간의 8%에서 7.5%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8%대 성장은 가능할 전망

o [ 인도 ] 통화정책 완화기조 등에 힘입어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지난해
*
(6.9%)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
* 소비자물가가 식료품가격 안정에 힘입어 지난해(8.9%)보다 1~2%p 낮아질 전망이
나 국제유가 불안, 루피화 절하 등의 상방리스크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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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브라질 ]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헤알화 절하 유도 등을 배경으
로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출이 개선되면서 지난해(2.7%)보다 성장
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
o [ 러시아 ] 국제유가 향방에 크게 의존하겠으나 유로지역의 경기부진에
따른 대외수요 둔화 등으로 지난해(4.3%)보다는 낮은 3%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o 아세안, 남아공, 멕시코 등 기타 신흥국은 선진국의 수요 위축 등으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겠지만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정책대응으
로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
― 특히 태국은 수해복구 투자 등에 힘입어 2/4분기 이후 생산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지난해 성장률(0.1%)을 크게 상회할 전망
― 인도네시아는 피치(2011.12월) 및 무디스(2012.1월)가 국가신용등급을 투
기적 등급에서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외자 유입에
의한 투자 확대도 가능
2012년 주요 신흥국 경제의 개선･불안 요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아세안
◾멕시코
◾남아공

-

개선 요인

내수주도 성장전략으로의 전환
SOC 및 신흥전략산업 투자 확대
통화정책 완화기조
통화정책 완화기조
법정최저임금 인상(14%) 합의
WTO 가입(2012.6.14. 발효 예정)
국제유가 상승
공공프로젝트(말레이시아), 홍수
피해 복구(태국), 높은 천연자원
수출비중(인도네시아)
- 미국경기 회복세
- 높은 1차산품 수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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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요인

유로지역 경제 부진
신흥국 성장세 둔화
국제유가 상승
높은 재정적자 비율
헤알화 절상 압력
유로지역 경제 부진

- 높은 수출의존도
- 물가상승 압력 잠재
- 페소화 절상 가능성
- 높은 재정적자 비율
- 유로지역 경제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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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흥국 경제의 최근 동향 및 2013년 전망*
이병희
김명현

신흥경제팀 차장
과장

◆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BRICs* 및 아세안 5개국 등 주요 신흥국
경제의 최근 동향 및 여건 등을 점검하고 금년 경제상황을 전망
* 중국 제외. <중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1호(2012.12.29
일)에 게재된 “중국경제의 주요 이슈 점검 및 2013년 전망”을 참조>

◆ 2012년 브라질, 인도 및 러시아는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대체로 부
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ASEAN 5개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
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금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회복, 대규
모 경기부양책, 경제구조개혁 등에 힘입어 주요 신흥국 경제가 지난해
보다는 대체로 개선될 전망
o [브라질]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행한 경기부양책과 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성장률이 상당폭 높아질 전망
o [러시아] 원유, 천연가스 등의 수출이 늘어나겠으나 대외여건의 불확실
성, 정책여력의 제약 등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률에 그칠 전망
o [인도] 경제구조개혁 추진 등을 배경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확
대되고 국내투자도 회복됨에 따라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o [ASEAN5]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플레 압력 우려가 있으나 내수부
문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금년중 글로벌 경제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주
요 신흥국의 정책당국은 대외여건 변동에 따른 외부충격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o 수출대상국의 다변화, 신흥국간 교역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내수시장을
육성하여 경제구조를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
o 선진국의 금융완화에 따른 통화가치의 절상,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
대, 임금인상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의 가중 등 부정적 파급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
o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원자재가격의 예측력 제고,
원자재 생산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3호(2013.1.17), 국제경제리뷰 제2013-1호(20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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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가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신흥
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회복을 견인
o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을 포함한 BRICs(신흥국 GDP의 53%를 점
유, 2011년 기준) 등의 신흥국이 세계 GDP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신흥국의 중요성이 부각
* 세계 GDP중 신흥국 비중 : 2000년 20.3% → 2005년 23.9% → 2011년 36.4%
세계 수출중 신흥국 비중 : 2000년 25.4% → 2005년 32.9% → 2011년 41.0%

세계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1)

GDP성장률 및 세계GDP 비중

자료 : IMF, UN

자료 : UN

□ 그러나 2012년 들어 주요 신흥국에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물가상승압력
이 높아지는 등 선진국의 경기부진, 금융완화기조 지속 등이 신흥국으
로 파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신흥국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뒷
받침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점증
o 미국의 재정건전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장기화
등이 선진국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 경제도 부진할
경우 세계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이루어질 가능성
o 신흥국의 GDP가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신흥국
성장률의 1%p 하락은 직접적으로 세계 성장률을 0.4%p 하락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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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상승률1)

GDP성장률

자료 : IMF, 각국 중앙은행

주 : 1) 인도는 WPI 기준
자료 : IMF, 각국 중앙은행

⇒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BRICs* 및 아세안 5개국 등 주요 신흥국 경
제의 최근 동향 및 여건 등을 점검하고 이들 국가의 금년 경제상황을 전망
* 중국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1호(2012.12.29일)에 게재된
“중국경제의 주요 이슈 점검 및 2013년 전망”을 참조>

2. 주요 신흥국 경제의 동향 및 전망
1. 브라질
 (동향) 2012년 들어 고정투자가 기업의 투자심리 악화를 반영해 감소로
돌아서고 이는 수출부진과 함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GDP성장률이 1/4분기 0.8%에서 2/4분기 0.5%로 하락하였다가 3/4
분기에는 0.9%로 소폭 반등하는 등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부진
o 수출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중국 및 유럽의 수입수요(전체 수출의 21%
및 17%, 2011년 기준)가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확대
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수출 및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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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1년 8월까지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차효과, 대외여건의 불확
실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고정투자가 2012년 들어
감소로 전환
― 4/4분기 이후에도 투자심리는 개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o 민간소비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예비적 저축유인 강
화, 성장세 둔화로 인한 고용둔화, 금융기관의 소비자금융 억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2∼3%대의 수준을 기록
경기선행지표 및 기업인신뢰지수 고정투자 및 자본재생산

자료 : OECD, Bloomberg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민간소비 및 취업자수

자료 : CEIC

 (여건) 브라질은 수출의 원자재 비중이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에 취약한
수출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 고비용 생산구조, 계층간 소득격차 등의 문
제점이 내재
o 1차산품 수출비중*이 64%에 달해 글로벌 경기둔화로 1차산품의 수출
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수출대상국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과
성장세가 둔화되는 중국의 비중이 높아 이들 지역의 수입수요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수출구조(2011년 기준, WTO) : 농산물 33.8%, 연료 및 광물 30.4%, 공산품 32.8%, 기타

수출대상국 비중(2011년)

자료 : WTO

지역별 수출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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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차산품 및 공산품 수출

자료 : CEIC

o 신흥국중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 고임금, 열악한 인프라 등도
생산비용 증가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소위 “Brazil Cost”)
시키면서 투자부진 요인으로 작용
세율의 국제비교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자료 : World Bank

자료 : CEIC

o 가계부문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데다 소득수준 대비 주택가격 수준도
중남미 국가중 높은 수준
지니계수1)

주택가격(아파트)1)

주 : 1) 최근연도 기준
자료 : UN

주 : 1) 최근연도 기준
자료 : Global Poperty Guide

 (전망) 향후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더불어 그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한 경기부양책*의 효과 및 2011.8월 이후의 10차례에 걸친 금리인
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은 전년보다 상당폭 높아질
전망(2012년 1.5% → 2013년 4.0%, IMF)
* 15개 산업에 대한 감세(650억헤알, 2012.4월), 자동차 관련 세금 및 소비자 대출금리
인하(27억헤알, 2012.5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관련 기반시설 확충
(2014년까지 3.25억달러, 2012.8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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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2년 들어 재정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재정정책 면에서의 대응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통화정책 면에서도 물가 오름
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목표범위(4.5±2%) 내에 있어 정책여력
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12년 정부부채비율(64.1%)이 2011년보다 하락하고 재정적자비율(2.1%)도 재정
건전성 기준치(3.0%)는 물론 2011년(2.6%)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IMF)

―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 오름세가 물가목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
라고 판단하면서 역대 최저치인 현행 정책금리(7.25%)를 상당기간
유지할 방침임을 표명(2012.11.28일)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자료 : IMF WEO

정책금리와 환율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CEIC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o 브라질 정부는 2012.8월에 대규모의 교통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이
어 12월에도 대형 항만인프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투자확대를 도모*
* 2012.8월 향후 5년간 795억헤알 투자규모의 교통인프라 정비계획을 발표한 후에도
투자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2012.12월에는 2014년부터 4년간 542억헤알을 투자하여
20개항을 개･보수하기로 결정

― 이미 2011.8월 수립한 신산업정책인 ｢브라질 확대계획｣(Plano Brasil
Mainor)도 경기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브라질 확대계획(Plano Brasil Mainor)
2011.8월 발표
국내산업 ▪4개 업종(신발, 피복, 가구, 소프트
육 성
웨어)의 사회보험료율 인하
▪백색가전 및 건축자재 등 일부 업
종의 공업제품세(IPI) 세율 인하
▪수입차 IPI세율 인상(2012년말까지)
무 역
▪수출용 공업제품 세제우대
▪국립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에 의
투자지원
한 투자지원계획 연장(2012년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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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월 추가발표
▪사회보험료율 인하대상 업종 확대
(15개 업종) 및 부과율 추가 인하
▪IPI 세율 인하 적용제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수입차 IPI세율 인상의 적용기한 연장
(2017년말), 대멕시코 자동차수입 규제
▪BNDES에 위한 투자지원계획 연장
(2013년말), 대출조건 완화

2. 러시아
 (동향) 2012년 들어 러시아 경제는 내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함에도 불구
하고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대EU 수출이 빠르게 둔화됨에 따
라 GDP성장률이 1/4분기 4.9%에서 3/4분기 2.9%로 낮아지는 등 성장세
가 크게 약화(월별 GDP성장률 추정치(전년동월대비)도 계속 하락하여 10월
1.8%, 11월에는 1.6%를 기록)

o 수출이 유럽*의 수입수요 위축, 유가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의 수출**
감소 등으로 계속 둔화되어 3/4분기에는 11.6%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던 고정투자도 점차 둔화(1/4분기
15.0% → 2/4분기 7.9% → 3/4분기 7.1%)
* 러시아의 수출의존도(수출/GDP) : 2011년 기준 28%, 대EU 수출비중 : 48.4%
** 원유, 가스 및 석유제품의 수출 증가율(2012년, 전년동기대비) :
1/4분기 23.0% → 2/4분기 0.3% → 3/4분기 △2.2% → 10월 △2.3%

o 민간소비는 6∼7%대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들
어 농작물의 수확 감소, 대선(2012.3월) 이후 공공요금의 인상 단행(7월)
등으로 소비여건이 점차 악화되는 모습(소매판매 증가율 : 상반기 7.3% →
3/4분기 4.8% → 10∼11월 4.2%)
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월별 GDP성장률

자료 : 러시아통계청, CEIC 자료 : 러시아경제개발부

수출증가율 및 유가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CEIC

o 산업생산 증가율은 2월중 전년동월대비 6.5%를 기록한 뒤 글로벌 수
입수요 위축, 내수둔화 등으로 빠르게 하락하여 8월 이후에는 2% 내
외의 낮은 수준을 기록
― 업종별로는 제조업 생산이 3∼5%대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원유, 천
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한 광업생산은 보합세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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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및 고정투자 증가율

자료 : CEIC

업종별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 : CEIC

 (여건) 러시아는 지역별로는 대EU 수출비중이, 품목별로는 자원･에너지
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 데다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여타 신흥
국에 비해 좋지 않으며 금융부문의 유럽계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음
o 자원 및 에너지 등 1차산품의 수출비중*이 78%에 달해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동이 수출 및 성장에 큰 폭으로 파급
* 수출구조(2011년 기준, WTO) : 농산물 5.7%, 연료 및 광물 71.8%, 공산품 19.3%, 기타 3.2%

수출대상국 비중(2011년)

자료 : WTO

대EU 수출증가율

자료 : CEIC

원유가격 및 무역수지

자료 : Bloomberg, CEIC

o 과도한 행정규제 등이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제약하면서 러시아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12년 기준으로 World Bank는 러시아의 기업경영환경을 185개국중
112위로 평가하였으며, 국가경쟁력도 세계경제포럼(WEF)은 144개국중
67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59개국중 48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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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기업경영환경 및 국가경쟁력 비교(2012년)

러시아
순위 점수
기업경영환경 [WB] 112 ..
국가 경쟁력 [WEF] 67 4.2
(제도 규제) 133 2.8
국가 경쟁력 [IMD] 48 55.2

브라질
순위 점수
130 ..
48 4.4
51 4.7
46 56.5

중국
순위 점수
91 ..
29 4.8
47 4.9
23 75.8

인도
순위 점수
132 ..
59 4.3
61 4.4
35 63.6

태국
순위 점수
18 ..
38 4.5
103 3.7
30 69.0

자료 : World Bank, World Economic Foru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o 은행권의 대외차입에서 유럽계 자금비중*이 80%를 차지하는 등 금융
부문의 유럽 의존도가 매우 높아 유럽계 금융기관의 자금난이 심화될
경우 금융불안을 초래할 가능성
* 러시아 은행부문의 국가별 대외채무 비중(%, 2011년말) : EU 79.7(영국 30.1, 독
일 11.3, 프랑스 9.7, 오스트리아 6.1 등), APEC 6.3, CIS 3.3, 기타 10.7

 (전망) 2013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
가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수출 확대로 이어지겠지만 대외여건
의 불확실성 지속, 재정 및 통화정책 면에서의 제한적인 여력 등으로
GDP성장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3%대 후반에 그칠 전망(2012년 3.7% →
2013년 3.8%, IMF)

o 2011년 이후 재정수지가 소폭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출을 통한 재정수입을 제외하면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향후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예산준칙(Budget Rule)을 적용할
계획으로 있어 경기부양을 위한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러시아 정부는 향후 GDP성장률, 유가 등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를 전제로 정
부부채 비율이 2013∼15년중 13%대로 2012년의 11.8%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2012.12.28일)

― 2012년중 재정수지가 0.5%의 소폭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IMF)되
고는 있으나 이는 원유 및 가스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으로 재정적자
를 보전한 결과**로서 국방, 치안, 사회보장, 공무원 급여 등의 분야
에서 재정지출 증대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정부 재정수입중 원유 및 가스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 비중 : 약 50%(2011년 기준)
** 원유 및 가스 수출 관련 수입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GDP대비 10%의 대폭 적
자를 기록

o 통화정책 면에서도 2012년 하반기의 인플레이션율이 목표범위(5∼6%,
전년동월대비, 12월 기준)의 상한을 넘어선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작은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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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은행은 2010년 이후 3년 시계(視界)로 중기물가안정목표(2013년 4.5～
5.5% 및 2014년 4～5%임)를 설정하고 있으며, 2012.9월에는 인플레 완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0.25%p 인상(8.0% → 8.25%)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자료 : IMF

정책금리와 환율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CEIC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CEIC

o 다만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이어짐에 따라 투자
의 불확실성이 낮아진 가운데 WTO 가입(2012.8월)으로 수입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이 기대되는 점은 경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푸틴 대통령의 주요 경제공약
주요 내용
▪10년 이내 노동생산성 2배로 확대, 20년 이내 일자리 2,500만개 창출
산업 현대화
▪전력, 산업, 농업, 통신 등 산업 육성
▪기술혁신과 첨단기술 도입
혁 신
▪과학 분야 지출 증대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도로 확충, 수도 및 전력 공급망 개선
농촌 개혁
▪선진형 농산품 직거래 판매시스템 구축
▪대형 경제중심지 개발을 통한 토지 개발
인프라 개발
▪지방도시 및 농촌의 도로 보수 및 건설

3. 인도
 (동향) 2012년 들어 수출이 대외여건의 악화로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고
정투자가 위축되고 민간소비도 높은 물가 오름세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
됨에 따라 GDP성장률이 전년(6.5%)보다는 낮은 5%대 초반 수준을 기록
o 산업생산이 선진국의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
및 인프라 미비 등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 등
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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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들어 산업생산 증가율(8.3%)이 일시적으로 큰 폭 높아진 것은
전통 힌두교 축제(11.13~17일)를 앞둔 소비 증대에 대한 기대를 바탕
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생산이 일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11
월에는 －0.1%를 기록하여 감소 전환
o 수출은 농축수산물, 철광석 및 철강제품, 신발 및 섬유의복 등의 경공업
제품, 수송장비 등 대다수 품목이 부진하여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
(1/4분기 ＋2.7% → 2/4분기 －4.4% → 3/4분기 －11.9% → 10월 －2.9%)
GDP 및 수출

자료 : 인도중앙은행

민간소비 및 고정투자

자료 : 인도중앙은행, CEIC

제조업 PMI 및 산업생산

자료 : HSBC, CEIC

o 도매물가는 유가 및 채소류 가격의 안정 등에 힘입어 오름세가 전년
보다 둔화되었지만 상승률이 7%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
― 특히 환율절하 지속과 9월 중순 실시한 디젤가격 인상, 연료보조금
삭감 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현재화될 가능성
유가1) 및 채소류WPI상승률

WPI상승률 및 루피화 환율

자료 : 인도중앙은행

주 : 1) Dubai, Brent 평균
자료 : 인도중앙은행,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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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 수출 비중(공산품 62%)이 가장 높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며
안정적 성장기반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도 미진
o 수출 품목별로는 공산품 비중이 높으나*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
로 취약한 데다 원유･연료, 진주･보석 등의 수입**이 많아 무역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지속
* 수출구조(2011년 기준, WTO) : 농산물 11.3%, 연료 및 광물 23.7%, 공산품 61.7%, 기타 3.3%
** 인도는 원유･연료 수출비중이 총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이 더 많은
원유･연료 순수입국(734억달러, 2011년 기준)으로 무역적자(1,186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원유･연료 수입에 기인

수출대상국 비중(2011년)

자료 : WTO

교역구조(2011년)

자료 : CEIC

수출입 및 무역수지

자료 : 인도통계청, CEIC

o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
될 필요성이 높지만 취약한 기반시설, 인도 특유의 관료주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낮아 자본유입이 여타 신흥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
― 전체 에너지 소비의 53%, 전력생산의 64%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석탄 확보가 쉽지 않고* 비효율적인 송배전 시스템** 등으로
전력부족률이 10%를 상회하는 등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도 원활한
산업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인도는 중국, 미국, 호주 다음으로 세계 4위의 석탄 생산국이나 석탄 자급
률은 약 86%(2009년 기준)로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며, 국내에서는 환경
오염 문제, 주정부의 광산권과 관련된 채광허가 지연 등으로 증산에 차질
** 평균 송배전 손실률은 약 32%로 세계 평균 손실률인 1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짐

― 총저축률이 국내총투자율을 하회하는 가운데 국내투자에 필요한 외
국인 투자자금도 충분히 유입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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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투자갭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자료 : IMF WEO

자료 : 인도중앙은행, CEIC

 (전망) 금년중 인도경제는 경제구조개혁 추진 등을 배경으로 외국인직
접투자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내투자도 회복됨에 따라 GDP성장률이
전년(4.9%로 추정)보다 높은 6%를 나타낼 전망(IMF)
o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비율, 큰 폭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재정 면에서의 경기부양이 어려우나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
소 완화되고 있어 인도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
할 계획(Mid-Quarter Monetary Policy Review, 2012.12.18일)
― 인도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 민간투자의 구축효과 방지
등을 위해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
며, 정부도 재정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2016년까지 재정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축소할 계획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비율1)

물가 및 정책금리

주 : 1) 2012년은 추정치
자료 : IMF

자료 : 인도중앙은행, CEIC

o 향후 외자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등의 기초여건(fundamental) 개
선 등을 포함한 경제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에는 성장세가 예
상보다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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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구조개혁의 주요내용
일 자
내 용
승인 현황
9.13 연료 보조금 삭감
실시중
⦁디젤 소매가격 5루피 인상
⦁보조금 지원 LP가스 가구당 상한 설정
9.14 외국인투자규제 완화
실시중
⦁소매업의 외자출자상한 확대(종합브랜드 51%, 단일브랜드 100%)
⦁민간항공산업(49%), 방송사업(74%) 등의 외자출자상한 확대
9.14 국영기업의 주식 매각
승인완료
⦁Oil
India(주식
10%),
Hindustan
Copper(9.59%),
NALCO(12.15%) 등
9.21 원천세 인하
실시중
⦁기업의 대외차입이자에 대한 원천과세율을 5%(기존 20%)로 인하
2012년 7.1일부터 소급적용(3년간 유효)
10.4 외자규제 완화(보험 및 연금부문)
국회승인 대기
⦁보험부문의 외자출자비율을 49%(현행26%)로 인상
⦁연금기금 대외개방(출자한도 26%)
10.5 회사법, 선물규제, 독점금지법 등 경제관련법 정비
국회승인 대기
10.29 5개년 재정개혁 로드맵을 발표
내각승인 완료
⦁2016년까지 재정적자를 GDP대비 3%로 축소
⦁보조금지출 등을 억제하고 인프라투자 확대
⦁물품서비스세(GST) 도입 및 국영기업 주식 매각

4. ASEAN 5개국
 (동향) 2012년 들어 ASEAN 5개 신흥국은 태국과 베트남의 성장세가 다
소 둔화되었으나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자 유입이
크게 늘어난 데다 내수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유지함에 따라 여타
신흥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기록
o [ 인도네시아 ] 세계 4위의 인구규모를 기반으로 내수기반이 계속 확충
되는 가운데 해외파견 근로자의 본국송금 증가에 따른 가계소득의 확
대로 민간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국내외 자본에 의한 고정투자도 견
실히 늘어나 6%대 초반의 성장세를 지속
― ASEAN 5개국 중에서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이외에도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이 감소하고 일부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을 규제(2012.5월)하였기
때문
* 수출증가율 : 2011년 28.9%→2012.상반기 △1.7% → 3/4분기 △14.1% → 10～11월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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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태국 ] 2011.4/4분기중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자동차, 컴퓨터 등의 생
산시설이 피해를 입으면서 성장률이 급락하였으나 이후 기준금리 인
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운용에 힘입어 수해복구 관련투자가 빠르
게 늘어나면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GDP성장률 : 2011.4/4분기 －8.9% →
2012.1/4분기 0.4% → 2/4분기 4.4% → 3/4분기 3.0%)

o [ 말레이시아 ] 민간소비가 저소득층 지원, 공무원 임금 인상 등에 따
른 가처분소득 증가, 양호한 고용사정, 물가안정 등을 배경으로 호조
를 보인 데다 고정투자도 ｢경제구조개혁계획｣(ETP)의 순조로운 추진
등으로 큰 폭 증가하여 5%대 초중반의 성장세를 유지
o [ 필리핀 ] 민간소비가 해외파견 근로자의 본국송금 증가, 물가안정 등
으로 견실하게 늘어나고 연중 4차례의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심
리 개선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고정투자도 높은 신장세를 보이
면서 6～7%대의 성장세를 기록
o [ 베트남 ] 여타 아세안 국가와는 달리 높은 물가수준과 재정･금융의
긴축 등으로 고정투자 및 민간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GDP성장률이
1999년(4.8%) 이후 13년만에 가장 낮은 5% 내외 수준을 기록
― 수출 신장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부진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여 무역수지가 1992년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소폭 흑자를 시현
수출의존도1)

GDP성장률

자료 : 각국 중앙은행

주 : 1) 수출/GDP 자료 : UN

 (여건) ASEAN 5개국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인
플레 위험도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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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orld Economic Forum의 운수･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평가
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및 태국의 인프라 사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의 경우 전체 신흥국의 평균 수준을 하회
인프라 현황(2011년)

주 : 1) 7점 만점의 전문가 평가 2) 인프라 수준이 양호한 말레이시아, 태국 제외
3) 인프라 수준이 저조한 아프리카 신흥국 제외 4) 100명당 전화가입자 수
자료 : WEF, UNDP

o 금년 대부분의 ASEAN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상당폭 인상되고 말레이
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
* ASEAN 국가의 2013년 최저임금 인상률(BOA Merrill Lynch)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44%, 베트남 25∼30%(민간) ･ 10%(공공), 태국 35%, 필리핀 30%e

― 특히 인도네시아는 보조금 지급대상인 연료의 가격인상*이 불가피
(ADB, 2012.12월)하며, 말레이시아도 4월 총선 이후 연료보조금 개선
및 소비세율 인상, 필리핀은 연료소비세 인상 등 각국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
* 연료가격이 33% 인상(2005년 및 2008년 인상 수준)되면 근원인플레이션이 2∼
3%p 높아지고 현재 4%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BOA, 2012.12월)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외국인자금의 유
입이 늘어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더욱 높아질 소지*
* 미 연준의 1차 및 2차 양적완화(QE1, QE2)시 ASEAN 5개국으로의 포트폴리오
투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1차 양적완화(QE1)시 이들 국가의 평균 물
가상승률은 0.3%에서 4.2%로, 2차 양적완화(QE2)시에는 5.2%에서 7.8%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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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5개국으로의 자본유입

자료 : CEIC

ASEAN 5개국 물가상승률 및 GDP성장률

자료 : CEIC

 (전망) 금년 ASEAN 5개국의 GDP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높아질 전망
o [ 인도네시아 ] 양호한 노동수급 및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 등으로 민
간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투자도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노력 등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6%대 초반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지난해 연초 이래 지속되고 있는 루피화 절하, 금년 1월로 예
정된 전기가격 인상(15%),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은 중앙은행이 설정한 물가목표의 상한(5.5%)을 넘어설 가능성
o [ 태국 ]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 등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기반시설
투자계획｣(2012～20년)에 따른 치수관련 투자 및 대형 인프라투자(지하
철, 고속철도 등)의 실시 등 공공투자 확대, 생산시설 복구를 통한 수
출 증대 등으로 성장세가 5%대로 높아질 전망
o [ 말레이시아 ] 양호한 고용환경,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으로 민간소비가 호전되고 투자도 공공･인프라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 4%대 후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일정 과세소득 이하인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1%), 저소득층에 대한 정액
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소득 미만 독신자에 대한 정액 지원금 지급, 일정 소득
미만 청년층의 스마트폰 구입비 보조 등

― 다만 총선에서 다수당이 2/3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투자프로젝트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잠재
o [ 필리핀 ] 페소화 절상이 지난해 연초 이래 지속(연중 6.3%)되고 있으
나 해외 취업자의 꾸준한 국내송금 증가, 인프라 정비프로젝트의 본
격화 등에 힘입어 5% 정도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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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베트남 ] 법인세 감세, 지대 감면, 대출금리 인하 등의 기업지원책을
배경으로 투자가 회복되면서 5%대 중반(목표 성장률 5.5)의 성장이 가
능할 전망
― 인플레 억제와 경기부양 간에 정책적 균형이 필요한 상황인 데다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리스크로 잠재
* 2007년 WTO 가입을 계기로 은행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자본 유입 등으로
대출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되고 글로벌 금
융위기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부실채권이 급속히 증가(2012.9월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8∼9%)하였으며, 국회는 은행의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120∼140억달러(GDP의 10%)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

ASEAN 5개국의 GDP성장률 전망1)

2012
IMF ADB IB2)평균
인도네시아 6.0 6.3 6.1
태 국 5.6 5.2 5.6
말레이시아 4.4 4.6 5.0
필 리 핀 4.8 5.5 6.0
베 트 남 5.1 5.1 4.9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전년대비, %)

2013
IMF ADB IB2)평균
6.3 6.6 5.8
6.0 5.0 4.2
4.7 4.8 4.9
4.8 5.0 5.4
5.9 5.7 5.2

주 : 1) 전망시점은 IMF 및 ADB는 2012.10월,
IB는 2012.12월 기준
2) Deutsche Bank, Goldman Sachs, J.P. Morgan,
Morgan Stanley, Barclays 등 5개사 평균

자료 : IMF

3. 종합평가
□ 2012년에는 BRICs중 브라질, 인도 및 러시아는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
화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ASEAN 5개국은 내
수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o 금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회복,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실시, 경
제구조개혁 추진 등을 배경으로 주요 신흥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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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유럽의 재정위기 수속을 둘러싼 불확실성 지속, 미국에서의 불가
피한 재정긴축이 경기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중국 성장세의 소폭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글로벌 경제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
운 만큼, 주요 신흥국의 정책당국은 교역여건 변동에 따른 외부충격을
완화하는 데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o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다소 낮아지고는 있으나 미국, EU 등 일부
선진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신흥국간 교역을 활성화
o 아울러 경제구조를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내수기
반을 확충함으로써 대외충격에 의한 영향력을 완화
―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되고 재정여력이 있는 신흥국들을 중심으
로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계
소득 증대,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비기반을 확충
― 아울러 시장기능의 강화,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신흥국 수출비중

자료 : IMF DOT

신흥국 소비 및 투자 비중1)

주 : 1) 명목GDP 기준
자료 : UN

소비 및 투자 비중1)

주 : 1) 명목GDP 기준
자료 : Global Insight

□ 금년에도 주요 선진국에서 금융완화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
o 양적완화 등 선진국의 금융완화기조에 적극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 통화가치의 절상,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임금
인상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의 가중 등으로 금융 및 실물경제의 불
안정성이 높아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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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13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의 금융완화는
단기적으로는 신흥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물
가상승 및 성장둔화를 초래하는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김명현, 2012.10월)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1)

주요 신흥국의 유럽은행 차입금 비중1)

주 : 1) 주요 13개 신흥국 기준
자료 : IMF IFS, CEIC

주 : 1) 2012.3월말 기준
자료 : BIS

o 또한 주요 선진국의 금융완화로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이 국제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원
자재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특히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서는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원자재가격의 예측력을 제고하는 한편 원자재 생산국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나가는 등 원자재가격
의 변동성 증대로 유발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 노력
원자재 의존도(2011년)

자료 : UN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성

주 : 1) 월별 국제원자재가격의 매 5년
간의 표준편차
자료 : IMF통계를 이용하여 자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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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흥국의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
김민수 신흥경제팀 과 장
강유진 신흥경제팀 조사역
◆ 금년 들어 주요 신흥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BRICs 3개국(중국 제외)은
대외여건 회복 미진 등으로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ASEAN5는 내수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
◆ 향후 주요 신흥국은 글로벌 경제의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
지만 그 속도는 각국의 경제 및 정책여건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
o 브라질은 내수부양책의 효과 가시화, 월드컵 및 올림픽 개최 관련 건
설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강화되는 반면 러시아는 원자재가격 하
락 및 EU지역의 성장부진 지속으로 정체 내지 둔화될 전망
o 인도는 루피화 평가절하 및 자본유출의 가능성 점증에도 불구하고 개
혁정책의 효과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다소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전망
o ASEAN5는 비교적 양호한 내수를 바탕으로 대외여건이 개선될 경우
전년에 이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지만, 베트남의 경우 경제의
취약성 등으로 제한적인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주요 신흥국들은 교역상대국의 수입수요 및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은 데다 외자의 유출입 변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예
상되는 전망경로에 선진국 및 중국의 경기회복을 둘러싼 불확실성, 국
제원자재가격의 하락, 국제금융의 변동성 확대 등이 하방 리스크요인
으로 잠재

1. 머리말
□ BRICs 3개국(중국 제외) 및 ASEAN5 신흥국들은 2000년대 들어 선진국보
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점차 상승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30호(2013.7.25), 국제경제리뷰 제2013-17호(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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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2년중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신흥국에서 고성장을 누려왔던 BRICs 3개국이 부진한 모습을 보
인 반면 ASEAN5는 내수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
세계 경제성장률

세계GDP 비중

자료 : IMF WEO(2013.4), UN, GI

자료 : IMF WEO(2013.4)

o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개선 미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논의 등
에 따른 자본유출 및 금융시장 불안,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자산가격
급락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신흥국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어
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선진국이 저성장기조 하에서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신흥국의 성
장세 둔화가 세계경제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바, 주요
신흥국 경제의 최근 동향 및 정책여건을 살펴보고 향후 경제상황을
전망

2. 부문별 경제상황
1. 브라질
 (동향) 2012년(0.9% 성장) 부진했던 브라질 경제는 금년 1/4분기 들어 소
비가 주춤하고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투자가 증가하면서
1.9% 성장
o 제조업 PMI는 9개월 연속 기준치인 50을 상회하였으나 산업생산은 정
부의 임시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정책의 시행 및 종료에 따라 증
감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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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및 제조업PMI

경제성장률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통계청

자료 : Bloomberg

o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전년에 높은 신장세(+8.6%)를 기록했던 소매판매는 주춤한 모습
o 상품수지가 유가하락 및 국내석유소비 증가로 인한 원유수출의 감소
로 인해 적자(6개월 누적)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도 악
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
소매판매 및 소비자신뢰지수

수출입 및 경상수지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o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가격 상승과 헤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
가 상승으로 6%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
o 5월까지 FDI가 순유입을 보이면서도 전년 대비로는 감소하였으며 미
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불안
감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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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식료품가격

자료 : CEIC

FDI유입액 및 헤알화 환율

자료 : CEIC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목표 상한(6.5%)을 벗
어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경기회복이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중앙은행은 4월
들어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한 데 이어 5월 및 7월에도 각각 0.5%p
인상(7.25% → 8.5%)
o 정부부채비율이 30%대 중반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2012년중 경기부양
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
o 정부는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응하여 2009년중 단기투기자금 유입과
헤알화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토빈세(채권투자 수익에 6%를 부과)
를 폐지(6.4일)
정책금리 및 장단기 국채금리

재정수지 및 순정부부채비율

자료 : CEIC, 브라질중앙은행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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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금년 브라질 경제는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의 완만한 회복세
를 보인 후 2014년에는 3%대 후반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o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건설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내수부양책의 효과도 가시화될 것으
로 예상
o 물가는 상승압력이 높아 목표범위(4.5±2%)의 상한인 6.5%에 달할 것으
로 보이며 물가오름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
o 대외여건의 개선 지연에도 불구하고 헤알화 약세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서는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수지는 전년에 이어 흑자를
기록할 전망

2. 러시아
 (동향) 2012년중 러시아 경제는 민간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EU의 경
기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도 저조하여 3.4% 성장하였으며 금년
1/4분기에는 1.6%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
o 최근 제조업 PMI가 기준치인 50을 소폭 상회하고 있으며 산업생산도
3~4월 증가한 후 5월에는 감소하는 등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
경제성장률

산업생산 및 제조업PMI

자료 : CEIC

자료 : Bloomberg, Markit

o 고용사정 개선과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소매판매 증가율은 비교적 양
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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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 및 실업률

수출입 및 경상수지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o 수출은 주요 품목인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2012년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입은 민간소비 호조로 증가하여 상
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년 들어 물가상승률이 목
표치(5∼6%)를 상회하는 7% 내외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로 8.25% 수준에서 정책금리를 동결
o 완화적 통화정책과 2012년도 식료품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의 영향으로 2013년 들어 CPI상승률은 지속적으로 7%를 상회하는 높
은 수준을 지속
o 2012년중 재정수지는 선거 및 푸틴 대통령의 공약 이행 등으로 지출
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원유 및 가스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기
초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정책금리

자료 : Bloomberg, CEIC

재정수지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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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금년에도 투자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민간소비가 성장을 지지
하는 가운데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2011년중 48.4%)을 차지하는 EU경제
가 하반기에는 미약하게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여 성장률은 2%대를
기록할 전망
o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운영이 여의치 않
아 산업 다각화 및 개혁을 통한 투자심리 회복 등이 경기회복에 관건
이 될 것으로 예상
o 글로벌 경기회복 미진, 국제석유가격의 하향 안정, 수출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하는 EU의 경기회복 난망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미국의 셰일가스‧석유생산의 영향) 러시아는 금속 및 에너지 등 1차산
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석유 생산으로
이들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 데다 EU에 대한 수출도 감소
o 금속 및 에너지 등의 1차 산품이 수출의 78% 및 재정수입의 52% 정
도를 차지하고 있는바, 2000년대 들어 이들 품목의 수출 확대를 바탕
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
o 그러나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증가하면서 중동 산유국의 대미 천연
가스 수출물량이 EU지역으로 유입됨에 따라 러시아의 대EU 천연가스
수출이 감소
―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국영천연가스회사(Gazprom)의 분사를 통해
천연가스 수송에 EU국가들을 참여시키고 가격을 인하하는 등 EU에
서의 입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및 신규광구 개발 등을 추진
수출품목 비중1)

주 : 1) 2011년 기준

미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량

자료 :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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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P

3. 인도
 (동향) 인도 경제는 2012년(5.2% 성장, 최근 5년내 최저)에 이어 금년 1/4분
기(4.8% 성장)에도 대외여건의 영향을 받아 수출이 부진하고 높은 인플
레이션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내수도 정체되는 가운데 재정건전화로
정부지출도 축소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지속
o 제조업생산이 석탄생산 감소에 더하여 수력발전용 저수 부족으로 인
한 전력생산 부족이 전기가격 인상과 제조업체 원가부담으로 작용하
면서 부진함에 따라 제조업 PMI가 계속 하락하여 2009.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6월, 50.3)을 기록
경제성장률

산업생산 및 제조업PMI

자료 : CEIC

자료 : Bloomberg, Markit

o 2012년 소프트웨어 및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수지의 흑자폭이 확대되
었으나 상품수지와 소득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
지 적자폭은 확대
― 수출은 루피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 부진으로 감소하였으며
공산품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금 수입이 증가하여 상품수
지의 적자폭이 확대
o 외자유치정책 발표(2012.9월) 이후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가 소폭 증가
하였으나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논의로 외자유출 우려가 높아지
면서 루피화 환율이 크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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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및 경상수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및 환율

자료: Bloomberg

자료: CEIC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인도중앙은행은 실물경기 부양을 위해 2013년
들어 세 차례(1,3,5월)에 걸쳐 정책금리(Repo rate)를 각각 0.25%p 인하하
였으며 외자유출과 환율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6월에는 동결
o 한편 7월에는 외자유출과 루피화 평가절하에 대응하여 다른 정책금리
인 시중은행간 금리와 긴급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2%p 인상(8.25% →
10.25%)

o 도매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주지표)은 유가를 비롯한 국제상품가격의 안
정과 내수부진으로 하락(3월 6.0% → 4월 4.9%→ 5월 4.7%)
o 정부는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까지 재정
적자를 축소(GDP대비 3% 이내)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재정건전화를 추진
― 경기가 침체된 2012년 재정건전화가 추진되면서 경기부진이 심화되
는 가운데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본재투자가 축소
도매물가 상승률 및 정책금리

자료 : Bloomberg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자료 : Bloomberg,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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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금년 인도경제는 개혁정책의 효과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글로
벌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할 경우 5%대 중반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
o 물가안정으로 통화정책의 여력은 있으나 Repo금리가 금년 들어 세 차
례 인하되었고 최근에는 루피화의 평가절하와 자본유출 위험에 대응
하여 시중은행간 금리와 긴급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향후
Repo 금리만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
o 재정정책의 경우 경기회복을 위한 인프라투자가 확대되겠지만, 2014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보조금 축소 등의 재정건전화정책 시행은 어려울
전망
o 한편 2012년 3월 기업의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1962년 이후 거래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포괄적 조세회피방지법안(GAAR)을 도입하였으나 이후
FDI 유입액이 급감함에 따라 정부는 시행을 3년간 연기
― GAAR의 번복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으며 향후
과세에 대한 거부감이 확대되면서 2012년 9월 외국인 투자규제 완
화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이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o 인도는 제반 개혁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환경이 여타 신
흥국에 비해 열악한 데다 행정의 투명성이 낮아 향후 경제회복을 위
해서는 개혁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필요

4. 인도네시아
 (동향) 2012년 인도네시아는 6.2%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3.1/4
분기에도 민간소비 및 고정투자 등 내수의 견조한 증가로 6.1% 성장
경제성장률

민간소비지출 및 총투자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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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생산은 견실한 내수를 기반으로 높은 신장세를 나타낸 반면 일부
광물자원에 대한 정부의 수출규제 등으로 수출은 부진
o 수출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만성적인 서비스수
지 및 소득수지 적자와 맞물려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
산업생산 및 수출

인도네시아 경상수지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 : Bank of Indonesia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화 가치 절하 및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2012년 6월(0.25%p) 및 7월(0.5%p) 정책금리를 인상
했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료보조금을 삭감
o 2012년 3∼4%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3년 들어 식료품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5%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정부의 유가인상
(6.22일)으로 물가상승압력도 증대
o 재정수지는 2012년중 GDP대비 –1.3%(IMF), 정부부채는 GDP대비 24%
수준으로 여타 신흥국들에 비해 양호한 편
o 한편 최근 정부가 재정부담이 큰 연료보조금 지급을 삭감하기로 결정
함에 따라 휘발유가격 및 경유가격이 각각 44% 및 22% 상승(6.22일)
CPI상승률 및 식료품가격 상승률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정부지출액 대비 연료보조금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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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금년에는 민간소비와 투자의 견실한 증가에 대외여건 회복이 가
세할 경우 전년과 비슷한 6%대 초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
o 민간소비는 유류비 보조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
사정 개선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정부소비도 선거(2014.4월 총
선 및 7월 대선)를 앞두고 하반기중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o 고정투자도 견실한 신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광물수출 규제(2012.5)로 및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회복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
o 물가상승률은 환율절하 및 최저임금 인상, 유류보조금 삭감 등의 영
향으로 전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은행의 정책여력
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고용자수 및 취업률

외국인직접투자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 : UNCTAD

5. 말레이시아
 (동향) 말레이시아 경제는 2012년 글로벌 교역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수 확대에 힘입어 5.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금년 1/4분기
에는 수출부진 등으로 4.1% 성장하는 데 그침
경제성장률 및 기여도

민간소비 및 총고정자본형성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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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생산은 2∼3월 일시 감소하였다가 내수호조로 4월 이후 다시
증가
o 금년 들어 오일 및 고무 등의 국제원자재가격 약세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확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수입도 증가하면서 경상수
지 흑자폭이 축소
산업생산 및 수출

수출입 및 경상수지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통화정책 및 재정상황)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
및 물가안정에 힘입어 2년간 정책금리를 3.0%로 동결하였으나 정부 재
정적자는 확대
o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중 소폭 높아졌으나(1.7%→1.8%) 1%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1~5월 평균: 1.6%)
o 한편 중앙정부 세수의 대부분을 석유와 팜 오일 등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바, 이들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확대
― 재정적자는 2012년 GDP대비 4.2%로 아세안 5개국중 높은 편이며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과 주요 품목에
대한 보조금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추진
은 지연
― 금년 5월 총선 이후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향후 재정건전성이 더
욱 악화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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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리 및 CPI상승률

아세안국가 재정적자

자료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자료 : IMF

 (전망) 금년 말레이시아 경제는 민간소비 및 투자 등의 내수 증가에 힘
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
을 기록할 전망
o 최저임금제 도입, 양호한 고용사정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견실한
증가를 지속하고 고정투자도 원유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큰 폭 증가 예상
― 다만 연료보조금 축소 및 세제개편이 추진될 경우 물가상승률이 예상
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민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잠재
고용자수 및 실업률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자료 :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o 수출은 대외여건이 개선될 경우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되겠으나 팜
오일, 고무 등의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경우 회복 정도는 제한적
o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료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보조금 개혁정책이
추진될 경우 소폭 높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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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리핀
 (동향) 필리핀 경제는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 등으로 2012년 6.8% 성장
하였으며 금년 1/4분기에도 아세안 5개국 중 가장 높은 7.8%의 성장률
을 기록
GDP성장률 및 기여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자료 : 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NSCB)
o 해외노동자의 국내송금 증가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증가세를 지속
하고 있으며 건설투자 및 서비스업도 견조한 신장세를 유지
o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자본재‧소비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성적
인 상품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 1/4분기에는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초과하여 적자폭은 축소
o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및 페소화가치 상승으로
2012년 3.2%에 머문 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2~3% 수준을 유지
― 필리핀 중앙은행은 물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2012년 금리를 세 차례(3,7,10월, 4.25 → 3.5%) 인하한 후 현재까지 동결
상품수지

정책금리 및 CPI

자료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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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필리핀 중앙은행

 (고용문제) 필리핀 경제는 최근 6% 이상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여 7%대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
o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등의 서비스부문이 고용의 54%를 차지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신규 유입되는 노동인구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은 해외에서 일자리를 모색
― 이에 따라 제조업에서의 고용 창출이 긴요한 상황이지만 인프라 부
족, 열악한 경영환경 등이 제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
∼13)에 따르면 인프라 구축 상황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98위로 저조한 수준
이며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정부부패(19.8%)를 지적

고용자수 및 실업률

자료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산업별 고용비중

자료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전망) 금년중 필리핀 경제는 민간소비 증가, 건설투자 확대 등에 힘입
어 전년보다 소폭 낮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o 해외노동자의 국내송금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가 늘어
나고 인프라 및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투자도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내수 및 BPO의 호조 등으로 서비스업이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전망
건설업 및 서비스업 성장률

해외노동자의 국내송금액 및 소득수지

자료 : NSCB

자료 : 필리핀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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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인 3~5%에서 유지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자본이 유출되고 페소
화가치가 큰 폭 하락할 경우에는 목표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
GDP대비 재정적자비율

환율

자료 : IMF

자료 : CEIC

7. 태국
 (동향) 태국 경제는 2012년 6.4% 성장하였으며 금년 1/4분기에도 민간
소비 및 인프라투자 확대에 힘입어 5.3%의 성장률을 기록
o 양호한 고용사정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와 기
반시설 투자계획(2012∼20년)에 따른 인프라투자(지하철, 고속철도 등)가 성
장세를 지지
성장률 및 기여도

산업생산 및 수출

자료 : National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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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태국 관세청,
Office Industrial of Economics

o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요금과 주류 등에 대한 세율 인상에
도 불구하고 바트화 강세 및 여타 품목의 가격안정에 힘입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3.0%에 머물렀으며 금년 들어서도 2～3%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물가안정세 지속으로 태국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2013.5월 정
책금리를 인하(2.75% → 2.50%)
소비자 물가상승률

정책금리

자료 : Bureau of Trade and
Economic Indices

자료 : 태국 중앙은행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정부주도의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건
설투자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2011년 잉락 총리 취임 후 대홍수 피해복구 및 경기부양정책을 시행
하고 경제구조 개혁 및 철도･도로･에너지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842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국책사업을 추진*
* 동 사업은 재건 및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①수자원관리(102억달러), ②생
산･서비스부문의 구조조정, ③신규 경제지역 개발전략(②,③:3억달러), ④인프라
확충(721억달러) 및 ⑤보험시스템 개발(16억달러)로 구성

재정수지1)

정부투자

자료 : National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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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2013년은 IMF전망치
자료 : IMF

 (전망) 금년 태국 경제는 견실한 민간소비와 대규모 인프라사업 등으
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질 전망
o 낮은 물가상승률 및 양호한 고용사정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전년
에 이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치수계획 및 대규모 인프라투
자사업 추진으로 고정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민간소비 및 총투자

소비자신뢰지표 및 기업가심리지표

자료 : National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자료 : UTCC, 태국 중앙은행

o 하반기 들어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대홍수로
훼손된 생산시설 복구가 마무리될 경우 수출은 점차 증가하겠지만
대규모 인프라투자 등으로 수입도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는 소폭에
그칠 전망
o 수출 중심의 경상수지 흑자국가이며 아세안 5개국중 외환보유액 규
모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할 때 국제금융의 불안정으로 인한 자본유출
에 적절히 대응할 여건은 구비
상품수지

외환보유액(2013.4기준)

자료 : Bank of Thailand

자료 : 각국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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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베트남
 (동향) 베트남 경제는 2012년 긴축적인 재정･통화정책의 여파로 5.0%의
낮은 성장률(ASEAN5국가들 중 최저)을 보인 데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4.9% 성장하는 데 그침
o 경기부진으로 최근 2년간 약 11만개의 사업체가 폐업하면서 고용사정
이 악화되었으며 FDI 유입액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민
간소비와 투자는 부진
경제성장률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자료 : CEIC, 베트남 통계청

자료 : Bloomberg, Markit

o 경상수지는 2012년 소폭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2월 이후 상품수
지 적자폭이 확대
o 산업구조를 보면 농수산업 비중이 가장 높고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출
및 생산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높은 성장기여도를 기록하였으
며, 최근에는 섬유 및 의류 등 경공업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
수출입 및 경상수지

산업별 부가가치

자료 : Bloomberg

자료 :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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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베트남 중앙은행은 물가 오름세가 6%대로 안
정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리인 재할인율(discount rate) 및 재융자
금리(refinancing rate)를 인하
o 소비자물가는 2012년 중반 이후 농산물생산 호조, 수입물가 안정 등으
로 크게 안정(2011년 18.7% → 2012년 9.1% → 2013년 5월까지 평균 6.7%)
o 기준금리 인하(재할인율 : 2012.1월 13.0% → 2013.5월 5.0%)로 유동성은 풍부
하지만 경기부진으로 인해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o 2012년 재정지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세수는 경기부진의 여파
로 감소하여 재정적자비율은 전년보다 상승한 4.8%(GDP대비)를 기록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정책금리

자료 : Bloomberg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자료 : IMF WEO

 (금융 및 국유기업 부실) 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국유기업과 금융권의
부실문제가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대두
o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0년 4/4분기중 물가상승률이 10%를 상회한 데
대응하여 2011년 기준금리(Discount rate)를 4개월 동안 7%p 인상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권과 국유기업의 부실문제가 표출
― 통화긴축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생산성이 낮고 재정상황이 열악
한 국유기업들이 경영난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영기업에 대
한 대출비중이 높은 금융권도 자산가격 급락과 맞물려 부실규모가
크게 확대
o 정부는 그동안 지분매각 등을 통한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유기업의 경제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자본, 투자 등에서의
국영기업 점유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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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정부는 민간은행에 대해 부실대출 현황 보고 및 충당금 확충을
지시하는 한편 부실채권의 인수와 관리를 전담할 자산관리공사의 설
립을 추진하는 등 구조개혁에 나서고 있으나 정치적 마찰 및 금융시
장 침체로 여의치 않은 상황
 (전망) 금년에는 경상수지 개선이 지연되고 대내적으로도 금융권 및 국유기업
부실 문제가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하면서 성장률이 5%대 초반에 그칠 전망
o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요구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거
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유기업 및 금융권의 부실 해소가 실물경
제를 계속 제약할 가능성 상존
민간은행 부실대출비율

베트남 국유기업 비중

(%)
구분
2000년 2009~10년
자본
68
39
고용
59
19
투자
55
45
순매출
55
25
은행대출
44
27
산업생산
34
17
기업수
14
1
자료 : ADB(Fitch, 베트남중앙은행) 자료 : Joint Donor Report, 김경훈(2013)
3. 종합 평가
□ 향후 신흥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
지만 그 속도는 각국의 경제 및 정책여건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
o 브라질은 내수부양책의 효과 가시화, 월드컵 및 올림픽 개최 관련 건
설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강화되는 반면 러시아는 원자재가격 하
락 및 EU지역의 성장부진 지속으로 정체 내지 둔화될 전망
o 인도는 루피화 평가절하 및 자본유출의 가능성 점증에도 불구하고 개
혁정책의 효과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다소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전망
o ASEAN5는 비교적 양호한 내수를 바탕으로 대외여건이 개선될 경우
전년에 이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나, 베트남의 경
우 경제의 취약성 등으로 제한적인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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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흥국들은 교역상대국의 수입수요 및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은 데다 외자의 유출입 변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예
상되는 전망경로에 다음과 같은 하방 리스크요인이 잠재
주요 신흥국의 경제전망

국가

2012년

2013년

IMF

2014년

(전년대비, %)
World Bank
2013년
2014년

브라질

0.9

2.5

3.2

2.9

4.0

러시아

3.4

2.5

3.3

3.3

3.5

인도

5.0

5.6

6.3

5.5

6.3

인도네시아

6.2

6.3

6.4

6.2

6.5

태국

6.5

5.9

4.2

5.0

5.0

말레이시아

4.1

5.1

5.2

5.1

5.1

필리핀

7.8

6.0

5.5

6.2

6.4

베트남

5.0

5.2

5.2

5.3

5.4

자료 : World Bank(2013.6월), IMF WEO(4월) 및 7월 수정전망

 (선진국 및 중국의 경기회복을 둘러싼 불확실성) 신흥국의 주요 수출상
대국인 선진국과 중국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경우 신흥국의 경
기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o 주요 신흥국의 대선진국 수출비중(2011년 59%)이 높고 대중국 수출비중
도 10%를 상회(2011년 10.3%)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의 수입수요 개선
정도에 따라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대선진국 및 대중국 수출비중1)

선진국 및 중국의 경제성장률

주 : 1) 2011년기준
자료 : IMF DOTS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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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신흥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연료(원유‧천연가스) 및
광물의 국제가격 하락이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o 미국의 셰일가스 및 석유생산 증가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세계수요가
유가 하락을 통해 브라질‧러시아‧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출 둔화를 초래
할 수 있음
o IEA 등의 예측기관들은 당분간 석유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밖의 원자재 가격도
당분간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
신흥국의 수출 품목 비중

유가 및 로이터 상품지수

자료 : ECOS

자료 : WTO

 (국제금융의 변동성 확대) 미국의 출구전략 실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불안한 양상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르게 유
출되는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야기되고 실물경제 위축으로도 전이될 소지
포트폴리오투자1)

부동산가격

주 : 1) 2010∼12년순유입액누계 자료 : BIS
자료 : IMF IFS,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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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1)

주 : 1) 8개국 평균
자료 : Bloomberg

o 2009년부터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으로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
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큰 폭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통
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운영됨에 따라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
및 부동산가격 상승을 견인
o 그러나 5월 들어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
면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주요 신흥국에서 외
국인 투자자금이 그간의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되고 환율도 급등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시현
― 5.22∼6.12일 주요 신흥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190억 달러 이
상 유출*되었으며, 특히 인도 및 브라질의 경우 자본유출로 환율이
급등하고 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에서는 주가도 하락
* 이머징 포트폴리오 펀드리서치(EPFR)

o 7월 들어 미 연준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양적완화기조가 지속될 것이
라는 발표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안정을 되찾
고는 있으나,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실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국제금
융시장 및 신흥국의 금융경제에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잠재
신흥국의 펀드자금1)

주 : 1) 전체 신흥국 주식형 및
채권형 기준
자료 : EPFR

신흥국의 환율1)

주 : 1) 8개국 평균
자료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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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흥국의 성장 감속 요인과 평가*
권승혁

국제종합팀 차장

◆ 2011년 이후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 감속이 이어지면서 세계경
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o 신흥국의 성장 감속은 주로 경기순환적인 측면과 함께 불균형 성장의
지속, 낮은 효율성,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
롯된 것이며, 이외에 신흥국의 정책 대응 및 미국의 QE 축소 가능성
등의 요인도 가세
◆ 신흥국의 성장 감속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적인 현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장 감속의 주요 요인을 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 견해가 양분
o 낙관론자들은 성장 감속이 선진국을 추격성장(catch-up)하는 과정에서
경기순환적 측면에 기인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신흥국이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격성장을 계속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
o 반면 신중론자들은 성장 감속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기조적인 현상
으로 소위 “new normal“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
후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등에 힘입어 신흥국의 성장 감속 추세가 완화될
수는 있으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아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났던
신흥국 경제의 고도성장(신흥국 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신흥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모델에 기반을 둔
단순 추격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자원이 효율적으
로 배분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강화함으로써 1인당
GDP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
o 특히 BRICs 국가의 경우 거대인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상
당한 정도의 구조개혁을 통한 시스템 변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o 이외에 소득격차 완화와 함께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실시 등의 외부충격
에 대한 내구력을 강화하는 것도 선진국 진입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1. 검토 배경
□ 신흥국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견인
차로서 역할을 담당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46호(2013.11.15), 국제경제리뷰 제2013-23호(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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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따라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emerging giants)들이 경제대국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 그러나 2011년 이후 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을 지속하면서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상황
o 이들 국가의 성장 감속은 과거에도 나타났던 현상이나 발생시기가 국
별로 상이했던 반면 2011년 이후에는 GDP성장률이 동시에 크게 하락
하는 모습
― 중국이 2010년 10.5%에서 2012년 7.7%로 낮아진 가운데 인도는
2010년 9.3%에서 2012년 5.0%로, 러시아는 2010년 4.5%에서 3.4%로,
브라질은 2010년 7.6%에서 2012년 0.9%로 각각 감속
BRICs의 GDP성장률 추이1)
(중 국)

(인 도)

(러시아)

(브라질)

주 : 1) 2013년은 전망치

자료 : IMF, WEO(2013.10월)

o 신흥국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2012년 기준50%를 점하고 있으나 비중의 상승폭은 2009년 3.4%p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2년에는 1.6%p에 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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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GDP 비중

자료 : IMF, WEO(2013.10월)
□ 이에 따라 최근의 상황변화를 신흥국의 ‘great deceleration’ 혹은
‘신흥국 시대의 종언’으로 평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 감속이 초래된 요인들을 살펴보고 향후
이들 국가의 성장세 회복과 보다 높은 경제발전 단계로의 도약 가능성
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과제 등을 제시

2. 주요 신흥국의 성장 감속 배경
□ 주요 신흥국의 성장 감속은 경기순환적인 측면과 함께 구조적인 요인
에 주로 비롯된 것이며, 이외에 신흥국의 정책 대응 및 미국의 QE 축
소 가능성 등의 요인도 가세
신흥국의 성장감속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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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1∼2013년중 주요 신흥국의 GDP성장률 변동은 경기순환적 요인과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IMF WEO), 잠
재성장률 저하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요인이 이들 국가의 생산성 향상
을 제약한 결과로 추정
성장요인 분해1)

주 : 1) 2011∼13년 성장률 변화의 주요 요인 자료 : IMF, WEO(2013.10월)
1. 경기순환적인 측면
□ (해외수요 위축) 2011년 이후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저조한 모습을 보
이고 중국경제도 지난해 이후 감속으로 돌아서는 등 해외수요가 위축
o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등이 신흥국 전체에, 신흥국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중국의 성장세 감속이 다른 신흥국의 수출 부진 요인으로 각각 작용*
* 신흥국은 선진국의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디커플링론’이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는 모습

o 러시아, 브라질 등의 원자재 수출국은 중국 등의 해외수요 감소와 국
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약화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
GDP성장률 추이1)

對중국 수출품목 비중1)

국제원자재 가격 추이

주 : 1) 전년동기비 기준 주 : 1) 각국의 대중 수출품중 자료 : Bloomberg
자료 : IMF, WEO(2013.10월)
원자재 및 원유 비중
자료 : 중국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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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E 축소 가능성) 미국경제 회복세를 바탕으로 미 연준의 QE 축소 실
시 가능성 시사 등이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성장
감속 요인으로 작용
o 금년 5월, 6월 버냉키 의장의 QE 축소 가능성 언급으로 일부 신흥국
으로부터의 투자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자산
(통화, 주가 및 채권)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부 신흥국(인도, 인도네시아)에서
는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도 제기
―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압력이 커진 가운데 5월 하순에서 8월말까지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등에서 환율이 1∼20% 상승하였으
며 터키,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는 주가가 20∼30% 하락
주가 변동1)

주 : 1) 2013.5.22일~8.29일
자료 : Bloomberg

환율 변동1)

주 : 1) 2013.5.22.일∼8.29일. 미 달러화 환율
자료 : Bloomberg

□ (정책대응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진작책 실시와 미 연
준의 양적완화정책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성장세가 둔화
o 중국이 안정성장을 추구하는 등 과도한 경기진작책을 자제하고 있으
며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환율방어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
해 금리 인상 및 유동성 긴축으로 전환

2. 구조적인 측면
□ (불균형 성장) 신흥국의 감속 성장은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성장부문이 편중되는 구조적인 문제에도 기인
*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의 내수부문 육성’(right kind of
domestic demand)을 통해 경제구조의 재조정(rebalancing of economies)을 도모하
는 것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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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은 투자주도형 성장을 추구한 데다 사회안전망 취약에 따른 국민
들의 저축 선호 현상 등으로 소비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하
o 인도의 경우는 개인소비는 왕성한 편이나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면서 인프라 및 민간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
o 러시아, 브라질 등 자원수출국은 중국의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원가
격 상승을 배경으로 자원수출관련 산업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다른
내수관련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
*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1960년대 천연가스를 발견한 네덜란드가 이후 1980년
대 전반에 직면한 저성장과 고실업 문제를 지칭. 일반적으로 풍부한 지하자원
발견 → 수출 → 무역수지 흑자 → 자국통화 강세 → 자원 이외 수출품 경쟁력
상실 → 제조업 쇠퇴 → 저성장, 실업 증가

□ (낮은 효율성 등) 이외에도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인
구구조 및 정치상황 등도 신흥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인 요인으로 작용
o 중국 등 일부 신흥국의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체제는 국영부문
이 경제의 중심역할을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활력이 저하
* 국가가 수출과 투자를 주도하는 체제

o 인도 등은 인구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로 고성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
주요 신흥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1)

중 국

인 도

러시아

브라질

√ 투자, 수출 중심√ 소비 중심 √ 자원관련산업에√ 자원관련산업에
√ 소비 성장세 저조 √ 인프라 및
과도하게 의존 의존
● 성장 모델
민간투자 저조 √ 인프라 투자 및√ 제조업 발전 상
내수 관련 제조 대적으로 저조
업 경쟁력 저하
√ 2014년 이후 생√ 인구 증가 √ 인구 감소
● 인구 구조
산연령인구 감소
● 정치 상황 √안정
√ 불안정
√ 안정
√ 환율, 금리 등의√ 금리, 환율, 임금,√ 국영기업 부문이√ 보조금이 포함된
시장 결정 범위가 가격 등이 시장에 다수 존재하여 기 대출제도가 금융
● 시장 기능
제한적
서 자유롭게 결정 업부문 전체로는 시장의 경직성을
효율성 등이 결여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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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충격 취약) 고도성장에 따른 국내 인프라 및 생산설비 확장과 개
인소비 증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자원과 최종제품 수입
을 늘려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경상수지 적자 확대요인으로 작용하
면서 대외충격의 취약성이 증대
o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12년중 인도가 882억달러, 브라질이 542억달
러로 2009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
주요 신흥국의 경상수지1)
2009

중 국
243.3
인 도
-38.2
러시아
50.4
브라질
-24.3
주 : 1) 단위는 10억 달러

2010
237.8
-45.9
67.5
-47.3

2011
136.1
-78.2
97.3
-52.5

2012
193.1
-88.2
74.8
-54.2

자료 : IMF, WEO(2013.10월)

― 미 연준의 QE 축소 가능성 우려 증대로 경상수지 적자 및 인플레
이션 압력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통화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
□ (정책대응 결과) 신흥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둔화를 경기순
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2009, 2010년 경기대응(countercyclical)책을 실시
함으로써 기존의 성장모델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
o 중국은 개인소비 확대가 주요 과제임에도 투자 확대를 추구하였고,
인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신 개인소비가 확대되었으며
러시아, 브라질 등 자원수출국은 자원수출 부문에 투자가 집중됨으로
써 제조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정체

3. 주요 신흥국의 성장 감속에 대한 견해
□ 신흥국의 성장 감속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현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장 감속의 주요 요인을 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 견
해가 양분되고 있는 상황
o 낙관론자들은 성장 감속이 신흥국이 선진국을 추격성장(catch up)하는
과정에서 경기순환적인 측면에 기인하여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인 만
큼 다시 높은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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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면 신중론자들은 성장감속이 신흥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기조적인 현상으로서 이른바 ‘new normal'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1. 낙관론적 시각의 근거
□ 성장 감속은 신흥국이 경기과열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경기진작책의 효과가 소멸된 데다 글로벌 수출 수요와 자원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데 따른 경기순환상의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
o IMF도 신흥국의 성장 감속은 여러 요인중에서도 경기순환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 “...Contray to popular impression, the cooling down of cyclical factor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story...”(IMF, WEO, 2013.10월)

□ 신흥국과 선진국의 소득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convergence) 추격성장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진국
을 상회*하는 고성장이 지속될 여지가 상존
* 1980년에서 1999년대까지 20년동안 신흥국이 선진국을 하회한 시기는 7회에 달했
으나 2000년대에는 한 번도 없었음

o 성장속도는 선진국과의 1인당 국민소득 차이가 클수록 빠른데 2000∼
12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경우 미국이 2%에 머물렀던 반면, 신흥
국은 약 6%의 높은 수준을 기록
□ 단기적으로는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실시가 자본유출을 통해 금융시장
변동성을 초래하여 신흥국의 성장 감속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대체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
o 신흥국들이 1997,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외적인 충격에 대한 내구력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
― 외환준비액 대비 단기채무비율을 낮추고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는 데 노력하였으며, 환율변동 유연성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중시하는 가운데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
감독 시스템도 강화하여 버블 발생에 대비

- 405 -

o 출구전략의 영향을 세 가지 경제여건별로 보면 대체로 신흥국에 미치
는 영향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미국경제의 회복세
를 바탕으로 동 조치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관리 가능한
*
(manageable) 수준이라는 분석
* IMF, ‘2013 Spillover Report’(2013.8월)

미 연준 출구전략의 영향
상황별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Smooth growth-driven exit : ■ 자본유출에 따른 손실보다 미국경제의 회복세
미국경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강화에 따른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출구전략 실행시에도 장기금리가
⇒ 세계경제에 긍정적 영향
낮은 수준을 지속
자본유출 심화로 이들 국가의
② Growth-driven exit with complications ■ 신흥국에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나, 미국과 교역 비중이
: 미국경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높은 국가들은 대미
수출이 증가
출구전략 실행으로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
⇒ 전체적으로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미
③ Exit without growth :
미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구전략 ⇒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을 실행
자료 : IMF(2013.8월)

□ 인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의 이점과 도시화 진행 등도 높은
성장세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o 인구면에서 한 자녀 정책을 추진중인 중국의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국
가도 적지 않으며 생산거점과 판매시장으로서의 가능성도 선진국에
비해 우월한 상황

2. 비관론적 시각의 근거
□ 성장 감속은 기본적으로 신흥국들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o 중국의 고성장 및 미 연준의 양적완화로 유입된 유동성의 영향으로
형성된 경제상황 호조 분위기에 매몰됨으로써 구조개혁에 대한 유인
이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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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급격한 성장 감속이 예
상되는데 이를 통한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이행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 중국의 개인소비 확대, 인도의 인프라 정비 및 민간투자 확대, 브
라질 등의 비자원부문 경쟁력 향상 등은 수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과제
o 자본유출입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구조적 문제가 적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구조개혁 노력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
―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해외자본 유출입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한 자국통화의 매도세가 강화될 경우 금융긴축 등
의 대응조치가 구조적 문제를 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신흥국의 구조적 문제와 대외충격 정도 비교

대
외
충
격
의
취
약
성

소

대

⇑
⇓
소

구조적 문제의 정도
중

터키
멕시코
폴란드, 인도네시아 인도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대

브라질, 남아공
중국, 러시아

페루

자료 : Morgan Stanley(2013.7월)

□ 향후 인구구성 변화(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중국의 성장세가 추세적으
로 저하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중국의 고성장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신흥국의 교역조건 개선을 위한 자원가격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워
2000년대 중반과 같은 신흥국 붐이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
o 당시에는 원자재 가격상승이 자원 수출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자
원부문 투자 확대로 이어졌고, 중국의 고성장은 신흥국의 대중국 수
출 증가 → 경상수지 흑자 확대 → 대외신인도 제고 → 신흥국으로의
직접투자 유입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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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1)

신흥국 붐

자료 : Bloomberg

자료 : IMF, WEO(2013.10월)

□ 단기적으로는 미 연준의 출구전략이 실시될 경우 지난 5, 6월 버냉키
발언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시장금
리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음
*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의회 발언(5.22일) 및 FOMC(6.18∼19일) 직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금년 하반기중 자산매입 규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영향으로 미국
국채금리(10년만기)가 급등(5.21일: 1.92% → 6.25일: 2.61%)

o 이 경우 각국의 금리 변동폭에 따라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신흥국경제
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전이될 가능성
o IMF는 금년 10월의 세계경제 전망시 신흥국의 중기(2014∼17년) 성장률
을 5.3%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위기가 빈번했던 1980년대(3.5%)나
1990년대(3.7%)에 비해서는 높으나 2000년대의 평균 성장률(6.2%)을 하회

4. 평 가
□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를 8개로 구분한 기준에 따르면 신흥국은 경제성
장률이 세계평균보다 높고, 1인당 GDP가 세계평균보다 낮은 국가로서
3단계 혹은 4단계에 해당*(Nomura, 2013.3월)
* 신흥국은 다시 세계평균 대비 GDP 규모에 따라 소규모 신흥국(3단계), 대규모 신
흥국(4단계)로 분류

o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신흥국이 향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1인당 GDP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
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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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이행 경로1)

경제발전 단계 분류
단
계

<세계평균 대비>
GDP 1인당 GDP
성장률 GDP 규모

명 칭

① 低 低 小 소규모
② 低 低 大 대규모
③ 高 低 小 소규모
④ 高 低 大 대규모
⑤ 高 高 小 소규모
⑥ 高 高 大 대규모
⑦ 低 高 小 소규모
⑧ 低 高 大 대규모
자료 : Nomura(2013.3월)

저개발국
저개발국
신흥국
신흥국
성장선진국
성장선진국
성숙선진국
주 : 1) 번호는 경제발전 단계를 의미
성숙선진국 자료
: Nomura(2013.3월)

□ 신흥국은 과거 10여년 동안 선진국의 추격성장을 통해 이룩한 사회, 경
제적 발전을 기반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여 왔음
o 생활수준을 선진국 정도로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에서의 교육수준 향
상과 평균수명 연장 등이 또 다른 추격 성장의 토대를 제공
추격성장의 토대

자료 : Morgan Stanley(2012.6월)
□ 그러나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모델에 기반을 둔
단순한 추격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자원이 효율
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강화함으로써 1인
당 GDP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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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BRICs 국가의 경우 거대인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현재
1인당 GDP 세계 최상위 국가들은 모두 인구소국*인 반면, 인구 1억
이상의 인구대국중 상위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유일한 만큼 중국과 인도의 경우에는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 상당한
정도의 구조개혁을 통한 시스템 변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인구소국은 일부 분야에서만 높은 소득을 창출해도 국가 전체의 1인당 소득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반면, 인구대국은 광범위한 분야에 경제자원이
분산되어 있어 일부 분야의 호조로는 1인당 GDP 수준을 제고하기 어려운 실정

o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체질강화는 외국자본의 유입 유인을 높임으
로써 성장 자금의 확보에도 연결될 수 있음
□ 신흥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격차 확대의 문제도 1인당
GDP 수준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o 소득격차 확대는 교육수준 격차 확대를 통해 저임금 일자리의 악순환
을 고착화시킴과 동시에 사회불안을 초래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저하
□ 이와 함께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실시 등으로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될
경우에는 금융시장 불안이 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외부충격
에 대한 내구력 강화가 긴요
o 금년 5, 6월중 QE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환율이 큰 폭 상승한 국
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크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
은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공급능력 제고와
저축 증대를 도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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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가계부채 현황과 평가*
최윤철 신흥경제팀 과 장
배상인
조사역

◆ 말레이시아의 가계부채는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1년말 명목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80%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어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①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은행의 위험회피성향 등에 따른 가계대출 확대, ②선택적 소
비를 중심으로 한 가계소비율 상승, ③부동산가격의 꾸준한
오름세 등에 기인
◆ 가계부채 확대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0.2월
아시아 국가중 가장 먼저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였으
며, 2010.11월부터는 가계신용 관련 건전성 규제를 강화
◆ 말레이시아의 가계부채는 명목GDP 대비 비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은행의 선제적 대응, 가계의 건전한 재무상
황, 낮은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등에 비추어 현재
까지는 통제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Ⅰ. 논의 배경
□ 말레이시아에서는 2000년대 들어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높은 가
계부채 수준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
o 특히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크
게 높아져 2011년말에는 2008년말(63.7%)보다 15%p 이상 높은 80%대에
이른 것으로 추정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10호(2012.3.8), 국제경제리뷰 제2012-16호(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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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도 2010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의 과
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 말레이시아의 가계부채 현황과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을 살펴보고 그 리
스크 정도를 평가

Ⅱ. 가계 부채 추이와 정책 대응
1. 현황
□ 말레이시아의 가계부채 규모는 2002년말 2,432억링깃에서 2011.9월말에
는 6,473억링깃으로 2.5배 이상 증가
o 명목GDP 대비 비율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8년말 63.7%에
서 2011.9월말 77.6%까지 크게 상승
― 2011년말에는 80%선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성장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가계부채의 임계치*(85%) 수준에 접근
* Cechetti 등(BIS, 2011)가 1980~2006년중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
과에 근거

가계부채 증가율1)

명목GDP대비 가계부채1)비율

주 : 1) 2011년은 9월말 기준
자료 : 말레이시아 증앙은행(BNM)

주 : 1) 2011년은 9월말 기준
자료 : BNM

o 1인당 GDP(2010년 $8,373) 수준이 비슷한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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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5%p 상승(2008년 39.5% → 2011.1/4분기 53.0%; BNM, Financial
Stability and Payment Report 2010 & Quarterly Bulletin 2011.1Q)

1인당 GDP 및 가계부채 수준1)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IMF

말레이시아 가계의 DSR1)

주 : 1) 2011년은 3월말 기준
자료 : BNM

□ 가계신용을 금융기관별로 보면 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은행권(이슬람금융, 종합금융사 포함)으로부터의 대출이 80%
이상을 차지
가계신용의 금융기관별 증감률 및 구성비
은행권
주택금융국
개발금융기관
증감률1)
11.8
7.1
25.8
2)
구성비
84
7
6
주 : 1) 2003∼07년 연평균
2) 2007년말 기준
자료 : Endut 등(2009)

보험회사
12.4
3

(%)
전체
12.0
100

o 은행권 가계대출중에서는 주택대출 및 승용차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
여 동 비중이 2011년말 기준 각각 49% 및 24%로 전체의 3/4를 차지
은행권 가계대출의 구성1)

주 : 1) 2011년말 기준

자료 : BNM

은행권 가계대출의 용도

자료 : B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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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가요인
(저금리 지속과 은행의 가계대출 확대)
□ 2000년대 들어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증
가세가 확대
o 중반 이후로는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확대되어 실질금리수준이 더욱
하락*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2008.10월 이후 정책금리를 3.5%에서 2.0%로, 지급준비율
을 4%에서 1%로 인하한 것도 대출금리 하락에 기여

은행권 대출금리

은행권 대출증가율

자료 : BNM

자료 : BNM

o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에 주
력한 결과 은행권 대출중 가계대출 비중이 2000년 34%에서 2010년 55%
로 확대
은행권 대출중 가계대출 비중

자료 : BNM

은행권의 가계 및 기업대출 증가액

자료 : B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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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에 비해 소비가 빠르게 증가)
□ 1인당 소득 증가와 더불어 선택재를 중심으로 가계소비가 빠르게 증가*
* 2000년대 들어 1인당 소득이 중진국 수준인 4천달러를 초과(World Bank 기준)하면
서 선택적 소비가 확대되는 경향(BNM)

말레이시아의 1인당 GDP

1998년
3,233

2000년
4,006

2002년
4,114

2004년 2006년
4,875 5,887

2008년
8,065

(달러)

2010년
8,373

o 여타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가계소비가 GDP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
라 고정투자율은 하락하고 가계소비율이 상승
고정투자율과 가계소비율1)

실질GDP 및 가계소비 증가율

주 : 1) 2000∼10년 기준
자료 : World Bank

주 : 1) 명목 기준
자료 : World Bank

o 이처럼 소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은 청년층 및 장년층을 중
심으로 생산가능인구가 확대되면서 선택재 소비가 증가한 데 기인(BNM,
2010)

― 가계소비에서 음식료품(2000년 → 2009년, -2.2%p), 주거비(-5.7%p) 비중
등은 줄고 외식 및 호텔(3.9%p), 통신(2.5%p), 문화생활(0.6%p) 등의 비
중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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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비의 품목 변화1)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주 : 1) 명목 기준
자료 : BNM(2010)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 여타국보다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두텁기 때문*에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도 빠르게 증가
* 말레이시아의 경우 여타 동남아국가에 비해 고소득층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
비중이 낮은 수준이며, 지니계수는 0.462(2009년, ADB)로 동남아국가중 가장
높아 소득계층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

동남아시아 주요국 소득분포1)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일본 내각부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자료 : CEIC

(주택가격 상승)
□ 주택보급률이 낮은 실정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담
보대출도 증가세가 확대
o 주택가격이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상승해 온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공급은 급감한 반면 주택거래는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빠
르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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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프르의 고급주거지역인 방사(Bangsar) 및 페낭(Penang)
의 주택가격은 2010년중 20% 이상 급등(BNM, 2010)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거래 및 주택공급

자료 : CEIC

자료 : BNM

o 주택보급률이 70%를 밑도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자
가계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주택을 구입
주택보급률1)

주 : 1) 주택재고/가구수
자료 : BNM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자료 : BNM

3. 정책대응
□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0.2월 아시아 국
가중 가장 먼저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11월부터는
가계신용 관련 건전성 규제를 강화*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09.7월 법개정을 통해 금융안정을 기본목적으로 명시

o 정책금리를 2010.2∼11.4월중 4차례에 걸쳐 1%p 인상(2% → 3%)하고 지
급준비율은 2011.4∼7월중 3차례에 걸쳐 3%p 인상(1% → 4%)하여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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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등 공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모기지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개인용도
와 신용카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정책금리

신용카드수 및 이용잔액

자료 : BNM

자료 : BNM

최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가계신용 관련 건전성 규제

일자
주요 내용
2010.11월 - 세 번째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시 LTV를 90%에서 70%로 하향조정
- LTV 90%를 넘는 주택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75%에서 100%로 상향조
2011.1월 - 정만기 5년 이상의 개인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대출실행시 차입비용 증가에 따른 상환능력을 심사
- 신규 신용카드 발급자에 대한 소득적격기준을 인상(연소득 18,000링
→ 24,000링깃)
2011.3월 - 깃신용카드
발급매수(연소득 36,000링깃 이하 : 2개)와 카드 1매당 신
용한도(월소득의 2배 이내)를 제한
- 자동차대출의 만기를 최대 9년 이내로 제한
2011.11월 -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 산정시 총소득대신 순소득을 적용(2012.1월 시행)
-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어 중도상환을 유도(2012.7월 시행 예정)
자료 : BNM
Ⅲ. 평가
□ 말레이시아의 가계부채는 명목GDP 대비 비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은행의 선제적 대응, 가계의 건전한 재무상황, 낮은 가계소
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는 통제가능한 수준
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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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1.9월말 기준으로 가계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2.3배 수준이며, 그
중 예금, 주식, 펀드 등 유동자산 비중이 60% 정도로 가계의 재무상
황이 비교적 건전
가계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1)

주 : 1) 2011년은 9월말 기준
자료 : BNM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자료 : BNM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신용정보 조회시스템*(CCRIS)을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에서도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Central Credit Reference Information System,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2001.10월부터 운영중인 시스템으로서 현재 약 9백만 차입자의 신용정보를
관리

o 그동안의 건전성 조치, 선제적인 정책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도 하락한 것으로 평가(IMF, 2012)
― 가계대출중 무수익여신비율*(Non Performing Loan ratio)은 2011년말
1.8%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
* 대출목적별 무수익여신비율은 주택대출 2.4%, 개인용도 대출 1.9%, 승용차구입
1.2%, 신용카드 대출 1.8% 등임

― 2010년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승인액의 증가율이 낮아진 데다 2012
년에도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더욱 둔화될 전망*
* Fitch(2011)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1년 12~13%에서 2012년에는
8~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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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건전성 지표1)

은행권 가계대출 승인액 증가율

주 : 1) 은행권 기준
자료 : BNM

자료 : BNM

o 부동산 가격과 함께 소득도 함께 늘어나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
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이 여타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등 부동산 가격의 급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Goldman Sachs, 2011)
소득 및 부동산 가격 증가율1)

주 : 1) 2007년 이후
자료 : Glodman Sachs

주요 아시아 국가의 PIR1)

주 : 1) High/Low는 1994.1/4~2011.3/4분
기, Current는 2011.3/4분기말 기준
자료 : Glodman Sachs

□ 다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말레이시아 경제의 특성상 금년중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재정여력도 축소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필요
* 명목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글로벌 위기를 거치면서 확대(2006~08년 평균 ∆
3.7% → 2009~11년 평균 ∆5.9%)됨에 따라 재정여력이 축소된 상황이며, IMF(2012)
는 80%를 상회하는 수출의존도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011년 5.1%
에서 4.0%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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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여건 평가*
안성희

신흥경제팀 조사역

◆ 신흥국 경제의 서비스화는 2000년대 들어 상당 정도 진전되어 왔으나
생산･고용 및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아직은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BRICs 및 아세안 5개국의 신흥국에서 서비스산업의 생산 및 고용 비
중이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평균 50% 내외 수준으로 G7
국가의 약 75%를 큰 폭 밑돌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및 서비스 교역수
지로 본 경쟁력도 제조업 등의 재화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위
에 있는 것으로 분석
◆ 본고에서는 주요 신흥국에서 향후 서비스화의 진전여건을 주요 국제기
구 등에서 공표하는 기초데이터를 활용하여 물류·통신·관광·금융·기업지
원·공공사회의 6개 분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별로 비교
우위 및 열위 부문을 파악
o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의 서비스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며 베트남, 필
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
o 다만 국가별로 비교우위 분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국이 통신 및 공
공사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물
류는 말레이시아･태국, 통신은 러시아･말레이시아, 관광은 인도･브라
질, 금융은 브라질･말레이시아･태국, 기업지원 서비스는 브라질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건인 것으로 분석
◆ 이와 같은 평가결과는 관련 개별지표의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주관적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신흥국
서비스시장 진출시 국가별 비교우위 및 열위 분야를 고려한 적절한 전
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음
o 또한 해당 국가별로는 비교우위 분야 및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흡한 열
위 분야를 파악하여 향후 균형적인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36호(2012.9.6), 국제경제분석 제2012-3호(2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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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가계의 서비스소비 증가, 그리고 기업의 생산·
투자활동에 수반되는 서비스수요 확대가 경제의 서비스화를 촉진
o 생산 및 고용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의 서비스화는 대체로 1인당 GDP가 5,000달러에 달하는 시기
를 전후하여 크게 진전되었는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60년
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후발 선진국인 한국과 대만에서는 1980
년대 들어 각각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남
o 주요 신흥국*의 1인당 GDP를 보면 2011년 현재 러시아, 브라질, 말레
이시아, 중국, 태국 등은 이미 5,000달러를 넘어섰고 여타국가도 지금
까지의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이들 국가에서 서비스화 진전이
가속될 전망
* BRICs 4개국 및 ASEAN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9
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

주요 선진국의 1인당GDP 및 서비스산업 비중1)

주 : 1) 미국(1948∼83년), 일본(1955∼85년), 한국
(1970~2003년), 대만(1980~2004년)
자료 :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

1인당 GDP 및 서비스산업 비중1)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UN 및 대만 행정원

□ 신흥국 경제의 제조업 및 수출 중심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수출･내수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는 등 한계가 있어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이르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긴요

- 424 -

o 서비스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서비스 공급기반의 질적･양적
발전이 지연되는 경우 서비스수지 적자가 고착화될 수 있는 데다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경제전반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할 가능성
o 또한 서비스산업의 경기변동 완충역할로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안정적
성장에도 도움
⇒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서비스화의 진전 현황 및 경쟁력 등을 개관하
고 활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서비스화 여건을 물류, 통
신, 관광, 금융, 기업지원, 공공사회 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
로써 국가별로 비교우위 및 열위 분야를 파악
< 참고 >

서비스산업의 업종 분류

∙물류서비스 : 도소매, 운수보관
∙통신서비스 : 통신
∙금융서비스 : 금융 및 보험 서비스
∙관광서비스 : 음식숙박, 오락 및 레저 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공공사회서비스 :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의료보건, 위생, 사회복지 서비스

2. 경제 서비스화 현황
1. 생산 및 고용 측면
( 생산 )
□ 신흥국에서 서비스산업의 생산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력도 크게 확대
o 주요 신흥국의 서비스산업 생산비중(실질GDP 기준)은 2010년 기준으
로 미국, 일본 등 G7의 74%를 하회하는 평균 51% 수준이며,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및 베트남 등은 농림어업 및 제조업 비중이 비
교적 높아 40% 내외 수준
o GDP성장에 대한 기여율 측면에서는 2001∼10년중 신흥국이 55%로 G7
국가(117%)의 절반 정도이며 2000년대 들어 모든 국가에서 상당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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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GDP 비중1)

서비스산업의 GDP성장에 대한 기여율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UN

자료 : UN

□ 업종별로 보면 신흥국에서는 물류 및 통신서비스가, G7국가에서는 기
업지원서비스가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서비스산업
의 성장을 주도
o 서비스산업에 대한 성장 기여율을 보면 신흥국에서는 물류 및 통신서
비스와 기업지원서비스가 각각 47% 및 12%인 반면 G7국가에서는 동
업종이 각각 11% 및 49%를 기록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비중1)

주 : 1) 최근 연도 기준
자료 : UN, OECD, 중국 국가통계국

서비스산업 성장에 대한 업종별 기여율1)

주: 1) 2001년～최근연도까지의기간
자료 : UN, OECD, 중국 국가통계국

( 고용 )
□ 신흥국의 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중은 약 50%(G7국가 : 평균 75%) 정도이며
특히 태국(38%), 인도네시아(41%) 및 베트남(25%)은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
도 크게 낮은 수준
o 또한 2000년대 전산업 취업자 증가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기여율은 신
흥국이 76%로 G7국가 평균(164%)을 크게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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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1) 2)

서비스산업의 전체고용 증가에 대한 기여율1) 2)

주 : 1) 최근 연도 기준
2) 인도는 임금근로자, 중
국은 도시취업자 기준
자료 : ILO

주 : 1) 2001년 이후 최근 연도
까지의 기간
2) 인도는 임금근로자, 중
국은 도시취업자 기준
자료 : ILO

o 서비스산업에서의 업종별 고용비중을 보면 신흥국에서는 물류 및 통신서
비스가, G7국가에서는 공공사회서비스가 각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예외적으로 중국의 경우 공공사회서비스 종사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데 이는 사
회체제 및 경제구조 등의 특수성에 기인

― 이러한 특징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중국)보다는 ASEAN 5개국에서 현
저하여 베트남,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 물류 및 통신서비스
고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
― 서비스산업 고용증가에 대한 기여율의 경우 신흥국은 물류 및 통신
서비스와 공공사회서비스가, 선진국은 기업지원서비스 및 공공사회
서비스가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고용비중1)2)

서비스산업 고용증가에 대한 업종별 기여율1)2)

주 : 1) 최근 연도 기준
주 : 1) 2001년 이후 최근 연도까지의 기간
2) 인도는 고용통계의 제약으로 제외
2) 인도는 고용통계의 제약으로 제외
중국은 도시취업자 기준
중국은 도시취업자 기준
자료 : ILO
자료 :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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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력 측면
( 노동생산성 )
□ 신흥국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G7국가의 15%를 하회하고 있으며
동일 국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조업의 40～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o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 러시아 등은 제조업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
으나 태국(50%), 말레이시아(54%) 및 필리핀(43%) 등 아세안 신흥공업국
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정도에 불과
서비스업 및 제조업 노동생산성1) 2)
제조업(A)

서비스업(B)

B/A (%)

(달러, 2005년 기준)
(참고)전산업

브라질

11,203

9,768

87

8,822

러시아

10,301

9,825

95

10,222

중국3)

6,501

4,419

68

3,443

인도네시아

2,152

1,540

72

1,123

태국

12,113

6,114

50

5,039

말레이시아

21,317

11,490

54

14,530

필리핀

8,497

3,646

43

3,321

베트남

2,967

2,334

79

1,425

G7

76,375

75,071

101

74,243

주 : 1) 1인당 부가가치, 5개년 평균 기준(2004～08년, 단, 브라질은 2004～07년)
2) 인도는 고용통계의 제약으로 제외 3) 중국은 2차산업 및 3차산업 기준
자료 : UN, ILO, World Bank, 중국 국가통계국

□ 신흥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대체로 G7국가에 비해 훨씬 빠른
증가세를 지속
o 2000년대 신흥국의 노동생산성은 태국 및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중국(연평
균 8.1%), 러시아(4.6%), 베트남(3.6%)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
o G7국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생산성이 소폭 증가(연평균 0.5%)에
그친 반면 제조업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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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1)

G7국가의 산업별 생산성

주 : 1) 2001∼08년 기준. 브라질은
2001∼07년, 베트남은 2004～
08년 기준
자료 : UN, ILO,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 : UN, ILO

( 서비스 수지 )
□ 신흥국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상품수지에서는 흑자를, 서비스수지에
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교역면에서도 서비스부문이 상품부문에 비
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다만 인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은 각각 2004년, 2007년 및 2006년부
터 서비스수지 흑자국으로 전환*
* 인도는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와 통신서비스, 말레이시아는 관광서비스, 필리핀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와 사업서비스의 수지 개선 등에 기인

서비스 및 상품수지의 대GDP 비율1)

주: 1) 2001～10년 평균
자료 : IMF

서비스수지

주: 1)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5개국
필리핀
2)
여타
자료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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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국의 GDP대비 서비스교역비율은 2000년대 평균 14%로 상품교역
비율(75%)을 크게 하회(G7국가 : 서비스교역비율 11%, 상품교역비율 42%)
o 서비스교역비율이 인도, 필리핀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 서비스교역 신장세가 GDP 성장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GDP대비 서비스 및 상품교역 비율1)

주 :: 1)IMF2001～10년 평균
자료

서비스교역

주 : 1)2) 인도,
필리핀
여타 7개국
자료 : IMF

3. 경제 서비스화 여건에 대한 국가별 비교 평가
1. 평가 방법
□ 주요 신흥국 9개국과 G7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물류, 통신, 관광, 금융,
기업지원, 공공사회 등 6개 부문별로 서비스화 수준을 가늠할 현재 여
건 및 그간의 개선 정도를 국가별로 비교 평가*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참고 1> ｢서비스화 여건에 대한 국가별 비교평가 방법｣ 참조

o 평가에 활용된 개별지표는 자의적일 수 있으나 신흥국에서 구득 가능
한 통계를 중심으로 부문별로 3∼8개, 총 32개 지표를 선정하고 내수
규모와 같은 지표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IMD, World Bank 등 국제
기구의 편제방식을 원용하였음*
* 선정된 개별지표와 구체적인 지표내용에 대해서는 <참고 2> ｢부문별 평가에 이용
된 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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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의 서비스화 여건은 2010년 통계를, 2000년대 들어 개선 정도는
2000년 대비 배수를 이용*하되 개별 지표의 절대 크기 및 변동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별 지표별로 국별 통계를 표준화(N(0,1))하여 사용
하였으며, 최종 평가지수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평균이 50, 표준편차
는 10이 되도록 산출(N(50,100))
* 다만 2000년 및 2010년 통계가 누락된 경우에는 최근 연도의 통계를 이용

o 최종 평가지수가 50보다 크면(작으면) 전체 평균보다 높음(작음)을 의미
하고 국가간 지수의 대소는 현재의 여건 또는 그간의 개선 정도가 상
대적으로 양호한지(ordering)를 비교하는 개념으로 국가간 절대적 크기
의 차이로 해석되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A국의 최종 평가지수는 40, B국의 최종 평가지수는 80일 경우 B국이
A국보다 서비스화 여건이 크게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2배 정도 더
나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2. 평가 결과
 (부문별 평가) 여건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부문별로 보면 중국이 통
신 및 공공사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는 가
운데 국가별로 비교우위 분야가 다르게 나타났음*
* 부문별 서비스화 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서비스화 여건에 대한 부
문별 평가결과｣ 참조

￭ 한편 개선 정도에 있어서는 중국, 베트남 등이 모든 부문에서 평균 이상
으로 나타나는 등 브라질, 필리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많은 분
야에서 평균 이상으로 빠르게 개선
* 브라질은 관광서비스에서, 필리핀은 물류서비스에서만 비교대상국중 평균 이상
의 개선정도를 보였는데 브라질은 1인당 관광수입 및 국제회의 개최건수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필리핀은 도로･철도･항만 등 운송여건의 개선보다는 내수
규모의 확대 및 유통구조의 효율성 개선 등 상업거래여건의 개선에 주로 기인

o 물류서비스는 중국 외에 말레이시아의 여건이 양호한데 중국은 항만시
설을 비롯하여 유통구조의 효율성, 현지 공급자의 규모 등이 비교우위
에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전반적인 운송 여건과 유통구조의 효율성 및
현지공급자의 질적 수준이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
o 통신서비스의 경우 러시아 및 말레이시아가 유선전화 보급률은 G7국
가들과 큰 격차가 있으나 무선전화 및 인터넷 보급률이 양호하여 신
흥국중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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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광서비스는 중국, 인도 모두 기반시설 등 인프라의 개선 여지가 큼
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 개최건수, 세계문화유산 등이 많은 데다 중
국은 입국 여행객수, 인도는 1인당 관광수입이 여타 신흥국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금융 여건은 중국과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이 양호한데 중국은 국가
신용등급과 상해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관련 사업환경이 비교대상
신흥국중 가장 뛰어났으며 브라질은 금융의 심화 정도(financial market
sophistication)와 은행 건전성이, 말레이시아는 금융계좌 보유비율과 국가
신용등급 등이 상위권으로 평가
o 기업지원서비스는 제조업 비중과 R&D 투자비율이 높은 중국 외에는
평균 이상의 여건을 갖춘 국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기업
의 마케팅 범위가 양호한 브라질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
로 분석
o 공공사회서비스는 브라질이 도시화율, 공공･민간 의료비지출 비율, 중
등교육 진학률 등을 중심으로 신흥국중 양호한 평가
부문별 서비스화 여건에 대한 평가결과1)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G7

물류통신관광금융기업
지원 공공
사회
43

46

48

51

48

56

36

57

45

37

38

49

47

31

50

45

43

37

54

40

51

53

62

42

41

38

40

38

40

39

48

41

47

49

44

37

54

50

44

51

47

47

34

38

34

38

39

42

35

47

33

주 : 1) 2010년 기준
58

55

63

32
60

42
60

37
60

부문별 서비스화 여건의 개선 정도1)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G7

물류통신관광금융기업
지원 공공
사회
44

47

57

48

47

49

55

54

61

67

74

39

63

59

61

48

47

44

68

50

61

54

69

55

59

61

47

67

51

73

55

47

49

59

47

54

58

44

66

56

52

62

57

49

38

42

38

47

57

81

61

62

61

68

40

44

41

42

46

45

주 : 1) 2000년 대비

 (종합 평가) 종합적인 평가결과* 신흥국의 서비스산업 여건이 2000년대
들어 G7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최근 여건은
여전히 G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인프라가 아직은 미흡한
수준임을 시사
* 종합평가는 부문별 평가를 단순 평균하여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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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흥국중에서는 중국의 서비스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여타 신흥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의 인프
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편이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은 열위에 있어 향후 개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
서비스화 여건에 대한 종합평가1)

서비스화 여건의 개선 정도에 대한 종합평가1)

주 : 1) 2010년 기준

주 : 1) 2000년 대비

4. 시사점
□ 상기 평가결과는 관련 개별지표의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주관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나 앞으로 우리 기업이 신흥국 서비스시
장 진출시 국가별 비교우위 및 열위 분야를 고려한 적절한 전략 수립
에 활용될 수 있음
o 서비스산업으로의 직접 진출시 현재의 비교우위 분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여건의 개선여지가 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비교열위
분야로 시장을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 선점효과를 얻을 수 있는 등 유
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현 서비스여건이 6개 부문 모두에서 신흥
국중 비교열위에 있으나 지난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어 왔
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러한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서비스산
업에서 많은 신규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o 반면 여타 산업으로의 진출시에는 관련 서비스 분야의 비교 우위 또
는 열위 상황에 유의하여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비교우위 분야
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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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으로 진출할 경우 항만시
설 등 물류여건이 비교우위에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며
생산에 필요한 설비투자 등이 용이한 기계장비 임대 등 기업지원서
비스, 금융서비스 등이 양호한지도 점검
□ 한편 해당 국가별로는 비교우위 분야 및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흡한 열
위 분야를 파악하여 향후 균형적인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o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제조업 비중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서비스화 여건도 대부분의 분야에서 양호한 편이므로 향후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 확충, 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향상
등을 통해 경제의 서비스화가 이전보다 가속되면서 고용창출력 강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o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및 인도의 경우 소득수준 및 제조업 비중
이 낮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서비스화 여건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향후 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소득수준 향상을 꾀하는 한편 물
류·금융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
해 나갈 필요가 있음
o 브라질은 제조업 비중이 낮으면서도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높은
소득수준에 힘입어 서비스화가 금융 및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당
정도 진전되어 왔으므로 향후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는 제조업의 고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1인당 GDP1) 및 제조업 비중2)

제조업지원서비스 지수1) 및 제조업 비중2)

주 : 2)1) 2010년
2011년 기준
기준
자료 : IMF, UN

주 : 1) 지수의
물류 및평균
기업지원서비스 평가
2) 2010년 기준
자료 :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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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러시아는 제조업 비중이 낮은 데다 서비스화 여건이 통신 및 공공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
로 소득수준이 신흥국중 가장 높은 점에 비추어 향후 제조업 및 서
비스산업의 균형적 발전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긴요

< 참고 1 >

서비스화 여건에 대한 국가별 비교평가 방법

□ 주요 신흥국 9개국과 G7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부문별로
서비스화 여건과 관련된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서비스화 여
건의 현황 및 개선속도를 평가
o 현황은 2010년 통계를, 개선속도는 2000년 대비 배수*를 이용하되 개
별 지표의 절대 크기 및 변동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개별 지표별로
국별 통계를 표준화(N(0,1))하여 사용
* 다만 2000년 및 2010년 통계가 누락된 경우에는 최근접 연도의 통계를 이용

지표(i)의 국가(j) 표준화 변수 =     ∼ N(0,1),
단 는 평균, 는 표준편차
o 개별 지표의 표준화 변수를 부문별로 단순 평균*하여 부문별 평가지수
(   )를 산출
* 단순평균시 역계열 지표의 경우에는 부호를 전환하여 활용

― 세부부문별 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지표의 표준화 변수
를 단순 평균하여 세부부문별 평가지수를 산출한 후 부문별 지수
(   )를 산출
o 부문별 지수는 평균은 0(zero)이나 표준편차는 1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표준화하여 최종 평가지수를 산정하되 가독성을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평균은 50, 표준편차는 10이 되도록 산출*(N(50,100))
* 본고에서와 같이 표준화한 개별 지표를 합성하여 새로운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당행에서 기업경기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하여 경제
심리지수(ESI)를 편제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ESI는 평균을 100, 표준편차
를 10으로 산출(N(100,100))

최종 평가지수 = [    × ] + 50 ∼ N(50,100)
단  는 국가 j의 k부문 지수, 는  의 평균,  는  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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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부 문 세부부문

부문별 평가에 이용된 지표
지 표

지표 내용
출처
(GDP+수입-수출)의 자연대수를 표준
내수규모
IMF, IMD
화한후 1∼7점으로 평가
유통구조의 효율성 10점 만점으로 평가
IMD
상업거래
현지공급자의 규모 전문가 평가(1∼7점)1)
WEF
현지공급자의 질적수
물류
〃
〃
준
서비스
1)
도로여건
전문가 평가(1∼7점)
WEF
철도여건
〃
〃
운 송 항만여건
항만종합지수(LSCI)
UNCTAD
공항여건
전문가 평가(1∼7점)1)
WEF
유선전화
유선전화
100명당
가입자
수
ITU
통신
무선전화 무선전화
100명당 가입자 수
〃
서비스 인터넷 인터넷
100명당 가입자 수
〃
외국인 여행객수(inbound tourist)의 자
시장규모 여행객 수
UNWTO
연대수를 표준화한후 1∼7점으로 평가
수 익 성 1인당 지출액
관광수입/관광객수
IMF, WB
관광 인 프 라 관광인프라의 질
전문가 평가(1∼7점)1)
WEF
서비스
UNESCO 지정문화재수의 자연대수를
세계문화유산 수
UNESCO
표준화한후 1∼7점으로 평가
인 지 도
개최건수의 자연대수를 표준화한후 1
국제회의 개최건수
ICCA
∼7점으로 평가
Market
심화정도
전문가 평가(1∼7점)1)
〃
Sophistication
Moody’s, S&P, Fitch의 국가신용등급의 Moody’s,
안 정 성 국가신용등급
평균치(점수화 방법은 <참고 3> 참조) S&P, Fitch
금융 은 행1) 은행 건전성
전문가 평가(1∼7점)1)
WEF
서비스
World
증
권 주식거래비율
GDP 대비 주식거래액(2008~10년 평균)
Bank
접 근 성 금융기관 계좌보유율15세이상 인구 대비 계좌보유인구
〃
국제금융관련
국제금융 관련 규제, 인력, 인프라 등
국 제 화
Z/Yen
경쟁력순위 (역계열) 사업환경에 관한 종합지표
제조업 부가가치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UN
World
수요 기반 경제성장률
2001~10년 연평균 GDP성장률
기업지
Bank
원
마케팅 마케팅의 범위
전문가 평가(1∼7점)1)
WEF
서비스
World
연구개발 R&D 지출
명목GDP 대비 비율
Bank
교육서비 교육체계의 질적 수준전문가 평가(1∼7점)1)
WEF
스
중등교육 참여도
고등학교 진학률
UNESCO
World
공공사회 보건서비 민간 의료비지출
GDP 대비 민간의료비 비율
Bank
서비스
스
공공 의료비지출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
기타서비 정부지출비중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공공의료비 제외)
〃
도시인구비율
총인구 대비 도시인구
〃
스
주 : 1) WEF(World Economic Forum)는 국별로 전문가 150명(평균)의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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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3 >

국가신용등급의 점수화 기준

점수

Moody's

S&P

Fitch

비고

17

Aaa

AAA

AAA

Prime

16

Aa1

AA+

AA+

15

Aa2

AA

AA

14

Aa3

AA-

AA-

13

A1

A+

A+

12

A2

A

A

11

A3

A-

A-

10

Baa1

BBB+

BBB+

9

Baa2

BBB

BBB

8

Baa3

BBB-

BBB-

7

Ba1

BB+

BB+

6

Ba2

BB

BB

5

Ba3

BB-

BB-

4

B1

B+

B+

3

B2

B

B

2

B3

B-

B-

Caa

CCC+

Ca

CCC+

C

CCC-

1

- 437 -

CCC
DDD
DD
D

High grade

Upper Medium grade

Lower Medium grade

Non Investment grade,
Speculative

Highly Speculative

< 참고 4 >

서비스화 여건에 대한 부문별 평가결과

 (물류 서비스) 물류서비스 여건은 말레이시아, 중국 등이 다소 양호한
편이나 G7국가들에 비해서는 열위
o 말레이시아의 물류 여건이 양호한 것은 도로, 철도, 공항 등 운송 여
건이 신흥국중 최상위권인 데다 유통구조의 효율성 및 현지공급자의
질적 수준도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
― 중국의 경우 항만시설이 브라질, 인도 다음으로 비교우위에 있고 유
통구조의 효율성, 현지 공급자의 규모 등에서도 상위권에 위치
― 태국은 철도 여건의 상대적인 낙후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이 최상
위인 데다 유통구조가 말레이시아, 중국 다음으로 효율적
o 필리핀, 베트남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운송 여건이 하위권이고 상업
거래와 관련된 현지 공급자의 규모와 질적 수준, 유통구조의 효율성
등도 취약
― 러시아는 지리적 특성상 도로 여건이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 등 운
송 여건이 좋지 않고 상업거래 환경도 전반적으로 취약
물류서비스 여건현황(평가결과)1)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자체 시산

항만 인프라1) 2)

유통구조의 효율성1)

주 : 1) 2010년 기준
2) LSCI#
자료 : UNCTAD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IMD

# LSCI(Liner Shipping Connetivity Index, 항만종합지수)는 입출항 선박수, 컨테이너 수
송능력, 항만관련 기업수, 서비스 제공능력, 선박규모 등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NCTAD가 작성한 지수로 2004년 최대값인 중국을 100으로 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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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서비스) 통신서비스 여건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G7 수준을 크게 하회
o 러시아의 통신 여건이 선진국 수준을 보이는 것은 유선전화 및 인터
넷 보급률은 선진국의 절반 정도이나 무선전화 보급률이 인구 100명
당 166대로 G7(109대)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
o 인도, 필리핀은 유선전화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데다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인터넷 사정도 열악
통신서비스 여건현황(평가결과)1)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자체 시산

유선전화 보급률1)

무선전화 보급률1)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ITU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ITU

 (관광 서비스) 관광 서비스의 경우 중국, 인도 등이 신흥국중 비교우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비교열위인 것으로 평가
o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의 관광서비스 여건이 G7에 뒤처지면서도 비교
적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은 인프라의 개선 여지가 큼에도 불
구하고 입국 여행객수, 국제회의 개최건수, 세계문화유산 등에서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
― 또한 브라질은 관광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다 국제회의 개최가 중국 다음으로 많으며, 인도는 세계문화유산
외에 1인당 관광수입이 가장 많음
o 반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세계문화유산 등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낙후된 데다 국제회의 개최건수, 입국 여행객수, 1
인당 관광수입 등도 저조하여 관광 분야에서의 여건이 비교열위에 있
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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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서비스 여건현황(평가결과)1)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자체 시산

입국 여행객수1)

관광 인프라1)

주 : 1) 2010년 기준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UNWTO
자료 : WEF

 (금융 서비스) 중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여타
신흥국은 여전히 낙후된 상황
o 중국은 국가신용등급과 상해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관련 사업환경
이 비교대상 신흥국중 가장 뛰어난 수준으로 평가
―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중국 다음으로 국가신용등급이 높고 금융계
좌 보유비율은 주요 신흥국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브라
질은 금융의 심화 정도와 은행 건전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
o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금융기관 계좌보유율이 20% 내외 수준으
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고 국가신용등급은 대체로 투기등
급에 가까운 데다 국제금융 관련분야에 있어서도 최하위권으로 평가
금융서비스 여건현황(평가결과)1)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자체 시산
Fitch

금융계좌 보유율1)

국가신용등급1)

주 : 1) 2010년 기준 주 : 1) 2012.6월 기준
자료 : World Bank
자료 : Moody’s, S&P,

 (기업지원 서비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국 여건이 G7 수준을
크게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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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은 제조업 비중과 R&D투자 비율이 신흥국중 가
장 높은 수준이며 브라질과 말레이시아는 기업의 마케팅 범위가 양호
o 러시아는 마케팅 분야가, 인도는 제조업 비중이, 인도네시아･필리핀･
베트남 등은 R&D 투자비율이 신흥국중 각각 최저 수준
기업지원서비스 여건현황(평가결과)1)

주 : 1) 2010년 기준
준
자료 : 자체 시산

실질GDP중 제조업 비중1)

마케팅의 범위1)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UN

주 : 1) 2010년 기
자료 : WEF

 (공공사회 서비스) 공공사회는 브라질이 신흥국중 비교우위
o 2010년 기준으로 보면 브라질은 교육체계의 질적 수준이 최하위이나
정부소비지출 비중, 도시화율, 공공･민간 의료비지출 비율, 중등교육
진학률이 모두 최상위 수준
o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은 모두 도시화율과 정부소비지출 비중이 낮아 공
공사회서비스 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은 낮은 정부소비지출 비중과 공공･민간의료비 비율이 여건을 제약
공공사회서비스 여건현황(평가결과)1)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자체 시산

중등교육 진학률1)

GDP대비 의료비지출 비율1)

주 : 1) 2010년 기준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UNESCO
자료 :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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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서비스화 여건 관련 지표*

< 참고 5 >

* 2010년 또는 최근 연도 기준이며 <참고 4>에서 인용된 지표는 제외하였음. 지
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2> ｢부문별 평가에 이용된 지표｣를 참조.

단위1)

물류 서비스)
내수규모
index
현지공급자의 규모
index
현지공급자의질적수준 index
도로여건
index
철도여건
index
항공인프라 여건
index
(통신 서비스)
인터넷 보급률 인구 100명당
(관광서비스)
입국자 1인당 지출액 백달러
세계문화유산수
개
국제회의 개최건수
건
(금융 서비스)
금융의 심화 정도
index
은행 건전성
index
주식거래비율 GDP대비, %
국제금융관련 평가
순위
(기업지원 서비스)
경제성장률
연평균, %
R&D 비율
GDP대
비, %
(공공사회 서비스)
교육체계의 질적 수준 index
도시화율
%
정부지출비중 GDP대비, %

브라질러시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

G7

(

6.0

5.7

5.9

6.5

5.8

5.4

4.9

4.7

4.7

6.0

5.7

4.3

5.7

5.4

5.0

5.3

5.3

4.8

4.9

5.7

5.1

3.8

4.5

4.6

4.5

4.9

5.3

4.4

4.1

5.7

2.8

2.4

3.4

4.4

3.5

5.0

5.7

3.1

2.6

5.7

1.9

4.1

4.6

4.3

3.0

3.0

4.7

1.7

2.9

5.4

4.0

3.8

4.6

4.4

4.6

5.9

5.9

3.6

4.2

5.7

40.7

43.0

7.5

34.3

10.9

22.4

56.3

25.0

30.7

75.2

12.0

6.0

25.4

9.0

10.9

14.7

7.5

9.2

8.1

15.1

19

25

29

43

8

5

4

5

7

29

275

48

100

282

64

88

119

27

29

401

6.0

3.6

5.3

4.0

4.5

5.1

5.4

4.2

3.4

5.8

6.2

3.8

5.8

5.3

4.7

5.7

5.7

5.6

4.7

5.0

42.0

47.8

76.2 145.3

20.5

54.1

38.0

11.2

4

8

7

1

6

5

3

9

10

2

3.6

4.8

7.4

10.5

5.2

4.3

4.6

4.8

7.3

1.2

1.1

1.3

0.8

1.5

0.1

0.2

0.6

0.1

0.2

2.3

15.2 123.1

3.1

3.6

4.3

4.0

4.3

3.7

4.9

3.7

3.8

4.7

86.5

72.8

30.1

44.9

53.7

34.0

72.2

66.4

28.8

77.1

주 : 1) index는 모두 1∼7점으로 평가 2) 정부지출 비중은 공공의료비 지출 제외
2)

17.0

15.9

10.1

11.1

7.8

9.7

10.6

8.4

3.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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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분석*
조유정 신흥경제팀 조사역
◆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FDI 유입액(flow)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 14%
(2007년)에서 2011년에는 25%로 높아지는 등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회복을 주도
o 분석대상 기간중 아시아 7개 주요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형태별로는 Greenfield형
을 중심으로 각각 이루어진 가운데 유럽 및 아시아 선진국에 의한
투자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 중국, 인도 및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 이들 국가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을 UNCTAD에서 설정한 기준을
원용하여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 및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의 순으로 투자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말레이시아가 3개 부문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보였으
며 중국은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태국은 사회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으나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우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여타 국가에 비해 열위한 것으로 분석
◆ 향후
입에
가는
한층

아시아 주요 신흥국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투자유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법제를 정비해 나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1 . 검토 배경
□ 2004년 이후 크게 늘어나던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실행액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였던 2008～09년에도 연
평균 투자액이 2004∼07년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글로벌 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2010∼11년에는 투자규모가 다소 축소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14호(2013.4.4), 국제경제분석 제2013-3호(2013.4.1)

- 443 -

o 다만 동기간중 선진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줄어든 반면 중남미
와 함께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UNCTAD에서는 아시아 신흥국에 중동지역(West Asia)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고에
서는 중동지역을 오세아니아와 함께 기타 지역에 포함

외국인직접투자 추이1)

주: 1) 연평균 유입액 기준

(10억달러)
‘01～03 ‘04～07 ‘08～09 ‘10～11
선진국 474 834 813 683
신흥국 207 457 681 733
(아시아) 105 206 269 350
(중남미) 62 111 179 202
(동유럽) 14 52 97 83
( 아 프 리 18 34 55 43
카)
(기타)
8 54 81 55
세계
681 1291 1,494 1,417
자료: UNCTAD

o 이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도 유입액
(flow)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14%(2007년)에서 2011년에는
25%로 상승(아시아 신흥국이 전체 신흥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08년 37% →
2011년 48%)

― 잔액(stock) 기준 비중은 2007년 14%에서 2011년 17%로 높아졌고
2000년대 들어 하락세를 보이던 전체 신흥국대비 비중도 다소 상승
(2009년 45% → 2011년 46%)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자료: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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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인도 및 아세안 5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본 후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에 대해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
* 7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아시아 신흥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11
년 누계 기준으로 57.5%(중국 37.2%, 인도 8.8%, 인도네시아 2.9%, 말레이시아
2.5%, 태국 3.4%, 베트남 2.1%, 필리핀 0.7%)

2 .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특징
( 현황 )
□ 아시아 7개 주요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의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10～11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태
국에서는 증가폭이 이전(2004～07년)보다 확대된 반면 인도, 필리핀 및
베트남의 경우 감소로 전환
* 2010∼11년중 말레이시아의 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2009년
중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수를 연초 200만명에서 연말 180만
명(2015년까지 150만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투자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직접투자 유입액이 크게 감소(2008년 72억달러 → 2009년 15억달러)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감률1)

‘04～07 ‘10～11
중 국 (1,194) 11.8
14.2
인 도 (279) 55.92) -5.8
인도네시아 (163) 54.0
96.9
말레이시아 (105) 36.5 187.0
태 국 (97) 21.4
40.4
베트남 (77) 46.6
-1.1
필리핀 (13) 56.1 -19.8
아시아 (3,502) 25.1
22.6
주: 1) 기간중 연평균 증감률(%), ( )내는 2010～11년중 연평균 유입액(억달러)
2) 2005～07년중 연평균 증감률
자료: UNCTAD
o 2011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중국,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에
서는 글로벌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인도,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에서는 이전 수준을 하회*
*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비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및 태국에서는 상승하였으나 여타 국가에서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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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UNCTAD
( 특징 )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주종) 아시아 주요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투자비중을 보면, 모든 국가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o 다만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 및 베트남의 경우 건설업 및 전기전력 등 인
프라 관련 투자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및 태국에서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1)의 산업별 비중 변화

주: 1) 기간중 연평균 외국인직접투자액 기준(필리핀을 제외한 6개국 대상)
2) 중국은 2006～08년, 베트남 2007년 제외, 말레이시아는 2008년 기준
3) 베트남은 2010년 제외
자료: 각국 중앙은행, 상무부, 통계청 등
o 또한 모든 국가를 합산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투자
비중이 낮아지고(51% → 47%) 서비스업의 투자비중은 다소 상승(41% →
43%)하였으며,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4%p) 및 부동산(+2%p)의 투자비
중은 높아진 반면 금융(△8%p)의 투자비중은 크게 하락*
* 서비스업을 업종별로 보면 금융의 투자비중은 6개국 모두에서 하락하였으며 베
트남에서는 호텔․식품업(+24%p)의 투자비중이 상승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운송
(+11%p), 도소매(+8%p)의 비중이 크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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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 신흥국1)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2)의 산업별 비중 변화

주: 1) 필리핀을 제외한 6개국 기준 2) 기간중 연평균 외국인직접투자액 기준
3) 중국은 2006～08년, 베트남 2007년 제외, 말레이시아는 2008년 기준
4) 베트남은 2010년 제외
자료: 각국 중앙은행, 상무부, 통계청 등
 (Greenfield형 투자가 대부분) 투자형태별로는 여전히 저임금을 활용한
생산기지를 설립하기 위한 Greenfield형*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2011년
**
84.5%)하고 있으나 자원 확보와 내수 판매망 구축을 위한 M&A형 투
자비중도 2005년 5%에서 2011년에는 15.5%로 상승
* 새로운 형태의 창업(제조업의 경우 공장설립, 서비스업은 사업장 설립) 등 신설투
자를 의미하며 광의로는 생산 및 영업설비 등을 확장하는 투자도 포함
** 투자 대상국에 설립되어 영업중인 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

o M&A형 투자비중(15.5%)이 선진국의 60%를 크게 밑돌고는 있으나 국가
별로 보면 태국(△8%p)과 말레이시아(△7%p)를 제외한 5개국에서 모두
상승하고 있으며, 계약규모가 10억달러 이상인 대형 M&A형 투자의
유치실적도 2005～08년중 총 7건의 292억달러에서 2009～11년중에는
총 20건의 483억달러로 크게 증가*
*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1>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계약액 10억달러 이상 M&A
유치실적｣ 참조

― 최근의 대형 M&A형 투자는 주로 부동산, 무선통신 등 서비스업과
에너지(원유, 전력)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며 투자유치국(host country)
도 다양화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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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중 M&A형 투자비중

자료: UNCTAD
 (건당 투자금액은 축소) 건당 투자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축소되었는 바, 이는 고위험의 대규모 투자보다 소규모 투자 선호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
o 다만 M&A형 투자는 중국, 인도, 필리핀 등을 중심으로 건당 투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의 경우 대형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
건당 투자금액 추이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별 건당 투자액

자료 : UNCTAD
 (아시아국가들로부터의 투자 비중 확대) 투자국별로 보면, 일본, 싱가포
르 등 아시아국가들로부터의 투자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가운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도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투자비중(46% →
47%)이 다소 확대된 반면 유럽(32% → 30%)의 투자비중은 하락
o 대부분의 투자유치국에서 일본과 싱가포르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증가
하였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22%p), 베트남은 미주지역(12%p),
필리핀은 일본(+22%p)으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
―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비중도 베트남(+8%p), 필리핀(+2%p) 등을
중심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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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면 인도*는 기타지역(△11%p), 인도네시아는 미주지역(△16%p)과 유럽
(△10%p) 등으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큰 폭 축소
* 인도는 기타지역으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2009～11년 평균 40%인데 이는 아프리
카의 모리셔스와 1983년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모리셔스에 기반한
투자사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데 기인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1)의 투자국별 비중 변화

주: 1) 기간중 연평균 외국인직접투자액 기준
2) 중국은 2006～08년, 말레이시아는 2008년 기준
자료: 각국 중앙은행, 상무부, 통계청 등
3 .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별 투자환경 비교 평가
□ 아시아 7개 주요 신흥국의 외국인투자 환경을 경제적, 정책적 및 사회
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국가별로 비교우위 및 열위 분야
를 파악
* UNCTAD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결정요인을 경제적 측면(Economic determinants),
정책적 측면(Policy framework) 및 사회적 측면(Business facilitation)으로 구분해 설
정하고 이 가운데 경제적 측면의 요인으로 시장의 매력도(market-seeking), 투자의
효율성(efficiency-seeking), 자연자원의 이용도(resource-seeking), 인프라 구축 정도
에 관한 지표를 활용하여 FDI 잠재지수(Potential Index)를 산출

￭ 경제적 측면 : 시장의 매력도, 투자의 효율성, 자원의 이용도, 인프라의 구축 정도
￭ 정책적 측면 : 국가의 안정성, 조세 제도, 외국인투자 제도
￭ 사회적 측면 : 창업의 용이성, 사회적 환경

o UNCTAD 등에서 활용되는 평가지표를 원용하여 국가별로 투자환경을
비교 평가*
*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참고2>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투자환경 비교 평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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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2011년(평균) 기간의 평가지표를 국가별로 순위화하여 최저 1
점에서 최고 7점까지의 점수를 부여
평가 부문별 사용지표
부 문

항 목
지 표
시장의 매력시장규모 : 전세계 대비 GDP(PPP 기준) 비중
구매력 : 1인당 GDP(PPP 기준)
도
성장성 : 실질 GDP증가율
투자의 효율제조업 월평균 임금수준(기본급)
고등교육 이수자수(인구 10만명당)
경 제 적성
실질 대출금리(CPI상승률로 실질화)
측면 자원의 이용GDP대비 연료･광석 수출비중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도
전체 국토면적 대비 경작면적 비중
인프라 지수(전문가 평가)
인프라
1인당 전력소비량
유･무선 전화가입자수(인구 100명당)
환율 변동성
국가안정성 국가신용등급(2011년 기준, 3개사 등급을 점수화1))

출 처
IMF
“
“
JETRO
UNESCO
World Bank
UN, IMF
BP
World Bank
WEF
UN
World Bank
IMF
Moody’s, S&P,
Fitch
World Bank
“

정책적
세율
이윤대비 세율
측면
투자자 보호지수(전문가 평가)
외국인투자제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과의 동질성(전문
“
도
가 평가)
창업비용(GNI대비 비율)
사 회 적창업 용이성 경영의 용이성(전문가 평가)
창업시 법적 보호지수(전문가 평가)
측면
사회적 환경 정부 투명성지수(전문가 평가)
세계화 지수(전문가 평가)

“
IMD
“
“
“

주: 1) 점수화
방법은2012.6월)
“신흥국 참조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여건 평가”(해외경제포커스
제2012-36호,

( 종합평가 )
□ 경제적‧정책적‧사회적 측면을 종합한 평가지표를 살펴본 결과, 말레이시
아, 태국, 중국의 순으로 투자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o 말레이시아가 3개 부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으며 중
국은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태국은 사회적 측면에서 높은
순위를 보임
o 그러나 베트남 및 필리핀의 투자환경은 여타 국가에 비해 열위에 있
는 것으로 분석
― 필리핀은 3개 부문 모두에서 낮은 순위에 그쳤으며 베트남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취약한 것
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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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종합순위1) 및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2)과의 관계

(점)
경제적 정책적 사회적 종합
측면 측면 측면 순위
중 국 4.9 4.0 5.4 4.8
인 도 3.5 4.2 4.0 3.8
인도네시아 3.5 4.2 2.4 3.4
말레이시아 4.9 5.8 6.4 5.5
태 국 4.6 4.6 5.6 4.8
베트남 3.8 2.6 1.8 3.0
필리핀 2.8 2.6 2.4 2.6
주: 1) 순위에 따라 1～7점으로 평가하되 최고순위를 7점으로, 최저순위를 1점으로
하고 경제적 측면을 50%, 정책적 측면을 25%, 사회적 측면을 25%로 각각 가
중하여 산출
2) 1995～2011년중 GDP대비 FDI 유입액 비율(명목기준)의 평균
( 부문별 평가 )
 (경제적 측면) 시장의 매력도, 투자의 효율성, 자원의 이용도, 인프라
등 4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중국, 말레이시아 및 태국의 순으로 투
자환경이 양호하였음
o 중국은 시장규모와 성장성 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의 매력도
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인프라가 가장 뛰어
나고 태국도 인프라와 함께 양질의 노동력 등으로 인해 투자의 효율
성 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
o 베트남은 낮은 수준의 임금 및 금리 등 투자의 효율성과 자원의 활용
면에서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한 환경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
o 한편 인도는 시장의 매력도와 자원의 활용 가능성 면에서는 비교우위
를 보였으나 인프라 여건이 가장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네
시아의 경우 풍부한 천연자원에 힘입어 자원의 이용도 면에서 높은
비교우위에 있으나 인프라, 시장의 매력도 등은 비교적 취약한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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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 평가1) 및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2)과의 관계

(점)
시장의 투자의 자원의 인프라 경제적
매력도 효율성 활용
측면
중 국 6.3 4.3 4.0 5.0 4.9
인 도 4.3 3.0 4.7 2.0 3.5
인도네시아 3.7 3.7 4.3 2.3 3.5
말레이시아 4.7 3.7 4.3 7.0 4.9
태 국 3.7 4.7 4.0 6.0 4.6
베트남 2.7 5.3 4.7 2.7 3.8
필리핀 2.7 3.3 20 3.0 2.8
주: 1) 순위에 따라 1～7점으로 평가하되 최고순위를 7점으로, 최저순위를 1점으로
하고 시장의 매력도, 투자의 효율성, 자원의 활용, 인프라를 각각 25%로 가중
하여 산출
2) 1995～2011년중 GDP대비 FDI 유입액 비율(명목기준)의 평균
 (정책적 측면) 국가의 안정성, 세율, 외국인 투자제도 등과 관련된 정책
적 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순으로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
o 말레이시아는 외국인투자자의 보호, 세율 등에서 가장 양호하였으며
태국은 외국인투자자의 보호, 세율, 국가신용등급 등에서 비교적 양호
한 것으로 평가
o 인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성이 작으며, 인도네시아는 국가
신용등급과 환율의 안정성 등에서 미흡하였으나 세율이 낮은 수준이
고 외국인투자자의 보호 등의 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님
 (사회적 측면) 창업의 용이성, 정부행정의 투명성, 세계화 정도 등으로
평가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및 인도 등의 순으
로 나타남
o 말레이시아는 창업의 용이성, 정부행정의 투명성, 세계화 정도 모두에
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태국은 창업비용이 가장 낮은 가운데
세계화 정도 및 정부행정의 투명성 면에서도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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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은 세계화 정도가 다소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창업비용이 작은 것
으로 평가되었으며, 인도는 창업비용이 높지만 세계화 정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
정책적‧사회적 측면 평가1)

(점)
(점)
국가 세율 외국인 정책적2)
창업 정부행정 세계화 사회적3)
안정성
투자제도 측면
용이성 투명성 정도 측면
중 국 7.0 1.0 2.5 4.0 중 국 5.7 6.0 4.0 5.4
인 도 4.0 2.0 5.5 4.2 인 도 3.3 4.0 6.0 4.0
인도네시아 2.0 6.0 5.5 4.2 인도네시아 2.0 3.0 3.0 2.4
말레이시아 5.5 7.0 5.5 5.8 말레이시아 6.0 7.0 7.0 6.4
태 국 3.5 5.0 5.5 4.6 태 국 6.0 5.0 5.0 5.6
베트남 3.5 4.0 1.0 2.6 베트남 2.3 1.0 1.0 1.8
필리핀 2.5 3.0 2.5 2.6 필리핀 2.7 2.0 2.0 2.4
주: 1) 순위에 따라 1～7점으로 평가하되 최고순위를 7점으로, 최저순위를 1점으로 하
여 평가
2) 국가안정성을 40%, 세율을 20%, 외국인투자제도를 40%로 가중하여 산출
3) 창업용이성을 60%, 정부행정 투명성을 20%, 세계화 정도를 20%로 가중하여
산출
4 . 시사점
□ 앞으로도 아시아의 7개 주요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기
지 구축, 시장확보 등을 위해 계속 확대되면서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
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국가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의 임금 수준을 큰 폭으로 하
회하고 그 격차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직
접투자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생산기지 설립 등을 목적으로 계속
유입될 것으로 예상
― 7개국의 연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이 2000∼07년 8.4%에서 2009∼11
년 16.8%로 높아졌으나, 2011년 현재 아시아의 7개 주요 신흥국의
제조업 명목임금(월평균 기준, 288달러)은 G7(2,753달러)과 한국, 대만, 싱
가포르 등의 아시아 NIES 국가 수준을 대폭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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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명목임금 상승률 및 임금수준1)(2011년 기준)

주: 1) 제조업 일반기능공 월평균 임금 기준

자료: JETRO, OECD

o 이와 함께 이들 7개국이 7%대 중후반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
운데 1인당 GDP도 5년 이내에 현재보다 1.5배(2012년 3,917달러 → 2017년
6,067달러, 중국 제외시 1.6배) 정도 높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IMF
2012.10월)되고 있어 외국인직접투자가 시장선점, 판매망 확보 등을 위
해 계속 늘어날 가능성
아시아 주요 7개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및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 IMF, UNCTAD
□ 향후 이들 주요 신흥국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투자유입
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인프라를 일층 개선하는
한편 관련 제도와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o 현재 아시아의 7개 주요 신흥국의 운수 및 통신 등 투자에 필요한 기
본 인프라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어 향후 인프라 확
충이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한 말레이시아 및 태국을 제외한 5개국의 인
프라 여건은 전체 신흥국 평균 수준을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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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지수1)(2011년 기준)

주: 1) 7점 만점으로 전문가 평가, 2) 인프라 수준이 양호한 말레이시아, 태국 제외
3) 인프라 수준이 저조한 아프리카 대륙의 신흥국 제외, 4) 100명당 기준
자료: WEF, UNDP
o 또한 이들 국가에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
가 비제조업 분야로도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하였던 서비스,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를 중
심으로 전략적으로 육성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자에게
적극 개방하는 등 관련 제도와 법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최근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1)

주요 외국인 투자제도
․첨단산업, 에너지, 환경보호 등의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액 규제 완
중국
화(1억달러→3억달러)(2010)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 개정을 통한 첨단 기술산업 투자 유치(2012.1)
․복수 브랜드 소매 유통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51% 허용(단일 브랜
인도
드 소매 유통업은 100% 허용)(2011.11)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100% 허용(2012.4)
․전기 및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2009)
및 병원 서비스(65%→67%)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지
인도네시아 ․건설(55%→67%)
분확대, 외국인소유 병원의 허가지역 확대(2010.5)
․외국 광업회사의 지분 의무양도 비율 확대(20%→51%)(2012.2)
․27개 서비스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한도 100%확대(2009.4)
말레이시아 ․보험사 및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 상향조정(49%→70%)(2009.6)
․투자사업 관련 원스톱 센터인 산업개발청(MIDA) 설립(2009.1)
따라 에너지, 광물, 인프라, R&D 등을 중점 투자유치 분야로 선
필리핀 ․IPP에
정하여 지원(2011.3)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기존 30%→12년 23%→13년
태국 ․외국인투자
20%)(2011.10)
․WTO 가입을 통해 건설․운송․통신부문 개방 확대 등 추진(2006.11)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외국인 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
단일화(2006.7)
주: 1)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3>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최근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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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계약액 10억달러 이상 M&A 유치실적(2001～11년)

금액 연도
투자유치국 투자국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업종 (억달러
)
필리핀 - Investor Group 코가콜라
음식료품
13 2001
중국 일본 Nissan Motor Dongfeng Motor
수송장비
10 2003
Procter
&
Gamble
중국 미국 Procter & Gamble -Hutchison
화학(세정제) 20 2004
중국 영국 HSBC Holdings BoCOMM(교통은행) 은행업
17 2004
인도네시
Philip
Morris
HanjayaMandata
인도네시아 아 Indonesia PT Sampoerna Tbk
담배
51 2005
중국 영국 Investor Group Bank of China
은행업
31 2005
태국 싱가포르 Investor Group Shin Corp PCL
전화통신
37 2006
말레이시아 일본 Daikin Industries OYL Industries
전자제품
12 2006
인도 영국 Vodafone Group Hutchison Essar
무선전화통신 127 2007
필리핀 일본 Investor Group Mirant Corp
에너지(전력) 34 2007
인도 일본 Daiichi Sankyo Co.Ranbaxy Labaratories 의약품
34 2008
GCL
Solar
Energy
중국 홍콩 GCL-Poly Energy Technology
반도체
38 2009
r o L o g i s - C h i n a부동산개발 13 2009
중국 싱가포르 GIC Real Estate POperation
중국 홍콩 Investor Group Shanhai Shimao Co. 부동산개발 10 2009
인도 일본 NTT Docomo Tata Teleservices 무선전화통신 27 2009
필리핀 일본 Kirin Holdings San Miguel Brewery 맥주제조
12 2009
Abbott
인도 미국 Laboratories Piramal Healthcare 의약품
37 2010
Network Aircel
Ltd-Mobile무선전화통신 17 2010
인도 인도 Chennal
Infrastructure Ltd Towers
인도 일본 JFE Steel Corp JSW Steel Ltd
철강
10 2010
중국 홍콩 Grand Point Invest Tianjin Port Co Ltd 운송서비스 15 2010
인도 영국 BP
Reliance Industries 에너지(원유) 90 2011
인도 영국 Vedanta Resources Cairn India
에너지(원유) 60 2011
인도 영국 Vodafone Group Hutchison Essar
무선전화통신 33 2011
인도 독일 Siemens
Siemens
전자
14 2011
말레이시아 UAE Aabar Investments RHB Capital
투자자문
19 2011
말레이시아 영국 MBK Healthcare Integrated Healthcare 부동산임대 11 2011
인도네시아 영국 Vallar
Burni Resources
광산업
19 2011
Universal
Resource
필리핀 미국 Development
True Green Energy 에너지(전력) 17 2011
음식료(초콜
중국 스위스 Nestle
Hsu Fu Chi Int’l
17 2011
렛)
중국 미국 Investor Group Taikang Life Insurance 보험업
12 2011
태국 태국 Big C Supercenter Carrefour SA-Business 소매업(식품) 12 2011
자료: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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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투자환경 비교 평가1)

단위

중국

시장규모

%

9.1

4.2

1.3

0.5

0.5

0.8

0.3

구매력

달러

3,954

2,089

3,104

11,058

2,913

6,533

1,976

성장성

%

9.9

7.0

4.2

5.0

4.4

3.3

7.2

달러

181

178

131

265

209

203

119

1,372

1,204

1,696

2,525

3,005

3,379

1,481

%

3.5

5.2

6.3

4.7

5.4

5.1

3.9

%

0.7

1.0
12

6.3
22

9.8
21

0.7 1.6 7.9
1 3 5

54

11

6

시장의 매력도)

인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

투자의 효율성)

(

제조업 월평균 임금

경
제
적

고등교육 이수자수

만명당

10

실질 대출금리

(자원의 이용도)
측 연료 광석 수출비중
면
원유 가스 매장량

․
․

억배럴

10

경작면적 비중

%

28
13

17

31

20

인프라)

(

인프라지수

2)

index

전력소비량

명

kwh/

전화가입자수

명당

100

3.4

2.9

3.4

5.3

2.7

4.4

2.7

1,446

433

426

2,888

525

1,650

448

43

18

32

72

40

51

41

국가안정성)

(

환율 변동성
국가신용등급
정
책 (세율)
적
이윤대비 세율
측 (외국인투자제도)
면 투자자 보호지수
외국인 투자기업과
3)

국내기업과 동질성
(창업 용이성)

3)

사
회
적

창업비용

%

0.2

1.0

3.7

1.0

1.4

1.6

0.4

점

13.7

8.0

7.3

11.0

6.3

9.7

4.3

%

73

67

37

35

49

38

39

index

4.9

6.0

5.8

8.7

4.0

7.0

2.5

index

4.5

5.8

6.3

5.3

5.1

5.4

10

62

76

23

23

8

index

5.8

4.7

4.2

6.8

3.8

5.8

index

6.5

6.4

5.7

7.3

6.0

6.7

index

4.9

4.0

3.4

5.7

3.3

4.2

index

6.2

6.4

5.3

6.6

5.2

6.3

대비%

GNI

경영의 용이성

3)

창업법적보호지수

3)

측 (사회적 환경)
면 정부투명성 지수
세계화 지수

3)

3)

주 : 1) 1995∼2011년 평균,

2) 1∼7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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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0점으로 평가

‥
21

‥
‥
‥
‥

<참고 3>

중 국

인 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 국
베트남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최근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

o 환경친화 및 고부가가치생산 농업과 농업 장비 관련 투자 장려(2006)
oo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및규정제정을
통해
외국기업
M&A규제
강화(2006.9)
외국기업의
부동산
할부구매
금지
외국인
투자자의
신고의무
강화(2006.9)
oo 유기비료
대한 기술개발
등 농업관련
투자 장려(2007)
농업부문 및
투자농작물에
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R&D
부여(2009)
oo 하이테크,
에너지,오염물질
환경보호에배출대한감소를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금액규제
완화(1억→
3억달러)(2010)
에너지절감,
위해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2010)
oo 외자기업에
대한낙후지역에
투자심사대한
간소화
및 중국내
자본조달투자대상
허용(2010.4)
고부가가치
산업과
투자
유도를
위해
외자기업
확대․개편(2010)
oo 외자기업
설립
연구개발센터
기술개발을
위한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와
증치세
면제(2010)
외국인투자기업
도시유지보수
건설세
및
교육세
납부의무
부과(2010.12)
oo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기업
M&A시
안전심사제도
실시
등 유도(2011)
요건 강화(2011.9)
산업구조조정
목록을
발표하여
과잉
생산분야의
퇴출을
oo 외국인위안화직접투자허용및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자본시장투자한도확대(300→800억달러)(2011.
10)
에너지,
환경보호,
하이테크
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
가이드라인
공표(2011.12)
oo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개정을
첨단기술산업25%
위주의
투자 유치(2012.1)
외국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통해폐지(법인세율
일원화)(2012)
oo 통합
외국인직접투자정책
발효(2010.4)
담배
관련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금지(2010)
oo 외국인직접투자자의
자본재,
기계설비류의
수입에
대한브랜드
대가로 주식발행
허용(2011.4)
유통업
개방
결정
:
슈퍼마켓
및
백화점인
복수
소매
부문에서
51%까지
외국인직접투자
허용(단일
품종
소매점은
100%까지
허용)(2011.11)
oo 항구
및 식품약제
가공부문
부문에
대한 정부
외국인직접투자
100%까지 허용(2011.11)
외국기업의
M&A시
승인
필요(2011.11)
oo B2B
대한외국자본소유
외국인직접투자기업100%까지
허용(2012.4)
일부 전자상거래에
농업부문에 100%
설립 허용(2012.5)
oo 조세법
총칙 개정(2007),
소득세법
개정(2008),
법인세법 투자를
및 투자법
개정(2010)
전기
회사의
독점적
권한을
폐지하고
외국
투자자의
허용(2009)
oo 외국인투자기업의
광업및투자병원
허용서비스(65%
및 5년간 광업→지분율
100%
허용대한
광업법외국인
제정(2009)
건설(55%
→
67%)
67%)
부문에
투자지
분
확대,
외국인소유
병원의
허가지역
확대(2010.5)
oo 중장기경제개발계획
발표인프라
: 경제개발회랑별
육성산업
지정 및 투자금액 발표(2011.5)
토지수용법
개정으로
투자
확대
추진(2012.1)
oo 광업법
신투자계획안발표:
일부투자지역의투자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2012.
시행세칙 제정투자절차간소화,
: 모든 광물자원이
가공 상태에서 수출되어야 한다는 규정 제정(2012.2)2)
oo 6개
서비스분야
집중육성을
위해대해
특별경제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우대조치
발표(2007.3)
외국인
투자
펀드
운용사에
10년간
운용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2007)
oo 이자소득세
및 환경,
배당금에
대한관련된
과세 활동
폐지(2008.8)
안보,
안전,
건강,
종교
등과
제외하고 제조업투자
허가 자동화(2008.12)
o 산업개발청(MIDA)을
공공설비
및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투자사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진
원스톱
센터로
개편(2009.1)
oo 특별경제지대설립,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세금면제 및 각종 투자인센티브제공(2009.8)
27개서비스부문과지역유통센터,
국제구매센터등의외국인지분소유한도100%
상향(2009.4)규제
o 보험사
및
증권사에
대한
지분소유
한도
상향조정(49%→70%),
현지법인설립
완화, 일부 금융업 부문 외자기업 설립 허용 등(2009.6)
oo 모든
법인에자유로운
대해 법인세율
30%로허용(2009.1)
인하(2009.1)
외국기업의
외환
매매
o 민관협력(PPP)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PPP 센터 설립(2011.3)
oo 외국인투자
위해 법인세율
결정(기존승인(2012.2)
30%→12년 23%→13년 20%)(2011.10)
외국은행의유치를
영업점을
자회사로인하변경함을
o WTO
가입을
통해 2～3년
이내의
건설업
부문
완전
개방, 5년 이후 운송부문
완전개방,
통신부문의
부분적
개방
등
투자
환경
개선(2006.11)
oo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외국인 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단일화(2006.7)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법
도입(2006.7)
o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제정(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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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 신흥국 연료보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김민수 신흥경제팀 과 장
강유진 신흥경제팀 조사역
◆ 동남아시아 3개 신흥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연료보조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왔으며, 최
근 연료보조금 규모는 명목GDP의 3~5%까지 확대
o 그러나 3국 모두 연료보조금 지급규모가 확대되면서 재정부담 가중,
소득불균형 야기 등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구조개혁 필요성이 꾸
준히 제기
◆ 연료보조금의 과도한 지급은 ①정부 재정부담 가중, ②무역수지 악화,
③소득불균형 심화, ④재판매 등 불법행위 야기, ⑤환경오염 유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
◆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IMF 등 국제기구는 보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개혁 추진시 인플레이션 심화 및 기존 수혜계
층의 저항 등으로 인해 단기간내 개혁은 여의치 않을 전망
o 보조금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①저소득층 소득보완대책 마련, ②물가안
정 도모, ③점진적인 개혁, ④효율적인 대국민 홍보 등이 중요

1. 검토 배경
□ 동남아 3개 신흥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연료보조금 지급을 통
해 국제유가 및 국내 연료가격 변동에 따른 저소득층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안정을 도모
o 상기 3국의 보조금 제도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비중이 인근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데다* 2011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유가가 회복되면서 재정부담 가중과 소득불
균형 야기 등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구조개혁 과제로 대두
* 보조금 비중은 집계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각 기관별 발표치에 차이가 있으나 국
가별 비교를 위해 IMF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수치를 살펴보면 석
유 및 천연가스의 경우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GDP대비 보조금 비율은 각
각 4.17%, 5.91%로 아시아 신흥국 평균 2.46%보다 높은 수준(2011년)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38･39호(2013.9.26), 국제경제리뷰 제2013-20호(20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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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석유제품 가격

연료 보조금 비중(2011년)

자료 : Bloomberg

자료 : IMF

o IMF 및 World Bank 등도 보조금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연료보조금 제도의 개혁(최종적으로는 폐지)을 권고*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IMF는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보조
금 축소 등 전면적 개혁을 금융지원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당시 말레이시아 정
부(마하티르 수상)는 이를 거부하였고 인도네시아는 IMF권고에 따라 일시 폐지하
였다가 다시 재개

⇒ ASEAN 국가중 연료보조금 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태
국을 중심으로 연료보조금 제도 현황과 이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을 살
펴보고 향후 보조금제도의 개혁방향을 정리

2. 동남아 3개국의 연료보조금 제도 현황 및 경제적 영향
1. 연료보조금 제도 및 운영 현황
( 인도네시아 )

□ (현황)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대통령 집권기(1967∼98년)부터 연료보조
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산업용 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2005년중 완전
히 폐지하였으나 산업용 이외 부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
중이며, 등유를 LPG로 대체하기 위해 LPG소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
* 연료보조금 제도는 연료소비 혹은 생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수혜
대상에 따라 ①소비자 보조와 ②생산자 보조로 구분되는데 소비자 보조에서는 소
매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생산자 보조에서는 연료 생산자가 받는 연료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를 보조금으로 파악하며 생산자 보조에서
는 소매가격이 낮게 책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잉소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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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연료의 경우 국제가격에 운송비 등을 감안하여 추정
하며, 전기와 같은 비교역재의 경우 국내 생산자의 적정 이윤과 운송비 등을
감안한 원가보상가격이 기준가격 역할을 함

o ｢인도네시아 석유공사｣(Pertamina)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인 연료판매가
이루어진 다음 재무부에서 시장가격(기준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석유공사에 지급하는 형태로 연료보조금 제도를 운영
￭ 인도네시아 정부의 연료보조금 추정공식 : [연료기준가격—{소매가격—부가
가치세(PPN10%) — 자동차 연료 세금(PPBKB5%)}] × 연료규모
인도네시아 연료가격1)(2013.6월말 현재)

보조 연료
비보조 연료
가격
가격/리터)
종류
사용자 (루피아/리터)
종류
사용자 (루피아
가솔린RON88 조
개인차량
광 림 산 업산 8,430
Pertamax
가솔린 공 공 운 송 6,500(4,500) RON92
RON88
Pertamax
8,540
plus Ron95 개 인 차 량
특별운송
Petamina Dex
대규모
개인차량
어선산업
공
공
운
송
High speed 해 양 운 송
High speed 국 영 전 력
Diesel
산 8,890
특 별 운 송 5,500(4,500) Diesel 광
군 / 경 찰
전통어선
빈
곤
층
등 유 소 기 업
2,500 등
유 전 산 업 8,540
주 : 1) ( )내는 연료가격 인상 이전 가격, 비보조연료 가격은 시세(MOPS)에 따라
가변적
2) RON은 Research Octane Number의 약자로 가솔린의 내폭성(옥탄가)을 측정
하는 기준이며 옥탄가가 높을수록 고급 휘발유임
자료 : 외교통상부
o 연료보조금 개혁은 2001년 이후 본격 진행되었으며, 2005년에는 조림
산업･광산업 등 산업용 연료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을 적용
* 싱가포르 석유 제품 중개시장에서 적용되는 현물시장 가격지표인 MOPS(Mid Oil
Platt’s Singapore)

― 2005년 산업용 연료부문의 보조금 개혁이 단행된 이후에도 인도네
시아 정부는 일반 연료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재정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13.6월 가솔린 및 디젤 가격을 인상(가
솔린: 44% 인상, 디젤: 2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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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7년부터는 등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등유-LPG 전
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LPG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치, 가격
보조 등의 정책을 통해 LPG소비를 장려
― 이에 따라 LPG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증가(2007∼11년중 14.1조 루피아)
하였으나 등유에 대한 보조금 축소규모(2007∼11년중 35.3조 루피아)가
더 커서 재정건전화에 일조

□

(연료보조금 규모) 2012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연료보조금 규모는 약
137조 루피아(2012년 평균환율 9,362루피아/달러 적용시 141억달러 상당)로 연간
정부지출의 13%, GDP규모의 5.2%에 해당되며 정부부담 총보조금 규모
의 56%를 차지

o 연료보조금 지급규모는 2009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정부지출대비
및 GDP대비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2011년 이후 총보조금중 절반 이
상이 연료보조금 지급에 소요
인도네시아 연료보조금1)

보조금 비율

주 : 1) 2012년, 2013년은 예산기준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 말레이시아 )
□ (현황) 말레이시아는 1983년부터 Automatic Pricing Mechanism(APM)을
통해 일반가솔린(RON95), LPG, 디젤에 대해 연료보조금을 지급
o 기준가격인 MOPS(Mid Oil Platt’s Singapore)에 운영비용･정유회사 마진･
매출세(Sales tax)를 합산한 실제가격(Actual Price)에서 매출세 및 기타보
조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매가격을 책정하고 시장에서 연료가 판
매된 이후 연료 소매판매자에게 매출세를 감면하거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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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는 2009.9월 고급가솔린(RON97)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연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조금
을 지급
― 2012년 기준으로 소매가격은 LPG의 경우 실제가격의 49%, 디젤은
68%, 일반 가솔린(RON95)은 72% 수준이며, 말레이시아의 일반가솔린
및 디젤의 소매가격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보조금 책정 방식1)

내용
가격(링깃/리터)
기준가격(MOPS)
1.6421
운영비용
(+)0.0954
정유회사
마진
(+)0.0445
주유소 마진
(+)0.0800
매출세
(+)0.5862
실제가격
= 2.4482
매출세 감면
(-)0.5862
기타보조금
(-)0.2420
소매가격
= 1.6200
주 : 1) RON95기준, 2005년 기준
자료 : IISD

연료 가격1)

주 : 1) 2012년 기준, LPG는 링깃/kg,
디젤과 RON95는 링깃/리터
자료 : IISD

□ (연료보조금 규모) 연료보조금 규모는 2011년 기준 204억 링깃(68억 달러
상당)으로

정부지출의 11%, 총보조금 규모의 56%, GDP의 3%를 차지

o 연료보조금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대되는 모습이며, 정부
지출대비 및 GDP대비 비중은 등락을 반복하여 왔으나 2010년 이후
다시 상승
o 총보조금에서 차지하는 연료보조금 비중은 2005년 80%를 정점으로
2009년 30%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2011년에는 56% 수준
연료보조금 규모

자료 : 말레이시아 재무부

보조금 비율

자료 : 말레이시아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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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국)

□ (현황) 태국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당시 서민들의 높은 연료가격 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일 펀드*(Oil fund)를 통한 연료보조금 지급을 개
시하였으며, 1991년 연료가격 자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료가격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
* 오일펀드(Oil fund)는 가솔린 등의 연료판매에 대한 추가 부담금(levy)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여타 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o 태국에서는 현재 LPG, 디젤, 자동차용 천연가스(Natural Gas for Vehicle,
NGV) 및 각종 혼합연료, 바이오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액공제 및 감면, 매출손실액 보전(under-recovery)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
― 태국의 연료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
* 연료가격 : 정제전 가격(ex-refinery price)+각종 세금 및 분담금+마진=소매가격

① LPG : 정부가 연료의 정제전 가격을 정제과정까지 소요되는 생산･
수입비용보다 낮게 책정하고 이에 따른 부담은 오일펀드가 보조
② 디젤 : 소매가격을 정부가 책정하고 동 가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소비세 및 지방세를 면제 혹은 감면
③ 자동차용 천연가스(NGV) : 소매가격을 정부가 정하고 공급자 마진
을 축소
④ 바이오 연료 등 :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지는 않으나 면세 및 세액
감면조치, 보조금을 통해 낮은 가격을 유도
o 태국의 연료보조금 제도는 국민들의 연료구입비용 경감 목적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소비 장려 등을 목표로 함
― 디젤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천연가스 차량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반
자동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전환하거나 각종 인프라 구축(가스충전
*
소 등)시에도 보조금을 지원
* 리터당 소매가격을 보면 NGV는 10.5바트로 디젤(29.99바트)의 1/3 수준

― 또한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 연료･혼합연료 등을 낮은 가
격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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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료 가격책정구조

조리용 LPG
정제전 가격

특별소비세
지방세
오일펀드 분담금
에너지절약 촉진기금 분담금
부가가치세
마진
소매가격

(
NGV

바트/리터)
디젤

10.051

13.95

25.49

2.17

0.00

0.01

0.217

0.00

0.00

1.25

-

0.30

-

-

0.25

1.19

0.56

1.96

3.26

-4.01

-

18.13

10.50

29.99

자료 : A citizen‘s guide to energy subsidies in Thailand, 2013

□ (연료보조금 규모) 2012년중 보조금 규모는 1,949억바트(63억달러 상당)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일펀드 기금도 보조금 지급규모가 기금수입을 초과
하면서 2011년중 큰 폭의 적자(221억바트)를 시현
보조금규모 추정액(2012)

백만바트)
연료종류 추정액
(

오일펀드 수입 및 보조금

백만바트)
기금수입 보조금 순수입

보조금 유형
2007
50,923
매출손실액 보전 LN PG GV 57,317
12,820
2008
21,657
디 젤 108,231 2009
35,270
특별소비세 감면 바이오디젤
0.87
2010
37,654
합
계
194,918
2011
39,958
자료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

(

6,181
5,929
19,887
31,303
62,099

44,743
15,728
15,383
6,351
-22,141

2. 연료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재정부담 가중) 연료보조금은 세액감면에 의한 정부수입 감소를 유발
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이 국제연료가격 변
동에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 등 중요 부문에
정부예산이 과소 배분되는 문제를 야기
o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로 연료가격이 하락
하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2009년중 연료보조금 규모가 일시적으로
축소된 바 있으나 이후 연료가격 상승으로 보조금 규모가 다시 늘어
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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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연료가격 및 재정수지1)

말레이시아 연료가격 및 재정수지

주 : 1) 2013년 재정적자는 IMF 전망,
2013년 보조금 규모는 예산기준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Bloomberg

자료 : 말레이시아 재무부, Bloomberg

o 과도한 보조금 지출로 인해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등 장기적 성장잠재력 제고에 필요한 공공지출 소요예산 조달에 차질
― 인도네시아의 경우 교육･보건･치안에 소요되는 정부지출과 비슷한
규모의 연료보조금이 매년 지급되고 있는 실정
인도네시아 부문별 지출1)
2007
505
150
117
84
33
33
64
16
51
3
70

2008
693
275
223
139
84
52
73
14
55
3
72
,

정부지출
보조금
에너지
연료
전기
비에너지
자본지출
보건
교육
치안
소 계
주 : 1) 2013년은 예산안 기준

2009
629
138
95
45
50
43
76
16
85
3
104

2010
697
193
140
82
58
53
80
19
91
3
113

2011
884
295
256
165
90
40
118
14
98
4
116
:

조 루피아)

(
2012
1,070
245
202
137
65
43
176
15
115
6
136

2013
1,154
317
275
194
81
42
184
17
118
7
142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무역수지 악화 우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저렴한 연료가격이 연료소비
증대를 초래함에 따라 연료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될 우려
o 인도네시아 및 태국은 연료 순수입국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
이 크며, 산유국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원유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무역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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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2004년 이후 석유소비가 생산량을 초과하여 순수입국
으로 전환하였으며, 태국은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많지 않아 필
요한 연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인도네시아의 석유 무역적자는 2012년 204억달러이며 말레이시아도
2012년 하반기 이후 석유 부문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
인도네시아 석유 생산･소비

자료 : EIA

말레이시아 석유 생산･소비

자료 : EIA

인도네시아 석유 무역수지

태국 연료 생산･소비

자료 : EIA
말레이시아 석유 무역수지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o 또한 이들 국가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향후에는 연료소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연료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
 (소득불균형 심화) 연료보조금의 제도 도입목적이 저소득 서민의 연료
구입비용 부담 경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혜택은 고소득 계층에게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
o 낮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
라 연료가격 수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료소비
수준이 높은 고소득 계층에 혜택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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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ado et al.(2012)에 따르면 중진국 이하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소득상위 20%
에 해당하는 가계가 연료보조금으로 얻는 혜택 비중(43%)은 하위 20%가 누리는
혜택(7%)에 비해 약 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득상위 10%가 받는 연료보조금은 111,533루피아
로 하위 10%가 받는 10,787루피아보다 약 10배 이상 많으며 특히 디
젤, 가솔린의 경우 소득 상위 10%가 누리는 혜택 비중이 각각 69%
및 42%에 달함
― 이는 소득하위 계층의 자동차 보유 비율이 낮고 소득상위 계층일수
록 연료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며, 반면 등유는 역진성이 비교적 낮
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소득불균형의 시정을 위해서는 디젤, 가솔린 등 역진적 형태
의 보조금 제도에 대한 개혁이 더 긴요하며 하위 소득 계층을 구체
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필요
인도네시아 보조금 분배 구조1)

분위

주

1
2
3
4
5
6
7
8
9
10
: 1) 2008

보조금 분배(%)
등유
가솔린
디젤
3.70
5.28
7.00
8.15
9.73
11.59
13.56
15.03
14.60
11.36

년 기준

0.55
1.32
2.19
3.39
4.70
6.78
9.10
12.56
17.63
41.77

0.05
0.49
0.84
1.24
1.93
2.17
2.35
5.02
16.95
68.95

일인당지출
루피아 , 월)

(

연료보조금
루피아 , 월)

(

123,256
10,787
164,925
16,410
196,632
22,573
229,225
27,802
265,084
34,436
308,761
43,114
363,421
52,581
440,198
62,975
571,048
72,031
1,090,754
111,533
: Teguh Dartanto(2013)

자료

 (재판매 등 불법행위) 동일 연료임에도 용도(산업용 또는 비산업용 등)에 따
라 책정되는 가격이 차별화됨에 따라 불법적인 재판매 유인이 크고 국제
적으로도 연료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접국가로부터의 밀수가 발생
o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는 가격차익*을 노린 불법 재판
매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료가격이 저렴한
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인근 국가(주로 싱가포르)로 연료를 밀수
출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보조금 지급 국가들의 재정 부담이 증대되
고 시장 왜곡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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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경우 비산업용 소매가격으로 연료를 구입한 후 산업
용으로 재판매하여 차익을 거두는 사례가 있으며, 태국에서도 조
리･자동차･산업용의 LPG가격이 달라 부문간 불법 전용거래가 빈번
― 말레이시아에서도 산업용 디젤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면서
도 대중교통용 디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리터당 1.80
링깃) 산업용과 대중교통부문간 불법 재판매가 발생
국가별 연료가격1)

태국의 용도별 LPG가격

디젤
달러/리터)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자료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

0.47
0.59
0.94
1.06
1.01
1.26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주 : 1) 2012년 기준 자료

가솔린
달러/리터)

(

0.47
0.62
1.15
1.25
1.68
: World Bank

수 (환경오염 등) 보조금을 통해 연료가격이 낮게 유지되면 연료의 효율성
제고 및 재활용 관련 투자유인이 낮아져 연료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기
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연료소비는 보조금 부재시보다 많아 환경
오염을 유발하게 되어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이들 국가에 사회적 비
용 부담을 초래
o 또한 정부가 연료생산자(대부분 공공기업)에 대해 생산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 부담을 전가할 경우 이들은 생산과정에서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연료생산자들은 연료생산 증대에 필요한 투자를 소
홀히 할 수 있는 바, 이는 장기적으로 연료 생산시설 부족으로 연결

3. 향후 전망과 개혁 방향
□ 동남아 신흥국이 연료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는 개혁이 절실
o 3개국 모두 연료보조금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2010년 이후 국제유가의
재상승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는 재정수입이 일시 호전되면서 개혁 답보 상황으로 연료가격이 여전
히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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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국가들은 2000년대 후반 일부 연료에 대해 가격인상 조치를
단행한 바 있으나 이후 정치적 이유로 가격을 재인하하면서 연료보
조금제도 개혁에 실패
― 최근에는 2013.6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솔린과 디젤 가격을 인상하
였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2010년중 고급휘발유인 RON97의
가격을 인상한 이후 휘발유가격 정상화가 미뤄져 왔으나 2013.9월
RON95와 디젤가격을 각각 0.2링깃 인상(RON95 : 1.9 → 2.1링깃, 디젤 :
1.8 → 2.0링깃)

인도네시아 연료가격

말레이시아 연료가격

자료 : CEIC

자료 : Bloomberg 등

□ 2013.9월 이후 미국의 시리아 공습준비 등으로 유가의 변동성이 심화된
가운데 보조금 축소는 국민들의 연료비 부담 증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인도네시
아와 말레이시아에 도입된 연료가격 인상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할지 여
부는 불확실한 상황
o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디젤 및 가솔린 가격인상 반대 시위가 지속되
는 등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바 있음
o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민들이 연료보조금을 원유생산에
서 비롯된 이익 공유 차원에서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보조금이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보조금 혜택이 주로 소득 상위계층에 돌아간다는 여러 실증분석 결
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의 80%가 6월
중 시행된 보조금 개혁에 반대
― 또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을 경우 보조금 축소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이 소득불균형 해소 및 사회 인프라 구축 등에 제
대로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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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국가의 보조금이 재정수지와 무역수지 악
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소득불균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여러 폐해
가 있는 만큼 연료보조금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개혁정책을 추진할 필요
① 보조금개혁에 따른 소득감소 피해에 취약한 하위계층* 지원계획 수
립 : 가격인상 이전에 하위계층의 소득보전이 가능한 지원대책을 마
련함으로써 연료가격 인상에 대한 저소득층의 부담과 저항을 완화
* 보조금 축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소득하위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는데 Granado et al.(2012)에 따르면 리터당 0.25달러의 보조금 축소는 하위
20%의 소득을 5.5%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층의 경제난을
고려하여 빈곤층 1,500만 명을 선정하여 한 달에 15만 루피아(약 15
달러)씩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시행
② 적절한 통화‧재정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 : 연료보조금이 축소되면
연료가격 및 여타 품목의 가격도 인상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
게 되므로 적절한 통화‧재정정책을 병행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
― 보조금 개혁은 재정적자 축소와 수요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
제효과를 수반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을
억제
③ 점진적 개혁 : 보조금 축소에 따른 연료가격 인상이 단기간에 이뤄질
경우 인플레이션도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기존 수혜계층의 저항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조금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연료생
산자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보조금 규모, 재정 및 사회적 여건, 보조금 개혁에 대한 일반의 인
식, 사회보장제도 등을 고려하여 개혁 속도의 완급을 조절
― 점진적인 보조금제도 개혁은 경제주체들이 연료가격 인상에 단계적
으로 적응하고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할 여지를 제공하는 한
편 제도개혁 추진과정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경우 정책의 신뢰
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제도개혁 초기의 긍정적 효과 도출에 실패할 경우 개혁에 대
한 저항이 확대될 우려도 있으며 가격인상을 품목별‧순차적으로 진
행할 경우 가격인상이 미뤄진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유발하여
소비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개혁 속도의
신중한 조절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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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국민 설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 전략수립 : 대국민 홍보를 통해 보
조금 개혁의 필요성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개혁 추진과
정에 보조금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수용을 유도
― 보조금 개혁을 위해서는 시행에 앞서 보조금의 정확한 규모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혁방향 등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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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경제국의 금융시장 발달 현황 평가*
이광원

국제종합팀 조사역

◆ 신흥경제국은 세계 GDP와 무역의 32% 및 29%(2010년)를 차지하는
등 실물부문에서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외환시장의 경우 규모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통화가 거래되는 비중
(2010년)도 4%에 불과한데 이는 물가불안, 외환거래규제, 금융시장 미
발달 등으로 이들 국가통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낮은 데 주로 기인
◆ 자본시장의 경우 주식(시가총액, 2011.12월)부문 비중은 27%로 높으나
채권(발행잔액, 2010년)부문은 국내채 8%, 국제채 2%에 불과하여 안
정적 투자처로서의 경쟁력 등은 취약한데 이는 신흥경제국이 압축성
장을 위해 자본시장보다는 은행중심의 금융인프라를 구축해 온 데다
시장개방에도 소극적이었던 데 주로 기인
◆ 앞으로 신흥경제국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시장
개방, 규제완화,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Ⅰ. 개요
□ 금융시장은 실물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함께 발달하는 것이 일반적임
o 실물부문의 성장으로 전체 경제의 부가 축적되면 금융상품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의 발달이 촉진
― 하지만 실물부문의 성장이 금융시장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의 정도는 시장에 대한 신뢰 형성, 시장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충분한 금융상품의 공급 등에 크게 의존함
□ 그런데 신흥경제국의 경우 실물부문의 성장이 금융시장의 발달로 이어
지는 연결고리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약한 모습
o 2000년대 들어 신흥경제국*은 GDP, 교역 등 실물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5호(2012.2.2), 국제경제리뷰 제2012-8호(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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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는 BRICs와 함께 아시아 내 GDP규모 10위 이내(일본ㆍ중국ㆍ인도
제외) 국가인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베
트남을 ‘주요 아시아 국가’로 통칭하여 신흥경제국의 대표 집단으로 설정

세계 주요 경제권의 GDP 및 무역규모 비중

(%, %p)
GDPe
무역규모
2001(A 2010(B 2013 (C (B)-( (C)-( 2001(A 2010(B (B)-(
A)
)
)
)
A)
)
)
A)
미국
23
20
18
-3
-5
15
11
-4
EU
25
20
19
-5
-6
39
34
-5
일본
7
6
5
-1
-2
6
5
-1
BRICs
17
25
28
+8 +11
10
18
+8
주요 아시아 국가 6
7
7
+1
+1
10
11
+1
기타
21
22
22
20
22

자료 : IMF

o 반면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11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금융발달지수(Financial Development Index*)를
보면 대부분의 신흥경제국에서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가 실물부문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60개국을 대상으로 금융인프라(Institutional environment, Business
environment,
Financial
stability),
금융중개(Banking
financial
services,
Non-banking financial services, Financial markets) 및 금융접근성(Financial
access) 등 7개 항목의 발달 정도를 수치화하여 산출

신흥경제국의 금융발달지수1) 순위

금융발달지수(A) GDP순위(B) B-A
말레이시아
16
29
+13
한국
18
12
-6
중국
19
2
-17
브라질
30
7
-23
태국
35
24
-11
인도
36
3
-33
러시아
39
6
-33
필리핀
44
32
-12
베트남
50
42
-8
인도네시아
51
15
-36
주：1) 2011년
자료：WEF,
IMF기준

금융발달지수 상위 국가1)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주：1) 2011년 기준
자료：WEF

국가
홍콩
미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 신흥경제국의 금융시장 발달 현황을 선진국과 비교분석해 보고 발달
정도가 미흡한 주요 원인 및 시사점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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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흥 경제국 의 금 융시장 발달 현황 평가
□ 금융시장이 크게 외환시장, 자본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등으로 분류
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흥경제국 외환 및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발달
현황을 분석
* 신흥경제국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거래규모가 미미하고 가용 통계자료도 제한적
이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

 외환시장
(규모가 미미하고 환율 변동성이 큼)
□ 신흥경제국 외환시장 규모(거래량* 기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
으며 성장도 정체되어 있음
* 국내거래의 이중계산(double-counting)을 조정(net-gross basis)한 통계

o 세계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말 현재 14%에 불과하며
10년전과 비교하여 거의 변동이 없음
o 실물부문(명목GDP)대비 규모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외환시장 규모1)

실물부문(명목GDP) 대비 외환시장 규모1)

주：1)
자료
: BIS주요 선진국: 미국, EU, 일본 자료：BIS, IMF
□ 또한 신흥경제국 통화는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규모*가 매우 작고 가
격변동이 심하며(market risk) 유동성**도 작아(liquidity risk) 외부 충격에 취약
* 국내 및 대외거래의 이중계산(double-counting)을 조정(net-net basis)한 통계
** 금융상품을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태환할 수 있느냐를 의미

o 지난 10년간 외환시장에서 주요 신흥경제국 통화의 거래 비중(총합
100% 기준)은 소폭 확대(2 → 4%)되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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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별 거래량 비중1)

2001
미 달러
90
유로
38
엔
24
파운드
13
BRICs 통화
2
주요 아시아 통화
2
기타
32
주：1)
자료
: BIS비중의 총합은 200%

2004
88
37
21
16
3
2
32

2007
86
37
17
15
3
3
39

2010
85
39
19
13
5
3
36

(%)

o 주요 신흥경제국 통화의 환율은 선진국보다 변동성(가격변동위험)이 크
며 유동성 위험을 반영하는 매수－매도 스프레드(bid-ask spread)도 선진
국 통화의 네 배를 상회
명목실효환율 변동성1)

통화별 bid-ask spread1)

미국 유로 일본 브라질 러시아 인도
변동성 5.3 3.9 11.0 10.8
기간중평균
하락률(%) -1.1 -1.1 -1.4 -2.3

10.0

7.4

-1.4

-1.4

주：1) 2005.1∼11.12월
중 매수·매도
가대비
spread
비율
자료：BIS, S&P, Bloomberg 평균

주 :: 1)BIS표준편차(2005.1∼11.12월)
자료

o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 신흥경제국의 통화가치는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
― 최근에도 2011.7월 이후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악화로 국제금융시장
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기간에 신흥경제국 통화가치는 급격히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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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신흥경제국 환율

자료：Bloomberg
(통화가치에 대한 낮은 신뢰, 기축통화 중심 국제통화체제 등에 기인)
□ 교역 등 실물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신흥경제국 외환시장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국제외환시장에서 투자목적의 거래가 급증하
는 가운데 물가불안, 외환거래규제, 금융시장 미발달* 등으로 신흥경제
국 통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낮은 데 주로 기인
* 일반적으로 지급수단과 신용(credit)이 동시에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급
수단의 교환이 일어나는 외환시장과 신용이 거래되는 자본시장 등 기타 금융시장
이 밀접하게 연결(신흥경제국 금융시장의 미발달 현황 및 원인 등은 “ 자본시
장”에서 설명)

o 고정환율제하에서는 외환거래가 교역 등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보조적
거래의 성격을 가졌으나 변동환율제의 확산과 함께 외환이 투자자산
으로 인식되면서 최근에는 투자목적거래가 외환거래의 대부분을 차지
― 2010년중 외환거래 규모는 1,264조달러*로 세계교역량(15.1조달러**)의
25배에 달함
* 4월 평균 거래액을 기준으로 연환산(BIS)
** (수출＋수입)/2(IMF DOT)

o 그런데 신흥경제국 통화의 경우 물가불안, 외환거래규제, 금융시장 미
발달 등에 따라 투자목적의 보유 유인이 매우 작음
― 신흥경제국의 물가상승률은 선진국의 세 배(2000~11년
화가치의 절하 압력이 높은 편

평균)에

달해 통

― 아울러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경제국은 자본시장, 신용거래, 직접
투자, 투자 주체 등 자본거래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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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경제국 물가상승률

자료 : IMF WEO

자본거래규제지수(2009년)

자료 : Chinn and Ito(IMF, 2008)의 update

― 또한 선진국과 달리 상당수 신흥경제국들이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
택하고 있어 정부 개입에 의한 비정상적인(비시장적인) 환율 수준을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외부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존재
각국의 환율제도(2010년)

국가
홍콩
중국․베트남
러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
브라질․인도네시아․한국․
필리핀․태국․인도
미국․유로지역․영국․일본

자료 : IMF AREAER

환율제도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관리변동환율제도(Stabilized arrangement)
관리변동환율제도(Other managed arrangement)
변동환율제도(Floating)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 또한 기존 주요 국제통화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 신흥경제국 통화에 대한 수요 증대를 통한 외환시장의 발
달을 제약
*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재화를 소비할 때 얻게 되는 효용이 그 재화를 사용하는 사
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커지는 현상을 의미(예: 최근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

o 외환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은 통화를 보유할 때 유동성 확보, 거래비
용 절감 등의 편익이 증가하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신흥경제국 통화의
거래가 확대되는 데 장벽으로 작용*
* 기타통화 보유자 입장에서는 주요 통화 보유자에 비해 유동성 위험, 가격 위험에
더 많이 노출

― 주요 통화간 거래*중 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 연계 거래가 98%를
차지
* 국내 및 대외거래의 이중계산(double-counting)을 조정(net-net basis)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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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화간 거래 비중(2010년)

거래통화
달러－유로
달러－엔
달러－파운드
달러－기타
자료 : BIS

비중
28
14
9
34

거래통화
유로－파운드
유로－엔
유로－기타
엔－기타
기타－기타

비중
3
3
6
1
2

(%)

 자본시장
(주식시장은 양적으로 팽창, 채권시장은 발달 미미)
□ 세계 자본시장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신흥경제국 채권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주식시장은 최근 급격히 확대
o 신흥경제국 주식시장 규모(시가총액 기준)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011.12월말 현재 27%로 최근 10년간(2001~11년) 21%p나 상승
― 같은 기간 신흥경제국 주가지수는 270% 내외 상승한 반면 EU(－
52%), 일본(－38%) 등 주요 선진국은 하락
주식시장 시가총액1)

주가지수

(10억달러, %, %p)

2001.12(A) 2011.12(B)
미국
13,826(52) 15,640(33)
EU
6,883(26) 9,235(19)
영국 제외 4,718(18) 5,969(13)
일본
2,265(8) 3,540(7)
BRICs
741(3) 9,662(20)
주요국가
아시아 803(3) 3,449(7)
세계
26,727
47,400
주
:
1)
(
)는
비중
자료 : World Federation of Exchange

B-A
-19
-7
-5
-1
+17
+4

자료 : BIS

o 반면 신흥경제국의 채권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한
자릿수에 머무르며 정체된 모습(국내채시장 4.6% → 7.9%, 국제채시장* 3.2%
→ 1.7%)
* 국제채(외국채#, 유로채##)가 거래되는 시장
# 외국의 차입자가 발행지 국가의 통화 표시로 발행한 채권
## 채권의 표시통화가 나타내는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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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채 발행잔액1)

국제채 발행잔액1)

주 :: 1)BIS주요 선진국: 미국, EU, 일본
자료

주 :: 1)BIS주요 선진국: 미국, EU, 일본
자료

□ 그러나 주식시장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신흥경제국 금융자산은 글
로벌 채권 및 주식 시장에서 여전히 선진국 자산의 대체재가 아닌 위
험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
o 신흥경제국 주식시장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크고 집중도*
가 높아 장기투자 및 위험분산을 위한 투자처로서의 경쟁력이 취약
*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이 상장주식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가지수 변동성1)

주식시장 집중도1)

주 : 1)11.1월평균
변동율의 절대값 평균(2001.1∼ 자료
주 :: 1)World
2010년Federation
기준 of Exchange
2)
자료 : Bloomberg
o 채권시장의 경우 유동성 위험이 크고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지역 국
가채무문제 심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
될 때마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위험자산의 성향을 보임
* 신흥경제국 채권의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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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별 bid-ask spread1)

주 : 1) 10년만기 국채
자료 : Bloomberg

신흥경제국 가산금리

자료 : Bloomberg

(인프라 확충 미진, 금융중개부문의 취약한 경쟁력 등에 기인)
□ 신흥경제국의 자본시장 발달이 미흡한 것은 “은행중심 금융제도
(bank-based system)”를 채택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한 데다 최근의 자본시
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경영환경 등 관련 인
프라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데 주로 기인
o 후발 산업국가인 신흥경제국의 경우 자본축척이 미흡한 경제발전 초
기에 자본을 은행에 집중시켜 실물부문에 공급하는 것이 자본시장을
육성하여 공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인프라
구축 및 개방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임**
* 자본축적이 미약한 후발 산업국가는 금융이 실물경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과정
에서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방식을 선호
** 신흥경제국의 주식시장 개방은 1980년대말∼90년대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Bekaert(2003))(태국 1987.9, 말레이시아 1988.12, 인도네시아 1989.9, 브라질
1991.5, 필리핀 1991.6, 한국 1992.1, 인도 1992.11)

o 2000년대 이후 주요 신흥경제국은 제도 개혁*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 금융시장 인프라 측면
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중국의 경우 해외적격기관투자가(QFII)의 A주 주식투자를 허가(2003)하고 이어 중
국 국내적격투자기관(QDII)의 홍콩주식 펀드투자를 허용(2006)

― WEF에 따르면 금융시장 인프라에 해당되는 제도적 환경(금융부문 자
유화, 기업지배구조, 법적 규제 등), 경영 환경(인적자본, 조세, 경영인프라 등),
금융시장 안정성(환율 안정성, 은행시스템 안정성, 국가채무위기 가능성 등)
측면에서 신흥경제국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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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경제국의 금융시장 인프라 발달1) 순위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브라질
태국
인도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자료 : WEF(2011)

제도적 환경
21
34
31
41
32
54
56
42
48
51

경영 환경
25
15
46
50
45
54
31
55
53
52

금융시장 안정성
6
38
10
11
27
47
43
44
53
33

□ 또한 금융중개부문의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훨씬 뒤처진 것도 자본시장
의 성장을 제약
o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 및 주식 발행 중개가 선진국 금융회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제채 발행 주간사 실적 순위(2011년)

순위
은행
1 Barclays
2 Deutsche Bank
3 JP Morgan
4 HSBC
5 BNP Paribas
6 Citigroup
7 UBS
8 Goldman Sachs
9 Bank of America
10 Royal Bank of Scotland
자료 : Bloomberg

국적
영국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미국
스위스
미국
〃
영국

주식발행 주간사 순위(2011년)

순위
은행
1 Goldman Sachs
2 Morgan Stanley
3 Bank of America
4 JP Morgan
5 Credit Suisse
6 Citigroup
7 Deutsche Bank
8 UBS
9 Barclays
10 Nomura
자료 : Bloomberg

국적
미국
〃
〃
〃

스위스
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일본

o 은행의 경우에도 2011년 현재 자산 및 핵심자기자본 규모 상위 10대
은행 중 신흥경제국 은행은 각각 1개 및 3개에 불과
― 자산기준 상위 30위 은행중 신흥경제국은 국영은행의 성격을 지닌
중국의 4개 은행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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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
2
3
4
5
6
7
8
9
10

자산규모 순위(2011년)

핵심자기자본규모 순위(2011년)

은행
국적 순위
BNP Paribas
프랑스 1
Deutsche Bank
독일 2
Mitsubishi UFJ
일본 3
HSBC
영국 4
Barclays
〃
5
Credit Agricole
프랑스 6
Royal Bank of Scotland 영국 7
Bank of America
미국 8
JP Morgan
〃
9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중국
10

자료 : The Banker

은행
Bank of America
JP Morgan
HSBC
Citigroup
Mitsubishi UFJ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Wells Fargo

국적
미국
〃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미국

Royal Bank of Scotland

영국

China Construction Bank Corporation
Bank of China

자료 : The Banker

중국
〃

o 자본축적이 더뎌 금융중개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애로를 겪는 데다 이자수익 위주의 단순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
* 단위당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개선

― 2011년 기준 영업이익 상위 10대 은행 중 신흥경제국(중국*) 은행**은
4개인 데 반해 수수료 및 거래이익 규모 기준 25대 은행에는 신흥
경제국 은행이 전무
* 정부에 의해 일정폭의 금리차가 보장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수익
위주의 수익구조를 추구할 유인이 매우 강함
** 영업이익 상위 25대 은행 중 BRICs 은행 9개가 포함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영업이익 순위(2011년)

은행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China Construction Bank Corporation

JP Morgan
Bank of China
HSBC
Wells Fargo
Agricultural Bank of China
BNP Paribas
Banco Santander
Goldman Sachs

자료 : The Banker

수수료 및 거래이익 순위(2011년)

국적 순위
중국 1
〃
2
미국 3
중국 4
영국 5
미국 6
중국 7
프랑스 8
스페인 9
미국 10

은행
Bank of America
JP Morgan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Barclays
UBS
HSBC
Wells Fargo
Credit Suisse
Citigroup

자료 : The Ba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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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미국
〃
〃
〃

영국
스위스
영국
미국
스위스
미국

Ⅲ. 종합평가 및 과제
□ 신흥경제국은 실물부문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 부
족, 제도 등 인프라 확충 미진, 금융중개 경쟁력 저위에 따른 다양한 금
융상품의 공급 제약 등에 따라 금융시장의 발달이 아직 미흡한 상황임
o 금융시장의 발달은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낮춤으로써 자원배분
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실물부문에 비해 상
대적으로 뒤처진 금융시장은 향후 신흥경제국의 지속적인 성장의 제
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금융 발전
정도와 깊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The Financial Development
Report 2011, WEF)

□ 따라서 앞으로 신흥경제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됨
o 시장개방, 규제완화,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시장조
성 및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국제통화체제 개편 논의에도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금융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거품형성 가능성, 시장의 불확
실성 증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추진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
음
□ 한편 선진국에서 금융시스템이 은행중심제도(독일, 일본 등)와 시장중심제
도(미국, 영국 등)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정책 추진 속도 등에 따라 신흥경
제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금융시스템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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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채 구성 변화와 향후 과제

신흥국의 대외자산

*

오용연

신흥경제2팀 조사역

◆ 신흥국은 점진적인 금융시장 개방,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 등으로
2000년 이후 대외자산ㆍ부채의 규모가 확대되고 구성도 변화
◆ 대외부채 측면에서는 지분성 부채가 채무성 부채보다 더 큰 폭으
로 증가하였으며 대외자산 측면에서는 대외 직접투자와 준비자산
의 비중이 확대
◆ 채무성 부채의 비중 축소 및 자국통화표시 대외채무의 확대로 대외
채무 불이행 리스크는 줄어든 반면 대외준비자산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자산가치의 변동위험이 증대되고 불태화 비용도 증가
◆ 신흥국은 대부분 순채권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상이 제고되었으나 대외 리스크가 부채측면에서 자산측면으로
이동하고 있어 국내채권시장의 육성, 자국통화의 국제화 등을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1. 개 요
□ 신흥국*은 점진적인 금융시장 개방,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 등으로
2000년 이후 대외자산․부채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라
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
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및 베네수엘라(IMF WEO 기
준)

o 대외자산과 부채 합은 GDP 대비 2000년 113%(신흥국 평균기준*)에서
2010년에는 159%로 확대
* 신흥국의 평균적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GDP대비 비율을 산술평균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8호(2012.2.23), 국제경제리뷰 제2012-14호(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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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국, 인도 등은 2000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 점진적인 규제완
화 등으로 큰 폭의 자본유출입을 경험
․ 브릭스 국가의 대외자산․부채 합은 2004년 3.3조달러(GDP 3.9조달러)
→ 2010년 11.9조달러(GDP 11조 달러)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선진국의 경기부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으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규모가 더욱 확대
― 다만 2011년 중에는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신흥국
으로의 자본 순유입 규모는 감소
신흥국 대외자산ㆍ부채 규모

주 :: 1)IMF1/4분기말
자료
BOP

경제성장률

자료 : IMF WEO

□ 대외자산․부채 규모의 확대와 함께 구성이 변화하면서 편익뿐만 아니라
리스크 변화*도 유발
* 투자자금 조달,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본유출입 변동
성 확대,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 증가 등의 리스크도 수반될 가능성

o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비해 금융기관의 해외자
금차입은 대외충격을 증폭․파급시키는 주요 경로로 작용(Mishkin, 2006)

⇒ 신흥국의 대외자산․부채 구성의 변화와 이에 따른 리스크 변화를 살펴
보고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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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흥국의 대외자산ㆍ부채 구성 변화 및 영향
(구성변화*)
* 대외 금융자산․부채의 구성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투자대조표(IIP :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를 이용(자세한 내용은 <참고 1>「국제투자대조표」를 참조)

□ 부채측면에서는 지분성 부채*가 채무성 부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
였으며 자산측면에서는 대외 직접투자와 준비자산의 비중이 확대
* 국제투자대조표 구성항목 중 상환 의무가 있는 포트폴리오 채권투자와 기타투자를 채무성
부채로 상환 의무가 없는 외국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주식투자를 지분성 부채로 구분

o 채무성 부채 중에서는 자국통화표시 채무의 비중이 확대
① 채무성 부채 비중 감소
□ 신흥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자금의 주된 조달방법이 은행을 통한
해외차입에서 FDI와 포트폴리오 주식투자 등으로 바뀌면서 채무성 부
채의 비중이 축소*
* 24개 신흥국 중 채무성 부채 비중이 10%p이상 감소한 국가는 12개국, 5%p이상
감소한 국가는 20개국에 달함. (개별국가의 대외자산․부채 항목별 비중은 <참고
2>「신흥국 대외자산․부채의 구성 변화」를 참조)

o 채무성 부채는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지분성 부채는 큰 폭으로 늘어
나면서 채무성 부채의 비중이 2000년 61.5%에서 2010에는 47.6%로 큰
폭 축소*
* 분석대상국의 평균적인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개별국가의 채무성 부채 비중을 산술평균

채무성 부채 비중1) 변화

주 :: IMF
1)채무성부채/총
자료
IIP 대외부채 2) 개별국가의 채무성 부채비중을 산술평균 3) 1/4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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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I 유입은 신흥국의 높은 성장세와 시장개방*으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10년 처음으로 순 유입액이 선진국을 추월**(UNCTAD, 2011)
* 중국은 WTO 가입(2001년) 이후 시장개방을 확대하여 왔으며 2011년 현재
일부 전략산업을 제외하고는 FDI 투자를 자유화. 인도의 경우 외환관리법 개
정(2000.6월 발효)을 통해 FDI의 자동승인제도를 실시
** 2010년 중 전세계 FDI 가운데 신흥국으로의 유입이 52%(6,418억달러)를 차지
(UNCTAD)

― 주식시장 개방, 높은 수익률 등으로 신흥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2010년 총 대외부채중 포트폴리오 주식투자의
비중이 12%를 상회(신흥국평균, 2000년 6.2% → 2010년 12.3%)
포트폴리오 주식투자 비중1)

브릭스 국가의 FDI 유입

자료 : UNCTAD

주 : 1) 포트폴리오주식투자/총대외부채2)개별국
가의주식투자비중을산술평균
3)1/4분기말
자료: IMF
IIP

□ 2012년에도 견조한 성장 등으로 신흥국으로의 FDI와 포트폴리오 주식
투자의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유럽 은행의 디레버리징 등으로
기타투자(신용공여)의 유입은 줄어들 전망(IIF, 2012)

② 자국통화표시 채무 비중 증가
□ 신흥국의 채권시장 육성 노력, 신용등급 상승 및 높은 수익률 등의 영
향으로 자국통화표시채권(국내채*)의 비중이 증가
* 채권은 내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국통화표시로 발행하는 국내채(Domestic
Bond)와 해외 자본시장에서 현지 통화표시 또는 기타의 통화 표시로 발행하는 국
제채(International Bond)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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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통화불일치(자산은 자국통화표시인 반면 부채는 외국통화표시) 등으로 90
년대 외환위기를 경험하였던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이 대외리스크 축소를 위하여 자국 채권시장 육성 노력을 강화
* 11개 국가들의 중앙은행 협의체인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
Pacific Central Banks)은 2005년에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의 육성을 위해 8개 아
시아국 국채에 20억달러를 투자(Asia Bond Fund Ⅱ)

― 아시아 지역의 국내채 발행잔액은 10년간 10배(2000년 0.5조달러 →
11.6월 4.5조)가까이 증가하여 총 발행 채권중 국내채의 비중이(2011.6
월 기준) 94%에 이름
o 신용등급 상승, 높은 수익률 등으로 신흥국 채권에 대한 글로벌 수요
도 증가*
* 신흥국 채권펀드 규모가 156억달러(2004년)에서 1,334억달러(2011년)로 확대
(EPFR)

― 신흥국 국가신용등급은 2004년 이후 투자적격등급으로 상승*하였으
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로 신흥국과 금리격
차가 확대
* 세계 3대 신용평가사(Moody's, S&P, Fitch) 평균(IIF, 2012)

국내채 잔액 및 비중1)

신흥아시아 국내채의 외국인보유비율

주 : 2)1) 아르헨티나,브라질,콜롬비아,칠레,
국내채잔액/총발행채권잔액
주 : 1) 2011.6월기준
멕시코,페루
3) 중국,인도,인도네 자료 : ADB
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
자료 :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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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외 직접투자 및 준비자산 비중 확대
□ 자본유출관련 규제완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확보 필요성
증대 등으로 신흥국의 대외직접투자(OFDI)도 큰 폭으로 확대
* 중국의 경우 1999년 이후부터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FDI 유출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당국의 허가아래 투자규모․재원출처 등에 대한 제한
없이 투자가능

o 브릭스(BRICs)국가의 OFDI 규모는 1,458억 달러(2010년)로 지난 10년간
20배 가까이 증가*(2000년, 69억달러)
* GDP대비로는 2000년 0.3%에서 2010년 1.3%로 확대

― 특히 중국은 자원확보 등을 위해 아프리카(2003년 6,800만달러 → 2009년
10.7억달러), 남미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크게 확대
□ 또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확실
성 증대 등으로 대외준비자산도 급격히 증가

￭ 브릭스 국가의 대외준비자산
(억달러)

2005.12월
2011.12월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8,189 538 1,740 1,372
31,811 3,520 4,986 2,967

o 자본유출입 규모의 확대로 대외 충격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대외준비
자산의 축적 유인이 증대*
* 대외충격 발생시 이용 가능한 IMF의 대출제도는 ① 엄격한 지원조건(고금리, 재
정긴축 등) ② 부정적 인식에 따른 낙인효과 ③ 재원부족 등으로 국제금융안전
망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Prasad, 2011)

대외 직접투자․준비자산 비중1)

브릭스 국가의 OFDI1)

주 : 2)1) 신흥국
총대외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 : 1)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전체
평균
자료 : IMF BOP
자료 : IMF I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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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변화에 따른 영향)
□ 채무성 부채의 비중이 감소하고 자국통화표시 대외채무 비중이 확대됨
에 따라 대외채무 불이행 리스크는 감소한 반면 대외준비자산의 급격
한 확대로 인해 자산가치의 변동위험이 증대되고 불태화 비용도 증가
① 대외채무 불이행 리스크 감소
□ 대외부채의 구성 변화는 신흥국의 채무불이행 리스크 축소 뿐만 아니
라 원죄(original sin)*에서의 탈피에도 기여
* 기축통화 발행국이 아닌 신흥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통화표시 차입이 어려워
궁극적으로 외화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통화불일치
(currency-mismatch) 문제는 대외충격에 따른 경제위기 발생확률을 높여왔음(Bordo
et al., 2003)

o 해외에서의 은행차입 비중 감소로 대외채무 불이행의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고 자국통화표시 채무 비중의 증가로 통화불일치에 따른 외환
위기 리스크가 축소
o 한편으로는 지분성 투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
서도 신흥국 리스크에 관심을 갖게 되는 등 국제적인 리스크 공유
*
(risk-sharing)가 증진
* 지분성 투자의 경우 투자자산의 가치변동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어 관련
리스크에 대한 관심 및 공유가 증진(Kose et al. 2009)

② 대외자산운용의 리스크 및 비용 증가
□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선진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선진
국 국채 위주로 대외준비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신흥국도 자산가치의
변동 리스크가 증대
*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켰으며(AAA
→ AA+, 2011.8월) 독일 국가신용등급의 전망을 부정적(향후 3개월 안에 신용등급
을 하락시킬 확률이 50%, 2011.12월)으로 변경

o 신흥국은 대외준비자산의 95% 정도를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국
채 등에 투자

￭ 신흥국 대외준비자산 통화구성 비중 달러 파운드 엔
(2011.3/4분기)
58%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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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28%

o 선진국의 국가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중장기적으로도 낮은 성장잠재력과 인구증가율,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할 전망(Cecchetti, 2010)
순정부채무 기여율1)

주요 선진국 정부순채무

주 : 에2007∼10년간
세계정부채무
증가 주 : f는 IMF 예측치
대한
국가별
기여율
자료 : IMF Fiscal Monitor
자료 : IMF Fiscal Monitor
□ 한편 선진국 국채수익률 하락은 자본유입에 따른 국내 유동성 증가를
막기 위해 실시한 불태화정책 관련 비용*의 증가를 확대
* 주로 대외준비자산 운용수익(대부분 미 국채 수익률) - 국채 이자지급액을 의미
** 중국의 경우 국영은행에게 안정적인 예대마진(예금금리 상한 및 대출금리 하한 규제)을
보장해 주면서 저리의 중앙은행증권을 인수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가계가 불태
화정책비용을 부담(연간 GDP의 4%로 추정, Lardy, 2010)

o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신흥국 국채금리와의 스프레
드가 확대
3개월물 국채/중앙은행증권 금리1)

미국(A)
중국(B)
A-B

2006
4.83
2.18

2007
4.45
2.80

2008
1.36
3.11

2009
0.13
1.13

2010
0.13
1.55

(%)
2011
0.04
2.92

2.65

1.65

-1.75

-1.00

-1.42

-2.88

주 : 1) 연평균

□ 신흥국 대외자산․부채의 통화구성이 바뀌면서* 통화불일치(currency-mismatch)
에 따른 리스크가 “대외지급 불이행”에서 “부(富)의 유출”로 변화
* 과거에는 자산이 자국통화표시이고 부채는 외국통화표시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자산이 외국통화표시이고 부채가 자국통화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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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부채 가
치는 상승하는 반면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여 성장효과가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결과 초래

3. 향후 과제
□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대부분 신흥국은 대외준비자산이 증가한 반면
채무성 부채의 비중은 감소하여 순채권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금융
시장에서 위상이 제고
o 세계은행은 신흥국이 대외 직접투자 및 준비자산 증가로 대외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
(World Bank, 2011)

o 브릭스의 경우 순채권규모가 증가하면서 유로지역 지원방안을 논의하
기도 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
* 핌코(PIMCO)의 모하메드 엘-에리언는 '부유한' 국가들은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일부는 순채권국에서 순채무국으로 전락한 반면 '가난한' 국가들은 흑자를 내며
대외자산을 쌓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경제의 축이 선진국에서 신흥국 중심
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언급(Project Syndicate, 2011.12월)

―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이며 브라질도 만성적인 채무국
에서 2008년에 순채권국으로 전환
― 라가르드 총재는 IMF의 재원확충에 브릭스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고 언급하였으며 브릭스 국가들도 지분확대를 조건으로 참여의사를
밝힘
브릭스 국가의 대외 순채권1)

2001

(억달러)
2010

2003

2005

2007

2009

356.1

624.4

884.2

1,885.2

2,699.9

3,099.4

-158.8

-144.0

-91.7

6.3

17.9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주 : 1) 국제투자대조표상(IIP)의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감하여 계산
자료 : IMF IIP
-18.8

-29.8

14.9

44.0

88.1

56.0

18.1

79.9

67.6

119.9

274.6

358.3

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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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대외 리스크가 부채측면에서 자산측면으로 이동함에 따라 채권시
장의 육성, 통화의 국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짐
o 큰 폭으로 늘어난 대외준비자산의 운용 다각화 등을 위하여 신흥국
채권시장의 육성이 필요
― 대외준비자산의 투자대상을 선진국 국채 등에서 신흥국 국채, 회사
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흥국 채권시장의 성장이 요구
o 또한 대외준비자산의 투자대상 통화를 다변화하고 보유 필요성 자체
를 줄여가기 위해* 현재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화
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향후에도 더욱 강화할 필요
* 자국통화의 국제화를 통해 무역결제 등에 자국통화 사용이 가능할 경우 대외준비
자산의 보유동기가 감소

― 브릭스 국가는 제 3차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회원국간에 자국 화폐
사용확대를 도모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2011.4월)하는 등 달러의존
도 축소를 위해 노력
― 중국은 위안화 결제 가능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홍콩에 역외 위안
화 금융시장을 육성**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함께 자국통화의 SDR
바스켓 편입을 주장
* 위안화 결제를 2009.7월 일부지역간(5개도시⇔ASEAN) 무역거래에서만 시범적
으로 허용한 데 이어 2010.6월에는 가능지역을 더욱 확대(20개지역⇔전세계)
** 역외에 위안화표시 금융시장을 육성함으로써 무역계정을 통해 공급된 위안화
의 활용처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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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국제투자대조표
□ 국제투자대조표(IIP :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는 특정시점에서 한
나라의 대외투자잔액과 그 변동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o 국제투자대조표 증감내역은 매매, 차입 등 실질 경제적 거래를 통해 자
산부채의 변동이 발생(자금의 이동이 수반)하는 거래요인과 가격(주가 금리 등
의 가격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변동) 및 환율 등에 의해 변동이 발생
하는 비거래 요인으로 구분

― 국제투자대조표는 국제수지표 중 투자수지 및 준비자산과 포괄범위가
동일하나 국제수지표는 거래요인만을 고려한 플로(flow)통계인 반면, 국
제투자대조표는 이들 거래의 결과와 비거래요인을 고려하여 일정시점
에서 나타낸 스톡(stock)통계에 해당

국제투자대조표
A. 대외투자(자산)
B. 외국인투자(부채)
1.대외직접투자
1.외국인직접투자
2.포트폴리오투자
2.포트폴리오투자
- 채권
- 채권
- 주식
- 주식
3.파생금융상품
3.파생금융상품
4.기타투자
4.기타투자1)
5.준비자산
C. 순국제투자(A-B)

1) 무역신용, 차입금, 현금 및 예치금, 기타부채

□ 대외채권채무통계는 국제투자대조표상에서 지분성 투자(직접투자와 포트폴
리오 주식투자)와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한 것과 개념상으로 일치
o 대외채권채무통계는 일정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확정금융자산(대외채권) 및 금융부채(대외채무)를 의미하므로 장래의 불확실
한 청구권 및 상환의무를 나타내는 우발채권채무는 불포함

대외채권․채무통계

국제투자대조표
지분성투자(equity)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중주식투자 파생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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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신흥국 대외자산ㆍ부채의 구성변화1)(국별)
 채무성 부채 비중1)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칠레
콜롬비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남아공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신흥국 평균

(%)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2)
40.1

35.6

34.4

32.2

23.5

28.0

31.6

57.3

54.3

36.7

26.8

28.0

30.2

30.5

69.2

60.9

54.1

49.5

48.9

46.9

47.2

62.8

53.5

45.5

35.6

43.5

37.3

-

57.2

65.4

60.1

56.7

50.6

52.1

-

78.1

65.2

48.5

40.9

40.9

38.4

37.7

42.0

41.1

35.0

33.7

34.7

34.4

38.5

71.4

64.6

50.8

44.2

41.4

43.7

43.3

48.3

47.6

50.2

38.5

36.0

39.8

39.8

87.4

84.5

69.2

54.5

49.0

42.5

-

66.9

71.3

73.0

76.2

76.2

76.8

73.6

62.3

59.4

56.7

63.0

66.9

65.8

65.0

51.4

46.1

45.2

37.3

44.3

41.9

-

50.8

44.6

36.1

32.1

30.8

34.9

-

-

83.0

75.9

59.9

76.4

71.5

70.9

65.6

63.9

55.9

41.8

40.5

37.1

38.8

81.6

81.1

75.1

67.8

66.2

74.0

-

57.5

57.7

50.2

46.9

52.0

52.0

54.1

57.6

59.9

53.5

51.3

56.6

58.6

58.5

37.4

29.4

22.2

22.1

23.5

22.2

-

58.6

38.3

36.1

30.3

31.4

31.3

-

81.6

76.3

62.7

54.8

58.5

54.7

-

78.6

74.4

68.2

65.7

64.4

64.7

63.6

43.8

45.8

47.0

48.9

55.6

62.7

62.4

61.2

58.5

51.8

46.3

47.5

47.6

50.4

주 : 1) 채무성 대외부채/총대외부채 2) 1/4분기말
자료 : IMF I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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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직접투자․준비자산 비중1)

(%)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2)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칠레
콜롬비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남아공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신흥국 평균
주 : 1) (대외 직접투자+준비자산)/총대외자산 2) 1/4분기말
자료 : IMF IIP
51.2

62.8

72.9

68.8

78.1

78.2

78.0

79.9

77.6

79.1

85.9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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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의 확대 배경 및 특징*
조유정 신흥경제팀 조사역
◆ 주요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순유입** 기준)는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크게 늘지 않다가 2009년부터 대
폭 확대되어 2012년에는 1,951억달러(2008년 32억달러)를 기록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칠레, 멕시코, 브라질, 콜
롬비아 등 총 10개국
** 국제수지 금융계정의 포트폴리오투자(주식+채권) 순유입 기준

◆ 이러한 포트폴리오투자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금
융완화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들의 위험기피성향 완화, 신흥국 통화의 절상 기대 등의 대외요인에
더하여 신흥국의 자산가격 등 국내요인에도 기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의 특징을 보
면, 국별로는 중남미 국가 및 중국이 주도하였고 투자 유형별로는 채권
투자 확대가 견인
o 이와 함께 포트폴리오투자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주식투자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포트폴리오투자와 환율간의
연관성이 이전보다 더욱 밀접해진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단기간에 확대되고 선진국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확
산되고 있어 2009∼12년중 주요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된 포트폴리오투
자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입된 대규모 포트폴리오투자는 신흥국의 기초
여건보다는 선진국 금융완화정책 등의 대외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신흥국들은 향후 미국 등의 출구전략 실행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강구
할 필요

1. 검토 배경
□ 주요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순유입** 기준)는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크게 늘지 않다가 2009년부터 대
폭 확대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25호(2013.6.20), 국제경제리뷰 제2013-14호(20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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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도, 아세안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및 중남미 4개
국(칠레,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 총 10개국
** 신흥국은 자본시장 개방 미흡, 통계 부실 등으로 실제 자금 이동의 정밀한 파악
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유입 규모를 잔차 방식(외환보유액 변동분—직접투자 유입
액—무역수지 흑자)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국제수지표 상의 포트폴
리오 투자(주식+채권) 순유입액 통계를 이용하였음

o 1996년 주요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는 562억달러를 기록하였
으나 1997∼98년 아시아‧브라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8년에는 116
억달러로 감소
o 2003년 이후 신흥국의 자본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포트폴리오투자
는 점차 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899억달러에 달
하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32억달러로 급감
o 2009년부터 주요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확
대로 투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2012년에는 1,951억달러에 달하여 글
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대폭 상회
주요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

자료 : IMF IFS, CEIC

□ 특히 2010∼12년중 포트폴리오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던 2007년(899억달러)의 2배 정도로 대폭 확대
o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포트폴리오투자가 유입대상 국가의 총
자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였으나 2012년에는 그 비중이
41%(3개년 평균)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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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거의 투자 확대기*와 비교해 보면, 포트폴리오투자 규모가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에는 연평균 1,509억달러에 달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387억
달러 및 글로벌 위기 이전의 232억달러보다 각각 4배 및 7배를 기록
* 포트폴리포투자 순유입액을 기준으로 한 투자 확대기는 ①아시아‧브라질 외환위
기 이전(1991∼96년), ②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3～07년) 및 ③글로벌 금융위기
후(2009∼12년)의 3기간으로 구분

o 국가그룹별로 비교해 보더라도 전체 신흥국대비 10개 주요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 비중이 2005년 51%에서 2012년 66%로 상승하였
으며, 전세계 대비 비중도 2%에서 2012년 11%까지 상승하는 등 이들
국가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총투자(주요 신흥국)1)

포트폴리오투자(주요 신흥국)1)

주 : 1) 순유입 기준, 2) 총유입 기준

포트폴리오투자(전체)2)

자료 : IMF IFS, CEIC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의 확대 배
경과 특징을 과거 두 차례의 자본유입 확대기로 구분 가능한 외환위기
이전(1991∼96년)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3∼07년)과 비교･분석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트폴리오투자 확대의 배경
□ 주요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경우
신흥국 경제의 고성장세, 자산가격 상승 기대 등에 따른 국내 수익성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나 위기 이후에는 주요 선진국의 저금리 및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한 글로벌유동성 증가, 투자자들의 위험기피성향,
신흥국 통화에 대한 절상기대 등 대외요인의 영향력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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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국에 대한 자본유입은 크게 대외적인 외부요인(Push factor)과 국내적인 수익
성요인(Pull factor)으로 구분 가능하여 이중 외부요인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익성요인은 개별 신흥국의 특성을 반영하는 시장
규모, 투자제도, 경기의 안정성, 무역 개방도, 자산가격, 잠재성장률 등을 포괄

o Forbes & Warnock(2011) 및 윤경수‧김지현(2012)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의 포트폴리오투자가 신흥국 경제의 성장성, 무역 개방도 등의 국
내요인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기피성향, 환율 절상에 대한 기
대 등 대외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o Ghosh & Zalduendo(2012)도 56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대규모의 투자 유입이 성장률 격차보다는 위험기피성향 및 외부자금
에 대한 수요, 환율에 대한 절상기대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
신흥국으로의 포트폴리오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적 요인(Cyclical)

대외요인
(Push factor)
국내요인
(Pull factor)

자료 : IMF

선진국의 저금리
글로벌 위험기피성향 감소
• 자산가격 상승
• 신흥국의 고금리
•
•

구조적 요인(Structural)

국제투자자산의 다변화
선진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 신흥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상승
• 무역 개방도 증가
•
•

( 대외요인 )
□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산매입 프로그램
운용 등을 통해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이는 신흥국으로의 포트폴리오 투자자본 유입 급증을 초래하
는 요인으로 작용
o 2008.9월 이후 빠르게 이루어진 미국, 영국, EU 등 선진국의 금리인하
로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신흥국으로의 투자
자본 유입이 크게 증가
o 아울러 FRB, ECB, BOE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공급한 유동성이 글로벌유동성 증가로 이어지면서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
* 현재 FRB는 국채 및 MBS 매입 등 QE3와 QE4(매월 850억달러), BOE는 APF를
통한 국채매입 프로그램(총 3,750억파운드), ECB는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 등
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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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정책금리와
선진국1)･신흥국간 내외금리차2)와 선진국 중앙은행 자산규모와
주요 신흥국 포트폴리오투자 주요 신흥국 포트폴리오 투자 주요 신흥국 포트폴리오투자

자료 : 각국 중앙은행,
IMF, CEIC

주 : 1) 미국, 영국, 일본
2) 3개월물 국채 기준
자료 : IMF, CEIC

자료 : 각국 중앙은행,
IMF, CEIC

□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기피성향 감소와 신흥국 통화에 대한 절
상 기대도 신흥국으로의 포트폴리오투자 확대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o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성향을 나타내는 VIX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8년)의 33에서 2012년에는 18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위험기피
성향이 크게 완화되면서 신흥국으로의 투자자본 유입이 증가
* 시카고 옵션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
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Volatility Index)로 수치가 증가할수록 투자자
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주가와 부(—)의 상관관계
를 나타냄

o 또한 투자자본 유입으로 인해 신흥국의 통화가 상대적으로 절상되는
가운데 신흥국 경제의 개방 확대, 외환시장의 자유화 추진 등이 추가
절상기대로 이어져 신흥국으로의 투자 유입을 가속
― 특히 중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
(스왑레이트)로 환차익을 위한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복단대 국제금융과
교수 Lu Qian Jin, 2010.5월)
* 중국 국무원은 2013년중 위안화 자본계정의 태환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
고 있으며(Bloomberg, 5.7일),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 陳雨露는 2020년까
지 위안화의 자본계정 개방 필요성을 언급(重阳金融研究院 보고서, 5.25일)하는
등 외환시장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

- 504 -

VIX 지수와 주요 신흥국 포트폴리오투자 위안화 스왑레이트와 중국의 포트폴리오투자

자료 : IMF IFS, Bloomberg

자료 : IMF IFS, Bloomberg

( 국내요인 )
□ 신흥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유지, 자산가격 상승 등 신흥국의 국내요
인도 포트폴리오투자의 주요 동기로 작용
o 신흥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 선진국 성장률과의 격차가 상당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는 투자
확대에 기여
o 신흥국 주가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상승 추세를 보여
신흥국으로의 투자 유입을 촉진
선진국1) 및 주요 신흥국 경제 성장률2)

주요 신흥국 주가와 포트폴리오투자

주 : 2)1) GDP
미국, 가중평균
영국, 일본기준
자료 : IMF IFS, CEIC

자료 : IMF IFS, 각국 증권거래소

- 505 -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트폴리오투자의 특징
 중남미 및 중국으로의 투자 유입이 크게 확대
□ 1990년대 외환위기 발생 이전에는 중남미 및 아세안 국가들로의 포트
폴리오투자 유입이 컸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인도를 중심으로 투자
가 확대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남미와 중국으로의 투자
가 크게 확대
o 중남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멕시코 채권시장과 브라질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 유입이 확대*
* 2009∼12년 멕시코에 대한 연평균 투자 1,326억달러의 94%인 1,246억달러가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었으며 브라질의 경우 1,569억달러의 66%인 1,029억달러가 주식
시장으로 유입

―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경제관계가
밀접*한 멕시코의 국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여 2010년 이
후 멕시코 채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2010년도 멕시코의 GDP에 대한 수출 기여도는 30%로 여타 중남미 국가(브라
질 11%, 콜롬비아 16%)에 비해 높은 편이며 전체 수출의 80%가 미국에 대한
수출로 미국의 경제상황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음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브라질 주가는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2008.5월 164 → 11월 83, 50% 하락)함에
따라 위기 이후 저평가된 브라질 주식시장으로 투자 유입이 확대
국별 투자 유입1)

주 : 1) 기간중 연평균
자료 : IMF IFS, CEIC

멕시코 채권 및
브라질 주식투자 순유입

자료 : IMF 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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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주가

자료 : CEIC, Bloomberg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으로의 투자 유입도 크게 증가하여 2009년
에는 유입액이 주요 신흥국에 대한 투자 유입 총액(738억달러)의 37%인
271억달러를 기록
― 중국에 대한 투자 확대는 WTO 가입(2001년말) 및 시장개방에 따른
성장률 상승 외에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증가 및 투자한도‧대
상 확대 등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도 기인
*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로서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가 허용
된 일정요건의 외국기관투자가를 의미

o 인도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3년부터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자산가격(주가)이 상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유입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외환위기 이전(1991～96년) 연평균 총자본 순유입액은 68억달러였으나 2003년 이
후 최근(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제외)까지 연평균 순유입액은 503억달러로 7.4배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포트폴리오투자가 21억달러에서 175억달러로 8.3배 증가

중국 성장률 및 포트폴리오투자

자료 : IMF IFS, CEIC

인도 주가 및 포트폴리오투자

자료 : IMF IFS, CEIC

 채권투자가 견인
□ 주요 신흥국으로의 포트폴리오투자 규모(총유입액 기간중 평균)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446억달러에서 위기 후 1,553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형태별로는 채권 투자규모가 주식투자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권 투자비중은 위기 이전 27.5%에서 위기 이후
53.7%로 큰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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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신흥국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주식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비중 72.5%) 위기 이후에는 주식에 대한 위험기피
성향이 높아진 가운데 신흥국의 채권투자 수익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
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채권투자 비중이 크게 상승
* 2012년의 경우 3개월 국채의 경우, 미국(0.09%), 일본(0.09%), 영국(0.31%) 등 선진
국에 비해 주요 신흥국의 수익률은 2.97～8.07%로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

― 2003년말 기준 아세안 3개국*의 경우 1% 내외이던 외국인의 채권투
자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높아져 2012년말 인도
네시아는 33%, 말레이시아는 30%, 태국은 16%를 각각 기록
* ADB Bond Online Database에서 통계 확보가 가능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3개국 기준

포트폴리오투자 형태별 규모1) 2) 포트폴리오투자 형태별 비중1)

외국인 채권투자 비중1)

주 : 3)1) 2009～11년
총유입액 기준,
기간중 연평균,2009년 기준 주: 1)외국인
총 발행잔액중
기준, 단2)말레이시아는
보유비중
자료 : IMF IFS
자료 : ADB Bond Online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
□ 1990년대 초반 주요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변동성은 크지 않은 수준
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변동성이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
o IMF가 신흥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트폴리오투자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2011.2월)
□ 형태별로는 주식투자의 변이계수가 채권투자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
는 점에 비추어 주식투자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식투자에 대
한 자본 유출입이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졌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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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을 제외한 25개 신흥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투
자의 변이계수가 채권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
타남(윤경수․김지현 2012)
포트폴리오투자 변이계수1)

포트폴리오투자의 형태별 변이계수2)

주 : 1) 분기별 포트폴리오투자 총유입액의 매2년간의 변이계수(자본유입의 표준편차/평균)
2) 연별 포트폴리오투자 총유입액의 매2년간의 변이계수(자본유입의 표준편차/평균)
3) 말레이시아는 2009년 기준
자료 : IMF IFS, CEIC 통계를 이용하여 자체 산출
 실질환율과의 연관성 상승
□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주요 신흥국의 자본 형태별 유입액과 실
질환율간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해 본 결과,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포트폴리오투자와 환율간의 연관성이 더욱 밀접해진 것으로
나타남
o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포트폴리오투자가 실질환율 변동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여타 투자항목에 비해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Ito(1999), Lipsey(1999), Athukorala and
Rajapatirana(2003))

자본 형태별 유입액과 실질환율간의 상관계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글로벌
금융위기 전 글로벌
금융위기 후
(1990～2007년)
(2008～2012년)
-0.1966
-0.1514
-0.0527

-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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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4

0.0003

o 특히 중국, 인도 및 말레이시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트폴
리오투자와 자국 실질환율 절상간의 상관관계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
타나 이들 국가는 여타 국가에 비해 자본유입이 실질환율 절상에 미
치는 영향이 커졌음을 반증

( 중국 )

포트폴리오투자와 실질환율
( 인도 )

( 말레이시아 )

자료 : IMF, CEIC
4. 종합 평가
□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제금
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간에 확대되고 선진국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확산되고 있어 2009～12년중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여 왔던 주요 신흥국으로 유입된 대규모 포트폴리오투자의 향방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
* 미국의 Bernanke 연준 의장은 향후 노동시장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
어진다면 자산매입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의회 양원 합동경제위원
회, 5.22일).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준의 출구전략 실행 시점을 2013년 하반기
(Deutsche Bank, JP Morgan, Credit Suisse, UBS, Pimco), 2014년 상반기(Goldman
Sachs, Barclays), 2014년 하반기(BNP Paribas) 등으로 다양하게 전망(2013.3～5월)

o 6월 들어 인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국들의 통화가
큰 폭 절하되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라
질 등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
― 3월 이후 주요 신흥국에 대한 주식형펀드 자금이 유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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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자료 : Reuters

주가

자료 : Bloomberg

주요 신흥국1) 주식형 펀드

주 :: 1)EPFR
주요 신흥 10개국 기준
자료

o 주요 신흥국의 경제성장률도 금년 1/4분기 들어 전분기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률 격차가
축소되는 모습*
* World Bank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이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흥국들에서는 성장세 둔화, 자산가격 하락, 미국의 출구전
략 실행 가능성에 따른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등의 리스크요인을 감안하여
주요 신흥국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5.5%에서 5.1%로 하향조정(세계경제전망
보고서, 6.12일)

주요 신흥국1)의 경제성장률

단위 : % 12.1/4 2/4 3/4 4/4 13.1/4
브라질 0.8 0.5 0.9 1.4 1.9
칠 레 5.1 5.7 5.8 5.7 4.1
멕시코 4.9 4.5 3.2 3.2 0.8
중 국 8.1 7.6 7.4 7.9 7.7
인 도 5.1 5.4 5.2 4.7 4.8
인도네시아 6.3 6.4 6.2 6.1 6.0
말레이시아 5.1 5.6 5.3 6.5 4.1
필리핀 6.5 6.3 7.3 7.1 7.8
태 국 0.4 4.4 3.1 19.1 5.3
주 : 1) 2013.1/4분기통계가미발표된콜롬비아제외
자료 : IMF IFS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자료 : IMF IFS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의 포트폴리오투자 유입은 신흥국 경
제의 기초여건보다는 주요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유
동성의 큰 폭 확대 및 위험기피성향 완화, 신흥국 통화의 절상 기대
등의 대외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신흥국들은 향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출구전략 실행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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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프랑스 중앙은행이 36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 운영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
는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를 과거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남(Gauvin & McLoughlin & Reinhardt, 2013.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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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이병희 신흥경제팀 차장
◆ 최근 인도경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
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대내외 불균형도 심화
o GDP성장률은 지난해 2/4분기 이후 계속 낮아져 금년 1/4분기에는
2003.1/4분기 이후 최저 수준(전년동기대비 5.3%)을 기록
o 연료가격 상승, 농산물가격 불안정 등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를 지속
o 유로지역･미국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가격 비탄력적인 원유･연료 및 인
플레이션 헤지를 위한 금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
◆ 인도경제에 내재된 문제점으로는 ①만성적인 재정적자, ②큰 폭의 무역
수지 적자 지속, ③투자재원으로서의 국내저축 및 외자유입 부족, ④고
물가 구조 등을 들 수 있음
o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70%에 달하고 재정적자 비율도 경기부양과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 지출 등으로 GDP대비 9% 내외 수준으로 상승
o 원유･연료 수입비중이 높고 원자로 등 전력 기자재를 중심으로 대중국
수입의존이 심화된 반면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의 부재로 공산품 수출이
미약함에 따라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이 2011년에는 4.5%를 기록
o 총저축률이 국내총투자율을 밑도는 가운데 저축･투자 갭을 외자유입에
의해 보전하여야 하나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저하로 외자유입도 저조
o 전력부족 등으로 국내 생산비용이 높은 데다 루피화 환율의 지속적인
절하 등으로 수입물가도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고물가 구조가 형성
◆ 저성장과 함께 고물가에 직면하고 있어 마땅한 정책수단의 선택도 쉽지 않
으므로, 우선 외자유입 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확대를 유인하는 한편 제조
업 육성에 노력을 경주하는 등 경제의 기초여건을 공고히 다져 나갈 필요
o 풍부한 노동인력을 활용한 경공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활성화
를 도모
o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석탄수급의 불안정 해소, 낙후된 송
배전망 체계의 개선 등에 힘쓰는 한편 석탄화력발전 편중구조의 완
화 등 전력 생산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34호(2012.8.23), 국제경제리뷰 제2012-36호(20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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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인도경제는 BRICs 국가중 중국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위상
을 높여 왔으나 2011년 들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성장세가 약
화되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 지속 및 대내외 불균형 심화 등으로
기초여건(fundamental)이 악화
* BRICs 국가의 GDP성장률 비교(연평균, %, IMF)
인 도
중 국
1995～00년
6.2
8.6
2000～05년
6.4
9.8
2006～10년
8.6
11.2

브라질
2.0
2.8
4.5

러시아
1.8
6.1
3.7

o 이를 반영하여 금년 4월 Standard & Poor’s가 인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면서 향후 인도 국
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6월에
는 Fitch사도 동일한 조치를 단행**
* 현재 등급은 투자적격등급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BBB-임
** Moody’s는 6월 인도의 국가신용등급(Baa3)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으
나 정부부채비율의 상승, 기업경쟁력의 감소, 국제수지 악화 등이 지속될 경우
에는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음을 언급

⇒ 인도경제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에 대해 점검

2. 최근 동향
( 성장세 약화 )
□ GDP성장률은 지난해 2/4분기 이후 낮아져 2011년에는(회계연도 기준)
2002년(4.0%) 이후 가장 낮은 6.5%에 그쳤으며, 금년 1/4분기에는
2003.1/4분기(3.7%) 이후 가장 낮은 전년동기대비 5.3%를 기록*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8.4/4분기(5.8%)보다도 0.5%p 낮은 수준임

o 이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투자심리의 위축 등으로 실
질GDP의 15%(2011년도 기준)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성장률이 2011.1/4
분기 7.3% 증가(전년동기대비)에서 2012.1/4분기에는 0.3% 감소로 전환
한 데 주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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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성장률 및 산업생산 증가율

GDP성장률

자료 : 인도통계청, 인도중앙은행

자료 : 인도통계청

― 업종별로는 선진국의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기, 전자, 철강, 기계 등이 부진
o 서비스업(GDP대비 비중 60.9%) 성장률은 동 기간중 10.5%에서 7.8%로,
농림어업(14.0%) 성장률은 강우량 부족*에 따른 작황 부진에 따라
7.5%에서 1.7%로 각각 하락
* 2011.10∼12월의 동계 우기(winter monsoon) 강우량은 평년보다 48%나 부족하여
지난 10년중 최저 수준을 기록

― 특히 농림어업 성장률은 가뭄의 영향이 컸던 2009.4/4분기(△1.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금년의 강우량 부족은 향후 하방 리스크
로 작용할 가능성*
* 강우량이 크게 부족하였던 1972년, 1979년, 1987년, 2002년 및 2009년 등 5
개년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금년 6～7월의 강우량 부족(예년보다 19% 적은
수준)은 여름 작물(칼리프) 생산량을 10%, 농림어업 성장률을 5.0% 감소시
켜 GDP성장률을 0.7%p 낮출 것으로 추정(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

산업별 GDP성장률 기여도

업종별 산업생산 증가율 기여도

자료 : 인도통계청, 인도중앙은행

- 515 -

자료 : 인도통계청

( 수출 부진 )
□ 유로지역, 미국 등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로 금년 2/4분기 수출이 감소
(전년동기대비 －1.7%)한 가운데 가격 비탄력적인 원유와 인플레이션 헤
지를 위한 금의 수입은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
o 특히 대유로지역 수출은 2011.1/4분기 이후 계속 위축되어 2012.1/4분
기에는 30% 감소(전년동기대비)하였으며 대미 수출 신장세가 절반 이
하로 둔화*
* EU 27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약 20.5%이며, 대미국 수출비중은 UAE(14.4%) 다
음으로 높은 10.8%임(2010년 기준)

o 총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연료 수입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 수입도 2008～09년중 분기 평균 50억달러 수
준에서 2011년 이후 130억달러 이상으로 급증
― 다만 금 수입관세가 2012.1월 2%, 3월 4%로 연이어 인상됨에 따라
금년 2/4분기 들어 금 수입액은 크게 감소

(억달러, 분기 평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1/4 2012.2/4

원유 연료 수입 (31.8) 265.6 185.6 251.7 354.0 459.9
금 수입 (11.5)
56.2 52.6 96.2 133.6 148.1
주 : 1) ( )내는 총수입액 대비 비중(20011년도 기준)
수출입 동향

415.0
85.0

대유로 및 대미국 수출증감률

자료 : 인도통계청, 인도중앙은행, CEIC

자료 : 인도통계청, CEIC

( 높은 물가 오름세 지속 )
□ 국제유가 상승, 우기(monsoon)의 영향으로 인한 작황 부진, 루피화 환율
절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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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유･연료의 수입비중이 높은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유 및 곡
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도매물가* 상승률이
2010년 9.6%, 2011년 9.5%**의 높은 수준을 유지
* 인도는 소비자물가보다는 도매물가를 물가동향 모니터링 지표로 이용
** 이는 1994년(10.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연간 도매물가상승률은 1996～
2008년중 대체로 4～7% 수준을 기록

― 금년 상반기중 도매물가는 공산품 및 식료품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7.4% 상승하여 오름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
o 미곡 및 소맥 등 정부의 곡물 비축량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알려져 있
으나 금년 6∼7월의 강우량 부족*이 앞으로 식료품가격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식료품가격이 도매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로 몬순기의 강우 부족은 보
통 식료품가격의 오름세를 4～5%p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노무라증권 금융
경제연구소)

품목별 도매물가상승률 품목별 WPI상승률 기여도 가뭄과 식료품가격상승률

자료소: CEIC

자료 : 인도중앙은행, CEIC

자료 : 노무라증권금융경제연구

3. 인도경제에 내재된 문제점
( 만성적 재정적자 )
□ 인도의 경우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약 70% 수준에 달하고 재정수
지 적자도 GDP의 8∼9%대 수준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여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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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0년을 전후해 GDP의 10%를 상회하던 재정적자는 정부의 재정건전
화 노력*과 경제성장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07년중 GDP의 4.2%까지 축소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과 빈곤층에 대한 유류․식량 보조금 지출 등으로 재차 확대
* 정부는 2008.3월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한
“Fiscal Responsibility and Budget Management Act”를 2003년 제정하고, 2005
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한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1)

주 : 1) 2011년 이후는 추정치
자료 : IMF, WEO

정부 보조금1)

주 : 1) 회계연도 기준, 2011년 이후는 추정치
자료 :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

o GDP대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은 BRICs 및 아시아 주요 신흥국
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주요국의 재정적자 비율

주요국의 정부부채 비율

자료 : IMF WEO

자료 : IMF WEO

(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 지속 )
□ 수출은 유로지역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부진한 반면 수입은 고유가 영
향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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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비스수지 및 이전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무역수지가 대폭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2011년 : GDP의 11.0%)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
이 2011년에는 4.5%를 기록
― 서비스수지는 IT 관련 서비스의 수출 증가 등으로, 경상이전수지는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 등으로 흑자기조를 유지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비율1)

서비스･이전 수지 및 소득수지 비율1)

주 : 1) 회계연도 기준
자료 : 인도통계청, 인도중앙은행, IMF WEO

주 : 1) 회계연도 기준
자료 : 인도통계청, 인도중앙은행, IMF WEO

o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 경쟁력이 저조한 가운데 중동 및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계속 확대되는 모습
주요 수출국 비중 변화

주요 수입국 비중 변화

자료 : CEIC

자료 : CEIC

―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의 부재로 공산품 수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데
다 원유․연료*, 진주․보석 등 천연자원의 수출비중이 높아 루피화 절하
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탄력적으로 늘어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
며 수출상품의 원료인 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도 높은 수준을 기록
* 인도는 원유･연료 수출비중이 총수출중 17%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은 이보
다 많은 원유･연료 순수입국(734억달러, 2010년 기준)으로 전체 무역적자
(1,191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원유･연료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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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및 원유수입액

교역구조 (2010년도)

자료 : Bloomberg

자료 : CEIC

― 특히 대중국 교역품목을 보면, 심각한 전력난*에 따라 인도는 중국
으로부터 원자로, 전기기기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어 향후에도 대
중국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될 가능성
* 금년 7.30∼31일중에도 북부에서 동부에 이르는 22개주에서 대규모 정전(30
일에는 약 10시간, 31일에는 약 6시간)이 발생하여 북부에서 동부에 이르는
22개주, 약 6억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총발전량의 9%를 차지하
는 수력발전량이 감소한 가운데 전력수요량이 각주에 할당한 규정량을 초과
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도됨

대중국 수출품목별 비중 (2011년)

대중국 수입품목별 비중 (2011년)

자료 : UN Comtrade

자료 : UN Comtrade

( 투자재원으로서의 국내저축 및 외자유입 부족 )
□ 총저축률이 국내총투자율을 하회하는 가운데 저축-투자갭은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어 GDP대비 저축-투자의 마이너스 갭(－3.3%p,
2010년 기준)이 신흥국중 매우 높은 수준이며 국내 저축-투자 갭을 보
전하기 위해 외자 유입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충분치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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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저축률은 2007년 36.6%에서 2011년 31.6%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재
정적자 확대로 공공부문 저축이, 생산비용 상승으로 민간기업 저축이
각각 감소한 데 주로 기인
GDP대비 총저축 및 국내총투자

자료 : IMF WEO

GDP대비 저축-투자 갭의 국제비교

자료 : IMF WEO

o 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 순유입되고는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외국인증권투자도 일시 급증*하기도 하였으
나 지난해 이후 계속 저조함에 따라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 상응
할 만큼 자본수지 유입초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
* 2010.3/4분기의 급증은 2010.9월 사회기반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채권시장
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채권투자의 한도를 확대(국채 50 → 100억달러, 회사채 150
→ 200억달러)하였기 때문이며 금년 1/4분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에 주로
기인. ①외국인에 대한 과세조치 시행을 2013.4월까지 1년간 유예, ②주식시장 투자
자유화의 일환으로 외국 개인투자자들도 기관투자자의 중개 없이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 ③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49%로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주 : 1) 2012.2/4분기는 4∼5월 기준
자료 : 인도중앙은행,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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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자료 : 인도중앙은행, CEIC

□ 이와 같은 외자유입 부진은 인도 특유의 관료주의, 정책의 일관성 결
여 및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되
고 있는 데 기인
o 개혁조치를 둘러싼 정책의 일관성 저하* 등으로 리스크 요인이 잠재
해 있으며 만성적인 전력난, 혼잡한 항만․도로, 노후화된 철도 등의
인프라 여건이 취약
* 2011.11월 소매유통시장 개방조치를 2주만에 철회한 데 이어 2012.3월에는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외국인의 자산매입에 대한 과세를 1962년까지 소급 적용
한다고 공표

o 높은 창업비용 등 전반적인 사업환경*도 아직 외국인에게 충분히 우호
적이지 못한 편
* World Bank의 “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의하면 인도는 2011년 기준으
로 총 183개국중 132위에 그침

창업비용 국제비교

세율 국제비교

자료 : World Bank

자료 : World Bank

( 고물가 구조 형성 )
□ 전력난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부족 등 공급측면의 병목(bottleneck) 현상
으로 국내 생산비용이 높은 데다 루피화 환율의 지속적인 절하 등으로
수입물가도 상승압력을 받게 됨에 따라 고물가 구조가 형성
o 전체 에너지 소비의 53%, 전력생산의 64%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의 석탄
확보가 쉽지 않고* 비효율적인 송배전 시스템** 등으로 상시 전력부족률
이 10%를 상회하는 등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이 원활한 산업생산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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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는 중국, 미국, 호주 다음의 세계 제4위의 석탄 생산국이나 석탄 자급률은
약 86%(2009년 기준)로 석탄 수입도 세계 제4위이며, 국내에서는 환경오염 문
제, 석탄 매장 주정부의 광산권과 관련된 채광허가 지연 등으로 석탄 증산에
차질을 빚고 있고 중국의 석탄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도의 주요 석탄 수입처인
인도네시아의 석탄 공급가격 현실화 등으로 수입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인도의 평균 송배전 손실률은 약 32%로 전세계 평균 손실률 15%를 크게 상회
하는 것으로 알려짐

o 곡물 재배시 비료, 토지임대료 등 생산비용 증가를 반영한 최저보상
가격(MSP; Minimum Support Price) 제도*가 시장가격 상승, 도매물가 상
승,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으
로 작용
* 인도 정부는 금년도 최저보상가격을 지난해에 비해 쌀은 15.7%, 그밖의 곡물류
는 30% 내외 인상
** 인도 중앙은행(2012)에 따르면 최저보상가격이 10%p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 1분기
시차를 두고 도매물가상승률이 1%p, 장기적으로는 2%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에너지소비 비중1)

쌀의 도소매가격 및 최저보상가격
(%)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전세계

석탄
70.5
52.9
4.9
13.6
29.6

석유
17.6
29.7
46.1
21.4
33.6

가스 수력 원자력
4.0 6.7
0.7
10.6
4.8
1.0
9.4 35.3
1.3
53.9 5.5
5.6
23.8 6.5
5.2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IEA

자료 : 인도 농무부

o 한편 기후불안에 의한 국제곡물가격 급등, 선진국 양적완화정책에 따
른 해외자본 유입 등으로 발생한 물가상승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2010.3∼1.10월중 13차례에 걸쳐 정책금리(Repo Rate)를 인상하였으나
루피화 환율은 지속적으로 절하*되어 수입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2011년 하반기 이후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
화되면서 루피화 가치는 타국 통화보다 더 급격히 하락

― 경제 기초여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저하 등으로 급격한 자
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루피화 환율은 약세를 지속하였
으며, 그 결과 루피화 환율은 2012.6월말 기준으로 2010년말과 비교
해 19.5%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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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환율간의 괴리

통화가치 변화율의 국제비교

자료 : 인도중앙은행, CEIC

자료 : Reuters

4. 평 가
□ 최근 들어 인도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평가
o 성장세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동시에
큰 폭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로 정책운영 여력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음
― 중앙은행이 금년 4월 재할인율을 3년만에 처음으로 0.5%p(8.5% → 8.0%)
인하하였으나 고물가로 인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여력은 미흡
―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하에 있는 중국 등 경쟁 신흥국에 비해
정책수단의 선택범위가 매우 제한적
도매물가상승률 및 정책금리

BRICs 국가의 인플레이션 비교

자료 : 인도중앙은행

자료 : IMF W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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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제 기초여건이 취약한 데다 국제곡물가격의 오름세 확대,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향후 인도 경제가
빠른 시일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 향후 경제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입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 확대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제조업 육성에 노력을 경주
하는 등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o IT 소프트웨어 이외에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저조한 데다 물적 인프
라와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모두 열악하여 현 단계에서는 자본집약적
중공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풍부한 노동인력을 활용한 경공
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인도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정도가 BRICs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등 노동법규가 경직적이어서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는 점도 노동집약적 경공
업 육성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OECD)

투자 및 민간소비 증감률

제조업 업종별 구성비

자료 : 인도중앙은행

자료 : 인도 통계청

o 특히 제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 생산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임
― 인도의 전력설비는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인구규모 등을 감안하면 크
게 부족한 실정으로 우선 석탄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낙후된
송배전망 체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 편중구
조를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
* 원자력의 경우 인도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자로 수를 2012.8월 현재 20기에서 2020년에는 31기로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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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증가율 및 GDP성장률

자료 : 인도통계청, IMF WEO

1인당 전력설비용량

자료 : US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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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제상황*
이병희 신흥경제팀 차장
◆ 최근 유로지역 재정위기 영향으로 중남미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
락한 가운데 중남미 경제를 대표하는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제상황이 뚜
렷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브라질은 유럽 및 중국의 수입수요 위축이 수출둔화로 이어지고 기업
의 투자심리 악화로 고정투자가 줄어들면서 금년 2/4분기 성장률이
0.5%로 낮아지는 등 경기부진이 심화
o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높고 대미국 수출이 80%에 달하여
미국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수출 및 산업생산을 견인하면서 내수를 뒷
받침함에 따라 금년 들어 4%대의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 양국의 상이한 경제상황은 수출구조 및 대외경쟁력, 내수여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대응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
o 브라질은 높은 세율, 고임금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하고 원자재
의 수출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나, 멕시코는 단위노동비용 하락,
NAFTA 등에 힘입어 제조업 경쟁력이 개선되고 공산품 수출비중이 원
자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
o 브라질은 수출부진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되면서 고정투자가 부진하고
소비도 고용둔화, 가계유동성 제약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반면, 멕시
코는 저금리 및 견조한 성장세에 따른 투자심리 호조 등으로 고정투자
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고용확대 등으로 양호
o 브라질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큰 폭 인상한 뒤 경기가 둔화되면서 재차 인하하는 등 정
책기조를 바꾸어 왔으나, 멕시코는 위기 직후 금리를 신속히 인하한
뒤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 기조를 유지
◆ 2013년에 브라질은 글로벌경제의 개선과 더불어 그간 수차례에 걸쳐 시
행한 경기부양책 및 지난해 8월 이후의 금리인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성장률이 금년보다 상당폭 높아지겠으며, 멕시코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속, 글로벌교역의 개선 전망 등에 비추어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47호(2012.11.22), 국제경제리뷰 제2012-46호(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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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최근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됨에 따라 신
흥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중남미 지역의 성장률이
크게 하락
o 이는 중남미에서 가장 큰 브라질 경제의 부진에 주로 기인하며 멕시
코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브라질과는 뚜렷이 다른
모습*
* 브라질과 멕시코가 중남미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2011년 기준)은 각각 44.4%
및 20.6%

GDP성장률

중남미2)

(비중1))

(20.4)
브라질 (8.4)
멕시코 (6.0)
아르헨티나 (2.5)
칠 레 (1.1)
페 루 (1.1)
베네수엘라 (1.4)
중 국 (39.0)
인 도3) (15.6)
아세안 (10.4)
러시아4) (8.6)
동유럽 5) (6.0)
신흥국 (100.0)

2010
6.5
7.5
5.6
9.2
6.1
8.8
-1.5
10.4
10.1
6.9
4.3
2.5
8.2

(전년동기대비, %)
2011 2012.1/4 2/4 3/4 2012e 6) 2013e 6)
4.3 3.3 2.4 - 3.0 3.8
2.7 0.8 0.5 - 1.5 4.0
3.9 4.5 4.1 - 3.8 3.5
8.9 5.2 0.0
2.6 3.1
5.9 5.3 5.5
5.0 4.4
6.9 6.1 6.1
6.0 5.8
4.2 5.8 5.4
5.7 3.3
9.3 8.1 7.6 7.4 7.8 8.2
6.8 5.3 5.5 - 4.9 6.0
4.4 4.6 5.5 - 5.4 5.7
4.3 4.9 4.0 - 3.7 3.8
3.2 1.7 1.3 - 1.1 1.8
6.6 5.6 5.3 - 5.4 5.9

주 : 1) 2010년 GDP(PPP 평가) 기준
2)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등 6개국 기준(2010년 GDP로 가중)
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5개국 기준(2010년 GDP로 가중)
4)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 5개국 기준(2010년 GDP로 가중)
5) 상기 19개국 기준
6) 2012년 및 2013년은 IMF의 2012.10월 전망치
자료 : IMF WEO(2012.10월)

□ 브라질의 GDP성장률은 2010년 7.5%에서 2011년 2.7%로 큰 폭 하락한
데 이어 금년 2/4분기에는 0.5%까지 낮아지면서 경기부진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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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비중이 10%(2011년 기준) 정도로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
나 유럽과 중국의 수입수요 위축이 수출둔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로 고정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
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산업생산 및 수출 증감률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CEIC

자료 : CEIC

□ 멕시코의 GDP성장률은 2010년 5.6%에서 2011년 3.9%로 낮아지긴 하였
으나 금년 들어서도 4%대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o 수출의존도(30.3%, 2011년)가 높은 데다 대미국 수출이 총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경제의 회복이 수출 및 산업생산을 견인하면서 내
수를 뒷받침하고 있음
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산업생산 및 수출 증감률

자료 : 멕시코중앙은행, CEIC

자료 : CEIC

⇒ 브라질과 멕시코에서의 경제상황이 다른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여건에
대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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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중남미 각국의 GDP(2011년) 비중

자료 : IMF

세계 지역별 GDP 비중

자료 : IMF

2. 양국의 경제상황이 다른 배경
□ 브라질과 멕시코의 상이한 경제상황은 수출구조 및 대외경쟁력, 내수여
건, 글로벌 위기 이후 정책대응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
1. 수출구조 및 대외경쟁력
□ 브라질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중국
이 주요 수출국인 반면 멕시코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음
o 브라질은 수출의 21% 및 17%(2011년 기준)를 각각 차지하는 유럽 및
중국의 수입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출 감소폭이 확대*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2011.4/4 16.0% → 2012.1/4 8.0% → 2/4 △7.0%
→ 3/4 △12.0%

브라질 수출국 비중(2011년 기준)

자료 : CEIC

브라질의 지역별 수출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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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멕시코*의 경우 최대 수출국인 대미국 수출**의 증가세가 원유수출의
감소 전환으로 둔화되고는 있으나 비원유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
속하고 있으며 대유럽 수출은 낮은 비중(5.4%)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중심으로 큰 폭의 신장세를 유지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2011.4/4 10.5% → 2012.1/4 9.6% → 2/4 5.8% →
3/4 3.6%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대미국 수출
대EU수출
원유(16.7) 비원유(83.3) 원유(20.7) 비원유(79.3)
2011년
31.5
11.6
33.7
16.8
2012.1～8월 △8.3
11.0
56.9
13.6
주 : ( )내는 수출비중(2011년 기준)

멕시코 수출국 비중(2011년 기준)

멕시코의 지역별 수출

자료 : CEIC

자료 : CEIC

□ 품목별로 보면 브라질은 원자재의 수출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지
만 멕시코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 전기전자 등 공산품의 수출비중이
원자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
* 브라질 및 멕시코의 수출품 구성비(%, 2011년 기준)

브라질
멕시코

1차산품
47.8
16.6

중간재
14.1
35.8

최종재
36.0
46.9

기타
2.1
0.7

o 원자재 수출비중이 높은 브라질의 경우 글로벌경기의 둔화로 1차산품
의 수출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금년 들어서는 자동차 및 부품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 수출도 감소*
* 자동차 및 부품 수출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010년 45.5% → 2011년 △5.2% →
2012.1∼9월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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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0년간 1차산품의 수출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아진 반면 공산품
의 수출비중은 크게 하락(1차산품 비중 2000년 23% → 2011년 48%, 공산품
비중 75% → 50%)

브라질의 교역구조1)

1차산품 및 공산품 수출

자료 : CEIC

주 : 1) 구성비 자료 : UN Comtrade

o 멕시코는 전기전자(디스플레이 및 영상기기 관련 부품), 자동차 및 부품*,
원유 및 연료, 원자로 등 4대 주요 품목(수출비중 68%, 2011년 기준)을
중심으로 수출 및 생산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이 미국과의
교역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
* 자동차 및 부품 수출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010년 53.3% → 2011년 21.6% →
2012.1∼9월 12.6%

멕시코의 교역구조1)

1차산품 및 공산품 수출

자료 : CEIC

주 : 1) 구성비

자료 : UN Comtrade

□ 이와 같이 브라질과는 달리 멕시코에서 공산품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
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유사한 산업구조* 하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제조업 경쟁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전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1년 기준)은 브라질 14.6%, 멕시코 16.9%
이며 제조업 업종별로도 양국이 모두 음식료품, 석유화학, 철강, 운수장비 등 4대
업종의 비중(브라질 68.9%, 멕시코 65.8%)이 높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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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브라질은 신흥국중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 고임금, 열악한 인프
라 등이 생산비용 증가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하(소위 “Brazil
Cost”)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세율이 여타 신흥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단위노동비용도 2010년 이후
매우 큰 폭으로 상승
브라질의 단위노동비용1)

세율의 국제비교

자료 : World Bank

주 : 1) 전산업 기준

자료 : CEIC

― 특히 주요 수출국인 중국(수출비중 17.3%, 2011년 기준)과는 1차산품이
수출의 80% 이상을, 공산품이 수입의 90%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비
교우위를 가진 수입 공산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
* 금년 8월 및 9월에는 컴퓨터 부품 및 국내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높은 100개 수입품목(타이어, 감자, 의약품 등)의 관세를 인상

브라질의 대중국 교역구조1)

주 : 1) 구성비

브라질의 대중국 무역수지

자료 : UN Comtrade

자료 : UN Comtrade

o 멕시코에서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단위노동비용 하락,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을 통한 무역자유화 진전 등에 힘입어 제
조업 경쟁력이 꾸준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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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의 교역에서도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큰 폭의 무역흑자를 지속*
* 멕시코는 2009년 47억달러, 2010년 33억달러, 2011년 16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흑자규모가 매년 확대(727 → 934 →
1,001억달러)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자료 : CEIC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자료 : CEIC

멕시코의 대미국 교역구조1)

주 : 1) 구성비
자료 : UN Comtrade

― 1994.1월 NAFTA 발효 이후 마낄라도라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
면서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업(제조업 비중 6.9%, 수출비중
20.2%, 2011년 기준) 업종의 경쟁력이 강화
* 마낄라도라(maquiladora)산업은 멕시코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 및 미국과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서 외국산 원부자재, 기계장비 등을 무관세
로 수입, 조립․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보세가공산업을 지칭

― NAFTA를 포함하여 중남미에서 칠레 다음으로 많은 45개국과 체결한
13건의 FTA 및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보완협정*(ACE) 등 해외시장 개
척을 위한 노력도 제조업 의 경쟁력 개선에 기여
* 멕시코와 Mercosur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간에 자동
차 등 특정 품목과 관련하여 관세의 일정부분을 상호 양허

멕시코의 FTA 추진 현황

발효 대상국
발효 대상국
발효 대상국3)
’94.1 미국 및 캐나다
’98.7 니카라과
’01.7 EFTA
’99.8
칠레
우루과이
1)
베네수엘라 ) ’00.7 이스라엘, EU(27국) ’04.7
’95.1 G3(콜롬비아,
’05.4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01.3 Northern Triangle2) ’12.2 일본
페루
주 : 1) 베네수엘라는 2006.11월 탈퇴
2)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3)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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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여건
□ 브라질은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가계소비도 둔화되고 있는 반면 멕시코는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가계소비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o 브라질에서는 금년 들어 고정투자가 감소로 전환하였고 이는 수출부
진과 함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4/4분기 이후 2%대로 크게 하락)
투자 및 소비 증가율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 2011년 8월까지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차효과에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 등이 가세하면서 향후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되었으
며 이에 따라 고정투자는 2010년 2/4분기부터 빠르게 둔화되어 금
년 들어서는 감소로 전환
종합경기선행지표

기업인 신뢰지수

자료 : OECD

자료 : Bloomberg

― 민간소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예비적 저
축동기 강화, 성장세 약화에 따른 고용 둔화, 금융기관의 소비자금융*
억제에 따른 가계유동성 제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증
가율이 작년 4/4분기 이후 2%대로 크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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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물론 의류, 신발 등 준내구재의 경우에도 분할구
입시 매회당 지급금액이 상품가격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가계의 소비자금융
등을 활용한 분할구입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경우
에는 절반 정도가 소비자대출 등을 활용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일본 경제
산업성, ｢통상백서｣, 2012)

저축률

소비 및 고용증감률

자료 : IMF WEO

자료 : CEIC

o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고정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고용증가율도 높아지면서 민간소비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
투자 및 소비 증가율

자료 : 멕시코중앙은행
― 고정투자가 저금리 및 견조한 성장세 지속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호조, 자동차 및 부품* 등의 설비확장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확
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
* 2011년 기준으로 27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세계 8위)하여 이중 83%인 225
만대를 수출(수출규모로는 세계 5위)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연평균, 억달러)

2000～07년
239.7

2008년
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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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63.2

2010～11년
206.1

종합경기선행지표

제조업 생산자 신뢰지수

자료 : OECD

자료 : Bloomberg

― 민간소비는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은 고용 확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예비적 저축동기, 저금리에 따른 가계유동성 제약 완화 등을 배경
으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유지
저축률

소비 및 고용증감률

자료 : IMF WEO

자료 : CEIC

3. 정책대응
□ 브라질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큰 폭 인상한 뒤 경기가 둔화되면서 재차 인하하는 등 정
책기조를 바꾸어 왔으나 멕시코는 위기 직후 금리를 신속히 인하한 뒤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 기조를 유지
o 브라질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물가오름세가 확대되자
2010.4월부터 2011.8월까지 정책금리를 3.75%p(8.75% → 12.50%) 인상하
였고 이에 따라 헤알화의 절상폭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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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정책금리가 10차례에 걸쳐 7.25%까지 인하되는 가운데 헤알화
도 약세로 돌아섰으나*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대외여
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정책효과를 상당 정도 제약
* 헤알화의 약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실질환율은 여타 신흥국에 비해
상당폭 절상된 수준으로 평가(IMF)

정책금리와 환율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투자증감률 및 정책금리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CEIC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o 이와 달리 멕시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상한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하한 후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는 등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로 운용
* 최근에도 저금리와 페소화 절하 등의 수요측 요인에 작황 부진에 따른 식료품가
격 상승(2012.1～9월중 7.6%, 전년동기대비) 등의 공급측 요인이 가세하면서 소
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목표 상한(4%)을 상회

― 고정투자가 저금리 등을 배경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외자유입
등으로 강세를 보이던 페소화도 2011년 들어 약세로 전환
정책금리와 환율

자료 : 멕시코중앙은행

투자증감률 및 정책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멕시코중앙은행, CEIC 자료 : 멕시코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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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가 최근 들어 점차 개선되고 있어 재정 면에서
의 정책대응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평가
o 브라질의 경우 정부부채비율이 금년 64.1%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하고
재정적자비율도 2.1%로 재정건전성 기준치(3.0%)는 물론 전년(2.6%) 수
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IMF)
o 멕시코의 정부부채비율은 40% 정도로 브라질보다 낮은 수준이며 재정
적자비율은 금년 2.4%로 낮아져 재정건전성 기준치(3.0%)를 하회할 전
망(IMF)
브라질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멕시코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자료 : IMF WEO

자료 : IMF WEO

 한편 통화 면에서의 정책여건을 보면 브라질의 경우 최근 물가 오름세
가 소폭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목표 범위(4.5±2%) 이내에 있어 정책
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멕시코는 이미 물가목표 상한(4%)을
넘어선 가운데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리인하 여력은 제한적인 것
으로 판단
o 브라질 중앙은행은 최근 물가 상승세가 물가목표를 위협할 정도는 아
니라고 판단한다며 역대 최저치인 현행 정책금리(7.25%)를 당분간 유지
할 계획임을 언급(Bloomberg, 2012.11월)
o 멕시코는 금리인상시 페소화의 절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축소될
수 있더라도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최근의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은 낮고 페소화 가치의 변동이 향후 물가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
면서 당분간 현 금리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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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글로벌 경제여건에 비추어 브라질 경제는 2013년 들어 상당폭 개
선되겠으며 멕시코는 금년에 이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o 브라질은 글로벌경제의 개선과 더불어 그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한 경
기부양책*의 효과와 전년 8월 이후의 금리인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됨
에 따라 2013년 성장률이 금년보다 상당폭 높아질 전망
* 수입상품의 시장 잠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개 산업에 대한 감세 등(650억
헤알 규모, 2012.4월), 자동차 관련 세금과 소비자 대출금리 인하 등(27억헤알 규
모, 2012.5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2014년까
지 3.25억달러 규모, 2012.8월)

o 멕시코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 지속, 글로벌교역의 개선 전망 등에 비
추어 내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세계수입 전망(IMF, 세계(선진국/신흥국) 증가율, %)

2010
12.6 (11.4/14.9)

2011
5.8 (4.4/8.8)

2012e
3.2 (1.7/7.0)

2013e
4.5 (3.3/3.3)

― 다만 미국의 대규모 재정긴축(fiscal cliff)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불안
요인으로 잠재
o 중남미 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브라질의 경기회복 등으로 2013년 성장
률이 2012년보다는 높아질 전망
브라질 및 멕시코 성장률 전망

자료 : IMF WEO

< 참고자료 >

세계 및 지역별 성장률 전망

자료 : IMF W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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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Western Hemisphere - Rebuilding Strength and Flexibility”, 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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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동 산유국의 경제상황 및 전망*
김민수 신흥경제팀 과 장
강유진 신흥경제팀 조사역
◆ 주요 중동 산유국은 원유생산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
으나 개별 국가의 경제상황은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다각화 정도 등의
제반 요소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이란은 그동안 UN에 의한 경제제재의 여파로 지난해에 마이너스 성장
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타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
차 회복
◆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유가 하락에 취약하고
국가경제에서 정부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
o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석유산업의 의존성 탈피를 위한 산업 다각화
와 공공기업의 민영화, 고용시장 유연화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
◆ 금년 주요 중동 산유국들은 정부지출 및 비석유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으로 경제성장률은 2012
년 수준을 하회할 전망

1. 검토 배경
□ 중동의 5대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은 전통적인
원유수출국으로서 국제원자재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o 이들 국가는 원유의 매장량 및 생산량이 모두 세계 10위권 이내로서
원유생산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o 다만 개별 국가들의 경제상황은 대내외 정치안정 여부, 산업의 다각
화 수준 및 인프라 구축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
⇒ 주요 중동 산유국의 최근 경제상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의
향후 경제여건을 점검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20호(2013.5.16), 국제경제리뷰 제2013-11호(20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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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유 매장량1) 순위(2011년)

주 : 1) 호주는 2013년 1월 CNBC추정치

세계 원유 생산량 순위(2011년)

자료 : CIA, The World Factbook

2. 부문별 경제상황
( 성장 )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동 산유국들은 세계경제 위축으로 인
한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대부분 저조한 성장을 기록한 이후 국제
유가 및 원유수요가 회복되면서 이란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
o 비석유산업을 포함한 기초경제여건이 견실한 사우디아라비아 및 전후
복구활동으로 고성장하는 이라크는 2009년에도 플러스 성장을 보였으
며, 원유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쿠웨이트는 급격한 성장세 약화 이후
빠르게 회복
o 반면 UAE는 자산가격 급락 등으로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에도 여타 국가에 비해 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UN의 경제제
재로 원유수출이 급감한 이란에서는 2012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
록한 것으로 추정(Global Insight)
경제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자료 : IMF WEO(2013.4월),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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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Global Insight

( 물가 )
□ 소비자물가를 보면, 이란은 UN의 제재로 인한 통화(Rial화)의 큰 폭 절
하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30%대의 급등세를 기록하였으나 여타
국가의 물가는 안정세를 시현*
* 이란을 제외한 4개국에서는 식료품가격과 주거비용이 크게 안정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 Bloomberg

식료품가격(CPI) 상승률

자료 : CEIC

( 대외교역 )
□ 2011년 들어 중동 산유국 수출은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수요 회복
에 따른 원유수출 확대로 5개국에서 모두 증가하고 수입도 내수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늘어났으나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증
가폭이 더 커서 전년보다 확대
o 원유 및 비석유 공산품 수출이 모두 증가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경
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란의 경우 UN제재에도 불구하
고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흑자기조를 유지(Global Insight에 따르면
2012년에는 흑자폭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

수출 및 수입

경상수지

자료 : IMF IFS

자료 : IMF 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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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
□ 세출은 5개국에서 모두 가계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과 다양한 인프
라투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유화된 원유사업의 수익이 대부분을 차
지하는 세수의 경우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되어 왔으나 전
체 재정은 이란을 제외한 국가에서 흑자를 유지
o 이에 따라 정부부채비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전쟁배상금 등으
로 높은 정부부채비율을 보였던 이라크의 경우에도 파리클럽(채권국 모
임) 등의 부분적인 채무탕감 동의 등으로 최근 수년간 크게 하락
o 이란은 UN의 제재로 인한 생산과 투자 부진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
고 있어 2012년에는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축소
재정수지

정부부채비율

자료 : IMF WEO(2013.4월), CEIC

자료 : IMF WEO(2013.4월), CEIC

( 고용 )
□ 실업률은 이란에서 1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여타 국가의 경
우 UAE가 3∼4% 를,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는 각각 5∼6% 및 2
∼3%를 유지
o 이란은 최근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출생률이 다소 낮아졌음에도 불
구하고 청년층 인구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도 부
족하여 실업률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
o 경제활동참가율은 UAE와 쿠웨이트에서 각각 79% 및 68%로 상당히 높
은 수준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는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자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중동 국가들은 무슬림 전통에 따라 정부가 직·간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
민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고 있어 취업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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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와 쿠웨이트의 경우 자국민에 대해서는 주로 보수와 근무여건
이 나은 공공부문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취
업자는 대부분 외국인으로 구성
― 그러나 공공분야 취업이 한정되어 있고 청년층의 취업도 어려워지
면서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2011년 ‘아랍의 봄*’ 사태 이후 쿠웨
이트는 민간기업에 대해 ‘자국민의 일정비율(Quotas) 이상 채용’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도 유사한 법안의 도입
을 추진
* 2010.12월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2012년까지 아랍의 중동국가 및 북아프리카
등지로 확산된 반정부 민주화 시위를 통칭하며 집권세력 부패, 빈부격차, 청년
실업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

o 이라크의 경우 현대식 교육시스템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불
안으로 우수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가운데 전후 복구과정에서의 높
은 성장이 종파간 분쟁 등 정정 불안으로 인해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실업률이 35%내외까지 높아진 것으로 추정(Global Insight)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Global Insight, CEIC

자료 : CEIC, 2010년기준

3. 경제적 특징
(1)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
□ 주요 중동 산유국들은 풍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해 왔으
며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
우 높음
o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석유산업이 발전하기 시작
하여 1970년대 이후 90년대 초반에 걸친 고유가 지속에 힘입어 여타
신흥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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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체 경제가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유가하락 및 원유
수요 감소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
o 이들 국가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유가 및 원유수요 변동에 따른 충격
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의 다각화, 기업여건의 개선 및 고용시장 유연
화 등의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요 산업의 현황1)(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및
330.4
천연가스
(50.8)
공공행정
74.5
및 국방
(11.5)
27.2
건설업
(4.2)
석유정제
24.4
및 코크스
(3.8)
13.9
소매업
(2.1)
13.5
농업
(2.1)
은행업

12.7
(1.9)

이란
원유 및
97.8
천연가스
(21.8)
49.5
농업
(11.1)
공공행정
32.4
및 국방
(7.2)
25.7
건설업
(5.7)
25.2
소매업
(5.6)
24.9
부동산
(5.6)
도매업

11.0
사업
(1.7)
서비스
식품
8.4
수도
제조업
(1.3)
8.2
보건 및
통신업
(1.3)
사회복지
주 : 1) ( )내는 GDP비중, %
도매업

22.8
(5.1)
21.0
(4.7)
11.5
(2.6)
10.1
(2.3)

UAE
원유 및
132.2
천연가스
(36.0)
37.4
건설업
(10.2)
22.9
소매업
(6.2)
19.2
도매업
(5.2)
15.6
은행업
(4.3)
공공행정
14.8
및 국방
(4.0)
부동산
통신업
사업
서비스
보험 및
연금

13.0
(3.5)

(10억달러)

쿠웨이트
원유 및
91.2
천연가스
(54.6)
공공행정
9.4
및 국방
(5.6)
8.2
은행업
(4.9)
자산
5.9
운용업
(3.5)
교육
5.5
서비스
(3.3)
5.1
부동산
(3.1)
석유정제
및 코크스

5.0
(3.0)

11.1
3.6
운수업
(3.0)
(2.1)
10.9
3.5
통신업
(3.0)
(2.1)
7.3
3.1
건설업
(2.0)
(1.9)
자료 : Global Insight

□ 대부분의 국가들은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산업다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o 사우디아라비아는 제조업 기반 확충을 위해 FDI를 유치하는 등의 정
책적 노력(석유 산업의 하류부문*(downstream)에 대한 해외투자 허용 등)을 기울
여 다국적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해 석유화학부문을 육성
* 석유산업의 탐광･개발･채유를 upstream이라 하고 수송･정제･판매를 downstream
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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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동 산유국의 산업다각화 관련 주요 정책

국가
사우디
아라비아

UAE

쿠웨이
트

주요 내용
· 제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2000~2004)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산
업다각화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제9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2010~2014)을 통해서도 추진 중
· 석유산업에서 확보한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사회 인프라 및
기간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자동차 포장 기계설비 건축자재
금속가공 분야를 핵심 클러스터분야로 지정해 외국인투자유
치를 도모하고 정책적으로 지원
· 2020년까지 석유화학 정보통신기술 천연가스개발 농업 교육
관광 등에 5,600억달러, 2024년까지 전력사업에 900억달러,
담수산업에 463억달러 투자 예정
·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아부다비경제비전2030’, ‘두바
이전략계획2020’ 등 중장기적 발전전략 이행 중
· 두바이는 1970년대부터 산업다각화를 모색하여 현재 세계 최
대의 선박수리용 도크, 알루미늄 제련 천연가스 액화 시멘트
공장 등을 가동
· 이를 통해 두바이는 금융 관광 등에서 중동의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며 재정수입 중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할 정도로 석유의존 경제에서 탈피하는데 성공
· 아부다비는 철강 시멘트를 비롯한 각종 공장을 건설 가동 중
이며, 석유가 산출되지 않는 다른 토후국은 농 수산업과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고자 노력
· 석유화학, 금융, 항만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
· 의회와 정부간 대립으로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교착
상태에 있어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음

중점육성
산업
석유화학
산업,
관광업,
기타 제조
업등
석유화학,
철강,
금융서비
스, 관광,
부동산업
등
석유화학,
금융서비
스,항만

o UAE중 두바이*의 경우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서 초고층빌딩 건축
등으로 건설업이 발달하였고, 허브공항과 풍부한 관광인프라를 바탕
으로 산업다각화가 상당히 진행
* UAE(아랍에미레이트연방) :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 총 7개의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

― 다만 외자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을 중심으로 단기간
에 과도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자본유
출 발생으로 2009년 국영기업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
을 선언한 바 있음
o 이란은 OPEC내 2위 수준이었던 원유생산량이 UN의 경제제재 이후
크게 감소함에 따라 석유화학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산업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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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라크는 장기간의 내전으로 석유생산 설비 등을 비롯한 사회기반시
설이 주변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면서 원유매장량 대비 생산량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바, 정부는 향후 석유생산시설에 대한 투자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여 산업다각화보다는 생산설비 확충에 주력하여
2020년까지 생산량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증대할 계획
o 쿠웨이트는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비중이 높지만 주변국에 비해 무선
통신을 중심으로 한 통신부문에서 비교우위를 보유
o 한편 이들 산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이슬람 성지(Mecca), 이
라크의 고고학적 유적지(Uruk, Ur 등 메소포타미아 유적지)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노력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
(2) 정부 중심의 경제구조
□ 주요 중동 산유국들은 유전개발권 등을 대부분 국유화하고 있고 재정
을 통한 공공사업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낮
아짐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민영화정책을 추진
o 사우디아라비아는 2002년부터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본격 착수하여 현
재 사우디전력공사(SEC), 사우디텔레콤(STC), 사우디항공(SAUDIA) 등의
국영기업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음
o 이란은 2004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핵심 인프라산업의 민간소
유를 허용하고 2006년에는 대대적인 국영기업 개혁정책을 통해 국영
기업 지분의 80%를 민간에 매각하도록 조치
* 종전의 헌법 44조는 경제를 국가부문(state sector), 협력부문(cooperative sector)
및 민간부문(private sector)으로 분류하였으며 전력, 통신, 우편 등의 기간 산업
을 국가부문에 포함시켜 법적으로 민영화가 불가능하였음

o 쿠웨이트는 2010년 민영화법(the Law of Privatization)을 제정하여 보건, 교
육, 석유 및 가스 부문 이외의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에 적극 노력
o 이라크는 이라크전 종전(2011.12월)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적극 수용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생산물
분여방식(production- sharing)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 개발에 따른 수입을 분배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개발도상국 등 미개발지역에 필
요한 자금･자재･기술을 공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형태이
며, 이라크는 동 계약을 주변국 및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 기업들과 체결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철강산업의 재건을 위하여 1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터키의
UB지주회사와도 체결

- 548 -

o UAE는 2008년 연방법(Federal Law No.31 for 1999)을 개정하여 수력발전 및
전력 유통부문을 민간기업에 개방하였으며 아부다비는 IWPP
(Independent Water and Power Project: 발전소의 개발‧건설‧운영을 민간기업에서 담
당)를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 그러나 주요 중동 산유국들은 여전히 민영화의 선결조건인 자본시장의
발전이 미흡한 데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 의존적인 관행이 고착되어
있어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은 상황
o 특히 민영화가 서비스요금의 급등을 초래하거나 자국민 고용의 대부
분을 담당하는 공공부문의 위축으로 자국민에 대한 고용기회가 축소
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

4. 지정학적 리스크 및 향후 전망
( 지정학적 리스크 )
□ 주요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의존적인 구조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상이한 경제상황을 보이는 주된 원인은 산업의 다각화 수
준과 인프라의 구축 정도 이외에도 국가별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르
기 때문
o 대내적으로는 중동지역에서의 잦은 소요 및 불안정한 치안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데, 특히 아랍의 봄(Arab’s Spring)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
는 소요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전후 이라크에서는 치안 불안
이, 이란에서는 UN에 의한 경제제재 조치가, 쿠웨이트에서는 의회와
정부간의 대립이 각각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부각
― 이라크는 2011년 12월 미군의 완전 철수 이후 신정부에 대한 테러·
저항활동 등의 준내전 상태를 지속
― 이란은 UN의 경제제재 이후 실업자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
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
― 쿠웨이트는 의회와 정부간에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면서 경제개발 5
개년계획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음
o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는 주변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고 왕실
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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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의 봄 이후 제다(Jeaddahg) 등지에서 소수 시아
파의 반정부시위가 발생한 적이 있으나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을 통
해 민심을 수습
□ 대외적인 리스크로는 ①2006년 이후 이란 핵문제에 대한 UN의 경제제
재, ②종교･종파간 대립 및 석유 이권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 등을 들
수 있음
① 이란에 대한 UN의 경제제재 조치
― 2006년 이란이 핵 농축시설을 재가동한 이후 UN 안보리 및 미국
등의 서방국가들은 강도 높은 경제･금융 제재조치를 단행
― IEA에 따르면 대이란 UN제재로 2012년 들어 이란의 일평균 석유수
출이 크게 감소(2011년 250만배럴/일 →2012년 150만배럴/일)하였는바, 이는
당분간 국제유가 및 중동지역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전망
· 2012년 초반에는 서방의 대이란 석유수입 제재를 앞두고 지정학
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수급 요인이 가세하면서 국제유가가 120달
러를 상회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시현

결의안
1차결의안-1737호
(2006.12.23)
2차결의안-1747호
(2007.3.27)
3차결의안-1803호
(2008.3.3.)
4차결의안-1929호
(2010.9.9.)

UN 안보리 결의안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11개 단체 및 12명의 금융자산 동결
UN회원국의 핵, 미사일 관련 품목에 대한 기술판매 및
이전 금지
자산동결 및 금융제재대상 확대 및 이란과의 군수물자
수출입거래 금지
군수산업 관련 기술 및 재정지원 금지
인도적 지원 혹은 개발목적 이외의 금융기관의 무상원조
및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 신규 약정 금지
자산동결 및 금융제재대상 확대
핵관련 이중용도 품목, 무인 자동항공수단 관련 품목에 대
한 공급 판매 이전 금지
자산동결 및 금융제재 대상 확대
불법운송 등 화물 검색 강화

② 종교･종파간 대립 및 석유 이권을 둘러싼 갈등
― 시아파(Shia)가 권력을 차지한 이란과 수니(Sunni)파가 주축인 걸프협
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슬람
종파간 대립이 지역 분쟁 및 대외정세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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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바레인에서 소수인 시아파를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시위
가 발생하였던 당시, 걸프협력회의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바레인 정부에 대규모 병력을
지원한 바 있음
· 이밖에도 3차례에 걸친 중동전쟁, 오일쇼크를 촉발했던 욤기프르
전쟁,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팔레스타인 분쟁과 이란·이라크
전쟁, 수에즈 운하전쟁, 걸프전쟁 등 종교적 갈등과 영토 및 석유
이권을 둘러싼 전쟁과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발생
( 향후 전망 )
□ 2013년에 주요 중동 산유국들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기
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석유산업 부문이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미주지역에서의 비전통적인 석유생산 증대로 국제유가가 하향되면
서 경제성장률은 전년 수준을 하회할 전망
o IEA 등은 2013년도 세계석유 생산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국제유
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유가추이(두바이유)

세계석유 수요 및 생산 전망
(
2012

자료 : Bloomberg

생산
IHS
수요
수요-생산
생산
IEA
수요
수요-생산

e

2013

백만bpd)
증감

90.8

91.1

0.3

89.5

90.5

1.0

-1.3

-0.6

0.7

90.8

92.2

1.4

89.6

90.5

자료 : IHS, IEA

-1.2

-1.7

0.9
-0.5

o 주요 중동 산유국들에서 정부재정 및 경상수지가 국제유가 변동에 크
게 좌우되고는 있으나, 대외채무 수준이 낮은 데다 그간 축적된 국부
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이들 국가들이 금년에 예상되는 유가하락을 감
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유가 하락폭이 예상외로 커지거나 저유가 수준이 장기화할 경
우에는 OPEC은 유가하락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가능성
□ 중동지역에서의 역내 분쟁으로 인한 생필품의 생산 차질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으나 유가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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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Global Insight의 경제전망1)
성장률(%)

CPI(%)

‘12 ‘13 ‘14 ‘12 ‘13 ‘14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경상수지
(GDP대비, %)

실업률(%)

‘12 ‘13 ‘14

‘12 ‘13 ‘14

IMF

6.8

4.4 4.2

2.9

3.7

3.6

24.4 19.2 16.1

. .

G.I

6.8

3.5 4.4

4.5

3.8

3.3

24.2 16.4 11.1

. . . .

IMF

-1.9 -1.3 1.1

30.6 27.2 21.1

4.9

3.6

1.9

12.5 13.4 14.7

G.I

-3.4 -2.8 0.6

27.4 38.4 28.9

2.4

-0.1 -0.8

13.9 15.5 16.1

IMF

8.4

9.0 8.4

6.1

4.3

5.5

7.0

3.6

G.I

7.0

5.2 5.7

6.1

4.3

4.7

15.5 13.4 6.2

. . . .

. .

3.6

0.7

1.6

1.9

8.2

8.4

7.9

. .

. .

. .

3.3

0.7

1.9

2.5

8.2

5.2

3.3

. .

. .

. .

3.1

2.9

3.3

3.8

45.0 40.8 37.6

2.1

2.1

2.1

2.9

2.9

2.7

3.9

49.7 47.8 38.7

. .

. .

. .

3.9 3.1
UAE IMF
G.I
4.2 2.7
쿠웨 IMF 5.1 1.1
이트 G.I 5.1 3.9
주 : 1) 전망시점은 2013.4월

2.9

. .

. .

. .

. .
. .

. .

□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하겠으나 유가하락과 원유수출 감소로 흑자폭
은 전년보다 축소될 전망
□ 국별로 보면, 이란은 실업률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이라크는 주변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o 사우디아리비아는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
며, UAE는 비석유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양
국 모두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전년보다 낮아질 전망
o 쿠웨이트는 정부와 의회간 갈등 지속으로 개혁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
으면서 경제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가하락의 영향도 받으
면서 성장률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
o 이란은 UN의 제재로 인한 석유수출의 어려움으로 전년에 이어 마이
너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통화(Rial화)가치 하락을 통한 수입물가 급등
으로 30% 내외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나타낼 전망
o 이라크는 전후 재건사업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 치안상황 개선에 따
른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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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78년 이후 35년동안 중단되었던 외국계 기업의 원전개발
을 허용하는 등 개혁정책을 추진
― 다만 최근의 경제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국에 비해 취
약한 치안상황과 정치적인 불안정 및 부패 등은 재건사업을 지연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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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주요 중동 산유국의 개황

사우디
이란
이라크
UAE 쿠웨이트
아라비아
GDP(억US$1))
7,405
9,974
1,554
2,712
1,659
1인당GDP
25,700
13,100
4,600
49,000
43,800
(US$1))
인구(백만명)
27.45
73.97
31.67
7.51
2.74
면적(km2)
1,960,582 1,648,000 437,072 82,880
17,820
수도
리야드
테헤란 바그다드 아부다비 쿠웨이트
종교
무슬림
무슬림 무슬림 무슬림 무슬림
공용어
아랍어 페르시아
아랍어 아랍어 아랍어
어
한국과
1962.10월 1962.10월 1989.7월 1980.6월 1979.6월
외교수교일
주: 1)구매력평가
기준환율 Global
적용, 2012년
자료:
CIA World Factbook,
Insight 추정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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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

주요 중동 산유국과 한국간 경제관계

□ 우리나라는 중동 산유국들과 1960년대 초반부터 국교를 체결하였으
며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의 주요 석유공급원으로 전체 석유 수입규
모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무역과 경제협력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
를 유지
o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분쟁 등으로 페르시아만을 통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홍해를
통한 교역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
o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자기기, 철강 등을 수출하며 원유수입 비중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
우리나라의 국가별
원유수입(2012년)

수입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이라크
카타르
이란
러시아연방
영국
호주
총계

중동 산유국과의 무역수지1)

수입액
(억U$, %)

전년대비
증감(%)

159(14.7)

15.2

99(9.1)

0.7

1)

356(32.9)

7.8

102(9.4)

11.9

115(10.6)

15.1

64(5.9)

-32.0

39(3.6)

6.6

28(2.6)

726.5

22(2.0)

-5.3

1,083(100.0)

7.4

주 : 1) ( )내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주 : 1) 2012년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1970년대 후반 유가상승에 따라 ‘중동건설 붐’이 형성되면서 우리
나라의 중동지역에 대한 해외건설이 급성장하였다가 1990년대 들어
다소 주춤하였지만, 2007년부터 수주액이 크게 증가하여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316억달러로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의
48.7%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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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 역대 해외건설 수주액 규모를 보면, 10위 이내의 건설프로
젝트중 6건이 주요 중동 산유국이 발주한 공사이며, 향후에도 이들
국가에서 원전 및 신도시 건설이 계획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체결된
경제협력 현황 등에 비추어 향후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
역대 해외건설 수주액 규모 10위 이내 건설 프로젝트
국 가

업 체

공

사

UAE

한국전력공사

이라크

한화건설

리비아

동아건설산업

리비아 대수로

브라질

포스코건설

CSP 상공정

리비아

동아건설산업

리비아

사우디

두산중공업

UAE

GS건설

UAE

현대건설(하청)

이라크

STX중공업

호주

GS건설

UAE 원자력

명

금액

발전소 건설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7,750

2012.5월

2 단계 공사

6,459

1990.2월

일관제철소

라빅 발전소

4,339 2011.12월
3,752 1983.11월

No.2

3,390

루와이스 정유공장 확장공사 패키지 2

2010.9월

3,109 2009.11월

발전소 건설

이라크 디젤발전 플랜트 프로젝트
콜리 유레아

계약일

18,600 2009.12월

대수로공사

UAE 원자력

(단위: 백만U$)

프로젝트

3,077

2010.3월

2,951

2011.5월

2,873 2010.11월

자료 : 국토교통부(2012.6)

o 다만 2012년중 이들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은 13.8억달러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총액(2,150억U$)대비 0.6%에 불과한 수준
산유국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1)

중동국가에 대한 해외건설수주액

국가
UAE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자료 : 해외건설협회

신고
건수

신규
법인

투자금액
(천U$)

480

191

716,476

345

167

449,729

6

5

154,284

28

14

45,213

합계 880 389 1,384,752
주
1) 2012년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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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

19,049

동유럽 주요 신흥국의 경제 현황 및 전망*
김민수

신흥경제팀 과 장

◆ 동유럽의 주요 신흥국은 체제전환국으로서 2000년대 중반까지 높은 성
장세를 보였으나 시장경제로의 개혁 정체, 유로지역 국가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가 최근 들어 유
로지역의 경기회복 조짐과 더불어 수출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
o 폴란드는 적절한 정책대응으로 2010~11년 4%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
록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계속 둔화
o 체코는 2011년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불가리아도 낮
은 성장세를 지속
o 2012년 마이너스 성장하였던 헝가리는 2013년 들어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루마니아도 2012.4/4분기 이후 성장률이 계속
상승
◆ 향후 동유럽의 주요 신흥국은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완만하나
마 개선될 것으로 전망
o 전망경로에서 가장 큰 하방 위험으로는 대외여건 불확실성에 기인한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지연을 들 수 있는 바, 유로지역에 대한 교역비중
이 매우 높은 이들 국가의 경우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속도에 큰 영향
을 받을 가능성
o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지역 및 수출품목의 다변화, 국내
자본시장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이 긴요

1. 머리말
□ 동유럽의 주요 신흥국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
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영향, 시장경제로
의 개혁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
o 2013년 2/4분기에는 유로지역의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동유
럽 주요 신흥국들도 미약하게나마 개선되는 모습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52호(2013.12.27), 국제경제리뷰 제2013-26호(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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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체제전환국*인 이들 지역 국가들의 성장 둔화는 주요 수출상대국인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대유로 수출이 위축된 가운
데 유로지역으로부터의 해외투자자금 유입도 감소한 데 주로 기인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들을 의미하며, 1980년대
후반 공산주의의 쇠퇴와 함께 체제를 전환한 구소련 국가들 및 주변의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지중해연안 아프리카 국가들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중 일부도
해당

― 최근에는 유로지역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 등 대외부문을 중심
으로 개선되는 조짐
동유럽 주요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
`0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4 2/4

유 로 지 역 2.1 3.0 0.4
폴란드
3.7
6.8
5.1
체코
4.5
5.7
3.1
루마니아
5.6
6.3
7.3
헝가리
4.1
0.1
0.9
불가리아
5.7
6.4
6.2
주 : 1) 분기는 계절조정 전기대비

3/4

-4.4

2.0

1.6

-0.7

-0.2

0.3

0.1

1.6

3.9

4.5

1.9

0.3

0.5

0.6

-4.5

2.5

1.8

-1.0

-1.4

0.5

-0.1

-6.6

-1.1

2.2

0.7

0.6

0.8

1.6

-6.8

1.1

1.6

-1.7

0.9

0.4

0.9

-5.5

0.4

1.8

0.8

0.1

-0.1

0.5

자료 : Eurostat

⇒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동유럽 신흥국중 경제규모
가 가장 큰 5개국의 경제 현황을 살펴본 후 향후 전망 등을 점검

2. 국별 경제 현황
1. 폴란드
□ 폴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재정지출 및 신용확대 정책,
EU 구조기금 유입 등으로 1.6% 성장한 후 2010~11년에도 평균 4.2%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2012년 들어 성장세가 크게 둔화
o 2012년 들어 재정여력 축소 등으로 유로지역의 경기침체에 대응할 여
력이 충분치 않아 성장률이 1.9%로 낮아졌으며 2013년에는 평균 0.5%
내외(전기대비)의 수준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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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들어 실업이 늘어나고 소득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소비 및 투
자가 위축되었으나 수출은 EU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 수입은 내수 둔화로 감소하였지만 수출은 지역 및 품목 다변화,
Zloty화의 평가절하 등에 힘입어 증가
경제성장률

수출입 및 경상수지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o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Zloty화의 평가절하, 높은 공산품가격 등
으로 3.7%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13년 들어서는 천연가스가격의
하락 등으로 월평균 0.9% 하락
― 이를 감안하여 폴란드 중앙은행은 경기둔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8차례에 걸쳐 총
2.25%p 인하(4.75%→2.5%)
― 한편 2011년까지 꾸준히 유입되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2년 들어
큰 폭으로 감소
물가상승률 및 정책금리

외국인 직접투자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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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년 7월 이후에는 실업률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경제심리도 점차 개
선되는 모습
o 2012년 재정수지는 GDP대비 3.9%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경기부진으로 인한 간접세 등의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적자는 2013년 들어 GDP대비 4.8%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14년에는 민간연금펀드 보유자산의 국가연금 편입*으로 재정수지
가 4.6%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2015년에는 은퇴연령 상
향조정, 공공부문 임금동결 등의 재정건전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3.3%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민간 연금펀드가 보유한 국채와 이에 상응하는 연금지급 의무가 국가가 운영
하는 연금체제에 편입됨에 따라 GDP의 약 8.5%에 해당하는 정부부채가 축소
될 전망(2014년의 1회적인 세수로 집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연금지급 부담
증가가 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신뢰도 저하될 우려

실업률 및 경제심리지수

재정 및 정부부채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2. 체코
□ 체코는 2011. 4/4 ∼13. 1/4분기중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여 1993년
이후 20년만의 최장기 침체를 경험하였는데, 성장률이 2013년 2/4분기
들어 플러스(+0.5%)로 일시 돌아섰다가 3/4분기에는 다시 마이너스(-0.1%)
를 기록
o 수출이 대외여건 악화로 크게 위축된 데다 내수도 정부지출 축소, 인
플레이션 및 간접세 인상 등으로 둔화(2011년 수출의존도: 57.3%(총수출/명목
GDP), 대유로 수출비중: 66.1%)

―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국계기업의 이익 환류 등으로 소득
수지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도 적자를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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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수출입 및 경상수지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o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음식료품가격 상승, 간접세 인상 등으로 2013년
2월까지 1.8% 이상을 기록하다가 9월 이후에는 1.0%로 하락
― 기준금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2012년 10월 및 11월중 총 0.2%p를 인
하(현 수준 0.05%)
― 2008년 이후 낮은 수준에 그쳤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2012년 들어
크게 증가
물가상승률 및 정책금리

외국인 직접투자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o 최근 경제주체의 심리가 물가안정 등을 배경으로 점차 개선되는 가운
데 실업률이 7%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나, 고용이 시간제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용의 질이 낮고 노동수요도 여전히 미진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부채 비율이 재정적자 누증으로 계속 상승
하고는 있으나, 2013년 재정적자 비율은 부가가치세 인상 및 연금지급
액 축소로 전년에 이어 낮아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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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및 경제심리지수

재정 및 정부부채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3. 루마니아
□ 2013년 들어 루마니아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가 성장을 견
인함에 따라 성장률이 1/4분기 0.6%에서 3/4분기에는 1.6%로 상승
o 수입이 내수부진으로 정체된 가운데 수출은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조
짐과 함께 증가함으로써 경상수지는 그동안의 적자에서 소폭 흑자로
전환
경제성장률

수출입 및 경상수지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o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2013년 상반기
평균 4.6%로 물가목표(2~4%)를 상회한 뒤 9월에는 식료품가격의 안정
에 힘입어 1.1%로 하락
― 루마니아 중앙은행은 물가 오름세가 공급측 요인에 기인한 점을 감
안하여 7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1.25%p 인하(5.25%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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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직접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다가 2012년에는
정체
물가상승률 및 정책금리

외국인 직접투자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o 실업률이 정부의 고용촉진정책 시행 등으로 2013년 7월을 정점으로
횡보하고 있으며, 경제심리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는 등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실업률 및 경제심리지수

재정 및 정부부채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4. 헝가리
□ 헝가리는 2012년 기상악화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로 침체를 나타내었다
가 2013년 들어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
o 소비는 물가안정, 고용증가 및 임금인상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으
며 공공부문의 인프라 투자도 증가
o 수출이 증가하면서 2012년 하반기 이후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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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수출입 및 경상수지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o 2012년 5.7%를 기록하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들어 공공부
문의 임금인상, 금융거래세 도입(8월) 등에도 불구하고 수입물가 하락
및 에너지가격 인하 등으로 점차 하락하여 9월에는 1.0%를 기록
― 헝가리 중앙은행은 2012.8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16개월
연속 인하(2012.7월 7.0%→2013.11월 3.2%)
물가상승률 및 정책금리

외국인 직접투자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o 2012년에는 경상수지 흑자와 함께 FDI 유입액도 크게 늘어나면서 대
외신인도*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2013.1월 IMF와의 추가자금 지원에 대한 협상중단 이후 정부채권이 신용평가사들
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S&P: BB, Fitch:BB+, 투자부적격: BB+이하)으로 평가

o 2013.2월 이후 실업률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증가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경제심리지수도 8월 이후 기준치인 100을 상회
* 기업들이 2012년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임금동결,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탄력
적으로 대처한 결과 실업 증가가 크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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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부채비율은 여타 동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나(2012년 GDP대비
*
79.8%), 정부가 EU의 재정적자 권고안(3% 이내) 충족을 위해 세수 증대
(2012년 시행)에 초점을 두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서 재정적자가 큰
폭 감소하면서 부채비율도 하락으로 전환
* 통신 및 보험 부분에 대한 일시적 증세 및 통신 주파수 판매 등을 통해 수입증대

실업률 및 경제심리지수

재정 및 정부부채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5. 불가리아
□ 불가리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미약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3년 3/4분기 성장률은 순수출 및 정부지출 증가로
0.5%를 기록
o 수출은 위기 이전 수준보다 20% 이상 높아졌으나* 투자 및 민간소비
는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 저렴한 임금, 근로자의 높은 교육수준 등을 바탕으로 서유럽 제조업의 중간재
생산 및 수출을 주로 담당

경제성장률

수출입 및 경상수지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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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이 유로지역의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
이 전년 수준에 그쳐 경상수지는 3/4분기 들어 흑자로 전환
o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료 인하와 유가 등 에너지 가격 하락 및 풍
작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2% 이내의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
었으며 8월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
― 2010년 이후 0.25%를 유지하던 기준금리*는 2013년 들어 0.1%대로
낮아졌으나 금리 하락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침
* 불가리아의 경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

물가상승률 및 기준금리

외국인 직접투자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o Currency board 제도*의 도입으로 환율 위험이 없어 서유럽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제 전반에 걸친 불
확실성 증대, 긴축적인 재정정책 및 신용여건 등으로 인해 외국인 직
접투자가 크게 감소
* 체코, 헝가리 및 폴란드는 자유변동환율제를, 루마니아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각
각 채택

o 경제주체의 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실업률은 7월 13.1%
까지 상승한 후 풍작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고용증가 등으로 9월까지
횡보
o 정부부채비율은 2012년중 GDP대비 18.5%로 낮은 수준이며 재정적자
비율(GDP대비)도 2012년 0.8%를 기록한 후 2013년에는 성장세 둔화, 경
기부양책 실시 및 연금 등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로 2%대로 상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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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및 경제심리지수

재정 및 정부부채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3.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1. 종합 평가
( 점진적 회복 예상 )
□ 향후 동유럽의 주요 신흥국은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
복을 바탕으로 완만하나마 개선될 것으로 전망
o 유로지역이 2013년 하반기 들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면
서 동유럽 신흥국들도 대부분 수출을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
o 특히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은 수출 이외에도 동 지역에 취업한 동유럽
근로자들의 자국송금 증가, 유럽 금융기관의 경영안정 등에 따른 동유
럽으로의 자금유입 등으로 연결되면서 경제활동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 2013년 5월 미 연준의 QE tapering 가능성으로 일부 신흥국 금융시
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을 때도 동유럽 신흥국은 크게 영향을 받
지 않았는데, 이는 FDI 이외의 자금유입이 크지 않았던 데다 유로
지역과 연관성이 높아 동 지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
― 다만 교역부문을 통한 개선 흐름이 개별 국가의 정책여력 등을 반
영하여 내수부문으로 파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
◼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당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실

시하였고 정책금리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은 수준에 머물
고 있어 경기상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여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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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경로에서 가장 큰 하방 위험으로는 대외여건 불확실성에 기
인한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로지역에 대한 교역비중이 매우 높은 이들 국가의 경우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
o 유로지역 은행들에 대한 자산실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과정(2013.11∼
14.11월 이전)에서 동 은행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상승하거나 자본확충 필
요성이 제기될 경우 동유럽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잠재
( 유로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성 탈피 긴요 )
□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했던 동유럽의 주요 신흥국들은 체제전환이 시작
되었던 199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성장하였는
데, 특히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로지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수출, 투자, 금융 등의 분야에서 유로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o 동유럽 국가들은 부품, 중간재 등을 생산하여 유로지역에 수출하는
중간생산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유로지역 수출비중이 44∼64%(2012년
기준) 수준
o 유로지역 은행의 동유럽 진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늘어 이들
국가에서의 외국계은행 비중이 대부분 80%대로 매우 높으며 헝가리･
불가리아･루마니아의 경우 외화대출 비중이 56∼63% 수준
대유로지역 수출비중(2012년)

자료 : IMF DOTS

외국계은행1) 비중

외화대출 비중

주 : 1) 외국인 지분비율 자료 : EBRD
50%이상
자료 : EBRD Banking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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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지역 기업 및 금융기관의 진출 및 대유로수출 확대가 체제전환 초
기 동유럽 지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최근에는 유
로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유로 재정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에
노출되는 등으로 유로지역의 경제상황 변동이 주요 변수로 작용
o 수출 및 순자본유입이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
를 위한 자금조달이 해외자본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해외자본의 유입
규모 변동이 국내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동유럽 주요 신흥국의 수출

동유럽 주요 신흥국의 순자본유입

자료 : IMF DOTS

자료 : IMF WEO(2013.10월)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동유럽 주요 신흥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 국내 자본시장 육성, 산업구
조의 고도화 등이 긴요
o 폴란드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 육성을 기반으로 대외부채비율 및 부실
대출비율이 여타 국가에 비해 양호한 편인데, 이로 인해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남
대외부채 및 부실대출 비율(2012)

자료 : EB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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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전망
( 폴란드 )
□ 최근의 경제심리 개선이 고용증가 및 내수회복으로 연결되고 대외여
건 개선으로 수출도 늘어남에 따라 2014∼15년 성장률은 2%대 중후반
으로 높아질 전망
o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물가안정 및 고용증가, 저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낮은 수준을 보였던 저
축률도 상승함으로써 소비 증가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o 민간투자는 대외수요 회복, 저금리 지속 등으로 소폭 개선되겠으나
정부의 다양한 투자 지원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제
약요인으로 잠재
― 정부투자는 대형인프라 공사 완료(UEFA 유로2012 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 등) 등의 영향으로 둔화 예상
o 수출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견조한 신장세를 이어가겠으나 경상수지
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적자를 보일 전망
□ 자국통화(Zloty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확대 가능성 및 저금리 지속
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이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가능성이 각각 상방
및 하방 위험으로 지적
주요 기관의 전망

전년대비
년 년 년

(
, %)
IMF
EU
Global Insight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1.3
2.4
2.7
1.3
2.5
2.9
1.1
2.7
3.4
1.4
2.0
2.1
1.0
2.0
2.2
1.1
2.4
2.6
5.4
5.3
6.0
5.4
5.1
5.9
4.3
4.5
5.4
-3.0
-3.2
-3.2
-1.5
-1.3
-1.4
-1.9
-2.2
-2.6
-4.6
-3.4
-2.8
-4.8
4.6
-3.3
-2.2
-1.9
-1.4

위원회
년 년 년

년 년 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출
경상수지
재정수지
주 : 1) GDP대비
자료 : IMF WEO(2013.10월), EU위원회(8월), G.I(11월) 전망보고서
1)
1)

( 체코 )
□ 2014년 들어 성장률은 수출 및 FDI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며 이후에는 내수회복으로 점차 높아질 전망

- 570 -

o 소비는 담배세 인상(2014.1월)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물
가안정 등을 바탕으로 점차 개선
o 정부투자는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감소하겠으며 민간투자도
주거용건물의 미분양 물량 누증 등으로 크게 늘기 어려울 가능성
o 수출은 Koruna화의 평가절하 및 수출지역과 품목의 다변화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될 전망
o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가격 인하 등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2014년 들어 수요압력 점증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주요 기관의 전망

전년대비
년 년 년

(
, %)
IMF
EU
Global Insight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0.4
1.5
2.1
-1.0
1.8
2.2
-1.0
2.2
3.1
경제성장률
1.8
2.0
1.4
0.5
1.6
1.4
1.5
1.9
소비자물가상승률 1.8
2.1
5.7
5.0
-0.3
3.8
4.8
0.8
4.4
3.9
수출
1)
-1.8
-1.5
-1.5
-1.6
-1.1
-1.0
-1.4
-1.5
-1.4
경상수지
1)
-2.9
-2.9
-2.6
-2.9
-3.0
-3.5
-2.8
-2.9
-2.8
재정수지
: 1) GDP
: IMF WEO(2013.10 ), EU
(8 ), G.I(11 )

년

주
자료

대비

년

월

년

년

위원회 월

위원회
년 년

월 전망보고서

( 루마니아 )
□ 2014년 이후 성장률이 내외수요 개선을 바탕으로 점차 높아져 2%대의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o 민간소비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 물가안정으로 점차 회복되겠으며 투자도 EU fund에 의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증가
o 수출이 대외여건 개선으로 늘어나겠지만 경상수지는 내수회복으로 인
한 에너지수입 확대*로 인해 적자로 전환
* 에너지수입 비중이 EU에서 세 번째로 높음

o 정부지출은 재정건전화 추진* 등으로 감소할 가능성
* 2013.10월 IMF로부터 재정건전화 추진을 조건으로 20억유로의 대기성자금을 지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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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중 식료품가격 안정 등으로 2.5%를 나타
낸 뒤 2015년에는 내수 회복 등으로 3%대로 높아질 전망
주요 기관의 전망

위원회
년 년 년

전년대비
년 년 년

(
, %)
IMF
EU
Global Insight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2.0
2.2
2.5
2.2
2.1
2.4
2.5
2.7
3.5
소비자물가상승률 4.5
2.8
2.9
3.3
2.5
3.4
4.4
2.6
2.5
수출
6.6
6.4
7.6
9.6
5.0
6.1
5.0
6.5
7.0
경상수지1)
-2.0
-2.5
-2.8
-1.2
-1.5
-1.7
-1.4
-1.9
-2.1
재정수지1)
-2.3
-2.0
-1.8
-2.5
-2.0
-1.8
-1.7
-1.7
-1.6
: 1) GDP
: IMF WEO(2013.10 ), EU
(8 ), G.I(11 )

년

주

년

년

대비 자료

월

위원회 월

월 전망보고서

( 헝가리 )
□ 2014년 이후 성장률은 대외여건 개선, 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1%대 중
반 이상의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o 소비는 가격통제로 인한 물가의 하향안정과 공공부문의 임금인상, 대
출여건 개선 등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겠으며 투자도 정부투자를 중
심으로 증가로 반전
― 정부는 EU펀드를 활용하여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중앙은행은 중소기
업 지원자금 대출(Funding for Growth Scheme)을 확대할 계획
o 수출이 품목 다양화, 전반적인 수출경쟁력 향상 등으로 꾸준한 신장
세를 나타내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
□ 2013년중 IMF 구제금융을 조기상환(8월)한 바 있으나, 민간연금의 정부
편입, 특별위기세(재정악화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에너지, 통신, 금융 분야에 대해
세금징수) 등의 정책 시행 등으로 시장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며, 2014년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책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
주요 기관의 전망

전년대비
년 년 년

(
, %)
IMF
EU
Global Insight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0.2
1.3
1.5
0.7
1.8
2.1
0.5
1.6
3.6
소비자물가상승률 2.4
3.0
3.0
2.1
2.2
3.0
1.9
2.9
3.9
수출
2.2
3.9
3.8
3.7
5.3
6.1
3.3
1.8
3.7
경상수지1)
2.2
2.0
1.3
3.0
2.7
1.8
1.8
2.4
2.4
재정수지1)
-2.7
-2.8
-3.0
-2.9
-3.0
-2.7
-2.8
-3.2
-3.8
: 1) GDP
: IMF WEO(2013.10 ), EU
(8 ), G.I(11 )

년

주

대비 자료

년

년

위원회
년 년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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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월

월 전망보고서

( 불가리아 )
□ 2014년 이후 성장률이 대외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1%대 중반
수준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더 높아질 전망
o 소비는 물가안정, 임금상승 및 연금지급 증가로 점차 회복
o 정부지출은 소폭 증가하겠으나,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대
출은 긴축적인 편이어서 민간투자는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
o 수출도 대외여건 개선을 배경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경상
수지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
o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들어 기저효과로 다소 높아지겠으나 안
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주요 기관의 전망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
IMF
EU위원회
Global Insight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0.5
1.6
2.5
0.5
1.5
1.8
0.7
2.5
3.7

소비자물가상승률

1.4

1.5

2.3

0.5

1.4

2.1

1.2

2.3

2.5

수출

7.4

5.5

5.8

4.9

3.4

5.5

7.3

9.4

12.7

1.2

0.3

-1.5

0.3

0.0

-0.6

-1.9

-1.9

-1.6

-1.8
-1.7
-1.2
-2.0
-2.0
-1.8
-1.3
재정수지
주 : 1) GDP대비
자료 : IMF WEO(2013.10월), EU위원회(8월), G.I(11월) 전망보고서

-1.0

-1.0

경상수지1)
1)

< 참고 1 >
동유럽 주요 신흥국 개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GDP(억US$1))
7,645.5
2,822.6
2,649.5
1,936.6
1,001.5
1인당GDP(US$1))
19,843
26,916
12,390
19,393
13,669
인구(만명)
3,853.0
1,048.7
2,138.4
998.6
732.7
면적(천km2)
312
78
238
93
111
수도
바르샤바
프라하
부쿠레슈티 부다페스트
소피아
EU가입
2004년
2004년
2007년
2004년
2007년
한국과 외교수교일
1989.11월
1990.3월
1990.3월
1989.2월
1990.3월
주: 1) 구매력평가 기준환율 적용, 2011년 자료: IMF WEO(2013.10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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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동유럽 주요 신흥국과 한국간 경제관계

 (교역) 한국과 동유럽 주요 신흥국간의 교역은 폴란드 ‧ 체코 ‧ 헝가리
를 상대로는 흑자를, 불가리아 ‧ 루마니아를 상대로는 적자를 보고 있
으나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
o 자동차, 통신기기, 철강 등을 주로 수출하며 금속광물, 기계류, 의류
등을 주로 수입
한국과의 교역(2012년 기준)
(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수출
104.78(0.02)
1,785.53(0.33)
1,157.49(0.21)
3,677.30(0.67)
438.71(0.08)

수입
184.46(0.04)
572.44(0.11)
474.90(0.09)
535.05(0.10)
660.32(0.13)

주 : 1) ( )내는 전체 대비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무역수지
-79.67
1,213.09
497.16
3,145.25
-36.19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해외직접투자) 무역과 마찬가지로 폴란드, 체코에 대한 투자가 큰
편이며 품목별로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LCD 패널 및 TV 등의 분야
에 주로 투자
해외직접투자(2013.9월말 누계기준)
(
국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신고건수
107
156
190
384
7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신규법인수
21
56
73
143
29

신고금액
263.33
1,491.70
530.52
1,644.15
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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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회, 개, 백만 달러)

송금횟수
110
205
252
525
103

투자금액
200.52
1,174.27
373.91
1,339.56
4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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