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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21년에는 각국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

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동시에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

다. COVID-19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한 백신 보급

은 이미 시작되었고, 추가적인 의료시스템 개선과 경제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 도구 사용이 예상된다. 한

편 바이든 행정부도 미중 간 갈등구도를 유지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국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에 대비한 전략 개발과 공급망 재구성 등의 노력을 지

속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에는 미래 산업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를 비롯하여 탄소중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친환경 기술 및 인프라 투

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COVID-19 불확실성 탈피 여부

2020년 하반기까지는 COVID-19 2차 대유행으

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연

말 백신 개발 및 접종 개시 소식이 들려오면서 백신 보

2020년 세계는 전례없는 COVID-19 팬데믹으로 

극심한 경제활동 위축을 겪었으며 2021년 전망 또한 

COVID-19 전파 및 백신 보급 양상과 밀접하게 연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셧다운(shutdown)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에 따른 공급망 붕괴와 수

요 침체로 주요국 대부분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IMF는 COVID-19 발생 이전

인 2019년 10월에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3.4%로 예상하였으나 2020년 6월에는 이 전망치를 

-5.2%로 대폭 하향하였고 2020년 10월 팬데믹이 다

소 진정되자 -4.4%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COVID-19의 부정적 영향도 마침내는 지나

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제약사인 화이자, 모더나, 아스 

트라제네카 등이 백신 개발을 완료하여 영국을 시작으 

로 미국과 유럽연합(EU) 27개국도 지난해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1월 11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42개

국 2,500만명이 백신을 접종했다.1  국가별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2021년 전 세계는 COVID-19 불확

실성 완화와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2020년의 침체로

부터 반등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1

전세계 및 주요국 2020~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020 2021

2019.10 
(COVID-19 발병 이전)

전세계 3.4% -5.2% -4.4% 5.2

미    국 2.1% -8.0% -4.3% 3.1

유로존 1.4% -10.2% -8.3% 5.2

일    본 0.5% -5.8% -5.3% 2.3

한   국 2.2% -2.1% -1.9% 2.9

중    국 5.8% 1.0% 1.9% 8.2

2020.06월
전망치

2020.10월
전망치

2020.10월
전망치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KDI

1 Bloomberg, "Covid-19 Vaccine Tracker",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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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

하지만 백신 접종에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1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에 대

한 COVID-19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2020년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2021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통화정책 

역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완

화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나, 기존 경제 위기 때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각국은 재정정책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급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1년 내 경제 활동 정상

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백신 접

종이 인구의 60%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집단면역 효

과가 나타나는데, 미국 인구의 60%가 백신 접종을 받

을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2021년 5~6월이 될 것으

로 전망된다. 백신 효과가 나타나 불확실성이 해소되

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과 유럽의 

GDP 회복률은 백신 효과가 없는 경우보다 2%p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2 다만 세계은행은 2021년 경제전망 

시 백신이 성공적으로 보급되는 상황을 가정하면서도 

이미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2021년 경제성장률을 4.0%로 기존보다 0.2%p 하

향조정하였다.3

봉쇄 해제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이루

어질 경우 기업들은 망설이거나 미루고 있던 고용이나 

신기술 투자, 설비 증설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

다. COVID-19로 타격을 크게 입었던 항공, 호텔 및 

관광 관련 산업은 극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이며 팬데믹

을 성공적으로 통제한 국가들 간에 트레블 버블(여행

객 격리조치 면제)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2

주요국 GDP 대비 COVID-19 재정대응 규모

출처: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0

2 Goldman Sachs, "V(accine)-Shaped Recovery", 2020.11

3 World Bank,"World Economic Outlook",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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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미래형 산업과 에

너지 및 환경, 건강 및 바이오경제 혁신, 우주탐사, 국

가안보를 5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인공지능, 양자컴

퓨팅, 첨단제조업, 에너지, 해양 등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재확보 및 연구개발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기로 하

였다.4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 속에서 공급망 국산

화, 국내 기술력 제고,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첨

단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에너지, 항공우주 분야 등

에서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국가는 

기술의 장점을 취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계속해서 리더

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신흥국 경

제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의 발달로 저렴한 노

동력의 가치가 이전보다 퇴색되면서 오히려 불리한 상

황에 처할 수 있다.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전 세계에서 대규모로 확장되는 재정 중 많은 금액이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투입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경기 회복을 위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8조 유로 규모의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

는데, 해당 부양책의 30%가 그린딜(2050 탄소중립

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

경농식품, 생물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사용될 

예정이다.5 중국도 풍력 등 환경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

할 계획이며, 한국도 한국판 뉴딜정책 중 친환경저탄

소 등 그린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에 약 7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취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대선 공약에서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에너지 투

자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제안하였다.6 

정부의 재정지출은 COVID-19 위기 극복 뿐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인프라, 디지

털화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위기 극

복을 위한 재정정책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컸기 때문에 

국가 부채 증가로 장기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국가에

서는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미·중 긴장 불확실성 대응

미국 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갈등 구도

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각국 정부 및 기업은 2021년

에도 상존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할 전망이다. 미

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세계를 상대로 한 보호무역주

의 기조는 완화될 전망이지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처럼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큰 나라는 

외교전략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며, 중국의 경우 미국

의 강경책에 대응하고자 내수를 강화하고 수출의존도

를 낮추는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일부 기업은 중국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공급망 탈중국화

에 관한 논의는 우한에서 COVID-19가 발발한 지 얼

마 안된 시점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 내 임금인상과 가치사슬 상향 이동 

전략으로 저비용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 움직임이 일

어나고 있었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 압박과 기술 갈등

이 격화되면서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부터 이전할 이

유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저임금 국가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신기술, 신산업 투자 

각국은 미래 산업 패러다임 하에서 리더십을 유지하

4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iscal Year 2021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Priorities",  
 2019.08.30

5 European Commission, "EU's Next Long-term budget & NextGenerationEU", 2020.11.11

6 Joebiden.com,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https://joebiden.com/clean-energy/", 2020.12.2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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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1 정례브리핑)", 2021.01

8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11

9 OECD,"OECD Employment Outlook 2020", 2020.07

10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11

기 4.8%, 2021년 4.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9

이와 같은 COVID-19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정

부는 2020년 중 재정지출을 17.0% 증가시키고 추경

을 네 차례 편성하며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이

러한 확장적 거시정책이 경기충격을 완충하였다는 평

가가 나온다. 2021년에는 기저효과로 재정지출이 전

년 대비 0.2% 증가할 전망10이며 확장 재정은 한국판 

뉴딜, 탈탄소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에 투입될 계획

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한국의 경기회복이 제한적 수준

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도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백신 접종을 이미 개시한 선진국의 팬데믹 상황

이 완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산세가 차단되거나 백

신 또는 치료제 보급이 확실시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내수 활성화와 자산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유동성 확대에도 불구

국가별 전망

한국

한국 내 COVID-19 백신 보급 계획은 질병관리청 

에서 1월 내로 확정할 방침으로7, 백신 효과에 따른 경

제 회복 속도는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글로벌 경기활

동 재개에 따른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되 서비스 업황 

및 민간소비 반등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

러스 확산 차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 

상황과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으로 가계 소득의 반등

이 늦어지게 되고 보건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부진한 민간소비 회복세도 더디게 나타날 전망이다.8 

실업률도 COVID-19 확산세에 따라 달라질 전망인

데, OECD는 한국에서 COVID-19가 재확산되는 상

황을 가정할 경우 2020년 4분기 실업률을 5.1%, 

2021년 4.7%로 예상하였고, COVID-19 확산이 억

제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실업률이 2020년 4분

그림 3

근로 및 사업 소득 증감률 추이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사업소득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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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근 국내 수출 추이

출처: 한국무역협회

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성향을 보임에 따라 2020년 2분기엔 현

금 및 예금 잔액이 사상 처음 4,000조를 돌파하였다.11 

COVID-19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이러한 금융자산

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상승폭을 가속화시킬 수 있

으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와의 괴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수출은 2분기까지 감소세였으나 미국과 유

럽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2020년  

10월, 11월에는 일평균 수출이 각각 5.4%, 6.3% 증

가하며 개선세를 이어갔다.12 수출은 미국과 유럽 지역

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COVID-19 영향권에서 벗어나 2021년에 U자형 반등

을 하게 될 경우 수출 증가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1 한국은행, "2020년 2/4분기 중 자금순환", 2020.10.07

12 관세청, "'20년 10월 수출입현황(확정치) 및' 20년 11월 수출입현황", 2020.11.16 및 2020.12.01

13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Employment Situation – December 2020",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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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은 COVID-19 확산에 의한 타격으로 경제성장

률 전망치가 급격히 하향조정 되었다가 최근 백신 보급 

및 경제 활성화 기대감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강할 것 

으로 전망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 

는데, 2021년 1월 발표된 미국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 

율(BEI)은 2.10%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 

다. 2021년에 COVID-19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 달성 

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연수요(pent-up dem- 

and) 발생이 기대되며 투자자산에도 버블이 형성될 것

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는 2021년 상반기에 매우 느

린 성장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아직 이 같은 기대감이 고용 시장까지는 영향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0년 12월 

미국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는 14만 개가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6.7%를 기록했는데13, 이는 미국 각주 정부

에서 COVID-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를 다시 실시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부진

한 이유는 많은 기업이 COVID-19발 경기침체의 영향

으로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고용시장 회복이 계속 둔화 양상을 보일 경우 12월 기

준으로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는 소비 지출 

회복 또한 지연되어 2021년 미국 경제 회복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백신 접종 개시로 인한 기대감에도 불구, 고용시장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미국 역시 확장적 재

정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제로금

리에 도달해 있는 상황으로, 연방준비기금의 통화정

2021년 경제 전망



7

Deloitte Insights

그림 5

미국 월별 실업률

출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14 Joebiden.com,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https://joebiden.com/clean-energy/", 2020.12.23 접속

15 OECD,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20", 2020.03

16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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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여력에 한계가 있어 재정정책 규모가 경제 모멘텀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의 COVID-19 대응을 위한 재정 규모가 4조 달러인 상

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

기부양책 통과를 촉구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부양책

을 발표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미

국 재정 규모는 GDP대비 15%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

히 바이든 대통령은 4년 간 미국 GDP 대비 2.3%에 해

당하는 액수인 2조 달러를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에너

지 부문에 투입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하여,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집중적 투자 의사를 밝혔다.14   

유럽

유럽은 적극적으로 셧다운(shutdown) 조치를 시 

행 한 데다 관광 수입 비중이 높아 주요국 중  COVID-19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다.15 실물경제 타격 

으로 2021년 1월 유로존 서비스 PMI(구매관리자지

수)는 지난 12월(46.4)보다도 낮은 45.0을 기록하

며 장기간 50이하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봉

쇄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여 2020년 3분기까지 유럽의 

신규 감염 건수가 급감해 왔으나 10월 말 COVID-19

가 대규모로 재확산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봉쇄 조치

가 부분적으로 재개되었고 영국 서비스업 PMI는 브렉

시트 영향까지 겹쳐 12월 49.4에서 1월 38.8로 급락

했다. 다만 이미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개시하였

고, 2021년에는 백신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유

럽 경제는 4분기까지의 GDP 증가율 하락세에서 벗어

나 2021년에는 5%대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6

소비 또한 COVID-19 확산과 거리두기에 좌우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1월 소매판매량은 

COVID-19 재확산 영향으로 전월 대비 6.1% 감소하

며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전월

보다 섬유, 의류 및 신발에 대한 소비가 17.0%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OVID-19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로 새로운 봉쇄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

큼 당분간은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기업들의 부실은 리스크 요인이다. IMF는 유

로존 내 기업 다수가 추가적인 정부 지원 없이는 파산

할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대규모 부도를 방지하기 위

해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지원

FIRED

2021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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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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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기가 끝난 후

에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업에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감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한 조치이므로 IMF는 '생

존할 수 없는 기업은 퇴출되도록 하면서 생존 가능한 

기업을 우선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17

구체화 되어가는 백신 보급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민간부문의 회복 가능성 

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유럽에서도 경기부양책을 지 

속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유럽연합 내 경기 회 

복을 위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8조 유로 규모 

의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금은 주로 그린딜

(30% of Fund) 및 디지털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18

또한, ECB는 1.3조 유로 규모의 팬데믹긴급매입프로 

그램(PEPP,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 

gram)을 최소 2022년 3월까지 연장19하기로 하였으 

나, 통화정책 효과가 이전보다 적을 수 있으며 확장적 

통화정책에 맞추어 각국 정부가 불필요하게 재정지출

을 늘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20

생산량, 신규주문, 수출주문, 고용, 가격

책정 및 신뢰지수와 같은 하위 지표를 기

반으로 하는 미래 지향적 지표로, 50을 

초과하면 해당 부문의 활동이 증가세임

을 나타낸다. 서비스 PMI에는 관광, 호

텔 및 레저, 도소매, 운송, 통신, 금융, 전

문 서비스, 교육 및 헬스케어가 포함된다. 

PMI(구매관리자지수)란?

17 Financial Times, "IMF calls for more support to tackle risk of fresh eurozone downturn", 2020.11.30

18 European Commission, "EU's Next Long-term budget & NextGenerationEU", 2020.11.11

19 European Central Bank press release,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0.12.10

20 European Central Bank, "Meeting of 28-29 October 2020", 2020.11.26

21 Reuters, "China's export growth seen slowing in December; imports steady: Reuters poll", 2021.01.11

중국

중국은 COVID-19 조기 종식과 함께 일찍이 정상

화 궤도에 오른 유일한 국가이며 2021년에도 소비심

리 개선과 인프라 투자수요 증가, 기저효과 등을 발판 

삼아 7~8%대 경제성장률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급망이 붕괴된 글로벌 국가들로부터의 수요 

증가가 원인이 되어 2020년 2분기 이후부터 강력한 

수출 반등세가 나타났다. 2020년 12월에는 교역국의 

COVID-19 재확산 영향으로 전월(21.1%)보다는 수

출 증가세가 완만해져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를 기

록했으나21, 최근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개별 

수출 기업은 순이익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올해 전세

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될 경우 주요국 공급망 회복과 팬

데믹 관련 물품 수요 감소로 중국의 수출 급증세는 둔

화될 수 있으며 여행업 회복 시 중국인의 해외 관광 규

모가 다시 크게 증가하여 중국 대외 무역 흑자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미·중 갈등과 부채 

문제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2년 간 중국의 대

미 무역흑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미·중 긴장

은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부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

다. 특별히 기술 패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기

술 발전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중국이 첨단

산업 육성과 핵심소재/부품 국산화 노력을 지속하고

는 있지만 첨단기술 부문에서 중국의 독자적 연구 역

량이 미국보다는 상당히 열위에 있기 때문이다.22 이

에 중국 정부는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대

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자본시장 접근성 및 정부지

도기금(Government-guided funds) 확대를 통한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등 기술 자립 노력을 추진 

2021년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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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2020.02.28

23 한국은행, "중국 경제의 조기 회복배경 및 지속가능성 점검", 2020.08.27

24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 2020.12.21

25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0.11)", 2020.11

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 14차 5개년 규회(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20.12.02

27 국제금융센터, "중국 쌍순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2020.10.23

중이다.23

또한, 국영기업의 채무불이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24

중국의 부채 위험은 예전부터 거론되어오던 문제이지

만 칭화유니, 융천석탄, 화천그룹 등 중국 내 대표적인 

국영기업의 채무불이행 건수까지 급증하고 있어 위기

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중국 감독당국의 신속한 조치

와 중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 풍부한 시중 유동성 덕

분에 시장에서는 당장 국유기업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25

최근 중국은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공표하며 국제

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면서 국내 경제(민간소비

와 신산업)를 최대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의 '쌍순환 

전략'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5G 같은 신형 인프라와 풍

력 등 환경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여 내수를 활성화하

고, 민간소비 비중을 GDP 대비 55~60%까지 확대26

하며, 기술자립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

에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시장으로부터

의 역내 자금유입을 유도하면서 디지털화폐 도입등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27  

그림 6

중국 회사채 디폴트 규모

출처: 윈드(Wind)

단위: 억 위안

*2020년은 1~11월 기준

2016 374

2017 312

2018 1,210

2020 1,370

2019 1,494

그림 7

중국 대외의존도 추이
GDP 대비 수출·수입 비중

출처: World Bank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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