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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
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
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들어가며
2008년 하반기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AIG의 파산 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를 엄습
했던 글로벌 패닉이 발생한지 만 6년이 지났다. 공황의 상태는 벗어났지만, 세계경
제는 여전히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향성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2008년 위기를 계기로 ‘사망선고’가 내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세계경제체제의 주요 골간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한
마디로 이도저도 못하는 림보(limbo) 상황에 빠졌다. 과거처럼 ‘모두가 투자자가
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이 통하지는 않기에 투자와 소비 심리가 살
아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새로운 담론을 가지고 경제를 재구성하지도 못하고
있다. 2015년에도 이런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찾기 힘든 가운데, 결과의 예측이 쉽지 않은 몇
가지 주요 변수들이 부각되고 있다. 첫 번째는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왔던 미국의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의 방향전환이다. 위기 직후부터 실시되어 왔던 미국 연준의 양
적완화 정책이 이미 지난 10월 말로 종결되었으며, 제로금리 정책도 2015년 어떤
시점부터는 점진적 인상 쪽으로 바뀔 것이라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금융통
화정책 기조 변화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2015년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이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변수는 환율의 변화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맞춰 발표된 일본의 양적완화 강화정책은 국제외환시장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게
다가, 세 번째 변수인 석유 값의 폭락과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 하락이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고,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 그 동안 고유가로 많은
수혜를 보았던 국가들을 디폴트의 위기로 몰고 있다.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국제시
장의 가격변화와 연동되며, 무역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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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에서는 외환시장의 큰 변동성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산
업전반에 파급효과를 낳는다. 2015년에는 국제외환시장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
는 가운데, 달러 최대 보유국이며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
가가 네 번째 주요 변수이다. 중국은 수출주도 고도성장 추구에서 탈피해, 최근 소
비를 늘리고 내수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 왔다. 전반적인 대외여건의
악화와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2012년부터 중국의 GDP 성장률이 8퍼센트를 밑돌
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글로벌 성장 엔
진 역할을 했던 중국의 감속이 세계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지점
이다. 마지막으로 EU가 재정위기의 재발을 막으며, ‘제로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
을 것인가를 2015년 세계경제의 주요 변수로 들 수 있다. 2008년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EU였다. EU는 2012년 불거진 국가부채,
긴축재정, 금융권 자본 확충 등의 문제들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앞
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 변수들이 EU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기존의 문
제들을 더 악화시킬지가 2015년의 경제흐름에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 전망
IMF, OECD를 비롯해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은 2015년 미국경기를 대체로 ‘낙관
적’으로 보고 있다. 현 세계경제 침체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지만, 그동안 미국은 유
럽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보였고, 내년에도 유럽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MF는 2015년 미국의 GDP 성장률이 3.1퍼센트로, 올해
전망치 2.2퍼센트보다 1퍼센트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1 참조).
하지만 국제금융기구들이 2013년 말에 발표했던 2014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애초
에 2.8퍼센트에서 2014년 6월 2.1퍼센트로 큰 폭의 수정이 있었던 것을 유념해야
한다.1) 그 이유가 지난겨울에 미국을 덮친 폭설과 한파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
면, 성장률 전망의 정확한 수치에는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다만,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미국경기가 예
측대로 좋아진다고 해도,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GDP갭을2) 메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경제학자 드롱(J. B. DeLong)은 2008년부
터 2017년까지 GDP 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현 미국 GDP의 80퍼센트 수준인
13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3)

1)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2014. 06).
2) 잠재적 GDP와 실질 GDP간의 차이
3) J. Bradford DeLong, "The Greater Depression", Project-Syndicate.
http://www.project-syndica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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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미국의 경제성장 추세

출처: IMF

그림2. 미국의 실업률과 주택 가격지수

*주요 20개 대도시 기준
출처: 미국노동부,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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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은 주로 실업률 지표와 주택가격 지수
의 호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상승
해, 2009년 10월 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이후 실업률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했
고, 2014년 11월 5.8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8년 7월의 수준까지 내려갔다
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가격지수도

많이

좋아졌다.

미국

20개

대도시

기준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4)를 보면, 2006년 4월초 206.6까지 올라갔다가 위기 이
후 급격히 하락해, 2012년 1월초에 137.1을 기록했다. 주택지수는 33.7퍼센트의 조
정을 거친 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해, 2014년 9월초 170.2까지 올라갔다. 바닥에
서 24퍼센트 올라, 2004년 10월의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이 밖에도 산업생산지수
와 가동률, 소비자신뢰지수도 2007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 역시 경기회복의
근거로 들 수 있다.5) 미국 연준은 이러한 경제개선 지표들을 바탕으로 2013년 12월
부터 양적완화 정책을 매달 100억 달러씩 축소하기(tapering) 시작해, 올 10월 완
전히 종료했다.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정된 수순이라고 전망되고는 있지만 아직 시기
상조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으며, 연준의 태도도 신중하다.
우선 실업률은 큰 폭으로 호전되었지만, 고용률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고용률은 2008년 1월 62.9퍼센트로 정점을 찍은 이후, 금융위기로 인해 급
격히 하락했다. 2009년 3월 60퍼센트를 밑돌기 시작해, 2010년 11월 58.2퍼센트까
지 떨어졌다. 그 후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조금 개선되어 11월
현재 59.2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과 고용률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비대칭적
변화는 그만큼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과 여성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다. 현재 여성고용률은 53.8퍼센트, 청년고
용률은 48.4퍼센트 수준이다. 고용률의 미진한 개선과 함께, 최근 원자재 가격의 하
락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연준이 서둘러 금리인상에 나설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시장이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선반영하여 움직인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2015년에 달러의 환류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 미국 주택시장의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로서 1980년대 초에 이를 고안한 경제학자 칼 케이
스(Karl Case)와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음. 이 지수는 전국 지수와
20개 개별 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대도시 통계지역) 지수, 10개 MSA를 종합한 10대
대도시지수(Composite 10 Index), 20개 MSA를 종합한 20대 대도시지수(Composite 20 Index) 등
4종류로 이루어진다.
5) 2014년 10월말 산업생산지수는 2007년의 100을 기준으로 104.7을 나타냈으며, 산업가동률은 79.2퍼
센트로 2007년 평균 80.5퍼센트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Federal Reserve). 소비자신뢰지수
(Consumer Confidence Index)는 12월 말 기준 93.8로 2007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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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양적완화와 연방은행 자산계정 변화

출처: 미국 연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미국 정부의 수습책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으로 대변된다. 양적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을 통해 민간금융
기관의 금융자산을 사들임으로써 해당 자산의 가격을 올리고, 금리는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고, 대출여력을 증가
시키고자 했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을 통해 금융자산을 사들이는 것 자체가 특이한
것은 아니다. 양적완화가 비정통적 방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차이 때
문이다. 정통적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정책은 특정한 목표 은행 간 금리를 정해
놓고, 한정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위기 이후 제로금리 상태로 들어가면서
정통적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양적완화 정책은 단기채권
보다는 장기채권에 초점을 맞춰, 장기금리를 낮추고, 장기 수익률곡선을 조정해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양적완화 정책은 중간 중간 잠깐의 휴지기를 갖긴 했지만, 사실상 2008년 직후부
터 올해 10월말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QE26)와 QE37) 사이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비정통적 통화정책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연준이 단
6) 2차 양적 완화(Round 2 of quantitative easing). 2010년 11월 3일 FOMC회의에서 6개월간 6,000
억 달러 규모의 추가양적완화(QE2)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1년 6월 30일 종료되었다.
7) 3차 양적 완화. 2012년 9월 13일 FOMC는 매달 400억 달러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MBS)을 사들이기
로 결정했다. 아울러 2014년 말로 예정된 초저금리 기조도 2015년 중반까지 6개월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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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채권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이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단기채권
금리는 높이고, 장기채권 금리는 낮추려고 했는데, 새롭게 돈을 찍어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적완화와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같은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QE1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9년 1월 중순이다. 연방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그해
1월 초 총 보유증권은 4,954억 달러였으며, 아직 모기지담보증권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재무성 채권이 4,758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QE1이 끝
난 3월말의 연준 대차대조표의 보유증권 총액은 2조 143억 달러로 올라갔다. 이 중
모기지담보증권이 1조 686억 달러, 재무성 채권이 7,767억 달러를 차지했다. 첫 번
째 양적완화 기간에는 주로 모기지담보증권을 사들여 부실채권으로 휘청거리는 금융
기관들을 구제해 준 것이다. 이와는 달리 QE2에서는 재무성채권을 주로 매수했다.
2차 양적완화가 끝난 직후인 2011년 7월초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모기지담보
증권의 총액은 9,089억 달러로 축소된 반면, 재무성채권은 1조 6,070억 달러로 늘
어나 있었다. 보유증권 총액은 2조 6,479억 달러로, QE1 직후보다 6천억 달러 이
상 증가했다.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기간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단기 채
권 간 구성변화를 이용했기 때문에 자산총액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2012년 11월부
터 QE3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시 자산매입이 증가하기 시작해, 종료시점인
2014년 10월말에는 4조 2,239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모기지담보증권이 1조 7,235
억 달러, 재무성채권은 2조 4,607억 달러를 차지했다. QE1 개시시점과 비교하면,
연준의 자산이 약 3조 7천억 달러가 증가했다. 그만큼의 돈을 ‘시중’에 풀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4조 달러 가까운 돈이 실제로 시중에 풀린 것은 아니다. 예
금기관들은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아야 하는데, QE시작점과 종료시점의
지급준비금을 보면, 8,778억 달러에서

2조 6,298억 달러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

다. 1조 7,520억 달러가 늘어난 것인데, 이 돈은 금융기관에 지원된 돈이 다시 연준
의 금고로 돌아와 초과지급준비금으로 예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준의 본원통화8)
계정에 따르면, 이 기간 본원통화 양은 2조 2,023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 중 1조
7,919억 달러는 지급준비금 증가분이고, 시중유통 통화는 4,104억 달러 늘었다.9)
양적완화 정책은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기를 막고, 투자자들의 패닉을 ‘치유’했
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년 간 시중에 막대한 자금
을 풀어 모기지담보증권을 사들였지만, 이는 금융기관을 위한 정책이었을 뿐, 그 혜
택이 가계로까지 내려가진 않았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차압당하고, 결국 빼
앗길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한 부동산 전문 연구기관에 따르면, 2008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약 5백만 가구가 집을 차압당했다고 한다.10) 또한,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8) 중앙은행이 지폐 및 동전 등 화폐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하여 공급한 통화를 말하며, 화폐발행액과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계로 측정된다.
9)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앞의 계산과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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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가주택보유율도 2008년 말 67.5퍼센트에서 현재 64.3퍼센트로 3퍼센트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양적완화 정책의 진정한 수혜자는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은
단지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위기 이전의 최고 수준을 넘어 역사적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2004년 10월 9일에 미국 주식시장은 정점에 이르렀었는데, 그
당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종가기준 14,164, S&P500 지수는 1,565를 찍었다.
제3차 양적완화가 시작되면서 두 지수 모두 이전 최고점을 돌파하였고, 역사적 고점
을 기록한 2014년 12월 23일 두 지수는 18,024와 2,082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는
현재 주가지수가 위기이전 최고기록보다 약 30퍼센트 가량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4. S&P500 주가지수 변화

출처: Yahoo Finance
*Operation Twist: 연준이 단기채권을 매각하고 장기채권을 사들여, 단기채권 금리는 오르게 하고, 장기채권 금리는
하락시키려고 실시한 정책이다. 2012년 6월 OT2를 실행했기 때문에 실제 종료시점은 2012년 말로 봐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이다. 경기는 불황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당연히, 버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Forbes지의 블로그 컬럼니스트로 유명한 제시 콜롬보(Jesse Colombo)는
“주식시장이 엄청난 폭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23가지 차트
(These 23 Charts Prove That Stocks Are Heading For A Devastating
Crash)”란 글을 통해 그 ‘버블붕괴’의 위험성을 알렸다. 23가지 차트 중 가장
간명한 차트는 기업의 이윤 대비 주식가치의 비율을 보여주는 Shiller P/E10 Ratio
와11) GDP대비 시가총액 비율인데, 2014년 12월 23일 기준 업데이트된 자료를 그
10) CoreLogic. http://www.corelog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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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5로 나타냈다. 먼저 기업의 주가/이윤 비율을 보면 현재 27.34배로 1870년 이래
역사적 평균값 16.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IT버블 붕괴 직전과
대공황 직전 다음으로 높은 역사적 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가총액
/GDP비율도 현재 1.27로 1950년 이후 중간값인 0.65의 두 배 수준에 와있다. 미
국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그림5. S&P500 Shiller P/E10 Ratio와 시가총액/GDP 비율

출처: Multple. http://www.multpl.com/shiller-pe/
VectorGrader. http://www.vectorgrader.com/indicators/market-cap-gdp

11) 로버트 쉴러 교수가 단순 PER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지표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10년 평균
월 기업 이윤을 사용한다.

8

원자재 가격 변동과 환율의 변화
최근 석유가격 폭락으로 일부 신흥국 통화가치의 급락이 있기 전에는 환율 관련된
주된 관심사가 ‘강 달러-약 엔’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외환시장의 흐름을 규정지은 주요 변수로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재정위기,
아베노믹스를 들 수 있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달러와 엔이 동반상승했다. 세계경제가 패닉에서 벗어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일본 엔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유로화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림6. 주요 통화의 대 달러 환율 변화*

*2005년 기준 1달러당 각 통화의 환율을 100으로 보았을 때의 지수변화 표시
출처: 한국은행
그러나 PIIGS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유로화는 급등락을 반복했다. 2012년 하반
기부터 유럽의 재정위기가 수습단계에 들어가자, 유로화 가치는 안정을 다시 찾았지
만, 엔화의 변동성이 심화되었다. 일본의 아베총리가 취임하면서 물가 2%-실질성장
률 2%를 회복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발표
하자, 엔화의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종
료되는 시점에 아베총리가 20조엔 규모의 재정투입과 80조엔 규모의 자산매입을 통
한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또 다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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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들은 ‘강 달러 시대의 도래’라고 현재의 외환시장 흐름을 명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장기 지속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와 금리인상 기조로의 전환이 임박했다는 예측에 따라, 본국으
로 환류되는 해외 투자자금이 단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달러강세가 당분
간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오는 달러는 다 어디로 갈까? 금융
기관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연준의 자산으로 매입된 모기지담보증권과 재무성
채권을 다시 사들일까? 현재 이들 채권의 수익률이 너무 낮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현재도 버블 논란에 휩
싸여 있는 상태라서 해외에 나가 있는 투자금의 환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
단된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엔화 가치가 급락했다고는 하나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엔화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그림6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 엔/달러 환율을 100으로 보면, 현재는 108.6으로 너무 많이 올
랐다고는 할 수 없다. 유로의 경우에는 101.5이고, 중국 위안화는 76.1이다. 유로는
2005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고, 중국이야 말로 ‘강 위안’ 시대를 열어가고 있
다.12)
그림7. 주요 통화대비 달러 가치의 장기적 변화

출처: 미국 연준
그림7은 장기적인 달러 가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슈퍼 달러’의 도래라고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2005년에 1달러 8.07위안이었는데, 2014년 말 현재 6.23으로 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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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전반적인 하락 추세 속에서, 일정한 밴드
안에서의 등락을 지속해 왔음을 보여준다. 만약 이 패턴이 앞으로도 반복된다고 예
상한다면, 현재의 달러 가치 강세는 밴드 상단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
다. 1973년 3월의 달러 가치를 100으로 지수화 하면, 2014년 말 현재의 달러 가치
는 83.8로 2011년 밴드 하단에 도달했을 때의 69보다 21퍼센트 상승했다. 앞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밴드 상단을 돌파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돌
파한다면, 어떤 정치경제학적 사건과 결부될지는 모르겠지만, ‘슈퍼 달러’ 시대의
도래란 말이 어울리는 새로운 글로벌 정치경제체제가 시작될 것이다.
그림8. 상품가격과 달러가치의 변화*

*2005년 12개월 평균값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가격지수 변화
출처: 한국은행, 미국 연준
최근 국제 원유가격의 급락과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 하락으로, 러시아, 브라질, 베
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등 석유와 광물 수출을 바탕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는 국가들
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부채위기에 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갑작스런 가격변
동과 관련해,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과잉공급설, 미국의 대 러시아 정치음모
설, 투기세력의 상품시장 조작설 등 크게 세 가지 설명이 미디어에 주로 소개되고
있다. 이 세 가지 모두 급속한 상품가격 변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단기
적으로 볼 때 최근의 변화는 달러가치 변화와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프리
프랑켈(Jeffrey Frankel) 하버드대 교수는 유가의 급등은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다른 통화를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 유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최근의 석유가격과 원자재 가격 변화를 달러가치 변화
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3) 그림8은 그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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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국제상품시장에서는 선물이건 현물이건 대부분 달러표시 상품들이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가치와 상품가치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인다.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2011년부터 달러가치 상승과 더불어 국제상품지수는 전반적인 하
락 경향을 보였고, 원유가격은 하향 안정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최근의 유가 급
락은 달러가치의 급등과 정확히 대칭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 현상이 중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추세와 연계되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과
소비 진작과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015년에 둘 중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어
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제가 뚜렷한 모멘텀과 방향성 없이, 미국의
금융통화정책을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유가의 하락이 침체의 심
화로 이어질지, 침체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이 될지도 미국의 금융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증권시장, 외환시장, 상품시장, 실물 무역시장
등 모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미국 연준의 정책변화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 그렇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냐고 한다면, 대답이 궁색해 지긴
하지만, 지금은 그밖에 다른 큰 변수를 언급하기가 쉽지 않다고는 말할 수 있다.
2015년의 국제시장의 주된 동향은 미국 연준 의장 재닛 옐런의 입에서 언제 금리인
상이란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 규정될 것이다.

유럽·중국 경제 전망
그림9. 미국, 독일, 유로 존의 성장률 비교

출처: IMF
13) Jeffrey Frankel, "Wｈy Are Commodity Prices Falling?", Project-Syndicate.(2014. 12. 15).
http://www.project-syndica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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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제위기 이후,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의 빠른 경기회복은 자본주의 다양성
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유럽모델이 미국모델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
다는 예로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경향이 뒤바뀌었다. 최근 언론에 많
이 회자되듯, 미국의 2014년 3분기 성장률이 5퍼센트로, 11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14) 이와는 달리, 독일은 0.1퍼센트, 프랑스는 0.3퍼센트, 영국은 0.7퍼센
트의 성장을 기록했다. IMF에 따르면, 2015년에 미국은 올해보다 높은 3퍼센트의
GDP성장률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독일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5퍼센트의 미진
한 회복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이보다 낮은 1퍼센트 미만의 성
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유로존 전체를 봐도 1.3퍼센트 성장률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10. 유로존, EU, 미국의 실업률 비교(2014년 9월까지)

출처: OECD(harmonized unemployment rate)
EU, 특히 유로존 쪽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률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
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은 2011년부터 실업률이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해, 2014
년 9월 기준 5.98퍼센트까지 떨어졌다. 반면, EU는 2013년까지 실업률이 계속 증
가했으며, 겨우 올해 들어서야 서서히 감소 추세를 형성해 내고 있다. 9월 기준 EU
평균 실업률은 10퍼센트이고, 유로존의 경우는 11.5퍼센트나 된다. 특히 스페인과
그리스는 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그리스는 26퍼센트, 스페인은 24퍼센트이
다. 청년실업률은 더 큰 문제다. EU와 유로존의 평균 실업률이 각각 22퍼센트, 23
퍼센트에 이른다. 스페인과 그리스의 청년실업률은 이 수치의 두 배 수준이다. 유럽
14) 이는 직전분기 대비 분기 GDP성장률을 1년 치로 환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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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EU Commission)와 유럽이사회(EU Council) 모두 최근 대규모 실업사태의
상시화로 유럽의 경제가 점점 활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를 표방하며, 적극적인 대처
를 천명했다.
하지만 EU는 미국과는 달리 정치적 통합 수준이 낮아, EU차원의 경제 정책이 실
효성을 갖기 쉽지 않다. EU 중앙은행이 있기는 하지만, 회원국마다 경제현실이 현격
히 다르고, 사용할 수 있는 정책기제의 제한이 커, 지역차원에서의 경기부양 효과는
미진한 상태다. 게다가 EU는 가까스로 PIIGS15)의 재정위기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
황을 막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통
한 경기부양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처럼 과감한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지도 못했다.
그동안 펼친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조치는 PIIGS의 사태수습을 위한 것이었고,
재정위기가 안정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유럽중앙은행은 풀린 돈을 조금씩 회수해
왔다. 지금까지 EU는 성장보다는 안정에 강조점을 두어 왔다. 최근에 들어서야 미진
한 경제성장률 회복과 높은 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해, 약 1조 유로 수준의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16) 2015년 EU가 그동안의 재정안정 우선 정책에서 다
소 탈피해, 과감한 경기부양책 쪽으로 선회하고, 동시에 재정위기의 재발을 막는
‘신의 한수’를 둘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그림11. 중국의 GDP와 무역량 변화

출처: IMF
15)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재정부실이 국가채무불이행 위험으로 연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됨. 이에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이니셜을 따 PIIGS로 지칭.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
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머릿글자를 딴 것.
16) 유럽중앙은행의 QE에 관련해서는 Jana Randow, "Europe's QE Quandary", Bloomberg 참조.
http://www.bloombergview.com/quicktake/europes-qe-qua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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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살펴볼 2015년 세계경제의 주요변수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이다. 그림
11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을 계기로 하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14퍼센트의 경이적인 GDP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로 인해 10퍼센트 미만의 성장추세가 시작되었다. 그 후에도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낮아져, 2012년에는 처음으로 8퍼센트 밑으로 떨어졌고, 올해에도 7.4퍼센트 정도
가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성장률이 내년에는 이
보다도 낮은 7.1퍼센트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대외 경제여건이 안 좋
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중국 국가당국이 정책적으로 수출주도 고도성장 체제에서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내수의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기조를 선회하고 있기 때
문이기도 하다. 이를 경제언론에서는 보통 중국의 리밸런싱(re-balancing) 정책이라
부르고 있다. 실제로, 수출과 수입의 증가율이 최근 몇 년 동안 7퍼센트 미만으로
‘하향안정화’ 되고 있다. IMF는 내년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리밸런싱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00년대 세계경제의 성장엔
진 역할을 했던 중국이 정책적으로 감속기조로 선회하면서, 지구적 차원의 D(디플레
이션) 공포를 심화시킬 수 있다. 최근의 석유와 원자재 가격하락이 중국의 정책선회
와 맞물리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플레이션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동안 중국의 고도성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 왔던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식으면서, 부동산 버블의 붕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
찬가지로 가계자산의 70퍼센트 정도가 부동산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부동
산 가격의 하락은 전반적인 버블의 붕괴까지는 아닐지라도,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이
어질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문제로 계속 축적되는 중국
금융권의 악성부채를 들 수 있다. 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보면, 중국 당국이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문제가 서구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큼은 심각하지 않기 때
문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부실부채 비율은 1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서구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17)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던 시기의 부실부
채 문제와 경기둔화, 혹은 불황기의 부실부채 문제는 성격이 다를 것이라고 판단된
다. 불확실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감속 기
조 속에서 ‘리밸런싱’과 함께 부동산 ‘버블’, ‘부실부채’의 문제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2015년 세계경제정세의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란 사실은 분명하다.

17) Adam Slater, "China: How bad could bad loans get?", Oxford Economics(2014.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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