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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무역학과〉 

1. 서 훌 

미국경제는 1990년대 초반의 리세션에서 벗어난 이후，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고성장-저 

실업-저인플레이션-저금리-재정수지균형 등 호황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1997년 하반기 이 

후 동아시아 · 중남미 • 러시아에서 발생한 금융 。 왜환위기가 미국경채의 침체와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비관론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21세기 초반에도 

미국경제는 선진국 중 가장 건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관련 분헌조사와 경제통계의 분석을 롱하여 미국경제의 중장기 흐 

름과 21세기초에 전재될 세계경체 속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전망해 본다. 

이를 위하여， 제 B장에서는 세계경제의 추세적 특정이라 할 경제활동의 범세계화 추세， 인 

구구조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향후 세계경재흐름에 큰 9~미를 가지는 국제경제질서 변화 등 

의 내용과 그러한 추세의 향후 전채방향을 평가해 본다. 제田장에서는 이러한 바탕 위에새 

1없0년대 머국경제의 경기국멸과 재정 。 통화 @ 대확경제 부문에서의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제N장에서는 DRI, WEFA 등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의 전망치를 활용하여 21세기초 미국경재 

의 거시경제 모습을 조망해 본다. 경채의 장기전망에서 이 기관들이 제시하는 개별 전망치가 

가지는 의미는 단기전망의 그것과 크게 다르겠지만， 우리는 전망 수치의 방향성과 부문간 연 

관성에 그 의미를 두고 인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혀는 미국경재의 장기적 흐름에 큰 영향 

을 미칠 요인들을 중심으로 제 g장과 채m장에서 평가환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의 추세라는 

맥락에서 그 추세의 지속여부와 변화의 방향애 관심을 가진다. 제 V장에서는 이러한 평가와 

전양을 기초로 21세기초 미국경제와 달러화의 국재적 위상과 역할을 검토해 본다. 

n. 세껴!경쩨의 훌장기 후쇄l 

21세기초 마국경제의 전망에 앞서 본 장에서는 20세기 후반 들어 뚜렷해지고 있는 경제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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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글로벌화 추세， 인구성장 둔화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등의 관 

점에서 세계경제의 추세를 평가한다. 추세변화의 내용i 배경 및 여타 부문에 대한 의미 등 

을 검토하고 향후의 전개방향을 전망해 본다. 

1. 법세계화와 제도 。 정책의 수렴 

(1) 뱀책해햄왜 Iln쟁과 의마 

제2차 돼전 후 세계경제 추세의 가장 큰 특정은 경제활동의 범세계화(global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라 할 수 있다 경제의 범세계화는 좁게는 각국간의 무역괴 투자， 기술 

교류억 증패로 측정되는 국가경제간의 상호의존도억 증대를 의마한다‘ 즉 관셰장벽과 바관 

세장벽왜 축소 등 국가간 무역장벽의 완화， 국제자본이동의 자유화， 다국적기엽의 범세계 

적인 구매 。 생산 。 판매 및 경영전략의 확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모든 경재활동에 

있어 각 주체들이 한 국가나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지구적언 사각으로 계획하고 행 

동함을 의미한다. 

범세계화는 개별 국민국가와 지방정부 등이 구획하여 놓은 규제와 통제를 벗어나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 등 개별 행동주체들의 동기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범세계화는 우선 개안과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조장 · 원활화하려 

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이 국제적인 인정을 획득하여 그 영역을 넓혀 가는 것으로 해석 

된다. 따라서 범세계화는 이념과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출과 군사적 대립의 완화를 그 전제 

로 하는 바， 1980년대 말 이후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소련의 붕괴 및 

독일의 통일로 이어지는 냉전체제 붕괴를 가져온 일련의 상황을 계기로 급진전되어 왔다. 

범세계화를 촉진한 제도적인 요인으로는 서구 선진공업국들의 자유무역 이념을 근본으 

로 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혐정 (GATT) 및 그 역할과 기능을 이어받은 세계무역 

기구(WTO)가 다자간 자유무역의 창달이라는 기능을 강화하고 그 협정범위를 확장해 온 

점이다. 국가간 협력과 국제협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 9 교 

통서벼스의 개선이 사람 , 상품 · 지식 o 정보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함으로써， 

범세계화 과정을 가속화사키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범세계화는 경제주체들에게 선택과 도전을 위한 기회확대를 통하여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주면서， 한편으로는 기업간 s 제품간 치열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경제활동 

에서 비경제적 고려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워한 연구개발과 처절한 자기혁신 및 비 

용절감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자본과 기술의 확산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발전에 기 

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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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와 사쟁쟁쩨빽 확산 

l댔0년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기간이었다. 우선 1980년 

대말 구소련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와해가 이러한 추세의 중요한 계기자 되었다‘ 구 사회주 

의권 국가들이 시장경제로확 이행을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다라， 일당폭재양 연고주왜 

(cronyism)에 의하여 경제가 운영되던 자유진영의 많은 재도꽃· 자운해얘도 점차 민주주의 

적 정치체제와 진정한 시장경제로 이전하고 있다. 많은 동아-서아 국가들홉 g 동안의 동료 

끼려빽 연고주의적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에서 벗어냐 품다 자유로운 사장과 먼추적 

언 경제운영을 도입하고 있으며 아프라카 역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재정책아 선호되고 

있다.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경체적인 효율성 없이는 국채정쟁얘샤 생존하가 어려워자고 있 

는 상황에서， 각국은 부패와 연고주의를 줄이는 민주주의흘 채택닮게 휩 것이다. 정치적으 

로 연계된 기업과 재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운영으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가 。}챔우며， 

국제경쟁에서 살아냥지 어렵지 때문이다. 또한 일당독재체제는 집권세혁의 권력행사에 패 

한 견채와 균형회복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연고주의와 부패를 커우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 

나 집권정당의 교채가 가능한 민주주의 정치채제에서는， 정기적으로 선거를 통하얘 정부내 

의 부패한 관리를 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부패(뇌물 및 정치헌금과 특혜채공)를 역채하 

얘 경제체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라한 민주주의에 근거한 경제정책은 일당독재체재의 그것에 벼하C책 다음과 같은 치-이 

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될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고령자 및 벤곤층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출의 증때자 선호되벼 그 결과 소비재에 때한 수요가 증대왼다. 그려고 교육 및 교통 

인프라스트락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킨다. 반면 일탕톡재와 연고주 

의적 경제운영에서는 정치적으로 연채된 켜l층에 돼한 이전지급을 증자시키거나 투자 효율 

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치제도가 민주주의 채채로 

변화되면， 자원왜 효윷적인 안배를 촉진하어 경제약 효율성 증대에 기얘하는 효과를 자질 

것으로 기때휠다. 

(3) 챙 왜쟁 책 때2ξ빽 :양햄 

경제의 범세계화는 각국깐 경제교류의 확혜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 。 정치제도와 정책 

의 내용을 통일한 방향으로 수렴시키는 과정을 유도한다. 

첫째 1 각국약 금융샤장 재방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많은 국가들에게 폭립성이 강한 통 

화당국을 가지도록 유도하였으며 인플레이션 억채 정책왜 중요성을 인식사켰다. 중앙은행 

(통화당국)은 일사적인 겸기부양을 중사혀가 쉬운 행정부에 종속팩는 것이 아니라， 인플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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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속을 통하여 장기적인 경제안정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가지는 기관으로 설 

립되고 있다.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국제자본은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를 벗어나려 하며，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통화제도와 안정된 통화가치를 가지는 통화국 

으로 유입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였던 많은 개도국들 

이 물가안정에 노력하여 성공하고 있으며， 또한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꾸준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각국의 재정정책도 재정수지적자의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다 신중한 재정지 

출 ‘ 조세정책으로 수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들이 국제자본의 해외 유출이라 

는 분명한 경고를 받는 것과는 달리， 어떤 국가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와해되었다해서 단 

기적으로 엄중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분명한 교훈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수 

지 적자와 정부 차입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해외차입의 증가를 가져 

오므로 결국은 고통스러운 경제구조조정을 요구받게 되고 그 조정과정은 경제침체를 수반 

한다. 세계시장에 노출되어 경쟁해야 하는 국가들이 방만한 재정정책을 계속할 경우 궁극 

적으로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2. 인구증가의 둔화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경제의 장기추세에서 인구와 노동력 증가는 중요한 외생 변수 중의 하나이다. 인구부문 

의 첫번째 특징은 인구증가율의 하락이다. 실질소득이 증가되면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증가요.인보다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가임여성 비율 하락에 

따르는 인구증가 억제요인이 더 강하여 인구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WEFA(l99S)의 전망 

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1988-1997년 기간 중 1.7%였으나 1998-2017년 

20년간에는 연평균 1.3%(OECD는 0.6%)로 낮아질 것으로 예즉된다 프랑스와 영국 등 일 

부 국가들은 절대인구의 감소를 경험한 바 있으며 향후 20년 이내에 일본도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남아시아와 아프리차의 경우 향후 20년간에 

도 각각 연평균 1.5%와 2.6%라는 비교적 높은 인구증가율이 기대되고 있다 1) 

둘째，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 의료 · 사회제도의 발달로 기대수명Oife expectancy) 

은 연장되고 있고， 인구피라미드의 모양은 노인층이 점점 많아지는 인구고령화(aging of 

the population)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WEFA의 추정에 따르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경우 1997년의 14%에서 2017년에는 

24%로 높아지고， 많은 서유럽국가들도 2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7년경에도 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WEFA(998), p.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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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추세 때문에， 선진국들의 정부재정은 심각한 부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2차대전 후 세계적인 베이l:l]붐 세대들의 정년퇴직이 급증하는 2010년 이후에 

는 이들에 대한 연금 및 보건비 지원 등 사회보장형 이전지급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선 

진국들은 재정긴축정책의 수행에 상당한 얘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인구증가율의 하락으로 노동증가율도 하락하겠지만， 노동증가율이 인구증가율만큼 

급속히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노동력증가의 둔화로 노동시장의 임금상승압력이 높 

아질 경우， 결국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을 노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즉 노동참여 

율(노동가능인구에 대한 노동시장 참얘자의 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중에 

는 일본， 캐나다， 호주 둥 비유럽국가들의 경우 노동참여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동참여율의 증가는 특히 여성노동의 경우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ECD 국가에 

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높은 실업률과 조기퇴직제도에 영향받아 남성의 노 

동참여율은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노 

동참얘율이 당분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주요 선정국의 노톨참여율 전망 
(단위 : %) 

국 며。 1997 2007 2017 

나 다 64.8 67.5 68.6 

미 국 67.1 68.9 69.3 

일 본 63.7 66.8 73.1 

호 <:ζ「 74.9 77.2 77.9 
11」T- 칠 랜 c 77.7 83.7 83.7 
표 랑 까‘ 67.3 68.6 69.7 

E-E1L 일 68.1 71.2 72.4 

탈 려 아 58.0 61.6 63.7 
λ、 페 인 50.2 52.4 53.7 
/‘ 웨 덴 74.8 74.8 75.9 

영 국 77.7 78.1 79.3 

자료 : WEF A(998). 

물론 국제사장에서의 경쟁력에 유념해야 하는 기업들은 실질임금 상승을 생산성 증가범 

위 내에서 억제하려 하므로， 노동투입과 설비투자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감안한다. 따 

라서 노동공급의 둔화에 따른 실질임금의 상승은 더 많은 자본투입을 선택하게 하고 노동 

자 일인당 생산을 높이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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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l)Wτg 중생의 다자간 통상질서의 강화 

전후 국제통상질서는 GATT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해 왔으나， 

포괄범위와 규범의 구속력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바， 1994년에 끝난 우 

루과이라운드의 결과 GATT 체제는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규범을 관할하는 WT。로 탄생 

되었다. 

WTO는 21세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는 핵심기구의 역할 

을 담당할 것아다. WT'。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 정 의 모든 내용을 관할하며， 특히 공산 

품의 관새인하와 사장개방왜 확대， 농산물교역에 해한 다자간협정의 채택， 서비스교역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 도입， 지적재산권 보호의 무역체제로의 편입， GATT 규범의 명 

료화 및 교역의 공정성 채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Wτg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국제교역기 구로서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를 설치하여 회원국 

간 무역분쟁을 해결 。 조정하고， 무역정책검토기구(τPRB， Trade Policy 묘eview Body)도 

새롭게 설치하여 모든 회원국의 무역괜련 법， 제도， 관행 및 정책에 대한 명료성을 제고하 

며， 회원국들의 협정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허락하는 등 GATT에 비하여 그 기능이 현 

저 히 확대 @ 강화되 었다.2) 

WTO 체제의 출범은 세계경제를 하나의 무역규범， U묘 협정， 즉 WTO 협정과， 하나의 

국제기구 즉， WTO로 통일시킴으로써 세계경제를 하나의 시장경제권으로 변화시키고 있 

다. 세계경제에 있어서 WTO 체제의 정착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을 추구하는 새로 

운 무역질서의 형성을 의미혀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함 

은 물론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독특한 교역환경으로 이행되게 될 것이다. 

wτg 체제는 1995년 출범한 이후 그간 체재 공고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해 

왔다. WTO는 출볍 이후 일반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왜 구성， 회원국 확대 노력， UR 협상 

결과의 이행 촉구， 분쟁해결절차의 확립， 무역정책검토제도의 활성화 등 Wτg 체제의 정 

착을 위하여 다각도의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 라시아 등 주요 교 

역국의 가입문제， 서버스 후속협상의 부진， 통보의무의 여행 저조，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검 

토 미흡 등 체제의 공고화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3) 

1996년 싱가포르에서의 VVT。 첫 각료회의와 1998년 제네바에서의 제2차 각료회의는 

WTO 출범후 진행된 각종 작업을 점검하고 WT。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신 통상이슈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ι pp. 12-4.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6) ， pp. 57-63.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의 중장기 전망 107 

에 대해서도 논의함으로써， WTO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 신 무역질서의 형성을 가속화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후속협상으로는 기본통신협상， 금융협상，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τS， General Agreement 0η Trade in Services)규범의 보완협상， 통일원산지규정 

제정협상， 우회덤핑방지규정 제정협상 등을 조기 타결하였으며， 추가 무뱀자유화로는 정보 

기술협정 (ITA) 체결， 정부조달협정을 확대 추진하였다. 

(2) 져연주왜 추세왜 전챙 

1앓0년대 국제경제관계는 다-자주의 (m버tilater벼ism)가 강화핵는 추세를 지속하면서도， 지 

역주의 (regionalism)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의가 다자간 국제체제에 며 

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1잃7-95년중 GATTηNτg에 통보완 121채 지역무역협정 

중 45개 혐정이 1990년 이후에 통보되었는데， 이 가운데 1995년에만 12개의 새로운 협정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l30여 개 Wτg 회원국 중 기능략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주요 교역국은 우리나라를 비릇하얘 일본과 홍콩 등 세 나라에 불과한 실정어다. 

최근에는 각 지역무역협정이 심화 。 확대됨은 물론 지역무역협정간 열계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CEU). 남미공동시장(MERCOSUR)， 북미자유무역협 

정 (NAFTA) 및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외 확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더 나아가 북마

유럽간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τA람T A, Trans-Atlantic Free τ'rade Agreement), 아사아

유럽간 아사아 。 유럽회의 (ASEM， Asia-Europe Meeting), 약시아-북미간 아 。 태경제협력 

체(APEC)， 유럽-남미간 자유무역지대CEU-ME묘CCSUR FτA) 등 대륙간 연계 자유무역구 

상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상호주의에 기반을 둔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를 추구하는 가운 

데 주요 지역 및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채결을 추진함으로써 유럽을 중심으로 한 볕유 

렵경제권의 형성노력을 구체화닮고 있다. EU는 1995년 X월 1일을 기하여 EFTA 회원국이 

였던 오스트랴아， 핀란드， 스웨멘을 신규회원으로 영업하얘 회원국을 15개국으로 확얘하였 

으며， 유럽조약CEurope Agreements)을 통해 EU의 준회원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동구권 8 

재국은 2000년경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전망이다. 또한 EU와 남미풍동시장은 2005년까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거 유럽국가들왜 식 

민지였던 지충해연안의 12개국과도 2010년까지 FTA를 체결하기로 략였다. 댁 나아가 

1995년 12월의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EU약 마국은 양국악 혐력강화를 위한 ‘새로운 볍대 

서양 구상’(New Transatlantic Agenda)에 합의하였으며， 구채적인 프로그램으로새 ‘범대서 

양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4) 

4) USTR(l996), pp.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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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2003년까지 역내 관세율을 5%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 

표로 ASE따J자유무역지대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AFTA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통한 

ASEAN 제품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왜국인직접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면서， AFTA 

의 실현수단인 공동설효특혜관세(CEPT. Common Effective 맘eferential T하i.ffs)의 대상품 

목을 확대하고 서비스 등 과거 CEPT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문들의 개방을 구체화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ASEAN 특허사무소 설치 합의 및 ASEAN 공업협력계획(AlC，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시행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A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 

책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5) 

(3) 국제금융체제의 얀정성 져확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한 전후 국제금융통화체제는 최근 들어 그 안정성이 낮 

아지고 있다. 즉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하여 분명해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라 

는 여건 변화에 대하여， 국제금융체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금융외환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으며 또 위기악화를 막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범세계화 추셰 속에서， 각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중 

개 기능이 발달되면서 자본외 국제이동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 기법의 진전으로 소액의 자금으로 거액거래가 가능해지고 따라서 국제적인 

단기자본이동이 급증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자 

본이몽의 증가와 성격변화 속에서도 아직 많은 개도국의 금융시스템은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어 국제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 유입되었던 대규모 국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 해당국은 외환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급격한 자본이탈과 

외환금융위기는 대응력이 약한 해당 개도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긴멸하게 연 

결된 국제금융시장을 통하여 여타국으로 위기를 전염시켜 세계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가 

할 수 있다. 1997년 이후 동아시아， 러시아， 중남미의 외환금융위기의 확산은 이러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전염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IMF는 당초 회원국의 환율안정과 단기적인 국제수지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 

원국에게 외화자금을 공여함으로써 세계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 

지만， 위와 같은 국제금융서장의 여건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는 외환금융위기에 처한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의 자금조달 능력이 한 

계에 달하였으며， 회원국의 외환위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자금지원 국가에 대한 정책권고， 특히 총수요 억제를 위한 긴축적인 통화재정 

5) 원용걸(996)， pp. 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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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요구 역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6)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 경제에 대한 IMF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되， 거시경제적 이슈에 국 

한하지 않고 자본자유화의 내용， 자본유출입 동향 등 국제금융부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 

고， IMF재원의 확충， 자본자유화와 금융부문 개혁 등에 대한 IMF 세계은행간의 협 력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IIl. 1990년매외 업|국경저|와 경제점책기조 

1. 안정적 경제성장 국멸의 :;'1속 

0) 고생장과 책언풀혜아챔 

1댔g년과 1991년중 리세션을 겪었먼 머국경제는 1992년 이후 7년 이상의 장기 호황국면 

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1없g년대 이후 수십년간 일본경제의 고성장과 독일경제의 기적적 

인 부흥과정에 눌려왔던 미국경제가 1990년대 중 일본과 유럽경제의 부진 속에서도 얀정 

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벼， 1997년 하반기 이후 동아시아， 러서따， 중남미의 연쇄적 

인 외환금융위기 속에서 주요 선전국 중 최고왜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거사경제적 성과를 볼 때， 미국의 3%때의 고성장과 4%대의 저실업상태는 유럽왜 1%대 

의 저성장과 두 자리대의 고실업고}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의 경기확장 

국면은 재정과 금융정책의 완화에 따른 총수요확대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과 생산 효율성의 증대 즉 공급측면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에 근거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경제확장 국면은 상당한 지속거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같으면 고성 

장의 지속은 인플레이션의 심화를 가져오고， 금융정책은 경제안정을 위하여 긴축강화로 돌 

아서고 경채침체 국면이 다시 예고되곤 혀였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은 지적되지 않으며， 언플레이션은 오히 

려 2% 이하로 낮아져，7) 1960년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미국의 낮은 언플레이션의 배경으 

로는 CD1차산품 가격의 안정 · 하락 @ 값싼 아시아 공산품의 공급 @ 달러화 가치안정에 

따른 전반적인 수입물가 안정 등 대외적인 요인에 더하여， 국내적으로도 @ 낮은 인플레이 

션→낮은 이자율→많은 자본투자→생산성 향상→생산원가 인하→낮은 인플레이션율 

의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벼， 이러한 요인들이 외부충격과 정책적 요인에 의하여 교란되 

6) 왕윤종(1998) ， pp. 22-3. 
7) 1998년 들어서 소비자물가 상숭율은 연율 1% 내외의 수준으로까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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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중 세계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외부충격 요인이었던 원유 등 국제원자재의 가격도 1990년대 중 대체로 안정되거나 실질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1990년대 미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비인플레적 경제성장이 유지될 수 있는 인구구조적 요인과 공공정책적 배경은 

무엇인가? 인구학적으로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에 가까워지면서， 이들이 경기활성화 

보다는 그들의 주요 재산얀 금융자산의 실질가치를 결정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정책당국자에게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공공정책과 관 

련하여서는， 전반적인 경쟁촉진과 규제철폐를 추구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자리잡으면서 물 

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시장개입에 대한 사회적 언식이 정부 

역할의 축소로 분명해지고 있어， 기업가적 정신에 뿌리를 둔 미국식 자본주의가 한층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로운 경쟁여건 하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설립되고 새 

롭고 값싼 상품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 주요국으I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추정치) 

세 계 전 체 2.7 1.8 2.8 2.8 4.1 3.7 4.1 4.2 
선 진 국 2.7 1.2 1.9 1.2 3.2 2.5 2.7 3.0 

G-7 2.4 0.8 1.8 1.0 2.8 2.0 2.4 2.8 
미 국 l.2 -0.9 2.7 2.3 3.5 2.0 2.8 3.7 
일 본 5.1 3.8 1.0 0.3 0.6 l.4 3.5 1.1 

도 국 4.1 4.9 6.6 6.6 6.8 6.0 6.5 6.2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1998l ‘ 

(2) NAIRU양 책실 영률 

물가와 실업간의 관계에 관한 제반이론과 지표 중에서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는 NAIRU 

(non-accelerating-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즉 비인플레적 실업률 개념을 통하여 

미국의 경제를 살펴보자. 경험적으로 볼 때， 실업률이 아주 낮을 때는 인플레아션이 상승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인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 

는데， NAIRU는 특별한 외생요인이 없는 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비 

슷하여 대체로 균형이 잡한 상태의 설업률을 의미한다. 1997년판 미국 「대통령경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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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J 는 미국의 NAlRU가 5.5%라고 추정한 바 있으나， 

1998년 보고서는 1997년 중 미국의 실업률이 소폭 하락하였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하락하자， NAIRU를 5.4%로 낮게 추정하였다 8) 

마국의 실업률은 1없7년중 5%, 그리고 1998년중에는 4.5%로 떨어져 1970년 이래 가장 낮 

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CEA가 추정한 NAlRU보다 0.5%- 1.0% 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실업률 하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대에서 얀정되어 있고，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예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새 향후 정책당국의 거시경제운용을 쉽게 해 

주고 있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 졌음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 

나는 신규 고용창출이 고도기술산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 즉 전통적인 공업부문 

의 노동수요는 매우 미약하여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반면， 노동수요 증가가 크 

고 임금이 크게 상승하는 부문인 첨단기술부문에서는 생산성과 디자인의 재선 등으로 임금 

상승을 충분히 흡수하고 오히려 제품가격이 언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 

〈표 3) 주요 선정굵의 실업률 추이 
(단위 :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u] 국 6.8 7.5 6.9 6.1 5.6 5.4 5.0 

일 본 2.l 2.2 2.5 2.9 3.2 3.4 3.4 

E-1L 일 4.3 4.6 5.7 6.5 6.5 7.2 7.7 
효라 .. -까、 9.6 10.4 11.8 12.3 11.8 12.6 12.7 
여。 국 8.8 10.1 10.5 9.7 8.7 8.2 7.3 

자료 : 11\뼈(1998) 

2. 감축71조의 깨AI 경져l쩔잭 

(1) 째7생캘촉과 째쟁수얘 채쟁 

1991회쩨연도 중 3，000억 달러에 달했던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가 1997회계연도 

에는 거의 제로수준으로 감축될 만큼 미국의 재정수지는 크게 재선되었다. 1980년대 레이 

건 행정부의 정책 즉， 감세정책과 규재완화를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등 

8) CEA(l998), pp. 57-60. 
9) Zuckennan(1998). p. 30. 

10) 대표적인 예로서 컴퓨터의 가격변동을 포함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GDP 디플레이터의 차이는 

1995년의 경우 0.2% 포인트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급속히 확대되어 1997년의 경우 1.5% 포연트(컴퓨 
터 제외 다플레이터 3.5% • 컴퓨터 포항 디플레이터 2.0%)로까지 확대되었다 CEA (1998),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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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그리고 군비증강을 통한 강력한 미국건설의 추진정책의 결과 

로 GDP의 5-6%에 달하였던 연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그 동안 이렇게 감축된 배경에는， 

다음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우선 의회와 행정부 공히 재정적자가 가지는 제반 역기능， 즉 자금시장에서의 차입증대 

로 민간의 자금조달을 핍박하는(crowding-out) 효과가 금리상승을 유발하여 민간투자를 

위축하고 정부채무 누적과 금리상승에 따른 정부의 이자지급 부담 증대로 이어지는 불건 

전한 재정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향을 인식하고， 공공부문 비중을 줄인다는 경제정책 기조 

와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법제적 。 행정적 노력이 지속되었다. 경제외적인 요인으로는， 

1980년대 말 냉전체제의 붕괴로 국방비 지출의 대폭적인 삭감이 가능하였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1980년대 후반 중 6%대에서 1없8년대 후반에는 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경기순환요인으로는 1992년 이후 장기호황국면의 지속으로 조세수입은 증가하고， 사회보장 

을 위한 지출소요가 크게 감소하고 명목금리가 저수준을 유지하여 정부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소요 역시 경감됨으로써， 재정수지적자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감축은 민간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대부자금의 풀을 증가시키고 동 

시에 명목금리를 낮추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생산능력 증대와 생산성 향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최근 미국경제의 경기국면을 지칭하는 공급주도 경제성장(supply-side led 

economic growth)을 지속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 미묵 연방재정의 추이 
(단위 : GDP대비， %) 

회 계 년 도 1986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재 정 지 출 22.6 22.6 21.8 21.4 21.1 20.7 20 .1 20.0 
국 방 1:11 6.2 6.2 4.5 4.1 3.8 3.5 3.4 3.2 

이 자 지 급 3.1 3.2 3.0 3.0 3.2 3.2 3.1 2.9 
재 정 수 입 17.6 17.8 17.8 18.4 18.8 19.3 19.8 19.9 
재 정 수 지 -5.2 -4.7 3.9 -3.0 2.3 -1.4 -0.3 -0.1 

연방정부채무 39.7 48.8 50.2 50.1 50.1 49.6 47.3 45.5 

자료 : CEA(l998). 

(2) 금융긴축정책과 높은 설질금리 

1990년대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는 경기과열 국변에서는 경기의 연 

착륙(soft landing)과 물가안정을 강조하면서 긴축적 금융통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특히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표시한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낮아 졌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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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97년중 연준은 연방자금금리 (feder머 fund rate)를 5.5%로 묶어 둠으로써 약 3-4%의 

실질금리수준을 유지하여 미국내 경제호황에 따른 인플레이션 악화 기대심리를 꺾었다 11) 

통화긴축 기조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질금리가 지속되면서도 미국경제가 호환국 

면을 유지함에 따라 미 달러화의 가치는 여타 통화에 대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표 5> 미국의 금리 추이 
(단위 : 연리， %) 

회 계 여'-'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연 방 자 금 금 리 5.7 3.5 3.0 4.2 5.8 5.3 5.5 

재무성채권(1 0년) 수익율 7.9 7.0 5.9 7.1 6.6 6.4 6.4 

우량대출금리 8.5 6.3 6.0 7.2 8.8 8.3 8.4 

소비 자불가 상승율 4.2 3.0 3.0 2.6 2.8 3.0 1.7 

자료 FRB(1998). 

3.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 

(1) 우빽차유확의 추천 

1990년대 전반기 중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NAFTA의 결성과 범미주자유무역지대협정 

(FT AA, Free Trade Area of Americas)의 추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의 강화， 

WT。 출범 등으로 요약되는 무역 @ 투자 · 서비스 등 국제경제거래의 져유화와 경쟁촉진을 

위한 국제규범과 협력의 틀을 완성하는데 집중하여 왔다. 특히 1993년중 NAFTA 결성， 

APEC 정상회담 추진 및 UR 협상의 실질적 마무리 과정에서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냉전 

체제 붕괴후 사실상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정치 • 외교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 

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WT。 출범 이후에는 이러한 규범과 협정에 근거하여 미 통상당국은 미국의 기업과 상 

품이 해외에 자유로이 진출하여 무역상의 이익을 추구하여 실질적 성과를 얻도록 하는데 

통상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즉 WT。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도 미국은 금융 - 통 

신 등 뼈 후속협상의 추진과 정보기술협정(IT 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체결， FTAA의 계속적인 추진과 같은 다자주의적 그리고 지역주의적 협상을 통한 무역규 

범 제정에 노력하고 있으나， 그 동안 정비된 국제통상규범 등을 쌍무적 통상관계에 구체적 

11) 1998년 9월 이후 이루어진 세 차례의 금리인하는 미국내 경제위축에 따른 대응책으로서의 의미보다 

는 전세계적인 금융 · 경제위기와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위험에 대한 주요국간의 협조적 정책대응의 

일환으로 취해졌다는 의미뜰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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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용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실리를 얻어내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중 

국의 WTO 가입과 관련한 미국의 대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요구， 상품수입 시장개 

방 요구， 일본， 한국， 대만 등 주요 시장에 대한 301조 및 수퍼 301조 적용을 통한 무역보 

복 위협과 외국시장개방， WTO 분쟁해결기구에의 제소를 통한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 

방 요구의 증가， 자국기업의 신흥개도국시장(BEMs: Big Emerging Markets)으로의 진출 

을 지원하기 위한 상무부의 정책노력 등이 그것이다 12) 

(2) 양품수자왜 챔자중대와 서벼스수자쩍 흑자증대 

주요 거사경제지표라 할 수 있는 성장， 고용， 물가， 금리， 환율， 재정수지 등 대부분의 경 

우 미국경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수지는 1990년대에 뚜렷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즉 미 행정부의 외국시장개방과 미국기엽의 경쟁력강화 노력에도 불 

구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뚜렷하게 축소되지 않고 있다. 

우선 상품 무역수지의 적자는 1987년 GDP의 3.4%(1，600억 달러) 수준에서 1991년에는 

1.2%(740억 달러)로까지 감소되었으나， 그 후 경제확장 기간 중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의 

경우 2.5%(1，970억 달러)에 달하였다. 수출의 꾸준한 신장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증가 

한 것은 미국내 경기호황에 따라 수입수요가 더 빠르게 신장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교역에서는 세계적인 서비스교역 자유화 

추세와 함께 마국의 서비스 교역수지의 흑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의 경우 870억 달 

러를 넘어섰다. 무역수지 적자 증가의 일부는 서비스 교역수지의 흑자 증가로 상쇄됨으로 

써， 경상수지 적자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표 6> 미국의 경상수지 구성 변화 
(단위 :10억 달러) 

여~ 도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켜U 상 -}「‘ 지 168.1 -104.2 -9.3 -90.6 129.2 -166.8 

상 믿 * 「ι-‘ 지 -159.6 -115.2 -74.1 130.7 -171.7 -197.0 
끼까::. 출 250.2 362 .1 416.9 458.7 577.7 680.3 
「까::. 。님1 409.7 477.4 491.0 589.4 749.4 877.3 
서버스수지 6.2 23.0 58.9 61.6 73.5 87.4 

순투자수익 9.2 15.0 108.3 60.9 3.1 -18.3 
처L:. 기 /‘• 지 -23.9 -27.0 4.8 -38.0 -34.1 -38.9 

자료 : CEA(l998); 삐1F(1없8) 

12) 클린턴행정부 대외통상정책의 기조에 관해서는 왕윤종(1997)과 김남두(1997)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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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기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을 통하여 메꾸어 졌으며， 그 

결과 미국의 대외투자 포지션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미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대외자산과 때외부채의 규모는 

다르게 집계될 수 있지만， IMF(l998)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1988년 이후 대외채무국으 

로 돌아섰으며， 그후 미국의 순대와채무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 말 현재 8，300억 달러 

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7) 미국의 대외투자 훌지션 
(단위 :10억 달러) 

-
너~ 도 대외자산 대외부채 순대외자산 

1980 755.4 500.8 254.6 

1982 958.8 743.0 210.8 

1984 1,125.2 1,015.9 99.2 

1987 1,756.9 1,729.3 27.6 

1988 2,006.6 2.019.2 -12.6 

1990 2,291.7 2.498.7 -207.0 

1992 2，뼈4.2 2,993.7 -529.5 

1994 3,178.0 3,499.5 -321.5 

1없6 4,284 .5 5,115.8 -831.3 

자료 · 삐1F(1998). 

N.21 서171 초반 미국경재|의 전맡 

1. 잠재성장훌의 둔화 

장기적인 성장률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은 생산능력의 증가 조건 즉 노동공급과 자본축 

적， 그라고 총요소 생산성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DRI와 WEFA 등 경제예측기관들은 노 

동공급 증가외 둔화， 얀구고령화에 따른 저축부진과 투자부진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미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01년까지 연평균 2% 수준， 2020년까지는 약 1.5% 수준으로 

하락하여 1970-1990년 중반까지의 연평균 2.8%보다 낮아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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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요 선진국의 노동샘산섬 증가 추이와 전망 
(단위 : 연평균， %) 

여~ 도 | 19961-70 1971-80 1981-90 1991-2000 2001-10 2011-17 

미 국 2.3 0.7 1.1 1.0 1.0 1.1 

나 다 2.7 1.1 1.1 1.1 1.4 1.1 

일 본 8.9 3.6 2.8 1.1 2.3 2.2 

~ξ1 일 4.3 2.6 1.7 0.9 1.8 2.1 
고 랑 λ 4.9 2.8 2.4 1.4 1.4 1.6 

이탈리아 6.2 3.0 1.8 1.9 1.8 1.9 

여。 국 2.6 1.7 2.0 1.9 1.8 1.8 

자료 : WEFA(l없8)， p. 1-5‘ 

〈표 9) 미국의 실질 잠재성장률훌 전망 
(단위 : 연평균， %) 

여~ 도 1977-87 1987-97 1997-2002 2002-22 

생산요소 노동 량(0.623) 1.3 0.7 0.8 0.4 

자본량(0.272) 1.2 0.9 1.3 0.9 

에너지(0.084) 0.1 0.1 0.1 0.1 

sα~ (0.021) 0.0 0.0 0.0 0.0 

전 체 2.5 1.8 2.3 1.3 

총요소생산성 증가 0.6 0.7 0.5 0.6 

산출불 포괄범위 조정 -0.2 -0.2 -0.2 -0.2 

실질 잠재성장률 3.0 2.2 2.6 1.8 

주 · 괄호 속의 수치는 생산함수의 가중치임. 

자료 : Standard & Poor’s Dill(Winter 1997-1998), p. 3. 

(l) 노동력 증가의 문화 

우선 노동공급과 관련하여 인구의 증가추세와 구조변화를 살펴보자. 상무부 통계국의 인 

구통계에 근거한 DRI의 예측에 의하면， 향후 2022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8%로서， 1996년까지 지난 25년간의 1.0%에 비하여 낮아진다.DRI의 전망에 따르면 인구 

가 이러한 속도로 증가할 경우， 1996년 2.66억이던 미국의 인구는 2002년에 2.80억 그리고 

2022년에 3.28억 으로 증가한다.13) 

13) DRI는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서 여성의 평생 출산자녀수로 정의되는 출산율(fertility rate)은 현재와 

비슷한 2.1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75.8세인 기대수명은 꾸준히 상승하여 2050년애는 82.1세에 이툴 것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의 중장기 전망 117 

위와 같이 총인구증가율이 낮아지더라도， 노동가능 연령인구(16-64세)의 증가율은 총인 

구 증가율보다 당분간은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DRI는 2002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연평 

균 1.2% 증가， 그 이후 2012년까지는 연평균 0.9% 증가， 그리고 그후 2022년까지는 0.3%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미국의 민간노동참여율(civilian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은 지난 30년 통안 여성의 노동참여율 상승(41% → 60%)과 베이비붐 세대의 성숙으 

로， 60%에서 67%로 상승하였는데， 2000년대 첫 10년중 정점(68%)을 지난 후 2020년경에 

는 65%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인구 • 노동공급 관련 제반 요인을 감안한다면， 노동공급 증가율은 낮아질 전 

망이다. 그 요인으로는 전체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고령화추세라는 장기적 호름에 더하얘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당분간 더 상승하겠지만 점차 한계에 달할 것이가 때문이다. 그 통안 

미국 노동력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던 이민에 의한 노동증가도 정체하거나 점차 하 

락할 것으로 예상된다.14) 

〈표 10> 미국의 노동함여룰 추이 
(단위 : %) 

전
 
남
 여
 

체
 
서
。
 성
 

廠
-
m때 없 때
 

뼈
 -
없
 
따
 띠
싸
 

I않써9 1997 

66.5 
76.4 
57.5 

67.1 
75.0 
59.8 

자료 US Departrnent of LaOOr(1998). 

(2) 고형화왜 저축률왜 책하 

향후 25년간 인구구조의 가장 큰 변화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급증하면서 65 

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급상승한다는 점이다. 1996년의 경우 12%이던 고령인구의 버중이 

2008년에 13%, 2022년에는 18%에 달할 것으로 DRI는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결과적으로는 저축율의 저하와 기업의 자본투자 저하로 연결된다.15)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보건관련 지출과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 등에의 

영향을 통하여， 정부외 재정수지 적자요인으로 작용하며 저축보다는 소비지출의 증해를 가 

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정년퇴직한 노령층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 증가는 대부분 소비지 

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더하여 또다른 인구증가-요인인 해외로부터의 순이민은 연평균 88만명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tandard & Poor’s DRI(Winter 1997-1댔8)， pp. 3-4 
14) 미국의 이민정책과 이민추세의 변화 및 전망에 대한 최근의 분석은 OECD(997)의 제W장 참조 
15) Leveson(l991 ), p. 94; Standard & Poor’s DRI(Winter 1997 -199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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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충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보장관련 채정지출에 따른 재정수지적자를 메우기 위하 

여 연방정부가 민간 금융시장에서 차입할 경우， 이는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고령인구는 생산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산소득에 의하여 소비한다는 점과 장래 

를 위한 저축의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고령화는 민간저축률의 감소를 가져오 

므로 결국은 실질금리의 상승과 기업투자의 상대적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투자율 하락은 설비투자와 R&D 투자를 제약하여 생산능력과 생산성 향상의 

부진을 초래하여， 노동공급의 둔화와 함께 장재성장률 둔화의 근본원언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11) 미국와 저촉 • 투자 I:l I율 
(단위 : GNP 대비 %) 

여~ 도 1972~82 1983~7 1998~2002 2003~12 2013~22 

가 계 저 축 9.2 7.4 5.7 5.9 6.0 

기 업 저 축 8.2 8.4 8.5 8.5 8.2 

정 부 저 축 -l.2 -2.6 0.2 0.1 -1.8 

총 저 죽 16.3 13.1 14.4 14.5 12.4 

총 -F「E 자 16.9 13.2 13.1 13.6 11.8 

총국내투자 16.7 15.0 15.1 14.5 13.0 

순외국투자 0.2 -1.8 -2.0 0.8 -1.2 

자료 : Standard & Poor’s DRI(Winter 1997-1998), p. 18. 

2. 총수요 구성과 업종별 산업생산 

총수요의 부문별 구성은 소비지출 비중의 상승과， 민간투자 비중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추세일 

것이다.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고령층 인구의 증가는 생산에 비하여 소비의 증가가 빠를 

것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GD믿 중 소비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물론 소비에 쓰이는 그들 

소득의 원천은 직접적인 생산참여에 의한 근로소득이 아닌 주식과 채권을 통하여 발생하 

는 자산소득일 것이다. 또한 고령층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회보장과 의료보효 등을 위한 재 

정지출이 증대되어 그들의 소비지출을 뒷받첨하게 될 것이다.DRI는 1997년 68%인 소비 

의 대 GDP 비중이 급속히 상승하여 2010-2022년에는 약 7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 

다. 따라서 소비 외의 여타부문의 대 GDP 비중이 하락할 것이며， 특히 국내책축률은 더욱 

낮아지고 벼주거용 투자의 비중이 9.8%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업종별 생산은 전자 빛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추세와 전반적인 생산꽁정의 고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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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 추세를 반영하여， 각종 기계류 특히 전기기계의 생산이 고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건강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대 등을 감안할 때， 담배， 가죽제품， 의류제품 등의 생 

산은 대단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미국 GDP의 수요항쪽별 성장률 추이 
(단워 : %) 

연 도 GDP 개인소비 
총고정투자 

수출 수입 
정부소비·투자 

비주거용 주거용 여바。처 。-님T ;;r.j BJ-처 。부.-

전년비 성장플 

1991 -0.9 -0.6 -6.4 -12.3 6.3 -0.7 0.5 1.4 
1992 2.7 2.8 1.9 16.6 6.6 7.5 2.1 2.4 
1993 2.3 2.9 7.6 7.6 2.9 8.9 -4.2 1.5 
1994 3.5 3.3 8.0 1O.l 8.2 12.2 -3.8 2.6 
1995 2.0 2.4 9.0 -3.8 11.1 8.9 -3.3 2.1 

1996 2.8 2.6 9.2 5.9 8.3 9.1 -1.3 1.6 
1997 3.8 3.3 9.7 2.8 12.5 13.9 -1.4 2.4 

항목별 구성비 

1987 100.0 66.0 10.6 4.6 7.8 10.8 9.7 11.4 
1997 100.。 68.0 10.6 4.1 11.9 13.1 6.5 11.5 

자료 US Deparl1llent of Commerce (1998). 

〈표 12> DRI의 업종멸 산업샘산 증가율 전망 
(단위 : 연평균， %) 

엽 종 1982-97 1997-2022 업 종 1982-97 1997-2022 

처l一 기 기 계 9.9 9.2 식 료 및 제 품 1.9 1.2 

비 전 가 기 계 5.3 3.8 구 2.8 1.0 

고무。플라스틱제품 5.1 3.5 광 업 -0.5 0.8 

화학품및그제품 2.5 2.4 기 타 제 조 품 2.1 0.7 

운 τ ιr 장 비 3.4 2.1 석 * 제 품 1.2 0.6 

정 EE1: 기 계 2.3 2.0 석제품。유리 1.6 0.5 

일 차 二그 {-*1- 0.6 1.9 인 쇄 출 판 2.2 0.3 n 

종 。l 제 % 2.5 1.8 의 T EET 제 면 ~ 0.1 -0.7 

조립금속제품 1.8 1.8 c口4 1l1l 제 % 0.1 -0.2 

λD4 * 제 면 itr 1.5 1.8 가 죽 제 면 itT -5.3 -3.7 

전기수도개스 1.8 1.5 제 -깅'E 업 3.2 3.2 

목재및복제품 2.4 ~ 전체산업생산 2.7 2.9 

자료 : Standard & Poor’s DRI(Winter 1997 -1998), p. 2HE았1ibi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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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의 둔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고용증가도 과거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DRI는 1972-97년 25년간의 4，700만 명의 고용증가(58%)에 비하여， 향후 1998-2022년 25 

년간의 고용증가는 2，500만 명 (19%)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경기확장국면이 

지속되거나 약간의 경기후퇴가 있더라도， 노동공급의 완만한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노동시 

장에서의 수급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경제예측기관들은 

NAIRU를 다소 밑도는 5%대의 실업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기변동에 따른 

실업률 변동의 폭은 1980년대에 비하여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의 산업별 구조는 1960년대 이후 나타난 제조업 부문의 감소와 민간서버스 부 

문의 급증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은 민간서비스 분야에서 발 

생하고， 제조업 부문은 절대 고용자수의 감소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의 35%에서 1990년의 경우 17.4%로 하락하였는데， 

DRI는 이 비중이 2022년경에는 10.7%로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제조업 부문의 고 

용감소가 제조업부문의 생산량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진보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생산량 증가보다 빠르게 진행됨을 의미한다. 

범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의 촉진과 기술혁신으로 공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은 더욱 촉진 

되고， 이는 공업부문 노통수요를 감축시키며， 여기에서 이탈된 노동자는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이동을 제약하는 서비스 업종에서의 각종 규제와 노동조 

합 등이 구조적 실업을 야기할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 때문에 이 

런 유형의 실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6) 

〈표 13> 신규 고용증가의 산업멸 기여도 전망 
(단위 : 기간중 누적， %) 

기 간 1972-82 1982-97 1997-2002 2002-12 2012-22 

제조업 -2 -5 -1 -32 

광업。건설업 3 4 3 -7 

정부서비스 16 12 18 18 23 

민간서비스 83 85 86 80 115 

일자리증가(백만) 15.9 32.7 8.5 8.5 5.7 

자료 : Standard & Poor’s DRI(Winter 1997-1998), p. 15m앙1ibit 3) 

16)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와 서비스의 분류 등에 관해서는 Leveson099Il, pp. 41-5릎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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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가안정과 저금리 

미국경제가 21세기 초반에 2%에 가까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1997/98년의 1.5-2%보다는 약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DRI는 향후 25년간 연평균 인플레이션을 3.4%로 전망하였다17) 

낮은 인플레이션이 전망되는 것은， 공급주도 경제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미국 연준은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한 미국경제가 장기 호황국면을 지속하면서도 설비가동률(capacity utilization rates)은 8 

2-83% 수준으로서 과거 경기확장기의 84-87%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이번 확장기간 

동안 미국의 생산능력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수요증가에 따 

른 인플레이션 압력의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였던 국 

제원유가의 폭등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향후 원유의 명목가격이 일반물가보다 다소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만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원유가격이 바닥수준에 와 있으나， 급격한 공업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을 보였던 아시 

아-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 이라크의 석유수출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장기적인 탄소에너지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국제 원유 

가격의 약세는 다소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경제의 회복 

세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 가능성이 상존하며， OPEC의 세계공급 비중이 상승하면 。맘EC은 

1970년대와 유사한 행동으로 원유가격의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D묘I는 장기전망 

에서 2000-2022년 중 연평균 실질유가는 2.4%씩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었다. 

금리수준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따른 대응과 관련하여 마 연준은 1998년 9 

월 이후 연방자금금리를 4.5%로 인하하였으벼， 향후에도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한 단기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2-3년간은 연방자금금리는 

4.5%-5.0%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수요와 관련해서도， 연방정부의 재정수지 

가 균형 혹은 흑자를 보이는 기간에는 정부부문의 금융시장 차입소요가 적어점에 따라 금 

리가 상승할 여지는 그만큼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물가안정 추세를 감안한 실 

질금리(연방자금금리-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는 3%대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거적으로는 미 연준이 1990년대에 보인 것과 같이 인플레압력에 대하여 엄격한 대웅 

자세를 견지하고， 특히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미 연준은 금리를 다소 높게 유 

지하여 실제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낮추려 할 가능성이 크며， 대체로 21세기 

17) Standard & Poor’s DRJ(Winter 1997 -1998). p. 5; pp.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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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음 10년이 지나면 금리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DRI는 위와 같은 통화당국의 정책기조와 자금수요 요인 등을 감안하여， 10년짜리 장기 

재무성채권(Treasury Bond)의 수익률은 2002년 5.1% 수준의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정부 

부문의 지출증대와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2010년을 전후하여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5. 재정구조의 변화 

미 행정부의 균형예산계획과 경제전망 등을 감안할 때， 21세기 처음 몇 년간 연방 재정 

수지는 약간의 흑자를 보이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이 본격화되는 2010년 이후에는 연 

방정부의 지출증대와 조세수입 감소로 연방 재정수지가 상당한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된다. DRI는 21세기의 처음 10년간 연평균 연방재정수지가 GDP의 0.3% 정도의 흑자를 

그 다음 10년간은 GDP의 0.2--2.4% 정도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8) 

GDP에 대한 연방정부지출의 비중은 1992년 24%를 피크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2005년까지 2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재정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후 정년퇴직자의 급증으로 이들에 대한 이전지급이 급증하면서 2022년에는 다시 25% 

로까지 높아질 것으로 DRI는 예상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경상지출 중 이전지급의 바중은 1997회계년도 중 45%였는데， DRI는 2022년 

에는 6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중기전망에 따르변， 인구 

구조의 고령화 때문에 21세깨 들어 자금수급에 심각한 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부터는 당해 연도의 사회보장세 수입만으로 사회보장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사회보 

장기금에서 인출해야 하며， 2029년에는 통 기금 자체가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미국 의회는 현행 사회보장서스템의 개혁， 수혜폭 축소， 사회보장세 인상， 여타 부문에서의 

인출을 통한 재원보전 등의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19) 

한편 1980년대 하반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전체 예산지출중 국방비의 비중은 앞 

으로도 더 하락할 전망이다. 1987년 중 33%까지 상승하였으나 냉전체제 이후 급속히 그 

비중이 하락한데 이어， 향후에도 그 추세를 지속하여 2002년에는 18%로， 2022년에는 1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정지출의 주요 항목인 정부채무에 대한 이자지 

급의 비중도 1975년 6%에서 1991년에는 최고인 14%로 상승하였으나， 명 목금리의 하락으 

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2011년경에는 6%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편 그 동안 연방재정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중이 꾸준히 높 

1뻐뻐8잉) Standard & POO야r's DR머I(Wiπint따lte안r 199띠7-카→1998잉l ， p. 19 
19) CEA(이19앤98잉)， pp.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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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 있는데， 정부간 비중의 이러한 변화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정부간의 역할분담과 비중변화 추세는 국방과 외교 등 연방정부의 이슈에 대한 중요 

성이 낮아진 데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경우 자녀의 교육과 치안서비스 등(이 문제는 대부 

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 이슈임)에 관한 관심이 높이진 것을 반영하얘 있다. 

6. 환율과 무역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미 행정부의 당면 과제는 미주대륙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FTAA의 성공적인 추진과 필요시 그 예비단계로서 칠레 등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빛 WTO의 차가 무역협상라운드라 할 수 있다. 아랴한 얘외혐양 과정에서 미국정부 

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워해서는 대외통상협상에 편한 우선협상권한(fast-track

authority)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때) 

경제의 범세계화 추세와 각국의 시장재방 확대가 본격화하면서 미국경제도 대외의존도 

가 높아지고， 수출입과 경상수지 및 환율 등 대외무역지표에 대한 미국민과 정책당국의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의경제관계는 머국의 국내경제 요인과 함께 해외 경제여건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대와경제 부문의 전망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예측기관 

들의 전망을 종합해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수년간 벼국금리가 저 수준을 유지하는 풍안 

달러화의 실질가치는 완만하게 하략하고 며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 

인다. 

달러화 가치는 1998년 중반까지 강셰를 보였으나 미국금리가 소폭이나마 하락함에 따라 

향후 3-4년간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미국상품의 수출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전망은， 위와 같은 환율요인 외에도， 해왜경제가 며국경재보 

다 활발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벼， 그 동안의 미국정부의 해외 시장개방과 며 

국기업들의 해외 진출노력이 계속되어 수출이 수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차 지 

속될 것 이 라는 예상을 반영 한다.211 

그러나 장가적으로는 미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동아서아와 중냥며의 고성장 개도국이 점 

차 성숙과정을 껴치고 또 그들의 인구구성도 고령화하여 성장률(혹은 내수증가율)이 완화 

될 것이므로， 미국 수출의 신장세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수지 

20) 1994년에 만료된 이 권한을 대동령에게 다시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1997년 미 의회에셔는 상원 

이 이를 가결하였으나 하원이 표결을 연기함으로써， 이 권한야 대통령에 주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협상을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간의 의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21) 미국수입의 대GDP 비율이 1987년 10.8%에서 1997연 13.1%로 상숭한 것에 비하여， 미국수출의 대 

GDP 비율은 1987년 7.8%에서 1997년의 12%까지 급속히 상승하였다， 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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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경상수지 적자는 무역수지 적자보다 상대 

적으로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DRI와 WEFA의 거시경제 전망모형에서는， 2010년 

대 들어서변 미국의 재정 · 금융정책의 결과 미국 금리가 고수준을 유지하면서， 달러화의 

실질가치도 안정화 혹은 미약하나마 상승새로 돌아서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환율은 장기적으로 각국간의 구매력 평가를 반영하겠지만， 국제자본의 이동성이 증 

가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금리수준 격차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기간중 미 

국내 경기국면 및 금리변화의 방향과 폭에 따라 환율의 방향이 단기적으로 바뀌고， 그 결 

과 무역수지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환율과 수출입 전망을 근거로 하여 DRI는 1997년의 경우 GDP의 1.2%에 해당하 

는 규모였던 경상수지 적자가 2000년대 첫 10년간 꾸준히 축소된 후 2011-2012년에는 

GDP대비 0.2%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그 후에는 무역수지에 

서의 적자 급증으로 경상수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대비 

0.5%-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V. 결 론 

미국은 20세기초 경제적으로 세계외 중심국가로 부상한 후， 2차대전 기간과 동서진영간 

의 냉전 기간중 정치 · 군사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자유세계를 션토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1970-1980년대의 혼란과 변화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적 위상저하를 경험하여 왔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미국의 위상은 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였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의 단일 

경제권 형성과 대외 교섭력 강화， 중국 및 동아시아 개도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미국의 위 

상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미국경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추세 그리고 이러한 추 

세의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는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으며， 다가오는 21세기에도 미국 

이 세계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계속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22) 미국경제의 전망을 바탕으 

로 향후 미국경제의 국제적 위상과 세계경제질서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우려와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심 

22) 미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에 관한 전망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Rosecrance( 1990)외 Leveson (1991), 

Prestowitz et 머(1 991) 및 Zuckeπnan(I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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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비관론은 1990년대 중 미국경제의 호황이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에 기초한 국내 소비와 투자의 확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개도국의 금융 

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현재 미국경제의 상 

황이 1929년의 대공황 전야와 유사하다는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비관적 전망에 대 

한 평가를 위해서는 개도국과 러시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식시장의 반응(주가하 

락) 정도， 주가하락이 소비 및 투자위축에 미치는 정도， 해외의 경제위기 때문에 나타날 

미국수출의 위축 정도， 정책당국의 대처능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분석이 요구되지만，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들의 신속한 구제금융과 적절한 정책협조 둥 최근의 움직임을 감 

안할 때， 세계경제가 심각한 불황으로 빠질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 

내정책 금리의 인하와 G-7간의 정책협조를 통하여， 외환위기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파급 

되는 경로를 차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일본이 금융구조개선과 

대규모 조세감면을 통한 내수진작을 모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계경제 중심국의 성장활 

력과 국제적 정책협조를 위한 리더십의 확보가 향후 세계경제의 안전운행과 예상치 못한 

세계경제 위기로부터의 탈출에 있어 필수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여타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며국수출이 감소하고 그 국가들은 대미수출 증 

가를 통한 경제회복을 모색할 것이므로 미국은 수입증가와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를 받아 

들임으로써 세계적인 불황심화를 막는데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폭 

의 금라인하를 통하여 내수를 진작하고 여타 국가로부터 자본이 이탈되어 미국으로 유업 

되는 것을 적극 방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제금융외환체제의 개편과 미국 

의 중섬적 역할이 펼요하다. 최근의 외환금융위기와 관련하여 I:MF의 사전 위기감지 능력， 

IMF의 회원국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금융지원에 따르는 부대조건 (conditionality)으로 

제시한 엄격한 긴축정책 요구와 같은 처방능력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변화된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 여건에 합당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가 요구되고 있다. IMF 재원의 확충， 헤 

지펀드 등 투기적 자본의 영엽에 대한 규제와 감독강화， 은행 정부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범제정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편과정에서도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 

된다， 

셋째， EU의 통합과 일본경제 및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미국경제의 국제적 위상변화이 

다. 통합된 EU외 국제적 위상은 분명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EU 역내국가간의 경제 

력의 차이， 입장대립의 정도와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가까운 장래에 EU통합에 

따른 커다란 역내 경제활력과 대외 협상력의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비하여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는 중국의 경제력은 보다 빠르게 증대될 것이다. 세계은행 

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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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않아 세계최대의 경제규모를 가질 것￡로 보인다，23) 인접딴 일본 및 동-아시아 개도국 

들이 최근의 경제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그 이전의 경제성장 속도를 회복한다면， 중국 

을 포함하는 동아시아는 다시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만 중국을 포 

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미국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동이-시아에서 핵섬 

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일본의 지도력 부재 등을 감안한다면， 이들 국가의 국제적 영향력 증 

대는 경제규모의 증가속도에 크게 못미칠 것이다. 

넷째， 국제금융거래 및 무역결제의 수단으로서의 미국 달러파의 비중은 그 동안 감소해 

온 반면 독일 마르크화와 일본 엔화의 비중은 상승해 왔다. 앞으로 유로화자 정식으로 등 

장함에 따라 유럽에서 달러화의 위상은 분명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과 독일 

(혹은 통합된 EU)이 정치 · 경제 。 외교 등에서 미국을 대신하거나 대등한 위상을 가지기 

전에는， 이들 통화가 국제경책거래의 중심통화로서의 달러화의 기능을 가까운 장래에 대체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1세기의 초반 약 20년의 71 간 중 미국의 

국제경제적 영향력은 현재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을 것이며， 국제적 경제정책협조라는 측 

면에서 미국은 보다 효율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0]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안정 

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3) 21세기 중국 및 동아시아 경제의 위상과 과제에 대해서는 World Bank(997)와 Chow and 

Chow(199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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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WEFA의 세계경제 장기전망 
(단위 ; 기간중 연평균， %) 

2003-07 2008-12 2013-17 

<GDP 성장률> 
세 계 2.6 3.0 3.3 3.3 3.3 
선진국 2.2 2.4 2.5 2.4 2.3 

마 국 2.8 2.3 2.1 2.1 2.0 

일 본 1.5 2.2 2.9 2.6 2.3 
E-1L 일 1.4 2.6 2.5 2.4 2.3 
서유럽 1.9 2.5 2.5 2.4 2.4 

〈소비자물가상승플> 

미 국 2.7 2.6 2.7 2.8 2.9 

일 보 0.7 l.6 2.0 2.0 1.9 
S-1i 。E1 2.5 2.1 2.4 2.2 2.4 

〈실 업 률〉 

u] 국 5.8 5.2 5.6 5.7 5.3 

일 본 3.1 3.3 2.9 2.7 2.3 
S-1i 일 9.9 10.4 8.6 7.7 6.8 

<금 리(연리， %)> 

LIBOR(3개월， 유로달러) 4.9 5.8 5.3 5.1 5.0 

미 국(3개월 CD) 4.9 5.8 5.3 5.1 5.0 
일 본( 1.5 3.1 4.4 4.0 3.9 
독 일( 4.8 5.0 5.4 5.4 5.4 

〈환 율> 

DM!$ 1.59 1.66 1.61 1.58 1.53 
￥/$ 107.5 112.3 100.5 94.9 90.7 

<경상수지> 

미 국(10억달러) -133.1 -212.3 -149.1 -100.0 -67.0 

일 본( 105.1 89.8 58.0 26.9 -45.0 

<원유가> 

평 균유가* ($/bbD 17.9 20.5 24.5 28.8 34.1 

연평균상승율(%) 0.2 2.8 3.5 3.3 3.4 

끼3 는 두바이유，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 및 알래스카산 슬로프유의 현물가 평균을 기준으로 함 

자료 : WEFA(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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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DRI의 미국경제 장깨전망 (단위 : %) 

1997 2002 2007 2012 2017 2022 

성장율 G D P 3.8 2.6 2.2 1.7 1.5 1.1 

-λ.l...、 비 3.3 2.1 2.0 1.9 1.8 1.7 

고정투자 9.7 6.1 3.9 2.6 2.2 1.6 
1ι‘- 출 12.5 9.5 6.9 5.0 3.7 2.5 
끼까‘- 입 13.9 7.2 6.5 5.6 4.8 4.1 

연방정부 -l.4 -1.1 1.4 1.0 -0.1 -0.6 

-^] <IJ- ĉ3혹→1￡ 2.4 2.2 1.9 1.5 1.3 1.2 

GDP(조달러) 8.1 10.0 12.7 16.4 20.9 26.7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8 3.4 3.7 3.9 4.2 

도매물가 상승률 0.4 1.6 2.2 2.6 2.8 3.2 
λE1 업 률 5.0 5.6 5.5 5.5 5.6 5.5 

고 용 증가율 2.3 1.4 1.1 0.5 0.4 0.3 

경 상 수 지(10억달러) -161.3 -197.3 -146.1 -149.7 -280.3 -623.5 

무 역 수 지( ” -177.2 -259.1 -269.6 -짧3.4 -532.6 -814.8 

연방재정수지( 11 -22.0 19.5 45.1 -30.5 -235.4 -626.4 

연방자금금리(연리， %) 5.46 4.50 4.75 5.25 5.88 6.50 

우량대출금리( ” 8.44 7.50 7.75 8.2Ei 8.88 9.50 

-:i「; * 추세(경기순환을 고려하지 않음) 전망치의 해당년도 수치임. 
자료 : Standard & Poor’s DRHWinter 1997-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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