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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위기 재연 가능성과 시사점

[요 약]
2008년 세계금융 위기에 따른 대침체에서 벗어난 세계경제는 최근 하방위험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불안한 모습
- 최대 뇌관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번진 유로경제의 부채위기로 시장이 신뢰
할만한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면 금융경색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우려
유로권의 금융위기는 회원국 간의 복잡한 손익방정식으로 인해‘위험 누적-위
기 고조-정책 대응-시장 불신’
의 악순환이 되풀이
- 중심국과 주변국, 유럽중앙은행과 각국 정부 및 시장 투자가들이 다차원의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
- 유럽 금융시장의 위험도는 이탈리아 국채가 7%를 넘어선 지난해 말에 사상
최고치로 높아진 이후 등락을 거듭
유럽의 금융위기는 유로권 전체로 확산되어 하반기에 상황이 더 나빠지면 글로
벌경제에 미치는 파괴력은 지난번 금융위기의 수준을 능가
- 미국경제도 내년부터 초재정긴축(fiscal cliff)이 예정되어 있어 의회에서 수
정 합의가 안 되면 일시적인 침체가 불가피
- 중국 등 신흥시장국 경제는 경기확장정책의 후유증과 선진국의 오랜 경기침
체로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에 한계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위기대응 체제를 점검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국제유동성의 경색에 대비하여 단기외채 건전성 향상, 통화스왑 등 외화 유
동성 확보, 외화예금 확충 등 대외금융 안전망을 강화
- 금융 및 재정정책을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으로 운용하고 위기 도래
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급강하에 선제적으로 대응

□ 글로벌 경제, 회복세 지속과 재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어
2008년 세계금융 위기에 따른 대침체(great depression)에서 벗어나 회복
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세계경제는 다시금 불안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음.
- 최근 IMF는 4월의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하방위험(downside
risk)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음.1)
- 하방위험의 최대 뇌관은 그리스, 스페인 및 이탈리아로 확산된 유럽의 부
채위기로 유로권 차원의 정책대응이 부실하거나 지연되면 금융경색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수 있음.
- IMF 수정전망은 유로권과 미국이 금융위기와 긴축재정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고 신흥시장국도 성장 둔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가정 아래 소폭
의 수치 조정에 그침(<그림 1> 및 <부표 1> 참조).
비관론자로 유명한 뉴욕대 루비니(Roubini) 교수는 2013년에 세계경제가
<그림 1>

세계경제 GDP 성장전망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July 16, 2012.

1) IMF,“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July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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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의 위기에 버금가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
고 있다고 진단함.2)
- 유로권의 부채위기, 미국의 재정위기, 신흥시장국의 성장탄력 둔화 등이
지속되고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이 증폭되면 세계경제는 최
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리스의 유로권 탈퇴가 자칫 단일통화권의 붕괴로 이어져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연쇄적 금융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은 또 다시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임(<그림 2> 참조).
<그림 2>
2012년 중반 상황

세계경제 전개 시나리오
2012~2013년 시나리오

2014~2016년 시나리오

가능성 : 70%

가능성 : 15%

·그리스 및 스페인에 대한 지원 및
구제금융 지속으로 유로경제 최악
모면

유로 주변국 유동성 확보 및 부
도위험 탈피 ; 미국경제 정상수
준으로 회복 ; 중국 등 신흥국 고
성장 재개 →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 및 안정화 달성

·중국의 확장정책으로 연착륙 및 성
장률 둔화
·유로권 침체 돌입

·미국 재정난 완화 및 3차 양적 확
대정책으로 완만한 회복세 지속

·미국 회복세 둔화
·중국 등 신흥국
성장탄력 둔화

가능성 : 30%
·그리스의 긴축 및 경제개혁 실패로
유로권 탈퇴
·유로권의 붕괴 우려에 따른 금융혼
란 가속
·미국의 재정난 지속으로 경기 재침
체 돌입
·중국경제 경착륙 등 신흥시장국 성
장 둔화

가능성 : 60%
유로경제 금융경색으로 저성장
지속 ; 미국경제 회복 지연 ; 중국
등 신흥시장국 성장세 둔화 →
세계경제 장기간에 걸쳐 U자형
으로 회복

가능성 : 25%
유로경제 부채조정 및 구조조정
실패로 2차 금융위기 도래 ; 유
럽발 금융위기가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로 전이 ; 신흥시장
국 성장세 대폭 둔화 → 세계경
제 회복 없는 저성장 국면 지속

자료 : Roubini Global Economics, Senario Analysis, July 9, 2012.

2) Nouriel Roubini,“A Global Perfect Storm”
, Project Syndicate, July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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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독일, 중국, 브라질 등이 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유로권의 새로운 금융위기 심화, 주요국의 정책대응
능력 소진 등으로 이들 국가가 성장을 견인하기가 어려워짐.
- 유로권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동안 유럽경제의 회복을 이끌어왔던 독일 역시 성장률이 1% 내외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신흥시장국들은 인플레,
자산시장 버블 등 확장정책의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
1~2%포인트 정도의 성장세 감속이 불가피함.
주요 선진국의 또 다른 고민은 경기회복이 진행돼도 실업인구가 좀처럼 줄
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임(<그림 3> 참조).
- 미국의 실업률은 10%를 넘어선 이후 8% 초반까지 하락했으나 회복세가
가속화되지 않는 한 마(魔)의 8%대를 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주요 선진국의 실업인구 추이

자료 : The Economist,“No Recovery”
, August 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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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경제의 실업률은 11.2%(6월)로 중심국과 주변국 간에 고용사정이
양극화되면서 그리스, 스페인 등의 실업률은 20%를 넘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유로권, 땜질식 정책대응으로 금융시장의 위기 키워
세계경제는 올해 1/4분기까지만 해도 유럽 금융시장의 경색이 진정됨에 따
라 회복세를 낙관하는 견해가 우세했음.
- 지난해 여름부터 고조되기 시작한 유로권 금융위기는 이탈리아 국채수익
률이 위험수준인 7%를 넘어선 11월에 절정에 달했으나, 12월과 올해 2월
에 걸친 유럽중앙은행(ECB)의 구제금융(LTRO3)) 조치로 다소 안정됨.
- 하지만 올해 5월, 그리스의 총선 결과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재정긴축 등 개혁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짐
에 따라 유럽금융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짐.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금융시장 경색은 사전에 혹은 초기
에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의 불신과 위험만 커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
- 유로권의 금융위기는 정책수단이나 실행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국가 간에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위험 누적-위기 고조-정
책 대응-시장 불신’
의 악순환이 되풀이됨.
- 유럽 금융시장의 위험도는 지난해 말에 사상 최고치로 높아진 이후 정책
대응과 시장 반응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그림 4> 참조).

3) 장기대출프로그램(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s) : 유럽중앙은행이 각국 은행에 초저금리로 장
기간 대출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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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럽 금융시장의 위기 사이클

자료 : IMF,“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Update”
, July 16, 2012.

금융이나 재정의 실질적인 통합 없이 단지 단일통화만을 매개로 한 불완전
한 통합으로 출발한 유로권은 태생부터 이미 불행이 예고되었음.
- 정치경제학적 견지에서 보면 국가 간에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는 대외적으로 국가주권을 포기하거나 대내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희
생해야 함.4)
- 유로경제가 미국과 같은 완전히 통합된 시장을 목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주권을 포기하고 연방정부와 같은 중앙통제적 권력을 가진 주
체가 필요하나 이 같은 정치적 통합은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 상황에서 유로권경제는 개별국가의 주권을 희생하지 않고 시장

4) 삼자선택의 모순(trilemma)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의 요점은 경제통합, 국가주권과 민주정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셋 중에서 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임. 보다 자세한 논의는 Dani Rodrik,“How Far Will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Go?”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4, No. 1, 2000,
pp.177~18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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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유지해야 하나, 이 경우 경제정책을 국민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
로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됨.
유로경제의 위기는 단일통화의 도입으로 인해 국가 간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커진 데 반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금융·재정수단을 찾지 못한 데 기인함.
- 현재 위기에 빠진 5개국(GIIPS5))은 유로 출범 이후 외국자본이 대거 유
입되면서 경기가 과열되고 임금과 물가가 상승하는 호황을 보였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거시경제 조정이 불가피해짐.
- 단일통화제하에서 통화, 환율 및 재정정책의 탄력적 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채 감축과 거시경제의 축소 조정은 재정긴축과 임금 하락에 의존
할 수밖에 없게 됨(<부도 1> 참조).6)
국채 금리가 치솟아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유로
권에 남기 위해서는 독일 등 지원국들이 요구하는 긴축 및 구조조정 프로그
램을 수용해야 함.
- 하지만 그리스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이 대외적인
압력의 수용은 대내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정책선택의 포기를 의미
하며 이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됨.
- 한편, 독일 등 지원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로권의 결속을 위하여 피지원국
에게 조건 없는 지원을 하려면 독일 국민들 정서와 동의를 묵살해야 하는
정치적 도박이 필요함.7)

5)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이탈리아.
6) 유로권국가의 거시경제 불균형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에는 스완(Swan) 모형이 활용될 수 있음. 보다 자
세한 내용은 Rabo Bank,“Why is the euro crisis not ending?(part 2)”
, 2012.6, pp.1~2를 참조.
7) 유로경제와 관련하여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지상토론을 개최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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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권 금융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한 것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다차원의 치킨
게임(game of chicken)8)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임.
- 치킨게임의 중요한 축은 중심국가와 주변국가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대
립, 유럽중앙은행과 각국 정부 간의 정책목표 차이에 따른 갈등, 그리고
각국 정부 또는 유럽중앙은행과 시장투자자들 간의 신뢰성 상실임.
- 유로권국가 정부와 유로경제를 관리하는 기관들은 각자가 포기할 수 없는
정치적·경제적 입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서로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딜
레마에 빠져 있음(<그림 5> 및 <표 1> 참조).
<그림 5> 유로권 부채위기의 심화 과정

<표 1> 주요국의 위험요소와 입장
위험요소

입장

그리스

국가부도 직면, 연립정부 유로권 공멸 방지를
불안정, 유로권 탈퇴 임박 위한 대규모 지원

스페인

은행권 취약(부동산 버블
구속력 약한 구제금
대출), 지방 정부 파산, 긴
융 및 지원
축계획 이행 부실

이탈리아

정부부채 과다, 방만한 재 그리스, 스페인 지
정운영
원에 편승

영국,
프랑스

자국은행의 채권 부실화
위기 전파 방지 및
(프랑스), 유로권 붕괴에
파급효과 최소화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ECB
최후대부자로서의 역할 유로권 사수, 중심
(유럽중앙 한계, 방만한 구제금융에 국과 주변국의 이해
은행) 대한 독일의 견제
관계 조화

독일

자료 : BBC.

역내 주도국으로서의 재
정 부담 및 국내정치적 반 피지원국의 강력한
발, 유로권 붕괴에 따른 긴축 및 구조조정
피해 및 책임

자료 : BBC, Reuter, Bloomberg, Financial
Times 등의 기사를 종합.

는“부채위기의 화근이 된 유로권을 해체해야 하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유로권 부채를 공유해야 하는
가?”
이었음.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는 반대 의견이 64%로 많았고,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의
견이 59%로 많았음. 반대의견을 연결해 보면 유로권의 결속을 원하면서도 다른 국가의 부채 공유는 원하
지 않는 어쩌면 상호모순되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음(http://www.economist.com/debate/overview/209 ;
http://www.economist.com/debate/overview/233).
8)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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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국의 맹주인 독일은 유로경제의 안정을 위해 경제위기에 빠진 국가들이
강력한 긴축과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무차별적인 지
원을 거부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는 자국의 유로권 탈퇴가 유로권의
해체로 이어져 중심국들도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공멸론을
내세워 대규모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유로권의 최후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해야 하는 유럽중앙은
행은 확고하고 구체적인 조치 없이 유로권 당사국 및 시장투자자들과 지루
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음.
- 최근 드라기(Draghi) 총재는 유로권 사수 의지를 천명한 데 이어 문제 국
가들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보다 진전된 프로그램의 윤곽을 밝혔으나
당사국의 재정개혁과 구조조정이 선결조건임을 명시함.
- 이해당사국이나 유럽중앙은행의 강력한 결단과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
는 시장투자자들은 주요 플레이어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뢰게
임(confidence game)의 진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임.

□ 유로권, 미국 및 중국 등의 선제적 정책대응이 매우 중요
세계경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자산가격의 동조화가 심화되면서 주요
국의 정책선택의 폭이 현저히 좁아져 조그만 충격에도 취약한 상태임.
- 2008년에 세계경제가 경험했듯이 금융시장의 충격은 촘촘히 얽힌 글로
벌 금융망을 타고 전파되면서 실물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킴.
- 정책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유로권의 부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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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과 유럽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

자료: Economic Policy Uncertainty(http://www.policyuncertainty.com)

미국의 재정긴축 및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 등은 세계경제의 향방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그림 6> 참조).
유럽의 금융위기는 주변국의 문제를 넘어서 이미 유로권 전체로 확산되어
하반기에 상황이 더 나빠지면 글로벌경제에 미치는 파괴력은 지난번 금융위
기의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
- IMF의 모의실험에 따르면 유로권의 금융위기가 악화되면 유로경제는
2년간에 걸쳐 5~6%의 GDP 감소가 예상되며, 나머지 국가들도 1~2%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9)
미국은 2013 회계연도부터 각종 세제혜택과 자동 재정지출이 중단됨에 따
라 의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초재정긴축(fiscal cliff)이 경제 회복을 가로막
는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음.

9) IMF,“2012 Spillover Report”
, July 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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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재정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감세와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
키면서 중장기적으로 정부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해
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음.
미국의 재정긴축은 유로권의 금융위기에 비하여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는 하나 GDP의 4%에 해당하는 미국의 재정긴축이 단행되면 미국경제
는 일시적으로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됨.
- 미 의회예산국(CBO)은 긴축재정이 수정 없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전
망함.10)
세계경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금융위기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
속한 유동성 공급,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함.
- 이 세 가지 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선제적인 금리 인
하,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 경기부양법 등을 통하여 주요 선진국들 가운
데 가장 공격적인 정책을 펼침.
- 반면에, 유로권 국가들은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긴축을 통한 출구전
략을 서두른 데다 부채위기 확산에 따른 부실자산 처리도 지지부진한 상
황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성장 추이를 보면 정책대응의 결과가 경제성과에 거
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그림 7> 참조).
- 미국은 금융위기 초기에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추락하였으나

10) 구체적인 전망치는 상반기 -1.3%, 하반기 2.3%, 연간 0.5%임(Congressional Budget Office,“Economic
Effects of Reducing the Fiscal Restraint That Is Scheduled to Occur in 2013”
, Ma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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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국과 유로권의 실질 GDP 회복 추이(2007년 3분기=100)

자료 : OECD, Eurostat.

2009년 2분기를 고비로 강한 반전을 보이면서 제일 먼저 위기 이전 수준
으로 회복함.
- 유로권 국가들은 각각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강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미국에 비하여 회복속도가 더디고 완만함.
유로권 국별로는 정책대응이 상당히 달랐던 스페인과 아일랜드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스페인은 비교적 건전한 재정여력을 이용하여 경기 하락에 대응했으나 부
동산 버블이 터지고 은행위기가 표면화되면서 다시 침체로 접어들고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는 초기부터 긴축재정과 임금 억제 등 디플레 수용 정책
으로 대응하여 실질 GDP가 고점 대비 10% 정도 추락하는 대침체를 겪은
후 회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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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상황을 피하더라도‘세계판 잃어버린 10년’
에 대비해야
2007년에 미국 주택담보대출 부실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고난은 5년이
지난 현재 대침체(great depression)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유로권의 부채
위기와 선진국의 성장위기로 비화되고 있음.
- 유로권 경제는 부채위기를 계기로 은행연합(banking union)이나 재정연
합(fiscal union)으로 발전하는 비전을 실현해야 하나, 각국 정부의 정치
적 결단과 복잡한 제도 개혁이라는 어려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
- 유로권 국가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리스
의 유로권 탈퇴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글로벌경
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음.
기로에 선 세계경제는 또 다시 대침체를 겪지 않더라도 길고 지루한 U자형
또는 L자형 저성장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큼.
- 특히, 유로권 경제는 이중침체(double dip)에 빠지면서 과거 남미형 불황과
일본형 장기 저성장이 복합된 혹독한 경제적 시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의 국민소득 수준을 회복했지만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장기실업 인구의 증가 등으로 사실상 불황에 가까운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됨.11)
- 중국 등 신흥시장국 경제는 막강한 제조업과 높은 자원가격에 힘입어 세
계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왔지만 선진국의 오랜 침체를 견뎌내기에는 체력
이 많이 소진된 상태임.

11) 프린스턴 대학의 크루그만 교수는 미국과 유로권의 상황을 경제가 정상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서 불필요하게 높은 실업률이 오래 지속되는 장기불황(prolonged depression)이라고 규정함(Paul
Krugman, End This Depression Now,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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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유로권 부채위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경제학자와 전문가들로부터
세계경제가‘잃어버린 10년’
에 빠져들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음.
- 글로벌경제가 또 다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과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지고 있음.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위기대응 체제를 점검하
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국제유동성의 경색에 대비하여 단기외채 건전성 향상, 통화스왑 등 외화
유동성 확보, 외화예금 확충 등 대외금융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금융 및 재정정책을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으로 운용하고 위기 도래
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급강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송, 에너지, 통신 등 생산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세계경제의 정상적인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
침체에 취약한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고용부진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우량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의 신규 채용
과 고용 유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
- 복지예산의 확충에 발맞추어 저소득층의 고용 안정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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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IMF 세계경제 전망 수정치(7월)
실적

전망

4월 전망과의 차이

2010

2011

2012

2013

2012

2013

세계경제

5.3

3.9

3.5

3.9

-0.1

-0.2

선진국

3.2

1.6

1.4

1.9

0.0

-0.2

미국

3.0

1.7

2.0

2.3

-0.1

-0.1

유로권

1.9

1.5

-0.3

0.7

0.0

-0.2

독일

3.6

3.1

1.0

1.4

0.4

-0.1

프랑스

1.7

1.7

0.3

0.8

-0.1

-0.2

이탈리아

1.8

0.4

-1.9

-0.3

0.0

0.0

일본

4.4

-0.7

2.4

1.5

0.4

-0.2

영국

2.1

0.7

0.2

1.4

-0.6

-0.6

신흥개도권

7.5

6.2

5.6

5.9

-0.1

-0.2

러시아

4.3

4.3

4.0

3.9

0.0

-0.1

중국

10.4

9.2

8.0

8.5

-0.2

-0.3

인도

10.8

7.1

6.1

6.5

-0.7

-0.7

7.5

2.7

2.5

4.6

-0.6

0.5

브라질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July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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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유로권의 경제 불균형 추이
정부부채 규모

재정적자

경상수지

국채수익률

자료 : Eurostat 및 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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