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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문제제기
□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흥
시장국이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신흥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부
상하고 있으나 불안요인과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적지 않음.
□ 본 연구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경제의 회복세 현황과 빠른 회복세의
배경을 살펴보며, 불안요인과 정책과제를 분석한 후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
점과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함.

Ⅱ. 신흥시장국의 경제회복세 현황 및 전망
□ 2009년 들어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신흥
국들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
선진국은 2009년 △3.4%, 2010년 1.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신흥
시장국과 개도국은 2009년 1.7%, 2010년 5.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신흥시장국은 2009년 중 플러스 성장권과 마이너스 성장권으로 나뉨.
◦ 동유럽 신흥국은 △6.4%, 아시아 신흥공업국은 △2.4%, 중남미 신흥국
은 △0.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반면 동남아 신흥국 0.4%, 남아시아 신흥국 4.9%, 중동 신흥국 1.4%,
아프리카 신흥국 2.2%, 아시아 신흥개도국 6.2% 성장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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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시장국은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용,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등 주요
경기관련 지표에서도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9년 3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각국의 적극적인 금융안정화대책의 영향
으로 점차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시장국의 신용위험도 급속히 하락

｝
2009년 3월 중순 이후 신흥시장국의 주가 상승폭이 선진국보다 확대
◦ 2009년 11월 말 현재 MSCI 신흥시장국 지수가 2008년 9월 12일 수준의
약 121%에 도달한 반면 MSCI 선진국 지수가 약 89%에 머물렀음.

｝
신흥시장국의 신용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CDS프리미엄과 신흥국 가산금리
는 2009년 3월 이후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되면서 급속히 하락
◦ 2009년 8월 말에는 200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

｝
신흥시장국 통화는 2009년 3월 이후 외국인 자금의 유입, 안전자산 선호
경향 완화, 미국 재정수지 악화 우려에 따른 달러화 약세 전환 등의 영향
으로 회복세로 반전

III. 신흥시장국의 빠른 회복세 배경 및 전망
1. 신흥시장국의 빠른 회복세 배경
(1)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부실 및 위기대응능력 개선

□ 신흥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데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금융 부실이 적은
데다 과거보다 대응능력이 강화된 점이 큰 영향을 미침.
신흥국은 2008년 이전위기 때보다 이번 위기 시 선진국 경제의 스트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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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력을 보임.
◦ 신흥국 금융시장이 과거 위기 때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배경은 금융
부문별 스트레스 지수 강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신흥국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거시경제여건
개선과 신흥국에 대한 선진국의 GDP 대비 투자노출도의 감소 등에 기
인
◦ 신흥국에 대한 외국은행 총대출 중 현지통화 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환위험을 수용하는 적극성을 반영

(2) 중국․인도의 경기부양 파급효과
□ 중국․인도 경제가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세
계경제 회복세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회복의 원동력은 각국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가장 빨
｝
리 회복세를 나타낸 중국의 내수에 기인한 수출회복세가 크게 기여

｝
회복과정에서는 GDP 대비 수출비율이 높고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한
국․대만 등의 경기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름.
◦ 중국의 對아시아 신흥시장국 수입규모 및 비중(억 달러, %): 한국 1,122
(9.9), 대만 1,033(9.1), 말레이시아 321(2.8), 사우디아라비아 311(2.7)

(3) 공격적 통화․재정확장 정책
□ 신흥국들은 2008년 9월 리먼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에 대응,
선진국과 같이 적극적 통화 재정확장 정책을 시행하여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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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2008년 11~12월부터 통화완화 기조로 전환
｝
신흥국은 선진국과 함께 실물경제의 위축을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추진, 경기를 부양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둠.
◦ G20국가에 포함된 11개 신흥국 중 터키를 제외한 모든 신흥국들의 국
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규모는 총 2,753억 달러
▪ 11개국 경기부양책은 이들 신흥국의 GDP성장률을 1.5%p 높일 것으
로 추정
□ 신흥국들은 금융시장 피해규모가 적어 경기부양용 재정확대에 유리

｝
신흥시장국은 선진국에 비해 금융시장 안정용 재정투입 규모가 훨씬 작아
경기부양용 재정투입 규모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유리
ㅇ 부실금융 규모(2007∼2010년 중)는 미국이 2조7,100억 달러(미국 총금융자
산의 10.2%), 유로 및 영국은 1조1,900억 달러(5.0%)로 예상되나 신흥시장

국의 경우 은행부문 손실규모는 3,400억 달러에 불과

(4)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효과
□ 국제 원자재 가격이 2009년 2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브라질, 러시
아, 중동 산유국 등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가 회복세

｝
국제유가(WTI 기준)는 2009년 12월 18일 현재 저점(2009년 2월 12일) 대비 약
37%, CRB 지수도 저점(2009년 3월 2일) 대비 약 41% 상승
｝
2009년 1/4분기 중 원자재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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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디커플링 논란과 향후 전망
□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신흥시장국 경제와 선진국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 이론이 상당수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음.

｝
2002년 이후 아시아를 포함한 신흥시장국 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자 세계경제 성장의 축이 선진국에
서 신흥시장국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주장을 일부에서 제기

｝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며 브릭스
와 아시아지역의 경기도 급속히 하강하자 디커플링 이론을 부정하는 견해
가 부상
□ 최근 신흥국의 경기회복세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뚜렷해지자 디커플링 이
론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

｝
일부에서는 주요 신흥시장국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되고 있는 최근의 현상
을 새로운 디커플링(decoupling 2.0)으로 지칭
□ 아시아 경제의 본격적 회복은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에 탄력이 붙어야 가능
하고 금융부문의 세계화가 진전된 점은 디커플링 이론의 논거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임.

｝
최근 아시아 신흥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요인은 중국을 허브로 하
는 아시아 역내 생산의 분업 확대에 따른 것이나 미국과 유럽을 최종 수요
지로 한 중국을 축으로 하는 아시아 역내 분업체제에는 한계가 있음.
◦ 아시아는 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아 선진국과 분리되어 자율적인 성
장을 지속하기 어려움.

- 11 -

▪ 2006년 현재 세계소비 중 중국․한국․ASEAN의 소비합계의 비중은

7.3%이며 이는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
｝
실물부문보다 글로벌화가 더 많이 진전되어 있는 금융시장을 통해 선진국
경제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신흥국에 빠른 속도로 작용

｝
세계경제의 연계성이 높아져 경제권 간의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은 현실
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

IV. 신흥시장국 경제의 불안요인과 정책과제
1. 국제금융불안 재연 가능성과 위기대응체제 강화
□ 두바이쇼크에 이어 유럽의 신용리스크 문제 및 미국의 금융부실 확대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재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하여 신흥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두바이사태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리먼사태에 비하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두바이쇼크보다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미국
｝
의 금융부실이 확대되고 있는 점과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더 심각한
금융불안 요인으로 부상
◦ 미국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불투명하고 모기지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의 금융기관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
◦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및 그 가능성
은 국제금융시장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

- 12 -

□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 및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수지적자 확대로 인한 국지적 금융불
안이 신흥국에 미칠 악영향에 대비해야 함.
□ 동아시아지역의 경우 최근 진전되고 있는 역내국 간 통화․금융협력 강화
노력이 구체적 성과를 이어가야 함.

｝
역내국 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아시아채권시장(ABMI) 활성화, 지역
환율 협력시스템 구축 등 통화‧금융협력을 강화

2. 자산거품 발생과 출구전략
□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에 의해 신흥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
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 빠른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산거
품 발생에 대한 우려가 고조

｝
일부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빠른 경기회복세와 외국자본 유입러시 등의 영
향으로 자산거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주택시장은 과열 양상
◦ 중국은 과열양상은 아니나 부동산 거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아시아 주식시장이 2009년 들어 일제히 급등해 대부분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도 거품 징후로 평가

｝
유동성 과잉과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 등이 자산가격 거품발생의 주요인으
로 작용
□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거품이 잉태되어 또다시
외부충격이 올 경우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될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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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경우 △소비위축 △기업채산성 악화 △
실업률 상승 △위안화 하락에 의한 중국기업의 수출 가격인하 △경쟁
국 수출 위축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
□ 자산거품을 차단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은 각국 사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대책, 은행대출 규제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 재정지출 축소 등을 포함한 출
구전략을 시행 중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0년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할 계획
｝
싱가포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조짐에 맞서 긴급 대책을 발표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09년 11월 기준금리를 8%로 1%p 인상
｝
인도 중앙은행은 10월 중 법정 유동성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유동성 회
수를 위한 부분적인 조치 시행

｝
중국은 완화적 정책기조의 유지 및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을 견지하고 있으
나 시중 유동성 증가 억제 및 부동산 투기 대책은 강력히 추진

｝
중국․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들은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미시 대책에는 적
극적이나 기준금리를 올리는 출구전략 시행에는 신중한 입장

3. 외자유입 러시와 급격한 외자이탈대책
□ 국제금융위기로 이탈하였던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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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국에 대한 외자유입 급증은 신흥국의 빠른 경기회복세, 달러캐리트레
이드의 확대 등이 주요 요인

｝
신흥국으로의 글로벌 자금유입은 신흥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
◦ 자국 통화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 해외자금유입에 따른 자산시장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 달러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되어 자금이 역류하면 국제금융시장에 큰 혼
란이 발생할 가능성
◦ 해외단기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교란
□ 최근 글로벌 자금유입의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 신흥국의 자본통제 움
직임이 증가

｝
브라질, 대만 등이 약한 수준의 자본통제를 취한 데에 이어 인도네시아,
러시아, 콜롬비아의 자본통제 가능성이 큼.
◦ 자본통제의 부작용으로는 △자본유입 감소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경
제성장에 필요한 장기자본 유입 축소 △기유입자금의 이탈 △국가신인
도 저하 △외국인 투자심리 저하 △MSCI․eFTSE 지수 편입 제외 가능
성 등
□ 급격한 외자이탈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흥국은 외국 자본통제 외에 외환보
유액 확충 및 외환건전성 강화를 추진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은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적 외환보유액 규모를 크게 확대

｝리먼사태 이후 신흥시장국은 외환보유액 감소를 우려, 현물시장 개입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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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은 외환 및 통화스왑(차액결제 포함), 외화 Repo, 대기성 여신 등 다
양한 외환시장 정책수단을 통해 민간부문에 대해 외화유동성을 공급

｝
신흥시장국은 통화불일치 위험 축소를 위해 외환건전성 규제를 시행
◦ 은행에 대한 외국환포지션 및 유동성 위험 등을 중심으로 외화부채 조
달자금 운용한도 및 외화표시증권 보유한도를 규제
◦ 신흥시장국의 외환건전성 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외환 관련 위험의
축소에 크게 기여
□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확충과 외환건전성 규제는 급격한 외자이탈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험을 축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이번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일부 한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

｝
이번 위기처럼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 외
환보유액 확충과 미시적 외환건전성 규제만으로는 역부족

｝
이번 위기는 미시적 외환건전성 규제가 시스템위험의 관리에는 한계를 드러
낸 만큼 외환건전성은 거시경제의 건전성 확보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줌.

4. 수출부진과 내수기반 확대
□ 선진국의 더딘 회복세로 인한 수출부진을 메울 내수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신흥국의 주요 과제

｝
對선진국 수출부진이 이어지면 내수진작만을 통한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
이나 내수시장 확대의 중요성은 커짐.
◦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내
수시장을 확대하여 성장동력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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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신흥국의 내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투자여건 개선, 사회안전
망 확충, 교육수준 향상 등 다양한 방안의 추진이 필요

｝
수출 및 내수산업에 대한 유인시스템을 대등하게 운영
｝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 부패청산, 계약이행, 임의적인 규제변경 금지 등 제도개선
◦ 숙련 기술인력 육성 및 첨단기술 능력 제고
◦ 금융시장 발달에 의한 투자자금 조달 효율화

｝
예비적 동기의 저축 유인을 완화하여 소비활성화
◦ 의료보험, 연금제도, 교육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중기적으로 재정자
금 수요가 크나 소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을 조성

｝
리밸런싱 촉진형 재정정책 시행
▪ 정부의 SOC투자와 교육제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민간투자의 수
익률 제고에 기여
▪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중산층을 확대
□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균형 잡힌 성장으로 이
행하는 것은 아시아 신흥국 자체의 이익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

｝
경상수지 흑자국의 자금이 적자국에 유입되어 유지되는 과도한 글로벌 불
균형은 언젠가는 해소가 불가피
◦ 아시아 각국 정부가 경제를 지속 가능한 성장세로 유도하기 위해 경제
의 리밸런스가 필요
◦ 아시아 외환위기 때보다 경제체질 강화, 금융건전성 강화, 재무건전성
강화 등으로 리밸런싱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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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신흥국은 자체 성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리밸런싱을 적극 추진할
필요
◦ 리밸런싱은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 강화, 노년층 지원 등을 통한 내수진
작 및 소득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
◦ 리밸런싱은 역내 교역 확대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

｝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 및 인적자본 투자에 의
한 중산층 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보다 탄력적인
환율제도 운용 등이 필요

5.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역내 교역 활성화
□ 국제금융위기는 미국의 과다소비에 기반을 둔 아시아의 과잉저축에 기인하
는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 가능성이 낮음을 교훈
◦ 아시아 신흥국들이 역내 교역을 활성화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을 대체할
역내 시장을 발전시켜야 함.
▪ 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을 통한 역내 교역 활성화를 적극
추진
□ 아시아 신흥국은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FTA 회원국의 확대와 무역의 질적
확대를 추진

｝ASEAN+6에서 미국을 포함한 APEC규모의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추진

｝
역내 교역활성화를 위해 관세인하, 원산지규제, 무역관련절차, FTA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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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항공 자유화, 노동력 이동 촉진 등
을 추진

V.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국제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원인은 우
리 경제의 상대적 선방의 주원인과 비슷한 맥락

｝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는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통화 확장정책
등 내부의 모범적 대응능력에 힘입은 바가 크나 중국의 경기부양책의 파
급효과 역시 기여
□ 우리 경제가 차별화된 회복세를 유지하고 G20의장국으로 세계경제 내 입
지를 강화하려면 신흥국의 공통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해결능력을 보여야 함을 시사

｝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경우 신흥국에 미칠 악영향에 대비, 거시경
제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강화

｝
초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자산거품을 차단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처
럼 부동산 투기 대책, 은행대출 규제와 함께 재정지출 축소 등을 포함한
출구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

｝
최근 글로벌 자금유입의 급증에 따른 환율하락 압력, 자산거품 발생 위험
성 등 부작용에 대응하고 향후 달러캐리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급격한 외
자이탈에 대비

｝
선진국의 더딘 회복세로 인한 수출부진을 메울 내수기반 확대를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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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산업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고 내수산업에도 비슷한 혜택을 부여
◦ 소비활성화를 위해 실업보험 확충, 연금제도 개혁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교육비, 주택구입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 강구
◦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규제완화, 친
기업적 정서함양,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 성장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

｝
내수시장의 외연을 아시아로 확대하고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 한․중․
일 자유무역협정(FTA),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한․미 FTA, 한․유럽연합
(EU) FTA와 연계, 적극 추진할 필요

□ 신흥국 경제의 위상강화와 신흥국시장의 부상은 우리 경제에 기회이자 위
기의 양면적 측면

｝
중국․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의 부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음
◦ 신흥국 기업의 부상은 한국 기업에는 위기가 될 수 있음.

｝
G20정상회담 서울개최를 계기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
세계경제 질서 재편에 따른 국익의 극대화에 노력
□ 향후 우리 경제의 성패는 신흥시장의 효과적인 공략 여부에 달려 있음.

｝
인구 30억의 신흥국시장은 적당한 가격과 중고급 품질의 중간기술(middle
tech) 수준의 시장이며 성장잠재력이 매우 커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

｝
신흥시장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흥국 중저소

- 20 -

득층 시장에 대한 투자확대 △중간기술수준 산업전략 추진, △동아시아
분업구조 선도 △신흥국과의 FTA 추진 △신흥국 성장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적극 추진
▪ 신흥국 내수시장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소득확대→수출확대→투자확대의 선순환 메커니즘 형성에 기여
▪ 신흥국의 중저소득층을 공략하기 위한 고품질의 중저가제품을 개발
하기 위한 중간수준의 산업전략을 강화
◦ 글로벌 불균형 해소 대응차원에서 불가피한 동아시아 역내 교역 활성
화의 효과를 최대한 우리 경제의 성장력 제고로 연계하기 위해 동아시
아 분업구조 선도 전략은 적극 추진
◦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이어 한․중 FTA를 포함한
주요 신흥국과의 FTA를 성사시켜 신흥국시장의 내수시장화를 추진
◦ 아시아 개도국,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국 성장 지역들과 경제․정치
협력을 강화해 한국이 신흥국 간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위상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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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국의 경기회복 차별화 및
정책과제

Ⅰ. 문제제기
Ⅱ. 신흥시장국의 경제회복세 현황 및 전망
Ⅲ. 신흥시장국의 빠른 회복세 배경 및 전망
Ⅳ. 신흥시장국 경제의 불안요인과 정책과제
Ⅴ. 시사점 및 대응방안

Ⅰ. 문제제기

□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흥
시장국이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선진국은 실업률 상승과 가계부채 조정 등의 영향으로 소비회복세가 뚜렷
｝
하지 않은 반면 신흥시장국은 소비회복에 이어 2010년에는 고정투자가 살
아나면서 회복세를 견인할 전망
◦ 글로벌 경제의 성장동력이 선진국의 소비지출에서 신흥국의 고정투자
및 소비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회복속도가 빠른 것은 금융위기의 피해가 적어 재정
지출 확대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등 위기대응상의 유리한 점이 작용
◦ 선진국은 아직 디플레이션 압력이 남아 있는 반면 신흥국, 특히 아시아
신흥국은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자산거품 가능성 우려
◦ 신흥시장국 중에서도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국이 특히 두드러
지게 빠른 회복세를 보임.
글로벌 성장동력이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
부상
□ 신흥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부
상하고 있으나 향후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적지 않음.
두바이쇼크, 유럽 재정적자 과다국의 금융불안 및 미국의 금융부실 확대
｝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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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초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 발생과 그로 인한
주식 및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는 출구전략의 시행

｝
달러캐리트레이드 자금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자국 통화가치 상승, 자산
거품의 발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달러캐리트레이드 청산 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 외화유동성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막을
대책이 필요

｝
이번 위기에서 드러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
수기반을 확대하여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따른 미국시장 및 유럽시장의
수출시장 비중 축소에 대응한 역내 교역 활성화 등을 추진
□ 본 연구는 향후 신흥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결
해야 할 정책과제를 분석한 후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고찰
하고자 함.

｝
국제금융위기 이후 금융․거시지표상으로 신흥국과 선진국의 경기회복의
차별성과 신흥국 회복세의 배경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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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흥시장국의 경제회복세 현황 및 전망
□ 2009년 들어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신흥
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전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
록할 전망이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성장전
망을 상향 조정
ㅇ 2009년 10월에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09년 △1.1%, 2010년 3.1%
로 2009년 7월(2009년 △1.4%, 2010년 2.5%)에 비해 2009년 0.3%p, 2010년

0.6%p 상향 조정
｝
세계경제는 확장적 금융․재정정책이 수요 위축을 줄이고, 금융시장에서
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완화되면서 성장세로 전환
ㅇ 선진국은 전례 없이 강력한 정부개입에 힘입어 안정세로 전환
ㅇ 신흥시장국은 상품가격 상승, 확장적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을 선두로 하여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

｝
선진국은 2009년 △3.4%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반면 신흥시장국
은 1.7%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09년 글로벌 경제의 회복은 신흥시장국 국가들의 소비 및 고용 확대
가 견인
▪ 회복의 주역은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신흥국들임.
▪ 아시아 신흥국들의 소매판매 회복 추세는 글로벌 및 선진국 경제에
비해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상황이며 이 국가들의 내수 회복에
대한 글로벌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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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도 신흥국들의 성장률이 5.1%로 글로벌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
이나 선진국 경제의 경우 1.3%대로 저성장 기조 지속 전망
◦ 선진국의 경우, 2010년 후반기까지 실업률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2010년은 마이너스 성장은 벗어나겠지만 저성장 기조 지속
□ 글로벌 실물경제의 회복세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간에 차이가 있으며 신
흥시장국 간에서도 회복세는 차별화

｝
선진국은 2009년 △3.4%, 2010년 1.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신흥
시장국과 개도국은 2009년 1.7%, 2010년 5.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신흥시장국은 2009년 중 플러스 성장권과 마이너스 성장권으로 나뉨.
▪ 동유럽 신흥국은 △6.4%, 아시아 신흥공업국은 △2.4%, 중남미 신흥
국은 △0.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반면 동남아 신흥국 0.4%, 남아시아 신흥국 4.9%, 중동 신흥국 1.4%,
아프리카 신흥국 2.2%, 아시아 신흥개도국 6.2% 성장률을 기록

｝
신흥시장국은 2010년에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
▪ 동유럽 신흥국은 1.2%, 중남미 신흥국은 1.3%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
지나 아시아 신흥공업국, 동남아 신흥국, 중동신흥국 등은 3.0% 이상
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신흥시장국 중 중국과 인도는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 아시아 경제의 회복세를 견인
▪ 2009년에 중국은 8.5%, 인도는 5.4%, 2010년에 중국은 9.0%, 인도는

6.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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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경제 성장 전망

(단위: %)
구 분
전 세계
선진국
미국

EU
일본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동남아 신흥국
남아시아 신흥국
동유럽 신흥국
중남미 신흥국
중동 신흥국
아프리카 신흥국
아시아 신흥공업국
아시아 신흥개도국
중 국
인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3
0.6
0.4
1.0

-1.1
-3.4
-2.7
-4.2

3.1
1.3
1.5
0.5

4.2
2.5
2.8
1.8

-0.7
6
4.4
6.7
4.9
4.8
5.0
5.5

-5.4
1.7
0.4
4.9
-6.4
-0.8
1.4
2.2

1.7
5.1
4.0
6.0
1.3
2.4
4.0
4.1

2.4
6.1
4.7
6.8
3.4
3.4
4.5
5.2

1.5
7.6

-2.4
6.2

3.6
7.3

4.7
8.1

9.0
7.3

8.5
5.4

9.0
6.4

9.7
7.3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09. 10.

｝
신흥시장국은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용,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등 주요
경기관련 지표에서도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산업생산은 선진국이 약 30% 감소한 후 회복하고 있는 데 비해 신흥국
은 최대 20% 감소하였으며, 아시아 신흥국은 약 10% 감소한 후 선진국
보다 조기에 회복세로 반전
◦ 소매판매는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회복세 저점 통과가 빨랐으나 약

13% 감소한 데 비해 신흥국은 약 3% 감소하였으며, 아시아 신흥국은
거의 감소하지 않음.
◦ 고용은 신흥국은 약 1% 감소한 후 회복되고 있는 데 비해 선진국이 약

4% 감소한 후 신흥국보다 회복시기가 지연됨.
◦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저점 통과 시기가 비슷
하나 선진국의 감소폭이 훨씬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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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업생산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09. 10.
<그림 2> 소매판매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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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용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09. 10.
<그림 4>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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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선진국 및 신흥시장 MSCI 주가지수

자료: 국제금융센터
<그림 6> 동유럽, 아시아, 중남미 신흥시장 MSCI 주가지수

자료: 국제금융센터

□ 2009년 3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각국의 적극적인 금융안정화대책의 영향
으로 점차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시장국의 신용위험도 급속히 하락

｝
2009년 3월 중순 이후 신흥시장국의 주가 상승폭이 선진국보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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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1월 말 현재 MSCI 신흥시장국 지수가 2008년 9월 12일 수준의
약 121%에 도달한 반면 MSCI 선진국 지수가 약 89%에 머물렀음.
▪ 같은 기간 중 아시아 신흥시장국 지수의 상승률은 118.9%로 가장 높
고, 중남미 신흥시장국 지수는 117.3%로 그 다음이며, 동유럽 신흥시
장국 지수는 84.4%에 머물렀음.
◦ 2008년 9월 리먼사태 이후 2009년 3월 초순까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의 주가 하락폭은 비슷한 수준
◦ 신흥시장국의 신용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CDS프리미엄과 신흥국 가산
금리는 2009년 3월 이후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되면서 급속히 하락

｝
2009년 8월 말에는 200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
<그림 7> 신흥시장 CDS프리미엄

자료: 국제금융센터

◦ 신흥시장국 통화는 2009년 3월 이후 외국인 자금의 유입, 안전자산 선
호 경향 완화, 미국 재정수지 악화 우려에 따른 달러화 약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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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시장국 통화는 2008년 9월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이탈, 안전자산 선호 등에 따라 달러화에 대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냄.
<그림 8> 신흥시장 가산금리

자료: 국제금융센터
<그림 9> 주요 신흥국 통화 절상률

자료: 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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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금융위기가 신흥국에 미친 영향
□ 선진국의 금융위기가 신흥국에 미친 영향은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1단계) 2008년 9월 이전에는 선진국의 금융위기가 신흥시장국에 미
친 영향은 제한적

｝
선진국 금융기관의 모기지 관련 손실과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한 국
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신흥국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신용위험이 확대
◦ (2단계)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이후 선진국 금융위
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위기의 충격은 5개의 경로로 파급

➀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신흥국 지점에 대한 대규모 자금 회수
｝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입은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해외 지점에서 자금
을 대거 회수함에 따라 일부 신흥국들이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

➁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경색
｝
리먼사태 이후 선진국 은행의 대출과 국제금융시장 내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경색되고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가 격감하여 외
화유출이 심화

➂ 금융경색이 실물경제에 영향
｝
미국․유럽․일본 등의 경기위축에 따라 신흥국의 수출이 격감하고
수출 감소는 신흥국 내수시장의 위축 및 국내 신용의 위축을 초래하
여 금융부문에도 타격

➃ 신흥국 경제의 주요 외화획득원인 해외송금 유입의 불확실성
｝
선진국 경제의 경기침체 회복 지연은 신흥시장국의 주요 외화소득원
인 해외송금 유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신흥국 경제의 회복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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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 신흥국에 대한 해외송금액(추정 혹은 전망치): 2008년 2,317억 달러→

2009년 1,700억 달러→2010년 1,950억 달러
➄ 심리적 요인
｝
예기치 못한 세계의 금융센터에서의 금융위기발생과 그로 인한 금융
시스템 손상 및 실물경제위축은 신뢰의 위기를 초래
◦ (3단계) 2009년 3월 이후 국제금융불안이 완화되면서 신흥국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 더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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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흥시장국의 빠른 회복세 배경 및 전망

1. 신흥시장국의 빠른 회복세 배경
(1)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부실 및 위기대응능력 개선
□ 신흥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데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금융부실이 적은
데다 과거보다 대응능력이 강화된 점이 큰 영향을 미침.1)
◦ IMF의 신흥시장 금융스트레스 지수(EM financial stress index)*에 따르면
이번 위기국면에서 신흥국 금융시장은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개선된
반응을 보임.

* 금융스트레스 지수는 주식시장, 은행부문, 외환시장 등에서 나타나는 금융시
스템의 다양한 시장신호를 평가하여 금융시장의 불안강도를 측정

｝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스트레스는 2008년 4/4분기에 급상승했다가 2009
년 1분기 이후 점차 하락
◦ 신흥국은 선진국보다 이번 위기에서 금융스트레스의 강도가 상대적으
로 낮음.
신흥국은 2008년 이전 위기 때보다 이번 위기 시 선진국 경제의 스트레스
｝
에 대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력을 보임.
◦ 신흥국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금융시장이 빠른 회복력을 나타냄.

1) IMF(2009d) pp.10-12 참조

- 37 -

<그림 10> 선진국의 금융스트레스 추이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09. 10.
<그림 11> 신흥국의 금융스트레스 추이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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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신흥국의 2008년 전후 금융스트레스 지수 강도 비교

주: 2008년 이전시기는 1998년 롱텀캐피털(LTCM) 파산, 2000년 IT거품 붕괴, 2002년
엔론 및 월드컴 파산 등이 발생한 시기임. 2008년 이전 위기와 이번 위기 시 선진
국 경제의 스트레스에 대한 신흥시장의 반응을 지역별로 표시. 아시아 신흥국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이며, 유럽 신흥국은 헝가리, 폴란드이며, 중
남미 신흥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임.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09. 10.

｝
신흥국 금융시장이 과거 위기 때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배경은 금융부
문별 스트레스 지수 강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외환시장, 해외발행 정부채권시장(sovereign debts market), 은행부문 및 증
권시장 중 은행부문 외에 다른 시장의 스트레스 반응강도는 이번 위기
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이번 위기는 선진국 금융부문의 부실 급증으로 초래된 점을 감안할 때
신흥국 금융시장이 은행부문에서 스트레스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은
선방한 것으로 평가
◦ 외환시장의 스트레스 반응도 과거보다 감소하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
◦ 이번 위기에서 신흥국 금융시장의 회복세가 빨랐던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은 해외발행 정부채권발행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의 스트레스 축소
및 주식시장 변동률 감소된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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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위기 시에는 증권시장의 하락 및 변동폭 확대가 두드러졌으나
이번 위기 때는 축소
▪ 해외발행 정부채권시장의 빠른 회복세는 두드러진 특징
<그림 13> 금융부문별 스트레스의 과거 위기 때와의 차이 비교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09. 10.

｝
신흥국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거시경제여건 개
선과 신흥국에 대한 선진국의 GDP 대비 투자노출도의 감소 등에 기인
◦ 신흥국의 재정수지적자 감소에 따른 재정 취약성 완화는 신흥국 외화
표시 정부채권의 가산금리 하락에 기여하고 외환보유액 증대는 외환시
장의 불안 완화에 도움
◦ 신흥국의 재정건전성 개선은 금융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 영향

｝
신흥국에 대한 외국은행 총대출 중 현지통화 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환위험을 수용하는 적극성을 반영
◦ 보다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의 발전과 거시정책의 효과적 운용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감소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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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신흥국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노출도 비교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09. 10.
<그림 15> 신흥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추이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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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외환보유액으로 결제 가능한 수입대금 개월 수 추이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09. 10.
<그림 17> 외국은행 총대출 중 현지통화 대출 비중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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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인도의 경기부양 파급효과
□ 중국․인도 경제가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세
계경제 회복세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

｝
2009년 성장률 전망: 중국 8%, 인도 5%
◦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회복의 원동력은 각국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가
장 빨리 회복세를 나타낸 중국의 내수에 기인한 수출 회복세가 크게
기여

｝
대중국 수출 회복세 및 통화가치 약세가 전반적 수출 회복에 큰 도움
◦ 대중국 수출 회복이 아시아 신흥국의 재고조정의 진전과 생산의 회복
을 견인
□ 아시아 경제는 국가별․지역별로 경기회복의 차이가 있는 것이 주요 특징
중 하나

｝
회복세 차이의 주요 요인은 GDP 대비 수출비율, 수출대상국의 차이
◦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은 GDP 대비 수출비율이 높은 싱가포르(100% 초
과), 한국․대만(50~60%), 태국 등에 큰 타격

▪ 한국․대만․싱가포르․태국 등은 전기비 대비 실질성장률(연율)이
약 20% 감소
◦ 반면 회복 과정에서는 GDP 대비 수출비율이 높고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대만 등의 경기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름.
◦ GDP 대비 수출비율이 10~20%대인 인도․인도네시아 등은 해외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소비 등 내수의 증가 상쇄, 위기 후에도 경기가 감
속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실질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회복세
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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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대(對)아시아 신흥시장국 수입규모

(단위: 억 달러)
한국

대만

1,122
(9.9)

1,033
(9.1)

말레이 사우디
시아 아라비아

321
(2.8)

311
(2.7)

태국

인도

싱가
포르

이란

필리핀

인도네
시아

256
(2.3)

203
(1.8)

201
(2.8)

196
(1.7)

195
(1.7)

144
(1.3)

주: 1) 2008년 기준
2) ( ) 안은 중국의 전체 수입규모 대비 비중, %
자료: Bloomberg

｝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회복된 데는 대중국 수출 회복 외에 통화가치의
하락도 한몫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및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자본이 유출, 아시아 통화의 가치가 급락

(3) 공격적 통화․재정확장 정책
□ 신흥국들은 2008년 9월 리먼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에 대응, 선
진국과 같이 적극적 통화 재정확장 정책을 시행하여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
◦ 국제금융불안 및 경기침체로 인해 동남아 주요국들의 경제성장률이 크
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융정책도 2008년 11~12
월부터 완화기조로 전환

｝
신흥국은 선진국과 함께 실물경제의 위축을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추진, 경기를 부양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둠.
◦ G20국가에 포함된 11개 신흥국 중 터키를 제외한 모든 신흥국의 국제
금융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규모는 총 2,753억 달러2)
▪ 중국 1,953억 달러,3) 인도 68억 달러
2) Boorman(2009), p.7.
3) 중국은 기존의 경기부양책을 포함하여 총 4조 위안(약 5,7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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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국 경기부양책은 이들 신흥국의 GDP성장률을 1.5%p 높이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그림 18> 정책금리 변화(2008년 9월~2009년 3월)

자료: ADB Outlook 2009
<표 3>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재정정책 효과
GDP의 효과(%, 기준에서의 변화)

국가

정책의 2009년 GDP에서의
비중

2009년

2010년

2011년

중국

1.2

1.3

2.0

1.5

홍콩

1.4

1.1

0.5

0.3

인도

1.6

0.5

0.3

0.3

인도네시아

1.3

1.3

0.8

0.4

한국

2.5

1.6

1.2

1.0

말레이시아

2.6

3.1

4.1

1.5

필리핀

4.1

2.4

3.5

1.7

싱가포르

5.9

3.6

2.8

0.4

대만

2.1

1.4

1.2

0.7

태국

6.4

6.5

7.9

7.4

자료: ADB Outloo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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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국들은 금융시장 피해규모가 적어 경기부양용 재정확대에서 유리

｝
신흥시장국은 선진국에 비해 금융시장 안정용 재정투입 규모가 훨씬 작아
경기부양용 재정투입 규모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유리4)
ㅇ 부실금융 규모(2007∼2010년 중)는 미국이 2조7,100억 달러(미국 총금융자
산의 10.2%), 유로 및 영국은 1조1,900억 달러(5.0%), 일본은 1,500억 달러

(2.0%)로 예상되나 신흥시장국의 경우 은행부문 손실규모는 3,400억 달

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ㅇ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정규모의 대GDP 비율은 선진국이 약 6%이나

G20 중 신흥국 그룹은 1% 미만인 것으로 추정
▪ 영국이 80.2%로 가장 크고 미국 38.4%, 일본 30.9%, 독일 22.2%인 데
비해 중국 등 신흥시장국은 0.6%로서 매우 미미한 수준
<표 4> 주요국의 금융부실 규모(2007~2010년)

(단위: 10억 달러, %)
1)

구 분

금융자산(A)

금융부실(B)

명목GDP (C)

B/A

B/C

미국

26,554

2,712

13,751

10.2

19.7

유로․영국

23,807

1,193

15,050

5.0

7.9

일본

7,358

149

4,384

2.0

3.4

신흥시장국

-

3402)

-

-

-

주: 1) World Bank의 2007년 중 명목GDP 기준
2) 은행부문 기준
자료: IMF, 세계금융안정보고서, 2009. 4.

□ 신흥국은 실물경기부양대책에서 경기부양효과를 위해 효과가 높은 부문 선
정, 예산조기집행 및 국제공조 등을 추진

｝
경기부양효과가 높은 SOC부문과 불황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지
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4) 성병묵 김예진(2009),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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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확충: 경기부양효과가 높은 SOC 프로젝트 투자로 전 세계 총

6,207억 달러이며 전체 경기부양자금의 약 24%에 달함(멕시코, 아르헨티
나, 대만, 인도, 이집트, 칠레 등).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자금지원(베트남, 인도, 멕시
코, 칠레, 이집트 등)

◦ 가계 지원: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세제혜택, 사회안
전망확충(태국, 대만, 멕시코, 칠레 등)
◦ 고용안정: 단기고용프로그램 및 고용유지, 공공근로확대(멕시코, 칠레, 일
본, 호주 등)

◦ 현금지급을 통한 소비진작: 소비회복을 위해 가계에 현금지급(태국, 대만
등)

◦ 신성장동력 확충: 녹색성장(중국), 첨단산업육성(중국 등), 교육․의료․
환경․과학기술 분야 지원(중국, 말레이시아 등)
◦ 기업지원 위한 세제개편: 법인세 및 부가세 인하(중국, 칠레, 카자흐스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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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아시아 주요국의 경기부양대책
규모․시기

고용․사회안전망

유효수효창출

성장력 강화

➀ 내수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주택건설
공공투자(철도 도로 등)
10개항 조치
(2008 년 4/4분기~2010년)
기업의 부가가치세 감세
•4조 위안
(GDP 대비 13%)
•사회보장 강화
•자동차구입 지원(차량 •산업구조조정 촉진책
➁ 소비진작책
(대상 확대 및 수준
취득세 50% 감면, 농
(업계재편, 기술혁신
•자동차취득세 감면
)
제고
촌지역 신차 교환 및
중
등)
(2009 년 1~12월)
구입보조금, 9개성 및
국
•농촌지역 자동차보급정
시지역 교환보조금)
책(2009년 3~12월)
•상업은행의 대출규제
•농촌지역 가전보급정책
완화
(2009 년 2월~2013년 1 월)
•자동차 가전 신제품 교환
•지방SOC정비
촉진책
•민간설비투자지원(세공제기간 연장)
(2009년 6월~2010년 5월)
➀ 건설업계 지원 및 부동산
대책 9조 원(GDP 대비 1%)
•청년취업지원강화
➁ 종합경제대책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
•재정지출: 11조 원
직 전환 지원
(GDP 대비 1.2%)
•공공부문 고용확대
•감세: 3조 원
(GDP 대비 0.4%)
➂ 녹생성장정책
한
(2009~2012 년)
국
•약 50조 원
(GDP 대비 5.5%)
➃ 경기대책 추경예산
•28.4억 원
➄ 자동차판매 촉진책
(2009년 5~12월)
➅ 희망근로프로젝트
(2009년 6~11월)
경기부양책
(2009~2012년)
•7,180 억 대만 달러
(GDP 대비 5.8%)

•가계 주택 관련 지출
부담 경감
(대출기간연장 등)
•중소기업자금 지원

•4대강 정비사업
•그린교통망 확충
•에너지 절약형 주택 학교 등 정비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성화

•자동차 신차교환 지원(감세조치)
•감세(자동차화물세 인
하, 소득세 공제액 인
상, 상속증여세 인하)
•1인당 3,600 대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전
국민에게 지급
•중국본토에서 오는 여
행자 하루 3 천 명으로
확대

•직업훈련
•실업자 구제조치

대
만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건설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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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시기

싱
가
포
르

고용 사회안전망

•고용유지
➀기업자금조달 지원
(고용주에 대해 월급의
•23억 싱가포르 달러
12% 현금 환급)
(GDP 대비 1.0%)
•직업훈련
➁경기회복패키지(2009년)
•205억 싱가포르 달러
(GDP 대비 6.0%)

유효수효창출

•자금조달지원
•가계지원( 물품․서비
스세 환급 등)

•기업의 현금흐름․경쟁력 개선
(법인세율 인하 등)

•공공투자 ( 철도․도로․공항
등)

•실업자 직업훈련

➀경기부양책
(2009~2012 년)
•1,167 바트
(GDP 대비 3.0%)
태 •감세: 400억 바트
국 ➁ 2차 경기부양책
(2010~2012년)
•1조5,660억 바트(GDP 대
비 5~6%)
•감세: 1조4,300억 바트

말
레
이
시
아

➀ 경기부양책(2009년)
•70억 링깃
(GDP 대비 1.1%)
•감세: 400억 바트
➁ 2차 경기부양책
(2009~2010 년)
•600억 링깃
(GDP 대비 9%)

필 경기부양책
리 •3,300 억 페소
핀 (GDP 대비 4.4%)

성장력 강화

•농업 인프라 정비
•저연비차보급지원(수입관세율 인하 등)
•15년간 무상교육
•저소득자 2천 바트 정
액급부금 지급
•중소기업지원
(최저세율 적용 확대)
•신규주택취득 지원
(비용의 세액공제범위
설정)

•직업훈련
•고용창출

•민간기업지원( 국산차
교체 지원책 등)

•인프라투자(공항정비 등)

•중저가격 주택의 건설

•공공부문고용확대

•감세(법인세 인하)

•공공투자(인프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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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시기

고용 사회안전망

유효수효창출

•저중소득자 주택취득 촉진을
위한 대출방안 설정

➀ 1차 경기부양책
•2008년 중 최대 2,000루
피의 추가지출 실시, 물
품세 인하
➁ 2차 경기부양책
인
•인프라 투자지원 확대,
도
해외 상업차입 규제 추
가완화
③ 3차 경기부양책
•물품세 인하 연장, 서비
스세 인하 등

성장력 강화
•국영은행에 2 년간 2천
억 루피 자본확충

•감세
(물품세, 서비스세)
•기업지원
(수출기업, 중소기업)
섬유산업지원
•대외상업차입 규제완
화
•유동성 강화
(자금공급)
•발전용 나프타 수입관
세 면제
•인프라투자에 대한 자금조달액 인상

인
도
네
시
아

➀ 1차경기대책
•12.5조 루피아
➁ 2차경기대책
•27.5조 루피아
(1차대책과 합계)
•그 후 71.3조 루피아로
확대(GDP 대비 1.4%)
③ 긴급예비비로 2 조 루피
아 추가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인하
•개인 기업 감세
•산업용 전력요금 인하

•공공투자(인프라정비)

•사회보장정책 충실
베 경기부양책(2009년)
트 •143조 동
(GDP 대비 10%)
남

•은행융자의 이자지급
지원
•감세
(개인, 법인소득세)

자료: 日本内閣府, ｢世界経済の潮流 2009年 II｣,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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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효과
□ 국제 원자재 가격이 2009년 2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브라질, 러시
아, 중동 산유국 등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가 회복세

｝
국제유가(WTI 기준)는 2009년 12월 18일 현재 저점(2009년 2월 12일) 대비 약
37%, CRB 지수도 저점(2009년 3월 2일) 대비 약 41% 상승
◦ 원자재 가격은 경기회복 기대감 및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전년 말을
저점으로 반등
▪ 금가격은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구리 및 납은 2009년 들어 100% 이
상 급등
◦ 유가는 10월 한때 80달러를 상회하는 등 연중 최고 수준
<그림 19> 원유가격과 CRB 지수

자료: 국제금융센터

｝
2009년 1/4분기 중 원자재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급증
◦ Barclays Capital은 2009년 1/4분기 중 원자재시장으로 221억 달러의 자
금이 유입되었으며 기관투자자들이 운용하고 있는 원자재 자산 규모가

- 51 -

전 분기 대비 180억 달러 늘어난 1,7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2008년 12월 이후 특히 상장지수펀드(ETCs)로의 자금유입이 급증했
으며 2009년 2월에는 미국과 유럽의 원자재 ETCs로 100억 달러 가까
이 유입
<그림 20> 원자재 상장지수펀드로의 자금유입

자료: Barclays Capital의 The Commodity Investor

2.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디커플링 논란과 향후 전망
□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신흥시장국 경제와 선진국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 이론이 상당수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음.
디커플링은 신흥국 경제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성장(혹은 주가)이
｝
침체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고도성장세를 유지하여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상
◦ 2002년 이후 아시아를 포함한 신흥시장국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
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자 세계경제 성장의 축이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주장을 일부에서 제기
◦ IMF는 2007년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당시 미국이 주택투자 감소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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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둔화되고 있으나, 미국이 완만한 경기둔화세를 나타낼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어 세계경제는 신흥국 중심으로 성
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분석, 조건부 디커플링 이론을 지지

｝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선진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
는 가운데 브릭스와 아시아지역이 강한 성장세를 지속, 디커플링이 타당
한 것처럼 보임.
◦ IMF의 미국경제 성장률이 2004년 3.9%에서 2007년 2.1%로 둔화된 반
면 신흥시장국 성장률은 같은 기간 중 7.5%에서 8.3%로 상승
□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며 브릭스와
아시아지역의 경기도 급속히 하강하자 디커플링 이론을 부정하는 견해가 부상

｝
국제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디커플링해 온 것이 아니라 신흥국은 무역투
자 국제자금흐름을 통해 미국 및 유럽과 연계성이 강화된 것이 2002년 이
후 높은 성장세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드러남.
◦ 금융위기로 신흥국의 성장률 감소폭과 주가하락률이 선진국보다 훨씬
더 컸음.
<그림 21> 주요국 GDP성장률 비교

자료: 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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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08년 4/4분기 중 주요국 주가하락률

자료: Bloomberg

□ 최근 신흥국의 경기회복세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뚜렷해지자 디커플링 이
론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5)

｝
일부에서는 주요 신흥시장국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되고 있는 최근의 현상
을 새로운 디커플링(decoupling 2.0)으로 지칭*(Economist, 2009. 5. 21)
◦ 다만 동유럽 국가의 회복세는 미약한 데 비해 아시아 국가는 빠른 회복
세를 보이는 등 신흥시장국 내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과거의 디커플링 현상과 다른 점
□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디커플링은 구조적으로 정착되어 가
고 있는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6)
ㅇ 신흥시장국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 저하(역내 교역 확대), 내수의 중
요성 제고, 양호한 재정 상황, 중국 등 거대 신흥시장국의 지속적 성장
등 디커플링을 가능케 하는 요인은 계속 진행 중
5) 한국은행(2009c), pp.2-3.
6) 한국은행(2009c),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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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1975년 중 아시아 국가의 전체 수출비율의 21.4%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중에는 14.0%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중 역내 교역비
중은 20.0%에서 39.8%로 급등
<표 6> 아시아* 수출대상지역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미국

유럽

일본

아시아 역내 기타 선진국

기타

1971~1975년

21.4

10.5

23.2

20.0

12.8

12.0

1986~1990년

22.3

10.6

15.3

29.8

11.4

10.5

2001~2005년

18.8

11.9

10.6

38.5

10.3

10.0

2008년

14.0

12.4

7.9

39.8

9.3

16.6

주: *는 IMF 기준 Developing Asia와 홍콩, 한국, 싱가포르 포함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한국은행(2009c) 재인용

｝
2000~2008년 중 아시아 신흥시장국 순수출의 성장기여율이 11%(중간값 기
준)로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서 내수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Prasad, 2009)
<표 7> 수출 및 내수의 성장기여도(2000~2008년 평균)
경제성장기여도
순수출

순수출의
성장기여율

GDP 대비
순수출
비중(2008)

5.0

1.1

10.8

7.9

2.3

1.3

1.7

34.0

12.2

5.2

3.1

1.4

0.4

7.7

9.6

한국

4.9

2.5

1.0

0.4

28.6

4.4

말레이시아

5.1

4.6

0.4

0.1

2.0

13.1

싱가포르

5.5

2.8

1.5

1.5

27.3

20.4

태국

4.8

2.7

1.5

0.5

10.4

15.4

독일

1.4

0.5

0.1

0.9

64.3

6.8

일본

1.5

1.0

0.2

0.5

33.3

4.9

미국

2.3

2.3

0.1

-0.1

-4.3

-3.3

구 분

경제성장률
평균

소비

투자

중국

10.2

4.1

홍콩

5.0

인도네시아

자료: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2009. 10.), 한국은행(2009c) 재인용

- 55 -

｝
선진국의 경우에는 높은 정부부채 비율이 금리상승압력을 높여 성장에 걸
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나 신흥시장국은 재정상황이 양호하여 장기적 성장
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
<그림 23> 선진국과 신흥국의 재정수지비율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 October 2009.
<그림 24>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가부채비율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 Octo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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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경제의 본격적 회복은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에 탄력이 붙어야 가능
하고 금융부문의 세계화가 진전된 점은 디커플링 이론의 논거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임.

｝
최근 아시아 신흥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요인은 중국을 허브로 하
는 아시아 역내 생산의 분업 확대에 따른 것이나 미국과 유럽을 최종 수요
지로 한 중국을 축으로 하는 아시아 역내 분업체제에는 한계가 있음.7)
◦ 아시아는 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아 선진국과 분리되어 자율적인 성
장을 지속하기 어려움.
▪ 2006년 현재 세계소비 중 중국․한국․ASEAN의 소비합계의 비중은

7.3%이며 이는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
▪ 전 세계 GDP 대비 중국․한국․ASEAN의 GDP 합계의 비중은 9.5%
이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발생
<그림 25> 세계의 최종소비

GDP

26.8

소비

0.0

21.9

31.7

0.1

0.2

8.9

21

0.3

0.4

5.4 4.1

32.9

8.6 3.53.8

0.5

0.6

0.7

31.5

0.8

미국

일본

한국+ASEAN6

EU

중국

기타지역

자료: 日本内閣府, ｢世界経済の潮流 2009年II｣, 2009. 11.

7) 内閣府(2009b), ｢世界経済の潮流 2009年I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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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표 8> 아시아 신흥국의 수출비중과 수출대상국별 비중
구 분

수출의
명목GDP 대비

중국

31.8

홍콩

대중수출

대미수출

대일수출

-

17.7

8.1

168.6

48.5

12.7

4.3

한국

51.8

21.7

11.0

6.7

대만

64.9

26.1

12.1

6.9

싱가포르

185.2

9.2

7.0

4.9

태국

64.3

9.1

11.4

11.3

말레이시아

89.8

9.5

12.5

10.8

인도네시아

26.8

8.5

9.5

20.3

필리핀

31.1

11.1

16.7

15.7

호주

18.8

14.5

5.5

22.8

인도

16.4

5.3

11.4

1.9

베트남

29.7

7.4

19.5

14.0

자료: 日本内閣府, ｢世界経済の潮流 2009年II｣, 2009. 11.

｝
미국과 아시아의 경기동조화 현상은 금융위기의 발생 시 현저히 나타나는
데 이번 국제금융위기에서 다시 입증됨.8)
◦ 실물부문보다 글로벌화가 더 많이 진전되어 있는 금융시장을 통해 부
정적 파급효과가 빠른 속도로 작용
ㅇ 신흥시장국에 유입되어 있는 선진국 자금의 회수(deleveraging),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주가는 동시하락
□ 세계경제의 상호연관성이 높아져 경제권 간의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은
현실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

｝
신흥국 경제의 빠른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기인한 것이며
유리한 조건이 바뀔 경우 향후 회복기에 신흥국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
8) 한국은행(2009c),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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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신흥시장국 경제의 불안요인과 정책과제

1. 국제금융불안 재연 가능성과 위기대응체제 강화
□ 두바이쇼크에 이어 유럽의 신용리스크 문제 및 미국의 금융부실 확대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재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하여 신흥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두바이사태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리먼사태에 비하면 제한적
◦ 11월 25일 두바이월드가 보유한 590억 달러의 채무유예 요청 사태로
위험회피 경향이 확대되며 국제금융시장의 일시 불안이 증폭
◦ 두바이월드가 관련된 글로벌 은행들의 위험노출규모가 120억 달러에
달하나 이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국제금융기관이 입은 손실
규모 1.72조 달러에 비하면 소규모임.
◦ 아부다비 정부가 12월 14일 두바이에 10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은 잦아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관련 불확실성
이 지속

｝
두바이쇼크보다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미국
의 금융부실이 확대되고 있는 점과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더 심각한
금융불안요인으로 부상
□ 미국의 상업용 모기지 부실 증가, 카드론 등 소비금융 연체 증가 등으로 금
융기관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과 연체율 증가, 사무실 빌딩의 공실률 상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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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악화로 상업용 모기지 익스포져 비율이 높은 중소형 은행 파산 증가
ㅇ 상업용 부동산은 고점 대비 42% 하락하였고 사무실 빌딩의 공실률은

2009년 19%, 2010년 2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ㅇ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7.91%를 기록하여 전체 대출 연체율

6.49%를 상회
ㅇ 140개 중소형 은행이 파산한 데 이어 중소형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부
실 확대 가능성이 높음.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차론, 학자금대출 등 연체 증가로 대
｝
형은행들도 추가 부실 우려
ㅇ 미 신용카드 연체율:

2007년 말 4.6%→2008년 말 5.6%→2009년 9월 6.6%
ㅇ 상업은행 연체율이 2008년 3/4분기 3.74%, 4/4분기 4.62%, 2009년 1/4분
기 5.58%, 2/4분기 6.49%, 3/4분기 7.03%로 상승

｝
미 금융기관의 부실이 확대되더라도 금융부실이 금융시스템상의 위기로
심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ㅇ 금융부실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실규모가 파악되고 있어 미국 정부는
막대한 부실처리 비용이 소요되는 금융시스템 붕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
ㅇ 상업용 부동산의 비중이 주거용의 3분의 1 정도인데다 유동화비율도

20% 정도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80%에 비해 크게 낮은 점도 금융위
기 가능성을 낮춤.
□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및 그 가능성은
국제금융시장에 지속적 부담이 될 가능성

｝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AAA’ 등급을 상실했으며 그리스, 포르투갈의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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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은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됨.
◦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재정악화 및 정부부채 증가, 성장률 저조 전망 등
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 그리스는 정부부채 규모가 GDP 대비 1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
고, 포르투갈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부각된 경제구조 문제와 그와 관
련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 및 정부부채의 지속 증가 등을 이유로 하향
조정

｝
유럽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더딘데다 국별로 차이가 많아 유럽선진국 의존
도가 높은 동유럽국의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
ㅇ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정부부채 증가는 채권이자지급 증가를 초
래함으로써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ㅇ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크고 외환보유액이
적은 동유럽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자본이탈 우려가 있음.
▪ 그리스, 포르투갈 등 경상수지 적자가 크고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
드 등 외환보유액이 적은 유럽 국가에서 자본이 이탈할 우려
▪ 동유럽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 외환보유액 부족 및 금융시스템 취
약 등으로 위험요인 상존
▪ 동유럽 국가에 대한 서유럽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익스포져 회수 등
이 위기재발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 및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수지적자 확대로 인한 국지적 금융불
안이 신흥국에 미칠 악영향에 대비해야 함.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상당부분 실행되었고 경기
가 회복되고 있어 미국․유럽 등의 금융불안이 국제금융위기의 재발수준
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전망
◦ 2010년에는 재정수지 측면에서 여유가 있고 성장 회복속도가 빠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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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신흥국의 안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국지적 금융불안이 신흥국 투자리스크를 높이고 유럽 등 선진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증가시켜 국제자금흐름을 위축시킬 가능성
◦ 경제체질이 약한 일부 신흥국의 신용위험 상승은 신흥국 전체에 대한
투자 기피를 초래할 우려

｝
신흥국의 대응책으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거시경
제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
◦ 금융시스템 전반에 리스크 감독 강화
◦ 거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 중앙은행과 감독기관 간 상호 정책공조 확대
◦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 감독기준 강화
□ 동아시아지역의 경우 최근 진전되고 있는 역내국 간 통화․금융협력 강화
노력이 구체적 성과를 이어가야 함.

｝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등 역내 금융협력
강화가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 완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

｝
이런 성과를 토대로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던 아시아채권시
장(ABMI) 활성화, 지역환율 협력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논의를 적극 추진
할 필요

※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현황

｝
1998년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지역유동성확보를 위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와 아시아채권시장(ABMI) 육성 및
지역환율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 1998년 1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ASEAN+3(한, 중, 일) 정상회담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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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일환으로 각국은 재무장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역
내 국가 간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
□ CMI의 다자화는 2009년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재
무장관 회의에서 아시아공동기금의 출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성사
됨.
아시아공동기금의 총액은 1,200억 달러이며,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분담
｝
금은 960억 달러이고, 분담비율은 16%, 32%, 32%로 한․중․일 3국
간 비율만 비교하면 2:4:4임.
◦ 국제금융불안과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CMI 다자화에
최종 합의한 것은 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한 단계 진
전시킨 것으로 평가됨.

｝
CMI는 위기발생 시 역내 국가 상호간에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 간 통
화스왑 계약으로 2005년 5월 발족
◦ CMI는 2004년 365억 달러, 2005년 585억 달러, 2006년 750억 달러,

2007년 830억 달러로 확대
｝
CMI의 다자화는 CMI를 보다 결속력 있는 단일의 공동펀드로 전환하
기 위해 2006년부터 논의
□ ABMI는 2009년 5월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
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M)에 대한 설립방안이 논의되었음.

｝
ABMI는 아시아 각국이 외환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저축을
역내에서 환류(recycling)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논의가 진전
◦ 2002년 11월 재무차관 비공식회의에서 한국의 제의로 아시아 채권
시장 발전방안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

｝
ABMI 육성은 동아시아의 잉여자금의 선순환 촉진과 외화유동성 위기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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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 자금의 외부 유출 없이 지역자금 수요에 충당하여 지역경제발
전에 기여
◦ 역내 기업의 중장기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투자활성화에 도움
◦ 낮은 투자등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역내 국
가나 기업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
◦ 역내 국가들의 과도한 은행권대출과 달러에 대한 의존을 줄여 통화
와 대출기간의 불일치 발생위험성을 줄임.

｝
그러나 ABMI 육성은 △역내 채권유통시장의 부재 △충분한 채권유동
성과 신속한 청산 및 결제시스템 부재 △채권 신용보증기구 부재 등으
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
◦ 2009년 5월 발리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CGIM에 대한
설립방안이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1998년 아시아 통화위기 시 급격한 환율변동을 겪으면서 역내 통화 및
환율협력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

｝
아시아공동기금 창설, ABMI 육성을 통해 외환유동성 지원제도 개선에
진전이 이루어지더라도 환율공조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야 역내 금융
및 통화협력이 가능

｝
통화 및 환율협력에는 유럽통화체제(EMS)의 모형에 따라 동아시아 환
율체제(EAMS)를 구축하는 방안과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지역의 환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
◦ EAMS는 역내 국가들의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 새로운 통화인 아시
아단일통화(ACU)를 창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각국의 통화가치를 일
정 범위 내 변동하는 방안을 논의 중

｝
그러나 환율협력 문제는 ACU 내 엔화참여 여부, EAMS 내 중국의 역
할을 둘러싼 입장차로 큰 진전이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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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거품 발생과 출구전략
□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에 의해 신흥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
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 빠른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산거
품 발생에 대한 우려가 고조

｝
일부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빠른 경기회복세와 외국자본 유입러시 등의 영
향으로 자산거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주택시장은 과열 양상
▪ 홍콩은 2009년 들어 9월까지 1,000만 홍콩 달러(약 130만 달러) 이상 고
급주택가격은 28% 상승하고 9월 전체 주택판매도 1만2,285건으로 전
달보다 1,000건 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 투자 열기는 과열
▪ 싱가포르도 2009년 3분기 주택가격이 15.8% 상승, 28년 만에 최고치
를 기록. 주택 거래량은 3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
▪ 대만은 2009년 들어 주택가격이 6% 이상 상승
<표 9> 전고점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인도

싱가포르

4.9

2.8

1.4

0.1

-11.6

-13.1

주: 중국, 한국은 11월 기준, 홍콩은 10월 기준, 대만, 인도, 싱가포르는 9월 기준. 중국
은 전국 70개 도시 신규주택 기준. 인도는 뭄바이 13개 도시 기준
자료: CEIC

◦ 중국은 과열양상은 아니나 부동산 거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주택매입 시 자기자본 납입비
율 완화(30%→20%) △거래세 인하(3~5%→1%) △매입 시 토지세 면제
△양도세 면제를 위한 보유기간 단축(5년→2년) 조치 등 부동산 활성
화 조치를 시행
▪ 중국의 주택가격은 2009년 3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하며 2009년 10
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

- 65 -

<그림 26> 중국의 주가 및 주택가격 추이

<그림 27> 중국의 부동산 대출 잔액 증가

자료: 국제금융센터

｝
아시아 주식시장이 2009년 들어 일제히 급등해 대부분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도 거품 징후로 평가
◦ 외국인 전용시장인 중국 상하이B 지수는 2009년 들어 12월 21일 현재

116%나 급등했고 인도네시아(85%), 인도(73%), 대만(68%), 필리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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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59%), 싱가포르(59%) 등도 50% 이상 상승
▪ 미국 다우지수 상승률은 17%, 한국의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46%에
그침.
◦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주가의 강한 반등은 높은 성장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이 지역의 역할 증대에 따른 것이지만 급격한 상승 속도는
투기적 거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
<그림 28> 아시아 증시 상승률

주: 2009년 연간 주가지수 상승률
자료: 국제금융센터

□ 유동성 과잉과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 등이 자산가격 거품발생의 주요인으
로 작용

｝
각국의 초저금리와 과잉유동성 공급에 의해 공급된 시중 유동성이 주식
및 부동산시장으로 유입
◦ 중국은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2009년 들어 은행 신규대출이 GDP의

30% 이상 증가해, 국내총생산 대비 141%에 이름.
▪ 2009년 10월 대출과 총통화(M2)는 전년동기비로 각각 34.2%, 29.4%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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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은 2009년 1~10월 동안 대출 증가율이 33%로 정부의 연간 목표
치(30%)를 상회
<그림 29> 아시아 주요국의 통화공급(M2) 증가율 추이

자료: ADB Outlook 2009, update November

｝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
자산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의 이동에 따른
것임.

｝
경기부양을 위해 풀린 막대한 자금과 선진국시장의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
한 달러캐리자금 등이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빠른 동아시아로 대거 유입
◦ 2008년 9월 리먼사태를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990억 달러의 자금이 일
시에 유출된 후 2009년 3월 이후 상반기에만 440억 달러의 해외자금이
순유입
▪ 990억 달러 순유출에서 440억 달러 순유입으로의 대반전은 금세기
최대 규모(세계은행 보고서, 2009)
□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거품이 잉태되어 또다시
외부충격이 올 경우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될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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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국경제의 규모와 영향이 과거에 비해 커짐에 따라 중국 부동산 가
격 하락이 전 세계 경제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UN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008년 22%
에서 2009년 50%로 상승
◦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경우 △소비위축 △기업채산성 악화 △
실업률 상승 △위안화 하락에 의한 중국기업의 수출 가격인하 △경쟁
국 수출 위축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
□ 자산거품을 차단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은 각국 사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대책, 은행대출 규제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 재정지출 축소 등을 포함한 출
구전략을 시행 중

｝
세계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지난 1년간 재정적 경기부양 조치를 실시하여
온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0년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할 계획

｝
싱가포르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투기 조짐에 맞서 긴급 대책을 발표
◦ 분양계약 시 매입대금의 10~20%만 내고 나머지를 완공 후에 납부하는
분양방식과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주택
대출을 금지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09년 11월 달러화 대비 동화의 가치를 5.4% 절하하
고 기준금리를 8%로 1%p 인상
◦ 최근의 무역적자 증가 및 암시장 환율과의 괴리 확대 등이 절하 조치의
배경. 한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민간대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도 단행

｝
인도 중앙은행은 2009년 10월 중 법정 유동성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유
동성 회수를 위한 부분적인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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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인플레 우려로 정책기조 전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한 데 이어 은
행이 부채에 대하여 보유하도록 규정한 현금, 국채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인 법정 유동성 비율을 상향 조정
◦ 수출기업에 대한 리파이낸스 한도 축소, 은행 외화스왑 중지 등 금융위
기 이후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하였던 비상조치를 철회하고 은
행의 대손충당비율을 상향 권고하는 등 감독․관리를 강화

｝
중국은 완화적 정책기조의 유지 및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을 견지하고 있으
나 시중 유동성 증가 억제 및 부동산 투기 대책은 강력히 추진
◦ 2009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완화적 정책기조의 유
지와 함께 소비촉진을 통한 성장 방식의 전환을 재차 밝힘.
▪ 이번 회의에서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출구전략
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국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시사
◦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9년 8% 성장 실현이 가능해지
자 유동성 관리 강화
▪ 대출자금의 주식 및 부동산시장 유입 억제를 위해 2009년 2분기부터
대출 및 용도 통제
◦ 2009년 12월 들어 부동산에 대한 투기억제 조치와 주택공급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을 발표
▪ 주택 양도세 면제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2012년 말
까지 계획한 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기존 750만 호에서 1,540만 호로
확대
▪ 토지에 대한 자기자본 선지급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
고, 부동산 개발업자가 계약 후 1년 이내 토지구입대금의 지급을 완
료토록 규제를 강화
▪ 대도시의 택지 양도의 상한선을 20헥타르로 제한하여 대형 국유기업
등의 토지 사재기 행위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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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위원회도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대출자금의 부동산 유입1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

｝
세계은행은 자산거품을 차단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진국보다 조
기에 긴축정책을 펴 과잉유동성을 해소할 것을 권고
□ 중국․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들은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미시 대책에는 적극적
이나 기준금리를 올리는 출구전략 시행에는 신중한 입장

｝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9년 2분기 이후 대
부분의 경제회복은 일시적인 정부지원조치에 따른 것이며 향후 경기부양
책이 종료되기 전에 해외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더블딥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에 대비

｝
수출지향적 아시아 국가는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소진 위험에 노출되
어 있어 미국의 회복세가 주춤할 경우 아시아 수출에 대한 수요도 회복되
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3. 외자유입 러시와 급격한 외자이탈대책
□ 국제금융위기로 이탈하였던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 급증

｝
금융위기 시 위험자산으로 여겼던 신흥국 자산을 다시 매입하고 향후 높
은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자산배분 확대 등으로 자금유입이 증가
◦ 펀드 자금흐름을 집계하는 EPFR社는 2008년 신흥국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이 495억 달러 유출되었으나 2009년에는 유입규모가 7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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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F는 최근 보고서에서 신흥국으로의 민간자금 이동이 2009년 3,486억
달러에서 2010년 6,71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신흥국에 대한 외자유입 급증은 신흥국의 빠른 경기회복세, 달러캐리트레
이드의 확대 등이 주요 요인

｝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제로금리정책과 달러캐리트레이드를 통한
고수익 투자 추구 등의 영향
<그림 30>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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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불안의 완화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약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선
진국보다 신흥국의 빠른 경기회복세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증가시킴.
◦ 투자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VIX(Volatility Index) 지수도 2009년 3월 이후
하향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위험회피성향을 나타내는 Risk Index
(UBS社)도 금년 4월 마이너스로 전환

<그림 31> VIX 및 Risk Index 추이

자료: 한국은행

｝
미국의 초저금리정책에 따른 달러 약세에 따른 대체 투자수단으로 신흥국
의 자산에 투자 확대
□ 신흥국으로의 글로벌 자금유입은 신흥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

｝
자국 통화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 자금유입과 미 달러 약세기조에 따라 신흥국 통화들은 2009년 들어, 특
히 3월 이후 강세기조를 보이고 있음.
해외자금유입에 따른 자산시장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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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되어 자금이 역류하면 국제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달러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되면 글로벌
자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

｝
해외단기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교란
□ 최근 글로벌 자금유입의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 신흥국의 자본통제 움
직임이 증가
◦ 브라질, 대만 등이 약한 수준의 자본통제를 취한 데에 이어 인도네시
아, 러시아, 콜롬비아의 자본통제 가능성이 큼.
◦ 브라질은 2009년 들어 견조한 경제성장과 대규모 자본유입 등으로 헤
알화가 33% 절상되자 10월 19일 외국인이 투자하는 헤알화 표시 채권
과 주식에 2% 거래세를 부과하는 자본통제를 실시
◦ 대만 정부는 역내에 유입되기는 했으나 투자에 나서지 않는 대기자금
이 늘자 2009년 11월 10일 외국인의 환투기 억제 및 주식투자 유도를
위해 약한 수준의 자본통제를 실시
◦ 중국은 최근 핫머니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투기자본에 대한 일부 규제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규제도
가능. 그러나 대규모 자본통제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 내년 자본유입 지속, 통화 추가 절상 전망 등으로 자본통제에 나서는
신흥국이 더 늘어날 전망이나 자본통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인
해 약한 수준의 자본통제가 예상되며 그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듯

｝
수출의존형 아시아 국가들이 불안정한 단기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견해(노리타카 ADB수석고문 등)가 있으나 자본통제
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함.9)
9) 안남기(2009b),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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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통제의 부작용으로는 △자본유입 감소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경
제성장에 필요한 장기자본 유입 축소 △기유입자금의 이탈 △국가신인
도 저하 △외국인 투자심리 저하 △MSCI․eFTSE 지수 편입 제외 가능
성 등
◦ 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도 자본통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나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며 보통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지적
□ 급격한 외자이탈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흥국은 외국 자본통제 외에 외환보
유액 확충 및 외환건전성 강화를 추진10)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은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적 외환보유액 규모를 크게 확대
◦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의 경우 수입액, 통화량 및 단기외채 대비 보유
액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동유럽 국가는 동 기준 대비 보유액 지표가
모두 악화되면서 최근 위기발생 원인으로 작용
<표 10>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비교
외환보유액
(십억 달러)

구 분
2000(A)

외환보유액/월 외환보유액
평균수입(배)
/M2(%)

외환보유액
/단기외채(배)

2007(B) B/A(배) 2000년 2007년 2000년 2007년 2000년 2007년

166

1,528

9.20

9

19

10

28

8

14

96

262

2.73

7

9

29

43

2

2

기타 아시아

325

852

2.62

6

8

27

32

2

2

남미

136

397

2.92

5

7

23

32

1

3

동유럽

66

223

3.38

5

4

39

34

2

1

선진국

344

380

1.10

1

1

3

2

0

0

중국
한국
*

주: *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자료: 한국은행
10) 한국은행(2009b), pp.14-27 &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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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먼사태 이후 신흥시장국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유동성 부족에 신속
히 대응하여 왔으나 과거 위기 기간에 비해서는 외환보유액 감소율이 크
게 둔화
◦ 신흥시장국이 외환보유액 감소에 우려로 인해 현물시장 개입을 자제
◦ 각국은 외환 및 통화스왑(차액결제 포함), 외화 Repo, 대기성 여신 등 다
양한 외환시장 정책수단을 통해 민간부문에 대해 외화유동성을 공급

｝
신흥시장국은 통화불일치 위험 축소를 위해 외환건전성 규제를 시행
◦ 은행에 대한 외국환포지션 및 유동성 위험 등을 중심으로 외화부채 조
달자금 운용한도 및 외화표시증권 보유한도를 규제
▪ 외국환포지션 규제비율은 대체로 자기자본의 10~20% 수준
▪ 인도네시아(3%), 칠레(19%), 페루(20%) 등 : 총외화부채 대비 외화유동
자산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화대출 등 외화표시
자산운용에 대해 규제
◦ 연기금, 퇴직금펀드 등 투자기관들에 대한 해외투자 규제는 역내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점차 완화되는 추세
◦ 신흥시장국의 외환건전성 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외환 관련 위험의
축소에 크게 기여
□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확충과 외환건전성 규제는 급격한 외자이탈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험을 축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이번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일부 한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

｝
이번 위기처럼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 외
환보유액 확충과 미시적 외환건전성 규제만으로는 역부족
◦ 중국처럼 2조 원 이상의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쌓은 국가를 제외한 신
흥국들은 미국과의 통화스왑협정 체결이 외화유동성 위기 해소에 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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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우 대규모 외환보유액 확보가 외화유동성 위험은 낮추었으
나 막대한 외환보유액 유지비용이 큰 부담
◦ 필요 시 미국과의 통화스왑협정을 다시 맺을 수 있기 위한 국제공조기
반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

｝
이번 위기는 미시적 외환건전성 규제가 시스템위험의 관리에는 한계를 드러
낸 만큼 외환건전성은 거시경제의 건전성 확보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줌.
▪ 외환건전성 규제만으로 대외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어렵기 때
문에 통화․외환․재정정책 간 효율적인 정책조합이 중요

4. 수출부진과 내수기반 확대
□ 선진국의 더딘 회복세로 인한 수출부진을 메울 내수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신흥국의 주요 과제

｝2009년 하반기 들어 세계무역 감소세가 둔화되며 세계무역 회복세 지속
전망이나 수출증가율은 높지 않을 전망
◦ IMF 전망 교역증가율: 2008년 3% → 2009년 -11.9% → 2010년 2.5%
◦ 무역거래량이 회복되면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무역증가가 가속화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
◦ 미국경제가 더블딥을 피하더라도 소비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
상되어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미국․유럽은 고용불안 및 민간대출 위축 지속 등 리스크 요인 상존
▪ 주요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가능성도 수출의 주요
변수
–선진국 대한 수출부진이 이어지면 내수진작만을 통한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나 내수시장 확대의 중요성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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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 수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가장 직접적 방안은 내수
확대정책
◦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내
수시장을 확대하여 성장동력을 확충
<그림 32> 아시아 개발국의 5년간 경상수지 평균 추이

자료: ADB Outlook 2009

□ 글로벌 불균형은 아시아 신흥국에 대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과도한 외
환보유액 유지비용을 초래11)

｝
국제금융위기의 주요 배경이 된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유럽 등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수 없음을 시사
◦ 아시아의 과잉생산을 흡수해 줄 역외 수요인 미국의 과잉소비가 지속불
가능하며, 이는 아시아의 수출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의미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10%를 넘으
며 한국은 균형에 가깝고 인도, 베트남 등은 적자를 기록
11) ADB(2009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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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저축과 과소투자 비용
◦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는 투자보다 저축이 많음을 의미하며 이는 과잉
저축(oversaving)과 과소저축(underinvestment)에 기인한 후생비용(welfare cost)
을 초래
▪ 아시아 지역의 과잉저축은 과소소비 탓이며 주로 중국의 생산과 지
출 불균형에 기인
▪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경험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인 저축
률의 하락에 따른 투자율의 급락으로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이 발생
▪ 과잉저축에 따른 후생비용은 소비수준 부진에 따른 삶의 질 하락
▪ 투자증가율이 적정수준보다 낮을 경우 미래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성
장률이 하락
<그림 33> 아시아 주요국의 총저축률

자료: ADB Outlook 2009

｝
과도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큰 부담
◦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막대한 외환보유액 누적은 적정수준
이상의 외환보유액 유지로 인한 비용을 초래(Par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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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채 등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주요 아
시아 국가 GDP의 1%를 상회(Park, 2007)

｝
국제금융위기가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비용
◦ 최근의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는 글로벌 불균형의 비용으로 볼
수 있음(ADB, 2009).
▪ 아시아 경제는 글로벌 불균형의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국제금융위기가 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
나 실물경제에는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아시아지역에서 성장률이 2~3% 하락할 경우 단기적으로 빈곤퇴치와
소득불균등 해소를 위한 자원과 설비의 이용을 제한
*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할 경우 아시아 지역의 수출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 아시아 신흥국의 내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투자여건 개선, 사회안전
망 확충, 교육수준 향상 등 다양한 방안의 추진이 필요12)

｝
재정지출 확대, 감세 등 단기적 내수부양책 시행
▪ 재정지출 확대 시행과정에서 단기적 내수진작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되는 데 기여하도록 운용
▪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로 특정 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

｝
수출 및 내수산업에 대한 유인시스템을 대등하게 운영
◦ 비교역재보다 교역재 생산에 혜택을 주는 정책 왜곡을 제거하면 내수
진작에 기여
▪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환율방어 등 수출산업에
보조금 지원을 감축해 왔으며 이를 더욱 진전시킬 필요
12) ADB(2009b), 経済団体連合会(2009), Park(200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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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및 투자 확대를 유도
◦ 아시아의 저축증가는 정부저축보다 민간저축에 비롯하며 높은 저축률
은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기업의 이익에 기인
▪ 중국의 경우 기업의 상장비율과 배당지급률이 낮아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이전하는 비율이 낮음.
▪ 기업공개를 확대하고 배당지급률을 높이면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연결되어 소비가 활성화
◦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
▪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투자부족은 부패, 계약실행 취약, 임의적인
규제변경 등 제도상의 문제에 기인
▪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소득 국가들은 제도상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
었으나 숙련 기술인력 부족, 첨단기술 능력 부족
▪ 금융시장 발달, 재정정책도 투자여건 개선에 기여
◦ 예비적 동기의 저축 유인을 완화하여 소비를 활성화
▪ 의료비 부담, 교육비 부담, 연금 혜택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 사회안전망 강화는 소비심리를 높여 소비활성화에 도움
▪ 실업보험 확충, 연금제도 시행으로 과잉저축이 소비로 전환되는 유
인을 제공

｝
글로벌 리밸런싱 촉진형 재정정책을 적극 시행
▪ 의료보험, 연금제도, 교육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중기적으로 재정
자금 수요가 크나 소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을 조성
▪ 정부의 SOC투자와 교육제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민간투자의 수
익률 제고에 기여
▪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중산층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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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균형 잡힌 성장으로 이
행하는 것은 아시아 신흥국 자체의 이익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

｝
경상수지 흑자국의 자금이 적자국에 유입되어 유지되는 과도한 글로벌 불
균형은 언젠가는 해소가 불가피
◦ 아시아 각국 정부가 경제를 지속 가능한 성장세로 유도하기 위해 경제
의 리밸런스가 필요
◦ 아시아 외환위기 때보다 경제체질 강화, 금융건전성 강화, 재무건전성
강화 등으로 리밸런싱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 확보

｝
아시아 신흥국은 자체 성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리밸런싱을 적극 추진할
필요
◦ 리밸런싱은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 강화, 노년층 지원 등을 통한 내수진
작 및 소득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
◦ 리밸런싱은 역내 교역 확대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지속은 아시아 신흥국에서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님.
▪ 외환위기 이전까지 아시아 지역 전체 경상수지는 적자
▪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는 만성적 경상수지 흑자, 순자본수출국으로
전환
▪ 리밸런싱은 외환위기 이전의 보다 균형잡힌 수요 및 성장구조로 돌
아가자는 것임.
▪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 및 인적자본 투자
에 의한 중산층 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보다
탄력적인 환율제도 운용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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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역내 교역 활성화
□ 국제금융위기는 미국의 과다소비에 기반을 둔 아시아의 과잉저축에 기인하
는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 가능성이 낮음을 교훈으로 줌.
◦ 아시아 신흥국들이 역내 교역을 활성화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을 대체할
역내 시장을 발전시켜야 함.
▪ 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을 통한 역내 교역 활성화를 적극
추진
<그림 34> 세계경제 불균형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 October 2009.

□ 아시아 신흥국은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FTA 회원국의 확대와 무역의 질적
확대를 추진13)

｝ASEAN+6에서 미국을 포함한 APEC규모의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추진
13) 経済団体連合会(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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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한․중․일, 일본-인도, 일본-호주 등 국가 간 FTA협상도 적극
추진
◦ 아시아 경제공동체는 미국․유럽 등에 열린 지역경제통합을 추구

｝
역내 교역활성화를 위해 관세인하, 원산지규제, 무역관련절차, FTA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을 개선

｝
서비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항공 자유화, 노동력 이동 촉진 등
을 추진
◦ 유통․금융․건설․정보통신․보안서비스 등에서 외자의 출자제한 및
송금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
◦ 노동력 이동 및 상품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 자유화(오픈 스카이)를
추진
◦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수와 국적 요건에 대한 제
한을 최대한 완화
◦ 인적교류 촉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비자 발급요건 완화, 면
제대상국 확대 등을 검토
◦ 전문직 기술직의 자격과 기능을 가진 인재에 대한 상호 취업 확대
<그림 35>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내 역내 무역비중 추이

자료: ADB Outlook 2009, update November

- 84 -

V.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국제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원인은 우
리 경제의 상대적 선방의 주원인과 비슷한 맥락

｝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는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통화 확장정책
등 내부의 모범적 대응능력에 힘입은 바가 크나 중국의 경기부양책의 파
급효과 역시 기여

｝
신흥국들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위기대응시스템 강화, 거품발생 차단, 외환
건전성 제고 및 내수기반 확대, 역내 교역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
□ 우리 경제가 차별화된 회복세를 유지하고 G20의장국으로 세계경제 내 입
지를 강화하려면 신흥국의 공통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해결능력을 보여야 함을 시사

｝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경우 신흥국에 미칠 악영향에 대비, 거시경
제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강화
◦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거시경제의 건전성 강화
추진
◦ 관계기관 간 위기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
◦ 1998년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시작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아시아
채권시장(ABMI) 활성화, 신용보증 투자메커니즘(CGIM) 창설 역내국 간
금융협력을 강화
초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자산거품을 차단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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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부동산 투기 대책, 은행대출 규제와 함께 재정지출 축소 등을 포함한
출구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
◦ 다만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소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지향
적 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 미국의 회복세가 주춤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물가, 자산가격 및 국제공조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그 시기와 규모를 결정

｝
최근 글로벌 자금유입의 급증에 따른 환율하락 압력, 자산거품 발생 위험
성 등 부작용에 대응하고 향후 달러캐리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급격한 외
자이탈에 대비
◦ 외환보유액 확충, 외환건전성을 강화하나 일부 신흥국이 시행하고 있
는 자본통제는 대외신뢰도 저하, 외자이탈 등 부작용이 크므로 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

｝
선진국의 더딘 회복세로 인한 수출부진을 메울 내수기반 확대를 적극 추
진
◦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등에 의한 내수부양책이 장기적으로 총요소생
산성이 개선되는 데 기여하도록 운용
◦ 수출산업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고 내수산업에도 비슷한 혜택을 부여
◦ 소비활성화를 위해 실업보험 확충, 연금제도 개혁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교육비, 주택구입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 강구
◦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규제완화, 친
기업적 정서함양,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 성장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

｝
내수시장의 외연을 아시아로 확대하고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 한․중․
일 자유무역협정(FTA),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한․미 FTA, 한․유럽연합
(EU) FTA와 연계, 적극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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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국 경제의 위상강화와 신흥국시장의 부상은 우리 경제에 기회이자 위
기의 양면적 측면

｝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
이란 분석이 우세
◦ 특히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부상에 주목
▪ 2030년이 되면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GDP 규모가 북
미, 유럽 등 다른 지역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

｝
중국․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의 부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음
◦ 신흥국 기업의 부상은 한국 기업에는 위기가 될 수 있음.

｝
G20정상회담 서울개최를 계기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
세계경제 질서 재편에 따른 국익의 극대화에 노력
□ 향후 우리 경제의 성패는 신흥시장의 효과적인 공략 여부에 달려 있음.
인구 30억의 신흥국시장은 적당한 가격과 중고급 품질의 중간기술(middle
｝
tech) 수준의 시장이며 성장잠재력이 매우 커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
◦ 방대한 인구의 신흥국 중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신흥국시장
공략의 성패를 좌우
◦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제는 보완관계의 성격이 강해 한국은 중국성장
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

｝
신흥시장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흥국 중저소
득층 시장에 대한 투자확대 △중간기술수준 산업전략 추진,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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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구조 선도 △신흥국과의 FTA 추진 △신흥국 성장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적극 추진
◦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신흥국 중저소득층 시장에 대한 투자확대 및 중
간수준 산업전략을 수립
▪ 신흥국 내수시장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소득확대→수출확대→투자확대의 선순환 메커니즘 형성에 기여
▪ 신흥국의 중저소득층을 공략하기 위한 고품질의 중저가제품을 개발
하기 위한 중간수준의 산업전략을 강화
▪ 적정가격, 고품질의 중간수준 시장에서 이미 확보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원가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혁신을 추진
▪ 서비스, 플랜트, 복합시스템 등 신흥시장국의 수요에 부응한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
◦ 글로벌 불균형 해소 대응차원에서 불가피한 동아시아 역내 교역 활성
화의 효과를 최대한 우리 경제의 성장력 제고로 연계하기 위해 동아시
아 분업구조 선도 전략은 적극 추진
▪ 핵심부품, 소재, 장비산업의 자립화와 관련 기업의 혁신을 통해 동북
아시장을 글로벌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확보
◦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이어 한․중 FTA를 포함한
주요 신흥국과의 FTA를 성사시켜 신흥국시장의 내수시장화를 추진
▪ 지리적 인접성 및 문화의 유사성 등을 적극 활용, 중국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발전시킴.
◦ 아시아 개도국,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국 성장 지역들과 경제․정치
협력을 강화해 한국이 신흥국 간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위상을 확립
▪ 신흥국의 경제개발 자금을 지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
하며 신흥국 수출시장의 변화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저비용 고
수익성의 사업모델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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