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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확충 논의의 내용 및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유로존 
등 주요 지역의 경기회복 속도가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세계경제의 장기적 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

■ 미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향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인사들은 그 이유로 만성적인 총수요 부족 및 성장 잠재력 감소 등
을 주로 거론

 ㅇ Summers 전 미국 재무부 장관 등은 금융위기 이후 자연이자율 보다 
높은 수준의 실질금리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크게 위축된 데서 비
롯된 총수요 부족이 저성장을 장기간 지속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
는 견해를 표명

 ㅇ IMF 등은 금융위기 이전 평균 3% 이상을 기록하였던 잠재성장률이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에 따
라 2016~2019년중에는 평균 2% 수준으로 하락하여 미국경제가 장기
간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에서 탈
피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진작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

 ① [총수요 확대정책 추진] Summers 전 미국 재무부장관 및 Krugman 
교수 등은 만성적인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
이션 목표수준을 높여 실질금리를 자연이자율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한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부족한 투자수요를 보완해
야 한다고 주장

 ② [성장 잠재력 확충] 교육투자 확대, 소득불균형 해소, 이민제도 개혁 
등을 통한 노동공급 확대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필요

■ 한편, 정치권에서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민제도, 시간당 최저임금제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상당하여 향후 구조개혁의 추진성과는 불투명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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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검토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유로존 등 
주요 지역의 경기회복 속도가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세계경
제의 장기적 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

* 1938년 Alvin Hansen 하바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미국경제가 인구증가율
및 기술진보 속도의 둔화 등에 따라 만성적인 성장률 부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
망한 바 있음

 ㅇ 지난해 11월 Lawrence Summers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경기침체에 대
응하기 위해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명목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었으나 zero lower bound 및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실질금리가 자연
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아 과소투자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

* 완전고용과 함께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키는 이자율 수준으로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추정

 ㅇ 또한 금년 10.2일 Christine Lagarde IMF 총재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
제가 낮은 성장률이 장기간 지속되는 ‘new mediocre’ 위험에 직면해 있
다고 경고

 ㅇ 지난 11.13일 Charles Plosser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도 미국경제가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를 표명

* Mohamed El-erian(Chief Economic Advisor of Allianz)이 2008년 저서 ‘New Markets
Collide’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높은 실업률 및 과도한 정부부채 등과 더불어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

미국 실질 및 잠재 GDP 미국 경기침체 시작 이후 GDP 증가율

자료 : CBO, BEA 자료 : Atif Mian and Amir Sufi(2014.5.1일)

□ 이러한 장기간의 극심한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 확
대와 교육 및 이민제도 개혁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인식

⇒ 향후 미국경제가 상당기간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논거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내용 등을 살펴보고 시사
점을 정리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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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주장의 논거

□ 시장의 많은 비판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향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인사들은 그 이유로 ① 만성적인 총수
요 부족 및 ② 성장 잠재력 감소 등을 주로 거론

* 연준 등 일각에서는 과거 경기침체 이후의 경기회복 속도와 비교하여 현재의 경제
성장세가 특별히 느리지 않다고 평가#하는 한편, 금융위기 이후의 완만한 경제성장
은 가계의 디레버리징, 주택경기 부진 및 fiscal drag 등 주로 경기적 요인에 기인
한다는 입장

# <참고 1>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논거’ 참조

 1. 만성적인 총수요 부족

□ Summers 전 미국 재무부 장관 및 Paul Krugman 프린스턴대 교수 등은 
금융위기 이후 자연이자율 보다 높은 수준의 실질금리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크게 위축된 데서 비롯한 총수요 부족이 저성장을 장기간 지속
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

 ㅇ 1960년대 초반 이후 자연이자율이 꾸준히 하락*하여 금융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분간 이러한 추세
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참고 2> ‘자연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배경’ 참조

 ㅇ 반면, 명목금리가 제로 수준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실질금리를 자연이자율 수준으로 햐향 조정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실질금리1) 자연이자율

  주 : 1) federal funds 금리 - 인플레이션
자료 : Krugman(2014.5.7일)

자료 : Summers(2014.8.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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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실질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높게 유지됨에 따라 과소투자 즉, 
과잉저축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특히, 버블기간 중에 확대된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계와 기업이 소비나 
투자를 축소하게 되는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까지 겹처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감소가 장기화될 가능성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 가계부채

자료 : Richard Koo(2014.8월) 자료 : Summers(2014.8월)

 2. 성장 잠재력 감소

□ IMF는 금융위기 이전 평균 3% 이상을 기록하였던 잠재성장률이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등의 영
향으로 2016~2019년중에는 평균 2% 수준으로 하락*함으로써 미국경제가 
장기간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 <참고 3>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배경’ 참조

 ㅇ 잠재 성장률 하향 추세를 반영하여 의회예산국(CBO)은 2018~2024년중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을 2.2%로 예상

잠재 성장률 전망 실질 GDP 성장률 전망(단위 : %)

IMF CBO

2014 2.0 2.7

2015 3.0 3.3

2016 3.0 3.4

2017 2.9 3.0

2018 2.8 2.2
(2018~2024 평균)2019 2.6

자료 : IMF 자료 : IMF 및 C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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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시장 일각에서도 금융위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생산성 하락 및 
노동공급 증가속도 감소 등을 근거로 장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

 ㅇ JP Morgan은 금융위기 이후 평균 2.2%를 나타내었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에는 이 보다 높은 3.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1.7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Ⅲ. 장기 저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책대응 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는 수요를 진작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

 1. 총수요 확대정책 추진

□ Summers 전 재무부장관 및 Krugman 교수 등은 만성적인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인플레이션 목표수준을 높여 실질금리를 
자연이자율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한편 ②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민간부
문의 부족한 투자수요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

① 인플레이션 목표수준 상향 조정

□ 지난 8월 Summers 전 장관은 낮은 인플레이션 → 높은 실질금리 → 총
수요 부족 → 경제성장률 부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

 ㅇ Krugman 교수도 실질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
야 하는데 연준이 ‘소심함의 함정(timidity trap)’에 빠져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2014.8월)

   ― 예를 들어 경제가 4%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
고 연준이 동 목표수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의식하여 단지 2% 정도의 
목표수준을 설정한다면 통화정책 효과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고 덧붙임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목표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득보다
는 실이 훨씬 크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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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Goldman Sachs는 현재의 낮은 인플레이션 목표수준도 충족시키지 못하

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수준을 높이는 것은 연준의 신뢰성을 저

하시킬 뿐이라고 비판(2014.8월)

 

소심함의 함정(예시)

자료 : Paul Krugman(2014.8월)

□ 한편, Summers 전 장관은 연준이 대안으로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정책 

등을 통해 금리를 상당기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겠으나 버블을 야기하여 

금융안정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

* 과도한 수익률 추구에 따른 위험선호 확대,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채권의 발

행 증가 및 폰지(Ponzi) 금융구조를 부추길 가능성 등에 의해 야기

 ㅇ Olivier Blanchard(IMF chief economist)도 경제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비전

통적 통화정책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2013.11.7일) 

② 재정지출 확대

□ 가계 및 기업 등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과잉저축, 즉 과소투

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

하여 내수 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특히, 미국은 항공, 식수 및 도로 등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매

우 낙후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13~2020년중 약 

3.6조달러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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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독일, 영국 등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에도 미국 사회간접자본시설

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평가

2001 2009 2013
항공 B- D D

식수 B- D- D

유해 폐기물 D D D

내륙 수로 B- D- D-

도로 C+ D- D

학교 D D D

고체 폐기물 C- C+ B-

교통체계 C- D D

폐수 C D- D

평균 점수 C D D+

필요 투자액 - 2.2조달러 3.6조달러

       자료 : ASCE(2013.3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질적수준 비교

 자료 : IMF(2014.8월)

□ 한편, 시장에서는 자연이자율이 제로 아래에 있을 경우 전통적 통화정책

의 효과가 무력해질 수 있는 만큼 자연이자율을 제로 이상으로 시급히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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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난 10.3일 시장조사기관인 CFM이 경제학자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Survey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8%가 자연이자율을 제로 이상으
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확대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남

자연이자율을 제로 이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확대 재정정책의 필요 여부

      자료 : CFM(2014.10.3일)

□ 그러나 마이너스 자연이자율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
를 우려할 수밖에 없어 재정지출을 무한정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
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인식

 ㅇ 그동안 미국 경제성장률 부진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재정정책
의 부정적 효과가 2015년에는 중립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임계점으로 인식되는 90%*를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 자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

* Carmen Reinhart and Kenneth Rogoff는 "Growth in a Time of Debt" 논문(2010년
발표)에서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큰 폭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

실질 GDP에 대한 재정정책의 효과 정부부채(GDP 대비)

자료 : Goldman Sachs(2014.11.18일) 자료 : 미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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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장 잠재력 확충

□ 미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① 교육투자 확대, ② 소득불
균형 해소, ③ 이민제도 개혁 등을 통한 노동공급 확대 및 ④ 에너지 부
문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

① 교육투자 확대

□ 캐나다, 일본 등 여타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현재 미국 근로자들의 학위
취득 수준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교육비 지출 대비 효과도 상당히 낮
은 것으로 나타남 

학사학위 이상 취득비율1) 교육비 지출의 효과 비교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OECD

자료 : IMF(2014.8월)

□ 미국 근로자들이 현재보다 교육을 1년 정도 더 받을 경우 2019년까지 향
후 5년간 잠재 GDP는 약 5,250억달러(GDP의 2.4%)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ㅇ 이는 2009~2010년중 고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2%에 불과한 반면 
전문직 학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이 보다 두 배가 넘는 
65%를 기록하는 등 학력과 경제활동참가율간에는 뚜렷한 정(+)의 관계
가 존재하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

교육기간이 잠재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1)

자료 : S&P(2014.8.5일)   주 : 1) 62~74세 기준
자료 : Brookings Institution(201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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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불균형 해소

□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균형을 우선적
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

 ㅇ 2010년도 지니계수(세후소득 기준)가 0.434를 기록하여 기준점인 0.45*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이후 3년간 중산층의 순자산은 약 40% 
감소한 반면 상위 10% 소득계층은 오히려 2% 증가하는 등 소득불균형
이 꾸준히 확대

* Cornia 등(2004년)은 지니계수가 0.45를 상회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분석

지니 계수 소득계층별 순자산 분포(단위 : 천달러)

  주 : 1) 자본소득 포함
자료 : CBO

자료 : 연준

 ㅇ Berg and Ostry(2011.9월)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의 성장기간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특히 소득불균형* 해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니계수가 10%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기간이 약 50%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

 ㅇ 또한, 소득수준별 한계소비성향을 살펴보면 연평균 소득 35,000달러 미
만인 저소득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200,000달러 이상의 고소득 가계보
다 약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저소득층의 소득확대를 통한 소
비촉진정책이 잠재성장률 확충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

경제의 성장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득수준별 한계소비성향

자료 : Berg and Ostry(2011.9월) 자료 : Atif Mian and Amir Sufi(2013.2월)



- 10/23 -

□ 한편,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확대, 시간당 최저
임금의 상향 조정 및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수혜 
대상 확대 등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1975년에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도
입된 제도로 소득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

 ㅇ [교육 확대] 학력별 순자산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난
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30년후의 소득분포가 학사학위 소지 여부
에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위 20%의 소득계층에서 출생한 아이가 30년 후에 학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상위 20%의 소득계층에 진입할 확률은 5%로 매우 
낮지만 학사학위를 보유할 경우에는 19%로 크게 상승  

학력별 순자산 격차(고졸대비)
하위 20% 소득계층에서 출생한 

아이의 향후 소득계층별 진입 확률

자료 : Census Bureau 자료 : Atif Mian and Amir Sufi(2013.2월)

 ㅇ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2012년 기준으로 
약 5,000만명(미국 전체 인구 대비 약 15%)이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
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1968년 이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7.25 → $10.10)*의 인상과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
안이 제기

* 2012년 현재 미국 근로자중에서 시간당 $7.25 이하를 지급받는 인원은 약 3.6백
만명이며 시간당 $10 이하는 약 13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시간당 최저임금(중위임금 대비) 시간당 최저임금1) 국가별 비교(단위 : %)

체  코 36
미  국 38
일  본 38
한  국 42
캐나다 45
영  국 47
호  주 53
프랑스 62

자료 : OECD   주 : 중위임금 대비, 2012년 기준
자료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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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개편하여 맞벌이 가구에게 주는 불이익(marriage 

penalty)*을 최소화 하고 21~24세** 근로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신규 제
공할 경우 저소득층 가계의 세후소득이 큰 폭 증가(+9.7%)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어느 한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 경우 다른 배우자의 세제혜택 신청자격을 박
탈하는 경우

** 현재는 25～65세 근로자에게만 세제혜택이 제공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효과

재정부담 고용 
확대

저소득층 
소득 증가

빈곤율 
축소

향후 
10년간($)

GDP 
대비(%) 천명

평균 
세후소득 
대비(%)

%p

marriage penalty 
완화 등

974억 0.04 +40 6.8 0.5

 21~24세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신규 

부여 

597억 0.03 +20 4.4 0.4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7.25 → $10.10)
미미한 수준 -500 2.6 0.3

합 계 1,469억 0.06 -400 9.7 1.0

      자료 : IMF(2014.8월)

③ 노동공급 확대 정책

□ 장애인 연금제도 개선, 고숙련기술자의 미국내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이
민제도 개혁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강화 
등의 노동공급 확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 

* 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소를 통한 취업 알선, 직업훈련 실시 및 장
기실업자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지칭

 ㅇ [장애인 연금제도 개선] 지난 1970년 149만명에 불과하였던 장애인 연
금 수령인원이 미국인들의 건강수준이 꾸준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2013년에는 894만명으로 급증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연금 수혜자들이 구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
도록 파트타임 근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연금제
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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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수혜 인원(단위 : 명)

     자료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ㅇ [이민제도 개혁] 2012년 현재 민간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이민자들이 차
지하는 비중은 16.4%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향후에도 이민자들이 노동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고숙련기술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민
을 적극 확대할 필요 

   ― Economist紙는 2000년대 이후 노동공급의 증가속도가 지속적으로 하
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엄격해진 이민시스템을 거론하며 특히, 
고숙련기술자에 대한 비자발급건수가 1990년대에 비해 큰 폭 감소한 
점을 지적(2014.7.19일)

   ― 한편, 지난 11.20일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약 1,12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불법 체류자들중에서 최대 약 4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고숙련기술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민개혁안을 공표  

고숙련기술자 비자발급 현황

  자료 :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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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GDP 대비 
미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
이고 있는 바 동 정책집행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육아 문제 등 암묵적 조세비용을 축소
하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기실업자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인 조세 감면 또
는 임금 보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1) 여성의 취업에 따른 암묵적 조세비용1)

  주 : 1) GDP 대비, 2011년 기준
자료 : OECD

  주 : 1) 취업시 총임금 대비 
자료 : OECD

④ 에너지 부문 투자 강화

□ 셰일가스 및 오일생산 확대 등에 힘입어 미국의 에너지부문 무역수지 
적자가 2012년 GDP 대비 –1.9%로부터 2018년에는 –1.2%로, 2040년에는 
–0.7%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

 ㅇ 일각에서는 이러한 에너지부문 경쟁력 제고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유수출의 전면 허용, 가스수송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청정에너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추가 조치가 필수적이라
고 강조

원유 생산량 에너지부문 무역수지 전망1)

자료 : EIA   주 : 1) GDP 대비         자료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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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완연한 회복속도를 보이지 못함에 따라 장기적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
한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ㅇ 특히, 자연이자율*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는 가운데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변화 및 IT 기술혁신의 둔화 등으
로 장기 성장 잠재력의 핵심요소인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생산성이 지
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 Plosser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등은 자연이자율의 구조적 변화를 정확하게 평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자연이자율의 조정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

다고 발언(2014.11.13일)

□ 이러한 장기 성장 잠재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 

 ㅇ Tarullo 이사를 비롯한 연준의 고위인사들은 통화정책이 성장 잠재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응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  

 ㅇ 다만, 통화정책은 높은 실업률과 투자부진 등과 같은 경기적 요인들이 
고착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중기적 시계에서 
잠재 성장률을 다소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이에 따라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대부분의 인사들은 교육 및 
이민시스템 개선 등 구조개혁 조치들과 더불어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 

 ㅇ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미국 및 유로존 등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서둘러 재정긴축으로 전환한 
점이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약화시킨 주범이라고 주장

 ㅇ 그러나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한편, 정치권에서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
민제도, 시간당 최저임금제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상당하
여 향후 구조개혁의 추진성과는 불투명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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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논거

□ 시장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경제의 회복속도가 과거 경기침체기 이후
의 경기회복세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가능성을 일축

ㅇ 연준이 1970년대 이후 23개 선진국의 경기침체기(116회) 전후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기침체기 이후의 경제성장 속
도가 일반적으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는 바 금융위기 이후 현
재의 경기회복 속도가 특별히 더 부진한 편은 아니라고 평가

― 또한, 대부분의 경제모형들은 경기침체기 이후 일정기간 동안 잠
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output gap이 점차 축
소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이후의 성장속도는 기대만
큼 빠르지 않아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서 output gap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

선진국의 경기침체기 이후 회복속도 미국의 잠재 GDP 하향 조정 사례

자료 : 연준(2014.11.12일) 자료 : 연준(2014.11.12일)

ㅇ Goldman Sachs도 과거 여타 선진국들의 극심했던 경기침체기(big
five)* 이후의 회복속도와 비교할 때 현재의 미국경제 회복속도는 보
다 양호하다는 입장
* 스페인(1977년), 노르웨이(1987년), 핀란드(1991년), 스웨덴(1991년) 및 일본(1992년)

― 아울러 적정 federal funds 금리가 금융위기 직후 급격하게 제로 이
하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빠르게 상승함으로써 더 이상 경제
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

big five와 비교한 미국경제의 회복속도 적정 federal funds 금리(추정)

자료 : Goldman Sachs(2013.1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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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자연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배경

□ 자연이자율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것은 잠재성장률 하락, 저축 확
대(global savings glut), 투자수요 감소 및 안전자산에 대한 수급 불균형 등
이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

(잠재성장률 하락)

□ 지난 11.10일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FOMC 위원들*과 의회예산국(CBO)
이 단기 실질금리 전망치를 꾸준히 낮춰온 것은 장기 잠재성장률 전
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된 점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

* 지난 6월 FOMC 의사록에는 일부 위원들이 장기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점을 근거로 장기 federal funds 금리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ㅇ 그러나 미국 경제조사기관인 Blue Chip의 전망 결과를 보면 지난 수
십년 동안 잠재성장률과 자연이자율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민간 경제예측기관들이 경제성장률과 자연이자율간의 관계를
단순히 무시하고 있거나, 경제성장률과 자연이자율간의 정(+)의 관
계를 상쇄시키는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거나 또는 잠재성장률과
자연이자율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해
석 가능

ㅇ 이에 따라 만일, Blue Chip의 예상대로 부진한 장기 성장률 전망이 금
리의 하향 조정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FOMC와 CBO의 장기 경제전망 Blue Chip의 장기 경제전망

자료 : 샌프란시스코 연준(2014.11.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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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확대)

□ 기대수명의 증가, 은퇴 연령 및 인구증가율의 하락 등 인구통계학적 변
화의 영향으로 요구되는 저축수준(required stock of savings)이 크게 증가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요구 저축수준에 미치는 영향

세계 GDP
대비 비중(%)

기대 수명(세)
요구 저축수준1)

(GDP 대비)

2010 1970 1990 2010 1970 1990 2010

미국 23.37 70.90 75.30 78.60 -2.28 -0.20 0.52

중국 9.26 62.90 69.50 74.90 -0.40 -0.48 0.86

일본 8.58 72.00 78.90 82.90 -1.76 -0.27 1.19

독일 5.17 70.60 75.30 80.50 1.89 2.49 3.25

주 : 1) 노동시장 진입 전 교육기간, 은퇴 연령, 인구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계산
자료 : Coen Teulings and Richard Baldwin(2014.8월)

ㅇ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부채를 가진 가계와 기업이 소비나
투자보다는 대차대조표 재조정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

― Nomura의 Chief Economist인 Richard Koo는 2008년 이후 가계부문이
순저축자로 전환한 데 이어 재무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기업들도 생
산 확대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 이에 따라 글로벌 저축률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전망

세계 저축률 전망

자료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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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요 감소)

□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으로 전반적인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특히, Google, Microsoft, Amazon 및 Facebook 등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IT 기업들의 투자부진

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ㅇ 전세계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중에서 IT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IT산업의 상당한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신규 투자수요는 크지 않음

*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그 상품의 사용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효과를 뜻하며 너무 많은 고객들이 한 회사의 제품만을 사용할 경우 신규 기업

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여 독점산업구조로 고착될 가능성을 제공

전체 100대 기업중에서 IT부문의 비중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IT부문의 비중

산업
시가총액1)

(십억달러)
비중

IT 3,455 23.0

금융 2,978 19.8

소비재 2,293 15.3

원유․가스 2,150 14.3

헬스 케어 1,893 12.6

제조 836 5.6

소비자 서비스 814 5.4

기자재 601 4.0

합 계 15,020 100.0

주 : 1) MSCI 기준 자료 : Robert Gordon(2014.2월)
자료 : PwC(2014.3월)

(안전자산에 대한 공급 감소 및 수요 증가)

□ 자연이자율은 궁극적으로 미국 단기국채(Treasury bills) 등과 같은 안전자

산의 명목수익률을 근거로 추정되는데 금융위기 이후 동 자산의 공급은

크게 감소한 반면 투자자들의 수요는 크게 확대되면서 자연이자율 하락

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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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 MBS 및 유로존 주변국(periphery) 국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여

세계 GDP 대비 안전자산의 비중이 2007년 36.9%에서 2011년 18.1%

로 크게 감소

안전자산 공급규모

십억 달러
세계 GDP 대비
비중(%)

2007 2011 2007 2011

미 국채 5,136 10,692 9.2 15.8

연준 보유 736 1,700 1.3 2.5

민간 보유 4,401 8,992 7.9 13.3

GSE 채권 2,910 2,023 5.2 3.0

Agency MBS 4,464 6,283 8.0 9.3

민간발행 ABS 3,901 1,277 7.0 1.9

독일 및 프랑스 국채 2,492 3,270 4.5 4.8

이탈리아 및 스페인 국채 2,380 3,143 4.3 4.7

합 계 20,548 12,262 36.9 18.1

자료 : Ricardo Caballero and Emmanuel Farhi(2014.8월)

ㅇ 반면, 미 국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확대

미국외 지역의 미 국채 보유규모

자료 : Daniel Beltran 등(201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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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배경

□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 인구구조적 변화
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및 IT 기술진보의 둔화 등에 따른 노동
생산성 하락이 주로 거론됨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
대들이 2000년대 초반 이후 대거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세로 전환

* 약 7,600만명 정도로 추산

생산가능인구(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Credit Suisse(2014.8.8일) 자료 : BLS

ㅇ 또한, 출산율 저하 및 엄격해진 이민정책 등에 따른 이민자 수 감소 등
도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기여

여성 1인당 출산율 순이민율

주 : 1)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자료 :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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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감소)

□ 총요소생산성 하락 및 창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 초반 이후 노

동생산성이 꾸준히 하락

ㅇ IMF는 노동생산성이 감소한 주요 요인으로 IT 기술진보의 둔화에 따

른 총요소생산성 하락을 꼽고 있음

― 1998～2007년중 노동생산성은 평균 2.75% 증가하였으나 2015～2020

년중에는 연평균 1.6%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

총요소생산성(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자료 : Robert Gordon(2014.8월) 자료 : IMF(2014.8월)

ㅇ 한편,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창업 부진 및 R&D 투자 감소 등이 노동생

산성 하락의 주범이라고 평가

신규 기업1)이 차지하는 비중

주 : 1) 창업한지 5년 이하 기업
자료 : 샌프란시스코 연준(2014.6월)



- 22/23 -

<참 고 자 료> 

Alec Phillips, “US Daily : Fiscal Effects on Growth Should Be Neutral over the Coming 
Year”, Goldman Sachs, 2014.11.18. 

Charles Plosser, “Economic Growth and Monetary Policy : Is There a New Normal”, 
Fed Philadelphia, 2014.11.13.

Robert Martin, Teyana Munyan and Beth Wilson, “Potential Output and Recessions : Are 
We Fooling Ourselves?”, FRB, 2014.11.12.

Kris Dawsey, “US Daily : Neutral Rates and Growth : How Strong a Link?”, Goldman 
Sachs, 2014.11.12. 

Sylvain Leduc and Glenn Rudebusch, “Does Slower Growth Imply Lower Interest 
Rates?”, Fed San Francisco, 2014.11.10.

Lawrence Summers, “Larry Summers speech at the IMF Economic Forum”, 2013.11.8.
Ethan Harris, “Make love not war”, BAML, 2014.10.27. 
Robert Shiller, “When a Stock Market Theory Is Contagious”, NYT, 2014.10.18.
Janet Yellen, “Perspectives on Inequality and Opportunity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FRB, 2014.10.17.
Gavyn Davies, “It’s the New mediocre, not a global recession”, Financial Times, 

2014.10.12.
Chris Giles and Claire Jones, “IMF says countries must reform to succeed”, Financial 

Times, 2014.10.11.
Robin Harding, “IMF’s Olivier Blanchard says global recovery is still weak”, Financial 

Times, 2014.10.7.
Glenn Hubbard, “Monetary policy is not the answer to America’s economic troubles”, 

Financial Times, 2014.10.3.
“Secular Stagnation”, CFM, 2014.10.3.
Ian Talley, “IMF to Lower Global Growth Forecast Next Week”, WSJ, 2014.10.2.
Lisa Berlin, “For richer or poorer”, BAML, 2014.9.21. 
Lawrence Summers, “Bold reform is the only answer to secular stagnation”, Financial 

Times, 2014.9.7.
Jon Hilsenrath, “CBO, Fed Growth Forecasts Unattainable, Northwestern’s Gordon Says”, 

WSJ, 2014.9.2.
Daniel Tarullo, “Longer-Term Challenges for the America Economy”, FRB, 2014.9.
Ethan Harris, “Can the economy handle higher rates?”, BAML, 2014.8.21. 
Lawrence Summers 등, “Secular Stagnation : Facts, Causes and Cures”, 2014.8.15.
Amlan Roy, Angela Hsieh and Ric Deverell “A Demographic View : Do not write off 

US GDP growth”, Credit Suisse, 2014.8.8. 
Jan Hatzius 등, “Shifting Drivers of Growth”, Goldman Sachs, 2014.8.8. 



- 23/23 -

“How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Is Dampening U.S. Economic Growth, and Possible 
Ways To Change The Tide”, S&P, 2014.8.5.

Peter D’Antonio, “Potential Growth Slump Is Likely Temporary”, Citi, 2014.7.18. 
Michael Feroli, “US : Are we under-investing?”, JP Morgan, 2014.7.3. 
“IMF Country Report No. 14/221”, 2014.7.
“IMF Country Report No. 14/222”, 2014.7.
“Is it secular or is it stagnation?”, Economist, 2014.6.19.
“America’s lost oomph”, Economist, 2014.6.19.
“Jobs are not enough”, Economist, 2014.6.19.
Katie Little, “IMF calls on the US to hike its minimum wage rate”, CNBC, 2014.6.16.
Timothy Aeppel, “Economists Debate : Has All the Important Stuff Already Been 

Invented?”, WSJ, 2014.6.15.
Binyamin Appelbaum, “U.S. Economic Recovery Looks Distant as Growth Stalls”, NYT, 

2014.6.11.
John Fernald, “Productivity and Potential Output Before, During, and After the Great 

Recession”, Fed San francisco, 2014.6. 
Atif Mian and Amir Sufi, “A Chart that Demands Attention”, House of Debt, 2014.5.1.
“Age invaders”, Economist, 2014.4.26.
Stanley Fischer, “The Great Recession : Moving Ahead”, FRB, 2014.4.9. 
“Perspectives on Global Real Interest Rates”, IMF, 2014.4. 
Atif Mian and Amir Sufi, “Secular Stagnation and Wealth Inequality”, House of Debt, 

2014.3.23.
Atif Mian and Amir Sufi, “Capital Ownership and Inequality”, House of Debt, 2014.3.19.
Jared Bernstein, “Undoing the Structural Damage to Potential Growth”, NYT, 2014.3.3.
Robert Gordon, “The Demise of U.S. Economic Growth : Restatement, Rebuttal and 

Reflections”, NBER, 2014.2. 
Lawrence Summers, “Why Stagnation might prove to be the new normal”, 2013.12.15.
Jan Hatzius 등, “More Cyclical than Secular”, Goldman Sachs, 2013.12.6. 
David Mericle, “US Daily : Assessing the Slowdown in Potential Growth”, Goldman 

Sachs, 2013.11.15. 
“IMF Country Report No. 13/237”, 2013.7.
“Global Top 100 Companies by Market Capitalization”, PwC, 2013.3.31.
Peter Newland, “Bitter is the (head)wind”, Barclays, 2014.3.28. 
“2013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 ASCE, 2013.3.
Daniel Beltran, Maxwell Kretchmer, Jaime Marquez and Charles Thomas, “Foreign 

Holdings of U.S. Treasuries and U.S. Treasury Yields”, FRB, 2012.11.15.
Robert Gordon, “Is U.S. Economic Growth Over? Faltering Innovation Confronts The Six 

Headwinds”, NBER, 2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