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6(금 )

동 향 분 석

뉴욕사무소

미국의 경기침체 리스크 요인 점검
Ⅰ. 논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2009.6월부터 시작된 최근의 경기
확장이 사상 최장인 125개월간 이어지면서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
한 관심이 지속
* 경기침체는 경제활동이 경제 전반에 걸쳐,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현저히 하강하는
것으로 정의(NBER)
“ a significant decline in economic activity spread across the economy, lasting more than a few months,
normally visible in real GDP, real income, employment. industrial production and wholesale-retail sales.”

◾ 종전의 경기확장 최장기간은 120개월(1991.3월~2001.3월)이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평균은 58개월
미 경제성장률

주 : 1) 음영 부분은 경기침체기(이하 동일)
자료 : BEA, NBER, FRED

□

경기확장 지속기간

자료 : NBER

그간 미국의 경기침체를 촉발한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응한
통화 긴축, 유가 앙등, 금융불균형(또는 버블 붕괴)이 거론되고 있는데, 금번
경기순환기에는 양상이 상이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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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인플레이션 또는 유가 급등으로 경기침체가 초
래될 가능성이 크게 약화
◾ 인플레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amazon effect), 신흥국의 저가 제품 수입 확대 등으로 상승 압력이 축소
◾ 유가의 경우 셰일오일 시추 기술 발전에 힘입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5년 이후 낮은 수준에서 등락
미 경기침체 발생 요인(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

유가

통화

금융

재정

1948.11
1953. 7
1957. 8
1960. 4
1969.12
1973.11
1980. 1
1981. 7
1990. 7
2001. 3
2007.12
자료 : Goldman Sachs

미 기대 인플레이션

자료 : BEA, U of Michigan, FRED

⇒

미 원유 생산 및 가격

자료 : FRED

최근 연준과 시장에서는 경기 및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무역분쟁,
정치적 불확실성, 기업부채 문제(금융불균형)를 많이 거론하고 있어 이들
요인에 의한 경기침체 가능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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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의 경기침체 리스크 요인 점검
(1) 무역분쟁

□ (리스크) 미‧중 무역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양국간 관
세부과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관세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 무역분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경제전반에 확산될 가능성
◾ 2019.10.10~11일 개최된 고위급 무역회담 직후 미국이 예고했던 대중 수입품

→

관세율 인상(2,500억달러, 25%
30%)을 유예하고 양국 주요 인사들이 협상
진전에 대해 긍정적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협상 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왔
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상존

ㅇ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행 강제 장치(enforcement mechanism)가
보장되지 않는 한 협상에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BNP)
ㅇ 2018년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조치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데다 2019년
들어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간 회담 직전 생각을 바꾼 사례가 있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UBS)

□ (시장 전망) 미 중이 상대적으로 협상이 용이한 쟁점※을 절충하는 선에
·

서 1단계 합의를 도출하여 추가 관세 부과*가 유보 또는 취소되고, 이후
상당기간 휴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의 중론

※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

► ① 중국의 미 농산물 대량 구매, ② 환율제도 투명성 제고, ③ 금융시장 개방,
④

강제 기술이전 금지,

⑤

지적재산권 보호,

⑥

합의이행 강제 방안(이상

미국 요구), 관세 철회(중국 요구)
► ① ~ ③은 협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④ ~ ⑥은 양국간 견해차가 큰 것

으로 알려짐
* 2,500억달러 관세율 인상(25%

→ 30%, 10.11일 기유보, 뒷 페이지 그림의 A),

1,600억달러 관세 부과 예정(15%, 12.15일 예정, 뒷 페이지 그림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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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중 무역분쟁이 재차 심화될 경우 미국은 금융시장 불안, 경제주체
심리 위축 등으로, 중국은 수출 부진 심화 등으로 경기둔화세가 가속
화될 수 있어 협상 합의 유인이 큼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현황

미‧중 무역협상 쟁점사항

⇒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가 유보 또는 취소되는 등 무
역갈등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금융상황 개선, 투자심리 부진 완화* 등
으로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줄어들 전망
* 미국의 경우 무역분쟁은 경제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수출입보다는 금융, 심리
경로를 통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Goldman Sachs)
무역분쟁이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 : Goldman Sachs

무역분쟁이 미 금융상황에 미친 영향

주 : 1) FCI(금융상황지수)는 금리, 주가, 환율 등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100 이하면 완화적
2) 회색 부분이 무역분쟁의 영향
자료 : Goldman Sachs

ㅇ 일부 투자은행의 경우 2020.3월까지 미국의 관세부과가 대중 수입품 전
체로 확대되고 관세율도 인상되는 극단적 시나리오下에서 2020년 2/4
분기 성장률이 일시 0%까지 둔화되었다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UBS)
◾ Morgan Stanley는 금융상황의 현저한 위축까지 더해지는 시나리오下에서
2/4분기경부터 경제성장세가 소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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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선거

□

(리스크) 2020.11.3일 대통령 및 의회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양당간 경

제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 선거기간 전후로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될 우려
ㅇ Trump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연임에 성공했던 Bill Clinton, George
W. Bush, Barack Obama보다는 낮으나 실패했던 George H. W. Bush,
Jimmy Carter보다는 높은 수준

ㅇ 또한,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뚜렷한 선두 후보가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Trump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들간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도 작은 편이
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
연임 성공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지지율

자료 : FiveThirtyEight.com. BOA

자료 : Real Clear Politics, Wells Fargo

ㅇ 민주당 후보들은 법인세 인상, 부유층 증세, 공적의료 보험 확대 등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감세 등 친성장·친기업 정책기조와 상이한 공약
을 제시(Biden, Warren 후보 기준)

□ (시장 전망) 대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의회 선거에서 시장의 중론대로 양당 분점 구도가 유지될 경우 입법 수준
에서의 대규모 경제정책 변경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

ㅇ 의회 선거에서는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각각 다수 의석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
◾ 하원은 전체 의석을 대상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
주당이 앞서고 있는 점, 그간의 하원 선거에서 정당별 의석수 변동폭(종전 대비)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 유지 전망이 많음
► 현재 정당별 하원 의석수(435) : 민주당 234, 공화당 197, 무소속 1, 공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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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의 경우 전체 선거대상 35석중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이 각각 23석, 12석으로
공화당에 불리하지만, 미국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 민주당이 현재보다 4석 이상(대
선 승리시 3석*)을 늘려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다소 우세
*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인데 기인

► 현재 정당별 상원 의석수(100) : 공화당 53, 민주당 47

ㅇ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향후 경제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
부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 시장에서는 그간 미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이 유리하였으며, 선거에 인접한 시기의
경기 상황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시장의 의회 구도 전망1)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과 주가

(%)

상원: 공화, 하원: 민주
상원: 민주, 하원: 민주

상원: 공화, 하원: 공화

기타

상원: 민주, 하원: 공화

주 : 1) Betting Market에 반영된 확률
자료 : IES, Deutsche Bank

자료 : UBS

ㅇ 한편, 세제, 규제, 의료보험 등의 중요 정책 변경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무역정책은 의회의 권한이 상당 부분 행정부에 위임됨에
따라 대통령이 관세 조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나,
민주당 후보들도 현 정부의 대중 무역 강경책에 대해서만큼은 긍정적
인 편이어서 미· 중간 무역갈등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단기간내 해소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 선거 기간을 전후로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투
자심리 위축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경기하강을 유발하기보다는 2020년 하반
기중 경기확장의 속도를 제약하는 정도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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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부채

□ (리스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상당폭 진전된 가계부채와
달리 기업부채는 빠르게 확대*되면서 부실화 우려가 증대
* GDP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의 고점을 상회

ㅇ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경기확장 등으로 설비·R&D투자, 자사주
매입, 배당금 지급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한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가 커
진 데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저금리에 따른 고수익 추구 성향 강화 등
으로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높아진 데 기인
ㅇ 특히,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고위험 채권(하이일드 채권)*과 대출
(레버리지 론)**이 크게 증가
* 하이일드 채권 : 저신용등급(BBB 미만) 기업이 발행한 채권
** 레버리지 론 : 부채가 많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특수 목적을 위해 받은 대출

◾ 금융위기 직후부터 2014년까지 하이일드 채권이 빠르게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에는 레버리지 론이 하이일드 채권보다 크게 증가
GDP대비 기업 및 가계부채 배율

자료 : FRB 금융안정보고서

고위험 기업부채

자료 : BIS, S&P LCD, LeveragedLoan.com

□ (리스크 평가) 고위험 부채규모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연준의 완화적 통

화정책 기조, 양호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기업부채가 단기간내에
대규모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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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고신용뿐만 아니라 저신용 기업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비용 배율과
부도율이 저금리 기조 지속, 소비 등 내수 경기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
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리 및 내수경기 여건이 당
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기업 영업이익1)대비 이자비용 배율

레버리지론 부도율

주: 1) 이자, 감가상각 및 세금 전 영업이익 기준
2) S&P 기준 장단기 채권의 등급이 투기등급 또는 미평가 기업 기준
자료: FRB

자료 : S&P Global, LCD, FRB 금융안정보고서

ㅇ 다만, 대출 및 채권의 질(Quality)이 악화되면서 잠재적 경기충격 등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ies)은 커진 것으로 평가
◾ 대출 : 레버리지론 이용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집중
◾ 채권 : 영업전망 악화시 투기등급으로 전환될 수 있는 BBB 등급이 크게 증가
레버리지론 이용기업 분포(수익대비 부채배율별)

자료: S&P, Leveraged Commentary & Data, FRB 금융안정보고서

⇒

기업 채권 발행규모(투자등급별)

자료: Dallas Fed

기업부채가 부실화되어 경기침체를 촉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다른
요인에 의해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침체의 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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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가계부채 및 정부부채 현황

□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진전되면서 소득대비 부채비

율이 상당폭 낮아지고 전체 대출에서 고신용(Prime) 차주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부채 규모와 질(quality) 모두 호전

ㅇ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의 2/3 정도)은 연체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대출액이 주택가
격을 상회(Negative Equity)하는 대출의 비중도 하락세
ㅇ 다만, 신용대출(가계대출의 1/3 정도)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오토 론이 비교적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연체율도 높은 상황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잔액

Negative Equity 주담대 비중 추정치

자료 : Fed NY, BLS, FRB 금융안정보고서

자료: Core Logic, Zillow, FRB 금융안정보고서

가계대출 종류별 연체율 1)

주 : 1) 90일 이상 연체 기준
자료 : Fed New York

□ 정부부채는 대규모 재정적자 누증으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2018년중 GDP대비
비율이 과거 50년간 평균(41%)의 두 배 수준인 78%까지 상승

ㅇ 향후에도 감세로 수입 증가세가 제약되는 반면 사회보장성 지출과 이자 지급을 중심으
로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 GDP보다 높은 정부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의회 예산처)
재정수지(GDP대비) 추이 및 전망

⇒

자료 : CBO

정부부채1)(GDP대비) 추이 및 전망

주 : 1) Federal Debt held by the Public 기준

가계부채는 일부 신용대출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채 규모
및 질(quality)은 아직 감내할만한 수준이며, 정부부채의 경우 최근의 부채
증가 속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겠으나 단기 시계에서
경제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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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 평가

□ 미국의 경기침체 리스크 요인을 살펴본 결과 내년중 미국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미· 중 무역분쟁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양국의
경제 여건, 무역협상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 크게 악화되
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ㅇ 2020년 예정된 대통령 및 의회 선거는 정책 불확실성을 높여 경기확장
속도를 제약하는 정도로 작용할 전망
ㅇ 기업부채의 경우 저금리 기조 및 양호한 소비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규모 부실화될 위험은 제한적인 상황

□

한편, 확률은 매우 낮겠으나 무역분쟁 확대로 금융상황의 현저한 위축
등 대규모 충격(Shocks)이 발생하고, 동 충격이 부채 누증으로 취약
(Vulnerabilities)해진 기업부문 등으로 파급될 가능성은 경기침체를 유발

할 수 있는 tail risk 로 평가됨

<참고2>

투자은행들의 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최근 견해

□ 금년 3/4분기경 무역분쟁 심화, 제조업 부문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졌으나 10월 이후 고용지표가 예상을 상당폭 상회하면서 불안심리가 진
정되었으며, 현재 대다수 투자은행들은 2020년중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ㅇ Goldman Sachs와 Morgan Stanley의 경기침체 확률 모형에 의하면 향후 1년
이내 경기침체가 발생할 확률은 20% 내외 정도로 추정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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