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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04년 세계경제는 국제정세 불안, 고유가 등에도 불구하고 1988년 이

후 가장 높은 4.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의 쌍둥이 적자, 국

가간 격차 확대 등 불안요인들이 상존했으며, 중국의 고도성장은 에너지

및 원자재 문제를 촉발하였다.

2005년 세계는 부시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환경으로 접어들

게 된다. 미국은 국내외 여론과 국내경기의 하강 때문에 이라크 사태를 조

기에 종식시키려고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미국경제가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

인도 등이 최근의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

로 보인다.

그 동안의 미국경제 호황이 세계경기 호조를 견인했는데 이로 인해 미국

은 경상수지 적자(2005년 GDP의 6% 전망)라는 난제를 안게 되었다. 미국

의 적자, 기타지역의 흑자 구조는 세계적 저축-투자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상당 기간 세계경제 전반을 지배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005년 세계경제

는 지난해의 고도성장세가 진정되고 미국 달러화는 유로화와 동아시아 통

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낸다. 해외투자자의 자금 유출에 대비한 미국의 점

진적 금리인상은 다른 지역의 금리인상을 유도한다.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 진전과 신흥강국에 대한 투자 증

대에 힘입어 2000년 이후 부진했던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회복세

를 보일 것이다. 금리상승의 결과로 지난 수년 동안 상승했던 부동산가격

은 진정될 전망이다. 고령화는 경기둔화와 맞물려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점화시킨다. 한편 인터넷 혁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IT기술은

산업의 고도화를 넘어 우리 생활 곳곳에 파고들 것이다

국제유가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며

각국 정부와 기업은 자원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재해빈발에

대처하여 사전감지, 사후복구 노력이 강화되며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다.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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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세계경제 회고 》

국제정세 불안 하에서 견실한 성장을 했던 한 해

□ 2004년 세계경제는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4.3%의 성장률을 시현

- 주요 선진국과 대부분 개도국들의 경제가 회복

- 하반기 들어서는 고유가, 국제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

□ 미국, 일본 등의 경기과열이 점차 완화되었음

- 미국의 성장률은 4.0%로 호조를 보였으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가 누적

- 일본경제는 2.8%의 성장으로 장기간의 침체 국면에서 탈출했지만 민

간소비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중국은 과열경기 진정을 위해 긴축정책에도 9.3%의 고성장세를 지속

- 유로지역은 저금리 지속, 일부 국가의 감세 조치 등에 힘입어 비교적

견조한 1.9%의 성장률 달성

□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고유가 시대로의 진입 가능성이 고조

- 원유공급이 수요 증가(특히 미국과 중국)를 따라가지 못해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였음

· 중동,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의 정정불안이 유가급등을 촉발

· 2004년 10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배럴당 33달러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두바이유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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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계속된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당부문 해소

- 고도성장으로 미국에서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디플

레이션이 해소되는 현상

·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과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음

-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음

□ 2004년 말 남아시아에서 발발한 지진해일의 재산상의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음

- 이번 지진해일의 피해는 200억 달러 미만으로 추산(Global Insight)

·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피해 1,320억 달러, 2004년 미국 플로리다의

4차례 허리케인 피해 250억 달러 등에 비해 소규모

□ 본 연구소가 제시했던 「2004년 해외 10대 트렌드」는 실제상황과 대

체로 일치

2004년 해외트렌드 예측과 실제상황

예측된 트렌드 2004년 실제상황

경제

질서

국제정세 불안 진정

FTA 확산과 다자체제 약화

이민ㆍ유민증가와 신공동체 형성

국제정세 불안 지속

FTA 확산과 DDA 부진

사람이동 제한과 자국이기주의

△

○

×

구조

변화

IT산업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

산업융합과 메가경쟁

에너지 리스크 상존

달러화 위상약화와 세계금리 상승

IT제조 및 S/W 중심축 이동 가속

산업융합 진전과 경쟁 격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달러약세 및 국제금리 동반 상승

○

△

○

○

지역

경제

미국주도의 세계경제 동반 상승

중국경제 활황세 진정

신흥잠재강국의 부상

고성장 실현

중국경제 진정 속 고도성장 지속

국별 성장격차

○

○

△

주: ○ 전망과 실제 일치, △는 트렌드는 일치했으나 정도에 차이, ×는 불일치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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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해외 TREND 》

□ 2005년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

- 미달러화 약세, 고유가, 국제금리 상승 등이 세계경제 감속을 초래

-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해 성장해 온 유로지역(독일, 프

랑스 등)과 일본의 경제활력이 다소 약화

- BRICs 국가들의 발언권이 강화됨

· 중국 : 고성장을 계속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엔진의 역할을 담당

· 인도 :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수출강국으로 제2의 중국으로 점차 부상

· 브라질 : 경제개혁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중남미의 맹주로 발돋움

· 러시아 : 자원대국으로서 WTO가입 추진을 계기로 세계시장 진입 가속

- 원자재가격 급등, 국제금융시장 불안, 중국경제 경착륙 등으로 인한

충격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글로벌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무드가 조성

- 부시행정부가 일방주의 외교노선에서 협력ㆍ화해 노선으로 선회

· 이라크, 이란, 북핵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구

·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 분위기가 형성

- 통상마찰, 환율 급등락 등 불안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공조 노력이

두드러짐

· DDA 협상, FTA 체결 등은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겠지만, 지적

재산권 등 미국이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

· 선진국과 동아시아의 중앙은행들간 협력이 보다 활발해짐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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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투자, M&A, 글로벌 아웃소싱 등이 확산

· 특히 중국 등 신흥강대국들의 해외진출이 가속

· 미국, 일본, EU 등은 비용절감과 경쟁력 보강을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

을 강화

□ 개별 국가는 복지체제를 정비하면서 안전사회를 지향한 대책을 강화

- 선진국들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금 등 사회복지제도

의 개혁을 서두를 전망

· 고령사회 진입과 복지비용 과다지출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에 대비

- 자연재해 대비 및 환경경영을 중시

·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각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노력이 새

로운 성장기회를 창출

2005년 해외경제 10대 트렌드

생활ㆍ사회
⑦ IT 생활혁명

국제 질서

경제ㆍ산업

⑨ 고원자재가격과
자원확보 경쟁

④ 달러화약세ㆍ
금리상승

②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복원 노력

① 세계경제
성장 감속

③ BRICs
영향력 증대

⑩ 재해대응과
환경 경영

⑤ 직접투자 회복

⑧ 고령화와
연금개혁

돌발사태추세강화

자연ㆍ환경

⑥ 부동산버블 해소

전환

(자연재해)

(이라크상황악화)

주: 번호는 10대 트렌드를 의미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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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경제 성장 감속

2005년 세계경기는 하향 안정

□ 2005년 세계경제는 3.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미국과 일본은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하향 안정세로 진입

· 미국은 경상수지 및 재정 적자의 부작용이 표출

· 일본은 엔고로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

- 유로지역 경제는 저금리 정책과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

· 단 유로화 강세가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중국은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8%대 성장을 실현

· 생산, 투자, 수출 모두 호조를 보임

· 지속적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위안화는 하반기 중 소폭 절상이

예상

- 그 밖의 국가들은 4∼8%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냄

· 아시아의 지진해일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로 크지는 않음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
(%)

2003 2004 2005

세계 3.9 4.3 3.7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동남아

3.1

0.9

1.3

9.1

4.9

4.0

1.9

2.8

9.3

6.4

3.5

1.8

1.7

8.6

5.8

주: 일본은 GDP Deflator를 2004.12에 수정한 결과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었음

자료: OECD, World Bank, IDB, Global Insight, Deutsche Bank, 일본 내각부 등 종합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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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교역 증가율(물량기준)은 2004년의 8.8%에서 7.2%로 하락

- 국가간·권역간 통상마찰이 발생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세계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가 증가

□ 세계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국이 정책 조화 및 협력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

- 국별 경제정책의 조화를 통해 달러화 약세의 부작용을 감축

·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상승, 아시아 통화의 점진적 절상 등 금융·외환

정책의 협력이 예상됨

-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6차 각료회의 전까지 DDA 협

상의 골격이 완성될 것임

· FTA 체결 등을 통해 개방과 자유화가 가속

- 지진해일 피해복구 활동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협력이 확대

□ 국제사회의 정책협력 체제가 강화됨

- 기존 국제협력 체제인 G7에 중국이 참여하게 되어 협력 효과가 커짐

· 중국이 정치 경제적 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부여받아 후발 개도국들의

입장을 대변

·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가 중국의 참여 이후 F8로 재출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유로지역 3개국, 중국)

- 중진국 협력기구인 G20의 경우 브라질, 멕시코, 인도, 한국, 남아프리

카 등의 역할이 강화됨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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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노력

부시행정부는 외교력 강화에 주력

□ 미국은 이라크 탈출전략(exit strategy)이 최우선 과제

- 미국 등 다국적군의 이라크 철군은 이라크 정치일정이 일단락되거나

이라크 정부가 요청할 경우에 이루어짐1)

ㆍ미국은 이라크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주둔하겠다는 입장

- 5월의 영국 총선에서 블레어 총리가 승리한다면 미ㆍ영 공조체제가

유지됨

ㆍ3선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부시 행정부는 일방주의적 외교전략을 수정하여 화해와 협력을 도모

- EU,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과 마찰을 일으키며 추진한 대테러전을 수

정할 가능성

- 이란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면서, 反부시

정서를 완화시키는데 주력

ㆍ미국은 동남아 지진해일 피해복구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리

더십 복원을 도모

□ 테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

- APEC 등에서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2)"을 통한 협력을 유도

1) UN 결의안 1546, p.4.
2) 2003년에 발족하여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협력체제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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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테러 관련 부시 대통령의 발언

2004.10.29. "미국은 미국의 적에게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다."

2004.8.2. "미국은 테러예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2004.7.12.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해 나아갈 것이다."

미국과 주요 국가간 갈등이 지속

□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둘러싼 미국-일본과 중국간 갈등관계가 지속

- 미군의 해외기지 재조정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에서(2005년 5월경) 미·

일 군사동맹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임

ㆍ미 1군단의 일본 자마(Zama)기지 이전,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 등

□ 미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

- 러시아는 미국의 중앙아시아지역 군사지기 확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

ㆍ미국은 對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

과의 군사기지 사용 협력을 강화

-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3)(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를 결성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ㆍ경제 협력을 강조

□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

- 이란 핵문제 해결은 난항이 계속

ㆍ프랑스와 독일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압박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ㆍ이란은 보수파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2005년 6월 예정) 핵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상하이협력기구(2001.6.15 발족)는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등

6개국으로 구성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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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흥 시장대국(BRICs)의 영향력 증대

중국에 이어 인도가 고성장국 대열에 합류

□ 신흥 시장대국(BRICs)들은 2005년에도 4∼8%의 고성장을 계속

- 중국과 인도('Chindia')가 세계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

· 중국은 긴축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8% 성장이 무난

· 인도는 직접투자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6.5% 성장이 기대됨

- 러시아와 브라질은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라 4∼5% 성장이 예상

□ BRICs가 세계경제 중심축의 하나로 부상

- 중국과 인도는 각각 제조업과 IT분야에서 거점국가로 성장

-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의 순으로 과거의 경제적 위상을 회복

· 2020년 경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미국

(21%)과 일본(7%)이 차지하는 수준을 능가(구매력 기준)

BRICs의 세계경제 비중 추이(PPP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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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020년은 골드만삭스 전망치를 참조

자료 : OECD,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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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국가들간 협력과 해외진출 확대

□ 중국, 인도, 브라질이 FTA의 주요 대상국으로 떠오르게 됨

- BRICs 국가들은 상호 FTA 체결과 EU, 아세안 등과의 체결에 적극적

· 거대한 소비시장과 풍부한 자원이 신흥 시장대국들의 매력

□ 신흥 시장대국들간에 자본, 기술, 자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해짐

- BRICs 국가들은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상호 경제협력

을 확대

· 중국(하드웨어, 자본), 인도(IT기술 및 소프트웨어), 브라질(식량), 러시

아(에너지)는 고유의 강점을 보유

BRICs 국가들의 경제협력 현황

해당국 주요 내용

BRICs

국가간

협정

중국-브라질
무역투자협정 체결

(중국이 브라질에 100억 달러 투자를 약속)

중국-인도 FTA 협상을 위해 사전 준비 중

인도-브라질 2004년 초 PTA(특혜무역협정) 체결

제3국과의

협정

중국-아세안 2005년 7월부터 FTA 발효(상품교역 분야)

브라질-EU FTA 협상 진행 중(Mercosur)

인도-아세안 FTA 협상 진행 중

□ 중국과 인도 기업들은 첨단기술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선

진국에의 진출을 확대

- 풍부한 자본을 기반으로 해외기업 인수와 니어소싱(nearsouring)4)을

확대할 전망

4) 아웃소싱 업체들이 고객과 가까운 곳에 연구개발ㆍ생산 거점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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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달러화 약세와 국제금리 상승

쌍둥이 적자로 달러화 약세 지속

□ 미국 경제의 불균형 심화로 달러화 약세가 지속

- 2005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6%, 재정적자는 3% 수준

으로 전망(1985년 플라자 합의 이전보다도 심각)

-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美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

미국의 쌍둥이 적자 및 달러화 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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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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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GDP(좌) 경상수지/GDP(좌) 달러화지수(우)

자료: FRB, 2005년 이후 경상수지는 Nouriel Roubini, “The US as a Net Debtor”, 2004.12,

재정수지는 미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참조, 2005년 이후 달러화 지수는 SERI 추정

□ 유로화 절상과 함께 동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절상압력이 가중

- 유로화는 2004년에 상당 폭 절상되었으며 수출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EU는 현재 추가적인 절상을 우려하고 있음

· 유로화가 급등할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음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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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평가절상을 수용할

경우, 동아시아 통화들의 추가 절상이 불가피

달러화의 위상 약화와 국제금리 상승

□ 對美채권국들이 외환포트폴리오를 변경

- 동아시아 등 主채권국들의 對美 채권투자가 정체되고 유로화에 대한

선호가 증대

· 중국, 인도, 러시아, OPEC 등은 외환보유에 있어 유로화 비중을 확대5)

- 美달러화 연동을 기본으로 하는 현 국제 금융질서가 일부 균열조짐

금융 테러의 균형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아시아의

투자가 중단되었을 때 세계경제의 재앙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지금과

같이 미국적자-대미자본투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금융테러의 균형(Balance of

Financial Terror)이라고 지칭.

- 2004.3 美국제경제연구소 연설 -

□ 달러화 약세에 대응하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주요국들도 점진적으

로 금리를 인상할 전망

- 2004년 6월 이후 금리인상을 단행해 온 연준위는 향후에도 금리인상

을 계속

· 현재 2.25%인 연방기금 금리가 연말까지 3.5~3.75%로 인상될 전망

· 금리인상은 해외자본의 對美투자를 유도

- 미국의 금리인상이 다른 지역의 금리인상을 유도할 가능성

· 중국은 과열 경기 억제와 환율절상 대비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

5) Financial Times, 2004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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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투자(FDI)의 증가

직접투자 증가와 다국적기업 투자환경 개선

□ 직접투자(FDI)가 지난 수년 간의 정체에서 벗어나 2005년에는 전년대

비 20% 정도 증가

- 세계 전체의 직접투자는 7,400억 달러, 對美 직접투자I는 1,500억 달

러로 예상

- UNCTAD의 조사에 의하면 주요 다국적기업들 중 75% 이상이 2007년

까지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6)

세계 및 미국의 FDI 유입 추이

0

3 0 0 0

6 0 0 0

9 0 0 0

1 2 0 0 0

1 5 0 0 0

1 9 9 5 1 9 9 7 1 9 9 9 2 0 0 1 2 0 0 3 2 0 0 5

세 계 전 체

미 국

억 달 러

주: 2004~2005년은 SERI 추정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2003~2004

□ FTA체결, 경제개방 확대와 신흥 투자지역 부상이 직접투자 확대를 견인

- 미국, EU 등은 FTA 체결시 서비스 개방과 투자보호 관련 조항 포함

- 각국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정책을 개선

6) UNCTAD, Prospest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Strateg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2004-2007, 2004,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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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03년 82개 국이 220여 개 제도를 외국인투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7)

주목받는 개도국 기업들의 M&A 투자

□ 투자규모로는 M&A 투자가 더 많겠지만 「신규공장 설립형(Green

field investment)」 투자의 증가율이 더 높을 전망

- IT 붐의 해소와 세계 주식시장 안정에 따라 선진국 기업들의 M&A는

완만하게 증가

ㆍ선진기업들은 2000년의 과도한 M&A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있는 단계

- EU 확대 이후의 중부유럽, 중남미, 중국 및 인도 등에 대한 신규투자

증가

□ 선진국 기업에 비해 개도국 기업들이 Cross-border M&A형 투자를 확대

- 중국과 인도기업들은 기술역량 확보, 선진시장 개척 등을 위해 M&A

형 투자를 확대

ㆍ중국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위안화 가치상승에 따라 유리한 여건이 조성

- 선진국 기업들은 기술유출 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주력

중국기업들의 해외 M&A 투자(2004년)

투자자 피투자자 금액(백만 달러)

상하이자동차 쌍용자동차 500

TPV테크놀러지(홍콩상장) 필립스 모니터 및 TV 사업부 358

Lenovo IBM- 가정용컴퓨터 부문 1,750

자료: 각종 보도자료

7) United Nations,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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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 진입

□ 정책금리 인상,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과열이 진정

되고 안정국면으로 진입

- 증권시장에 몰렸던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하면서 2000년 이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

ㆍ최근 3년간 선진국 주택의 가치는 세계 주식가치 증가분(1997~99년)

의 2배인 20조 달러나 증가 (The Economist, 2004.12)

ㆍ주요 국가들 중 영국, 호주 등 25% 국가는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고,

미국, 프랑스 등 40% 국가는 버블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국가'임

(Morgan Stanley, "Global Property Bubble", 2004.7)

실질주택가격의 등락 추이

주: 실질주택가격지수는 명목주택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한 수치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4

- 미국의 주택경기는 정책금리 인상과 달러자산 기피로 인해 악화

ㆍ현재 3.0%인 재할인율이 2005년 말까지 3.8% 정도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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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Information 484호

16

ㆍ2004년 11월 중 미국의 신규주택판매와 주택착공은 전월대비 각각

12%, 13%나 감소

- 영국 주택가격은 재할인율 인상으로 2004년 9월 이후 하락 추세

ㆍ골드만삭스 등은 현재보다 10~20%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금융경색과 소비활동 위축 가능성

□ 부동산관련 대출이 일부 부실화되면서 금융기관 수익 악화와 자금경색

을 초래

- 특히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음

- 은행의 수익 악화가 지속될 경우 합병 등을 통한 은행 대형화가 예상

ㆍ일본의 경우 23개 주요 은행(도시ㆍ장기신용ㆍ신탁은행)이 버블 파열

이후 8개로 통폐합

□ 대출이자 부담 가중과 가계 부실화로 개인소비가 위축

- 소비위축 지속이 내수산업의 경기침체로 연결

ㆍ세계 각국의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70% 수준

ㆍ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면서 성장을 주도해 왔던 개인 소비가 위

축될 경우 미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부담이 됨

□ 부동산에서 이탈된 자금이 주식시장을 거쳐 채권시장으로 이동

- 신흥 주식시장이나 주요국 블루칩으로 자금이 이동

ㆍ미국 자산가들은 최근 주식, 특히 미국의 블루칩과 이머징마켓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8)

8) 5백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CBS마켓워치,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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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T 생활혁명

IT기술이 생활 곳곳에 침투

□ 인터넷이 대중화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9) IT기술이 생활 곳곳에 깊

숙하게 침투

- IT기술이 생활의 행복과 안전의 수준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정착

ㆍ이제까지는 PC 용량, 인터넷 속도, 휴대기기 기능 등 기술발전을 우선

- IT기술이 타산업과 결합되어 생활 전반의 변화를 초래

ㆍ유통, 교통, 의료, 방재 등에서 질 높은 서비스들이 새롭게 등장

□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는 IT기기와 관련 서비스가 대거 선보일 전망

- TV는 대형화, 저가격화 및 멀티미디어화가 가속

ㆍ2005년 말 2천 달러대의 40인치급 LCD/PDP TV 출현이 예상

ㆍ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개시로 TV 시청장소의 제약이 해소

- 유ㆍ무선 영역에서 기존 성능을 크게 넘어서는 전화기술이 도입

ㆍ발신과 수신이 모두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한 인터넷전화(VoIP), 화상

통화가 가능한 3세대 휴대전화가 본격 도입

- 홈네트워크와 휴대인터넷10)의 기술표준화가 급진전되어 다른 기기와의

연결 및 공동 사용이 용이해짐

9) 인터넷은 1969년 미국 국방성의 정보네트워크 '알파넷(ARPANET)'으로부터 시작되었고, 1994년

그래픽 기반의 일반용 웹 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Netscape)'가 등장하면서 인터넷이 대중적인 영

향력을 갖기 시작했음
10) ITU(국제전기통신연합)는 2006년 초 휴대인터넷 관련 표준 확정을 마무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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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이 서비스산업의 변혁을 유발

□ IT기술이 유통, 교통 등 서비스 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11)가 물류ㆍ유통 분야에 도입

되어 상품거래의 실시간 추적과 소비자의 편리한 쇼핑이 가능해짐

ㆍ월마트는 RFID 기반의 전자상품코드를 도입하기로 했고 2005년 1월

부터 일부 상품의 박스와 팔레트에 태그(식별 칩)를 부착하기 시작

- IT기술 적용에 힘입어 자동차가 제2의 생활공간으로 변모

ㆍ최근 세계적 모터쇼의 컨셉트카 전시에서 대체연료 자동차와 함께 텔

레매틱스(Telematics)와 인터넷을 조화시킨 'e-Car'가 주목받고 있음

□ 재난 방재와 복구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IT기술 활용이 확대

- 자연재해 사전감지와 신속한 대피를 위해 감시센서, 위성ㆍ무선통신

등 IT기술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

ㆍ재난경보, 피난처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출

2005년 본격 도입될 IT 기기와 서비스

주요 내용

VoIP

(인터넷전화)

ㆍIP회선을 이용해 기존 구리선 전화에 비해 비용이 절반 정도 절감

ㆍIP주소로 전화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없이 이름만 알면 통화 가능

3세대 휴대전화 ㆍ화상통화와 멀티미디어 컨텐츠(동영상 방송ㆍ음악 등) 감상 가능

홈 네트워크
ㆍ냉장고, 세탁기, TV뿐 아니라 커튼 등 생활용품까지 집안의 모든

기기를 하나로 연결하고 조종

RFID
ㆍ소비자가 쇼핑카트를 몰고 계산대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구입

물품의 명세와 가격이 표시됨

텔레매틱스
ㆍ이동통신기술과 위치추적기술을 차량에 접목하여 교통ㆍ생활정보,

응급신호, 원격차량진단, 게임 등 각종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

11) 의류, 식품 등에 초소형 칩을 내장하고 비접속식으로 정보를 읽어 내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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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령화와 연금 개혁

고령화가 급진전되어 복지부담 증가

□ 각국의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복지부담이 계속 증가

- 젊은 세대가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

주요국의 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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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2 Revision, 2003.

- 고령화로 인해 저축률 하락, 금융자산 가치 감소 등 금융시장의 불확

실성이 증대12)

- 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선진국 정부들의 복지비용 부담을 가중시킴

연금 개혁이 추진되겠지만 적자누적 등 문제가 미해결

□ 선진국들은 복지 혜택을 줄이면서 연금 개혁을 추진

- 부시 행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주요 정책 아젠다로 설정

12)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자산수요(자산매입)보다 자산공급(기존자산 매각)이 커지기 때문에 금융자산

의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붕괴 현상(asset market meltdown)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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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국은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민영화의 한 수단인 '개인별계정방식

(Individual Account)'으로 바꿀 계획

- 독일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조정, 프랑스는 연금납입기간

연장을 실시할 예정

- 다른 나라들도 재정부담 감소와 저축ㆍ투자 촉진을 위해 연금제도 개

혁에 나설 것임

ㆍ세계은행은 2004년 말 발표한「중남미 연금개혁 보고서」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13)

□ 연금개혁은 사회적 저항을 초래할 전망이며,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자 누적 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임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연금개혁은 사회적 저항 때문에 추진하기가 쉽

지 않음

- 유럽에서는 현재 기업연금의 적자누적이 심각한 상태

ㆍ독일기업과 영국기업이 특히 심각

유럽 기업들의 시가총액 대비 기업연금 적자 비율(2004.11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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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Economist, 2004.11.13

13) Indermit Gill, Trumen Packard and Juan Yermo, Keeping the Promise of Social Security in

Latin America, World Bank,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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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원자재 가격과 자원확보 경쟁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 유지

□ 국제유가(두바이油)는 2005년 중 32∼33달러/배럴의 비교적 높은 수준

을 유지

- 세계 경기 둔화, 중국경제의 연착륙 등으로 석유 수요의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

- 산유국의 정정불안, OPEC의 잉여생산능력 보유, 석유정제능력 한계

등 공급불안 요인들이 상존하여 큰 폭의 유가하락 가능성은 낮음

-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투기자금이 유입되어 유가 불안이 심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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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nergy Security Analysis, Inc., World Metal Statistics 등에서 취합

□ 중국 등 자원 다소비국들의 성장세 둔하로 원자재 시장의 과열이 다소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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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를 제외한 원자재 가격은 2005년 전년대비 3∼4%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임(IMF -3.9%, OEF -2.8% 전망14))

· '중국 수요'와 '달러화 약세'의 지속 여부가 원자재 가격을 좌우하는

주된 변수

- 철강 수요 증가로 철광석과 유연탄의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

원유, 철광석 등 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

□ 세계 에너지 자원의 불안요인이 상존

- 이라크 사태, 유전에 대한 테러 위협 등이 '석유의 정치화'를 상징

- 에너지 수급 불균형과 가격불안정, 해외자원 의존 심화 등으로 인해

에너지 안전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 중국발 원자재 대란이 해마다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음

□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ㆍ기업간 협력과 경쟁이 본격화

- 자원 소비국들이 산유국들에 대해 정상외교를 펼치고 경제원조 제공

· 미국은 석유자급률 하락에 대처하여 에너지 동맹질서의 재편을 추진

· 중국은 국가 경제의 사활을 걸고 에너지 자원 확보에 노력

· 일본은 아프리카 산유국에 대해 무상원조와 부채탕감을 조건으로 내세

워 자원개발권을 확보

- 시베리아 유전, 이라크 유전 등의 개발권을 둘러싸고 에너지 소비국

및 국제 석유메이저들이 치열하게 경쟁

14)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9); OEF, Oxford Economic Forecasting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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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해 대응 및 환경경영

자연재해 빈발로 각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노력이 강화됨

□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은 재해방지 및

사후복구를 위한 노력을 강화

- 전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 폭우, 가뭄, 지진, 해일 등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질 전망

ㆍ자연재해는 경제사회 전반에 직접적 피해를 미칠 뿐 아니라 심리불안,

복구 스트레스 등 간접 피해를 유발

- 기상이변은 예측이 어려워서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킴

ㆍ날씨는 초기 조건이 조금만 변화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나비효

과'15) 메커니즘이 작동

- 자연재해 빈발에 대응하여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이 커지고 국가간ㆍ

기업간 협력이 증가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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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뮌헨재보험(www.munichre.com)

15) 나비효과는 남산에서의 한 마리 나비의 날개 짓이 뉴욕 상공에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론.

1961년 미국 기상학자 로렌츠(E.Lorentz)가 기상예측 모델에서 초기치를 1,000분의 1씩 다르게

주었더니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관측하고서 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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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은 위기관리경영을 강화하고 재해 관련 비즈니스를 전개

- 위기관리가 경영자의 주요 업무에 포함되고 사전적 대응체제 구축이

중시됨(매뉴얼 정비, 보험가입 등)

- 기상정보제공 서비스, 재해복구 비즈니스, 재해보험 시장 등이 고성장

교토의정서 발효로 환경경영이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부상

□ 선진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됨

- 7년간 끌어 왔던 교토의정서가 러시아 정부의 비준으로 2월에 발효16)

-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인 미국이 교토의정서 탈퇴를 거듭 표명하고 있

어서 교토의정서에 적극적인 EU와의 대립이 불가피

- EU는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 및 제도를 도입할 예정

ㆍ2005년 1월부터 1만2천여 기업이 참여하는 '배출권 거래제'17)를 운영

□ 에너지소비 저감기술,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을 선점하려는 선진 기업들

간 경쟁이 본격화

- 대체물질 개발, 생산공정 개선 등이 중요해짐

-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산업은 에너지 효율기준이 높아져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

16)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를 넘으면 자동 발효됨.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의 탈퇴 표명으로

그 동안 발효가 지연되었으나, 전 세계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비준하여 요건 충족.
17) EUETS(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은 참여 기업들이 각국 정부와 자발적 협

약을 맺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분을 거래하도록 하는 시스템. 감축목표 미달

분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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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1. 4 1. 5 1. 6 1. 7 1. 10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

1,038.7

102.77

1,046.3

104.30

1,058.8

104.48

1,051.1

104.62

1,053.7

104.68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3.81

3.37

3.80

3.34

3.83

3.37

3.83

3.36

3.83

3.35

주가지수(KOSPI) 886.9 885.2 871.3 870.8 874.18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2년 2003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7.0

7.9

7.5

3.1

-1.4

-1.5

..

..

..

4.6

-0.8

6.7

..

..

..

..

..

..

..

..

..

산업생산

평균가동률

8.0

78.3

5.1

78.4

10.6

78.7

9.5

79.6

5.8

80.1

10.1

82.0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3.1

(70.8)

0.06

3.4

(77.7)

0.08

3.5

(80.1)

0.05

3.2

(74.7)

0.05

3.3

(77.2)

0.06

3.3

(77.9)

0.05

..

..

..

소비자물가상승률 2.7 3.6 4.8 3.9 3.8 3.3 3.0

수출(억달러)

(증감률)

수입(억달러)

(증감률)

1,624.7

(8.0)

1,521.3

(7.8)

1,938.2

(19.3)

1,788.3

(17.6)

197.9

(28.7)

181.1

(33.7)

208.3

(22.4)

181.9

(25.2)

226.6

(19.7)

203.6

(23.1)

231.3

(26.8)

203.7

(29.2)

235.8

(19.5)

210.2

(19.2)

경상수지(억달러) 53.9 123.2 10.6 28.1 24.0 29.4 ..

외환보유액(억달러) 1,214.1 1,553.5 1,704.9 1,744.5 1,783.9 1,926.0 1,990.7

총대외지불부담

(억달러)
1,439 1,589 .. 1,66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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