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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에 비해 투자는 감소
미국과 중국은 비동조적 경제 행태
일본과 유럽은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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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기술과 자본의 시대

마틴 포드에 따르면 구글은 2006년에 65명을 고용하고 있는 유튜

2015년 파이낸셜타임즈의 베스트 경영 분야 서적상으로 실리콘밸

브를 16억 5천 달러에 샀다. 직원 한 명당 가격은 2천 5백만 달러, 현

리 기업가 마틴 포드(Martin Ford)의 <로봇의 등장: 기술과 일자리

재 환율로 약 290억 원이다. 페이스북은 2012년에 13명을 고용했던

가 없어지는 미래의 위협(Rise of the Robots: Technology and the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했다. 직원 한명 당 7천 7백만 달러

Threat of a Jobless Future)>이 선정되었다. 이 책은 10년 전 같은 상

다. 2014년에 페이스북은 직원 55명 규모의 왓츠앱(WhatsApp)을

을 수상했던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의 <세계는 평

19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직원 한 명당 인수가격은 3억 4천 5백만

평하다(The World is Flat)>의 디스토피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달러, 한화 4000억 원에 달한다. 이렇듯 치솟는 직원 1인당 가치는

<세계는 평평하다>는 2000년대 세계화 현상이 각국 경제에 미칠 영

ICT의 발전이 아주 작은 인력으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향을 다분히 긍정적으로 예측했던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록했다. 반면, 마틴 포드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일자
리 감소, 중산층의 붕괴,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이 일어난다고 예측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10
일본

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조망했다. 그의 분석

5

은 반론의 여지가 많지만, 누구나 꼭 읽어볼 만할 정도로 설득력이

0

있는 책이다.
-5

-10
1998

2000

05

10

14

선진국 기업들의 순저축 추이(단위: 연%)
출처:FinancialTimes

반면에 주요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위 그림은 선
진국 기업들의 순저축1)을 나타내고 있는데 프랑스 기업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의 기업들은 순저축이 양(+)을 나타내고 있어 투자
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순환의 일환이라
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파이낸셜타임즈
의 마틴 울프(Martin Wolf)는 이에 대한 이유로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고령화, 세계화, 기술의 혁신, 경영진에 대한 인센티브 문
제가 그것이다.2) 일단 노령층 인구는 장수 위험(longevity risk)3)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성향이이 청장년층보다 낮을 수밖에 없
다. 따라서 경제 내의 노령층 인구의 비중이 커지면 총소비는 자연
스럽게 줄어든다. 또한 세계화로 인하여 선진국들의 투자는 인건비
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옮겨졌다. 최근 선진국에서 이루어
지는 투자는 대부분 ICT에 대한 것인데, 이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
다 자본이 덜 필요하게 된다. 페이스북은 공장이 필요 없다. 아마존
1 저축금액에서 투자금액을 뺀 금액, net saving.
2 출처: Financial Times, “Corporate surpluses are contributing to the savings glut”,
Martin Wolf.
3 장수 위험(longevity risk): 인간의 수명연장으로 인해 수명보다 자신이 보유한 자산이
더 빨리 떨어질 위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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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은 지점을 운영할 필요 없이 큰 물류창고만 있으면 된다.

있다. 또한 최근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

아마존의 물류창고에는 키바(Kiva)라는 로봇들이 일하고 있고, 얼

는 것을 탈동조화라는 단어로 묘사하기도 할 만큼 굉장히 흥미진진

마 전에는 로봇들을 현재 1만 5천 개에서 최대 3만 개까지 두 배로

한 상황이다. 또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과

4)

늘려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의 경기침체 시기를 1930년대 대공황이후 역사상 가장 심각한

마틴 포드는 자동화,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 등으로 화이트 칼라 직

경기침체라고 하여 대침체로 불렀다.

종도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경제의 소비의 주체
가 되었던 중산층 계급의 몰락을 초래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글로벌 G2의 비동조화(Decoupling)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2014년 경제학계에서 가장 큰 논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동

쟁을 불러일으켰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

조적 행보를 보여 왔던 미국과 중국 경제는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과 비슷한 논조를 띠고 있

전환 등으로 최근 비동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미국의

다고도 볼 수 있다. 피케티는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

GDP는 약 17.4조 달러로 전세계 명목 GDP의 22%를 차지하고, 중

기 때문에 부의 집중화 현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부의 불평등

국의 GDP는 10.3조 달러로 세계 명목 GDP의 약 13%를 차지한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말한다.

참고로 한국의 2014년 GDP는 1.4조 달러다.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더 보편적으로 쓰
이고 있는데,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령화, 소비위축, 투자부진,

① 미국의 나홀로 경제회복

소득불평등, 규제강화, 일자리 감소 등의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2015년 경제 뉴스의 절반 이상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언제일 것인

일컫는다. 이는 2013년 래리 섬머스(Larry Summers)가 언급하여

가’일 정도로 많이 회자되었다. 미국의 2015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라는 개념과도

2.1%, 실업률은 5%로 선진국 중 유일하게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 있고, 2015년 12월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FOMC, Federal Open

그럼 뉴노멀로 요약되는 현상을 현재 세계경제와 주요국의 상태를

Market Committee)에서 9년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또한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2016년 세계경제의 화두는 미국의 금리인

2016년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인

상, 중국의 경기둔화와 추가적인 위안화 절하 가능성, 저유가로 인

가가 여전히 관심의 중심에 있다.

한 원자재 수출국 및 신흥경제 불안요인의 가중으로 요약해볼 수

아마존의 물류창고
출처:http://www.apowl.co/
blog/2012/03/31/a-day-in-the-life-ofa-warehouse-robot/

4 출처: Business Insider, Amazon is now using a whole lot more of the robots from the company it bought for $775 million
(http://www.businessinsider.com/amazon-doubled-the-number-of-kiva-robots-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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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의 신창타이(新常態)

과도한 정부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형태를 비슷하게 따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20년간 평균

고 있다.

8~10%정도의 고도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2년에 7.75%라는 중

20년 이상의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경제를 구제하기 위해 아베 수

국의 기준으로는 다소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자 중국경제에 대

상은 세 개의 화살(three expansion-boosting arrows)을 약속했다.

한 여러 경고가 쏟아져 나왔다.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5년

이는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그리고 구조

만에 6%대로 떨어진 6.9%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5년 시진핑(習近

조정정책을 의미하며, 이를 아베노믹스(Abenomics)라고 일컬었

平) 국가주석은 경제성장률에 집착하지 않는 구조조정을 우선시 하

다. 아베노믹스는 초기에 효과적인 듯 했으나 일본경제가 2015년

는 개혁·개방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신창타이(新常態)’를 언급했

2분기, 3분기 연속 –0.2%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일본은 다시 침체

다. 여기서 신창타이는 미국에서 나온 용어인 뉴노멀(New Normal)

(recession)에 빠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중앙은행(Bank of

을 중국식 한자로 직역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뉴노멀은 미국과

Japan)은 2016년 1월 29일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0.1%

다른 선진국이 겪는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라기보다는 10%

에서 –0.1%로 사상 첫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하였다. 일본경

대의 고성장에서 한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

제의 또 다른 문제는 강력한 확장정책을 실시하면서 누적된 과도한

들이며, 3차 산업으로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수출 중심에서

정부부채가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경제는 경기

내수를 확대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함

침체,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라는 문제 또한 해

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에 IMF에서는 특별인출권(SDR, Special

결해야 한다.

Drawing Right)에 위안화를 2016년 10월부터 편입하기로 발표하였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은 2015년 12월 자산

다. 이는 위안화를 달러, 엔, 유로와 같은 세계의 기축통화로 인정하

매입 및 양적완화 기간을 2016년 9월에서 2017년 3월까지 연장하

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

고, 예금금리를 –0.20%에서 –0.30%로 10 bps(basis points) 인하

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2016년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디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모멘텀 약화에 대

중순에 공식출범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세계경제성장률에 기여

한 우려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경기는 점진적인 회복 양

하는 비중 등을 보면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상을 보이고 있으나, 파리테러와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성장 둔
화세가 무역·금융경로를 통해 유로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본과 유럽의 침체와 양적완화정책

우려가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쿠즈네츠(Kuznets)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네
가지 형태의 나라로 나눌 수 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아르헨티나,

세계 경제의 격변기, 한국경제는?

일본이 그들이다. 아르헨티나와 일본경제가 그만큼 특이하다는 것

2016년 2월 1일 미국에서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Alphabet)

을 빗댄 말인데, 현재 EU의 선진국들 또한 저금리와 저물가, 그리고

이 시가총액 685조 7100억 원을 기록하여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게
가장 비싼 기업이 되었다. 애플은 2016년 1분기에 스마트폰 판매량
이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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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과 같은 테크회사들이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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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5

2000

05

일본의 GDP와 정부부채 추이(단위: 일본 엔화(￥))

10

15*

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바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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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어느 정도 포화상태로 새로운 스마트폰기기의 구매는 감소하

고 산업구조의 재편은 향후 수출중심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항상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
야 할 것이다.

출처:The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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