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2019년 경제전망

1. 세계경제

■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018년과 같은 3.9%로 전망함1)

〇 미국 경제는 고용여건 개선과 소매판매 증가, 일본 경제는 민간소비 증가, 수출

수요2)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〇 중국 경제는 기업 및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로 인한 금융규제 강화와 수출수요 

감소로 전망치가 하락하였고, 유로 경제는 성장둔화 추세가 전망됨

■ 미국은 경기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으로 기준금리를 2019년 말까지 4차례 더 인상

할 것으로 전망됨

〇 미국의 금리인상은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한 일부 국가의 금융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세계경제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음

〇 미국의 실업률 개선과 소매판매 증가, EU지역의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과 내수

회복, 일본의 수출 및 직접투자 증가와 고용개선으로 소비의 완만한 증가는 기

회요인임

〇 중국의 금융규제 강화와 수출수요 감소 및 무역분쟁 확산과 신흥국 금융 불안

은 위험요인임

1) IMF(2018. 7),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 수출 품목에 대해 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 수요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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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세계경제와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세계경제 3.2 3.8 3.9 3.9

EU 1.8 2.4 2.2 1.9

미국 1.5 2.3 2.9 2.7

중국 6.7 6.9 6.6 6.4

일본 1.0 1.7 1.0 0.9

자료: IMF WEO update(2018. 7)

2. 국내경제

가. 경제성장률

■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투자부진에도 민간소비, 수출 증가 등으로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〇 민간소비는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비·건설투자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

으로 보임

〇 수출은 2017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수입은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둔화, 순수출 감소 등으

로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〇 설비투자는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 규제 강화로 2019년 건설투자는 2018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

로 전망됨

〇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으로 수출증가율도 

2018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〇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금리 상승은 가계의 부채부담을 확대시키

고 이자비용을 상승시켜 투자위축 및 내수위축을 초래할 것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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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2) 연간(E)1) 연간(F)1)

실질 GDP
2.8 2.9 2.8 3.8 2.8 3.1 2.8 2.8 2.0 2.8 2.7

(1.0) (0.6) (1.4) (-0.2) (1.0) (0.6) (0.6)

  민간소비 2.5 2.1 2.4 2.6 3.4 2.6 3.5 2.8 2.6 2.9 2.6

  설비투자 -2.3 16.1 17.9 16.3 8.6 14.6 7.3 -3.0 -7.7 -0.3 1.3

  건설투자 10.7 11.3 8.5 8.0 3.8 7.6 1.8 -1.5 -8.6 -0.5 -1.8

  수출 2.1 3.7 0.3 4.4 -0.6 1.9 1.6 4.8 3.1 3.1 3.0

  수입 4.5 10.1 6.6 7.4 4.1 7.0 4.2 2.0 -1.2 2.3 1.9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속보치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내 경제성장률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건설 

및 설비투자 위축, 소비증가율 둔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하락요인으로 작용

할 전망임

〇 2019년에도 내수활성화 정책, 복지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됨

〇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 불안 가능성 등에 의해 

대외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

나. 물가상승률

■ 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족으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〇 2018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이며, 연간으로는 1.5%를 기록할 전망임

■ 2019년에도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유가상승,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

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에 비해 소폭 확대된 1.7%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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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고용여건 개선으로 인한 임금상승세 확대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〇 반면 설비투자, 건설투자 부진 등 내수부진은 물가상승률을 제한할 수 있음

<표 Ⅰ-3> 소비자물가 상승률1)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E)2) 연간(F)2)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2.1  1.9  2.3  1.5  1.9  1.3   1.5   1.5  1.7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2)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다. 금리

■ 경기부진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둔화로 2018년 국고채 3년 금리는 2.0% 내외를 유

지함

〇 2018년 국고채 금리(3년물)는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상승

세가 둔화되어 2.0% 내외일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국고채 3년 금리는 2.2%로 전망됨

〇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2019년 국고채 3년 금리는 2018년에 비해 상승할 

것이나 2019년 경제성장률이 2018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금

리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나 국내 경기

여건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〇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의 금융 불안 등은 기

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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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반면 경제성장세 둔화와 고용지표 부진, 가계부채 등은 기준금리 인상 억제 요

인임

<그림 Ⅰ-1> 기준금리 추이 <그림 Ⅰ-2> 국고채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표 Ⅰ-4> 주요 해외 투자은행 우리나라 기준금리 전망
(단위: %)

투자은행
2018 2019

3/4 4/4 1/4 2/4

BoA-ML 1.75 1.75 1.75 1.75

Barclays 1.50 1.75 1.75 2.00

Goldman Sachs 1.50 1.75 1.75 2.00

Citi 1.50 1.75 1.75 2.00

JPMorgan 1.75 1.75 2.00 2.00

UBS 1.50 1.75 1.75 2.00

주: 2018년 8월 기준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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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경제 주요 이슈

가. 부채와 내수

■ 우리나라 가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제조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2년 이후 선

진국 평균 75%를 상회하였으며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음(<그림 Ⅰ-3> 참조)

〇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부채조정을 하고 있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5년까지 하락세를 지속함

－ 2015년 이후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보다 

낮음

〇 제조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 그 격차가 줄어

들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그림 Ⅰ-4> 참조)

<그림 Ⅰ-3> 주요국 가계의 부채비율 <그림 Ⅰ-4> 주요국 제조기업의 부채비율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2018년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승하였고, 

2017년 기업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은 평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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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년에 비해 상승함

〇 2017년 이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승합

(<그림 Ⅰ-5> 참조)

〇 2017년 기업부채비율이 하락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승함(<그림 Ⅰ-6> 참조)

<그림 Ⅰ-5> GDP 대비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그림 Ⅰ-6> GDP 대비 기업부채와 

설비투자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한국은행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한국은행

나. 가계부채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 가계부채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

〇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되었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소

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0%까지 높아져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그림 Ⅰ-7> 참조)

〇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이 300%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2012년 14.3%

에서 2018년 1/4분기 23.0%로 상승함(<그림 Ⅰ-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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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7> 가계부채 관련 주요 지표 <그림 Ⅰ-8>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 2019년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부채부담 확대는 심화될 수 있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다. 중국 경제 둔화

■ 중국 기업의 부채비율과 은행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NPL‘이라 

함) 비율 상승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이 중국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〇 IMF는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가 2020년 이후 세계경기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함

－ 2017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이 상승함

(<그림 Ⅰ-9> 참조)

〇 중국 기업의 부채비율은 2017년 160%로 상승하였고 은행의 NPL 비율은 2% 수

준에 근접하고 있음(<그림 Ⅰ-10> 참조)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〇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수입수요를 위축시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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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9> 중국과 세계 경제성장률  <그림 Ⅰ-10> 중국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과 부실채권비율

자료: Bloomberg; IMF 자료: Bloomberg

라. 유가

■ 세계경기 상승세, 미국의 이란 제재, 달러가치 상승세로 유가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으며, 유가 상승세 확대는 우리나라의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〇 2018년 8월 평균 원유가격은 배럴당 73달러로 2016년 1월 20일 26.55달러에 

비해 3배 상승함

〇 원유생산량은 유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2017년 하반기부터는 원유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음(<그림 Ⅰ-11> 참조)

〇 2017년 이후 달러가치 상승으로 유가 상승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임(<그림 Ⅰ

-12> 참조)

■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2018년 유가는 배럴당 73달러, 2019년 유가는 배럴당 

74달러로 전망됨

■ 유가상승에 따라 수입증가 및 수입물가 상승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순수출이 감소

하고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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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1> 원유생산량 증감과 

유가상승률
<그림 Ⅰ-12> 달러가치와 유가상승률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자료: St. Louise 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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