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되는 체감경기
체감경기, 경기실상은?
경기실상은?

□ 일시 : 2018. 10. 10(수) 14:00~15:30
□ 장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루비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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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간

진행 순서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 회 사 권태신(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발 표 1

체감경기지수 동향과 평가: BSI를 중심으로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14:10~14:40
발 표 2

14:40~15:30 종합토론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좌 장

신세돈(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강성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윤경(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김윤기(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
민성환(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주

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가나다順)

15:3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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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경기지수 동향과 평가:
BSI를 중심으로
김 윤 경 (한 국 경 제 연 구 원 기 업 연 구 실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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ⲳ᭥⇶ࡹ۵ ℕqĞʑ Ğʑᝅᔢᮡ Ⲵᖙၙӹ

ℕqĞʑḡ⢽ ࠺⨆ ၰ ᔍᱱ
ʑᨦĞʑᝅᔍḡᙹ #4* ෝ ᵲᝍᮝಽ
ʡᮅĞ ⦽ǎĞᱽᩑǍᬱ ʑᨦᩑǍᝅᰆ

༊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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Ⳓ.PUJWBUJPO
Ğʑ ǎ໕ᨱ ם ⦽ݡ
ⷃ Ğʑ ⫭ᅖᖙ WTĞʑ ⦹v ǎ໕ ḥ᯦
 ᱶᇡ əฑᇢᨱᕽ ⳨ }ᬵ ⫭ᅖ⮱˱⫭ᅖᖙ ᨙɪ
⳪ ⦺ĥ ᯝᇡᨱᕽ۵ ᅙĊᱢᯙ Ğʑ ⦹v ǎ໕ ᯦࠭ ᵝᰆ
0&$%Ğʑᖁ⧪ḡᙹ $-* ⦽ǎ }ᬵ ᩑᗮ ⦹
Ğʑ ࠺⧪ḡᙹ ᙽ⪹ᄡ࠺⊹ }ᬵ ᩑᗮ ⦹  Ğʑ ⦹vǎ໕ ❱݉ ⩥ᰍ }ᬵ ᩑ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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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ⷃ Ğʑ ḡ⢽ ⧕ᕾ ၰ ᩩ⊂ ᵲᖒ ᷾ݡ
☖ĥℎ ᩩ⊂ಆ ׳ᯕʑ ᭥⧕ Ğʑᖁ⧪ḡᙹ }⠙ ᯲ᨦ ₊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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Ğʑෝ ❱݉⦹۵ ႊ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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ᖅྙ᳑ᔍ

ʑᨦ ᗭእᯱ ॒ Ğᱽᵝℕॅ᮹ Ğʑ❱݉ ၰ ᱥᨱ š⦽ ᖅྙ᳑ᔍෝ
☖⦹ᩍ Ğᱽ࠺⨆ ❱݉

ʑᨦĞʑᝅᔍḡᙹ #4* 
ᗭእᯱ࠺⨆ḡᙹ $4* ॒

ĥప༉⩶

Ğʑᨱ ᩢ⨆ᮥ ၙ⊹۵ b᳦ ᄡᙹॅᮥ Ğᱽ༉⩶ᮥ อॅᨕ ᇥᕾ

ĥᩕ ༉⩶
Ñĥప༉⩶

aᱶ᮹ ᥑ౩ʑ ႑⇽ప ᄲᬱ ⪹ᯱ ᙹ ॒ ʙÑญ Ğʑ ᩩ⊂ḡ⢽ෝ ⪽
ᬊ⦹ᩍ እŖᱢᮝಽ Ğʑ ❱݉

aᱶ᮹ ᥑ౩ʑ ႑⇽ప
ᗭᵝ᪡ ๆᵝ ❱ๅప
ᩍᖒ᮹ ᪘₉ฝ ॒

ʑ┡

᳦ඹ

ℕqĞʑḡ⢽
 ʑᨦŝ ᗭእᯱ ॒ Ğᱽᵝℕa Ğᱽ⪽࠺᮹ ᝅᱢŝ ĥ⫮ ྜྷa ॒ Ğʑ࠺⨆ ॒ᨱ
 ⦽ݡᯱᝁॅ᮹ ᮹čᮥ Ḣᱲ ᳑ᔍ ḡᙹ⪵ ⦹ᩍ ӹ┡ԕ۵ ḡ⢽
 ᖅྙ᳑ᔍෝ ☖⦽ Ğʑᩩ⊂ ႊჶᮝಽ ݡ⢽ᱢᮝಽ #4* $4*॒ᯕ ᯩᮭ
,PSFB&DPOPNJD3FTFBSDI*OTUJUVUF

-5-

Ⳕǎԕ Ğʑℕqḡᙹ
ǎԕ Ğʑℕqḡ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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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L/#FFVL/#HVL#+㬚ጫ⳾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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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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ⳕ,&3*ʑᨦĞʑᝅᔍḡᙹ #4*  ⴘ ᱶ᮹
ʑᨦĞʑᝅᔍḡᙹ 
 #4* #VTJOFTT4VSWFZ*OEFY ʑᨦℕa ۱ӝ۵ ℕqĞʑෝ ӹ┡ԕ໑ ᮥ
ʑᵡᮝಽ ᯕᅕ݅ ԏᮝ໕ Ğʑᦦ⪵ෝ ᩩᔢ⦹۵ ʑᨦᯕ ⪙ᱥ ࢁ ʑᨦᅕ݅ ฯᮭᮥ
᮹ၙ⦹Ł ᅕ݅ ׳ᮝ໕ Ğʑ⪙ᱥᮥ ᩩᔢ⦹۵ ʑᨦᯕ  ฯ݅۵ äᮥ ᮹ၙ
ḡᙹ ᯲ᖒ ႊჶ 
 ᱥᬵእ ݡእ ᷾a qᗭ ᇩᄡ ॒᮹ ᄡ࠺ႊ⨆ᮥ ❭ᦦ⧕ᕽ ᷾aෝ ᩩᔢ⦽ ᨦℕᙹᨱᕽ
qᗭෝ ᩩᔢ⦽ ᨦℕᙹෝ ₉q⦽ ⬥ ᯕෝ ᱥℕ ᮲ݖᨦℕಽ ӹ٥ᨕ ĥᔑ
ʑᨦĞʑᝅᔍḡᙹ 

ɮᱶᱢ᮲ݖᨦℕᙹ ˀ ᇡᱶᱢ᮲ݖᨦℕᙹ 9
ᱥℕ ᮲ݖᨦℕ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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ⳕ,&3*ʑᨦĞʑᝅᔍḡᙹ #4*  ⴙ ℕqḡ⢽᪡ ᝅᱽĞʑ᪡᮹ šĥ
Ğᱽᖒᰆශ (%1 ᪡ #4*ᱥ
 Ğᱽᖒᰆශŝ #4*ᱥ᮹ ᰆʑ ⇵ᖙ ᮁ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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ⳕ,&3*ʑᨦĞʑᝅᔍḡᙹ #4*  ⴙ ℕqḡ⢽᪡ ᝅᱽĞʑ᪡᮹ š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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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Ⱑ䂊㓁ⴙ ˱GỚ䂊㓁ⴙㅁ +<2

⇽ ☖ĥℎ ⦽ǎĞᱽᩑǍ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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Ⳗ,&3*ʑᨦĞʑᝅᔍḡᙹ #4* ᮹ ✚Ḷ  ⴘ Ğᱽᯕᛩᨱ ᷪb ၹ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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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ԉᇢᯕᛩ ȡၙᵲ ྕᩎᱥᰢ ȡᵝ e ɝಽe ॒ᨱ ᷪbᱢᮝಽ ᩢ⨆
  ᵲၹʭḡ ᔢ ʑ᳑ᩡᮝӹ ⦹ၹʑ ᱲᨕॅ໕ᕽ ⦹
  ᬵᨱ۵ ݅ᗭ ᔢ⦹۵ ⇵ᕾ✚ᙹ ॒ᮝಽ ݅ᗭ ᔢ⦹۵ ⇵ᖙ
!᱅ ᤱテើᤱⷥ⮭㓁ⴙ+<2 Ớ䂦

⇽ ⦽ǎĞᱽᩑǍᬱ ⦽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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Ⳗ,&3*ʑᨦĞʑᝅᔍḡᙹ #4* ᮹ ✚Ḷ  ⴙ ᔑᨦᄥ ₉ᯕ ᳕ᰍ
ᔑᨦᄥಽ ᱥ˱ᝅᱢ ₉ᯕ ᳕ᰍ
 ↽ɝ ֥e ᵲ⪵⦺ Ŗᨦ qᗭ ᯱ࠺₉˱᳑ᖁ ᨦ᳦ ᇡḥ ᝍb ℁v ॒ ʑၹ ᔑᨦ ᧞⪵
 íᯥ ॒ ⎹▱⊁ ᔑᨦ ⪙᳑ ᱥ ᮹᧞⣩ ᱽ᳑ᨦ ॒ ᝁᔑᨦ ᧞ḥ
ᔑᨦᄥ ࠺⨆

ᇡḥᨦ᳦

⪙᳑ᨦ᳦

⇽ ⦽ǎĞᱽᩑǍ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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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Ğʑℕqḡ⢽᮹ ᵲᖒ
 Ğᱽᵝℕ᮹ ᵝšᱢᯙ Ğʑ ❱݉ŝ ᝍญෝ ၹᩢ⦹အಽ Ğʑ❱݉᮹ ᱶ₦ᱢ ⪽ᬊ a܆
 ʑᨦॅ᮹ ⚍ᯱ᪡ Łᬊ aĥ᮹ ᗭእḡ⇽ ॒᮹ ✙౭ऽෝ ᩩ⊂⧁ ᙹ ᯩ۵ ᯱഭ
Ğᱽḡ⢽᪡ ℕqĞʑ᮹ ƕญ
 ℕqĞʑḡ⢽۵ ᯕᛩᨱ ၝq⦹í ၹ᮲⦹ʑ ভྙᨱ Ğᱽḡ⢽ᨱ እ⧕ ॒ᯕ ⓕ ᙹ ᯩᮭ
 ᙹ⇽ȡĞᱽᖒᰆශ ॒ ɮᱶᱢ Ğᱽḡ⢽۵ ၹࠥℕ ॒ ᯝᇡ ᔑᨦ ၰ ʑᨦᨱ Ḳᵲ
Ğᱽᵝℕe ᔑᨦe ḡᩎe ᗭाĥ⊖ ᔍᯕᨱ ۱ӝ۵ ᱶࠥӹ ᗮࠥ໕ᨱᕽ ₉ᯕ ᳕ᰍ
 ℕqĞʑ۵ ԕᙹ᪡ Łᬊ ॒ ǎԕĞʑᨱ  ⦽ݡእᵲᮥ Ⓧí ၹᩢ
 Ğᱽḡ⢽ ᖅእ⚍ᯱ Łᬊ ॒ a ᦦ⪵ࡹŁ ᯩᨕ ᝅྜྷĞʑ᪡ ℕqĞʑ Ċ₉a ⇶ᗭ
ᔍᱱ
 ℕqĞʑḡ⢽۵ ᱶ₦ ᄡ⪵ᨱ ᩢ⨆ᮥ ฯᯕ ၼᮝအಽ ᱶ₦᮹ ḡᗮᖒŝ ᯝšᖒ ᵲ
 ԕᙹ ⪽ᖒ⪵᪡ Łᬊ ᷾ ॒ ݡǎԕĞʑ ⪽ᖒ⪵a ℕqĞʑ }ᖁ᮹ ⧖ᝍᗭ
⩢ᝁᔑᨦ ᮂᖒ Ƚᱽ}⩢ ॒ ʑᨦ⪹Ğ}ᖁᮥ ᭥⦽ ᱶ₦ᱢ י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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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주 원 (현 대 경 제 연 구 원 경 제 연 구 실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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ࢷۉݡ

ʾࢼ  ୕ۺ،߄



ࢷۉݡ

έܶ ৗ ̘࢝୕ ҩխ ʾࢼ࣬җࡿ ݧնࢳ ː  ̔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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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ॴࢳ ୕ࢺॷ˒ ୖ࢝ࢳ ࢟ࢺࢺॷ ̘࣌ծ ࡧऌଢߛ ଛЩ

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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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강성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발표문 요약
□ 발표문들은 최근 한국경제의 현황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를 분석하여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장기적 경기위축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주요 지표로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는 2017년 5월이 경기 정점, 내구재 소
비 중심의 소비회복은 되나 증가세 둔화, 설비투자 부진 지속, 건설경기 침체 본
격화, 수출 증가율 둔화, 경제 공용창출력 고갈 등임. 그 외에 물가상승률은 1%대
를 유지하고 있음.
□ 이들 지표를 근거로 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018년 2.8%에서 2019년 2.6%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전망은 다른 국내기관이나 국제기구들의 회의적 전망치와 유사함
□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확장적 재정 및 팽창적 금융정책의 투자활성화, 소비회복정
채 등을 제시하고 있음.

토론문 요약
□ 본 발표는 최근의 경기지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장기적 불황에 직면할 수 있음
을 경고하고 있음.
□ 본 발표문에는 이러한 장기적 침체를 예상하는 지표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논
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의 경제상황이 어둡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만이 이러한 부정적 지표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최근의 상환은 단순히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즉, 대외적
여건은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함
□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비유연적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
직화 등)이 한국경제의 현황에 대한 영향을 면밀하게 볼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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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외 여건(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유가상승, 미국 등 금리 인상, 환율 변동
등)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얼마나 가중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
함.
□ 이러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추 후 대응정책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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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김 윤 기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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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상황 판단과 경제전망
2018. 10. 10.
김윤기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

I. 현 경기상황
❑ (경기 국면 진단) 국내경기는 2017년 2/4~3/4분기 중 고점형성 이후 지
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국내 경기지표의 움직임은 2016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회복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여 왔으나, 2017년 정점 이후 내림세로 전환하고 최근 들어
하락폭이 확대
◦ 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각각 2017년 2/4분기와 3/4
분기 중 고점을 형성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8.5월)99.6→(6월)99.4→(7월)99.1→(8월)98.9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18.5월)100.1→(6월)100.0→(7월)99.8→(8월)99.4
[경기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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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성장) 세계경제는 2016년 중반부터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이
동반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점차 개별 국가의 경제여건에 따
른 성장 격차가 확대될 전망
◦ 세계경제는 2018년 중 경기회복세 정점을 지나 이후 각 국가별 경제상황
에 따라 성장의 차별화가 진행될 전망
－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선진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투자확대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여 왔
으나, 점차 조정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
－ 신흥개도국은 개별 국가의 경제기초여건, 정치적 상황, 자원수출입 여부 등
상이한 요인들의 진행경과에 따라서는 성장률 차별화가 확대될 전망
－ 최근 미·중간 무역분쟁 심화, 신흥개도국의 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은 세계경
제 성장의 불확실성 높이고 하방압력요인으로 작용
세계경제 성장률(IMF, 2018.7월 발표)
(단위: %)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영국
신흥개도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아세안5

2017

2018

2019

3.7
2.4
2.3
2.4
1.7
1.7
4.7
6.9
6.7
1.5
1.0
5.3

3.9
2.4
2.9
2.2
1.0
1.4
4.9
6.6
7.3
1.7
1.8
5.3

3.9
2.2
2.7
1.9
0.9
1.5
5.1
6.4
7.5
1.5
2.5
5.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8

❑ (세계교역량) 세계교역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호조에 따른 투자확대로
신장세를 보이며 4%대 중후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보
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교역 위축 요인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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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는 2019년 세계교역신장률이 전년도(2018년 4.8%)에 이어 양호한 수
준인 4%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경기정점을 지나면서 추가적인 투자확대 여력이 약화되면서 4%
내외, 신흥개도국은 선진국보다 높은 5%대 초반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 세계무역탄력성(세계교역신장률/세계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2.0을 상회
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11~2016년) 1.0으로 급락한 뒤 2017년
역사적 평균 수준인 1.5으로 회복(2018년 1.4, 2019년 1.3 전망)

❑ (세계경제 위험요인) ① 미·중간 통상마찰 심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
의 강화 ② 미국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신흥개도국 경제위기 가능성
③ 정치·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 미·중간 상호 보복관세 부과 등 점차 격화되고 있는 양국 간 통상마찰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세계교역 위축과 세계경
제성장률 하락을 초래
◦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와 유럽중앙은행의 자산매입 축소 등 주요 선진국
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취약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
－ 특히 과다 외화부채와 GDP대비 높은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비중 등
으로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신흥개도국들을 중
심으로 자본이탈, 자국통화가치 급락 등으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변동성
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

❑ (국제유가) 2019년 배럴당 70달러 내외 수준 전망
◦ 세계경제 성장세로 세계원유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9,910만 배럴과 1억 50만 배
럴로 예측
◦ 이란·베네수엘라의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정정불안국들의 생산차질 둥은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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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미국의 셰일오일 등 비전통 원유 생산 증가세, OPEC의 증산 가
능성 등은 국제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
－ 최근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채산성확보가 가능해진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업체들의 생산량이 증가
－ 2018년 7월 기준 미국에서 원유 시추기 가동대수는 2016.5월 316개에서
175% 증가한 869개, 유가상승 시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는 시추후 미완결 유
정은 2014년 이후 최고치인 8,033개
투자은행 유가전망

주: WTI와 브렌트유의 평균
자료: Bloomberg

III.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2018~2019년 경제성장률은 투자가 부진하며 2%대 중후
반대를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는 임금과 자산가격 상승효과 둔화, 고용부진, 금리인상 등으로
소폭 둔화될 전망
◦ 건설투자는 지난 3년(2015~2017년) 연평균 8.2% 증가하여 우리경제 성장
을 견인해 왔으나, 2018년부터 수축기에 진입하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투
자증설의 일단락,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부담 등으로 낮은 증가
율을 기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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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량)은 당분간 세계경제회복세가 유지되는데 힘입어 양호한 증가
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전망

❑ (고용시장) 인구구조변화, 전통 주력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등 고용시장 어려움이 예상
◦ 금년 들어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
데 15~64세 연령인구는 2017년 8월 이후 감소로 전환
－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전년동기대비,천명): (’17년)325→(’18.1/4)270
→(2/4)242
◦ 취업자 수 증가폭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실
업률 상승 등으로 둔화
－ 전체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대비,만명): (’18년 상반기)14.2→(6월)10.6→(7
월)0.5→(8월)0.3
◦ IT제조업을 제외한 전통 주력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 생산성이 낮은
일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증가의 한계 등도 양적 고용증가세 둔화의 주
요 요인
◦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예산의 대폭 확대로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은 고용여건 개
선에 기여할 전망
❑ (경상수지)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점차적으로 축소될 전망
◦ 경상수지(GDP대비)흑자 비율은 2015년 7.7%를 정점으로 2017년 5%,
2018년 4%내외에서 2022년에는 2%대 후반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는데 주로 기인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 적자는 소폭 확대될 전망

❑ (소비자물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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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근원물가가 완만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
◦ 공급측면의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기조적 물가흐름을 반영하는 근원물가
(식료품및에너지제외)는 명목임금상승과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완만한 오
름세를 나타낼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대비,%): (’17년)1.9→(’18년 전망)1.6→(’19년 전망)1.8

❑ (금리와 환율) 세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금리도 제한적인 오
름세를 보이고, 원/달러환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금리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국내금리는 우리경제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낮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제한적이고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원/달러환율은 우리경제의 경제기초여건, 풍부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경상수지는 1998년 이후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7월 현재 누
적 흑자는 7,719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
－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14년 각각 순채권국과 순대외금융자산국으로 전환
하였으며, 외채 구조개선 등 대외지급능력과 대외건전성이 제고
－ 주요국가와의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1,328억달러, 외환보유액의 33% 상당)
등으로 외환안정망 확충

❑ (중기 경제전망) 향후 5년(2018~2022년) 실질GDP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 내외에서 등락할 전망
◦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율은 이전 5년(2013~2017년) 기간 보다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되나, 투자는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
－ 민간소비는 이전 5년 2.2%에서 2%대 중후반, 총수출은 2%대 초반에서 3%
대 초반으로 높아질 전망
－ 건설투자는 2018년부터 수축기에 진입하여 향후 3년간 감소를 기록하고, 설
비투자는 전통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력이 약화되면서 향후 5년간 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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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3%에 미치지 못할 전망

❑ (잠재성장률) 2018~2022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7% 내외 수
준으로 지난 5년(2013~2017년)에 비해 0.3%p 하락할 것으로 추정
◦ 인구고령화 지속 등으로 노동의 기여도가 하락하고 자본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정체될 전망
－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실업률 상승, 주당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총노동투입 증가세 둔화로 하락
－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건설투자 감소, 설비투자 증가폭 둔화로 이전 5년에
비해 소폭 감소
－ 향후 5년 기간 중 생산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연평균, %p): 노동 0.0, 자본
1.3, 총요소생산성 1.4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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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민 성 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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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는 체감경기, 경기실상은?
민성환(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ㅇ 체감경기 지표는 실물경기 지표에 일정 시차를 두고 앞서 발표되
는, 이른바 속보성 있는 경제지표로써 동 지표의 활용을 통해 정부
나 민간에서의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조사 기간
이 단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변동 요인이 추세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ㅇ 우리나라 체감경기 지표들(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은
올 들어 일제히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
생산 등 실물지표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인 점에
서 최근의 체감경기 약화가 국내 실물경기의 추가 하강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는 판단
ㅇ 정부는 최근에 현저히 부진한 투자와 고용 부문의 회복을 위해 주
력하는 동시에 아직까지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소
비가 침체되지 않도록 국내외 실물경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ㅇ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미중 통상마찰 심화, 금리인상 기조 확산, 신
흥국 금융불안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수
출활동이 급속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고부가/신산업 수출품목 발굴
과 수출선 다변화 등에도 계속해서 주력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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