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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 사례(대공황,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융위기보다 크고 길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경제의 체력마

를 살펴보면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저 쇠약한 상태이므로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향후 세계경

이고,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V자형 회복은 어려울 전

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

망이다. 결국 장기불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

우 위기 이전에도 이미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약화된 상

정여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한 두 번의 대규모

태이다. 지난 수년 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책실

유동성 공급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험으로 쇠약해진 한국경제는 GDP 갭이 계속 확대(실질성

것이며,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

장률 < 잠재성장률)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물경제의 어

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려움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매우 커졌으며 주가의 경우

있다. 생산적인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비생산적인 곳에 재

유동성 공급 등 호재에 따라 급등하였다가 다시 급락하는

원을 이전하는 비효율적 정책을 배제하여 성장동력의 훼손

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부문의 부

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을 통

진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조

해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시장을 선점할

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역부문에 있어서도

수 있는 동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교역부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그동안의 정책실험은

국의 수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패한 원인이라

종합하면 이번 위기는 그 강도와 지속기간이 글로벌 금

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I. 서론

단시간에 위기를 극복하거나 오랜 기간 지속되
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

□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pandemic)으로 공급망
이 붕괴되고 수요가 위축되면서 금융시장마저 출
렁이고 있음
◦조달-생산-물류 등 모든 단계의 공급망이 붕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요마저 급감하면서
실물경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색하고자 함
- 모든 경제위기는 장기간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경기가 호황이라는 착각이 지배하고 이로 인해
과잉·과오투자가 만연하다가 정부정책이 긴축 정
책으로 전환되면서 버블이 꺼지고 경기 불황이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는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고 주식

평판과 달리 10년이나 지속된 데는 정부의 개입

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자금이탈이 현실화되면서

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자원이 비효율적

대공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

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임

조되고 있음

□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장기적인 저금
리와 과도한 유동성 확대로 누적되어온 부작용이
터져 세계적인 공황이 올 거라는 우려가 확대되어
온 상황
◦장기적인 저금리로 위험자산과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급증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세
계적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1930년대의 대공황
과 유사한 경제 환경이 조성되어 왔음

□ 더욱이 경제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가운
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에 휩싸인 우리나라 경
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음
◦성장과 분배가 함께 무너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를 맞고 있어 과거에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
복한 전례가 현재에도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
이 커지고 있음

□ 본 연구는 과거 대공황,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
기 전후의 경제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고 위
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과거의 위기 사례를 보면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
융위기로 전이되거나 실물경제에서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파급경로가 상이하지만,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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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 높은 규
제 수준, 법인세 인상 등은 불황을 극복하겠다
고 추진되었던 대공황 정책과 유사하다는 점이
현재의 경제위기가 장기화 될 거라는 우려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Ⅱ. 실물경제

◦산업생산은 1929년 8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
고, 10월에는 주식가격이 폭락하였으며 1930년

1. 위기 전후의 미국 경제

부터 193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은행위기가
발생하였음3)

가. 대공황 전후의 미국 경제
◦실물부문의 불황으로 야기된 부실채권이 은행파

□ 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영원한 번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기대
가 확산되면서 주식과 토지에 대한 투자 열풍이
일었음

산으로 이어지고 은행파산은 다시 실물경제의

◦1922년부터 1927년까지 자동차 생산은 연간

- 1929년에 3.2%이던 실업률은 4년 연속 증가하여

4.2% 증가했고, 석유생산은 연간 12.6%, 제조업

1933년에 24.9%로 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

생산은 연간 4%, 원자재 생산은 연간 2.5%씩

였음

증가했음1)
◦공급이 크게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해야 하지만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림
1>~<그림 6>에서 보듯이 4년 연속 실물경제 지

표가 악화되었음

- 실질GDP는 4년

연속 감소하여 1929년 대비

73.7% 수준까지 떨어졌고 물가도 연속 하락하면

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음

물가가 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미국의 통화팽
창정책이 자리 잡고 있음2)

- 실업률이

치솟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도

1929년 대비 81.6%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투
- 미국이 통화팽창정책을 쓴 이유는 스페인 독감의

자는 1929년 대비 10.7%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대유행으로 야기된 1920년의 불경기가 1년 만에
끝나고 생산이 증가하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또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달러가치가 상승

하고 영국의 파운드 약세가 지속되면서 교역조건
악화와 수출 둔화를 피하기 위해 유동성을 확대
하였음

□ FRB의 통화정책 실패와 더불어 미국 정부의 반
시장적인 정책이 겹치면서 실물경제가 3~4년 연
속 추락하는 대공황을 초래하였음
◦대표적인 반시장정책으로 1930년 6월에 통과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을 꼽
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1921년 7월부터 1927년 7월 사이 통

화량은 55% 증가하였는데, 통화량이 증가하자
이자율이 떨어지고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기가 붐을 맞았음

- 1차 세계대전 이후 농산물 과잉에 따른 미국 농

민보호를 위해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2만
개 이상의 품목에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1929년에 40%이던 평균 실

□ 시장이 너무 과열된다고 판단한 연방정부제도이사
회(FRB)가 통화팽창정책에서 긴축정책으로 전환
하자 주식가격이 폭락하고 은행위기가 찾아오면서
대공황이 시작되었음

효세율이 1932년에는 59%까지 치솟았음
- 이에 영국은 85 년간 유지하던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고 관세를 도입하였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경쟁적

1) Wood(2009) 「Meltdown」에서 인용. 토마스 우드의 「Meltdown」의 국내판은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로 번역되었음
2) Rutherford(1963) 「America’s Great Depression」 참조
3) 당시의 은행위기는 유동성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파산기업의 부채 증가, 자산가격 하락 등 실물부문의 불황으로 인해 은행에 부실채권이 쌓이면서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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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세를 인상하였으며 수입쿼터를 부과하면
서 보복대응에 나섰음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농산물의 수출이 급

□ 공황회복에 역효과를 낸 또 다른 반시장정책으로
노동자의 구매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1933년
6월에 제정된 국가산업진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NIRA)을 꼽을 수 있음

감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파산하는 농
민과 도산하는 지방은행들이 늘어났으며 이는

◦국가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제 도
입, 최대 노동시간(주 40시간), 청소년 고용금지

은행공황으로 이어졌음
- 관세전쟁이 심화되면서 25개국이 금본위제를 포

기하고 통화가치 절하와 보복 관세 부과라는 악

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규제와 생산설비, 가
동시간, 생산량을 제한하고 제품의 가격과 판매
조건을 강제하는 상품시장 규제임5)

순환을 초래하였음

◦이와 같은 근린궁핍화정책으로 세계 교역량이
급감하였으며 미국의 수출과 수입도 큰 폭으로

◦과잉설비에 시달리던 섬유, 철강, 석유산업들은
국가산업진흥법을 환영한 반면 당시 신산업으로
떠오르던 항공, 화학, 엔지니어링은 커다란 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4)
- <그림 7>과 <그림 8>에서 보듯이 미국의 수출은
1929년 대비 53.7%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수입

은 1929년 대비 63.1%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농업이 위기에 처하자 Hoover 행정부는 농업을
구제하기 위한 보조금과 구호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고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 재원을 조달

담요인으로 작용하였음6)
◦국가산업진흥법은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을 왜곡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생산 감소와 실업이 증
가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공황 회복에 역효과
를 초래하였음
◦<그림 3>에서 보듯이 실업률은 1934년에 21.7%

하였음

까지 치솟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이전까

- <그림 9>에서 보듯이 정부지출은 1929년 대비

지 연평균 18%라는 높은 실업률이 이어졌음7)

1930년에 110%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1931년

에는 115% 수준까지 증가하였음
- 재원조달을

위해

추진된

1932년

- 당시 실업자 수가 1,300만 명까지 증가했고 최저

임금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남부의 흑인노동
세법개정

(Revenue Act)을 보면 소득세의 조세감면을 줄이

고 최고세율을 24%에서 64%로 올렸음
- 또한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상하고 증여세, 휘발

유세, 자동차세를 새로이 도입하였음

자의 수는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8)

◦생산 및 판매 조건 규제와 임금 규제는 기업의
생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회복의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하였음

◦이러한 반시장정책으로 구조조정은 지연되었고
불황의 골은 깊어지고 길어졌음

4) 세계교역량은 1919년 대비 1930년에 81%, 1931년에 58%, 1932년에 39%까지 감소하였음
5) 국가산업진흥법에서 제외된 업종은 농업, 철도, 가내노동, 전문직, 비수익사업 등임
6) 양동휴(2009),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2008년 위기” 참조
7)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실업률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경기가 회복되었다기보다는 노동자의 29%가 징집되었기 때문임. Wood(2009) 참조
8) Wood(2009) 「Meltdow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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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벨트 행정부는 후버 행정부처럼 세금을 대폭
적으로 인상하고 공공투자, 공공일자리, 복지확대
등 비생산적인 곳에 지출하면서 공황을 장기화하
는데 일조하였음 9)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했고, 배당에

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미국 경제
□ 미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998년에서 2006년까지
68.3% 상승하였는데, 금리가 급등하자 서브프라
임 대출자들이 채무 변제를 포기하고 버블이 꺼지
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음

대한 5퍼센트의 원천과세를 부과하였음10)
◦금융위기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필요하지 않은
다리를 놓고 건물을 짓는데 투입하였으며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용하였음

모기지 관련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모기지 관련 시장은 상업은행, 모기지 전문 금융

회사, 투자은행, 기관투자자와 헤지펀드, 채권보

- Wood(2009)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건설된 다리

와 건물은 각각 7만 7천개와 11만 6천개에 달함

증회사 및 보험회사로 이루어져 있음
- 상업은행 주택 담보로 대출 & 모기지 전문기관

-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배우들을 고용해 무료

에 모기지 판매 → 연방주택저당공사(Federal

공연을 제공하고 워싱턴 공공건물의 새들을 쫓고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와 연방주택담보

바람에 날아다니는 풀 더미를 줍는 사람을 고용

대출회사(Federal

하는데 국민세금을 사용하였음

Corporation) 등 모기지 전문금융회사11)는 상업

Home

Loan

Mortgage

은행으로 모기지 구매 & 주택저당증권(MBS) 발

□ 이와 같이 1920년대 통화팽창이 촉발한 대공황은
정부의 잘못된 반시장정책으로 증폭되고 장기화되
었음

행 → 투자은행12) MBS 구매 & 부채담보부증권

◦경기회복은 루스벨트가 물러나고 전쟁이 끝난

◦모기지 관련 시장은 모기지 대출을 받은 가계가

뒤 민간투자가 회복되고 국제무역이 살아나면서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금융업계의 연쇄적인 영향

시작되었음

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CDO)13) 발행 → 기관투자자 CDO 구매 & 채권

보증기관에 신용부도스와프(CDS) 주문14)

◦Wood(2009)는 “무역을 파괴하는 관세, 경제활

- 2005년 1분기에 10.8%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동의 인센티브를 없애는 조세, 생산과 경제에

연체율이 2006년 1분기에 12.6%, 2007년 1분기

대한 통제, 곡물과 가축의 무의미한 파괴, 강제

에 15%로 상승하였음15)

적인 노동법 등 반시장정책과 정부개입으로 단
기간에 끝날 수 있었던 불경기를 12년간 지속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공황의 원인을 정부정
책 실패로 규정하고 있음

□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금융위기로 확대된
근원은 FRB의 저금리정책과 서민에게도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정책으로 신용불량자까지 대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9) Wood(2009) 「Meltdown」 참조
10) 2차 세계대전 마지막 해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94%에 달해 최고조에 달했음
11) 연방주택저당공사는 1930년 뉴딜 와중에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1968년 민영화되었는데 이에 대응하여 민간기업으로 연방주택담보대출회사가 설립되었음
모기지 전문금융회사는 민간회사이지만 공공기관이라고 할 정도로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고 있음
12) 대표적인 투자은행으로 베어스톤, 리번브라더스,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이 있음
13) 부채담보부증권은 자산유동화채권의 일종으로 현금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고정수입자산들을 담보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임
14) 신용부도스와프는 기업의 파산 위험자체를 사고파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일종의 보험상품임
15) Wood(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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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 버블 붕괴, 2001년 9.11 사태 발생, 실업
률 증가, 원유가격 상승 등의 충격으로 경제위
기가 올 거라는 우려로 FRB는 9.11사태 이후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11차례 인하하고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로 유지하

였음
◦저금리정책은 유동성 과잉을 초래하였고 유동성
이 풍부한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
렸음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정부의 서브프라임 모
기지 정책과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음

□ 미국은 긴급경제안정화법령(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을 제정하여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투입하였으나, 이는 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구조조정을 지연시
켰으며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초
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부실자산을 재무부가 사들여 금융기관이 부실자
산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은행 간의 대출
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은 결국 금융기관을 대신
해 납세자들이 부실자산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는 대출자가 상환능력
이 있는지를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기본

- 미국 정부는 1990년에 지역재투자법을 개정하여

원칙을 무시하고 정부지원으로 방만한 경영을

은행들의 지역개발 관련 대출의무를 강화해서 저

하던 금융기관을 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

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였음
- 1995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유동화를 허용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함

는 법을 제정하여 모기지 전문금융회사인 연방주
택저당공사와 연방주택담보대출회사에게 모기지
를 유동화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음
- 은행들은 대출자의 신용에 상관없이 모기지 대출

을 확대하였으며 모기지 전문금융회사에 모기지
를 매각하여 확보한 자금을 다시 대출을 확대하
면서 신용이 낮은 사람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음
- 정부가 손실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모기지 전문금

□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실업률
이 치솟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투자
가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충격의 깊이와 기간은 대
공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조사됨
◦<그림 3>에서 보듯이 2007년에 5%이던 실업률
이 2008년에 7.3%로 치솟고 2009년에는 9.9%
를 기록하다가 하락하였지만 2007년 수준으로
하락하는데 10년이 소요되었음

융회사는 손실을 걱정하지 않고 모기지유동화증
권 규모를 확대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현상
이 발생하였음

◦FRB의 확장적 통화정책,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
의 보증을 받은 모기지 전문금융회사의 방만한
경영이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의 버블이 형성되고
버블이 꺼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임16)

◦GDP 성장률이 2007년에 –0.1%, 2008년에 –2.5%
를 기록하여 연속 2년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
록하였지만 2007년 GDP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4
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듯이 소비는 2007
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3년이 걸린 반면 투자
는 7년이나 소요되었음

16) 2008년 3월 JP 모건은 파산위기에 몰리자 FRB는 290억 달러의 긴급지원금을 투입하여 베어스톤스가 JP 모건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공적자금 2000
억 원을 투입하여 모기지 전문금융회사인 연방주택저당공사와 연방주택담보대출회사를 국유화했음. 막대한 구제금융 투입에도 불구하고 리먼브라더스가 2008년
9월에 파산하였고, AIG가 부도위기에 몰리고 채무 불이행이 확산되면서 850억 달러를 투입하여 AIG의 부도를 막았음. 그리고 상업은행인 시티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3,000억 달러를 보증하고 45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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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였음
- <그림 9>에서 보듯이 미국의 정부지출은 2007년

대비 2008년에 10% 이상 증가하였음

- 영국은 2008년 10월에 4,000억 파운드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2,000억 파운드 규모의 금융시장구
제대책을 실시하였으며, 일본도 2008년 세 차례
에 걸쳐 75조 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마련하
여 실행하였음

<그림 1> 실질 GDP 추이

<그림 2> 성장률 추이

(단위: 1929=100, 2007=100)

<그림 3> 실업률

(단위: %)

<그림 4> 인플레이션
(단위: %)

<그림 5> 미국의 소비 추이
(단위: 1929=100, 2007=100)

(단위: %)

<그림 6> 미국의 투자 추이
(단위: 1929=100, 2007=100)

자료: https://www.usa.gov/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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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국의 수출 추이

<그림 8> 미국의 수입 추이

(단위: 1929=100, 2007=100)

<그림 9> 미국의 정부지출 추이

(단위: 1929=100, 2007=100)

<그림 10> 실질주택가격 임대료 변화 추이

(단위: 1929=100, 2007=100)

자료: https://www.usa.gov/statistics

2. 위기 전후의 한국 경제

자료: http://www.econ.yale.edu/~shiller/data.htm

이 1997년에 2.6%에서 1998년에 7.1%로 4.5%p
나 폭등하였음

□ 대공황에 대한 한국 자료가 없어 1997년의 외환
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현재의 경제
위기에 국한하여 위기 전후의 실물경제 지표를 비
교하고 현재 위기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자 함
가. 외환위기
□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통화위기가 무분별한 차입
에 의존하던 국내기업의 단기부채의 만기도래와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
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음
◦위기가 시작되면서 3,300여개의 기업이 한 달
만에 도산하였고, 실업률은 <그림 11>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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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로 경제성장률은 –6.1%까지 추락하였
고, GDP 갭은 –9.3%, 국민총소득 –7.0%, 투자
–20.5% 감소하면서 경제적 불황을 초래하였음
◦금융부문과 달리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 경제
의 기초체력은 튼튼했던 것으로 분석됨
- 외환위기 이전 5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잠

재성장률보다 약 1.3%p 높은 8%를 기록하였으며
투자와 수출 모두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음

◦고금리정책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인
수를 위한 외국자금이 유입되면서 <그림 20>에서
보듯이 외국인 직접투자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노동시장의 유연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자본

- 구제금융은 유동성 위기에 몰린 우량기업들의 자

시장의 개방 등 IMF가 요구한 정책과 위기 이

금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 측면도 있었지만

전에 유지되던 튼튼한 경제 기초체력의 덕택으

한계기업에까지 대출이 확대되면서 구조조정이

로 성장률이 1999년에 11.5%, 2000년에 9.1%

지연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발생

증가하면서 조기에 경기불황을 극복하였음

- <그림 21>과 <그림 22>에서 보듯이 관리대상수지

가 GDP 대비 –3.8%까지 하락하였고 GDP 대비

◦외환위기 직후 종금사의 파산이 잇따르고 서울
은행과 제일은행의 심각한 부실로 파산에 직면

국가채무는 26.8%에서 29.8%로 증가하여 재정건
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하자 정부는 6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
며 예금자보호를 위해 무한정 원금보장과 부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가 상대

적 이자보장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

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조기에 극복할 수 있

령을 개정하였음

었던 원인으로 위기 이전에 유지되었던 튼튼한

- 이와 같은 구제조치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

기초체력으로 꼽을 수 있음

연시키고 고금리로 인해 많은 기업이 피해를 보

◦또한 법인세 인하로 대변되는 감세정책과 규제완

았으며 예금자보호를 위해 투입된 재정이 일반납

화 등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으로 국내 투자

세자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환경이 개선된 것도 조기 극복에 기여하였음

나. 글로벌 금융위기

- 그러나 초기의 친기업적인 정책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가격규제 등 반기업정책으로 정

□ 미국에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가 세계
각국으로 전이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우리 경제는 5% 내외
의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GDP 갭도 2%
내외의 플러스를 기록하였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던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책기조가 전환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투
자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성장률이 3%대로 내
려앉는 결과를 초래

다. 현재의 위기
□ 지난 5년간의 우리나라 실물경제지표는 <그림
13>부터 <그림 20>에서 보듯이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플러스 0.8%를 기록하였으며, 투자증가율도 –

◦성장률은 2017년 3.1%에서 작년 2.0%로 하락,

0.6%, 수출증가율이 –0.5%를 기록하면서 상대적

GDP 갭도 마이너스 0.7%p로 OECD 국가 중

으로 실물경제 위기는 크지 않았음

세 번째로 큰 폭으로 하락, 명목성장률 1.4%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통화정책과 재정
정책을 총동원하여 위기에 대응하였음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3번째, 해외투자는
40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탈한국

현상은 가시화되고 있음

- 신규기금펀드 70조 원, 금융공기업지원 77조 원,

한국은행특별지원금 4조 원, 금융안정펀드 10조
원 등 대규모의 금융지원과 2차례에 걸친 추경이
편성되었음

□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 모습과 정책은 대공황 당
시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만큼
경기공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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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금성 복지 확
대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은 대공황 당시의
국가산업진흥정책과 거의 같음

두기로 소비마저 둔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실물경제의 위기는 금융시장으로 전이되
고 있음

- 대공황 때와 같이 최저임금의 급속 인상과 근로

◦초기에는 중국의 공장 셧다운으로 부품 조달 차

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생

질이 발생해서 공급차질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산둔화, 수출감소, 실업증가, 가계소득 감소라는

자국 내 감염자가 발생해서 공장을 폐쇄하는 현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상이 발생하고 있음

-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투입된

일자리 예산이 올해 예산까지 포함하면 110조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실어 나를 수단이 끊
기면서 수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총체적으로

원이 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작년에 23

개에서 올해 43개로 늘어났는데, 총선을 의식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으며, 수요측면에
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선심성 예산이고 부실사업들임
-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를 인상하고 부동산

◦코로나 사태가 없어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세

률은 1%대 초중반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

입구조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전환되었음

올 정도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된 상황이라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정책으로 경제의 비효율성은 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급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임

지고 성장이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조달-생산-물류 모든 단계의 공
급망이 붕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거리

<그림 11> 실업률

<그림 12> 인플레이션
(단위: %)

자료: OEC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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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통계청

<그림 13> 위기 전후의 한국의 GDP 갭

<그림 14> 위기 전후의 한국의 GDP 성장률
(단위: %p)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자료: OECD Data.

<그림 15> 위기 전후의 한국의 총국내소득 증가율

<그림 16> 위기 전후의 한국의 총투자 증가율

(단위: %)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그림 17> 위기 전후의 수출증가율

<그림 18> 위기 전후의 수입증가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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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위기 전후의 해외투자

<그림 20> 위기 전후의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억 달러)

자료: 기획재정부

(단위: 억 달러)

자료: e_나라지표

<그림 21>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및 통합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주: 1. 그림의 음영부분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3% 이하 부분
2. 1988~2018년은 실적치, 2019~2023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에서 재인용

<그림 22>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 원, GDP대비 %)

주: 1. 2019~2023년은 정부 전망 수치임
2. 점선은 2010년 SNA 작성기준인 구계열 GDP 기준, 실선은 2015년 SNA 작성기준인 신계열 GDP 기준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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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속에서도 일시적 반등을 보이고 대규모 경기

Ⅲ. 금융·기업경제

부양책이 확정되면서 주가는 크게 상승

1. 주식시장

- 2조 2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발효(3. 27)

□ 코스피 지수는 2월 중순부터 하락추세로 접어들다
가 3월 들어 폭락 후 조정 중
◦정부의 잇단 지원정책 및 유동성 공급정책들이

□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단기적
반등은 빈번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발표되면서 주가는 급등하였다가 다시 급락하는

◦S&P 500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전 고점 수

등 불안한 조정국면에 머무는 상황

준으로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방안(’20. 2. 7., 2. 28),
11.7조 원 코로나19 추경 확정(’20. 3. 17), 코로나
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20. 3. 18), 한국은

행 석 달 간 금융사에 유동성 무제한 공급(’20. 3.

수년이 소요
- 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 S&P 500 지수는 2007

년 5월 말 1530대 수준이었다가 위기를 거친 후
2013년 2월에야 1500대 수준으로 복귀

26) 등 여러 형태의 지원방안이 연이어 발표됨

◦주가의 일시적 상승은 향후에도 나타날 수 있겠
지만 기업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아직 최저치를 알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
2007년 7월 2,000대 수준을 회복하는 시기는
2010년 말이 되어서야 가능하였음
- 2008년 10월 900대 저점을 기록한 후 2년 이상

수 없는 상황

이 걸려 위기 이전의 고점 수준을 회복

□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데 S&P 500 지수의 경우 2월 하순부터 하락추
세로 접어들다가 3월 들어 폭락 후 조정 중
◦Fed의 전격적인 금리인하와 천문학 규모의 경

◦더 과거로 가서 대공황 사례의 경우 대공황 이
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이십여 년 이상
이 소요(대공황 이전의 버블을 감안하더라도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된 사례)

기 부양책이 논의되면서 그 영향으로 하락세 추
<그림 23> 코스피 지수 최근 추이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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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P 500 최근 추이

<그림 25>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S&P 500 추이

<그림 26>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코스피 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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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S&P 500 지수 대공황 전후 시기 추이

2. 금리

◦한국과 미국 모두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면
서 상승추세를 기록한 후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

□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금리
스프레드는 최근 들어 급증

는 데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

◦한국의 경우 3년 만기 AA- 회사채와 3년 만기
국고채 간의 금리스프레드는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27 현재 1%p에 근접
◦미국의 무디스 Aaa 회사채와 10년 재무성증권
(T-Bill) 간 금리스프레드도 급증하여 3월 하순
3.2%p를 기록한 후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효에

힘입어 2%p 대로 하락

□ 향후 기업부실이 심화되면서 금리스프레드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스프
레드의 2차, 3차 급등세의 가능성이 큰 상황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위기 초 급등한 이후
정부의 지원책 등에 힘입어 하향세를 기록하였
다가 위기가 심화되면서 다시 급등하는 양상을
반복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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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3년 회사채 국고채 금리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29> 무디스 Aaa 회사채와 10 재무성증권 금리스프레드

자료: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그림 30>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3년 회사채 국고채 금리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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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무디스 Aaa 회사채와 10 재무성증권 금리스프레드

자료: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 한국정부 발행 외화채권에 대한 CDS(Credit
Default Swap)은 2월 하순 이후 급등하였다가
3월 말 다시 급락한 후 조정 상황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급등하던 CDS 프리미엄(bp)은 3월 말 급락한
후 소폭의 변동세를 보이는 상황

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점차 하향 안정세
를 기록
- 단 주가, 금리스프레드 등 다른 금융시장 지표와

의 차이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
- 이는 외화채 CDS 프리미엄이 국가신용도 지표

중의 하나이므로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신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CDS 프리미엄은 다시 상

용도보다 빨리 회복하기 때문

승할 가능성도 크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그림 32> 최근 한국 외환채권 CDS(5년) 프리미엄

자료: 국제금융센터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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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 외환채권 CDS(5년) 프리미엄

자료: 국제금융센터

실여신비율이 미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3. 은행 건전성

않았음(이전의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국의 1999년

□ 은행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중의 하나인
부실여신비율(nonperforming loan ratio, 한국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향후 상당히 상승할 가
능성
◦은행 부실여신비율은 경제위기의 진행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부실비율의 상승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
- 미국의 은행 부실여신비율은 2019년 4분기 기준
0.85% 수준이며 한국의 경우 2019년 3분기 기준
0.88%

의 부실로 반영되는 시기에는 부실여신비율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임

2007년

0.72%에서

2010년

1.89%로 치솟은 후 점차 하락
-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 2006년 4분기 0.78%에

서 2010년 1분기 5.64%까지 상승한 후 점차 하락
- 한국은 당시 위기의 진원지도 아니었고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았던 관계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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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유출입이 자유롭고 기축통화를 가지지 않은
우리로서는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 보유가 매우
중요한 바, 2020년 2월 현재 외환보유액은 약 4
천9십억 달러 수준
◦2018년 6월부터 4천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
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글로벌
십억 달러)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준
◦외환보유액의 (명목) GDP 대비 비중(연말 외환
보유액/해당 연도 GDP)은 1997년 3.58%의 낮

-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보면 고정

18

4. 외환보유액과 환율

금융위기 당시 2천억 대(2008년 12월 약 2천1

◦하지만 실물경제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은행여신

이하여신비율은

부실여신비율은 12.86%)

은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
현재 24.9%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9.22%까지 하락

한 적이 있으나 그 다음 해는 28.59%까지 상승

◦최근 한은과 미 연준 간 6백억 달러 규모의 통
화스왑이 체결(3/19)되어 그 1차분 120억 달러

- 최근 상승추세에 있던 원/달러 환율도 3월 말 급

속히 하락

를 4월 2일 국내 금융시장에 공급할 예정

<그림 34> 외환보유액 GDP(명목) 대비 비중
(단위 : %)

자료: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그림 35> 최근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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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생산과 기업경영성과

에 회복세를 되찾음. 그러나 반등 이후 급격히
상승세를 보인 대공황 이후와 달리 금융위기 이

□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한
산업생산과 기업경영성과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
았기 때문에 과거 위기 사례를 통해 향후 기업의
상황을 가늠해 봄
□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 발생 당시
세계 산업생산을 비교해보면 생산급락이라는 현상
은 동일하나 회복기간, 회복 이후 증가속도의 차
이가 뚜렷함

후 산업생산 증가는 정체되어 있음

□ 1997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추락한 한국 제조기업
의 기업건전성과 수익성은 이후 증가하였으며 미국
과 일본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선세가 나타남
◦1997~2000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보였으나 이
후 개선되었으며 미국과 일본과의 비교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18)

◦Eichengreen and O'Rourke는 2009년 NBER 보
고서에서 대공황과 금융위기를 비교하였으며 후
속연구17)에서 그 궤적의 차이를 보임
- 정점을 각각의 위기에 대해 1929년 6월과 2008

년 4월로 설정하였으며 정점 이후 개월 수에 따
라 산업생산을 표현
- 1929년 대공황은 반등하기까지 35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는 약 10개월 만

◦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기업에 역전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일시 상승하
였다가 다시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한 미국기업이

점진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며 이와 달리 한국과 일본기업은
2017년 증가 이후 2018년 다시 감소

<그림 36>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 비교(대공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주: Barry Eichengreen, Kevin O'Rourke 06 March 2012 인용

17) https://voxeu.org/article/tale-two-depressions-redux
18) 한·미·일 기업경영지표의 자세한 비교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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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수익성 개선세
가 견고하지는 않은 상황이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수익성 감소를 겪을 가능성이 큼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부문의 부진이 대공황 때처
럼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조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부채비율, 유동성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막대한 유동성

이십여 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는 점이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

충격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동안 수익성 개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부문의 회복이 신

선 정도는 견고하지 못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

인해 수익성 부진은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을
전망
<그림 37> 한·미·일 제조기업 주요 경영지표(%)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호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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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982년 –10.3%, 1983년 –6% 등 수출증가

Ⅳ. 무역환경

율이 크게 하락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붕괴조짐에 직면하여
과거 주요 경제위기 발발 시 세계 무역환경의 변
화 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세계 무역의 불황 가능
성을 점검하려 함

보임
- 독일, 중국, 한국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지는 않았음

◦IMF 외환위기(1997~1998년) 이후 세계 수출증
◦주요 경제위기 이후 세계 무역상 특징적인 변화

가율은 이전보다 둔화되었지만 플러스를 지속적

에 대해 지표별(수출입증가율, 관세율, 보호무역

으로 기록해 다른 주요 경제위기에 비해 큰 충

조치 등)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격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

- 한국의 경우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마이너스 증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수입 등 무역이 중요한
소규모 개방경제이므로, 무역환경의 변화가 수

가율이 아니었고, 일본의 경우에만 1998년 –1.3%
수출증가율로 마이너스를 기록함

출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글로벌 금융위기(2007~2008년) 이후 세계 수출

통해 우리 수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구체

증가율은 2009년 –12.1%를 기록해, 1980년대

적인 대응방안을 모색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장 크게 부정적인 충
격을 주었음

1. 수출입 기준 교역량 증가율 추이

- 2009년 기준 미국 –14%, 독일 –16.5%, 일본 –24.9%,

□ 수출 기준 교역 증가율은 2차 석유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음
◦2차 석유파동(1979~1981년) 이후 세계 수출증
가율은 1982년에 –2.3%를 기록했으나 1983년부

중국 –10.5%의 수출증가율로 대부분 마이너스 증가
율을 보였음
- 한국만 플러스 증가율(0.9%, 2009년)을 기록한

점으로 보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선전한 것임

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그림 38> 전년대비 수출증가율 추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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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본

중국

한국

세계

자료: WTO, Merchandise export volume indices – annual.

□ 수입 기준 교역 증가율의 경우 2차 석유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음
◦2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 수입증가율은 감소세를

- 1998년 한국 –21%, 일본 –5.3%, 중국 2.3% 등

동아시아 국가만 큰 충격을 받았고, 미국(11.7%)
은 높은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독일(9.2%)
도 큰 영향이 없었음

보였으나 바로 증가세로 전환했음
- 미국의 수입증가율도 수출증가율에 비해 적게 마

이너스(-5%, 1982년)를 기록했으며, 1983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세계 수입증가율
(-13.2%)은 수출증가율(-12.1%)보다 더 낮은 증

증가세로 전환해 마이너스였던 수출증가율보다

가율을 기록했고, 1980년대 이후 가장 부정적인

빨리 회복되었음

충격이었음

- 한국을 제외하고 독일, 일본, 중국 수입증가율이

- 2009년 미국 –16.4%, 독일 –9.8%, 일본 –12.2%,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1982년 이후 모두 증가세

중국 2.9%, 한국 –9.4% 등 낮은 수입증가율을 기

로 전환되었음

록했지만 2010년 빠르게 플러스 증가율을 시현
했음

◦IMF 외환위기 이후 세계 수입증가율도 둔화되
었지만 플러스 상태였음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23

<그림 39> 전년대비 수입증가율 추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세계

자료: WTO, Merchandise import volume indices – an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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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 교역량 변화
1926~1938년 세계 교역량과 생산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입 물량

자료: VOX, CEPR Policy Portal (Barry Eichengreen & Douglas Irwin, 2009. 3. 17.), WTO DATA

□ 자료 이용의 제약으로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1920
년대 발생한 대공황의 시기에도 경제위기 발발 시
세계 무역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
◦1926~1938년 기간 동안 물량기준 세계 교역량
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세계 교역량은 1929
년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을 100으로 보면 2009년 86.8까지 떨어졌음.
2011년에 2008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임

□ 1981~2018년의 수출입 물량 기준 교역량을 사
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교역 증가율은 2
차 석유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에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대공황이 발생한 1929년 이후 세계 교

◦간단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G20에서 유럽

역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연합(EU) 의장국을 제외한 G1919) 국가들의 수

1929년 세계 교역량을 100으로 보면 1932년에

출과 수입 물량기준 증가율을 국가별 패널 자료

는 세계 교역량이 약 75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로 구성한 후 각 경제위기 시기에 유의적인 변

수 있음

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1929~1932년 사이에 세계 교역량은 약 25%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생산량은 대공황 이후 1933년부터 반등하

면서 1929년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
지만 세계 교역량은 1938년까지 피크였던 1929
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 년 이후 세계
교역량(수입 기준)도 크게 떨어졌으며, 2008년

- 분석을 위한 간단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음

            
         
(    은 수출 혹은 수입 물량 기준의 전년

대비 증가율 , Crisis1 은 제 2 차 석유파동 기간
(1978~1982), Crisis2 는 IMF 외환위기 기간
(1997~1999), Crisis3 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19)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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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9), Year는 시간 추세선을 나타내는 연

도변수,  는 오차항을 의미)

- 다만 IMF 외환위기는 세계 무역에 유의적인 영

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됨

- 국가별 특수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패널모형의 고

정효과 모형(Fixed effect)을 사용하여 실증분석

2. 관세율 추이

을 수행

◦분석결과 IMF 외환위기는 G19의 무역변화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2차 석유파

□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위기 시에도 이러한 추이는 크게 변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동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의적인 교역량 하
◦1990년대 이후 WTO 설립, NAFTA 출범, EU

락을 가져옴
- 제2차 석유파동의 경우 세계 수출 물량 증가율에

서는 비유의적인 2.6%p 감소를 나타냈지만, 수입
물량 증가율은 9.1%p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수입

단일시장 형성 등 무역자유화 확대노력이 활발
히 전개되어 세계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되
었으나 최근 들어 추가인하 여력이 제한되어 주
춤한 상태임

부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는 수출 물량 증가율과 수입 물

량 증가율에 미친 영향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
는데 수출 물량 기준 증가율은 6.2%p, 수입 물량
기준 증가율은 5.8%p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글로벌 금융위기 시의 관세율이 전후보다 낮은
것이 특징적임
- IMF 외환위기는 관세율 인하 추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한국은 1999년 전년대비 7.7%p
를 크게 인하한 점이 특이할 만함

<표 1> 주요 경제위기 시의 교역량 증가율 분석
변수
제2차 석유파동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수출 물량 기준 교역량 증가율

수입 물량 기준 교역량 증가율

-0.607

-2.605

-6.592***

-9.062***

(1.499)

(1.613)

(2.097)

(2.258)

1.729

1.509

-0.707

-0.984

(1.243)

(1.236)

(1.738)

(1.732)

-7.013***

-6.202***

-6.817***

-5.881***

(1.213)

(1.230)

(1.652)

연도

-0.108***
(0.0334)

상수항

(0.0465)

6.036***

221.6***

7.069***

273.0***

(0.370)

(66.79)

(0.510)

(93.05)

관측치수

702

702

682

682

국가 수

19

19

19

19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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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최근의 관세율 추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세계

자료: World Bank, Tariff rate, applied, weighted mean, al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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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920~1940 관세율 추이(%)

자료: Jakob B. Madsen, Southern Economic Journal 2001, 67(4)

◦최근의 경제위기 시에는 관세율 감소 기조에 따
라 관세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1929년 대공황 시기에는 반대의 양상을 보임
- 1920~1940년까지의 주요국 및 세계 기준 수입

관세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관세율은 1920년
초기 소폭 증가하다가 완만한 모습을 나타냄
- 하지만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부터 관세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됨
- 세계 관세율은 1929~1932년 기간 동안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경

(2007~2009), Year는 시간 추세선을 나타내는 연

도변수,  는 오차항을 의미)
- 관세율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가중평균된 평균값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을 이용하였으며 고

정효과 모형(Fixed effect)을 사용하여 분석

◦분석결과 관세율은 경제위기 기간 중에도 감소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관세율 감소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관세율 데이터는 1989년부터 이용 가능하기 때

문에 제2차 석유파동 시의 관세율 변화는 분석이
불가함

제위기 발생 시 관세율의 추이 변화에 특별한

- IMF 외환위기 시에는 관세율에 큰 변화가 없으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간단한 회귀식을 사용하여

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관세율 감소 기조가

추정(1988~2018년 데이터를 사용)

유지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약 1.3%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분석을 위한 간단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음

            
           
(   는 관세율, Crisis1은 제2차 석유파동

기간(1978~1982), Crisis2는 IMF 외환위기 기간
(1997~1999), Crisis3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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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경제위기 시의 관세율 변화 분석
변수
제2차 석유파동

관세율(가중 평균)
-

IMF 외환위기

0.287
(0.526)
-1.349***
(0.489)
-0.282***
(0.0193)
570.8***
(38.70)
502
19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
상수항
관측치수
국가 수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3. 보호무역 조치 추이

로벌 금융위기에도 증가 추세의 과정 중에 있었
기 때문에 경제위기로 인해 비관세 조치의 증가

□ 최근 들어 관세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지만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가 확대되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무역보호 조치 가운데에서도 위생검열과 기술장

벽 등의 비관세 장벽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보호무역 조치는
가드22),

반덤핑20),

위생검역23),

상계관세21),

기술장벽24)

세이프

등을 포함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위생검열이나 기술장벽

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장기적으로 증가추세에 있

- 각 해당 조치의 수는 WTO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는 과정의 한 부분인지 금융위기 기간에 특별히

사용하였으며 해당 조치의 조사 개시 혹은 통지

추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였는지는 분석이 필요

건수 기준을 사용하였음

- IMF 외환위기의 경우에는 증가추세는 있으나 위

◦무역보호 조치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

기로 인해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임

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IMF 외환위기와 글

<표 3> 기간별 보호무역 조치 건수(평균)
연도
1994~1996
1997~1999
(IMF 외환위기)
2000~2006
2007~2009
(글로벌 금융위기)
2010~2018

반덤핑(15)
3.1

상계관세(12)
0.3

세이프가드(15)
0.2

위생검열(19)
5.6

기술장벽(19)
6.6

7.1

0.4

0.4

8.4

11.7

11.3

0.7

0.3

18.8

15.2

10.1

1.2

0.5

24.0

28.6

11.5

2.3

0.5

33.3

29.9

주: ( )안의 수는 G19 국가 가운데 해당 자료 이용가능한 국가들의 숫자임
자료: WTO

20) 수입되는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의 아주 낮은 가격(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
21) 수입되는 물품이 외국에서 일정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생산되어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국내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
되는 관세
22) 국내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해 수입량이 많아지는 경우 국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해 긴급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
23) 동물과 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의 질병원인체 등과 관련해 각국이 시행하는 수입 제재 조치
24) 기술 규정, 표준 및 특정제품이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부과함으로써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형성하는 것으로
비관세장벽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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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 조치들이 경제위기를 계기로 증가하게
되었는지를 G19 국가들 가운데 자료가 이용가능
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
기는 기술장벽을 통해 보호무역 조치를 유의적으
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분석결과 위생검열이나 기술장벽을 통한 보호

◦간단한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각 경제위기

-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

발생이 보호무역 조치에서의 유의적인 변화를

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가져왔는지를 분석

시 기술장벽을 통한 보호무역 조치가 약 6.5건

              

계관세, 세이프가드, 위생검열, 기술장벽 등을 의
제2차

Crisis2는

나타남

* 전반적으로 보호무역 조치들이 증가추세에 있는

기로 인한 유의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는 보호무역 조치로써 반덤핑, 상

(1978~1982),

한 보호무역 조치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기술장벽 이외에는 경제위

         

Crisis1은

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술장벽을 통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분석을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음

미하며,

무역 조치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

석유파동

IMF

기간

외환위기

기간

(1997~1999), Crisis3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2007~2009), Year는 시간 추세선을 나타내는 연

- 제2차 석유파동 기간까지의 자료 이용이 불가하

여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영향은 구할 수 없
으며, IMF 외환위기 시기의 보호무역 건수도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의적인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움

도변수,  는 오차항을 의미)
- 각각의 보호무역 조치들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패

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분석을 다섯 번 수행
<표 4> 경제위기 시의 보호무역 건수 변화 분석
변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위생검열

기술장벽

제2차 석유파동

-

-

-

-

-

IMF 외환위기

-0.370

0.185

0.145

-3.032

1.808

(1.543)

(0.471)

(0.175)

(4.487)

(3.534)

-0.309

-0.300

0.0509

-1.014

6.490**

(1.415)

(0.432)

(0.161)

(4.115)

(3.241)

0.296***

0.123***

0.0183**

1.363***

1.221***

(0.0693)

(0.0212)

(0.00787)

(0.201)

(0.159)

-584.2***

-246.4***

-36.43**

-2,712***

-2,430***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

상수항

(139.0)

(42.46)

(15.79)

(404.2)

(318.3)

관측치수

375

300

375

475

475

국가 수

15

12

15

19

19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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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 전 세계 국가들은 경제위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교역량이 크게 감소한 점을 보아, 전 세계적
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기존 경제위기보다 더 큰
영향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

는 IMF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투자확대나
수출시장 개척 등 공격적인 경영에 주력할 수 있
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27)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교역은28) 경
제위기 발생 시 수입 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코로나19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동시다발적 확산, 공급

사태로 인한 세계 교역량 감소와 우리나라의 수

ㆍ수요시장의 동시 교란 등을 특징으로 기존 경

출 감소에 대비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피해를

제위기와 다르지만,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

최소화할 필요

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급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속한 경제침체 우려가 증대하고 있음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 파급효과

- (공급측면) 질병과 사망 증가 등 직접효과와 공

를 미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무역환경 변화

급망 훼손, 신용악화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등

를 가정한다면 향후 세계 (수입물량 기준) 교역

간접효과로 구성되고, (수요측면) 불확실성 증대,

량 증가율은 정상수준보다 기간 내 평균 약 6%p

감염위험에 대한 예방․억제조치, 금융비용 상승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

따른 지출여력 감소 등

- 대공황 위기 시에는 관세율이 증가하면서 보호무

-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위기를 선언하고 사회적

역 기조가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최근에

거리두기 정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는 관세율이 감소하는 기조를 나타내는 가운데

IMF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보다 과감한

경제위기 발생 시 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 강화

정책을 촉구하고 있음25)

를 통해 보호무역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부족
으로 국내생산 차질, 수출협상 창구 차단, 주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격을 최대

수출국의 내수 침체’라는 3중고를 겪게 될 것으

한 적게 받고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로 예상되며, 수출부진이 우려됨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수출 안정화 대책’이 필

- WTO도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급격한 공급 및

요함

수요 충격을 일으켰으며, 이 충격이 불가피하게
교역 중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바로미터에서 COVID-19 바이러
스의 경제적 영향으로 두 부문 모두 세계무역이
계속 약화되고 향후 몇 개월 동안 추가 하락 가
능성이 있다고 함26)

- 시장 개척 및 메가 FTA 체결 확대를 통한 수출

선 다변화
- 통화스왑 등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 보호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대표

적 비관세 조치인 기술장벽의 경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크게 증가된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

□ 가장 큰 충격이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시 한국의
수출 부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선전했는데, 이

한 대응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

25) IMF, “Policy Steps to Address the Corona Crisis”, 2020.3.16
26)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covid19_e/covid19_e.htm#collapse0
27) 산업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환경 변화와 수출확대 방안」, 2010.12., p.94
28) 본 연구에서는 G20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G20 국가의 총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20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90%에 이르며, 전 세계 교역량의 80%가 이들 20개국을 통하여 이루어질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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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기업신용도가 떨어지

면 급속한 자본유출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외

□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 사례 – 대공황, 글로벌 금
융위기 등 - 를 살펴보면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
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 코로나19의 경우에도 향후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
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위
기 이전에도 이미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
◦지난 수년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책실
험으로 쇠약해진 한국경제는 GDP 갭이 계속
확대(실질성장률 < 잠재성장률)되고 있었던 상황

□ 이 상황에서 공급과 수요 양 부문에 동시 충격이
가해져 위기의 영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그 강도가 훨씬 크며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될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그마나 경제기초체력
이 나쁘지 않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회복이 빨
랐으며 이번 위기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종
식되더라도 V자형 급반등은 어려울 전망

□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매우
커졌으며 주가의 경우 유동성 공급 등 호재에 따라
급등하였다가 다시 급락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음

국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연쇄적 자본유
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따라서 미국과 체결된 통화스왑을 확대하고 미
국과 상시적이고 무제한 통화스왑을 맺고 있는
국가들(일본, 영국, 스위스 등)과 통화스왑 체결
필요
- 미국과는 최근 6백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이 체

결(3/19)된 바 있으며 그 규모를 보다 확대할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부문의 부진도 상당히 지속
될 전망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조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보호일변도의 정책으로
그동안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
사태 종식 이후에도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

□ 무역부문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교역
부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의 충격을 가정하면 전 세
계교역 증가율은 6%p 정도 감소할 전망
◦또한 세계적 경제위기 시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과거 위기사례를 보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지
만 실물경제의 호전 없이는 주가는 위기동안 지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이 관찰되는바 이에 대
한 대비가 필요

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며

하락하다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는 3
년 이상이 소요

◦글로벌 금융위기 시 한국의 수출부문은 다른 국
가들에 비해 선전하여 위기로부터의 회복에 상
당히 도움이 되었으므로 그 당시 위기에 대응한
수출정책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외환보유고의 경우 GDP 대비 24.9%로 당장 외
환위기의 가능성은 낮으나 위기가 장기화될수
록 외환보유고의 확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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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이번 위기는 그 강도와 지속기간이 글로
벌 금융위기보다 크고 길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경
제의 체력마저 쇠약한 상태이므로 회복에는 상당
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V자형 회복은 어려
울 전망

□ 결국 장기불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따
라서 재정여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
◦한 두 번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현재의 위
기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 제고
필요
- 생산적인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비생산적인 곳에

재원을 이전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배제하여 성
장동력의 훼손을 막아야 함

□ 또한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
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
는 동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그동안의 정책실험은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
력을 높이는데 실패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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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50.14
108.30
39.98
48.01
32.18
24.59
122.42
116.42
5.30
6.72
310.57
558.09
1.71
1.20
4.96
5.50
10.22
8.56
13.88
9.91
15.26
18.49
9.14
11.22
9.32
11.83

2013
140.98
92.95
41.50
51.83
31.49
24.45
127.01
131.91
4.14
5.25
283.92
513.61
1.46
1.02
4.24
4.41
10.66
9.08
14.73
10.61
2.07
0.53
5.55
4.75
4.59
5.55

<한국 기업경영 주요 지표> (기업경영분석: 1960~2007 / 2007~2010 / 2009~2018)

산업
1973 1974 1979 1980 1981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6 2007 2008 2009
전산업
105.30 114.94 129.80 158.67
부채비율
제조업 272.70 316.00 377.10 487.90 451.50 317.11 396.25 303.02 214.66 210.57 182.20 98.88 107.10 123.23 116.80
48.71 46.52 43.52 38.66
자기자본 전산업
비율
제조업 26.80 24.00 21.00 17.00 18.10 23.97 20.15 24.81 31.78 32.20 35.44 50.28 48.29 44.80 46.12
전산업
23.12 26.30 28.28 32.77
차입금
의존도
제조업 48.44 49.70 48.40 49.30 49.40 47.66 54.22 50.83 42.75 41.22 39.77 22.38 24.88 26.30 25.08
전산업
123.60 127.65 120.02 123.17
유동비율
제조업 134.21 121.93 102.17 98.86 95.15 91.89 91.77 89.75 92.02 83.23 97.87 120.51 119.76 112.77 115.66
5.24
5.43
5.00
4.61
매출액영업 전산업
이익률
제조업 10.35
7.74
7.44
7.28
7.58
6.54
8.25
6.11
6.62
7.40
5.52
5.34
5.87
5.89
5.83
413.86 380.96 330.78 241.26
이자보상 전산업
비율
제조업 224.39 173.54 124.96 98.46 94.64 112.13 129.09 68.28 96.06 157.22 132.55 439.33 435.29 415.79 404.03
1.27
1.43
1.51
1.91
금융비용 전산업
부담률
제조업 4.61
4.46
5.95
7.39
8.01
5.84
6.39
8.95
6.89
4.70
4.16
1.21
1.35
1.42
1.44
6.22
6.36
6.34
5.00
차입금평균 전산업
이자율
제조업 8.53
10.50 14.38 18.69 18.37 11.22 10.59 13.51 11.54 10.49
9.44
6.27
6.35
6.50
5.85
10.29 11.94 10.86 10.76
인건비대 전산업
매출액
제조업 8.74
8.23
12.66 10.57
9.84
12.91 11.40
9.75
9.78
9.66
9.95
9.83
10.18
9.13
8.86
14.28 16.14 14.66 14.44
인건비대 전산업
영업총비용 제조업 9.21
8.46
13.54 11.40 10.91 15.10 13.57 11.41 11.45 11.46 11.69 11.15 11.56 10.38 10.21
전산업
5.95
9.47
18.61
0.00
매출액
증가율
제조업 59.92 57.23 30.47 37.23 33.94 10.26 11.02
0.71
8.02
15.20
1.69
6.26
9.32
20.43
0.00
5.15
4.88
14.44
0.00
유형자산 전산업
증가율
제조업 28.02 33.42 33.54 27.05 22.23 18.18 13.65 17.15 -0.01
2.41
-1.54
5.97
4.89
15.47
0.00
전산업
8.34
11.76 16.17
0.00
총자산
증가율
제조업 43.44 42.31 33.17 38.65 19.98 15.01 22.39
3.47
2.81
-0.80 -1.81
8.07
13.59 19.13
0.00

<부록>

2014
134.53
89.24
42.64
52.84
32.21
25.30
129.57
132.60
3.96
4.21
284.53
412.32
1.39
1.02
3.92
4.14
11.29
9.94
15.40
11.35
1.26
-1.58
4.14
3.25
4.29
3.97

2015
128.36
85.28
43.79
53.97
31.35
24.92
130.47
136.03
4.70
5.18
359.16
539.77
1.31
0.96
3.55
3.63
12.16
10.87
16.68
12.61
0.26
-2.82
6.50
5.32
5.50
4.04

2016
121.15
80.20
45.22
55.49
29.80
23.69
131.59
137.71
5.42
5.99
442.05
640.83
1.23
0.94
3.35
3.46
12.49
11.20
17.34
13.23
2.57
-0.55
4.42
4.44
6.28
5.07

2017
114.07
76.99
46.71
56.50
28.84
22.68
134.03
138.82
6.11
7.59
537.36
914.29
1.14
0.83
3.29
3.33
12.15
10.60
17.17
12.90
9.19
9.01
6.65
7.12
7.59
6.49

2018
111.12
73.55
47.37
57.62
28.82
22.28
138.45
144.74
5.64
7.28
470.86
848.28
1.20
0.86
3.45
3.50
12.29
10.60
17.23
12.76
3.99
4.00
5.42
5.02
5.83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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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8.88

42.3

42.7

42.29
43.8

43.2

50.28
43.8

44.12

48.29

128.2

42.3

40.55

44.80

136.3

2.5

7.52

2.9

7.73

6.62

134.0

3.8

7.65

7.40

132.3

2.7

4.35

5.52

128.5

3.2

5.46

6.74

128.6

3.9

5.31

6.87

131.8

4.5

6.62

7.56

135.3

4.5

6.46

6.12

134.3

4.7

7.09

5.34

134.5

4.5

6.77

5.87

133.1

1.5

5.58

5.89

133.5

3.5

6.11

134.9

43.7

42.4

46.12

128.7

44.3

44.3

48.01

125.6

125.9

43.2

44.2

47.80

131.4

126.2

43.9

44.0

49.74

127.5

127.2

45.1

45.6

51.83

121.5

119.5

2013
92.95

45.3

43.6

52.84

120.7

129.4

2014
89.24

46.4

41.6

53.97

115.7

140.6

2015
85.28

47.6

40.5

55.49

109.7

147.2

2016
80.20

48.6

41.4

56.50

105.5

141.6

2017
76.99

49.9

41.5

57.62

100.3

141.1

2018
73.55

1.5

5.6

5.83

143.0

142.8

3.2

7.3

6.72

141.5

143.9

2.8

7.5

5.57

137.8

137.0

2.9

7.6

5.13

139.4

136.3

4.1

7.5

5.25

143.7

137.7

4.2

7.8

4.21

146.7

136.2

4.3

8.0

5.18

149.5

132.5

4.4

8.0

5.99

148.6

125.7

5.1

8.0

7.59

149.8

124.3

4,6

8.3

7.28

148.0

125.4

106.07 109.75 116.97 121.35 120.51 119.76 112.77 115.66 116.42 116.74 124.36 131.91 132.60 136.03 137.71 138.82 144.74

40.7

41.45

49.78

128.1

7.61

97.87

39.0

39.25

48.96

134.2

일본

83.23

38.1

37.41

44.77

136.1

미국

92.02

38.5

38.56

42.47

145.4

8.25

89.75

36.5

38.84

35.44

156.2

한국

91.77

한국

36.6

37.83

32.20

162.4

129.8

34.9

일본

38.62

31.78

159.7

134.94 129.17 126.98 125.19 122.08 123.29 126.07 128.60 131.97 135.96 132.73 129.09

39.41

미국

24.81

-

일본

20.15

한국

-

미국

-

135.8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7.10 123.23 116.80 108.30 109.19 101.04

153.93 158.91 164.35 157.48 159.36 167.34 154.79 141.23 136.46 131.47 126.66 146.6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396.25 303.02 214.66 210.57 182.20 135.44 123.39 104.24 100.90

일본

미국

자료: 기업경영분석

매출액
영업
이익률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국가
한국

<한·미·일 제조업 주요 경영지표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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