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6일
이 자료는 9월 6일 14:00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은금요강좌｣ 제800회 기념 특강 실시
□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한은금요강좌｣ 제800회를 기념하
여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
ㅇ 일시 : 2019. 9. 6(금) 14:00~16:00
ㅇ 장소 : 부영태평빌딩 1층 컨벤션홀
한은금요강좌｣는 한국은행이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금
요일에 경제･금융을 주제로 개최하는 경제강좌임. 1995.5월에 월1회
개최하는 ｢경제교실｣로 출발하여 2004년부터 월 2회 개최되었다가
2005년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실시되면서 ｢한은금요강좌｣로 명칭 변경

※ ｢

―

강연의 주요 내용은 붙임 참조 ―

문의처 : 금융통화위원회실 보좌역 안세현(02-759-4789, anse@bok.or.kr)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팀장 이상용(02-759-4193, ecoedu@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 (요약)

□ 1995년 5월 시작된 한은금요강좌 가 9.6일 800회를 맞이하게 되
었음. 이를 기념하여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음
□ 동 강의에서 이일형 위원은 지난 20년간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
면서 세계경제에 나타난 큰 변화중 하나로 “구조적인 소득-투자의
선순환 약화”를 언급하였음
ㅇ 공급측면에서 보면 자본 및 노동시장 통합으로 효율성은 높아졌
으나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과 노동력이
부각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양극화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음
ㅇ 수요측면에서도 상품시장의 세계화로 글로벌 상품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고 수요의 지역적 편향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쟁력 없이
는 경제활동 진입이 힘들어졌다고 지적하였음
ㅇ 이러한 양극화로 선진국의 중간계층이 축소되어 총수요가 둔화
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면서
2000년대에는 이러한 구조적 수요 약화가 레버리지 확대로 가려져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보
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정체로 교역량까지 축
소되고 있다고 덧붙였음
ㅇ 이러한 구조적 선순환 약화는 일반적인 경기변동과 다르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수요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
하였음

□ 한편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수출 중심의 성장을 이어오다가 글로벌
역풍(headwind)을 맞이한 데다 여러 내생적 문제들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성장기조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ㅇ 대외환경의 빠른 변화와 민첩한 대응을 저해하는 규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노동인구 고령화와 맞물린 높아진
경제활동 진입장벽, 소득과 부의 양극화, 고령화 준비 부족과 불
확실성 증대 등을 소비와 경제활동 위축 요인으로 꼽았음
□ 우리 경제가 구조적 선순환 약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상품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이를 위해 급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노동인력을 재교육하고 적
재적소에 필요한 시간만큼 투입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사회안정망 확충에도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ㅇ 산업별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시장 경쟁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음
ㅇ 또한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기
술혁신으로 노동력 축소를 만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국경을
초월한 자본 재배분과 글로벌 노동력 유입 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
요도 있다고 덧붙였음
� 단기적으로는 경기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는 문제를 미래로 이연시키고 사회적 비용
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