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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2(금) 현 지 정 보 워싱턴주재원

제  목 IMF의 미국 경제 현황 점검 결과 및 정책 제언*

* IMF가 미국의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사회(IMF’s
Executive Board)에 상정하기에 앞서 공개한 초안(6.14일)을 정리

Ⅰ. IMF의 미국 경제 점검 결과 및 정책 제언

1. 거시경제 전망

□ 단기적으로 강한 성장세 및 노동시장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

  o 확장적 재정정책, 민간투자 회복세, 완화적 금융여건 및 우호적 대외여

건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낮아지고 

성장률은 높은 수준 유지

     * 완전고용시 실업률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

  o 내년에도 경기확장세가 지속되면서 역대 가장 긴 확장지속기간을 기록할 전망

  o 다만 중기시계에서 여러 취약요인(a number of vulnerabilities)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IMF는 미국 연례협의(Articel Ⅳ Consultation)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 

경제 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발표(6.14일)

  o 단기적으로 강한 성장세 및 노동시장 호조세가 이어지고 임금 및 

인플레이션은 낮으나 꾸준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o 확장적 재정정책, 금융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성장률 

제고,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재정수

지 악화, 금융지주사에 대한 감독능력 약화 등의 우려를 표시

◈ 미 재무부는 단기 경제전망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세제개편·규제

완화 정책시행이 경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

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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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및 인플레이션은 낮으나 꾸준한(slow and steady)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o 금년 중반에는 core-PCE 상승률이 2%를 다소 초과할 것으로 예상

  o 수개월 내 노동시장 slack이 사라지면서 임금이 완만한 속도로 상승하

고, 노동시장 참가율도 당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자료: BEA, BLS, Haver Analytics, and IMF staff estimates

2. 재정 및 세제 정책

□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장률 제고 및 실업률 하락

에 기여할 전망

  o 2020년까지 총생산은 1.5%(누적기준) 증가하고 실업률은 3.5%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o 자본재 증가 등으로 잠재GDP는 2020년까지 0.3%(누적기준) 증가하고 잠

재성장률은 2021년에 장기추세치(1.75%)로 회귀할 전망

□ 다만 최근의 재정 및 세제정책은 미 정부부채를 크게 증가시키고 미국 

및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평가

  o 동 정책을 1960년대 Johnson 행정부 이후 보기 드문 경기순응적 정책

으로 평가하면서

2019년 재정적자가 3년전의 2배에 가까운 GDP의 4.5%를 초과하고 

2024년말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90%를 초과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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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추세별 재정정책 stance 미국 GDP대비 정부부채 추이

     자료: IMF staff calculation

  o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상승 압력을 크게 높여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

게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자산시장 및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대

규모 부채를 보유한 기업과 가계의 금융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

  o 신흥국의 갑작스런 자금유출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

  o 미국 정부는 2020년부터 재정건전성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향후 긴축적 통화정책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o 미국내 수요확대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 등 글로벌 불

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

□ 정부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긴요하나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하므로 재정적자 감축 등을 통해 정부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 

  o GDP대비 정부부채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반정부의 GDP대비 재정

흑자비율이 약 1.25%까지 상승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조금 수혜 가능 소득수준 및 은퇴연령 상향 조정 등 사회

보장제도 개선, 의료수혜자 부담 확대 및 의료비 체계 개편 등 의료비 

부담 감축, 탄소세 ․연방소비세 도입 등 세수확대 등의 정책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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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흑자 시나리오시 GDP대비 정부부채 추이

       자료: IMF Staff Estimates

□ 세제체계 간소화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세제개편(Tax Cuts and Jobs Act)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 개편으로 한계세율 인하, 민간투자 촉진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세수감소 등에 의한 재정부담 증가, 다수의 일몰조항 등에 의한 불확실

성 확대 등의 부정적 측면도 언급

  o 세제개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

    ― (법인세) 자본투자에 대한 영구적 비용처리 적용,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적용 제외 등

    ― (개인소득세) 부유층에 집중되는 감세효과의 개선방안 강구

    ― (자영업자 과세) 개인소득세보다 큰 감세효과를 받게 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기준 및 적용 명확화

  o 글로벌기업의 미국내 투자 및 해외수익의 미국 환류 촉진 등을 위해 

도입한 조항들이 경제적 왜곡을 야기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

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

    ― 동 세제개편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 영향은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국가마다 다른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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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정책

□ 미연준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등을 감안하여 정책금리를 당초 계획보

다 빠른 속도(at a faster pace)로 인상할 필요

  o 정책금리를 일정기간 장기중립금리(long-run neutral rate) 수준을 상회할 정

도로 올리면서도,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수준을 일시적으로 다소 상회하

는 상황을 용인(accept some modest, temporary overshooting)해야 할 것임

정책금리

     자료: Federal Reserve, IMF staff estimates

  o 양적완화정책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유자산규모 축소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경제지표 근거 원칙 준수(adherence to the principles of 

data dependence) 및 투명한 정보 공개(clear communication)는 매우 중요

  o 모든 정례 FOMC 이후의 기자회견 개최 및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과 위

험요인 점검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통화정책보고서의 분기별 발행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제고와 금리 상승은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해외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o 다만 미국 및 해외의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기업, 가계 등

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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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정책

□ 미국 정부가 취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관세부과, 수입제한 조치 등의 무

역정책은 개방, 공정 및 규칙 근거(open, fair and rule-based)로 표방되는 현대 

무역시스템을 훼손시킬 수 있고 상대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o 상대국의 대응 등으로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과 상대국 모두

의 투자심리 위축 가능

  o 국가별로 안보(national security)를 배경으로 수입 제한이 추진되면 규칙에 

근거해 왔던 글로벌 무역시스템을 훼손시킬 수 있음

  o 국가간 공급사슬(supply chain) 훼손은 일부 국가는 물론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음

  o 미국의 무역정책은 국제자금흐름,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에 취약한 일부 

신흥국 등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과 상대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는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보다

는 상호간의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다루어져야 할 것임

  o 무역불균형이 거시경제적, 구조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상호

간의 무역 적자 혹은 흑자 규모가 목표로 설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서로간의 합의에 따른 합리적 규칙 설정이 중요

     ― 무역불균형에서 어려움을 겪는 미국 노동자 등에게는 재교육 기회 

제공, 일시적 소득 보전, 취업 알선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

5. 금융시스템 감독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 중 과도한 규제에 대한 완화노

력* 등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변화에 따른 금융지주사에 

대한 감독능력의 약화를 경계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지주사의 분류기준을 총자산 2,500억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 총자산 규모 100억달러 미만의 금융지주사에 대한 볼커룰 적용 제외,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관리자산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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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울러 각각의 금융규제 완화조치의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

요하다고 언급

    ― 특히 대부분의 금융규제 변화가 경기순응적인 점을 들어 현재의 재

정정책 효과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중기적 금융안정 리스크가 상승

할 것을 우려

  o 한편 향후 금융규제 변화 추진시 현재의 리스크에 기초한 자본 및 유

동성 관련 규제나 감독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이를 위해 미 연준의 종합자본적정성분석(CCAR)을 유지·강화하고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기능과 금융조

사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의 연구 범위도 확대할 것을 권고

  o 보험사에 대한 통합된 감독이나 통일된 기준의 부재 등 비은행금융기

관 감독의 잠재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6. 기업 정책

□  1980년대 이래로 기업의 마크업이 꾸준히 상승하고, 특히 2010년 이후 가

속화되는 등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광범위하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소수의 슈퍼스타 기업들에 의해 독점적 이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어 향후 기업들의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노력, 노동분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o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상승의 원인을 잘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원인이 진입장벽, 가격차별, 공급규제 등에 있다면 반독점정책 등을 

통해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

    ― 비정상적인 이윤에 대해서는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며, 기술 혁신이

나 효율성 증대로 인해 도태된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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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 재무부의 반응

□ 미 재무부는 IMF가 6.14일 공개한 Article Ⅳ 연례협의안에 대해 단기 

경제전망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중장기 경제 전망, 세제개편·규제완화 정책시행이 경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발표(6.14일)

    * … we differ significantly on the medium and long term projections. The 
Treasury Department believes that our policies, including the 
productivity-boosting mix of tax reform and regulatory relief, will result in mor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