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2019. 12

뉴 욕 사 무 소

차

례

<요약>

Ⅰ. 2019년 미국경제 동향 ············································· 1
1. 실물경제 ·········································································· 1
2. 금융시장 ·········································································· 3

Ⅱ. 2020년 미국경제 전망 ············································· 4
1. 경제성장 ·········································································· 4
2. 고

용 ·········································································· 7

3. 물

가 ·········································································· 8

Ⅲ. 주요 이슈 ································································· 10
1. 최근 노동시장 상황 평가 ··········································· 10

2. 경기침체 리스크 요인 점검 ······································· 12
3.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본 연준의 통화정책 ············ 16

< 요 약 >
Ⅰ. 2019년 미국경제 동향

□ 2019년중 미국경제는 완전고용 수준을 하회하는 실업률과 개인소비 호조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GDP 성장률 <전년대비, %> : 2017년 2.4 →
2018년 2.9 → 2019년e 2.3)

o 물가는 내구재 가격의 하락 추세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세가 둔
화되며 연준의 장기목표(2%)를 하회

□ 금리(국채 10년)는 무역갈등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하다 글로벌 중앙
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 등으로 하락폭을 축소
o 주가는 연준의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달러화는
미국 경제의 상대적 호조와 주요국 관련 각종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강세

Ⅱ. 2020년 미국경제 전망

□ 주요 국제기구들은 2020년중 미국경제가 전년대비 2.0% ~ 2.1%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는 0.7% ~
2.4%(median 1.8%)로 다양

o 부문별로 보면 개인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주택투자도 호조를 이어
가겠으나 기업투자 및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
o 고용사정은 양호한 상태가 계속되고 물가(근원PCE 물가)는 연준의 장기
목표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Ⅲ. 주요 이슈
□ (최근 노동시장 상황 평가) 고용, 임금, 종합지수 등 다양한 노동시장 지표
들의 최근 동향에 비추어 볼 때 미 노동시장은 완전고용을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개선의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경기침체 리스크 요인 점검) 경기확장이 사상 최장기간(125개월) 지속되고
있으나 무역분쟁, 선거 관련 불확실성, 기업부채의 취약성 등이 가까
운 시일내에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
□ (연준 통화정책) 최근 연준은 경제전망(기준 시나리오)이 크게 변하지 않았
음에도 하방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
o 내년에는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리스크가 크게 변화할 경우 금리
조정 가능성도 상존

Ⅰ. 2019년 미국경제 동향
1

실물경제

□ (경제성장) 2019년중 미국경제는 개인소비 호조 및 정부지출 증가 등에 힘입
어 잠재성장률(1.9%, 자료 : FOMC)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
* GDP성장률(전년대비, %) : 2018년 2.9 → 2019년 2.3e) (IB 등 76개 기관 추정치의 median)

o 그러나 미ㆍ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일부 부문

의 투자가 위축하고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는 모습
* 분기별 GDP성장률(전기비 연율, %) : 1분기 3.1 → 2분기 2.0 → 3분기 2.1

GDP성장률

자료 : BEA

가계 및 기업심리

자료 : U of Michigan, ISM, Bloomberg

□ (고용) 실업률(11월 3.5%)이 1969.5월(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호조세가 지속
o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보다는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breakeven rate**를

상당폭 상회
* 취업자수 증가폭(월평균, 만명) : 2017년 17.9

→ 2018년 22.3 → 2019.1~11월 18.0

** 양호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자수 증가분으로 Goldman Sachs는
약 10만명/월 수준으로 추정

o 노동시장의 타이트한 수급 여건이 계속되면서 임금도 계속 상승
* 임금상승률(전년동월대비 %, 연평균) : 2017년 2.6

1 / 18

→ 2018년 3.0 → 2019.1~11월 3.2

실업률 및 취업자수

임금상승률

자료 : BLS, Bloomberg

□ (물가)

PCE

자료 : FRED, FED Atlanta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원자재 가격 안정, 내구재 가격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연준의 장기목표(2%)를 지속적으로 하회
o 근원

PCE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도 2019년 들어 상승세가 둔화

o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 도 전년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수준을 지속
* 시기별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 : (1년후 물가 전망) 2018년 2.8% → 2019.1~11월 2.6%
(자료 : U. of Michigan) (5년후 물가 전망) 〃 2.5% →
〃
2.4%

주요 물가지표 추이
에너지 CPI 물가 Index(1982-1984=100)
내구재 PCE 물가 Index(2012=100)
PCE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근원 PCE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016
200.3
89.7
1.0
1.6

2017
214.1
88.1
1.8
1.6

2018
213.6
87.7
2.1
1.9

2019.1~10월
216.3
86.3
1.4
1.6

주 : 물가 Index는 기간말, 물가상승률은 기간중 평균 지표

물가상승률

자료 : Bloomberg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 U of Michigan,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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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시장

□ 금리(국채 10년)는 무역갈등 관련 불확실성, 안전자산 선호 심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 주요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9월 이후 하락폭을 축소
◾ 국채 금리(10년물, %) : 2018년말 2.68 → 2019.3월말 2.41 →
1.46(연중 최저) → 9월말 1.66 → 11월말 1.78 → 12.6일 1.84

6월말 2.01 →

9.3일

o 주가는 미ㆍ중 무역협상의 타결 기대, 연준의 금리인하, 주요 경제지표
의 예상치 상회로 인한 위험자산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
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 11.27일 다우존스(28,164)는 1896년 이래, 나스닥(8,705)은 1971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

국채금리

자료 : Bloomberg

주가지수

자료 : Bloomberg

o 달러화는 브렉시트(Brexit)관련 불확실성,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및 독일
경제지표 부진 등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파운드화ㆍ유로화 약세
와 미ㆍ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강세를 이어감

□ 전반적인 금융여건을 나타내는 금융상황지수는 연준의 정책금리목표 인
하 등으로 연초 이후 상당폭 완화
달러인덱스

자료 : Bloomberg

금융상황지수

자료 : Goldman S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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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0년 미국경제 전망

□

경제여건]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대체로 2020년중 세계경제
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 IMF : (세계) 19년 3.0% → 20년 3.4%, (선진국) 1.7% → 1.7%, (신흥국) 3.9% → 4.6%
OECD : (세계) 19년 2.9% → 20년 2.9%, (OECD국가) 1.7% → 1.6%,
(비OECD국가) 3.9% → 4.0%

o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로지역 등 주요국의 경우 정부지출(미
국, 이탈리아 등) 및 개인소비(일본) 증가세 둔화, 생산인구 증가율 하락
(중국) 등이 경기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IMF)
o 신흥국의 경우에도 노딜 브렉시트, 무역분쟁 심화 등 다양한 불확실
성 요인들이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글로벌 기업의 불안 요소

주 : Group of Four - 미국, 중국, 일본, 유로국가
자료 : IMF

1

자료 : OECD

경제성장

□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2020년중 미국경제가 전년대비 2.0%(OECD)
~ 2.1%(IMF)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2020년 미국경제 성장률을 0.7% ~ 2.4%(median
1.8%)로 전망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연간

성장률)

(분기

성장경로)

주 : 1) IB는 투자은행 등 74개 기관 median
주 : 1) IB 등 56개 기관 median
자료 : OECD, IMF, 투자은행, Bloomberg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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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문별로 보면 개인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주택투자도 금년 하반기
중의 호조를 이어가겠으나 기업투자 및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축소
될 것으로 예상
투자은행의 수요부문별 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Morgan Stanley

BoAML

[11.17.]

[11.19.]

GDP 성장률
개인소비
기업투자1)
주택투자

2019
2.3
2.6
2.1
-1.1

정부지출2)

2.4

Goldman Sachs JP Morgan
[11.22.]

[11.25.]

Citi

중앙값(median)3)

[11.27.]

[11.26.]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1.8 2.3 1.7
2.3
2.3 2.3 1.5 2.3
2.4 2.5 2.3
2.6
2.6 2.5 2.0 2.6
0.4 2.1 0.4
2.2
1.9 2.1 0.9 1.6
4.3 -1.7 0.5 -1.6
3.8 -1.6 2.7 -1.8
3.5
2.5 2.3 1.3 2.2
2.2 2.3 1.8 (1.6) (1.5)

2020 2019 2020
2.0
2.3
1.8
2.4
2.6
2.3
1.6
2.1
0.6
1.2
2.3

2.3

1.8

주 : 1) IB 중앙값은 민간투자. Citi는 장비투자 2) Goldman Sachs는 연방정부, ( ) 내는 주 및 지방정부 기준
3) 자료 : Bloomberg
4) [ ] 내는 전망 시점

① 개인소비는 취업자수 증가, 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
하고 가계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

자료 : BEA, Morgan Stanley

개인저축 및 가계부채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주 : 음영은 NBER 기준 경기수축기
자료 : JP Morgan

o 다만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 확대,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자료 : Baker, Bloom, Davis(2016), IMF

소비자 신뢰지수

자료 : U of Michigan, Conferenc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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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투자는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여전
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
* 기업투자 증가율(전년대비, %) : 2017년 4.4 → 2018년 6.4 → 2019년 2.1 → 2020년
0.6 (자료 : BEA, Bloomberg. 2019~2020년 전망은 IB 등 51개 기관 민간투자 전망치
median)

주요 IB의 기업투자 요소별 변동 추이 및 예상
(%)
분기별 증감(연율) 평균
구분
장비(Total
Equipment)
구조물(Total
Structure)
지적자산(Total
Intellectual
Property)

총 기업투자

2017.2~
2019.1분기

2019.2~
3분기

비중

5.9

-1.5

43

1.7

-13.2

21

7.2

5.1

36

5.4

-2.0

100

자료 : BEA, JP Morgan

자료 : Morgan Stanley

③ 주택투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힘입어 가계의 주택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호조를 이어갈 전망
* 주택투자 증가율(전년대비, %) : 2017년 3.5 → 2018년 –1.5 → 2019년 –1.6 → 2020
년 2.5 (자료 : BEA, Bloomberg. 2019~2020년 전망은 5개 IB전망치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주택가격 상승률1)

주 : 1) 전년동기대비
자료 : FRED, Bloomberg

주택착공호수 추이 및 예상

자료 : C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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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정부지출은 2020년에도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성장기여도는 크
지 않을 것으로 전망
o 재량지출 상한액의 금액을 확대하고 공공부채 총액 한도의 적용을 유예

한 예산법*이 통과됨에 따라 연방정부지출은 대체로 전년 수준을 유지
* 2019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9)의 주요 내용
① 회계연도별 재량지출 상한액(조달러) 확대 : 2019년 1.244 → 2020년 1.288 → 2021년 1.298
② 공공부채 총액 한도 적용 유예 : 2021.7월말까지 한도(14.294조달러) 제한 비적용

재정적자 전망1)

정부지출의 성장 기여도

(조달러, %)

2019

2020

2021

2022

공공 금액 16,809 17,795 18,968 20,225
부채 비율
79
81
83
85
재정 금액
적자 비율
자료 : Citi

2

984

1,047

1,121

1,215

4.6

4.7

4.9

5.1

주 : 1) 비율은 GDP대비 비중(%)
자료 : Citi

고 용

□ 고용사정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감에 따라 양호한 상
태가 계속될 전망
취업자수1) 전망
(천명, %)
◾ 2019
◾ 2020

IB[11.26.]
161
125

2)

실업률 전망
3)

FRB[12.11.]
3.6
3.5

IMF[10.15.]
3.7
3.5

OECD[11.21.]
3.7
3.5

IB[11.26.]4)
3.7
3.7

주 : 1) 전월대비 평균 증가폭 2) 48개 기관 median(Bloomberg) 3) FOMC 전망치의 median, 4/4분기 기준
4) 56개 기관 median(Bloomberg) 5) [ ] 내는 전망시점

o 취업자 수 증가폭은 미ㆍ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둔

화되는 추세가 2020년중에도 이어지겠으나 여전히 breakeven rate를 상회하
면서 실업률도 자연실업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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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전망

실업률 전망

주 : 전망치는 IB 등 50개 기관 median
자료 : BLS, Bloomberg

주 : 전망치는 IB 등 51개 기관 median
자료 : BLS, Bloomberg, FRED

o 임금은 타이트한 노동수급 상황이 계속되면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임금상승률 예상(전년대비, %) : 2019년 3.2 → 2020년 3.1%(IB 등 22개 기관 median)

업종별 취업자수 증가율

임금상승률 전망

주 : 음영은 NBER 기준 경기수축기
자료 : JP Morgan

3

주 : 점선은 전망치(IB 등 22개 기관 median)
자료 : FED Atlanta, FRED, Bloomberg

물 가

□ 2020년중 인플레이션(근원PCE 물가)은 연준의 장기목표(2%) 수준으로 상승
할 것으로 전망
물가상승률1) 전망
FRB[12.11.]2)

IMF[10.15.]

OECD[11.21.]

IB[11.26.]3)

◾ 2019

1.6

1.8

1.7

1.7

◾ 2020

1.9

2.3

2.2

2.0

(전년대비, %)

주 : 1) 근원 PCE물가. IMF는 소비자물가 2) FOMC 전망치의 median, 4/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3) IB는 50개 기관 median(Bloomberg) 4) [ ] 내는 전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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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

금이 상승하는 가운데 미ㆍ중 무역분쟁** 등이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
* 평균 임금상승률(전년동기대비, %)
- 생산직비관리자 : 2018년 2.9 → 2019.1~10월 3.4
- 총 근 로 자 : 2018년 3.0 → 2019.1~10월 3.2
** 일부 IB는 對中 관세부과가 2019년 물가(근원PCE 물가)에 +0.1 ~ +0.2pp 정도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Goldman Sachs 등). 다만 무역분쟁으로 인한 교역감소 등
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물가하락 요인이었다는 의견도 존재(Morgan Stanley)

물가상승률(근원PCE 물가) 전망

주: 전망치는 IB 등 50개 기관 median
자료: BEA, Bloomberg

저소득근로자 임금상승률과 노동집약적 서비스 가격

주 : 음영은 NBER 기준 경기수축기
자료 : Goldman Sachs

o 다만 달러화의 강세 추세, 온라인 상거래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물가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항목별 물가상승률(근원PCE 물가) 전망

항목별 물가상승률(근원PCE 물가) 기여 전망

(전년동월대비, %)

2019말
근원PCE 물가
재화
신차
의류ㆍ신발
의약품
서비스
주거
금융ㆍ보험
해외여행
자료 : Goldman Sachs

2020말

1.6

2.0

-0.4
0.3
-1.4
0.2
2.3
3.4
1.8
-1.2

-0.6
-0.5
-0.5
-0.3
2.9
3.7
3.1
2.9
자료 : Morgan Stan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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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이슈
1

※

최근 노동시장 상황 평가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미국 경제와 연준 통화정책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바, 고용, 임금, 종합지수 등 다양한 노동시장 지표
들의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최근의 미 노동시장 상황을 평가

 (취업자수) 최근 3개월간 취업자수(비농업부문) 증가폭은 월평균
으로 지난해(22.1만명)보다 1.6만명 축소

20.5만명

◾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세는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제조업이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약화 영향으로 상당폭 축소

ㅇ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은 신규 노동력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일자리수
(11.5~14.5만명, 연준 추정)를 상회하고 있어 노동시장 개선 요인으로 작용

 (실업률) 금년 들어 다소 완만해지기는 하였으나 장기간 하락세가 유지
되면서 2019.11월에는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인 3.5% 를 기록
ㅇ 이는 자연실업률(FOMC 추정치 중간값 4.1%)을 상당폭 하회하여 노동시
장이 완전고용 수준을 넘어섰음을 시사
(경제활동참가율)



2014년 이후

63%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는 가운데

2019.11월중 63.2%를 기록

ㅇ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이
횡보한 것은 노동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었음을 의미
◾ 실제로, 핵심연령층(2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5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
취업자수

자료 : BLS, FRED

실업률

자료 : BLS, 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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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참가율1)

주 : 1) 경제활동인구/노동가능인구
자료 : BLS, FRED

 (임금) 임금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름세를 지속
하면서 2019.2월 3.4%까지 높아진 후 다소 둔화되어
평균(3.0%)과 비슷한 3.1%를 기록

2019.11월중

지난해

◾ 고용비용지수(전년동기대비)도 2018.4/4분기 3.1%까지 상승한 후 소폭 둔화

ㅇ 최근의 임금상승률은 금융위기 이전의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과거의 경기호황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 부진 등
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약화된 데 주로 기인
 (종합지수) Fed Kansas City의 노동시장 상황지수(Labor Market Conditions
Indicators)*에 의하면 최근 3개월간 노동시장 활동 수준(level of activity)은
지난해 평균대비 강화(0.82
(1.25

→

→ 0.60)된 것으로 나타남

1.03)되었으나, 모멘텀(momentum)은 약화

*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통해 24개 노동시장 지표들의
변동을 설명하는 두 공통요인(수준, 모멘텀)을 추출

ㅇ 모멘텀의 경우 최근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장기평균(0.0)을 여전히 상
회하여 노동시장 활동을 개선시키는 구간에 위치
평균임금 및 고용비용지수

자료 : BLS, Deutshce Bank

노동시장 상황지수(활동 수준)1)

주 : 1) 평균 = 0, 표준편차 = 1

노동시장 상황지수(개선 모멘텀)1)

자료 : Fed Kansas City

⇒ 주요 노동시장 지표들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미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을 넘어선 수준으로 추정되며 추가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아울러, 그간 잠재수준을 웃도는 경제성장세가 지속*된 데다, 기업이익의
호조로 채용여력도 양호해 당분간 노동수요 증가흐름은 유지될 전망
* 고용이 경기에 후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양호한 경기흐름이 당분간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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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침체 리스크 요인 점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6월부터 시작된 최근의 경기확장이 사상 최장
인 125개월간 이어지면서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

ㅇ 최근 연준과 시장에서 경기 및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
는 무역분쟁, 정치적 불확실성, 기업부채 문제(금융불균형)를 중심으로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점검
* 그간 미국의 경기침체를 촉발한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응한 통화 긴축,
유가 앙등, 금융불균형이 거론되고 있는데, 금번 경기순환기에는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셰일오일 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또는 유가 급등으로 경기침체가 초래
될 가능성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경기확장 지속기간

미 경기침체 발생 요인(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

유가

통화

금융

재정

1948.11
1953. 7
1957. 8
1960. 4
1969.12
1973.11
1980. 1
1981. 7
1990. 7
2001. 3
2007.12

자료 : NBER

자료 : Goldman Sachs

 (무역분쟁 리스크 요인) 2019.12.13일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에 도달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최종 합의 여부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무역분쟁이 재차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ㅇ 2019년초 양국간 무역협상 합의가 최종단계에서 결렬되었던 전례가
있다는 점, 현재까지 합의 세부사항이 불명확하다는 점, 향후 합의문
법률검토 과정에서 이견이 증폭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
□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간 장기간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불확실성 증대
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온 미·중간 1단계 협상이 조만간 최종 타결*되
고, 이후에는 양국이 상당기간 휴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
* Trump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이 2주안에 최종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2019.12.16일)

ㅇ 미·중 무역분쟁이 재차 심화될 경우 미국은 금융시장 불안, 경제주체
심리 위축 등으로, 중국은 수출 부진 심화 등으로 경기둔화세가 가속
화될 수 있어 협상 합의 유인이 크고 양국이 발표한 1단계 합의 내용도
동일해 최종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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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사항1)
미국 조치

1단계 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수입 평균 관세율

중국 조치

- 미 농산물 구매 확대
- 12.15일로 예고된 1,600
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 환율제도 투명성 관련
를 부과하지 않음
- 금융서비스 개방 관련
- 9월부터 추가 부과된 - 강제 기술이전 관련
1,200억달러 규모에 대해 -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관세율 인하(15%→7.5%)
- 분쟁해결 관련 등
주 : 1) 세부 내용은 미발표

자료 : USTR, USITC, Nomura 등

ㅇ 다만, 1단계 협상이 최종 타결되더라도 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 등이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데다 향후 진
행될 2단계 협상에서도 기술이전* 등에 대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
로 보여 무역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단기간내 해소되기는 어렵다
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견해
* 기술이전 관련 이슈는 무역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관련되어 있어 단기간내 합
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BOA 등)

□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대로 무역갈등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금융상황
개선, 투자심리 부진 완화* 등으로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이 다소 줄어
들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경우 무역분쟁은 경제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수출입보다는 금융, 심리 경로
를 통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Goldman Sachs)
(2020년



선거 리스크 요인) 2020.11.3일 대통령 및 의회* 선거 전후로 향

후의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될 가능성
* 의회 선거대상 의석수 : 하원 전체(435석), 상원 35석(전체 100석)

ㅇ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뚜렷한 선두 후보가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Trump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들간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도 작은 편
이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민주당 후보들은 법인세 인상, 부유층 증세, 공적의료 보험 확대 등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감세 등 친성장·친기업 정책기조와 상이한 공약
을 제시(Biden, Warren 후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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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의회 선거에서
시장의 중론대로 양당 분점 구도가 유지될 경우 입법 수준에서의 대규모
경제정책 변경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ㅇ 의회 선거에서는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각각 다수 의석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향후
경제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 시장에서는 그간 미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이 유리하였으며, 선거에 인접한 시기의
경기 상황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시장의 의회 구도 전망1)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과 주가

(%)

상원: 공화, 하원: 민주
상원: 민주, 하원: 민주

상원: 공화, 하원: 공화

기타

상원: 민주, 하원: 공화

주 : 1) Betting Market에 반영된 확률
자료 : IES, Deutsche Bank

자료 : UBS

□ 선거 기간을 전후로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투

자심리 위축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경기하강을 유발하기보다는 2020년 하반
기중 경기확장의 속도를 제약하는 정도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

 (기업부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상당폭 진전된 가계부채와
달리 기업부채는 빠르게 확대*되면서 부실화 우려가 증대
* GDP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의 고점을 상회

ㅇ 특히,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고위험 채권(하이일드 채권)*과 대출(레
버리지 론)**이 크게 증가
* 하이일드 채권 : 저신용등급(BBB 미만) 기업이 발행한 채권
** 레버리지 론 : 부채가 많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특수 목적을 위해 받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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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부채규모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양
호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기업부채가 단기간내 대규모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
ㅇ 최근 고신용뿐만 아니라 저신용 기업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비용 배율과
부도율이 저금리 기조 지속, 소비 등 내수 경기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
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리 및 내수경기 여건이 당
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최근 대출 및 채권의 질(Quality)이 악화되어 잠재적 경기충격 등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ies)은 커진 것으로 평가
◾ 대출 : 레버리지론 이용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집중
◾ 채권 : 영업전망 악화시 투기등급으로 전환될 수 있는 BBB 등급이 크게 증가
GDP대비 기업 및 가계부채 배율

자료 : FRB 금융안정보고서

□

고위험 기업부채

자료 : BIS, S&P 등

기업 영업이익대비 이자비용 배율

자료 : FRB

기업부채가 부실화되어 경기침체를 촉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다른
요인에 의해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침체의 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경기침체 리스크 요인을 살펴본 결과 내년중 미국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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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본 연준의 통화정책

※ 2019년 들어 미국 경기가 뚜렷이 약화되지 않았음에도 정책금리를 인하
한 것에 대해 연준 안팎에서 리스크 관리 전략(Risk Management Strategy)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정리하고 향후 연준 통화정책 전
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리스크 관리형 통화정책의 의의) Powell 의장 등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최근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형(Risk

Management Approach)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리스크 관리형 통화정책 수행시 중앙은행은 리스크를 감안하여 정책
목표 달성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통화정책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동
패러다임 하에서의 정책결정자들은 특별히 부정적인 결과에 대비하는
보험 성격의 정책을 취할 수 있음(Greenspan 전 연준 의장)*
* Greenspan(2004.1.), “Risk and Uncertainty in Monetary Policy”

下
下에서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예) (정책A)는 경제전망의 기준 시나리오 에서는 정책목표 달성에 최적일 수
있으나 다른 시나리오
것으로 예상되고

下

(정책B)는 기준 시나리오 에서 정책목표 달성에 덜 효과적일 수 있으나
다른 시나리오 에서 상대적으로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결과를 유발할 것으
로 예상될 때, 정책결정자들은 (정책B)를 선택할 수도 있음.

下

 (최근 연준의 통화정책) 2019년 들어 연준의 경제전망(기준 시나리오)에
대체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하방 리스크가 증대
* 2019년 발표된 3회(금년중 정책금리를 최종 인하한 10월 이전 기준)의 경제전망을
2018.12월 전망과 비교해 보면 2019~21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전망치 격차는 0.2%p

이내이며, 인플레이션율 전망치의 경우 2019년은 0.4%p, 2020~21년은 0.1~0.2%p 수준

ㅇ 2018년중 연준은 경기 상방 리스크와 하방 리스크가 균형적이며 저인
플레이션 리스크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4회에 걸쳐 정책금
리를 인상
◾ 경제활동, 노동시장, 물가움직임에 대한 중기 전망 위험은 대체로 균형인
것으로 평가(2018.12월 FOMC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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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무역분쟁이 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 영향은 크지 않았음”(Powell, 2018.12월 기자간담회)

ㅇ 2019년 들어서는 경기 지표에는 대체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경기 하
방리스크가 커지고, 저인플레이션 압력도 다소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
면서 금리 동결(4회) 및 금리 인하(3회)를 결정
◾ (정책금리 인하 배경) 다수 참석자들은 ① 기업투자 및 수출 부진과 고용통
계 하향 조정 등에 의한 경제전망의 변화 가능성, ②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조치 필요#, ③ 낮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응 필요성 등을 근거로
25bp 정책금리 인하에 찬성(2019.9월 FOMC 의사록)
#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제 둔화 심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

미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
(무역정책 불확실성)

자료 : EPU

(글로벌 경기)

자료 : CPB

(기대 인플레이션)

자료 : U of Michigan, Fred

 (향후 전망) 향후에도 연준의 통화정책은 기준(baseline) 경제전망뿐만 아
니라 상하방 리스크 움직임, 동 리스크의 경제적 영향 평가 등에도 상당
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
ㅇ 다수의 투자은행들은 연준의 보험적 금리인하는 종료되었으며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추가로 증명하는 뚜렷한 지표가 없는 한 2020년중(15개중
10개, 12.6일 기준) 추가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하방 리스크 증대 가능성 등에 주목하는 일부 투자은행들은 2020년중 금
리인하를 예상(15개중 5개)
ㅇ 선물시장에 반영된 2020년중 연준의 금리인하 폭은 27bp (12.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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