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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 
 

      ㅇ 세계교역 증가세도 크게 둔화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주요국 GDP 세계경제성장률1)과  세계교역증가율2) 

 

자료: IMF WEO(2016.10월) 주: 1) 구매력평가 기준 
     2) 수출물량증가율과 수입물량증가율의 평균 
자료: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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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강화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취업자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시장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1) 

 

자료: BLS, 컨퍼런스보드 주: 1) 금리선물시장에 반영된 정책금리 인상 확률(누적기준) 
자료: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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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 경제는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시현 
 
     ㅇ 브렉시트 협상 불확실성, 영∙EU간 교역 축소, 마이너스 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소매판매 및 경기체감지수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stat 

경제성장률 전망 

전망시점 2015 2016e) 2017e) 

IMF 2016.10 

2.0 

1.7 1.5 

OECD 2016.9 1.5 1.4 

World Bank 2016.6 1.6 1.6 

Global Insight 2016.9 1.6 1.3 

51개 IB 평균 2016.9 1.6 1.3 

ECB 2016.9 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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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경제는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성장세가  
       미약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주요 내수 경제지표 

 주: 1) 연간 환산치   
     2) 주거비 등 제외    
 자료: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광공업생산, 수출 및 엔/달러환율 

 주: 1) 월말기준 
 자료: 경제산업성, 일본은행,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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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경제는 견조한 내수흐름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ㅇ 과도하게 높아진 기업부채, 과잉설비업종 구조조정 등의  
         위험요인이 잠재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제조업 PMI 및 소비자 신뢰지수 

자료: CEIC 

소매판매, 수출 및 고정자산투자 

자료: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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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 변화, 신흥국 증시 불안, 국제유가 약세,  
       Brexit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주: 1) Embi+스프레드는 미국채대비 신흥시장국 
        국채가산금리 
     2) VIX는 S&P500 지수옵션가격으로부터 산출된  
        변동성 지수 
자료: Bloomberg 

우리나라 금리, 주가, 환율변동성1) 

 주: 1) 일별 변동성을 지수가중이동평균(EWMA)  
         방식으로 산정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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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가운데 가계부채가 명목소득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1) 비율 주요국의 가계부채 비율 분포 1)2) 

 주: 1) 가계신용통계기준  
 자료: 한국은행 

 주: 1) 자금순환통계기준  
      2) 2014년말 기준, 그리스∙스위스∙폴란드의  
         경우는 2013년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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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해운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부실로 인해 은행의  
       여신건전성이 악화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주요 업종별 수익성 국내은행 기업여신의 
 부실채권비율1) 

 주: 1) 업종별은 2016년 3월말 기준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주: 1) 세전순이익/매출액 
 자료: KIS-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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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거시경제 불확실성 추이 

   □ Haddow et al. (BoE Quarterly Bulletin 2013Q2)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우리나라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표를 
      측정 

 

   ㅇ 8개 불확실성 관련 지표들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통해 주된 
      공통성분을 추출 

 국내 전망 관련 불확실성 지표 
1) Consensus Economics가 집계한 GDP 전망 서베이의 표준편차 
2) Consensus Economics가 집계한 인플레이션 전망 서베이의 표준편차 
3) BSI 조사(제조업)에서 경영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선택한 비중 

           
 금융·외환시장 관련 불확실성 지표 

4) KOSPI 200 옵션의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y)  
5) 통화옵션 1개월물의 내재변동성  
 

 대외 불확실성 지표 (Bloom의 경제정책 지수 활용, Baker, Bloom & Davis (2015)) 
6)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7) EU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8) 중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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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거시경제 불확실성 추이 

   □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상승한 
       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불확실성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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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거시경제 불확실성 추이 

   □ 미국, 유럽, 중국 등 대외변수의 기여도가 금융위기 이후 상승 

거시경제 불확실성 
기간별 불확실성 기여도 분석 

   주: 1) 분기별 금통위 의사록 내 불확실성 언급횟수 
2) 미국, 유럽, 중국의 불확실성 지표를 이용하여 
   불확실성 지수 시산 

 주: 1) 그래프 내 숫자는 미국, 유럽, 중국 등 대외변수의  
         불확실성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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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불확실성 확대의 경제적 효과 : 내수 파급경로  

    □ (심리경로) 소비 및 투자 관련 심리지수(CSI, BSI)가 
        단기적으로 모두 하락 

불확실성과 경제심리지수 BSI 불확실성과 경기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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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경로) 보다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시장참가자들로 인해 자금중개비용이 상승 

불확실성과 리스크 프리미엄1) 불확실성과 대출태도1) 

 

      ㅇ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태도로 금융중개조건이 악화 

 Ⅲ. 불확실성 확대의 경제적 효과 : 내수 파급경로  

   주: 1) 회사채 3년(AA-)-국고채(3년) 
   자료: 한국은행  

   주: 1) 국내은행 대출태도지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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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적 저축 경로) 미래에 예기치 못한 소득 및 자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적 저축 유인이 증가 
 
       o 위험기피도 계수가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 

불확실성과 저축률 위험기피도1) 

 Ⅲ. 불확실성 확대의 경제적 효과 : 내수 파급경로  

   자료: 한국은행  
   주: 1) CRRA함수를 통한 소비의 오일러방정식을  
           이용하여 시산 
        2) 점선은 95% 신뢰구간 
   자료: 배병호 등(2014)에 따라 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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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결정 지연 경로) 비용지출의 비가역성으로 인해  
        소비∙투자 등 경제행위를 지연 

설비투자 조정률1) 불확실성과 민간소비 증가율 

 Ⅲ. 불확실성 확대의 경제적 효과 : 내수 파급경로  

   주: 1) (설비투자 실적치-연초 계획치)/연초계획치x100 
   자료: 산업은행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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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불확실성 확대의 경제적 효과 : 내수 반응 

    □ 내구재 소비, 설비투자 등 비가역성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 및 투자가 감소 
 

       ㅇ 내구재 소비는 경제심리, 소득 등 경제여건 변화에 보다 
           민감   

불확실성과  품목별 소비 

   자료: 한국은행 

설비투자 변동요인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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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불확실성 확대의 경제적 효과 : 내수 반응 

    □ 금융위기 이후 소비∙투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은 
        위기 이전에 비해 확대 

불확실성에 대한 내구재소비의  
충격반응 

불확실성에 대한 설비투자의  
충격반응 

   주: 1) 불확실성, GDP, 콜금리, 내구재(설비투자)로 구성된 4변수 Recursive VAR모형의 충격반응 분석 
2) 금융위기 이전(2003.1/4~2007.4/4)과 금융위기 이후(2008.1/4~2015.4/4)로 구분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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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실성 발생 국가의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교역상대국의 
        수출이 감소 
 

      ㅇ 해외충격 발생시 내구재, 자본재와 같이 비가역성이 높은 
          재화의 충격반응이 크고 지속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계교역신장률과 해외불확실성 불확실성에 대한 수입 충격반응 
(미국의 경우) 

   자료: OECD 

 Ⅲ. 불확실성 확대의 경제적 효과 : 대외교역 반응  

   자료: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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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실성 충격은 우리나라 수출을 위축 
 

      ㅇ 특히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국 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대외불확실성과 우리나라 수출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충격반응 

   자료: 한국은행, Baker et al.(2015) 

 Ⅲ. 불확실성 확대의 경제적 효과 : 대외교역 반응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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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시 투자비용 감소 등에 따라 투자가 증가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경제행위 위축 등 신중효과(caution 
        effect)가 발생하면서 금리인하 효과가 제약 

금리인하에 대한  
민간투자 증가율 충격반응 

 Ⅲ. 불확실성 확대의 경제적 효과 : 통화정책 

금리인하에 대한  
경제성장률 충격반응 

   주: 불확실성이 큰 경우 및 작은 경우는 각각 과거분포에서 90%, 10%에 해당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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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실성 하의 경제정책 by Mark Carney(2016) 
 
      ㅇ conduct a sober, objective assessment of the outlook 
          and the risks to the uncertainty 
      ㅇ develop and communicate a plan to reduce those risks 
          and to seize new opportunities  
      ㅇ do no harm, by minimising any possible confusion  
          about the commitment to core macroeconomic policy   
          frameworks themselves  
      

 Ⅳ. 불확실성과 거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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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실성 하의 경제정책  
 
      ㅇ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확실성 전개상황에 대해  
          즉시성 높은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정확하게 평가 
 
      ㅇ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정책당국간 공조 등을 통하여 
          정책불확실성 해소 
 
      ㅇ 거시경제 건전성 제고 및 경제체질 강화 

 Ⅳ. 불확실성과 거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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