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융시장 요약
□ 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
변동
요인

전주말

12. 28

12. 29

12. 30

12. 31

1. 1

전주말 대비

1.66

1.68

1.66

1.66

폐장

신정

-

月 그동안의 하락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상승, 火 국제유가 하락, 외국인 국
채선물(3년) 순매수 등으로 하락한 후 수요일 이후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보합 마감하여
전 주말과 같은 1.66%로 마감

□ 주가(KOSPI)
KOSPI
변동
요인

전주말

12. 28

12. 29

12. 30

12. 31

1. 1

전주말 대비

1,990.65

1,964.06

1,966.31

1,961.31

폐장

신정

-29.34

月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하락, 火 배당락에도 불
구하고 개인 투자자의 중소형주 매수세 등으로 소폭 상승, 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
도 등으로 하락하여 전 주말 대비 29.34포인트 내린 1,961.31로 마감

□원화의 대미달러환율
원/달러
변동
요인

전주말

12. 28

12. 29

12. 30

12. 31

1. 1

전주말 대비

1,167.8

1,165.4

1,169.6

1,172.5

폐장

신정

+4.7

月 전 주말 대비 소폭 하락, 火 유가 하락에 따른 위험선호심리 약화 등으로 상승, 水 위
안화 절하 고시, 역외의 달러화 매입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역송금 등으로 상승하여 전
주말 대비 4.7원 오른 1,172.5로 마감

동향 및 분석 자료
국외경제

- 2016년 중국경제 전망과 주요 현안 점검(북경사무소 제공)
- 일본경제 중장기 성장률 제고 방안 논의(동경사무소 제공)

국내경제

- 2015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6년 기업경기전망
- 2015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인천경제

- 2015년 12월 인천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참고자료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016년 신년사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5-53호(12.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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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2016년 중국경제는 SOC투자 확대, 다양한 정책운용 등에도 불구하고 성장둔화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부문의 높은 레버리지비율과 이에 따른 금융부문
의 신용리스크, 자본유출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15년(6.9% 내외)보다
다소 낮은 6.3~6.8% 수준을 보일 전망
ㅇ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 미약,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1%대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ㅇ 경제정책은 안정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가운데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할 전망
― 통화정책은 안정적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신축적 대응을 통해 성장과
구조개혁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최근 중국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비금융기업의
금융부문의 신용리스크, 자본유출 리스크 등이 거론

높은

레버리지비율,

ㅇ (기업 레버리지비율) 비금융기업부문의 높은 레버리지비율은 재무비용 상승,
신규 투자 제한 등을 통해 성장둔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부
채 디플레이션 등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
― 공급측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자본이용의 효율성과 이익창출능력을 제고하고
실질차입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관건임
ㅇ (금융부문 신용리스크)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비율이 성장 둔화, 구조조정, 도
덕적 해이 등과 맞물리면서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 회사채 시장의 채무불이행
리스크 확산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금융 불안 및 실물경제 부진 요인으
로 작용
― 다만 국유은행 중심의 은행시스템,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금융안정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
ㅇ (자본유출 리스크) 미국 금리인상이 중국자본의 해외투자 확대, 위안화 절
상기대 약화 등과 함께 자본유출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낮은 자본시장 개
방도, 높은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자본유출이나 금융안정 리
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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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중국경제 상황

1. 실물경제
□ (실물경기) 2015년 중국경제는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가운데 제
조업 및 부동산개발 등의 고정투자가 부진한 데다 대외거래도 저조한 모습을 보
이며 성장률 둔화세가 지속*
* GDP 성장률 : 08~11년 9.7% → 12~13년 7.7% → 14년 7.3% → 15.1/4~3/4 6.9%
** 중국정부는 중앙경제업무회의(12.21일)에서 2015년 중 거시경제는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구조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稳中有进，稳中有好)

ㅇ 고정투자 : 제조업(14년 13.5% → 15년 1~11월 8.4%) 및 부동산개발(10.5% → 1.3%) 투자
가 부진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15.7% → 10.2%)
ㅇ 소매판매 : 외식업판매는 지난해보다 개선(9.7% → 11.8%)되었으나 상품판매가 둔
화(12.2% → 10.5)되면서 증가폭이 축소(12.0% → 10.6%)
▪ 1/4~3/4분기 중 소비의 성장기여율은 지난해(51.6%)보다 높은 58.4%
ㅇ 수 출 : 해외수요 부진, 실질실효환율 절상(14년 평균 118 → 15년 1~11월 131, BIS기준)
등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6.0% → -3.0%)
▪ 다만 수입증가율이 국제원자재가격 급락,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더욱
크게 하락(0.5% → -15.1%)하면서 무역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확대(14년 1~11월 3,331억달러 → 15년 1~11월 5,387억달러)
GDP성장률과 주요 실물지표
(%, %p)
’

실질GDP1)

12~
’13

14(A)

15
1~11월(B)

’

’

B-A

7.7

7.3

6.9

-0.4

2)

20.1

15.7

10.2

-5.5

2)

13.7

12.0

10.6

-1.4

수 출

2)3)

7.9

6.0

-3.0

-9.0

수 입2)3)

5.8

0.5

-15.1

-15.6

고정투자
소매판매

주 : 1) 2015년은 1/4~3/4분기
2) 명목기준 3) 미달러화표시 통관기준

자료 : 국가통계국,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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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사정) 신규취업자수 등 고용지표는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조
한 모습을 지속
ㅇ 1~9월 중 신규취업자수(도시)가 1,066만명으로 2014년 같은 기간(1,082만명)에 비
해 소폭 둔화되었음에도 연간 목표치(1,000만명)를 조기에 달성
ㅇ 3/4분기 중 실업률(도시)은 4.05%(9월 조사실업률은 5.2%)로 안정적 추세를 지속
하였으며, 3/4분기 구인배율(구인/구직)은 1.09배(기준치 1.0배)로 구인수요가 구
직수요를 초과
도시 신규취업자수 증가

구인배율 및 도시실업률

자료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통계국

□ (물가 및 부동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연간 목표치(3%)
를 크게 하회(1~11월 1.4%)하고 있으며, 생산자물가는 2012.3월 이후 45개월 연
속 하락세를 보임
ㅇ 주택가격(70개 도시 단순평균, 전월대비)은 4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11월
에는 주요 70개 도시 중 상승 도시의 수(33개)가 하락 도시의 수(27개)를 초과
CPI 및 PPI

주택가격 변동(전월대비) 도시의 수

자료 : 국가통계국

자료 :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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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외환시장
□ (통화량) 10월말 M2증가율은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 및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전
년말(12.3%) 및 연간 목표치(12%)를 상회하는 13.7% 기록
ㅇ 1~11월중 사회융자총액 증가액은 그림자금융 위축으로 전년동기 수준(14.7
조위안)을 하회하는 13.4조위안 기록
M2증가율 및 위안화 신규대출

사회융자총액(부문별) 증감

자료 : 인민은행

자료 : 인민은행

□ (주요 가격변수) 시장금리는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등에 힘입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가와 위안화가치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
ㅇ 금리 : 성장둔화 및 생산부문의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기준금리 인하 등 통
화정책 완화조치 등으로 하향 추세 지속
ㅇ 주가 : 양회 이후 신성장전략 발표 등으로 증시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하며 급
등하였으나 6월 중순이후 경기둔화 우려 및 신용거래규제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급락 전환(상해종합지수 1.2~6.12일 59.7% → 6.15~12.25일 –29.8%)

ㅇ 위안화: 달러당 6.20 내외에서 안정세를 보이다가 기준환율 산정방식 변경(8.11
일), SDR가입 발표(11.30일) 이후 큰 폭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12.28일 6.4880)
금리

자료 : Wind

주가

자료 :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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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대미달러 환율

자료 : Wind

<참고 1>

뉴노멀로 본 2015년 중국경제의 특징
 (속도) 2015년(1/4~3/4기준) 중 경제성장률이 6.9%로 낮아졌으나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율, 성장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며 고용사정도 양호
ㅇ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율이 2014년 27.8%에서 2015년 중 30% 내외로 높아질 전망
이며 최근의 1%p 성장규모는 5년전의 1.5%p, 10년전의 2.6%p에 해당
ㅇ 신규취업자수(도시)는 1~9월중 1,066만명으로 연간목표(1,000만명)를 상회하였으
며 CPI 상승률도 1~11월중 1.4%로 목표치(3.5%)를 크게 하회
 (구조변화) 2015년(1/4~3/4기준) 들어서도 산업구조(서비스업 위주), 수요구조(소비
주도), 소득분배구조(주민소득 개선) 등이 꾸준히 개선
① 산업구조 : 2차산업 비중(%) (03~13년) 46.0 → (14년) 42.7 → (15년) 40.6
3차산업 비중(%) (03~13년) 43.4 → (14년) 48.1 → (15년) 51.4
§ 2차산업 내에서도 첨단기술산업(10.4%) 등 증가율이 전체공업 평균치(6.1%)를 상회

② 수요구조 : 고정투자 기여율(%) (03~13년) 54.3 → (14년) 46.7 → (15년) 43.4
최종소비 기여율(%) (03~13년) 49.2 → (14년) 51.6 → (15년) 58.4
§ 인터넷판매가 빠르게 증가(19개월 연속 35% 이상 증가)하며 소비잠재력을 활성화

③ 분배구조 :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13년) 8.1 → (14년) 8.0 → (15년) 7.7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3년) 7.7 → (14년) 7.3 → (15년) 6.9
§ 농촌주민의 인당 실질가처분소득이 높은 증가율(9.3% → 9.2% → 8.1%)을 지속

 (개혁) 행정 간소화, 금융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활력 활성화 및 연구
개발비 확대, 에너지소비 절약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
ㅇ 정부기구 축소, 권한 이양 등 행정 간소화(简政放权)로 신규기업이 매일 1.16
만개씩 늘어나며 등록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 증가
ㅇ 대고객 CD발행 허용, 상업은행 예금금리 완전 자유화, 위안화 기준환율 산정방
식 변경 및 SDR 편입 등 금융개혁을 통한 시장의 자원배분 역할 제고
ㅇ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금년 중 GDP의 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단위당 에너지소모량이 전년동기에 비해 5.7% 하락

- 7 -

Ⅱ. 2016년 경제전망
1. 실물경제
□ (경제성장목표) 2016년은 13·5규획기간(2016~20년)의 첫 해인 데다 중국 정부는
동 기간 중 연평균 6.5%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16년 성장목표는
6.5~7.0% 내외에서 설정될 것으로 예상*
* 공식적인 성장률 목표는 2016.3월 전인대에서 발표 예정

□ (GDP 성장률) 전망기관들은 잠재성장률 하락

부동산 투자 및 대외수요 부진 지속
등으로 2015년(6.9% 내외)보다 낮은 6.3~6.8% 내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인민은행
,

은 6.8% 전망,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중국인민은행의 경제전망’참조)

ㅇ 기관별로 보면 해외기관이 중국기관에 비해 다소 비관적으로 예상

*

* 개별기관 전망의 분포를 보면 중국기관의 경우 6.5~6.8% 내외로 예상한 반면 해외기관은
하방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5.8~6.8% 내외로 전망

GDP 성장률 및 전망

주요기관의 GDP 성장률 전망
15년
6.9

16년
6.8

6.9

6.6~6.8

6.9

6.6

IMF
OECD
ADB

6.8
6.8
6.9

6.3
6.5
6.7

10개 IB

6.9

6.4

중국인민은행
중국 중국사회과학원
기관
14개 기관
해외
기관

자료 : 각 기관 발표자료 및 Wind(14개 중국 금융기관, 12.28일 현재)

ㅇ 수요부문별로는 소비 증가율이 2015년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고정투자증가
율 둔화가 지속되고 대외부문은 불황형 흑자를 이어갈 전망
수요부문별 전망
2015년(A)
2016년(B)
B-A

소매판매
10.5
10.4
-0.1

고정투자
10.1
9.2
-0.9

수 출
-2.4
0.7
+3.1

자료 : Wind의 국내외 10여개 기관의 전망치 평균(12.28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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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14.4
-3.3
+11.1

무역흑자(억달러)
6,058
6,546
+488

ㅇ 고정투자의 경우

투자, 신흥 전략산업(중국제조 2022, 인터넷 플러스 등) 및
서비스부문의 투자가 호조를 보이겠으나, 공업부문 과잉설비와 부동산 과잉
재고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SOC

￭ 국가발전개혁위원회(12.23일 현재)는 20014.10월 이후 2.9조위안 규모의 SOC
투자계획을 승인하였으며, 농업·수리·교통시설과 공공서비스 및 환경 등
의 분야에 PPP(민관합동)방식의 총 3.5조위안의 투자규모를 발표
￭ 제조업 설비투자와 부동산개발투자의 경우 과잉설비*와 3~4급 도시의 재고
부담** 등으로 당분간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
* 철강 등 5대 과잉설비 부문의 총부채는 9.4조위안(GDP의 13.5%)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중금공사)
** 상업용주택 재고가 39.96억㎡이며 이 중 완공된 주택(现房)의 재고는 4.26억㎡(소진
기간 23개월), 건설중인 주택(期房)의 재고는 35.7억㎡(소진기간 4.5년)

□

(CPI 상승률) 수요압력 미약,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1%대의 오름세가
지속되겠으나 서비스부문으로의 성장동력 전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2015년(1.4% 내외)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

ㅇ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원자재가격, 생산부문의 디플레이션 압력 확산 등이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불확실성 요인이 클 것으로 전망
주요 기관의 CPI 상승률 전망

2015
2016

중국기관
중국인민은행
CASS
15개 금융기관
1.5
1.6
1.4
1.7
2.1
1.4

IMF
1.5
1.8

해외기관
OECD
ADB
1.7
1.5
2.5
1.8

10개 IB
1.5
1.9

자료 : 각 기관 발표자료 및 Wind(15개 중국 금융기관 평균)

2. 거시정책방향

□

(2016년 정책방향) 중국정부의 2016년도 경제정책은 안정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가운데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할 전망

ㅇ 2012년 이후 총수요 증가율이 총공급 증가율을 하회('15.1/4~3/4분기 총수요 증가
율은 3.4%로 경상GDP 증가율의 절반 수준)하고 있어 총수요 관리정책이 지속적으
로 필요
ㅇ 생산요소 배치 효율화, 생산성 제고, 산업 업그레이드 등 공급측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수준 향상에 따른 중·고급 수요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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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① 과잉설비 해소 ② 기업비용 축소 ③ 부동산재고 해소 ④
유효공급 확대 ⑤ 금융리스크 예방 및 해소를 2016년 중 5대 정책과제로
선정(중앙경제업무회의, 12.22일)
총수요1) 및 총공급 증가율

5대 정책과제와 예상되는 주요정책
정책과제
과잉설비 해소
기업비용 축소
부동산재고 해소
유효공급 확대
금융리스크 예방

주요 정책
국유기업 개혁
부실기업 신속 정리
신실크로드 본격 추진
부가세 개혁
전기세·물류비용 인하
호적인구 도시화율 제고
공급제한 및 수요활성화
빈곤 구제
기업채무부담 경감
금융감독 강화
다층적 자본시장 육성

주 : 1) 총수요 = 소비+투자+수출
자료 : Wind

□ (통화 및 재정정책) 안정적 통화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이어질 전망

이나 통화정책의 경우 미 금리인상으로 추가 완화 여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와 은행들의 위험회피 경향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됨에
따라 재정정책이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전망

ㅇ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적자 비율 확대(2.3% → 2.7~3.0%), 구조적 감세 등이 추
진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채무전환, 국가개발은행 등의 특별금융채 발행 등
준재정 정책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
ㅇ 통화정책은 안정적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신축적 대응을 통해 성장과 구
조개혁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예대기준금리 수준이 사상 최저수준인 데다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폭은 제한적인 반면 국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환수에 대응한 지준율 인하(200bp 내외)가 예상
▪ 아울러 정책성 은행을 통한 준재정정책(인프라투자, 중소․영세기업, 삼농)을 지원
하기 위해 MLF(중기대출제도), PSL(담보보완대출) 등 대출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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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중국인민은행의 경제전망*
*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Working Paper(저자: Ma Jun 연구국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형식
으로 거시경제전망을 발표(PBC Working Paper No.2015/15)

 경제성장률이 2015년중 6.9%, 2016년에는 6.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ㅇ 과잉설비, 제조업이윤 하락, 부실대출비율 상승 등이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겠
으나 부동산시장 회복, 다양한 거시 및 구조개혁 정책, 대외수요 호전 등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ㅇ 긍정적 요인으로는 ① 세계경제성장률 제고 ② 부동산투자의 완만한 회복 ③
SOC 투자 확대 ④ 거시정책 효과 ⑤ 행정 간소화, 창업·혁신 촉진 등 공급측
구조개혁 정책에 따른 성장잠재력 제고 등을 제시
▪ 하방압력과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제조업투자 부진 ② 은행 부실대출비율
상승 ③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피
력
ㅇ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① 부동산투자의 회복 여부 ② 세계경제 회복
속도 ③ 미국 금리인상 과정에서의 신흥국 자본유출 및 평가절하 규모 ④
국제 지역분쟁에 따른 리스크 등을 제시

2014
2015e)
2016e)

실질GDP
7.3
6.9
6.8

고정투자
15.7
10.3
10.8

소매판매
12.0
10.8
11.1

수출
6.1
-2.9
3.1

수입
0.5
-14.8
2.3

주: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수출, 수입의 증가율은 명목금액 기준이며,
수출입은 미달러화표시 통관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5년 1.5%, 2016년 1.7%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ㅇ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영향 등으로 2015년보다 0.2%p 상승
ㅇ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015년 –5.2%, 2016년 –1.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경상수지 흑자규모(GDP대비)는 2015년 3.0%, 2016년 2.8% 수준을 보일 전망
ㅇ 무역수지 흑자규모(GDP대비)는 2015년 5.5%, 2016년 5.3% 수준을 나타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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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현안 점검
1. 기업 레버리지비율과 리스크 요인
□ (레버리지비율 현황) 중국 비금융기업의 레버리지비율(채무/경상GDP,

국유기업 및 지

방정부융자플랫폼 포함, BIS 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2008년
말 대비 65%p 증가)하여 2015.6월말 현재 163%로 매우 높은 수준

*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149.1%(94.9조위안)이며 지방정부융자플랫폼
(LGFV)을 제외할 경우 123.1%(78.3조위안)

ㅇ 맥킨지는 2014.6월말 현재 중국의 기업부채(12.5조달러)가 미국(11.6조달러)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레버리지비율 상승 요인) 기업 레버리지비율의 변동요인을 분해해 보면 자
본이용의 효율성 및 이익창출능력이 낮아진 반면 실질차입비용은 높아지면서
레버리지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 레버리지비율 동태식 :              
여기서  : 채무/경상GDP,  : 자본산출비율( ),  : 경제성장률( ),
 : 자기자본비율,  : 이자비용 차감전 경상이익률,

   : 실질금리

① 기업의 자본이용 효율성이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 자본산출비율( )의 대용지표로 한계고정자본계수(  )의 추이를 보
면 2012년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비금융기업 레버리지 수준 및 변동

주 : 1) 비금융법인기업

자료 : BIS

한계고정자본계수(ICOR)와 추세선

자료 :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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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글로벌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국유
기업) 주도의 중화학공업 설비투자, 부동산 투자 등이 비효율적으로 이루
어진(国进民退) 데 기인
②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이 추세적으로 약화
§ 기업 경상이익률의 대용지표로 상장기업 비금융기업의 자산이익률(ROA) 추이
를 살펴보면 글로벌위기를 전후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후 완만한 하락 추세
를 지속
§ 자산이익률(ROA)의 추세적 하락 요인을 분해해 보면* 글로벌위기 전후에는
영영이익률(EBIT/매출액)의 하락에 기인하였으며 최근에는 자산회전율(매출액/자
산)의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매출액
*    ×  ×   법인세 
매출액
자산

, EBIT = 당기순이익+이자비용+법인세

§ 최근의 자산회전율 하락은 과잉설비에 따른 것으로 분석(장핑 등)
③ 생산부문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생산자물가가 4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되면서 기업의 실질차입비용이 크게 증가
ㅇ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를 생산자물가지수(PPI)
로 평가할 경우 2015년 1/4~3/4분기 실질금리는 11.1%로 2010~12년 수준
(3.5%)보다 크게 높은 수준
* 실질금리를 소비자물가지수(CPI)로 평가할 경우에도 실질금리는 4.7%로 2010~12년 수준
(3.0%)을 상회

비금융기업 자산이익률(ROA)

자료 :

「中国上市公司发展报告(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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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대출 가중평균금리 및 실질금리

자료 : Wind

□ (리스크 요인) 기업부문의 높은 레버리지비율은 재무비용 상승, 신규 투자 제
한 등을 통해 성장둔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부채 디플레이션
등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① 성장둔화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레버리지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재무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업기업의 경상이익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
락(2013년 12.2% → 2014년 3.3% → 2015.1~11월 –1.9%)
* 이자지급 규모(GDP대비 비중)가 2011년 9.03%에서 2015년 12.53%로 확대(천이엔빈·천
샤오리앙, 2015)

§ 업종별로는 석탄, 철강, 조선, 비철금속 등 과잉설비업종이, 기업종류별로
는 국유 및 국유지분소유기업의 채무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상이익 증가율
이 크게 하락
②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규모가 커진 데다* 기업 상환능력 약화로 금융기관
대출조건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신규투자가 제한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신용채 발행규모(총발행규모대비 비중)가 2008년 42%에
서 2015.9월 63%로 상승(류위앤춘 등, 2015)

③ 한편 생산부문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경제전체로 확산되거나 은행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커질 경우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이나 금융 중개기능
변화(financial accelerator)*에 의해 금융안정(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
* 금융가속기 : 과잉채무 → 대차대조표 악화 → 정보비대칭하에서 금융기관 리스크 회피로
신용 수축 → 대차대조표 악화 → ...

경상이익 및 적자기업 증가율

자료 : 국가통계국, Wind

Fisher의 부채 디플레이션 파급경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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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000 中国通货紧缩研究」

□ (리스크 평가) 중국정부의 구조개혁 성공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융
부문에서 신용리스크가 일시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나 높은 저축률 및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할 경우 금융안정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그
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기업의 레버리지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본이용의 효율성과 이익창출능력
을 제고하고 실질차입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주효하며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
§ 금융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은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함으로써
레버리지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일부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융부문의 신용리스크가 일시적으로 확대
될 가능성도 존재(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점검 2. 금융부분의 신용리스
크 상황> 참조)

ㅇ 인민은행은 실질금리를 PPI로 측정할 경우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채 디플레이션 예방을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보다는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고 평가(중국인민은행, 3/4분기 통화정책보고서)
* 최근 중국 PPI의 지속적 하락추세는 국제원자재가격 등 외부적 요인과 과잉설비 등
구조적 문제에 주로 기인

§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확장적 거시정책은 보다 심각한 과잉설비와 채
무누적으로 이어져 디플레이션 압력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구조개
혁을 통한 내생적 성장동력 강화와 투자수익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분석

⇒ 중국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비율은 재무비용 상승, 신규투자 제한 등을
통해 성장둔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부채 디플레이션 등
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
ㅇ 공급측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자본이용의 효율성과 이익창출능력을 제고
하고 실질차입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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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부문의 신용리스크 상황
 은행 부실대출 증가와 수익성 악화
□ (동향 및 요인) 중국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비율이 성장 둔화, 구조조정 등과 겹치
면서 신용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상업은행의 부실대출규모 및 비율이 모두 증
가세
ㅇ 은행의 NPL(무수익여신)* 잔액은 2011.4/4분기부터 16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며 NPL
비율도 2013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5년 들어 오름폭이
확대(15.9월말 NPL 잔액 1조 1,863억위안, NPL 비율 1.59%)
* 중국은행들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정상, 유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며 NPL 산정시에는 3개월 이상 연체하는‘고정’이상의 여신 반영

▪ 기관별로는 NPL잔액의 경우 5개 대형상업은행이 6,474억위안으로 가장 많
았으며, NPL 비율의 경우 농촌상업은행(2.35%)이 가장 높음(특히 2015년 중 주식
제 상업은행의 NPL 잔액과 비율이 빠르게 상승)

은행 부실대출 잔액 및 비율
(15.9월말 NPL)

잔액(억위안)

비율(%)

대형 상업은행

6,474(+35.9)

1.54(+0.31)

주식제 상업은행

2,394(+47.9)

1.49(+0.37)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1,215(+42.1)
1,643(+50.6)

1.44(+0.28)
2.35(+0.48)

138(+43.8)

1.19(+0.38)

11,863(+40.8)

1.59(+0.34)

외국은행
상업은행 합계
자료 : WIND

주 : (

)내는 2014년말 대비(%, %p)

ㅇ 아울러 부실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여신*(1~3개월 연체)도 2015년 들어 34% 증
가하여 이를 포함할 경우 부실가능성이 있는 대출비율은 5.4%로 상승
* 요주의 여신 잔액(억위안) : 14.1/4 15,553 → 4/4 20,895 → 15.3/4 28,130
요주의 여신 비율(%)
: 14.1/4 2.50 → 4/4 3.11 → 15.3/4 3.77

▪ 일부에서는 중국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의무(NPL의 1.5배)를 회피하기 위해
연체액을 실제보다 적게 인식*하고 있어 장부상 NPL수치가 과소평가되었으
며 정확한 신용상황을 알기 힘들다고 평가(UBS, S&P, 무디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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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man Sachs는 1일 이상 대출연체 발생률(연환산)이 2015년 상반기 2.6%로 2014년 상
반기 1.57%보다 급증했다고 분석

ㅇ 부실대출 증가는 주로 철강, 선박 등 과잉생산 업종, 에너지․원자재 등 전방산
업(upstream), 부동산 개발업체(3,4선 도시 위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의
대내외 수요 부진 및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가 주로 영향
▪ 상장기업중 철강․제련 기업의 70%, 석탄 기업의 50%가 2015년 3분기 이자보상
배율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가격 하락
세, 구조조정 지속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UBS)
□ (전망 및 영향) 성장둔화 압력 지속, 대출자산 부실가능성이 큰 주요업종의 구조
조정 장기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은행의 신용리스크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종별 및 지역적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
ㅇ 2015년 4/4분기에는 부실대출비율이 1.67%로 예상되며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까지 부실대출증가세가 지속되어 2017년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5년 중국금융업 부실자산 시장보고서｣, 동방자산관리공사, 2015.11.25

▪ 업종별로는 생산과잉업종 및 전방산업에서 후방산업으로, 지역적으로는 동부
연해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으로, 규모별로는 영세 업체에서 중대형 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은감회)
ㅇ 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는 정책당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은
행들의 대출심사 강화로 이어져 중장기 대출 등 실물경제로의 신용공급을
제약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리스크로도 작용
은행의 기업 중장기 신규대출1)

은행 순이익 증감 및 수익성

자료 : WIND

주 : 1) 3개월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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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충당금비율*(대손충당금/NPL)이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준 수치(150%)
를 상회하고 있는 데다 부실대출이 증가하더라도 국유은행 중심의 은행시스
템을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
* 13년말 282.7% → 14년말 232.1% → 15.9월말 190.8%
** 5대 국유 상업은행 및 정책은행 자산이 전체의 50%를 상회하는 데다 정부의 재정건전
성을 감안할 때 부실대출이 급증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여력이 상당

 회사채 발행 급증과 채무불이행 확산
□ (채권발행 동향) 2015년 들어 채권시장 신규 발행액은 회사채, 지방정부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87.2% 증가한 22.8조위안을 기록
* 지방정부 부채의 투명성 제고, 구조 개선, 디폴트 방지를 위해 기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의 지
방정부채로 전환 발행하는 프로그램(총 3.2조위안 규모)을 2015년부터 시행

ㅇ 특히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회사채 발행은 공사채 및 단기융자채(CP)를 중
심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의 채무불이행(default)이 발생*하면서
거품붕괴에 대한 인식이 확산
* 2015년 채권디폴트 사례 : 中科云网(Cloud Live, 4.1일), 保定天威(바오띵티엔웨이, 4.21일),
珠海中富(주하이종후, 5.28일), 山水水泥(산쉐이시멘트, 11.11일), 南京雨润(난징위룬, 11.13
일), 中国中钢(중국종강, 11.16일), 四川圣达(쓰촨성따, 12.7일) 등

중국 채권시장 발행액

채권별 발행액

국채

금융채

회사채

기타
자료 : WIND

중앙정부채
지방정부채
(소 계)
정책금융채
은행채
기타금융채
(소 계)
기업채
공사채
중기어음(MTN)
단기융자채(CP)
(소 계)
ABS 등

주 : 1)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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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12.1
21.8
22.9
14.4
2.7
6.9
24.0
1.9
5.5
7.1
18.6
33.1
9.0

증감률
19.6
858.8
173.9
8.7
8.9
50.1
18.1
-51.6
565.2
28.0
49.1
45.0
2.4

□ (회사채 발행 급증 배경) 정책적으로 채권발행 규제완화가 추진된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주식․부동산 등으로부터의 자금이동과 공급 측면에서 과잉설비업종 및
부동산개발업체 등의 자금조달방식 전환에 기인
① 채권발행 규제 완화 등 정책 요인 : 은행 중심의 자금조달로 인해 금융리스크
집중, 자금배분의 비효율성, 그림자 금융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발행
규제완화, 채권시장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간접금융 육성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15.4월), 회사채 발행
요건 및 절차 간소화(15.5월,12월) 등을 추진
② 채권시장으로의 자금이동 : 실질예금금리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
산시장 회복세 지연, 7월 이후 주식시장 급락 등으로 채권시장으로의 자금이
동이 가속화되며 매수 수요가 증가
▪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우량 회사채 매입 증가로 국채-회사채 금리간 스프레
드가 크게 축소
③ 자금조달 방식 전환 : 회사채 금리 하락에 따라 그림자금융 등 고금리에 의존
하던 과잉생산업종 및 부동산개발업체를 중심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발행이 증가
▪ 채권시장에서의‘암묵적인 정부보증’기대가 회사채 투자자 및 회사채 발행기
업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저신용 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
④ 레버리지 투자 증가 : 매입채권을 담보로 머니마켓시장(RP 등)에서 단기자금
을 차입해 채권매입에 재투자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증가
▪ 미상환 환매조건부채권(RP)가 2015.11월 8조 100억위안까지 증가하며 2012년
이후 최대치 기록
□ (전망 및 영향) 신용리스크에 대한 인식 확산, 회사채 만기도래분 증가 등을 감안
할 때 회사채 시장의 불안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채시장의 일시적 유동성
경색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ㅇ 최근 수익성이 저조하고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 기업들의 신용스프레드가 상승
하고 있는 데다 채권 발행이 취소되는 등 신용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6년 이후 회사채 만기도래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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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계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악화 → 디폴트 증가 →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음
ㅇ 한편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재개, 채권시장 투명성 제고 등의 개혁이 추
진될 경우 일시적으로 회사채 매도세 전환, 레버리지 투자 청산이 촉발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
* IPO 등록제 전환, 선강통 등 시장개방 확대, 다층적 자본시장 구축 등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
입 요인으로 작용

ㅇ 다만 중국 정부가 회사채 디폴트에 대한 적절한 용인과 유동성 공급을 병행
하고, 레버지리를 이용한 채권투자에 대해 차입규제를 강화하는 등 채권시
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2015년 중 주식시장 급락과 같은 시장충격은 제한
적일 것으로 예상

⇒ 중국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비율이 성장 둔화, 구조조정, 도덕적 해이 등
과 맞물리면서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 회사채 시장의 채무불이행 리스크
확산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실물경제 부진 요인으로도 작용
ㅇ 과잉설비 해소나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신용리스크
와 시장변동성의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
ㅇ 다만 국유은행 중심의 은행시스템,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금융안정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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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유출 동향과 향후 전망
□ (자본유출 동향) 2014년 2분기부터 시작된 자본 ․ 금융수지 적자가 2015년 들어
확대되었으며 8월 이후 외환보유액 감소폭도 커지면서 급격한 자본유출 발생
우려가 커짐
국제수지 추이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 : 인민은행

ㅇ 금융계정중 기타투자 유출폭이 크고 2015년 들어서는 증권투자도 적자로
돌아서고 직접투자 흑자폭도 줄어들면서 자본유출이 지속
중국의 금융계정

자본유출입 추정

□ (자본유출 요인) 중국의 자본유출은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확대, 위안화 절상
기대 약화, 금융 및 외환시장 불안 등에 주로 기인
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증가 : 중국 정부가 해외시장개척 및 자원확보 등을
위해 해외투자를 유도하여 해외직접투자(ODI)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5
년 들어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를 상회
② 위안화 절상 기대 약화 : 미국의 경기회복 및 금리 정상화 등으로 미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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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강세를 보인 반면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위안화 절상기대감
이 약화되며 자본이 유출
③ 금융 ․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 2015년 6월 이후 주식시장 급락과 변동성 확
대, 위안화 기준환율 산정방식 변경 등에 따른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자본이 유출
위안화환율과 자본유출입1)

중국 FDI, ODI 추이

자료

:

국제투자대조표

주 : 1) 금융기관외환매입
자료 : Wind

–

– 무역수지

순)

FDI (

□ ( 향후 전망 ) 중국 성장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당분간 자본유출 압력이
지속되겠으나 대규모 자본유출 및 전반적인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ㅇ 자본계정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은 데다 정부의 외환유출입 통제 강화
및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제한적
ㅇ 또한 외채 대비 충분한 외화보유 수준(단기 외채/외환보유액 : 31.7%), 통화정책
측면에서 추가 지준율 인하 여력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 리스
크 발생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
ㅇ 다만 미국 금리 인상 이후 달러화 강세에 따른 투기적 수요 발생 우려 및
향후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 등 금융 ․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 지속에 따른
자본유출 발생에 유의할 필요
* 위안화의 SDR편입 발표 직후부터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되었으며, 2015.12.11일 인
민은행이 통화바스켓 개념을 도입한 위안화 환율지수를 발표(11월말기준으로 동 지수
가 연초대비 2.93% 절상되었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이 높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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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경제 중장기 성장률 제고 방안 논의(12.30일)

1

논의 배경

□ 최근 일본에서는 중장기 성장률 제고 방안에 관한 논의가 아베노믹스의 성
공 가능성, 재정재건화 도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등 사회 경제적
이슈와 연계되어 진행중

·

ㅇ 지난 9월 아베 총리는 ① 강한 경제(명목GDP 600조엔*) ② 육아지원(출산율
1.8) ③ 사회보장(개호이직 제로)의 ‘신 3개 화살’을 제시하였는 바, 그 성공

여부는 결국 강한 경제의 실현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
* 실질성장률 2%, 명목성장률 3% 이상이 지속될 경우 2020년경 달성 가능

― 육아지원 및 사회보장 대책은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재정 악화 등으로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임

ㅇ

또한 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도 실질 2%, 명목 3%의 성장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성장률 제고는 재정재건을 위해 필수적
* 내각부는 2018년까지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까
지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설정(2015.6.30.일)

ㅇ 아울러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및 이에 따른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
경향이 지속될 경우 요소투입량 감소 및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의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

* 일본경제연구센터는 현행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현재 0.7% 정도인 잠재성장률이
2030년경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

2

중장기 성장률 제고 방안

가. 노동력 확보

□ 일본의 총인구는

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고 있어 노동력 부족이 일
본경제의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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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여성의 경우 취업률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데다

대 후반~40
대 초반 연령대에서 결혼,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현상(M자 커브)도 뚜렷

ㅇ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는

90

20

년대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그 폭이 확

대되는 추세(일본경제연구센터, 다이와연구소)
노동력 인구 추이

남녀간 취업률 추이

실질금리

(만명)

노동력 인구

2013년 남성

2013년 여성

1980년 남성

1980년 여성

65세이상인구(우축)
75세이상인구(우축)

자료: 일본경제연구센터

자료: 다이와연구소

□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① 여성의 노동 참가 확대 ② 고령자 일자리 확충
③ 외국인 근로자의 유치 확대 등이 거론
ㅇ 정부는 육아 지원 여성의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세제 재검토 배우자공제
,

(

축소 등) 등 여성의 노동 참가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중

ㅇ 고령자 일자리 확대는 노동력 부족해결 뿐만 아니라 물론 사회보장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 형성

ㅇ 아울러 기능실습제도 의 대상직종 확대 및 적극적인 이민수용 정책 등을
*

통해 해외 인력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
*

현재 일본내 외국인 근로자는 전문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실습제도에 따른 근로자가 13.7만명 정도임

만명, 기능

13.3

□ 다만 여성

고령자 등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취업하여 전반적인 임금수준
이 저하될 경우에는 소비수요가 위축되면서 잠재 GDP만큼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
,

ㅇ

·

남녀간,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면서 노동생산성에 따른
임금상승을 도모하는 한편 남성 정사원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노동을 시
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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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개방도 제고

□

외국 기업의 국내진출은 경쟁과 혁신 촉진 등을 통해 성장에 기여하지만
일본의 대내직접투자는 부진한 상황*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GDP대비 30% 정도이나 대내직접투자는
대내직접투자는 17% 정도, 독일의 경우 40% 이상

ㅇ 법․제도

측면에서는 시장개방도가 높은 편이나

․특수성

시장의 폐쇄성

,

高

5%

미만이며 미국의

비즈니스비용, 일본

인재확보의 어려움 등이 외국기업의 진입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② 법인세율 인하 ③ 기업 프렌들리 환경 조성 등이 논의
ㅇ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축소 철폐
뿐만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 등에 관한 국내외 룰도 포함하고
있어 시장개방 환경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와의 자유무역협정,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제휴협정(RCEP) 등도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EU

ㅇ 법인세율은 계획대로

년도에 29%선으로 인하되더라도 국제적으로 높
은 수준이므로 가급적 조기에 25% 까지 인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2016

ㅇ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

,

영어교육 충실화, 에너지비용 인하 등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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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CT 투자 확대 및 에너지 절약형 혁신 추진
□ ICT 는 인적자원의 보완, 생산방식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 요
소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에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등과
관련되어 활용도가 크게 확대될 전망
ㅇ ICT와 연계된 에너지절감 기술도 기업의 생산비용 축소에 기여할 뿐만 아
니라 자동차산업 등에서 주요한 경쟁력으로 부각
ㅇ 그러나 일본의 ICT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소프트웨어의 노동생산성 기여도도 저하되는 추세

무형자산/유형자산 투자 비율

노동생산성 상승률 기여도 분해

실질금리
소프트웨어 기여도
실물자본 기여도
노동생산성 상승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일본

자료: 경제산업연구소

자료: 일본경제연구센터

□ ICT 투자 확대 및 에너지 절약형 혁신 방안으로는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IT
전문 인력의 육성 등이 논의
ㅇ 산업전반에서 ICT에 기반한 업무방식의 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
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긴요하다고 지적
ㅇ 한편 정부는 IoT등 첨단 기술 산업화 지원,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 설비의
도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축물 및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
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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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망 및 평가

□ 일본 정부도 노동력 확보, 시장개방도 제고, ICT 투자 확대 등 중장기 성장률
제고 방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신 3개 화살’ 등 정부 정책에
도 상당 부분 반영
ㅇ 다만 시장에서는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장기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
→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중장기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긴
요
□ 이 같은 개혁 과제 추진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률이 제고되더라도 2020년 명
목GDP 600조엔 달성 및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재정재건 시나리오에서도 2023년까지는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것으
로 시산. 일본경제연구센터는 개혁시나리오에서도 2024년도에 명목GDP가 600조엔
에 도달하고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는 2028년경에 가능한 것으로 예측

→ 사회보장 확대와 재정재건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사회보
장제도 개혁도 병행될 필요
일본경제 성장률 중기

1)

예측

주 : 1) 내각부와 다이와연구소는 16~23년중 평균.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6~20년중 평균
자료 : 중장기경제재정에 관한 시산(2015.7월, 내각부), 중기경제예측(2015.12월, 일본경
제연구센터), 일본경제중기예측(2015.2월, 다이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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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5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6년 기
업경기전망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Ⅱ. 2015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2015년 11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66%로 전월대비
8bp 상승하였고 대출금리는 연 3.44%로 전월대비 2bp 상승
― 2015년 11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42%로 전월대비 2bp 하락하였으며 총
대출금리도 연 3.56%로 전월대비 3bp 하락

Ⅰ. 2015년 12월 인천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2015년 12월 인천지역 제조업 업황BSI는 62로 전월(64) 대비 2p 하락
→ 2016년 1월 전망치도 62로 전월(66) 대비 4p 하락할 것으로 예상
□ 2015년 12월 인천지역 비제조업 업황BSI는 54로 전월(59) 대비 5p 하락
→ 2016년 1월 전망치는 51로 전월(62) 대비 11p 하락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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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016년 신년사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Ⅱ. 해외경제포커스 제2015-53호(12.20∼12.26)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금주의 포커스>
◇ 글로벌 경기 확장국면별 성장동인 비교
<글로벌 이슈 브리프>
▷ 국제유가 하락이 미국의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 노동소득분배율을 고려한 미국의 임금상승률 수준 평가
▷ 신흥국 채권시장에서의 벤치마크 기반 외국인투자 현황과 시사점
<국제금융시장>
▷ 금리
▷ 환율
▷ 주요국 주가
<국제원자재시장>
▷ 원유
▷ 비철금속 및 농산물
▷ 반도체 및 금
※ 경제지표 발표일정 및 시장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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