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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이 시대의 자본주의는 위태로워 보인다. 화폐 남발에도 금리는 마이너스가 더 깊어
졌고, 정치적으론 극우주의가 득세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론 보호무역이 대두되고
있다. 마치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석학들은 이미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
에게 매우 중요한데, 투자기회는 ‘자본주의가 붕괴한다(금융위기)’는 비관주의가 아
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들(QE/4 조위안부양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1. Lawrence Summers: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도표 1. 서머스의 장기침체가설

Real Interest Rate

(단위 : )
디레버리징
노령화-기업구조

불평등 : 외환보유고
인구구조

첫 번째 소개할 것은 서머스의 장기침체이론이다. 그는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을 과잉저축과 과소투자에서 찾는
다. 대부자금설(loanable-funds theory)에 의하면 투자
할 돈(총저축)은 많은데 투자할 곳(총투자)이 적은 상황
에서는 화폐금융시장의 균형점(equilibrium,이자율)이
낮아진다. 서머스는 현재 균형이자율이 -2% 수준이라
고 주장한다. 만약 그의 주장이 맞다면, 통화정책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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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효과를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명목금리는 마이너
스로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총수요 곡선을 원점으로 돌리는 방법 이외엔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투자
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 2 의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데 문제는 ‘일대일로’나 ‘4 대강사업’ 같은 인프라투자가 과잉투자를 더 악화시킬뿐
더 이상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1930 년대 뉴딜 정책은 재정적자를 이용한 단순한 인프라투자가 아니라, 당시 최첨
단산업(댐/공공전력/농기계 등)에 투자했다는 의미가 있다. 당시엔 26 개의 댐을
건설할 만한 콘크리트, 건설장비, 인력이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댐 투자
에 자금을 투입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댐을 건설하기 위한 제반 시설투자와 신
규고용이 뒤따랐다는 것이 중요하다. 농기계나 전력공급 모두 마찬가지이다.
현대의 ‘제 2 의 뉴딜’도 신성장사업에 투자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1,2
차 산업혁명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뉴테크놀로지 산업의 발전은 ‘기술 발전’보다
‘정부정책/규제완화’ 등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올해 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2017 년 상반기부터 뉴테크놀로지 주식의 투자기회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2

Equity Strategy

2. Ben S. Bernanke: Savings Glut Hypothesis
서머스와 달리 버냉키는 위기의 근본원인이 ‘과소투자’가 아닌 ‘과잉저축’ 때문이라
고 생각한다. 해결책도 일부 국가들의 ‘과잉저축’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표 2. 버냉키의 과잉저축가설
(단위 : )
Real Interest Rate

과잉저축 : 경상수지흑자
외환보유고

이러한 과잉저축을 쌓고 있는 국가는 크게 두 분류로 나
눌 수 있는데, ① 산유국과 ② 수출형 제조업국가이다. 그런
데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 등의 이유로 유가가 급
락하면서, 산유국의 과잉저축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Savings Glut

이제 남은 것은 수출형 제조업국가이다. 미국은 이들의
과잉저축 해소 방안으로 내수소비 확대를 통한 수출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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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에서
일부 내수확대 등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
적으로는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최근 주목되는 것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이다. 환율보고서는 경상수
지 흑자를 겨냥하고 있는데, 과잉저축을 없애기 위해 외환시장에 압력을 넣겠다는
것이다. 올해 초 ‘상하이 협약’이나 ‘제 2 의 플라자합의’ 같은 것이 언론에 자주 오
르내렸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이론적 배경이나 대응책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만약 ‘제 2 의 플라자합의’와 유사한 국가간 합의가 성립
된다고 가정하면, 투자자들은 1980 년대 후반 3 저호황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3 저
호황의 마지막 퍼즐(저환율)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한국 증시(부동산 포함)에 긍정적일 것임을 여러 각도로 증명해보았다. 그
리고 이 경우엔 증권, 은행, 건설 등의 소위 트로이카 업종이 랠리의 중심에 설 가
능성이 크다. 다만 이런 합의는 국가 정상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 대통
령 선거 이후에나 논의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좀 긴 얘기이고, 실제로 이런 석학들의 주장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공황 대응책(1930 년대), 브레튼우즈 체제(1944 년), 금불태화
선언(1971 년), 신고전학파(신자유주의) 등장(1979 년), 양적완화(2009 년) 등의 수
많은 경험을 봤을 때, 이러한 경제 석학들의 주장은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의
중심을 잡는데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지금이 자본주의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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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자본주의는 위기에 빠졌는가?
1. 들어가기: 네덜란드 국채금리, 500 년만에 최저
(1) 중앙은행의 총력전에도 여전히 허약한 자본주의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9 년이 지났다.

2008 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이제 9 년이 지났다. 그 동안 중앙은행들은

하지만 중앙은행의 총력전과 심지어

이전에 본 적 없는 비전통적 통화정책까지 동원해서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미국의 완전고용 달성에도 세계경제는
여전히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대공황과 일본 불황의 최고 전문가라는 버냉키 전 연준의장의 지위를 필두
로 세 차례에 걸쳐 QE 를 펼쳤으며, 영국, 유로존, 일본 등도 뒤따랐다. 중국에서는
4 조 위안 경기부양책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많은 국채들이 마이너
스 금리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이미 완전고용을 달성했지만, 아직 인플레이션
은 찾아볼 수가 없다. 2016 년 말이면 기준금리가 3%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던 연준
은 이제 겨우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했을 뿐이다. 사회적으로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
들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남유럽위기, 그리스사태, 브렉시트 등의 사태를 겪으며 분
열의 조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보호무역/자국이익 우선
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지금 자본주의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것일까? 그리고 글로벌 경제 리더들은 어
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이를 통해 금융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투
자자들은 어떻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다.
도표 3. 자본주의 4.0 에 따른 자본주의 시대적 구분
분류

시기

자본주의 1.0

애덤 스미스~
1929년 세계 대공황

자본주의 2.0
자본주의 3.0
자본주의 4.0

1930년대
뉴딜정책시기~
1970년대 석유파동
1980년대 신자유주의
~2008년 금융위기

애덤 스미스,
해밀턴, 막스
후버
루즈벨트,
케인즈,
닉슨, 카터
대처, 레이건,
부시, 그린스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아나톨
칼레츠키

자료: ANATOLE KALETSKY, 예금보험공사 재인용,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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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특징

자유방임주의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수정자본주의
"정부가 경제를 살렸다. 정부는 언제나
옳다."
신자유주의
"시장은 언제나 옳다"
따뜻한 자본주의
"정부는 시장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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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덜란드 국채금리, 500 년래 최저
지금의 국채금리가 500 년 역사이래

지금의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일까? 채권 금리의 장

최저라는 것은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기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자.

사실이며,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금리라는 개념이 처음 나타난 것은 15~16 세기 이탈리아에서였고, 17 세기에 와서
네덜란드에서 장기채권원리와 개념이 생겨나며 본격적으로 채권과 금리라는 개념
이 잡혔다. 그리고 18 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본격적으로 현대적인 투자
개념을 가진 채권과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대략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금리는
약 500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래 차트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장기금리를 그린 것이다. 한눈에 봐도 현재의 금리
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 년 7 월 현재
네덜란드의 30 년 국채금리는 0.4%에 불과하다. 세 차례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
고 암스테르담이 함락되었던 1670 년대, 대공황이 닥쳤던 1930 년대와 같은 시기
에도 금리는 2%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저금
리는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매겨지는 경우는 없다. 하루하루 수익을 쫓
다 보니 전체 그림을 지나쳤을 수는 있지만, 금융시장은 금리를 통해 우리에게 어
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도표 4. 네덜란드의 국채 금리는 500 년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Government bonds, UK
Government bonds, Netherlands
Household loans, Groningen
Amsterdam, medium term loans

16

14

12

10

8

6

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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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1690

1740

1790

1840

1890

1940

1990

2040

자료: Bank of England, luxetveritas, Dimsdale, SK 증권
주: Sally Hills, Ryland Thomas and Nicho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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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지금과 같은 소폭의 마이너스 금리는

500 년래 최저 금리도 모자라서 몇몇 국가의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정책금리라는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 국가는 유로존, 일본,

문제는 다음 경기침체가 찾아오는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등이다.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대출을 활성화하고

시기이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브렉시트 사태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국채 규모는 12 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논란은 많지만, 지금과 같은 소폭의 마이너스 금리는 큰 문
제가 안 된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IMF 는 마이너스 명목금리가 제한적이긴 해도
통화가 확대되고 재정조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ECB 도 마이너스
금리 평가 보고서에서 유로존 내 소비자와 기업의 차입비용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
가하며,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많은 학자들
도 마찬가지이다. 스탠리 피셔 Fed 부의장은 마이너스 금리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
는데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다고 평했고, 버냉키 역시 인터뷰에서 미국도 심각
한 침체에 직면하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지금과 같은 소폭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논의이지, 500 년
래 최저 금리라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고민은 아니다. 그렇다면 500 년 만의 최저
금리와 자본주의 역사상 첫 마이너스 명목금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부터 살펴보자.
도표 5. 스위스, 스웨덴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선언했고, 드라기도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마이너스 기준금리 적용 국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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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너스 금리의 근본적인 문제점
(1) 문제점 #1. 뱅크런, 금융자본주의 근간을 흔든다
경기순환 사이클 상, 불과 수년 내에

경기순환 이론에 따르면 경기침체는 소순환에서 3~4 년(Kitchin cycle), 주순환에서

경기침체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7~10 년(Juglar cycle), 그리고 장기순환에서 25 년(Kondratief cycle) 주기로 온다.
최근에는 경기순환이 다소 길어진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IMF 의 분석에 따르면
브레튼우즈체제 전에는 3~4 년 주기였던 것이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에는 7~10 년
주기로 길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자본주의는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경기가 잠재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는
특이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순환 사이클이 더 길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경기침체가 또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은 부
정하기 어렵다. NBER(미국경제조사국)이 경기침체 종료를 선언(2009 년 6 월)한지
약 7 년의 시간이 지났고, 기존의 7~10 년 주기의 사이클이 좀 더 길어졌다고 가정
하더라도 향후 수년 이내 다시 경기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마이너스 금리의 진짜 문제점은 지금과 같은 소폭의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다음
경기침체 때 나타날 큰 폭의 마이너스 금리이다. 래리 서머스의 기고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도표 6. 경기침체기의 순환주기
Recessions

1차대전이전
(1881~1913)

양 대전 사이
(1919~1933)

브레튼우즈
(1950~1972)

브레튼우즈 이후
(1973~2000)

실질GDP평균 하락폭(%p)

-4.3

-8.1

-2.1

-2.5

평균 경기침체 기간(년)

1.3

1.8

1.1

1.5

24.7%

29.4%

5.2%

13.4%

경기침체기 비중
자료: IMF, SK증권

도표 7. 경기확장기의 순환주기
Expansion
실질GDP평균 상승폭(%p)
평균 경기확장 기간(년)
경기확장기 비중

1차대전이전
(1881~1913)
19.8

양 대전 사이
(1919~1933)
34.6

브레튼우즈
(1950~1972)
102.9

브레튼우즈 이후
(1973~2000)
26.9

3.6

3.7

10.3

6.9

75.3%

70.6%

94.8%

86.6%

자료: IMF,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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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스는 침체가 오면 최소 300bp 이상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고문(Central bankers do

금리인하가 단행되는데, 그렇다면 다음

not have as many tools as they think, 2015/12/06)을 통해 다음 경기침체가 찾아

국면은 최소한 금리 -3%시대가 될

왔을 때 마주하게 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다. 서머스에 따르면 경험상 미국 경

것이라고 경고한다

제 회복이 향후 2 년 내에 끝날 가능성이 50%가 넘고, 3 년 내에 끝날 가능성이
66%가 넘는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서머스는 역사적으로 경기침체가 나타나면 평균적으로 기준
금리를 300bp 이상 인하해야 했다고 분석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연준이 너무
‘느긋하게’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다음 경기침체 전까지 기껏해야 기준금리를 현재
보다 100bp 이상 올리지 못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맞이하면 금리인
하를 위한 금리 버퍼(buffer, 완충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비전통적 통화
정책(QE)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QE 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으
며,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내리는 데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연준은 2018 년 금리 중간 값을 2.85%, 그리고 장기 목표를 3.25%로 설정하고 있
다. 서머스가 주장하는 1~1.5%보다는 훨씬 높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계
속되어 왔던 금리인상 지연을 생각한다면, FOMC 의 점도표는 믿을 것이 못 된다.
시장이 예상하는 2018 년 연준의 기준금리(Fed Fund Futures)는 1.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계속 낮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터진다면 최소 300bp 에
서 500bp 이상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충분히 금리를 올려놓지 않으
면, 다음 경기침체 사이클에서는 -3% 금리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서
머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3% 금리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도표 8. 경기 침체 시기 금리인하 사이클: 약 5.0%p 이상 금리인하
Fed 기준금리 (%)

25
11.5%p
20

15

8.25%p

6.75%p
10

5.50%p
5.50%p
5

0
1970

자료: Fed,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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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시대의 화폐퇴장을

금리가 -3%인 시대가 위험한 이유는 ‘화폐 퇴장’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전자화폐

금리가 -3%라면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기겠는가?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나은 방법이다.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뺄 것이고, 이것이 바로 화폐퇴장(뱅크런)
이다. 금융자본주의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한 신용창조(credit creation)를 기
반으로 존재한다.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
머지는 대출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 승수효과에 의해서 처음 예
금액의 수 십배 이상 늘어난다. 이런 경로를 통해 금융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와 뱅크런은 금융자본주의의 존립 자체를 무너트릴 수 있다.
최근 마이너스 금리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전자화폐이다. 종이화폐가 사라지
고 전자화폐를 통용시킨다면, 화폐를 집에 현금으로 쌓아두는 행위(화폐 퇴장) 따
위는 할 수 없게 된다. 전자화폐가 종이화폐를 대체하게 되면, 월급은 전자 포인트
로 충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 쓰지 않으면 마이너스 금리 덕분에 조금씩 전자
포인트가 줄어든다. 마냥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전자화폐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
이 있다. 비트코인이나 삼성페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종이화폐에서 전자화폐로 넘어가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해
킹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사용한 모든 것이 추적되고 개인의 사생활이 감
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비트코인 등이 널리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비트코인은 기존에 마약거래 같은 범죄에 악용되거나 탈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도표 9. 드라기의 마이너스 금리 발언 이후 비트코인 가격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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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2. 저금리의 폐해, 자산 버블
전자화폐 도입이 성공한다고 해도,

설사 전자화폐 실험이 성공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전자화폐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자산버블은

라서, 즉 현금 보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연간 -3%씩 손해만 보고 있을 투자자

피하기 어렵다

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자금은 현금을 대용할 수 있는 자산들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하다못해 현금 등가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금을 보관하는 것이 은행에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일 것이다. 이 경우엔 자산버블이라는 문제가 생긴
다.
초저금리 상황이 고착화되면 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실물시장에
서 투자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시장에 풀린 자금은 실물시장이 아닌 금융시장
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돈이 실물시장으로 간다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만,
금융시장으로 간다면 ‘버블’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클라우디오 보리오(Claudio
Borio) 국장은 초저금리 정책 효과가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서 다르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초저금리는 실물시장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 금융시
장의 투자수익을 쫓아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저금리에 의한 버블의 징후는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S&P500 은 지난 120
여년간 PER 17 배 부근을 밸류에이션 상단으로 인식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기업이익 회복이 느린데도 불구하고 PER 은 이미 17 배에 도달해있다. 주택가격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00 여년동안 실질주택가격은 100 주변에서 머물렀으나, 최근
엔 장기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아직까지 자산버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버블을 향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만약 큰 폭의 마이너스 금리가
고착화 된다면 이런 현상은 훨씬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다.
도표 10. 미국 증시 PER

도표 11. 미국 실질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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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 노멀 극복하기
장기 투자전략은 뉴노멀을 극복하기

최근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흔히 뉴 노멀(new normal)이라고 부른다. 뉴 노멀은

위한 정책방안에서 나온다

핌코(PIMCO)의 최고경영자였던 무하메드 앨 에리언이 그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
생’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이 책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
률이 모두 둔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고실업률, 정부부채증
가 등이 고착화 될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뉴 노멀은 투자자에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저성장으로 인한 저물가/저금리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금리는 계속 하락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채권
시장에 자금이 쏠렸으며, 부동산의 임대료와 같은 고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체투자(AI/alternative investment) 분야가 각광을 받았다. 주식시장에서도 저성장
테마에 맞는 렌탈, 공유경제, 편의점, 저가항공, 저가의류(SPA) 등이 붐을 일으켰다.
하지만 진짜 투자기회는 항상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2008
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비관론에 베팅한 투자자도 돈을 벌었겠지만, 더 큰 투자
기회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양적완화, 4 조위안 경기부양책 등에서 나왔다.
2011 년 유로존 위기도 비관론에 베팅한 것은 단기적인 수익에만 의미가 있었을
뿐, 더 큰 투자기회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펼쳐진 LTRO 등에서 나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저물가라
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서 나올 것이다. 이번 자
료는 바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석학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기 투
자기회를 포착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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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1. 지금이 장기침체인 이유
(1) 서머스, 구조적 요인에 의한 침체를 외치다
2013 년 IMF 경제포럼에서 래리

2013 년 10 월 브루킹스 후버 컨퍼런스, 그리고 며칠 뒤 11 월 IMF 경제포럼에서

서머스는 강기침체가설을 주장했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장기침체가설(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을 주장했
다. 2000 년대 이후 구조적 요인에 의해 글로벌 경제가 장기침체에 돌입했다는 것
이다. 금융위기 이후 역사상 가장 낮은 저금리와 비전통적 통화정책(QE)에도 경제
가 여전히 느린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 경기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
제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머스의 이력은 화려하다. 친삼촌은 폴 새뮤얼슨 MIT 교수이고, 외삼촌은 케네스
애로우 스탠포드대 교수인데, 모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다. 모친과 부친도 모두
펜실베니아 경제학 교수이다. 본인 역시 하버드대 최연소 정교수(27 세)이자, 존 베
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이며,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부장관을 역임했고, 버냉키
후임 연준의장으로 옐런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배경을 가진 서
머스가 주장하는 ‘장기침체가설(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이란 무엇인지 살
펴보도록 하자.

도표 12. 로렌스 서머스, 장기침체 가설(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을 주장하다

Lawrence Summers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브루킹스-후버 컨퍼런스(Brookings-Hoover, 2013.10)와 IMF
경제포럼(2013.11)에서의 연설에서 서머스는 선진국 경제가
2000년대 초부터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정체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 이후 느린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
니라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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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머스가 말하는 장기침체란 무엇인가?
경기침체가 종료되었지만, 실제GDP 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라는 단어는 1938 년 하버드대 교수였던 앨빈 한센

잠재GDP 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Avin Hamsen)이 주장한 것을 서머스가 차용한 것이다. 한센 교수는 당시 대공황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장기침체로 설명했다.
기술의 정체와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라 투자기회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소투자 및 총수요 부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머스의 주
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머스의 장기침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실제
GDP 가 잠재 GDP 를 장기간 하회하는 현상(아래 차트)이다.
금융위기 이전에도 경제는 종종 침체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를 탈출하
면 그때마다 다시 빠르게 잠재성장률로 복귀하곤 했었다. 서머스는 이런 현상을 정
전에 비유한다. 정전이 되면 생산은 매우 급하게 감소하며, GDP 는 붕괴한다. 하지
만 그 이후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면 상당히 빠르게 따라잡는 현상(catch-up)
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재고가 소진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워진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는 생산을 더 빨리 늘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는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위기 이후 경제는 이전의 침체와는 좀 다르다. NBER(미국경제
조사국)이 경기침체 종료를 선언(2009 년 6 월)한지 약 7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과거와 같은 catch up 현상은 발견하기 어렵다. 게다가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지속
적으로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잠재 GDP 도 만족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금의 침체가 과거와 같은 경기순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
라, 구조적인 문제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반증이다.

도표 13. 미국의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gap

도표 14. 잠재성장률 revision

Real Potential Gross Domes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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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동원 가능한 요소(노동, 자본)를 모두 투입해 부작용(인플레
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증가율을 말한다.
실질 GDP 의 경우 ‘C+I+G+(X-M)’이므로 수요(C)의 측면도 반영하
는 것이지만,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만 고려하는 것이므로 공급 측면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아래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 > 실제성장률: 한 경제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경기가 부진하여 실업 증가
실제성장률 > 잠재성장률: 한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
로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

※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공급과 수요요인
장기침체는 공급요인(장기)과 수요요인(침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장기(secular)란 노동(노동가능인구/노령화), 자본(투자), 생산성(기술
혁신) 등과 같은 공급요인과 관련이 있다. 세계 노동가능인구의 추세적
감소, 기술혁신 감소, 만성적 공급과잉 등은 과거 역사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순환(cycle)적인
침체가 아닌 구조적(secular) 성장 잠재력의 축소를 의미한다.
정체(stagnation)는 수요요인에 의한 것이다. 주로 디레버리징, 신용공급 축소, 재정지출 축소, 위험회피
현상 등에 의해 성장회복이 지연되는 것이다. 이런 요인은 경기순환과 관련 있는 것이다. 비록 이번 금
융위기의 디레버리징, 신용공급 등의 충격이 과거에 비해 컸다고 해도, 이는 순환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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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원인은 무엇일까?
서머스는 장기침체가 2000 년대부터

그렇다면 서머스는 왜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서머스가 말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하는 현대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시장 호황에도 초과수요가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한다

서머스는 지금의 장기침체가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
인 2000 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2008 년 금융위기 발생 이전, ‘그린
스펀의 저금리’로 일컬어지는 공격적인 통화 정책과 부동산 가격 급등에도 초과수
요는 발견되지 않았다. 보통 이 정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었다면, 내수 소비를 중
심으로 경제가 매우 뜨겁게 달아 올랐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실업률, 설비가동률,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어디에서도 초과수요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 경기
호황과 비교해서 상당히 부진했다.
서머스는 그 이유에 대해 실질균형이자율이 지난 시기 동안 계속 하락하여 -2% ~
-3%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균형이자율이 마이너스까지 하락했다
면 경제는 영구적인 침체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론적
으로 중앙은행 금리를 균형이자율인 마이너스까지 인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명
목금리를 0% 밑으로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명목금리를 0%까지 낮춘
다고 해도 실질금리가 균형금리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1990 년대 일본에서도 발견된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금리는 제로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균형이자율은 마이너스 영역까지 하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블 붕괴와 디플레이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표 15. 2000 년대 미국경제는 주택시장 호황에도 불구하고 초과수요는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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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용을 달성했다 해도 균형금리가

그렇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공황과 일본 불황의

여전히 마이너스라면, 우리는 경제에

전문가인 버냉키 전 Fed 의장은 일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QE(양적완화)라는 방

대해 근본적인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책을 들고 나왔다. 정책금리가 플러스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면 실질금
리는 마이너스 영역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머스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버냉키의 QE 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현재 상태는 QE 효
과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성공적인 대응(QE)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아직도 회
복할 수 없다면, 혹은 완전고용을 달성했다 해도 균형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라면,
경제에 대한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머스의 주장이다. 이것이 서머스가 현
재 경제 상황을 ‘장기침체’로 정의하는 이유이다.
결국 서머스 주장의 핵심은 ‘실질균형이자율’이다. 균형이자율이 마이너스인 상황
에서는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균형이자율이 마이너스
까지 하락했을까? 그리고 서머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어떤 정책적 수
단을 제시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도표 16. 미국 유로존 일본의 자연실질금리와 실제금리 추이
미국

유로존

일본

자료: OECD, 한국은행 재인용,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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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형이자율이 마이너스인 까닭
(1) 서머스가 주장하는 화폐금융이론
화폐금융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화폐경제학에서 고전학파는 실질균형이자율(실질자연이자율)을 통해 이자율을 설

이루는 점에서 실질균형이자율이

명한다(대부자금설).

결정된다

경제학에서 중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균형점(equilibrium)이다. 균형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대부자금시장(loanable fund
market)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곳에서 균형점이 형성된다.
가계/정부/기업 누구든 돈을 빌리려면 그 대가로 금융비용, 즉 이자를 지급해야 한
다. 이자율에 따라 돈을 빌리려는 수요는 결정된다. 반대로 지출보다 소득이 많아
서 돈이 남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 남는 돈을 저축하
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저축을 한 사람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자라는
보상을 받게 된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상대방 신용도에 따른 프리미엄이나 인플레
이션 기대 등이 이자율에 추가된다)
바로 이런 요인들이 자금시장에서 돈의 공급과 수요를 만든다. 균형이자율은 자금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경기변동에 따라 수요는 증가
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수요가 부족(과대)할 경우 중앙은행은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을 균형이자율보다 높게(낮게) 책정하여 공급을 조절한다. 실물경제와 금융
시장이 돌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매커니즘이다.
도표 17. 대부시장에서의 이자율과 수요 공급 매커니즘
MS1
이자율, r

MS2
이자율, r
S1
S2

R*
R’
MD
명목통화량, M
자료: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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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스는 구조적 이유 때문에

항상 그렇지만, 현실세계는 고전학파의 교과서처럼 단순하지 않다. 현실세계의 시

화폐시장에서 수요/공급곡선이 이동했고,

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변화 무쌍하다. 서머스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

이에 따라 균형금리수준이 -2~-3%까지

한다.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과거와 달리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자금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
겼다는 것이다. 먼저 경기침체와 구조적인 문제인 과다부채문제 등이 총수요를 억
제하면서 총수요부족은 자금 수요곡선을 좌측 이동시켰다. 또한 빈부격차, 노령화
등의 문제로 과잉저축이 발생했으며, 과잉저축으로 화폐의 공급이 과대하게 많아
지면서 자금 공급곡선 역시 우측 이동되었다.
그러면 공급곡선을 우측 이동시키고, 수요곡선을 좌측 이동시킨 후 균형점을 다시
살펴보자. 과거에 플러스 영역에서 형성되던 균형이자율이 마이너스로 이동했다.
서머스는 2000 년대부터 이미 이런 현상들이 시작되었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균
형이자율이 -2~-3%에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장기침체의 핵심
논리이다. 구조적인 총수요부족과 총공급과잉이 현재와 같은 예외적인 장기침체
(secular stagnation)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로렌스 서머스의 이런 주장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스탠리 피셔 연준 부
의장,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 교수 등 미국을 이끌고 있는 많은 경제 리더들
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부터는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이동한 원인에 대해 데
이터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도표 18. 서머스는 과잉저축/과소투자로 공급/수요곡선이 이동했으며, 균형점이 -2~-3%로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Real Interest Rate

Real Interest Rate

Savings at Full
Employment

0

S, I

Savings Glut

0

Stagnatio
n

S, I

Investment at Full
Employment

자료: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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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투자(수요)곡선의 좌측 이동
총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총 자금수요는 결국 투
자인데, 총투자가 줄어든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것이다. 서머스는 장
기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요부족이라고 지적한다. 그의 논문과 강연,
기고문 등을 통해 그가 주장하는 수요(총투자)감소 요인을 살펴보자.
#1. 위험회피와 강화된 규제로 디레버리징이 확대
수요곡선 이동#1: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자산가격 버블의 붕괴와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유효수요 부

위험회피 심리와 규제 강화로

족현상이 가속화되었다. 2000 년 빠른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저금리를 이용

디레버리징↑, 이에 따라 투자수요 감소

한 레버리지 확대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각국의 레
버리지는 급격하게 조정되었다. 특히 미국 가계의 디레버리징은 금융위기가 9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는 정부부채의 증가
로 재정절벽 문제를 겪었으며, 유로존에서는 유로존 위기 이후 채무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신재정협약(재정적자 GDP 대비 3%이내, 국가부채
GDP 대비 60%이내)을 체결하고 이를 어기면 자동적으로 EU 가 제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를 통한 총수요 자극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무분별한 레버리지를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되
어 부채에 기댄 총수요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채무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은 역대 최저수준까지 하락했지만,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현상
은 쉽게 관찰되지 않고 있다. 크루그먼은 이러한 레버리지 제약이 2000 년대 호황
에 비해 GDP 성장률을 약 4% 낮추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도표 19. 비금융부문의 GDP 대비 신용규모
180

Total Credit to Private Non-Financial Sector
(% of GDP)

160

도표 20.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 지속
Debt Service Ratio(좌)

(단위 : %)
14

(단위 : %)

145

Debt to Income Ratio(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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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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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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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화는 자본을 통한 세대간의 자원 이전을 무너트린다
수요곡선 이동#2:

인구구조 변화도 투자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출산률 하락으로 인한

세계적인 인구구조 변화와 노령화로

인구증가세가 둔화되고 노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노동력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유효수요가

(생산가능인구)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하락하는 것을 피할

감소하고 있다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기간 정책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구
조적인 부분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선진국 생산가능인구(15~64 세)의 정체(감소) 현상이다. 유
럽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마이너스로 빠져들고 있다. 잠재
GDP 는 동원 가능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가정하여 계산하는데, 출산율 저하 등
의 원인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며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또한 노령층 확대
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역시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저축을 많이 하는 연령층인 중년층이 확대되는 반면, 이렇게
누적된 자본을 소화해주는 청년층은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자본/자산 수요의 전
반적인 위축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하락한다. 금리하락은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노
년층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면서 세대 간 자원 이전이라는 매커니즘을 무너트린다.
그리고 이것은 수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도표 21. 미국 일본 유로존의 전체인구 증가율과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미국
(YoY%)

전체인구
생산가능인구

2.5

일본
(Y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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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한국은행,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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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요인: 기업구조의 변화
피델리티는 투자가 구조적으로 감소한 이유를 기업구조의 변화에서도 찾고 있다.
수요곡선 이동#3:

그레고리 스웨이츠에 따르면 기업이 구매하는 자본재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

IT 기술의 발달로 자본재 가격이

문에 투자액 역시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990 년대 컴퓨팅 능력과 동일

하락하여 투자금액도 감소했다

한 용량을 현대에 구매하려고 한다면 1990 년대에 비해 1/10 도 안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는 IT 전반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수요곡선 이동#4:

또한 기업들의 자본집약도 하락도 원인 중 하나이다. 최근 기업들의 ROE 는 반등

급성장 중인 뉴테크놀로지 산업들은

하고 있지만,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 ROE 반등

자본집약도가 낮다

이 상위 10%의 소수기업에 의해서만 이뤄지는데, 이들 상위 10% 기업들은 대부
분 뉴테크놀로지 기업이기 때문이다. 뉴테크놀로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많은 자본투자가 필요 없는 산업이다. 예를 들어 1990 년대 말에는 ROE
상위 10% 기업(에너지/전기 관련 산업들이 다수)들의 투자금액이 나머지 하위
90%의 2 배에 달했지만, 지금(인터넷/바이오)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최근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풍부한 현금에도 생산시설 확장 투자에 부담할 위
험을 정당화할 만큼 수요가 많지 않고, 반면 중국의 과잉설비 등을 중심으로 공급
능력은 과잉인 상황이다.

도표 22. ROE 증가에도 투자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도표 23. ROE 상승은 상위 10% 기업에 한정돼있다

자료: Minack Advisors, Fidelity 재인용 SK증권

자료: Minack Advisors, Fidelity 재인용,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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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저축(공급)곡선의 우측 이동
서머스의 주장은 단순히 총수요 부족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는 전통적인 케인지언
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바로 또 다른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공급측면에
서의 성장잠재력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총저축곡선을 우측 이동시
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서머스가 얘기하는 공급측면에서의 문제
점, 즉 과잉저축에 대해 살펴보자.
#1. 불평등은 소비성향이 낮은 사람에게 소득분배를 증가시킨다
공급곡선 이동#1:

가계측면에서 과잉저축이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가 불평등이다. 2000 년대 들어와

불평등 확대로 저축성향이 높은

기업이익과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임금상승은 제한되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소득층으로 부의 이전이 가속화

있다. 소비성향이 높은 중/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몫은 줄어드는 반면, 소비성향이

되었다

낮은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몫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장 전체의 유효수요도 감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1930 년대 대공황과 2008 년 금융위기
의 원인이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저
소득층의 부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GDP 에서 기업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
지면서 기업과 개인간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임금상승이 제한되면서 소득불
평등이 심화되고 노동의 분배율 하락이 저축성향을 높이고 있다. 피케티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소비보다는 투자(저축)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본
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를 통해 소득불
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이렇게 생긴 빈부격차는 다시 과잉저축을 불러온다.
도표 24. 빈부격차는 다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Top wealth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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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omas Piketty,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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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렴한 자본재의 등장으로 같은 저축으로 더 많은 자본재를 구입할 수 있다
공급곡선 이동#2:

공급측면에서의 두 번째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의 과잉저축이다. 설비투자는 과잉

기업투자의 감소로 기업의 현금보유액이

인 가운데, 글로벌 유효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업은 설비투자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있

급증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현금보유비중(사내유보금)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과잉저축이 늘어나는 원인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첨단기술 기업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애플, 마이크
로소프트, 구글(알파벳), 시스코, 오라클, 야후 등의 순인데, 대부분 첨단기술기업들
이며 전통제조업 기업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첨단기술 기업들은 과거 전통 제조기
업들과는 다르게 자체 현금 보유력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이들 기업들의 투자 속
성에 있다. 이들 기업의 투자는 대부분 최첨단 기술개발에 투자되기 때문에 성공
여부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반면 자본투자를 위해 현금을 조달할 필요성은 크게
작아졌다. 게다가 이들 첨단 기업들은 전통 제조기업들에 비해 신규인력 채용의 필
요성도 매우 적다. 이런 첨단 기업들은 전통제조업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도 훨씬
많은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첨단기술 기업들의 현
금보유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위에 수요감소 요인과 다시
연결된다. 과거만큼 큰 자본투자 없이도 높은 ROE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표 25. 현금보유 상위 기업의 대다수가 첨단기술기업

도표 26. 현금성자산/총자산 비율 증가는 세계적 추세

현금보유 기업 순위

(억 달러)
2,500

(단위 : %)
15

2,000

13

1,500

11

1,000

9

500

7

일본

한국

독일

5

자료: Bloomberg,, SK증권

포드

오라클

얀덱스

에릭손

시스코

바이두

알파벳

MS

GE

애플

0

24

미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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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SK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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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균형이자율 하락은 1990 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서머스에 따르면 균형이자율 하락은

앞에서 살펴본 여러 이유 때문에 공급(총저축)과 수요(총투자)가 구조적으로 바뀌

이미 2000 년대부터 시작되어

면서 균형점이 이동했다. 그리고 균형금리가 마이너스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의 침체와는 전혀 다른 ‘장기침체’에 빠진 상태라는 것이 서머스의 주장이다.
서머스를 비롯한 장기침체가설의 지지자들은 균형이자율 하락이 이미 1990 년대부
터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1990 년대 IT 버블을 동반
한 초호황과 2000 년대 주택가격 급등을 동반한 그린스펀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인 균형금리의 하락 현상
과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Fed 의 분석도 이런 사실을 지지한다. Fed 는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잠재성장률이
연관되어 있음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균형이자율을 추정하려고 시도했다.
물론 계산과 관련하여 여러 논쟁들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이 분석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균형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옐런 연준
총재도 연설을 통해 현재 균형이자율이 제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언급을 수 차
례 반복적으로 한 바가 있다. IMF 에서도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
해 산업국가들의 실질이자율 추이를 분석했고, 최근 몇 년 동안 균형이자율이 하락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도표 27. 세계 실질 이자율 추이

도표 28. 자연이자율 추이 추정

자료: Summers,, SK증권

자료: Summers, SK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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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침체가설에 대한 비판
서머스의 장기침체가설에 대해 1) 이론적

물론 서머스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다. 장기침체가설이 이론적으로 그럴 듯해 보

근거 빈약, 2) 흔한 비관론, 3) 균형이자율

이지만, 개념적으로 측정방법이 모호하고 이론적 기반도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사

산출 방법, 4) 인구절벽 등의 비판도 있다

실 이런 식의 구조적 낙관 혹은 비관론은 과거에도 자주 있어왔다. 화폐경제에 한
획을 그은 어빙 피셔는 1929 년 10 월 주가 버블 가능성을 반박하며 ‘증시가 전에
가보지 못한 높은 고원에 올라서는 것에 성공했다’고 연설했으나, 불과 3 일 뒤 대
공황이 터졌다. 반대로 1938 년 하버드대 교수였던 앨빈 한센은 장기침체가설을 설
파하였으나, 1940 년대부터 베이비붐과 기술과 산업의 접목으로 오히려 자본시장의
황금기가 시작되었다. 결국 장기침체가 총투자와 총저축 곡선의 이동에 따른 것이
란 가설은 매력적이지만, 실제로 어떤 요인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명확한 입장
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제시되는 근거도 대부분 실증분석에 기반한 것이라는 비판
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균형이자율 산출 방식에도 의문을 표시한다. 서머스가 도출한 실질금리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모든 기간에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산출되었는데, 위험 프리
미엄이 일정하다는 전제는 수용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1980 년대 인플레이션을 잡
기 위해 너무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실질금리가
하락한 것처럼 보일 뿐이며, 지금은 인플레 변동성이 축소되었고 통화정책이 발전
하면서 위험 프리미엄이 축소된 상태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실질 무위험금리와
GDP 갭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 무위험금리는 금융위기 이후에만
과도하게 하락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의 저금리는 구조적이라기 보다는 경기 사
이클 상의 일시적 요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표 29. 서머스의 실질금리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모든 기간 동일하다고 전제. 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하지 않다
(%)

명목금리

10

실질금리

(%)

명목금리

(%)

명목금리

10

기간프리미엄

10

무위험금리

8

8

8

6

6

6

4

4

4

2

2

2

0

0

0

-2
1990

1995

2000

2005

2010

-2
1990

1995

자료: FRB, CBO,, Bloomberg, SK증권
주: 금리는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 10년 전망, 무위험금리=명목금리-기대인플레이션-기간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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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가 정체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투자부진과 과잉저축이 존재한다는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노동가능인구는 수년 내에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서머스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고 예측된다. UN 도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등의 인구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생산
가능인구는 2050 년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고령화도 마찬가지이다. 노
인들이 소비성향이 낮고 저축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노인층의 소비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소비
활성화가 실질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자산가격 역시
인구론과는 크게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가 반드시 저금리를 고착화
하는 요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장기침체가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투자부진과 저축과잉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
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특히 금융위기 직후 성공적인 위기 대응 이후 무려 7 년
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완전고용 수준을 달성했
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플레 환경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현상에 대해
(부족하지만 효과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서머
스는 장기침체 환경에서 어떤 탈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도표 30. 연령대별 인구계층 비중 순위
순위

2010년

2013년

도표 31. 노동인구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다

2020년

2030년

(단위 : 백만명)

핵심노동연령층 인구전망

250

1

45~49

20~24

25~29

35~39

2

50~54

50~54

30~34

40~44

240
230
220

3

15~19

25~29

35~39

30~34

4

20~24

30~34

5세 이하

25~29

5

25~29

45~49

55~59

5~9

자료: Census Bureau,,한국은행, SK증권

210

200
190

2015

2025

2035

2045

2055

자료: Census Bureau, 한국은행,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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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머스의 저금리 탈출하기
(1) 균형이자율 마이너스, 통화정책은 끝났다
균형이자율이 마이너스인 상태라면

서머스는 앞의 설명을 토대로 현재 균형이자율이 마이너스 상태라는 점을 강조한

통화정책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다. 균형이자율이 마이너스라면 이론상 명목금리도 마이너스로 떨어트려야 하지만,
현실에서 단기 명목 금리(Fed fund rate)는 제로 이하로 내릴 수 없다.
연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버냉키와 옐런은 여러 차례 균형금리가 제로수
준(혹은 그 이하)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연준은
QE 라는 정책을 펼쳤다. QE 로 통해 인플레이션을 2%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통
해, 실질금리를 마이너스 영역(-2%)까지 내리는 정책이다. 서머스는 QE 정책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QE 가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2% 이상
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실제로 시장에서 측정된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은 향후 10 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2%를 하회할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서머스가 지적하는 저축과 투자가 장기적으로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금처럼 과잉저축 상황, 즉 저축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것
은 저축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리게 된다. 이자소득이 하락하기 때문에 목표한
이자소득을 이루려면 저축금액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전의 레버리
지 환경과 다른 디레버리징 환경에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화폐금융시장을 균형
상태로 되돌려 놓기는커녕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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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38 년 엘빈 한센, 그리고 2016 년 래리 서머스
앨빈 한센이 주장하는 대공황의 원인은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는 원래 1938 년 대공황 당시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1) 노동/자본의 감소, 2) 공급과잉, 3)

앨빈 한센이 전미경제학회 회장연설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당시 1 차 세계대

금융시스템붕괴, 4) 통화승수 하락, 5)

전 이후 세계 경제는 구조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대공황에 빠졌다.

빈부격차 확대 등인데, 지금의 상황과
유사하다

(노동/자본의 감소) 1 차 세계대전 당시 대부분 국가들은 모든 자원을 전쟁에 동원
했는데, 군사비 지출의 GDP 비중도 독일 53%, 영국 38%, 미국 13%에 이르렀다.
모든 자원이 전쟁에 동원되면서 종전 후 산업생산 설비가 평시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수많은 인명 피해로 노동가능인구 역시 크게 감소했다.
(과잉공급) 노동과 자본(농지)이 소실된 유럽에서는 당장 식량조달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크게 늘렸고, 미주와 호주 등지에서는 이에 발맞춰 농산물
생산을 대규모로 증대하였다. 하지만 전쟁이 복구되고 유럽이 농산물 생산을 재개
하자 전세계적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며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
(금융시스템 붕괴와 통화승수 하락) 1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 간 이뤄졌던
대부체계가 갑자기 단절되었다. 또한 대공황이 발발하고 난 뒤 금융기관의 붕괴로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고, 금융기관은 보수적으로 경영했으며, 소비자는 금
융기관을 믿지 못하고 현금보유를 늘렸다. 그 결과 제로수준의 금리인하에도 금융
기관의 신용창조 기능이 떨어지면서 통화승수가 하락했다.
(카르텔과 빈부격차) 1920 년대 합병과 카르텔로 기업규모가 커지고, 소수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늘어나면서 독점문제가 생겼다. 이런 과정에서 부는 소수에게 집중
되고, 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하게 되는 빈부격차가 나타났다.
도표 32. 대공황 당시 수출 추이

도표 33. 대공황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가소득 하락

Export

(조$)
5

Gross Farm Income

(백만$)
30
25

4

20
3
15
2
10
1

5

0

0
1930

자료: Fred,, SK증권

1935

1940

1945

1950

1925

1930

1935

1940

1945

자료: CBO, FRB of San Francisco,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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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스는 현재의 경제 문제

엘빈 한센이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설을 주장했던 1930 년대 대공황 당

해결방안으로 대공황을 탈출했던

시의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닮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이 100 년 가까이 지난 지

뉴딜정책과 같은 재정적자를 통한 투자

금, 서머스가 장기침체가설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최근의 더딘 기술혁신과 인

확대를 주장한다

구구조의 변화는 만성적인 수요부족 현상을 불러올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침체 역시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공황과 비슷한 위기이니, 대공황
을 탈출했던 방법을 응용해볼 수 있다. 바로 뉴딜 정책이다. 총수요 자극을 통해서
불황을 타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수출(X)은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어려
우며, 투자(I)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구조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그
렇다면 남은 것은 정부(G)의 역할밖에 없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투자를 늘린다
면 총투자 곡선이 우측이동 하면서 균형이자율도 자연히 상승하게 될 것이며, 영구
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머스는 사회인프라 건설 등 정부의
공공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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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왜 재정정책은 안 하는 것일까?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곁으론 완벽해

서머스는 통화정책의 역할을 끝났으며, 이제는 케인즈식 처방, 즉 재정정책이 필요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도 만다.

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점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으

1) 구조조정 없는 재정지원은 밑 빠진

며, 금융시장에서도 재정정책 실시를 전제한 투자전략이 이미 2~3 년 전부터 여러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차례 나온바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나 유럽의 융커플랜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하
지만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재정정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정책에 대해 대부분 동의할 것 같지만, 사실 반대 의견도 많다. 지난 5 월에 일
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좋은 예이다. 당시 일본은 소비세 인상 연기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다. 각국 정상들에게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재
정정책을 지지하는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과 조셉 스티글리츠를 강
연자로 초빙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정정책을 추진하려는 일본의 전략은 관철되기
쉽지 않았는데, 바로 독일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
다. 왜 이들은 재정정책을 반대하는 것일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재정정책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최근 우리나라의 STX
의 사례이다. 2015 년 12 월 채권단은 STX 조선해양에 4500 억원 자금지원을 결의
했다. 하지만 당시 몇몇 시중은행들은 이에 반대했는데, 회생 가능성이 적은 회사
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야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라는 것이다. 실제
로 STX 그룹에 최대 4.5 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그 돈이 누구
배로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원칙이 있는 구조조정 없이
무조건 돈만 쏟아 붓는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표 34. 조선업, 손실을 초래한 구조조정 사례

도표 35. 재정정책에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부채, 이익현황(조원)
3.4

손실을 초래한 구조조정 (조원)
4

3
성동조선해

2

양 채권단
지원액, 2.5

2.7

1
STX조선해
양 채권단
지원액, 4.5

0
-0.2

-1
-2

STX조선해
양선수금
환급요청액,
1.2

자료: 언론,, SK증권

-2.1

-3
금융부채

영업이익

STX조선해양

금융부채

영업이익

성동조선해양

자료: STX조선, 성동조선,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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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현대사회의

지나치게 큰 각국 정부의 부채 규모도 문제이다. 유로존에서는 국가부채 문제로

과대부채가 저성장의 원인이며,

2011~2014 년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바가 있다. 남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재정

재정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적자를

적자는 유로존 붕괴 위험까지 촉발했다. 유로존은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서 재정을 통합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은
‘신재정협약’을 발표했다. 이 협약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를 넘거나 정부부채가 GDP 대비 60%를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EU 집행위로부
터 제재를 받게 되고, 이러한 사항을 각국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더불
어 회원국들은 국채 발행계획도 사전에 EU 집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도 정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GDP 대비 104%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데, 2007 년 64%에 불과하던 것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11~2013 년 미국은 부채한도 증액문제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겪기도 했다.
신자유주의 학파 역시 재정정책을 반대한다. 그들은 지금의 저성장 때문에 부채문
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부채 때문에 저성장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의견을 이끌고 있는 케네스 로코프 교수는 2008 년 이후 저성장이 장기침체
의 징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만약 현재 자본주의의 문
제가 정말로 장기적인 것이라면, 단기적인 마술을 부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처방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역사적으로도 재정적자
와 막대한 부채는 국가경제의 흥망을 결정하는 요소였다. 1 세기 로마제국의 금화
발행, 13 세기 몽골제국의 화폐발행, 15 세기 영국 헨리 8 세의 통화 공급 등 이에
해당되는 역사의 교훈은 수도 없이 많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빈약
하다는 결정적 결함이 있지만,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으로 여겨진다.

도표 36. 유로존 부채 위기
(% of GDP)

도표 37. 미국의 부채 증가 속도

유로존 정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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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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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채, 어느 정도면 아무 것도 못 할 만큼 많은 것인가?
정부/가계 부채가 많다는 것은

앞서 아름답게만 보이는 재정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재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로 많아야

정정책 반대론자들은 재정적자는 부채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고, 결국 경제

재정정책을 쓰지 못할만큼 문제가

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결국 지금은 재정적자를 통해 수

되는지는 의문이다

요를 부양시킬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채는 주로 가계부채(한국/미국)와 정부부채(유로존/일본)
이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나라에서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이전에 급격히
늘었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도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전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완만
하지만 일정한 비율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부채는 금융위기의
대응과정(4 조위안 부양책/부실자산 매입/공적자금 투입 등)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
가했다. 그 결과 2001 년에 GDP 대비 246%였던 정부 부채비율은 2014 년 현재
286%까지 늘어난 상태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도대체 부채가 얼마나 많으면 문
제가 되는 것일까? 부채가 GDP 대비 몇 %여야 로마나 몽고제국과 같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지는 것일까? 부채가 많은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
확이 GDP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면 위험한 것인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에 대해서는 로버트 스키델스키 교수의 의견을 참고해보자.
도표 38. 금융위기 이후 부채조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부채 총량은 더욱 증가했다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57 trillion
increase

199

40

Total

Household

2000-07

2007-14

7.3

5.3

8.5

2.8

5.7

5.9

5.8

9.3

9.4

2.9

142

33

56
Corporate

87

19
26

38
58
33

22
20
Q4 2000

246%

Government

37

45

Q4 2007

Q4 2014

269%

286%

Financial

Total debt as a share of GDP

자료: Mckinsey,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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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먼저 가계부채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은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로 2008 년 금융위기

중요하다. 덴마크와 달리 미국 채무자의

를 겪었다. 2006 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하락과 미국 금리의 상승은 가계부채

자산 건전성은 엉망이었다

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이것이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지면서 서브프라임 모
기지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9% 수준이었다. 그런
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덴마크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34%였다는 것
이다. 그런데 왜 가계부채 문제는 덴마크가 아니라 미국에서 터졌을까?
답은 채무자의 상태에 있다. 덴마크에서 가계부채 부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반면, 미국의 가계부채 부도율(연체율)은 20% 가까이 치솟았다. 이러한 차이는 결
국 채무자의 차이에 있다. 덴마크의 경우 주로 고소득층이 부채를 지고 있었으며,
대출 비율도 담보자산 가치의 80%로 엄격하게 지켜졌다. 쉽게 말해서 DTI, LTV
가 정확하게 지켜졌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엉망이었다. 소
득이 불확실한 저소득층이 대부분 서프라임 모지기를 통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
매했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25% 가량이 대출금액보다 담보가치
가 낮은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부채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부채를 지고 있는 채무
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상태가 나쁘다면 돈을 조금만 빌려줬어도 다 떼
일 것이고, 채무자의 상황이 좋다면 큰 돈을 빌려줬어도 떼일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IMF 는 지난 5 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80%대로 안정적이고, 가계 순자산 대비 부채비
율이 20% 미만이며, 가계 금융자산이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는 없다고 평가했다.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건전하다면, 부채 문제 때문에 내수소비
활성화 정책을 펴지 못할 정도라고 말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도표 39. 왜 덴마크가 아니라 미국이 문제였을까
가계부채(%GDP, 2008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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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0. 미국 채무자의 재정상태는 엉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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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 채권자가 누구인지가

다음으로 정부부채에 대해 생각해보자. 2011 년 유로존은 남유럽 부채위기로 큰 홍

중요하다. 내국인이 주요 채권자였던

역을 앓았다. 당시 PIGS 라고 불렸던 포르투갈(123%), 이탈리아(127%), 그리스

일본과 트로이카가 채권단이었던

(177%), 스페인(85%) 등의 남유럽 국가들은 높은 부채비율이 문제가 됐었다. 특

그리스의 차이가 그것이다

히 그리스는 2015 년 트로이카의 구제금융협상이 완전히 통과되기 전까지 가장 심
각한 정부부채 위기를 겪었다. 그런데 남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85~177% 였던 반면,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245%로 그리스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런데 왜 재정위기는 일본이 아니라 그리스와 남유럽에서 발생했을까?
일본과 그리스(남유럽)의 결정적인 차이는 채권자에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부채의
93% 가량을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쉽게 생각해서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장사
를 시작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기간 내에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 해도, 부모님이 가게에 차압 딱지를 붙일 일은 없을 것이다. 반면 그리스(남
유럽)의 주된 채권자들은 트로이카(ECB, IMF, EU)를 비롯한 외국계 은행들이었다.
이들은 내국인 채권단과는 달리 가차없다. 조금만 문제가 있어 보여도 자금을 회수
한다. 그게 안 된다면 여기저기에 차압딱지를 붙이고, 자신들의 돈을 떼이지 않기 위
해 피도 눈물도 없는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부채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채권자가 누구인지가 중
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
정정책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부채 중 상당수는 QE 정책에 의해 중
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정부가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매우 쉽게 만기 연장을 결정할
것이다. 심지어 유사시에는 부채탕감도 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부채문
제에 있어서) 중앙은행은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부채가 많아서 재정정책을 펼 수 없다고 말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도표 41. 남유럽 GDP 대비부채 비율

도표 42. 미국 채권자 중 연준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정부부채 (%GDP, 2013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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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SK증권

그리스

6.1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Bloomberg, SK 증권

35

Equity Strategy
이은택 etlee@sk.com / 02-3773-8555

재정적자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로버트 스키델스키 교수는 부채를 논할 때 진짜 중요
한 문제는 부채의 용도라고 주장한다. 경상비용 충당
을 위해 부채를 늘린다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
나, 경제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투자를 위한 부채
는 문제가 적다. 특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지금에
야 말로 각국 정부가 부채 조달을 통해 투자에 나설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한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정부 지출은 비생산적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는 정부가 시설투자를 늘리면 덕을 보는 세대는 현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이다.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높여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을 써야 한다. 장기적으로 성장의 해법은 생산성 증가에 달려있으며, 정
부는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경향비즈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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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 의 뉴딜정책
(1) 1930 년대 뉴딜정책과 2010 년대 일대일로/융커플랜
뉴딜정책은 구제, 회복, 개혁을 포괄하고

재정정책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이 재정정책을 쓸

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후기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서머스를 비롯한

뉴딜의 공공사업이다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재정정책을 통한 ‘제 2 의 뉴딜’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
다. 그렇다면 뉴딜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자.
뉴딜정책은 1930 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펼친 정책으로, 실업의 구제(relief),
경제의 회복(recovery), 제도개혁(reform)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뉴딜정책은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는 은행을 지원하고 금융제도를 개혁하며, 실
업자 구제정책을 실시하는 등 직접적인 구제와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뉴딜정책은 대부분 후기에 펼쳐졌는데, 댐, 도로, 항만 건설 등
공공사업이 그것이다. 이는 케인즈의 공공투자론에 기반하는 정책으로, 오랫동안
견지해 오던 균형예산정책을 포기하고, 공공사업촉진청(WPA)을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빌딩, 도로, 공항, 학교 등을 건설했다. 특히 유명한 것은 ‘테네시강개
발(TVA)’을 통해 26 개의 대형 댐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노동조합,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때이다. 이는 모울튼의 과소
소비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황의 원인을 부의 편재와 소득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대중의 구매력저하 및 과소소비현상에 찾았다. 와그너법
을 도입하여 노동조합 운동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사용자의 부
당 노동행위 금지, 노사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또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개
선하고 정부 재정확보를 위해 소득세의 누진세를 강화했다.
도표 43. 뉴딜정책기의 미국의 재정규모
연도

세입

세출

(단위 : 10 억 달러, %)
적자액

적자/세출비율

M2 통화량

총발행국채

1933

2.0

4.6

-2.6

57%

19.2

23.6

1934

3.1

6.7

-3.9

54%

21.4

28.5

1935

3.7

6.5

-2.8

43%

25.2

30.6

1936

4.1

8.5

-4.4

52%

29.0

34.4

1937

5.0

7.8

-2.8

36%

30.7

37.3

1938

5.6

6.8

-1.2

18%

29.7

39.4

1939

5.0

8.9

-3.9

44%

33.4

41.9

1940

5.1

9.1

-3.9

43%

38.7

45.0

자료: BEA, 기재부 재인용,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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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가 발표된지 3 년이 지났지만,

최근 제 2 의 뉴딜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 받는 것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

아직 투자실적은 없다. 이는 일대일로가

路)’와 유로존의 융커플랜(Junker plan)이다. 일대일로는 ‘신실크로드’라고도 불리

경제보다는 정치적 목적의 정책이기

는데, 육상으로는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남아시아-서아시아-유럽을 연결

때문이다

하는 거대한 철도와 도로를 잇고, 해상으로는 명나라 정화의 남해 원정대가 개척한
길을 따라 남중국에서 시작하여 인도양-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을 만드는 것이다.
융커플랜은 유로존 경기부양을 위해 유럽 각국이 총 3,150 억유로를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계획으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밝힌 공약이다.
하지만 일대일로나 융커플랜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이전 자료에서 언급한 것을
요약하여 재인용). 융커플랜이 발표된 시기는 2014 년 11 월으로 1.5 년 전이며, 일
대일로는 2013 년 9 월 시진핑이 제시한 것으로 3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이상
하지 않은가? 정책이 발표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왜 본격적인 시작조
차 못하고 있는 것일까? 2008 년에 발표된 ‘4 조위안 부양책’과는 대조되는 현상이
다. 이는 일대일로와 같은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시 천문학적
인 규모의 자금조달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유로존이나 중국이나
거대한 부채문제를 안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부채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상
황에서 또 다른 재원을 빚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도표 44. 일대일로는 경제정책보다는 미국의 중국 고립정책에 대응하는 정치적 의미가 큰 정책이다

자료: 언론(아주경제),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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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를 투자할 때는 좋을지 몰라도,

중앙아시아/시베리아의 산맥과 사막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철도를 깔기 위해서는

투자 이후 투자이익을 회수하기는 거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겠지만, 민간 투자를 유치하긴 어려워 보인다. 왜

불가능해 보인다

냐하면 투자 완료 이후 투자 수익을 회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베
이징에서 출발하여 스페인 마드리드에 간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몇 시간이면 충분
한 비행기 대신, 며칠이나 걸리는 중국 카스에서 키르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을 관
통하는 고속도로나, 흑룡강에서 이르쿠츠/노보시비르시키 같은 시베리아를 관통하
는 철도를 타고 가겠는가?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바로 4 대강 사업이다. 투자할 때는 좋다. 당
시 주식시장에서도 울트라건설, 이화공영 등의 주식이 크게 상승했었다. 하지만 문
제는 그 이후이다. 투자 이후 기대했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남은 것은
지방 공기업의 대규모 부채뿐이었다. 그 밖에도 ① 일대일로에 해당되는 지역의 교
역규모가 작고, ② 일대일로에 필수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불안정하며, ③
철도가 관통하는 중앙아시아의 경제/정치가 불안정하다는 문제도 있다.
각국의 AIIB/일대일로 참여 선언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들은 중국 정부가 주머니를 열면 공사수주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지, 직접 지분 투자
에 참여하겠다는 이는 거의 없다. AIIB 역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고 각국은 이
은행의 지분에 참여한 것이지, 투자 프로젝트에 직접 지분투자를 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AIIB 의 첫 4 개 프로젝트가 6 월에 발표되는데, 프로젝트 규모가 1~2 억달
러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우리 대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대일로의
원대한 포부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스타트이다. 사실 일대일로 정책은 미국이 취하
고 있는 중국 고립주의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큰 정책이
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한 예이다.
도표 45. 울트라건설, 이화공영 주가

도표 46. 공공기관 부채 및 부채비율 추이

이화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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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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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관론자: 저성장에 적응해야 한다
저성장의 진짜 원인은 생산성이

일대일로와 같은 인프라 투자가 전혀 없을 것이란 뜻은 아니다. 다만 생각과 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효과도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철강/화학 등
기존의 중국 과잉설비 산업을 다시 가동케하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정투자가 들어가야 효과적일까?
최근 저성장의 원인이 생산성 하락이라는 분석을 자주 접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컨퍼런스보드는 노동생산성
지표 중 하나인 근로시간당 GDP 가 2015 년에 0.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었다.
미국의 근로시간당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1982 년 이후 34 년만에 처
음이다. 생산성 하락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생산성 지표인 1 인당
GDP 증가율을 보자. 중국의 1 인당 GDP 증가율은 2007~2013 년 연평균 7%를
유지했지만, 2014 년엔 5.2%, 그리고 2015 년엔 3.3%로 하락했다. 즉, 생산성 하락
문제는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생산성 하락은 지속적인 임금의 정체를 일으키고,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
으로 하락했음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현상을 야기한다. 옐런 Fed 의장 역시 미국
임금 증가세가 미약한 것은 생산성 지표의 부진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완
전고용을 달성해도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근접하지 못하는 영구적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이 증가하지 않으니 소비가 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나타
나지 않으니 기업들도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만약 생산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
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노동가능인구 퇴장까
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와 사람들의 삶의 질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

도표 47. 컨퍼런스보드 미국 근로시간당 GDP 증가율
(YoY%)
4

도표 48. 중국 1 인당 GDP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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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은 이 땅에 처음으로 생산성을

최근 생산성 하락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갈린다. 먼

만들어 낸 사건으로, 세계 경제는

저 비관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생산성 하락과 관련하여 비관론을 대표하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는 학자로 로버트 고든 교수의 논문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Robert J. Gordon,
‘Is US economic growth over?’)’를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인류는 과거 수 천년 동안 연간 0.2%에 불과한 아주 낮은 성장을 기록해 왔다. 사
실 정확한 성장률의 기록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과거 수 천년 동안 성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역산(逆算)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만약 과거에 연간 1% 정도의
아주 작은 생산성 성장이라도 있었다고 가정하면, 기원전 1 세기경에는 경제가 마
이너스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이 세상과 경제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인데, 이런 상
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1700 년대 이전에는 생산성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
았다(연간 0.2%)는 것은 역산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토마스 피케티, 21 세기 자본
론).
이랬던 세상에 처음으로 생산성이라는 것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1700 년대 산업혁
명이다. 전세계 인구와 GDP 는 모두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꺾여 올라가
는 모습을 그린다. 과거 역사상 중요한 여러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산업혁명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도표 49. 산업혁명은 이 땅에 처음으로 생산성이 나타나게 된 사건이다

자료: Andrew McAfee: What will future jobs look like?,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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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년대 이후 급격한 생산성 하락에도

아래는 1 인당 실질 GDP 성장률, 즉 생산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1700 년대 산

그 동안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생산성이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 1,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은, 세계화를 통한 저가노동과 대규모

1950~60 년대에는 연간 5~6%까지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인구폭증까지 겹치면서

자본투자가 이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그래프와 같이 전세계 GDP 는 눈부신 속도로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1970 년 초 정점을 찍은 생산성 증가는 그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고, 금융위
기 이후 6 년 동안은 미국 내 일인당 소득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로버트 고든은 현대 경제가 6 가지 역풍(인구감소/교육/불평등/세계화
/환경오염/부채)을 맞고 있으며, 과거의 고속성장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한다. 그리
고 사실상 성장이 제로까지 떨어져,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
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다. 세계 경제는 이미 1970 년대부터 급격한 생산성 하
락을 경험했는데, 왜 그 동안은 이를 걱정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생산성 하락에
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전까지 고속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산
성 성장 없는 고성장이 가능했을까? 바로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보면 생산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 노동, 자본이다. 중국의 개
혁개방(1978 년)으로 저가노동력이 쏟아져 나왔고,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생산기
지가 이전되면서 BRICS 에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뤄졌다. 이 시기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을 통한 신흥국의 빠른 성장은 기술(생산성)둔화를 대체하고도 남았다.

도표 50. 산업혁명은 이 땅에 처음으로 생산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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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평적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페이팔의 창립자이자 벤처 투자가인 피터 틸은 그의 책

진보와 수직적 진보이다. 수평적 진보는

‘Zero to One’에서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진보란 두 가지, 수평

globalization 이라고 불리며, 수직적

적 진보와 수직적 진보로 나뉜다. ‘수평적 진보(확장적 진보)’는 이미 효과가 입증

진보는 technology 이라고 불린다

된 것을 카피하는 것. 즉 1 에서 n 으로 진보하는 것을 뜻한다. ‘수직적 진보 (집중
적 진보)’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즉 0 에서 1 로 진보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도
식화 하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거시적 측면에서 수평적 진보는 ‘글로벌화(globalization)’라고 불리는데, 중국이 좋
은 사례이다. 중국은 선진국에서 성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카피해왔다. 카피하는
과정에서 몇 단계를 생략할 수는 있겠지만(예를 들어 유선 전화를 건너 뛰고 무선
모바일로 직행), 그래도 카피는 카피일 뿐이다. 반면 수직적 진보는 ‘ 기술
(technology)’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최근 빠르게 진보한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이
다. 기존의 것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더 나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창조하
는 것이다. 피터 틸은 같은 진보라도 글로벌화는 카피에 불과하며, 기술화야 말로
인간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진짜 성장이라고 주장한다.

도표 51. 진보(성장)이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수평적진보(세계화)이며, 다른 하나는 수직적진보(기술)이다.

수직적 내지는

기술(technology):

집중적 진보:

0에서 1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수평적 내지는 확장적 진보:

글로벌화(Globalization):

효과가 입증된 것을 카피하는 것

1에서 n

자료: Zero to One, SK증권

기술의 변화 없이 중국이 20 년간 에너지 생산량을 2 배로 늘린다면 대기오염 역시 2 배가
될 것이다. 자원이 희소한 세상에서 새로운 기술 없이 글로벌화를 계속해나갈 방법은 없다.
1 만 년이 흐르는 동안 농경(원시시대), 풍차(중세시대), 천문관측(16 세기)의 간헐적인 진보
가 일어났다. 그리고 1760 년대 증기기관이 출현하면서 현대사회는 갑자기 폭주하는 기술적
진보를 경험했다. 이러한 속도라면 2000 년대에는 물 속에서 살게되거나, 우주정거장으로
소풍을 가게 될 것이라 상상했다. 하지만 고작 스마트폰 정도가 현재의 기술 발전을 대변하
고 있다. 1970 년대 이후 극적인 개선을 이룬 분야는 컴퓨터와 통신 밖에 없다.
‘ZERO to ONE’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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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시대와 기술의 시대는 교역량

이 책의 그 다음 섹션에서 그는 흥미로운 것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화’와 ‘기술’은

증가추이를 통해 증명될 수 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진보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동시에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지만 달성할 수도 있다. 그는 역사를 이와 같이 구분한다. ①
1815~1914 년: 기술의 시대과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 ② 1915~1975 년 기술의
시대, ③ 1975~2010 년 글로벌 시대, 그리고 ④ 2010 년~ 기술의 시대이다.
그의 이러한 시대 구분이 맞는 것일까? 이를 데이터로 증명해보자. 세계화란 글로
벌 분업화를 뜻한다. 예를 들어 남미에선 원자재를 캐고, 중국에서는 이를 가공하
여, 미국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교역과 물동량 증가를 수반한
다. 따라서 GDP 대비 교역량의 증가 속도를 통해 그 시대가 세계화의 시대인지 기
술의 시대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아래는 글로벌 ‘교역량/GDP’의 장기 시계열 데이터이다. 1800~1900 년초까지는
교역규모/GDP 가 동반 상승했다. 기술과 세계화가 동시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1900 년대 초부터는 교역규모가 감소했지만, GDP 는 매우 빠른 성장이 나타났다.
교역량 증가가 아니라 기술이 성장을 이끌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1970 년대 들어
서 GDP 대비 교역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70 년대 이후는 거의 절대적으로
교역의 증가를 기반으로 성장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의 시대였
다는 뜻이다.
도표 52. 교역량/GDP 의 장기시계열 데이터를 보면 Zero to one 의 시대구분을 이해할 수 있다
World Trade to GDP ratio

기술의 시대
(2010~)

70%

세계화의 시대
(1975~2010)

60%

50%

40%

30%

기술의 시대
(1920~1975)

기술+세계화 시대
(1820~1920)

2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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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ilateral trade, SK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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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본은 수확 체감한다. 글로벌

그런데 피터 틸이 말한 세계화와 기술의 시대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의 요소인

경제는 더 이상 중국의 저가노동력도

기술, 노동, 자본과 연결된다. 세계화의 시대는 노동과 자본이 중시되었고, 기술의

없으며, 철강고로 투자도 더 이상 새로운

시대는 기술 발전이 중시되었다.

생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을 제시한 솔로우 교수는 1957 년
연구 논문에서 노동, 자본,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에 따르면 1909 년~1949 년 기간에 미국의 1 인당 총생
산량이 2 배로 성장하는데, 성장에 미친 자본의 효과는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87.5%는 기술진보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반면 1970 년대 이후 세계화 시대는 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효율성이 강조
되던 시기였다. 비용이 많이 들고 리스크가 큰 ‘기술 투자’보다 손쉽게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자본 투자’가 각광 받았다. 예를 들어 바이오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성공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는 매우 크다. 반면 중국에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면, 기대되는 매출과 이익을 현재가치로 끌어와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다. 기업들에겐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 보다, 그 돈으로 중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었다. 1978 년 중국의 개혁개방과 1980 년대
신자유주의의 대두, 그리고 1980 년대 도쿄/우루과이라운드 등에 의한 관세장벽
철폐는 이러한 자본에의 투자 기회를 크게 늘렸다. 피터 틸 식으로 얘기하자면, 어
렵고 비용이 큰 ‘기술’보다는 쉽고 빠른 ‘카피’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생산성이 문제되는 것은 노동과 자본은 한계생산체감의 법
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빵을 100 개 먹는다고 똑같이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기업이 철강고로를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혹은 수백 명을
추가 고용한다고 해서 그만큼 생산(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풍부했던 저
가 노동력도 사라져가고 있으며, 신흥국의 자본투자도 빛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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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고든은 1,2 차 산업혁명의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보자. 로버트 고든에 따르면 눈부신 기술 발전이 있었던

300 년이 역사상 특이했던 시기일뿐,

1,2 차 산업혁명의 300 년이 역사상 매우 특이한 시기였을 뿐이며, 이제는 다시 이

이제는 저성장으로 돌아가야 할

전과 같은 저성장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데,

시간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그의 말처럼 저성장의 시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과거와 같이 높은 성장률로
돌아가려는 노력, 예를 들면 대규모 통화정책(QE/마이너스 금리)이나 부채를 동원
한 무리한 재정정책은 오히려 자산버블과 부채문제만 심화할 뿐이다. 정말 저성장
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정말 기술발전은 정체된 것일까? 로버트 고든의 다양
하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좀 더 들어보자.
교통수단의 발전을 살펴보자. 1900 년 주요 교통수단은 말이 끄는 마차였다. 마차
는 시속 10 ㎞로 느리게 달렸으며, 그나마 말은 오래 달리지도 못했다. 1930 년 도
로는 포드 모델 T 가 점령했다. 가격은 말 마차보다 저렴한 250 달러였고, 최대시속
70 ㎞로 달릴 수 있었다. 1960 년 사람들은 보잉 707 을 타게 되었다. 보잉 707 은
최초의 항공여객운송 수단이었고, 최대시속 900 ㎞로 하늘을 날아 다녔다. 교통수
단은 50 년만에 90 배나 빨라졌다. 하지만 그 이후 50 년, 우리는 여전히 최대시속
900 ㎞로 하늘을 날아 다니고 있다.
사실 1973 년 인류는 시속 2,000 ㎞로 나는 비행기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바로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이다. 보잉 707 이 개발되고 불과 10 여년 만에 3 배나 속
도가 빨라진 것이다. 하지만 초음속 여객기는 발전하기는커녕 비효율적이라는 이
유로 연구가 중단되었고, 콩코드 역시 2003 년 비행을 중단하였다. 글로벌 분업화
라는 효율성이 강조되던 시대에,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 개발은 어울리지 않았다.
도표 53. 처음 60 년동안 교통수단 속도는 100 배나 빨라지지만, 이후 60 년은 전혀 빨라지지 않았다
시대별 교통수단 발전과 최대 속도
1,280

640

포드 모델T
시속 65㎞

320

160

보잉 707

보잉 737

보잉 747

시속 900㎞

시속 900㎞

시속 900㎞

1961

1991

80

40
마차
20

시속 10㎞

10
1901

자료: Robert J. Gordon,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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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교통수단과 비슷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전기 기술의 발전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전구의 발명으로 밤에도 연구를 하거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다. 전기는 건축기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아래는 현재 뉴욕에서 가
장 높은 빌딩을 순서대로 5 개 꼽은 것이다. 뉴욕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은 엠파
이어 스테이트 빌딩(102 층, 448m)인데, 무려 1931 년에 완공된 것이다. 네 번째로
높은 빌딩은 크라이슬러빌딩(77 층, 319m)인데, 이 빌딩은 1930 년에 완공된 것이
다. 100 여년 전에 이런 고층 빌딩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엘리베이터의 탄생 때
문이었다. 엘리베이터 탄생으로 수직증축 빌딩 건설이 가능해진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1920 년대 대규모 건설투자 붐이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도 100 층 이상의 초고층빌딩은 많지 않다. 사실 부르즈 할리파(162
층,828m)이나 롯데월드타워(123 층,555m)와 같은 초고층빌딩을 지을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고 한다. 다만 초고층빌딩은 경제적 측면에서 일정 높이 이상에서는 건축
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유지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 기술
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앞서 얘기한 운송수단과 비슷
한 이유이다.
도표 54. 뉴욕 초고층빌딩 순위: 1930 년초에 지어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크라이슬러 빌딩은 여전히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1931년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448m)이었는데,
약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은
많지 않다.
당시 엠파이어 빌딩과
경쟁하던 크라이슬러
빌딩은 77층 (319m)
규모로 1930년에 완공된
것이다.

자료: 언론,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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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도 마찬가지이다. 1911 년 세탁기의 발명은 여성 경제참여의 발판이 되었
다. 산업혁명 이전 여성들은 빨래하는데 일주일에 2~3 일을 썼다고 한다. 빨랫감을
냇가로 가져갔다 물에 젖은 빨래를 다시 가져온 후, 마당에 널어 말리고 다림질하
여 정리하는 일은 너무도 고된 일이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이다. 매일 장보러 가
는 일에서 여성들을 해방시켰다. 가사일에서 어느 정도 해방된 여성들은 자신의 능
력을 다른 곳에 발휘할 여유가 생겼고, 이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
다.
그런데 지금의 세탁기는 1953 년 독일 밀레사에서 개발된 드럼세탁기와 성능 면에
서 거의 비슷하며, 냉장고도 1950 년대 월풀사의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디자인 정
도가 조금 더 좋아진 듯 하다.
도표 55. 1911 년 메이텍/월풀/GE 는 경쟁적으로 전자제품을 선보였고,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결정적 계기가 된다.
전기 세탁기/냉장고의
발명은 여성해방과 사회
참여를 불러온 중요한
발명품이다.
전기세탁기는 1908년 아버
피셔가 발명했고, 1911년
메이택과 월풀이 대량
생산했다. 전기냉장고는
1862년 제임스 해디슨이
발명하고 1911년 GE에서
대량 생산했다.

자료: 구글, SK증권

48

Equity Strategy

의학분야도 살펴보자. 인간의 기대수명도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
다. 3 만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기대수명이 30 세였는데, 1800 년대 영국인의 기대수
명도 35 세 전후였다. 수 만년 동안 인간의 기대수명은 30~40 세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것이 1800 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것 역시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 덕분이었다.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이 선정한 의학계 최고의 발명 1 위에서 4 위까지의 발명품이
놀랍게도 1900 년 전후에 모두 발명된 것이다(1 위 상하수도, 2 위 항생제, 3 위 마
취, 4 위 백신, 5 위 DNA 구조). 상하수도 시설이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사망원인 중 80%가 수인성 전염병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증기력을 이
용한 상하수도 시설 보급이 용이해지면서 수인성 전염병의 전파가 차단되었고, 인
간의 기대수명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항생제와 마취제 그리고 백신 또한 산업
혁명 당시 만들어졌다. 항생제는 1929 년 영국 세균학자 플레밍이 발견했으며, 마
취제는 1842 년 윌리엄슨 롱, 1846 년 윌리엄 모튼 등에 의해 발명되었다. 그리고
천연두 백신은 1798 년 에드워드 제너가 발견했으며, 콜레라/탄저병/광견병백신은
각각 1880 년/1881 년/1895 년에 파스퇴르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 이후 의학 기술의 진보를 보인 것은 5 위 DNA 정도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기술
개발 자체보다는 개인정보보호나 생명윤리 등의 문제로 상용화 기술 발전이 더딘
상태이다.
도표 56. 구석시시대부터 산업혁명 전까지 인간의 기대수명은 30~40 세에 머물러 있었다. 산업혁명은 인류의 수명도 바꿨다
기대수명의 변천 (U.K, 세)
90

80

70

60

50
1850~1900년
유럽 상하수도 투자 붐

40

30

1847년

1885년

런던 대형 하수도

여과법(상수도) 도입

시설 도입
20

1550

1600

1650

1700

1750

1800

1850

1900

1950

2000

자료: Clio Infra and the author of the data set is Richard Zijdeman, SK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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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더 첨단제품일수는 있지만,

일부는 최근에도 기술혁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IT 분야이다. 컴퓨터의 보

우리 생활에서의 중요도와 산업

급과 스마트폰의 탄생은 놀라운 과학기술의 성과라는 것이다.

파급력에 있어서는 1,2 차 산업혁명
발명품만 못하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기술혁명은 IT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게다가 IT 분
야 발전은 산업혁명 당시 전기, 의료, 건설, 기계, 심지어 경제학 등 수많은 분야에
서 동시다발적인 기술발전이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너무 작다. 물론 컴퓨터와 스마
트폰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기는 하다. 다만 그것은 고작 보기 좋게
작성된 문서를 서로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걷거나 누워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혁명이다. 인류의 생명 연장을 가능하게 하고 여성을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켜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빠른 이동수단을 만들어서 세계화
를 유도하며, 고층빌딩의 건설로 도시화와 안락한 주거시설 제공이 가능했던 것과
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혁명이다.
도표 57. 로버트 고든은 변기와 스마트폰 중 무엇을 포기하겠냐는 질문을 종종 한다. WSJ 설문 결과는 스마트폰을 포기한다이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80%

70%
70%

60%
50%
40%

30%
30%

20%
10%
0%

변기
자료: Robert Gordon, WSJ,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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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관론자: 새로운 산업혁명이 온다
더 이상의 기술발전이 없는 것이라는

로버트 고든은 더 이상 생산성 혁명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비관론에 대한 낙관론자들의 반론이

로버트 고든과 같은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모커 교수는 고든 교수 이전에 이미

훨씬 더 설득적이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의 종언을 선언했지만, 비관론자들의 주장이 틀렸다
는 사실이 매번 입증됐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사실 고든 교수의 주장은 현대 경제
학 정설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솔로는
1950 년대에 신기술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이론을 발표했다. 그는 발전이 고르
게 이뤄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결코 바닥날 리는 없다고 주장
한다.
뿐만 아니라 이젠 생산성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일례로 과거 산업
혁명 당시 사람들은 심지어 과학자 조차도 마력(HP, horse power)이란 단위의 개
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마력은 와트의 증기기관 힘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위인데, 이들은 석탄이라는 검은 돌덩이와 고철 덩어리가 어떻게 수십
마리 말의 힘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1995 년 중학생이던 시절 처음으로 외장모뎀을
설치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설치기사가 와서 모뎀을 전기 콘센트가 아닌 전
화선에 연결하는 것을 보았다. 물론 설치기사의 친절한 설명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쓰는 전화선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인가?
도표 58. 당대의 과학자들도 마력(HP)라는 개념을 이해하기조차 어려워했다고 한다

자료: nmsu,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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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낙관적인 주장을 하는 이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이들로 MIT 슬론경
영대 교수인 에릭 브린욜프슨과 앤드류 맥아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은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기는커녕 새로운 기술적 발견 덕분에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들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차 산업혁명의 효시인 증기기관은

일반적으로 1 차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2 차 산업혁명은 토마스 에디

우리의 지식과는 달리 제임스 와트가

슨의 전기가 시발점이었다고 일컬어진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와트나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아니다

증기기관과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은 토머스 뉴커먼이
다. 와트의 증기기관이 나오기 전에 이미 탄
광을 위주로 영국 전역에서 1,000 여대의 증
기기관이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와트는 글래스고 대학의 주사(도구 제작자)
였다. 하루는 대학에서 교재로 쓰이던 뉴커
먼 증기기관의 모형이 고장이 나서 와트에
게 수리를 맡기게 되었다. 와트는 뉴커먼의
증기기관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적은 석탄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개조를 했다.
1765 년 분리응축기가 설치된 와트의 증기기관이 만들어졌으며, 1769 년 특허를 받
았다. 다만 돈이 없었던 와트는 더 이상 작업을 진전시킬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774 년 증기기관의 상업적 가치를 알아본 볼턴이 와트에게 공동 연구
를 제안했다. 볼턴은 소호제작소를 운영하고 있던 일종의 벤쳐캐피탈 투자자였다.
볼턴의 도움으로 1782 년 완성에 가까운 와트의 증기기관이 만들어졌다. 상업용 증
기기관의 발명을 중요하게 생각한 영국의회는 와트의 특허권을 1800 년까지 파격
적으로 연장해주는 예외적인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때문에 현대에 와서 증기기관
하면 제임스 와트를 떠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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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전기 역시

에디슨 역시 마찬가지이다. 에디슨의 특허

에디슨이 발명한 것은 아니다

권 목록을 살펴보면, 하나의 중요한 발명
아이템을 놓고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개
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장치들을 고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에디슨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인 백열전구도 조지프 스완
의 특허권을 사들여 개선/용도 확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특허국은 에디슨의
백열전구 특허가 윌리엄 소여의 발명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고, 에디슨의 특허
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적도 있었다. 잘 알
다시피 에디슨은 에디슨 일렉트릭(훗날
GE)이란 회사를 운영한 사업가였다.
그는 실제로 사업적으로 유망하지 못한 발명은 불필요하다는 신념이 굳은 사람이
었다. “팔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발명하지 않는다. 팔린다는 건 유용하다는 증거
고, 유용하다는 게 곧 성공이다.”라고 말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와트와

다시 말해서 와트의 증기기관이나 에디슨의 전구가 나오기 이미 30~60 년 전에 해

제임스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인데, 기술

당 기술이 발명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상용화되어 그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발명 자체가 중요한 것아 이니라, 발명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는 제임스 와트나 토마스 에디슨을 사기꾼과 같은 사람으

산업과 접목하여 생산(GDP)을 만들어

로 묘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중요한 인물은 뉴커먼이나 조지프 스완이 아니라
제임스 와트와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것이다.
단순한 과학기술의 발명 자체는 경제학적인 의미가 별로 크지 않다. 하지만 와트나
에디슨은 발명된 기술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와 연결하여 사업적인 기회
를 얻을 수 있는지 깨달은 사람이다.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 즉 GDP 의
product 이다. 이들이야 말로 기존의 기술을 대량생산으로 연결하여 경제적 의미의
생산(product)과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 정신>에서 이에 관해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에디슨은 유리 덮개, 진공, 봉합, 그리고 필라멘트에 대해 기술
적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전력산업 전반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그가 발
명한 전구는 전력회사가 공급하는 전압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고, 전구 구매 고객이
전력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선을 가설할 권리도 확보했으며, 배전 시스템도
완료해 두었다. 요컨대 과학자 스완은 제품을 발명하는 데 그쳤지만, 에디슨은 산
업을 창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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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인터넷/PC)가 발명된지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는 강의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한번 같이 대답해보자.

30~40 년이 지났지만, 스마트폰이

최근 기술 중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분야는 IT(information technology), 즉

보급된 이후에야 새로운 사업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이다. 그런데 그 훌륭한 기술인 컴퓨터와 인터넷을 가지고 우리가

태동하고 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기껏해야 문서를 작성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물론 우리의 일을 무척 편리하게 해줬지만, 1 차 2
차 산업혁명과 비교하면 너무 미미한 변화이다. 와트의 증기기관은 최초의 공장을
영국에 탄생시켰고, 이는 영국이라는 작은 섬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에디슨의 전기동력과 내연기관은 분업화/포드주의 등과 결합하여, 유럽 밖의
변방국가에 불과했던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의 발전은 다른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의료, 건설, 기계 등에 동시다
발적인 폭발적 성장을 만들어 냈다. 이에 비하면 IT 기술은 생산성을 폭발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 흥미로운 일들이 생기고 있다. 인터넷과 컴퓨터라는 IT 기술이 스마트
폰이라는 형태로 손안에 들어온 것이다. IT 기술의 접근성이 향상되자,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이를 이용한 수많은 비즈니스 기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마존닷
컴을 예를 들어보자. 아마존닷컴은 1994 년이 설립된 온라인 서점이다. 이후 온라
인 상거래까지 사업을 확장시켰으나,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저 많은 혁신
기업들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엄청난 속도로 급성장 하
고 있다. 그런데 정작 아마존닷컴이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은 온라인 상거래가 아니
라, AWS(Amazon Web Services, 원격 컴퓨팅 온라인 서비스)이다. 그리고 이를 통
해 구축된 빅데이터는 최근 AI(인공지능) 분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다
시 무인자동차 기술 등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고, 이는 다시 전기차로 이어
지고, 전기차는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도표 59.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업체이지만

120,000

도표 60. 실제 이익의 상당부분은 AWS 에서 나온다

AWS Segment Revenues ($ Mil)
Non AWS Segment Revenues ($ Mil)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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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AWS Segment Operating Profit ($ 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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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mazon.com,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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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은 IT 산업은 기술과 연결된 서비스보다는 IT 기기 자체의 매출이 큰 부분
을 차지했다. 예를 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터넷 공급업자 등이 그것이다. 하지
만 PC 와 인터넷이 보급된지 약 30~40 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수많은 비즈니스 기
회들이 탄생하고 있다. 마치 증기기관과 전기가 발명된지 약 30~60 년이 지난 후
와트와 에디슨이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산업을 접목해 생산(product)를 창출해 내
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리고 단순히 IT 분야가 아니라 이것이 다양한 분야로
이어지면서 전혀 새로운 사업적인 기회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역
시 1,2 차 산업혁명 당시를 떠올리게 하지 않는가?

3 차 산업 혁명을 위해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줄거리와 플롯을
제대로 갖춘 큰 들의 내러티브(narrative,서사구조)다. 서로 연결
되지 않는 한 무더기의 시험 프로젝트로 세계를 위한 새로운 경제
적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없다. 그저 발전성 없는 수많은
이니셔티브에 묶여 아무런 성과도 없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국
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양상이다.
(중략)
내러티브의 줄거리는, 역사상 위대한 경제적 변혁은 ‘새로운 커뮤
니케이션 기술이 새로운 에너지 체계’와 만날 때 발생한다는 사실
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증기기관과 석탄, 내연기관/전기와
석유의 조합이 그것이다.
제레미 리프킨
<3 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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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시 보는 뉴딜정책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뉴딜정책을 살펴보자. 뉴딜정책 중 우리에게 가
장 크게 각인된 것이 공공사업투자 사례인 민간자원보호군단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결과로 삼림, 도로, 교량 같은 사회간접자본이 축적되고, 토목건설공사와 농업지원
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1935 년에 설립된 WPA(works progress administration)는 8 년동안 2,500 개의 병
원과 5,900 개의 학교건물, 13,000 개의 운동장을 건설하였고,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보조했다. 그리고 뉴딜 정책의 상징이자, 박정희 정부의 홍보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테네시강유역개발(TVA)공사가 있다. 당시 테네시 강변에 26 개의 대형 댐을 건설
하여 싼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려던 프로젝트이다.
또한 당시 농업부문의 침체는 은행파산에 영향을 미쳤는데, 농업이 주산업인 주
(州)의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예금인출 사태가 야기되었고, 1929~33 년간 약 1 만여
개의 은행이 파산했다. 뉴딜 초기에는 농업 생산량을 통제하여 농산물 가격을 올리
려고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를 해결하고자 농가안정을 위해 긴급구호청을 설
치하고 농촌재활사업을 추진했다. 농촌에 자금을 지원하고 선진화된 농기계 구입
과 보급 확대를 통해 농촌 생산성 향상을 꾀했다.
그런데 앞서 우리는 일대일로와 같은 정책이 새로운 뉴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
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은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이끌어
냈을까? 뉴딜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히 인프라 투자에 의미
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도표 61. 대공황 당시 공업생산/농산물 가격

도표 62. 뉴딜의 일정 부분은 농촌에 투입되었다

공업생산
120

미국 뉴딜 정책 예산 (프로그램별)

농산물가격
농촌
14%

100

80
60
40

SOC
51%

20

1929

1931

자료: League of nations, SK증권
주: 1992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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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eague of nations,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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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당시 다목적 댐은 최첨단 기술이

먼저 뉴딜정책의 핵심으로 홍보되었던 테네시강유역개발(TVA)공사를 살펴보자.

투입된 산업이었다. 따라서 고용과 산업

1932 년 루즈벨트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소가 비싼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

유발효과가 컸다

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정부가 전기를 싼 값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1933 년 초 의회는 테네시 계곡 공사법(The TVA act)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치카
무가댐, 더글라스댐, 노리스댐 등 26 개의 댐을 건설하는 거대한 토목 사업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규모 공공사업투자는 당시 실업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
지만, 단순히 댐 건설에 투입된 인부들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이 그토록 크게 하락
한 것은 아니었다. 대공황 당시 댐을 만드는 토목기술은 최첨단이었다. 철근콘크리
트가 처음 개발된 것은 1865 년 화분을 만들면서였고, 미국에서 최초의 레미콘 플
랜트는 1913 년, 그리고 효율적 운송이 가능한 레미콘이 발명된 것은 1926 년이었
다. 이를 이용해 건설된 것이 최초의 현대식 인공댐인 후버댐인데, 1931 년에 막 공
사를 시작한 단계였다. 이런 상태에서 뉴딜을 통해 26 개의 댐을 건설한다고 발표
했으니, 그 다음은 상상이 갈 것이다. 당시 26 개의 댐을 건설할만한 철근, 콘크리
트, 건설장비, 인력이 모두 미비한 상태였다. 따라서 단순히 댐 투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댐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 시설 투자와 생산이 급증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효과는 댐 개발이 바로 신성장산업에의 투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이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야만 그만큼 고용/생산유발계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 한국의 1960~ 70 년대 고속도로, 댐 등의 인프라 건설이 국가 전체
GDP 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대되는 사례로 2008
년 추진되었던 4 대강 사업인데,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아닌 기존산업을 기반으
로 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 수 있다.
도표 63. 미국 뉴딜 당시 재정적자 규모와 M2 증가율
재정적자(십억$,좌)

도표 64. 한국의 GDP 대비 정부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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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의 인프라가 투자되었을 때,

댐건설을 통한 수력발전 증가도 주목해야 한다. 전력산업 역시 2 차 산업혁명과 함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께 태어난 신기술이었다. 1882 년 전구의 대중 보급을 꾀했던 GE(에디슨)에 의해

수 있다. 수력발전은 당시 전력산업

최초의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고, 1895 년 웨스팅하우스의 교류발전기가 나

독과점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아가라 폭포 발전소에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전력공급이 시작되었다.
이렇듯 현대와는 달리 초기에는 대부분의 전력 공급이 사기업에 맡겨졌다. 그러다
보니 이후 전력회사들 간에 합병이 나타나면서 전력시장에 자연 독점현상이 나타
났다. 에디슨의 후계자였던 사무엘 인설(Samuel Insull)은 전력은 자연독점 산업이
기 때문에, CPOO(committee on public ownership and operation, 공공소유운영위
원회)를 만들어 민간 전력기업의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20 년대까지 미국 전력시장은 8 개의 민간지주회사가 75%를 독점하게 되었다.
루즈벨트는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전력지주회사법(public utilities holding
companies act)를 발표했다. 이 법은 당시 전력지주회사의 피라미드 구조를 불법화
했고,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은 당국에 등록을 하도록 했으며, 회계 투명
성을 요구 받았다. 그리고 전력을 공공주도로 바꾸는 작업도 했는데, 댐 건설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전력공급을 크게 늘렸으며 연방전력법을 통해 전력 도매거래 등 오
늘날 전기 요금체계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 결과 규모의 경제 실현과 독점규제로 전기요금은 빠르게 인하되었다. 애초에 전
기는 조명용으로만 쓰였지만, 정부주도로 전기 공급이 확대되고 요금이 인하되면
서 난방, 온수, 다리미, 진공청소기, 라디오 등의 가정용 전기제품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운송, 공업/상업시설들도 전기를 새로운 동력원으로 받아들
였다. 그리고 이런 전력의 공급확대는 생산비용을 크게 낮추었고, 전기제품의 수요
급증으로, 침체에 빠졌던 공업생산이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

도표 65. 미국의 전기발전 역사: 대공황 이후 공급설비 급증

도표 66.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둘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

Cost,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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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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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market ignores
positive externalities,
there will be underconsumption

Q1

자료: League of nations,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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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농업은 공급과잉과 수요감소의 희생자였다. 1 차 세
계대전으로 농작지가 황폐화된 유럽은 식량 공급을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 신
대륙으로부터의 수입에 기댔고, 비용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신대륙은 계속해서 경
작면적을 확대했다. 하지만 1918 년 1 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럽에서의 곡물생산
이 안정되었고, 경제호황으로 곡물소비가 육류/유제품 등의 소비로 대체되면서 곡
물가격은 급락했다. 여기에 1929 년 대공황이 터지면서 그마저 남아있던 수요가 급
감하자 파국이 찾아왔다. 곡물가격 급락과 대공황은 농민의 채무를 더욱 악화시켰
다.
여기서 중요한 돌파구가 된 것이 바로 뉴딜정책의 농업 지원이었다. 뉴딜의 목표
가운데 한 축이 바로 미국 농업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었다. 농가신용청(FCA)은 농
민의 부채를 재융자하여 농민들에게 신용을 제공했고, 그 돈으로 농업생산성을 높
이려고 했다. 그 결과 1930 년대 말 미국 중서부 농작지에 트랙터가 급속히 확산되
었다. 트랙터는 1814 년에 조지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으로 가는 초기 형태의 증기
트랙터를 발명한 이후, 1897 년 하트-파사가 가솔린 트랙터를 생산하면서 현대화
된 최첨단 기술이었다. 스베닐슨(Svennilson)의 논평에 따르면 트랙터가 농업에 미
친 영향은 증기기관이 공업에 미친 영향과 같았다. 그 결과 1930 년대 말 미국의
트랙터 보급은 유럽보다 4 배 이상 높아졌고, 미국 농민의 1 인당 산출도는 혁명적
으로 늘었다.
농업에서도 역시 단순한 농민 지원이 아니라 신기술이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도표 67. 대공황 당시 밀 가격

도표 68. 대공황 전후 밀 경작지 증가 추이
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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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과 신성장산업의 접목은 위에서 든 예시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 미국의 뉴딜사
업의 일환이었던 고속도로 건설(연결)사업도 그렇다. 당시 아스팔트는 록펠러가 석
유를 대중화시키고, 이후 석유화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탄생한 최첨단 기술이었다.
1834 년 파리에서 아스팔트 포장재가 처음 개발되었고, 1899 년에서야 현재와 비슷
한 아스팔트 플랜트가 처음으로 건설되었다. 뉴딜으로 추진된 고속도로 건설은 포
드의 컨베이어 벨트 기술과 연계되어 2~3 인 노동자가 시간당 120t 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아스팔트 포장 건설기계
가 고속도로 현장에 투입되며 도로 포장 속도를 높였다. 이후 고속도로의 연장은
자동차보급 속도를 높이는 역할도 했다.
똑같은 토목공사와 인프라 투자를 하더라도 대공황 당시 뉴딜이나 한국의 60~70
년대 인프라건설이 성공했고, 4 대강 사업이나 중국의 일대일로와 같은 프로젝트는
성공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이제 1930 년대와 똑같이 토목공사에
정부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다른 산업으로의 고용/생산
유발계수가 낮으며, 투자 이후 높은 투자수익도 기대하기 힘들고, 게다가 현재 공
급과잉산업의 문을 다시 열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재정적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신성장산업과 연계하여 투자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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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테크놀로지 주식의 시대
(1) 신성장산업에의 투자
신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그렇다면 지금도 뉴딜정책과 같이 신성장산업에 연계한 투자가 효과를 발휘할 수

의미의 뉴딜정책이다

있을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자료에서는 테슬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려고 한다. 단, 테슬라를 사례로 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기 때문이며, 다
른 산업도 마찬가지 논리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계획은 2020 년까지 50 만대이다. 그런데 작년(2015 년) 테슬
라의 판매 실적은 약 5 만대에 불과하다. 대략 4 년 안에 현재의 10 배에 이르는 판
매 실적을 올리겠다는 것이 테슬라의 야심찬 계획이다.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혹은 이익일 낼 수 있을지 말지는 해당 섹터 전문가에게 넘기고, 여기서는 이것이
매크로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전기차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테슬라가 50 만대를 팔든 말든 경제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50 만대를 더 생산하여 판매한다고 해서 미국
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50 만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이 50
만대를 더 팔면 기존의 디젤이나 가솔린 등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50 만대 덜 팔릴
것이니, 그 영향은 똑같다는 것이다.
도표 69. 테슬라의 생산 계획

도표 70. 테슬라 주가 추이

테슬라 판매 계획(천대)
600
Model 3
5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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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가
300
2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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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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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otley Fool,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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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SK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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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50 만대라도 다 같은 50 만대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2015 년 미국 자동차 판매는 1,747 만대였다. 보수적

아니다. 전기차가 50 만대를 더 파느냐,

가정하여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매년 약 3%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20 년 미국

내연차가 50 만대를 더 파느냐에 따라

자동차 판매 대수는 약 2,000 만대가 된다. 여기서 테슬라가 2020 년 판매목표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판이하게 다르다

50 만대를 달성하고, 똑같은 대수(50 만대)만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줄
어든다고 생각해보자. 50 만대는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5%에 불과하다.
만약 테슬라가 50 만대의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테슬라의 판매목표인 50 만대
를 고스란히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나눠가졌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기존의 자동
차 업체들이 겨우 2.5% 판매가 늘었다고 추가 공장건설(인프라 투자)를 결정할까?
아마도 추가 생산설비 투자는커녕 추가 고용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테슬라가 5 년 후에 지금보다 20 배를 더 팔아서 100 만대를 만족한다고 해
보자. 20 배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생산라인과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현재 네바다에 건설하고 있는 기가팩토리가 두어
개는 더 필요할 것이다(현재 기가팩토리의 생산능력은 연간 50 만대이다). 그리고
대량생산을 위해 추가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
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20 만대 이상 대량 생산을 할 때는 공급업체(vendor)를 두
개 이상으로 다변화한다고 한다. 생산 중 발생할 수 있는 공급차질, 불량 등을 대
처하기 위해서이다. 상상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 파나소닉 단독 공급으로는 분명
테슬라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배터리 업체에도 공급 가능성을 타진
할 것이며, 향후 테슬라의 생산계획에 맞춰 설비 확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요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에 필수인 충전소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
이며, 테슬라의 무료 급속충전소인 슈퍼차져가 훨씬 많은 곳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
며, 이 과정에서 태양광 수요도 급증할 수 있다.

도표 71. 기가팩토리 1 기 건설의 고용 효과

도표 72. 기가팩토리1 기 건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가팩토리 고용효과(명)

예상 경제효과
25%

직접고
용,
6,500

20% 이상

20%
15%

간접고

10%

용,
16,215

5%

10% 이상
3% 이상

2% 이상

0%
네바다주

레노시
GDP

자료: League of nations,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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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어의 법칙과 커즈와일의 수확가속 법칙
성장산업의 제품은 인플레이션을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며 생산

역행하여,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원가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전기차 생산원가의 절반을 차

하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한다는 배터리 가격이다. 배터리 가격이 빠르게 하락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IT 제품 가격이 그렇다

그런데 이것은 top-down 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IT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세상에는 인플레이
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CPI)는 기본적으로 우상향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그래
프를 그려보면 딱 한가지 경제의 법칙을 거스르며 계속 하락하는 것이 있으니, 그
것은 바로 IT 섹터의 가격추이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D 램이나 LCD 패널 가
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
IT 섹터의 가격만 유독 하락하는 것은 무어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 인텔의 창립 멤
버 중 하나인 고든 무어는 ‘트랜지스터 수를 기준으로 하든, 1 유로어치의 저장용량
을 기준으로 하든, 집적도는 18 개월마다 두 배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
예언은 실현되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한대에 들어가있는 메모리는 1950
년대 전세계가 사용한 것 보다 더 큰 계산용량을 지니고 있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학자는 이러한 수확가속의 법칙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추월하는 시
점(특이점, singularity)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배터리 기술도 IT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이러한 법칙을 따르게 될 것이며, 이는 전기차 가격을 떨어
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도표 73. IT 관련 섹터의 CPI 만 유독 하락하고 있다
Food & Beverages
Medical Care
Communication

150

도표 74. 무어의 법칙으로 가격 역시 기하급수로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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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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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이 확대될수록 규모의 경제로

둘째, 1900 년대 초 포드가 만든 자동차인 모델 T 를 생각해 보자. 최초로 자동차의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모델T 가격추이)

대중화를 이끈 모델로 평가 받는 자동차인데, 모델 T 의 가격추이를 보면 놀라운
것이 있다. 모델 T 로드스터를 기준으로 보면 1910 년 $900 였던 가격이 불과 14
년 후인 1923 년엔 $265 까지 하락한다. 무려 70%가 넘게 하락한 것이다. 포드는
자동차 산업이 성공하려면 중산층의 구매력이 높아져야 하고, 자동차 가격은 일반
노동자가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속칭 포드주의라고 불
리는 것인데, 하루 8 시간 노동에 당시 미국 노동자 평균 임금의 2 배가 넘는 5 달
러 이상을 지급하는 정책(five dollar day)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2~3 개
월 월급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포드는 자동자 산업으로 큰 성
공을 거뒀다.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X 등의 이름은 100 년전 포드의 자동차 모델 T 와 이름까지
도 비슷하다. 전기차도 마치 IT 산업이나 100 년전 포드 자동차와 같이 지속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은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
다. 신차가 나올 때마다 항상 올라갈 뿐이다. 이것이 기술발전이 있는 전기차와 기
술발전이 정체된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이이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연기관 자동차는 언젠간 전기차에게 시장을 내어주고 말 것이다. 마치 모델 T 가
마차를 쫓아낸 것과 같이 말이다. 참고로 말 2 마리와 마차 1 대의 실질 구매 가격
은 200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도표 75. 모델T, 5 년만에 가격은 1/3 로 급락

도표 76. IT 의 가격이 오르는 일은 매우 드문일이다

Model T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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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0

500

2.0
300

345

1.0

260

0.0

100
1909
자료: Ford,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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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시에서 뉴테크놀로지 주식의 특이점
고점대비 30% 급락 이후 다시 신고가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결론지어보자. 래리 서머스의 ‘secular stagnation’에 의하면,

기록하는 것은 기존 주식에서는

현재 균형이자율은 마이너스인 상태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따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라서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제 2 의 뉴딜정책이다. 그런데
대공황 당시 뉴딜을 살펴보면, 단순한 인프라투자가 아니라 신성장산업에의 투자
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급과잉이나 과잉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과 연계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
고 우리는 이것이 지금도 가능함을 테슬라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물론 테슬라가
아닌 다른 신성장산업(바이오/AI/빅데이터/핀테크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증시에는 이런 움직임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신성장산업의 주도
주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주도주는 ① 3 년 정도 지속이 되며, ② 고점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③ EPS 증가는 지속되어도 PER 이 꺾이면서 랠리가 마무리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2000 년대 기계/조선주 랠리나, 2010 년대 차화정 랠리 역시 마찬가
지이며, 심지어 애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신성장산업은 좀 다르다. 아마존
(Amazon.com)의 예를 보면 2014 년 당시 고밸류에이션 논란으로 주가가 충격을
받으면서 S&P500 대비 20% 이상 하락한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후 반등
을 지속하여 2014 년 고점($400)을 훌쩍 넘기고 상승세($700 돌파)를 이어가고 있
다. 게다가 아마존의 랠리는 2009 년 이후 무려 8 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기존의 수요기반의 주도주 랠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
다고 생각한다.

도표 77. 차화정 랠리는 역사적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다

도표 78. 신성장산업은 역사적 고점을 다시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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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guide,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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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각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증권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보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규모가 6 배나 큰
코스피의 거래대금과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IT 버블 이후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중국에서도 중소형창업판이 상해종합
지수의 거래대금을 추월했으며, 미국에서도 나스닥의 거래대금이 S&P500 을 추월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모두 IT 버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이 어떤 의
미인지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투자자의 심리가 바뀌고 있다
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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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Savings Glut Hypothesis
1. 버냉키, 글로벌 불균형에 주목하다
(1) 서머스와 버냉키의 사이버 논쟁
서머스는 투자확대를 주장했지만,

2015 년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인 벤 버냉키와 로렌스 서머스는 블로그를 통해 일

버냉키는 과잉저축 해소가 현재 위기를

종의 설전을 벌인 일이 있었다. 현재 경제위기와 저성장의 원인에 관한 것이었는데,

끝내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두 천재 경제학자의 논쟁은 큰 관심을 이끌었다. 서머스는 본 자료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통화정책은 끝났으며,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에 대해 버냉키는 서머스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저성장의 원인에 대해 어떤 가설을 받아 들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서머스의 영구침체가설이 저금리의 원인이라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도움
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저금리의 원인이 해외 과잉저축 때문이라면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은 과잉저축을 야기하는 아시아이머징과 산유국의 정책을 되돌리도
록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자본흐름을 자유화한다든지, 무역흑자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제약하는 것이다.”

도표 79. 벤 버냉키, 과잉저축 가설(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을 주장하다

Ben S. Bernanke
“Savings Glut Hypothesis”
2012년 버냉키는 조지 워싱턴대 강연에서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모기지나 저금리는 금융위
기의 부수적 요인에 불과합니다. 핵심 원인은 바로 글로

벌 과잉저축(Savings Glut)입니다.”

자료: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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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버냉키는 서머스가 주장하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
다. 다만 서머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지금의 저성장의 원인이 투자
부족 때문이 아니라면 어쩔 것이냐’하는 것이다. 저성장의 원인이 투자부족 때문이
아니라면,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게다가 정부 투자 수익률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자칫 부채 문제만 더 심각하게 만들수도 있다.
버냉키는 균형금리가 장기적으로 -2%에 머물러 있다는 서머스의 주장도 받아들이
기 어렵다고 말한다. 만약 실질균형금리가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한다면 거의 모든
투자가 돈이 된다. 따라서 실질균형금리는 이내 플러스 상태로 복귀하게 되기 때문
에 장기간 마이너스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버냉키가 생각하는 저성장과 저금리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글로
벌 과잉저축(global savings glut)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글로벌 불균형
(global imbalance)이다. 2005 년 3 월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던 버냉키는 글로벌
과잉저축 가설을 발표했다. 다만 당시에는 과잉저축이 자산버블을 만들 것임을 예
견했지만, 서브프라임과의 관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 2010 년 연준 의장
시절 버냉키는 또 다른 논문을 통해서 그의 주장을 좀 더 체계화한다. 지금부터 버
냉키의 과잉저축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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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일반적으로 연준의 저금리, 서브 프라임

연준은 2009 년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모기지, 파생상품 등이 금융위기의

했다. 이 논문은 2000 년대 미국 주택시장 버블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것인데,

원인으로 꼽히지만, 버냉키는 이에

버냉키는 2010 년 전미경제학회에서의 발표를 통해 미국의 주택버블은 Fed 의 저

동의하지 않는다

금리 때문이 아니라, 한국/중국과 같은 국가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버냉키의 주장은 다소 충격적이다. 도대체 미국의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이 우
리나라와 무슨 관계란 말인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융위기의 원인은
① 저금리(연준의 지나친 완화정책) ② 무분별한 모기지 상품 판매 ③ IB 들의 지
나친 파생상품과 프랍 트레이딩, 그리고 만기 미스매치 등의 문제들 때문이 아닌
가? 논문을 통해 버냉키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앨런 그린스펀(前연준의장 1987.8~2006.1)의 저금리 정책이
주택 버블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저금리 정책으로 모기지 금리가 낮게 유지되었
고, 낮은 모기지 금리는 적은 돈으로도 주택투자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것이 주택
버블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연준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할 때
자주 이용되는 것이 바로 테일러 준칙(Taylor rule)이다. 테일러 준칙은 미국의 경
제학자 존 테일러 교수가 제시한 것으로 인플레이션과 잠재 GDP 를 만족하는 균
형금리를 구하는 공식이다. 연준의 정책금리와 테일러 준칙을 비교해보면 연준은
2000 년대부터 적정금리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표 80. 테일러준칙과 Fed 금리: 2000 년대 들어서 낮은 금리 유지

iff =  + 2 + 0.5 ( – 2) – 0.5 (GDP gap)
스프레드: FED - 테일러

FED금리

테일러준칙 예상

10
8
6
4
2
0
-2
-4
테일러 준칙보다

-6

낮은 수준 유지

-8
1990
자료: Bloomberg, SK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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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버냉키는 연준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유지해서 주택버블이 생겼다는 주
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버냉키는 테일러 준칙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테일러 준칙에는 몇가지 결함이 있기

첫 번째는 물가 예상치이다. 테일러 준칙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적응적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연준이 지나치게

기대가설(Adaptive Expectations)에 의거하여 현재시점에서 관찰된 수치를 쓴다.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준이
물가상승률을 쓸 때는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재에 관찰된 인플레이
션’을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대체하여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0 년대
당시 연준은 물가상승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원자재가격의 급등에 의한 일시적
인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기존의 테일러 준칙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한 것이다.
버냉키는 만약 테일러준칙에 따라 금리를 정해야 했다면 2008 년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금리를 7~8%까지 올려야 했다고 비판했다.

rt  it  Et  t 1
Et  t 1   t For simplicity, we assume people expect prices to continue rising at the current inflation rate

 t 1  increase in price level from period t to t +1, not known in period t
Et  t 1  expectation, formed in period t, of inflation from t to t +1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율 측정치로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
어 GDP 디플레이터를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쓴다면, 연준의 금리는 테일러룰보다
낮게 나온다. 하지만 Core PCE 를 사용하면 2000 년대 연준의 금리는 테일러룰과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버냉키는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
이션 수치는 Core PCE 라는 점도 강조한다.
도표 81. GDP 디플레이터를 쓰면 Fed 금리가 낮아보이지만

도표 82. Core PCE 를 사용하면 Fed 금리는 적절해 보인다

자료: brookings, SK 증권

자료: brookings, SK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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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균형이자율을 2%(상수)로 제시하는

세 번째가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연균형이자율에 관한 것이다. 아래

것도 문제가 있다

동태모형(dynamic AD-AS model)의 통화정책 결정법칙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ρ
는 ‘자연균형이자율’을 말하는데, 테일러룰은 2%라는 고정된 상수로 제시된다.

it   t     ( t   t* )  Y (Yt  Yt )
  Natural equilibrium rate of interest

자연균형이자율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자연균형이자율은 스웨덴의 경제학자 크
누트 빅셀의 이름을 따서 빅셀 이자율이라고도 불리는데, 한 국가의 노동력과 자본
을 완전히 가동하는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는 실질이자율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경제학에서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equilibrium(균형점)을 찾는 것인데,
이 균형점은 수요(투자)과 공급(저축)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되고 그러한 균형에서
의 실질이자율이 자연균형이자율인 것이다.
연준은 정책금리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금리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펼친다. 균
형금리보다 연준의 금리가 높다면 경기는 둔화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엔 경기가 과
열되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균형금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
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연준은 최선을 다해서 정책금리를 균형금리에 부합하게 제
시하도록 노력한다.
버냉키는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운다. 사람들은 흔
히 연준이 금리를 정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000 년대 연준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함에 따라 금융시장에 버블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버냉키에 따
르면 이것은 틀린 얘기이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배
웠듯이) 금리는 이미 시장에서 주어졌다는 것이다. 연준은 시장에서 주어진 균형금
리를 기준으로 경기를 건전한 방향으로 (과열되었다면 긴축을, 침체되었다면 완화
를 통해) 돌아가게 하게끔 금리를 설정하는 것 뿐이다. 물론 현재 시장의 균형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은 도출해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연준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혹은 높게) 유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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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국가의 대규모 과잉저축 때문에

그런데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테일러 준칙에서는 균형이자율을 ‘2%’로 고정된 것

공급이 영구적으로 늘었으며,

으로 간주한다. 2%는 존 테일러가 1993 년 논문에서 제시한 것인데, 당시 인플레

균형이자율도 하락했다

이션 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만족시키는 균형이자율을 2%로 도출한 것이다. 통화주
의자들은 케인지언들과는 달리 경제는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인위적으
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케인지언인 버냉키 입장은 다르다. 경제상황이 바뀌면 균형이자율도 고정
된 2%에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냉키에 따르면 시장에서 균형이자율은 테일
러가 가정한 2%보다 명백히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옐런 역시 그의 생각에 동의하
는데, FOMC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균형이자율은 제로수준 혹은 그 이하라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균형이자율은 과거 2% 수준보다 낮은
제로수준까지 하락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과잉저축 때문이다. 글로벌 과잉저
축 때문에 공급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균형점 역시 낮아졌다는 것이다.
서머스 역시 과잉저축을 언급했지만, 버냉키가 다른 점은 국제적인 차원으로 접근
했다는 것이다. 서머스는 단지 국내 자본투자와 가계소비 그리고 가계/기업 저축에
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국가간 자본의 이동이 개방된 세계경제에서는 미국
과 같이 한 국가만 문제가 나타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버냉키가 주목하는 과잉
저축은 국가차원에서의 과잉저축이다. 즉, 몇몇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
고 형태로 나타나는 엄청난 규모의 과잉저축이 공급선을 이동시켰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저금리의 원인은 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과잉저축을
공급하고 있는 몇몇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에 있다는 것이다.

도표 83. 국가 차원의 과잉저축은 실질균형금리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Savings at Full
Employment

Real Interest Rate

Real Interest Rate

Bernanke :
Savings at FE

2%

0

S, I

Savings Glut

0
S, I

Investment at Full
Employment

자료: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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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와 연준이 다시 계산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적정금리를 다시 구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이 나타난다. 테

적정금리를 보면, 실제 연준의 경로와

일러준칙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에 적정금리가 도출된다. 이 도표에 따르면 연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은 때로는 완화적이기도 했고 때로는 긴축적이기도 했지만,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
를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만약 테일러준칙에 따라 연준의 정책금리를 높게 정했다면, 주택버블은 잡
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어진 균형금리보다 연준 금리가 너무
높게 형성되면서 글로벌 경기는 망가졌을 것이다.
이제는 왜 버냉키가 미국 주택버블의 원인이 연준의 인위적인 저금리 때문이 아니
라,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됐을 것
이다. 그들의 과잉저축이 화폐금융시장의 균형점을 낮췄으며, 이에 따라 실질균형
금리가 기존의 2%에서 제로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 주택에 버블이 형성
된 것이다. 다시 한번 명심하자. 금리는 연준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주어
지는 것이다.
도표 84. 테일러준칙과 Fed 금리: 2000 년대 들어서 낮은 금리 유지

자료: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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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잉저축과 주택버블
과잉저축이 시작된 1990 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불균형은 10 년 이상의 세월 동안 누적되면서 점차 심화되었다. 신흥국을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시작됨

중심으로 형성된 경상수지 흑자는 경상수지 적자국인 선진국으로 재유입되면서 선
진국 자산에 버블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버냉키의 주장이다. 버냉키는 일부에서 주
장하는 Fed 의 저금리가 주택버블과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는 의견에 대해 몇 가지
데이터로 반박한다.
먼저 미국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기를 주목해보자. 주택시장에 버블이 형
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0 년대 후반이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주택가격은 1997
년을 저점으로 1998 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연준이 (테일러 준칙에 비
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 시작한 것은 2002 년 이후이다. 따라서 연준의 저금리
때문에 주택버블이 생겼다는 주장은 타이밍상 맞지 않는다.

도표 85. 1990 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주택가격 급등
FED금리
테일러준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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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obert Shiller,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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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은 연준의 금리로 상승할 수

둘째, 버냉키는 경제 데이터와 부동산 가격 그리고 연준 통화정책 간의 역사적 관

있는 범위보다 훨씬 높게 상승했다

계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어 분석한 데이터를 제시한다. 경제상황을 후행적으로
고려하여, 연준 금리의 적정 수준을 먼저 계산했는데, 연준이 계산해낸 적정 금리
수준은 아래 왼쪽 그래프의 회색 영역과 같다. 2000 년대 중반, 연준의 통화 정책은
대체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엔 연준 금리와 주택가격의 관계를 도출해낸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
했다. 그리고 주어진 연준 금리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변화를 도출해
냈다. 그 결과 연준 금리에 따른 미국 주택가격 예상 움직임은 오른쪽 그래프의 회
색 영역과 같이 나타난다. 그 결과 연준의 금리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수준까지
주택가격이 급등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준의 금리는 과도하게 낮았다고 보기 힘들며, 설사 금리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의 상승폭은 금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까지 도달했다는 것이다.

도표 86. 미국 실질주택가격은 연준의 금리로 움직일 수 있는 가격 범위보다 훨씬 크게 상승했다

자료: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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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택가격 상승폭은 정책금리의

마지막으로 버냉키는 2000 년대 부동산가격 상승이 단지 미국에서만 나타난 일이

저평가 여부보다 경상수지 적자와 더 큰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연준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유지해서 주택버블이 생

관련성이 있다

겼다면,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선진국에서 발생한 주택버블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낮은 금리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아래 데이터를 통해 반
박될 수 있다. 두 그래프 모두 세로축(Y 축)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나타낸다. 가
로축(X 축)은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데, 왼쪽은 테일러 룰에 비해 정책금리가 얼마
나 완화적이었는지를 나타낸다. 만약 저금리 때문에 주택버블이 발생했다면 X 축
과 Y 축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측정결과 왼쪽 차트의
R2 값은 0.05 로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이 큰 연관성이 없었다는 뜻이다.
반면 오른쪽 그래프의 가로축(X 축)은 GDP 대비 경상수지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한눈에 봐도 왼쪽 그래프보다 오른쪽 그래프의 데이터들이 더 질서 정연한 것처럼
보인다. R2 값도 오른쪽 그래프가 0.31 로 왼쪽 그래프보다 더 상관도가 높게 나타
난다.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많아진 국가들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경
상수지 흑자가 많아진 국가일수록 주택가격 상승률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버냉키의 주장과 일치한다. 바로 경상수지 흑자의 형태로 쌓인 경상수지
흑자가 미국과 같은 경상수지 적자국들의 주택버블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도표 87. 주택가격 상승률은 테일러룰과의 차이보다

도표 88. 경상수지 흑자와 더 관련이 높다

자료: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SK증권

자료: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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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그 나라의 총저축이 총투자보다
많다는 뜻으로, 즉 저축과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과잉저축은 해외
자산을 매입하는데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인 국가들은 비슷한 양
의 자본수지 적자를 기록한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인 국가들은 글로벌 자본시장
에서 돈을 빌려서 자본의 부족분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자본수지는 흑자가 된다.
이러한 경로로 움직인 자금은 경상수지 적자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
키고, 실질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돈의 이동경로를 따라가면 1990 년대 후반부터 왜 선진국 자산시장에 (90
년대 후반은 주식시장에서, 2000 년대에는 주택시장에서) 버블이 나타났는지 이해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버냉키는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과잉저축이 주택버블과 현
재 저금리의 주요 원인이며, 이것이 해결되어야지만 지금의 저금리 환경을 탈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90 년대 후반부터 자산가격의

실제로 1990 년대 말부터 자산가격들과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이전 100 여년과는

밸류에이션은 과거 적정밸류에이션보다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훨씬 높게 형성되고 있다

먼저 주식시장을 살펴보자.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PER)은 1990 년대 말부터 갑
자기 급등하기 시작한다. 미국의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투자자
들이 이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PER(밸류에이션)은 일정범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가치보다 주가에 메겨지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면 누군가는 차익을 실현하려 할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 PER 이 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0 년대 후반부터 미국 증시의 PER 은 레벨 자체가 높아졌다.
1880~1990 년까지 8~24 배 수준의 CAPE(cyclically adjusted PER)을 유지하던 것
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금융위기 당시 CAPE 저점은 13 배로
이전 100 년 평균 수준으로 하락한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회복이 더딘
데도 불구하고 IT 버블 당시에 준할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택시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1990 년대 후반부터 장기 박스권을 이탈하여 움직이
기 시작했다. 주택도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의 하나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과거 100 여년 동안 실질주택가격은 ‘100’주변에서 머물렀다. 하지
만 1990 년대 후반부터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2000 년대 들어서는 가격의 레벨 자
체가 높아졌다. 금융위기로 미국 주택가격이 폭락했다고는 하지만, 과거추이와 비
교했을 때는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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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9. 미국 증시 PER

도표 90. 미국 실질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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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쁜 일인가?
우리 입장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비난

버냉키의 주장은 논리 정연하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국이자

받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게 느껴진다.

버냉키가 지적하는 과잉저축 국가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 주택버블과

하지만 버냉키는 이런 우리 생각을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저금리의 핵심 원인이라는 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

바로잡는다

렵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경상수지 흑자가 어떻게 비난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경상수
지 흑자인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반대로 미국이 경
상수지 흑자인 것은 버는 것보다 과도하게 흥청망청 소비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를 국제 무역과 연결 지어 생각한다.
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는 것이다. 기업
경쟁력이 뛰어나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비난 받는다는 것은 부당해 보
인다.
하지만 버냉키는 이런 기업경쟁력(무역우위) 측면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설명하는
것이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한다. 쉽게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연간 10 억원을 벌었다고 생각해보자. 이 연본 10 억원은 우리
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맞다. 하지만 10 억원을 벌어서 이 중 8~9 억원
을 저금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것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
느 국가가 기업 경쟁력 우위로 수출을 늘린 것, 이에 따라 생산증가로 GDP 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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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가 맞지만, 이를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형태로 쌓아 놓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업경쟁력 우위나 열심히 일한 것과 연결 짓는 것이 충분한 설

댓가가 아니다. 크루그먼은 외환위기의

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한국의 과거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국가의

상처가 남긴 트라우마가 신흥국의

부(GDP)가 고속 성장한 시기는 60~80 년대였다. 당시 수출증가율과 GDP 성장률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은 두 자리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3 저호황(1986~89 년)을 제외하면
경상수지 흑자는커녕 GDP 대비 10%가 넘는 거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당
시 한국경제는 저축 이상으로 투자/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점은 외환위기 이후(정확히 1997 년
부터)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수출증가 속도가 본격적으로 느려지기 시작한 시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출이 더디게 증가하는데도 오히려 경상수지는 본격적
인 흑자국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폴 크루그먼은 이 현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해석을 내놓는다. 외환위기 당시 지
나치게 가혹했던 IMF 의 처방이 이들 국가에게 잘못된 관념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위기(1997 년 외환위기)를 당하니, 온 국민과 기업이 이렇게 고
생하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위기를 대비해서 저축을 쌓아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를 대비해 외환보유고를 쌓
기 시작한 시기도 바로 이 시기이다.

도표 91. 한국의 고속 성장기는 1970~90 년대(외환위기 직전)까지이다
GDP Per Capita (한국)
50,000

5,000

70~90년대는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기였지만,

500

3저호황을 제외하면 경상수지는 큭폭의 적자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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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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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은 국가가 부유하다는 생각은

그래도 대중들의 생각, 특히 한국 국민들에게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는 매우

중상주의적 사고이다. 현대 경제에서는

중요하다. 외환보유고가 줄어들 때마다 뉴스에서는 위기가 찾아 왔다는 얘기를 하

생산(GDP)능력이 큰 국가가 부유한

곤 한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가 자본유출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안전한 버

국가이다

퍼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자체를 중시하
는 것은 마치 중상주의적인 경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중상주의 시대에는 금/은과 같은 귀금속을 축적하는 것이 국가의 부를 증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초기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국가의 부가 금/은의 보유량에 비
례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금/은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은 식민지 개척에 나섰다. 이
것을 중금주의(bullionism)이라고 부른다. 당시 토머스 먼과 같은 사람들은 무역차
액설(theory of the balance of trade)을 주장했는데, 그는 1621 년에 발표한 ‘영국에
서 동인도로의 무역론(A Discourse of Trade, from England unto the East Indies)’
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각국은 금
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무역개입에 나섰으며, 강력한 보호무역조치를 펼쳐서 경
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리고 신대륙으로부터 유입된 과도한 금/은은 국가를 부유
하게 하기는커녕 인플레이션만 높였다.
지금은 화폐발행만 많이 해서 많이 보유한다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생산이 중요하다. 어느 나라가 생산확대를 통해 GDP
(product)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가 국가의 부와 관계가 있다. 중금주의에 빠져있던
스페인 왕국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고, 반대로 산업혁명으로 생산이 혁명적으로
증가했던 영국은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었다.
이제는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화폐에는 보유가치도
있지만, 교환가치가 더 중요한 기능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현상일 뿐, 기업경쟁력이나 근면성실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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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저축 국가를 향한 음모론
(1) 글로벌 과잉저축의 두 축 #1: 산유국
버냉키의 과잉저축 가설에 대해 반대

이제까지는 버냉키가 왜 글로벌 과잉저축이 저금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지,

의견도 많다

그리고 주택버블과 금융위기의 원흉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그리고
버냉키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과잉저축을 없애는 것이 중요
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버냉키의 과잉저축 가설에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대표적인 곳이 BIS 와 소속
학자들이다. 이들은 저금리나 QE 가 경기부양효과는 거의 없으며, 자산버블을 일
으키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과잉저축이 아니라,
국가와 산업에서의 구조조정 지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반론에도 불구
하고 버냉키의 글로벌 과잉저축 이론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 파급효
과도 클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많은 리더들이 이 가설을 지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징후들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경상수지 흑자를 쌓고 있는 국가는 크게

먼저 글로벌 과잉저축을 쌓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지 생각해보자. 글로벌 과잉저축

두 부류가 있다. 1) 산유국, 2) 수출형

을 쌓고 있는 국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산유국(원자재국가)

제조업 국가

이고 두 번째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국가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대부분은 산
유국과 수출중심 제조업국가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도표 92. 경상수지 흑자를 쌓고 있는 국가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 1) 산유국, 2) 수출형 제조업 국가
Global Imbalance (current account balances, % GDP)
3

Rest of world

2

Oil exporters
1
Other Asia

0

China
Japan

-1

Europe

-2
United States

-3
1980
자료: IMF,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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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이후 미국 셰일가스 생산

그런데 최근 이런 추세가 좀 바뀌고 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산유국들의 경상수지

급증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산유국들의

흑자와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 그 이유는 유가 하락 때문인데, 유가 하락

과잉저축도 빠르게 지워지고 있다

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셰일가스와 달러강세가 그것이다.
2009 년 이후 미국은 셰일가스를 상업화하여 생산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슈
가 된 것은 2010 년부터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10 년이 되어서야 셰일가스
가 매장되어 있음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셰일가스 시추기술이 처음 발명된 것도
아니었다. 2010 년 이후 셰일가스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바로 정부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셰일가스는 물 부족과 환경오염 등의 반대여론 등으
로 채굴허가가 잘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셰일가스 채굴 허
가가 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채굴과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14 년 달러 강세 전환은 힘을 잃고 있던 유가에 급락을 몰고 왔다. QE 가 마무
리되고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한 미국은 긴축정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영향으
로 미국 달러는 급등세를 보였고, 달러와 대칭점에 있었던 유가는 급락했다.
셰일가스 생산 급증이나 달러강세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얽혀있다. 하지
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들의 결과는 산유국의 과잉저축이 급감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 유가가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글로벌 과잉저축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산유국의 과잉저축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사
우디와 미국의 미묘한 관계 변화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도표 93.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

도표 94. 달러와 유가 추이
달러인덱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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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과잉저축의 두 축 #2: 수출형 제조업
중국은 줄었지만 독일은 늘면서, 수출형

산유국의 과잉저축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지만, 글로벌 과잉저축의 다른 한 축

제조업국가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인 수출형 제조업 국가의 과잉저축은 아직 크게 변하지 않은 듯 하다.

유지되고 있다

물론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감소했고, 중국
의 경상수지 흑자폭도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되고 있다. 다만 이는 다른 아시아 국
가의 경상수지 흑자 증가로 일부 효과가 희석되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흑자규모는 상당히 줄어든 반면, 다른 곳에
서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바로 유로존이다. 유로존의 경상수
지 흑자 총액은 2006 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이 증가폭의 25%가량은 독일의 대
규모 흑자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남유럽 국가(PIIGS)들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큰
폭의 마이너스에서 소폭 흑자로 돌아선 것도 유로존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한 원
인이다. 이러한 흑자전환의 일부는 경쟁력의 개선에 따른 것이지만, 대부분은 이들
지역의 심각한 침체와 그에 따른 투자/소비 감소에 따른 것이다. 버냉키의 입장에
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독일이다. 독일은 미국 인구(GDP)의 1/4 도 되지 않으
면서도 세계 최대의 순수출국으로 부상했는데,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중 대부분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들이다.
결론적으로 산유국과는 달리 수출형 제조업 국가들의 과잉저축은 아직 크게 줄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사실은 올해부터 갑자기 이들 국가에 대한 미
국의 환율 압력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5 월에 발표된 환율 보고서를 통
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도표 95. 중국의 경상수지는 다소 줄었지만

도표 96. 독일과 한국의 경상수지는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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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발표된 환율보고서는 약달러보다는

미국 재무부는 환율정책 보고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과잉저축 해소를 요구하는데 방점을

대만 등 5 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 재무부의 환

찍고 있다

율보고서는 ① 대미 무역 흑자(미국 GDP 대비 0.1%인 200 억달러), ② 전세계 대
상 경상수지 흑자(해당국 GDP 의 3% 이상), ③ 자국통화를 저평가 개입(연간
GDP 대비 2% 이상의 외환을 초과 순매수하거나 12 개월 중 8 개월 이상 순매수
한 경우)한 국가들이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게다가 향후
BHC 법안 등 더욱 강력한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처럼 강경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달러약
세를 통해 미국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과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위해서라는 것이
다. 미국 GDP 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이전보다 수출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 기업이익 부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① 에너지 섹터와 ②
해외부문의 부진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미국 기업의 매출은 오히
려 전년대비 4% 증가하고 이익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현
재 미국 경제와 기업의 부진은 해외시장 경쟁력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보고
서는 달러 약세 유도를 통해 미국기업과 경제에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도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97. 달러강세와 유가하락의 영향을 제외하면 미국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상당히 견조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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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독일은 외환순매수(환시장 개입도)는

하지만 미국이 단지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0 이다. 그럼에도 관찰대상국이 된 이유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미국은 여전히 내수 비중이 절대적인 국가이기

경상수지 흑자 때문이다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보고서의 제목은
‘환율’보고서이지만, 미국 재무부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환율’이 아니라 ‘경상(무
역)수지 흑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다시 살펴보자. ① 대미 무역흑자,
② 경상수지 흑자, ③ 외환시장 개입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보고서의 이름과는 달
리, 정작 ‘환율 조작’과 관련된 조건은 하나에 불과하며, 맨 마지막 조건으로 언급
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환율이 아닌 경상(무역)수지 흑
자와 관련된 것들이다. 미국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둘째, 이번 보고서엔 예상을 깨고 독일과 일본도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이들 국
가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것이 쇼킹한 이유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외환시장
개입’ 정도가 제로이기 때문이다. 즉, 독일과 일본은 인위적인 환율조작 때문에 ‘관
찰대상국’이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생각해보라. 독일이 독자적으로 어떻
게 유로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설사 유로화가 인위적
으로 조작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관찰대상국에는 독일이 아니라 유로존이 포
함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독일은 유로존의 QE 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국가 아
닌가? 독일과 일본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이유는 바로 경상(무역)수지 흑자 때문
이다. 독일은 유로존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규모 경상수지흑자와 대미 무역수지 흑
자를 내고 있는 국가이다.
도표 98. 일본/독일은 외환순매수(환시장 개입도)는 0 이다. 그럼에도 관찰대상국이 된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 때문이다

자료: 미국 재무부,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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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은 어떤 정책을 펴게 될까?
(1) 경상수지를 어떻게 줄일까? #1. 흑자국의 내수 확대
미국은 중국/한국 등에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과잉저축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 있을까? 경상수지를

내수소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바로

줄이는 방법과 관련하여 미국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과잉저축 해소를 위해서이다

첫 번째는 내수 부양이다. 미국은 중국과 한국 등 경상수지 국가를 향해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내수 위주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수 차례 요구했다. 중국 역시 내수소
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실제 내수소비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최근 경상수지 흑자폭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는 독일에 대해서
도 재정지출 확대와 양적완화 등을 통한 부양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
통령은 독일을 향해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독일이 더 많이 지출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지
만, 이후 2015 년 초 ECB QE 등이 통과된 것을 볼 때 어느 정도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내수를 부양하는 것은 과잉저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요구는 수출을 통
해 벌어들인 자금을 경상수지 형태로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내수소비를 확대해서
버는 만큼 소비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글로벌 불균형(과잉저축)을 해소해서 저금리
의 덫에 빠진 세계 경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노동조건 악화/신자유주의
퇴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형 제조업 국가들에게 경제적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도표 99. 중국 GDP 의 내수 소비 비중
( %)

도표 100. 수출비중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약화

GDP 대비 가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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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각 기간 동안 208개 국의 수출비중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자료: LG 경제연구원, UN, SK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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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앞서 언급한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도 내수소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의
회에 제출한 12 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 및 외환 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
서 어느 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독
일의 경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규모 경상흑자를 이유로 이들 국가들
을 새로운 환율조작 감시대상(Monitoring List)에 올려놓았다. 재무부는 특히 독일
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경상흑자를 내는 국가이며, 이 중 일부가 “독일의 내수 부
양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무부의 이런 주장은 버냉키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는 신흥국 정부가 자본
유입 속도를 줄이고 자본유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절상을 허
용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환율방어에 여념이 없다고 비난하며, 신흥국 정부는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5 년 동아금융포럼 참석차 방한한 버냉키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장
을 했다. 한국 경제는 이미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제조업 수출로만 지탱하기에는 한
계에 도달했으며, 소비 중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한국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정상궤도를 회복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어떤 환율 제도를 택하고 있을까?
2015 년 동아금융포럼에 참석한 버냉키는 우리나라 환율제도에 대해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 “유럽/일본 등은 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만, 한국/중국 등은 고정환율제도는 아니지만 ‘관리된 환율정책’을 쓰고
있다. 한국이 ‘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면 조금 달랐을 것이다. 수출은
취약해지겠지만, 이는 완화정책을 유도해 언젠가는 내수가 살아날 것이
다(한국경제).”
우리나라는 1997 년 외환시장 개방 이후로 변동환율제도를 표방해왔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리더들은 그렇게 생각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경상수지를 줄이거나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키는 것은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으로 채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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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적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내수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한국경제에도 분명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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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 것이다. 외환보유고를 쌓지 않는다면 매년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외환보유
액 역마진 손실 부담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숙명적으로 수출을 해야만 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원료)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자재를 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
을 포기하기 어렵다.
미국의 요구는 수출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잉저축을 쌓지 말라는 것이니 어
찌 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
고를 줄이라는 미국의 요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1997 년 외환위
기라는 거대한 고통의 시기를 겪었다. 위험 대비를 위한 저축이 충분치 않을 때 어
떤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외환건전성을 중요
한 거시지표로 삼고 있으며, 외환건전성에는 대외 채권이나 단기외채 비율뿐만 아
니라 환율변동성, GDP 대비 경상수지 등도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외환보유액도 대외지급능력을 체크하는 지표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이런 상황은 20 년 전(1997 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2013 년 테이퍼링 소
동 당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않고 경상수지가 적자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목격했다. 이들 국가들은 자금유출을 붙들기 위해 경제 침
체에도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을 쓸 수 밖에 없었다. 1997 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비슷한 것이다.
도표 101. 외환건전성 지도: 경상수지는 중요 지표

도표 102. 외환보유고 감소는 국민정서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자료: 한국은행, SK증권

자료: 한국은행,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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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상수지를 어떻게 줄일까? #2. 외환시장 개입 금지
올해 초 G20 회의 이후

만약 과잉저축 국가들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

상하이합의(제2 플라자합의) 루머가

까? 올해 초 ‘제 2 의 플라자합의’ 혹은 ‘상하이 비밀 합의’에 관한 루머가 나온 적

시장에 떠돌았다

이 있었다. 2 월 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미국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중앙은행들간의 비밀 합의가 있었다는
루머이다. 핌코의 요아킴 펠스는 상하이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며, 개입이 아니라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달러가치를 안정화 하기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것이 단지 루머였을 뿐이라도 그 영향을 무시하기는 힘들다. 2 월 말 상하이
G20 회의 이후 달러는 약세 전환했고, 위험자산인 원자재와 증시는 랠리를 시작했
다. 유가는 배럴당 $20 대를 위협받고 있었으나, 이후 배럴당 $50 까지 급등했다.
뿐만 아니라 1,800pt 를 위협받고 있던 코스피 역시 단숨에 2,000pt 까지 급등했다.
게다가 5 월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BHC 법 통과 등도 눈 여겨 볼만 한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부장관은 최근 미국기업연구소 주최 간담회에서 ‘중국이 과거
의 환율정책과 수출주도의 성장구조를 고집한다면 미국과 중국간의 새로운 긴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6 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략회의 직후
에 나온 발언이라 더 의미가 있었다.
도표 103. G20 이후 외환시장 안정으로 주가 반등

도표 104. G20 이후 달러 약세로 유가 반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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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SK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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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글로벌 불균형 환경과 1980 년대

특히 브렉시트 이후 다시 환율전쟁이 불붙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BOE 는

중반과는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추가 부양책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시장은 ECB 도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이 있는

있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BOJ 역시 엔화 강세전환에 따른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 부양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게다가 한동안 뜸했던 중국 위안화(CNH)까지
연초 이후 최저인 달러당 6.69 위안까지 약세 전환했고,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
가들도 금리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환율시장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일부에서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985 년과 같은 플라자합의가 필요
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85 년 플라자합의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면, 이
런 주장이 좀 더 솔깃할 것이다.
1971 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는데, 이로써 브레튼우즈 체제
가 종결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됐다. 그런데 1970 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인플
레이션이 급등하자 당시 볼커 연준의장은 고강도 긴축정책을 통해 인플레를 잠재
웠다. 하지만 그 결과 달러가 급등하게 되었다. 여기에 레이건 대통령의 ‘강한 미
국’ 정책은 달러강세와 수입증가를 불러오며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했다. 또한 베트
남전쟁으로 일본의 제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2 차 대전 이후 생산시설을 복구한
독일이 본격적인 수출 확대에 나서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욱 심각해졌다.
게다가 미국은 1960~1975 년까지 장기간 펼쳐진 베트남전쟁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도 패전하면서, 엄청난 재정적자가 쌓여있는 상태였다. 당시 재정적자와 무역
적자의 ‘쌍둥이적자’는 미국 사회에 공포의 대상이었다. 지금이야 미국 달러의 기
축통화 지위가 견고하기 때문에 연준이 윤전기를 돌리는 것으로 쌍둥이적자를 해
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쌍둥이적자는 미국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여겨졌다.
도표 105.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추이

도표 106. 미국의 재정적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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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는 베트남 전쟁 패전 이후

쌍둥이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우선 선택한 것은 보호무역이었다. 하지

80 년대 들어 재정적자+무역적자라는

만 1985 년 상하원은 대미(對美) 흑자국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한

쌍둥이 적자의 두려움에 휩싸였다

상태였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던 당시 미국 행정부는 보호무역을 취하는 대신 달
러 가치를 하락시켜 무역적자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1985 년 9 월 22 일 G5(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는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서
플라자합의에 서명했다. G5 는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글로
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공조할 것을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달러 가치를 얼마나 조정할지 써있지 않았지만, 일주일 전인 9 월 15
일 런던회담에서 비밀리에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 달러를 10~12% 하락시키고, 6 주간 180 억달러(미국/일본 30%, 독일
25%, 프랑스 10%, 영국 5%)의 개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미국/프랑스
/영국은 재정적자 축소와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독일/일본은 내수확대를 추진한다
고 합의했다. 합의 다음날인 9 월 23 일 독일 중앙은행의 개입부터 시작되었으며,
10 월말까지 총 100 억달러의 시장개입이 이뤄졌다.
1985 년 11 월 이후엔 시장개입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유가 하락으로 Fed 가 빠르
게 금리를 인하하자 미국 달러화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기에 시장의 쏠림현
상도 나타나며 엔화는 강세를, 달러는 약세를 이어갔다. 1987 년 3 월 루브르 합의
를 통해 환율정책만으로는 글로벌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미
국은 재정적자 축소정책을, 일본과 독일은 내수확대정책(감세/공공투자)을 발표했
다. 바로 미국은 저축하고 독일/일본은 투자(소비)하는 정책이다. 그 결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987 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도표 107. 1985 년 미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도표 108. 1985 년 마르크와 엔화의 환율 움직임
달러/엔(좌)

1985년 미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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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Census Bureau, SK증권

92

아프리카
5.7%

달러/마르크(우)

290

4.0

260

3.5

230

3.0

200

2.5

170

2.0

140
1984
자료: Bloomberg, SK 증권

1985

1986

1.5
1987

Equity Strategy

제2 플라자합의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상황은 1985 년 플라자합의 당시와 비슷한 점이 많다. 쌍둥이적자의 규모가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나,

너무 커지면서 미국 내에서 의회와 정부가 부채한도협상을 두고 갈등을 나타냈다.

정치/외교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크지

또한 경상수지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을 압박하고 있다.

않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대규모 경상흑자를 내는 국가들에게 취약한 내수 확대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그리고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미국 내 주요 논
쟁거리로 떠올랐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힐러리와 트럼프 모두 무역협정 때문
에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TPP 등의 무역협정을 재검
토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몇몇 국가들이 수출 증진을 위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며 비난하며 이에 대한 시정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미국 대선을 전후로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정치적인 상황도 유사하다. 플라자합의 당시 일본과 독일은 전쟁의 상처
를 딛고 일어나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
으로 미국과 함께 G2 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여러 국제 이슈에서 사사건건 부딪
치고 있다.
물론 1985 년과 다른 점도 많이 있다. 당시는 G5 간의 합의로 충분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이해관계가 복잡한 다자간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쉽게 합의에 서명할지도 의문점이다. 또한 참여자가 많다 보니 협약이 이뤄진다고
해도 약속이 잘 지켜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처럼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는
1985 년 플라자합의와 같은 글로벌 공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하지만
앞서 버냉키의 주장과 1985 년과의 경제상황 유사성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
한다면 상당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도표 109. 2015 년 미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
(billion of $)
0

도표 110. 중국과 미국의 GDP (IMF 의 미래 전망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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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플라자합의가 이뤄진다면?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가 초강세를

가능성은 작지만, 만약 제 2 의 플라자합의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투자자들

보이자, 일본에서는 수출감소로 경기가

은 어떻게 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

둔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다

나고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 조작국 지정과 BHC 법 발동을 선언한다면,
그래서 원화가 1985 년 엔화처럼 강세 전환한다면, 어떻게 투자 대응해야 할까? 물
론 자세한 사항들을 봐야 할 수 있지만, 투자자입장에서는 그렇게 두려워만 할 필
요는 없을 듯 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다.
첫 번째, 플라자합의 직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보자. 일본은 엔화가 강세전환하자
일본 수출 경제는 크게 흔들렸다. 당시 니혼게이자이신문(일본경제신문)에 실린 내
용을 인용한 매일경제신문을 참고해보자. 플라자합의 이듬해인 1986 년 자동차/전
자/기계 등 주력산업이 수출 급감현상을 겪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이다. 실제로 일본 수출금액은 1960 년대 이후 처음으로 2 년 연속 마
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도표 111.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자, 일본에서는 수출감소 우려가 커졌다

자료: 매일경제신문,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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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는 달리 일본경제는 급성장을

그런데 일본 경제를 걱정하던 기사들은 불과 1~2 년만에 모두 자취를 감춘다. 그

보이는데, 엔고를 노린 글로벌 유동성

리고 180 도 논조가 바뀌어 일본이 어떻게 엔고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국가가 되

유입으로 자산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었는지를 찬양하는 기사 일색으로 변하게 된다. 1 년 전만해도 전문가들은 1987 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엔고의 영향으로 2%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987 년 3 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8%을 넘었다.
당시 매일경제는 비즈니스위크의 기사를 소개하는데, 일본경제가 엔고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탄탄해지는 제 2 의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그 비결은 노사간의 협
력과 제조업 공정의 자동화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이라고 분석했다. 수출은 여전
히 감소세였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했을까?
사실 일본이 자동화나 노사협의 등으로 엔고를 극복했다는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맞는 얘기가 아니다. 당시 일본이 엔고를 극복한 것처럼 보인 이유는 자산버블 때
문이다. 신자유주의 환경 하에서 엔화 강세를 노린 글로벌 자금들이 일본으로 급격
히 유입되었고, 이것은 일본의 주식/주택 등 자산가격 급등을 이끌었다. 당시 일본
증시는 불과 3 년 만에 3 배나 급등했으며, 주택가격 역시 5 년간 2.5 배나 상승했
다. 물론 이것은 버블이었으며, 이 거대한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20 년
을 맞았다.

도표 112. 불과 2 년만에 일본은 어떻게 엔고를 극복했을까?

도표 113. 비밀은 자산가격에 있다
도쿄 토지가격

일본 3대 도시 토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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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매일경제신문,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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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화 강세가 한국증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도 원화가 강세로 가면 1985 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자산가격이 강세로 전환할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과거 분석자료에서 제시했던 차트인데, 참고해보자. 결론만 말하자면 ① 원화가 달러대비 강세일
때는 자금이 유입되며 PER 이 상승하고, ② 원화가 엔화대비 강세일 때는 수출경쟁력이 살아나며 EPS 가 상승
한다. 그런데 대세 상승장을 결정하는 것은 EPS 가 아니라 PER 이다. 따라서 원화가 달러대비 강세일 때 대세
상승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난다. 한국증시에 대세 상승장은 단 두 차례 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첫번째는 1980 년대
후반 처음 1,000pt 에 도달했을 때이고, 두번째는 2000 년대 2,000pt 에 도달했을 때이다. 그런데 두 번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원화가 달러대비 강세였다는 것이다.
KO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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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희박하지만, 원화 강세(달러

이런 논리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지금도 1985

약세)라는 합의가 나오게 된다면, 한국

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산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 글로벌 자산에서 수익률이 견조했던 대표적인 자산이 선진국 증시와 부동
산을 중심으로 한 대체투자였다. 금융위기 이후 이들 자산은 뛰어난 수익률을 거뒀
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해외 자산에도 딜레마가 생겼다. 지금도 선진국 자산들
이 좋아보이긴 하지만,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흥국 자산을 매입해서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글로벌 자산배분에도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진 것이 최근
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어느 나라 통화가 향후 강세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고 가정해보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3 년 동안 20% 강세를 간다는 협정에 사인
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이 말인즉슨, 그 나라 예금에만 자금을 넣어놔도 3 년 동안
20%+α(예금금리)의 높은 수익을 취할 수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거대
자금은 어떻게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 당연히 그 나라 자산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
것은 해당 국가의 자산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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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저호황, 트로이카주 랠리의 추억
만약 원화강세를 동반한 상승장이 펼쳐진다면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일까? 1985
년 플라자합의 당시 증시 환경을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플라자합의로 우리
나라는 3 저호황이 시작되었다. 3 저호황이란, 저유가(저물가), 저금리, 저환율(원달
러 하락)을 뜻한다. 저유가, 저금리는 지금과도 매우 비슷하다. 다만 한가지 다른
것이 바로 세가지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저환율이다. 1985 년 당시엔 흔히 원달러가
하락하는 것을 환율이 내려갔다(낮아졌다)고 표현했는데, 즉 원화 강세를 뜻한다.
게다가 당시엔 원화가 달러대비로는 강세였지만, 엔화 대비로는 약세를 보였기 때
문에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3 저 호황 당시
수출 증가율은 매년 20~30%의 급성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당시 대장주는 무엇이었을까? 수출이 좋았다면 수출주가 대장주였을 것
같지만, 당시 대장주는 수출주보다 훨씬 상승률이 높았던 ‘트로이카주’였다. 트로이
카주는 증권, 건설, 은행를 뜻하는데, 한마디로 내수주라고 할 수 있다. 원화 강세
에 힘입어 국내에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
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증권, 건설, 은행 등의 내수주가 강세를 보였다.
따라서 원화가 플라자합의 당시에 버금갈 정도의 강세를 보일 수 있다면 내수주를
사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한다.
도표 114. 3 저호황 당시 수출 증가율 (연간 한국 수출)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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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SK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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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15. 3 저호황 당시 트로이카 주식의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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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든다. 설사 제 2 의 플라자합의가 이뤄져 원화가 강세 전환한
다고 해도 정말 건설/은행/증권이 호황을 맞을 수 있을까? 특히 건설주는 해외수
주 관련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와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렇지가 않다. 3 저호황 당시 건설주 상황은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다.
1970 년대 말, 고유가로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 건설 붐을 맞게 된다. 흥미롭게도
당시 한국 건설사가 중동에서 수주한 물량의 대부분이 플랜트였다. 그런데 1980 년,
오일쇼크가 끝나면서 유가는 60%나 급락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1986 년 미국/
북해유전의 공급 증가로 유가는 또 다시 60% 급락한다. 지금과 비슷한 산유국의
과잉저축 강제 청산이 나타나면서, 한국 건설사는 저가 수주 문제에 수주취소, 그
리고 대금지급 불이행까지 겪게 된다. 당시 수많은 건설사들이 중동 수주건의 문제
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구조조정을 겪는다. 이른바 1980 년대 건설주 파동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 주가가 오히려 5~10 배씩 급등했
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바로 원화 강세 때문이다. 원화 강세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이 급등하자 집
을 구입하지 못한 서민들의 원성과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난이 거세졌다. 1988 년
12 월 결국 정부는 200 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5 대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
촌/중동) 건설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건설주뿐만 아니라 시멘트 등 건자재 주가도
폭등했다. 당시 시멘트 만들 모래가 부족해 바닷가 모래까지 썼기 때문에 비가 오
면 신도시 아파트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괴담도 유행했던 것이 기억날 것이다. 지금
이라고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신
도시 개발이든, 주택공급을 늘리라는 요구를 좌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표 116. 1980 년대 유가추이 vs. 2014 년 유가 추이

도표 117. 경남기업/남광토건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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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Ⅳ. 결론: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한 전략
1. 재투자 리스크와 적정 밸류에이션 논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저금리 상황은 구조적인 것이다. 그것이 과소투자
/과잉투자로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지만, 현재 자본주의의 저금리 상황이 단기간
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따라서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완전고용 수
준의 달성에도 인플레이션이 발견되지 않으며, 연준은 금리인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최근엔 주요 선진국 장기국채 금리까지도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지난 12 월 미국 연준이 힘겹게 금리를 인상한 것이 무색하게도
국채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다. 피델리티는 이처럼 저금리가 장기화되
는 환경 속에서 몇 가지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저금리 환경하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재투자 리스크이다. 이는 만기가 되어
상환되는 자금을 더 낮은 금리의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리스크이다. 과거엔 장기채
를 중심으로 금리 5% 이상의 상품을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현재는 그 절
반의 금리도 찾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재투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거
나 물가에 연동되어 오히려 올라가는 등, 수익률을 명목 기준으로 재설정 할 수 있
는 자산군에 관심이 집중 될 것이다. 부동산에서 오는 임대수익이나, 주식시장의
배당수익이 대표적이다. 이것이 부동산 자산 중심의 대체투자와 증시에서 배당주
가 각광을 받고 있는 논리적인 원인이다. 저금리 환경하에서 향후에도 이들 자산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투자성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도표 118. 유로존 기준금리(마이너스)

도표 119. 미국의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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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금리 상황 하에서는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
다. 너무나 많은 자본이 너무나 적은 수익을 쫓는 세상에서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
로 앞당겨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자산들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점차적으
로 높아질 것이며, 이런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또 자산 가격이 버블을
형성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역사적인 비교나 ‘정
상적인’ 밸류에이션 등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 봤던 미국 증시와 실질주택가격을 참고해보자. 일각에서는 미국증시의
PER 이 너무 높다고 하지만, 새로운 환경하에서 PER 17 배가 비싼 것인지는 의문
이 남는다. 여전히 미국 연기금이나 개인들의 주식자산 비중은 역대 최저수준이며,
BoA 메릴린치가 조사하는 펀드매니저의 현금보유 비중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높은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아직 투자자산의 대부분이 쏠려있는
곳은 채권시장이다. 한국증시도 마찬가지이다. 수년째 수출은 감소하고 기업이익
성장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주가와 밸류에이션이 이처럼 견조했던 적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아직 글로벌 주식시장에 버블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통화
가치가 강해지는 국가 증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상승여력이 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종을 받을 때마다 주식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도표 120. 미국 증시 PER

도표 121. 미국 실질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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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벨전략: 테크놀로지 주식 + 내수소비
앞서 우리는 서머스의 ‘장기침체가설(secular stagnation)’과 버냉키의 ‘과잉저축가
설(savings glut)에 대해 알아봤다. 그런데 이 중 누가 맞는 의견일까? 사실 최근에
와서는 어느 하나가 맞고 다른 하나는 틀렸다는 논리보다, 양쪽이 서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과잉저축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정책도 써야한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그는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저축에 몰두하고 투자를 외면한 것이 경제 성장 부진을 초래하고 세계 금융시스템
의 불안정과 지금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저축과 세계 경제 약세
흐름이 '뉴노멀'이 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마이클 보스킨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도 최근 중국의 위안화 사태의 원인
을 가계 저축과 정부 투자에만 치중한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미흡한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저금리와 자본주의의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재정
정책과 과잉저축 해소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주식시
장의 업종전략도 신성장산업(테크주)와 내수소비 관련주를 동시에 가져가는 바벨
전략을 쓰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투자할 필요는 없다. 왜
냐하면 두 가지 처방 모두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
한 것은 어떤 정책이 언제 나오느냐이며, 어느 정도 강도로 추진되는지, 각국의 공
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이 나온 이후에
투자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다만 경제학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
는지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제학적 논쟁을 알고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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