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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2014년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급작스럽게 대두
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를 자행한 해였다. 이들은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 영토를 점령하고 서방측 인질을 참수하며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추종하는 세력도 중동은 물론 북미와 유
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는 극단주의와
의 전쟁을 개시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베를린 장벽
의 붕괴와 함께 끝난 줄 알았던 냉전을 다시 불러왔다. 러시
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며 미
국, 유럽 등 서방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이 러시아를 향해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도 이에 맞대응
하면서 세계는 신냉전체제로 다시 들어섰다.
세계 곳곳에서 분리와 독립, 자유와 인권을 향한 투쟁도 잇
따랐다. 홍콩에서는 민주적인 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미
국에서는 평등을 외치는 흑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며 정치·경
제·사회가 마비됐다. 또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주로도 퍼지
며 세계 시민들이 큰 공포에 떨었다.
미국은 5년 만에 양적완화(QE)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금
융위기 극복을 선언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버락 오바마 대통
령 취임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에 유럽은 재정위
기 여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했다.
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러시아 등 일부 산유국이 큰 경제
적 위기에 빠졌다.

이슬람 극단주의의 대두
■  이슬람국가(IS),

이라크 · 시리아서 득세

알카에다의 이라크지부(AQI)에서 갈라져 나온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시아파 주도의 편파적 정책에서
소외된 이슬람 수니파를 규합하고 시리아의 수니파 무장단체
를 흡수해 2014년 순식간에 중동 및 세계정세를 위협하는 세
력으로 부상했다.
애초 ‘이라크-레바논 이슬람국가’(ISIL) 또는 ‘이라크-시리
아 이슬람국가’(ISIS)로 불리며 다른 시리아 반군과 함께 시리
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맞서던 IS는 수니파 교리에 대한
원리주의적 해석과 극단적인 성향으로 다른 반군과 무력 충
돌하기 시작했다.
IS는 1월 4일 시리아와 맞닿은 이라크에서 이라크 정부군
을 몰아내고 이라크 안바르주의 팔루자와 라마디를 장악했
다. 이후 이라크 군·경찰과 넉 달여 동안 대치하며 자살폭탄
공격 등을 감행하다 6월부터 이라크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IS는 6월 10일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점령한 데 이어
사담 후세인의 고향 티크리트를 손에 넣었다. 특히 시아파 정
부의 압제 속에 있던 수니파 이라크 주민들이 IS를 ‘해방군’으
로 여기며 이들의 진격을 도왔다.
그러나 IS는 점령지 주민들에게 엄격한 이슬람 교리를 강
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숨을 빼앗았다. 다른 종교를
믿는 주민들도 개종하지 않으면 잔혹하게 살해했다.
IS는 계속해 이라크 서부와 북부 주요 도시를 점령하고 바
그다드 북쪽 60∼70㎞ 지점까지 남진했다. 약 1주일이란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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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에 이라크 영토의 3분의 1 가량을
점령하는 등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특히
이라크 정부군이 버린 최신 미국제 무기
를 대거 노획해 군사력을 대폭 강화했다.
군용차 1천500여 대와 탱크, 대전차 미사
일, 곡사포 등 중화기도 손에 넣었다.
서쪽으로도 시리아 정부군과 다른 반군
과 맞서 싸우며 시리아 내 최대 유전 지역
인 동부 데이르 에조르주 및 북부 라카주
를 장악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 유전에
서 나온 석유는 암거래를 통해 밀매해 막
대한 운영자금을 모았다.
6월 29일 IS는 그간 쓰던 ISIL(혹은
ISIS)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시리아 북부
도시 락까를 수도로 신정일치 국가 ‘이슬
람국가’(IS)를 수립한다고 선언했다. 이슬
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대리인을 뜻하
는 ‘칼리프’(최고 통치자)에는 IS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지명했다.
또 과거 이슬람 초기의 칼리프제 국가
처럼 지중해 연안부터 걸프 지역을 아우
르는 국가를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IS의
칼리프제 국가 수립 선언에 서방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IS 동
조자들이 IS의 지하드(이슬람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 시리아
로 몰려들었다.
■  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는 누구?

칼리프제 국가 수립을 선언하고 스스로 칼리프에 오른 IS
의 지도자 알바그다디는 이라크 성직자이자 이슬람학 강사
출신 테러리스트다.
그는 2004∼2005년께 미군에 체포돼 이라크 남부 부카기
지 미군 수용소에 5년간 구금됐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
부가 2009년 이 수용소를 폐쇄하며 풀려났고 이후 이라크 알
카에다(AQI)에 가입했다.
알카에다 고위 간부까지 올라간 알바그다디는 알카에다와
결별하고 IS의 전신인 ISIL(혹은 ISIS)을 수립했다. 그러면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맞서 싸우다 이라크로 세를
확장하고 칼리프제 이슬람 국가를 수립했다.
미국 국무부는 2011년 10월 알바그다디를 특별지정 테러
리스트 명단에 올리면서 현상금 1천만 달러를 걸었다. 그는

▲ 이슬람국가(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484

l

세계

1971년 이라크 사마라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으나 개인
신상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그가 11월 8일 미군의 공습으로 중상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IS가 미군과 이라크군의 대대
적인 공격에도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나이지리아의 ‘보코하
람’ 등 세계 각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이 알바그
다디에 앞 다퉈 충성맹세를 하는 상황이다.
■  IS의

소수민족 학살과 미국의 공습

IS는 7월 들어 전선을 시리아 북부의 터키 접경지역 아인알
아랍(코바니)까지 확장했다.
아인알아랍의 주 거주민인 쿠르드족은 민병대 인민수비대
(YPG)를 중심으로 항전에 나섰으나 수세에 몰렸다. 이에 터
키 내 쿠르드족 반군인 쿠르드노동자당(PKK) 조직원 등 쿠르
드인 수백 명이 국경을 넘어 YPG 지원에 나섰다.
IS는 이라크에서도 북부 신자르 일대를 점령하고 소수민족
야지디족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이에 야지디족 수만 명이 인
근 산악지대로 피신해 물, 식량, 생필품 없이 고립돼 아사 위
기에 처했다.
IS는 또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의 군 조직 페쉬메르
가를 몰아내고 이라크 내 최대 댐인 모술 댐을 장악했다. 이를
통해 점령지의 물과 전기를 확보했다.
8월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야지디족 난민에 대한
IS의 대량학살 가능성이 있다며 이라크 내 IS를 상대로 한 공
습을 승인했다. 이어 8일 미군 전투기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 아르빌 인근의 IS를 목표로 첫 공습에 나섰다.
이후 이라크에 파견돼 있던 미 해병대와 특수부대원 등은 IS
의 포위망을 뚫고 야지디족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IS가 장악한 티그리스 강 유역과 모술 댐 주변, 신자
르 산악 지대 등에 대해서도 공습을 이어갔다. 공습은 그간 빠
른 속도로 점령지를 넓히던 IS의 기세를 한풀 꺾었지만 점령

지 탈환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공습만으로는 IS를 막
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인질

참수극과 국제연합군의 공습

미국의 개입이 구체화하자 IS는 8월 19일 인질로 잡고 있
던 미국 언론인 제임스 폴리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충격적인 동영상의 내용에 전 세계에서 IS를 비난하는 여
론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IS는 아랑곳하지 않고 9월 2일에도
다른 인질인 미국 언론인 스티브 소트로프를 참수하는 동영
상을 공개했다.
미국은 9월 5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터
키, 캐나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등과 국제연
합군을 구성해 IS 격퇴전에 나서기로 했다. 호주 등 나토 밖
우방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도 IS 격퇴전에 가담했다.
중동 국가 중 일부는 자국 영토 내 공군 기지를 연합군에게
제공하거나 연합군 전투기에 자국 영공 이용을 허용했다. 일
부는 IS에 대한 정찰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집트, UAE 등은
직접 폭격에 나섰다. 또 미국과 중동 동맹국들은 지상에서 IS
와 싸우는 이라크 정부군과 시리아 온건반군 등에 훈련·장
비 지원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9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을 주저하지 않겠
다”며 그간 이라크 내 IS에 국한했던 공습 대상을 시리아 내
IS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은
이에 자신들의 허락 없는 공습은 침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
나 실제로는 IS의 세력 약화를 반기며 미국의 공습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은 9월 22일 미국과 동맹국들이 시리아 영토 내 IS를
상대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등 동맹국은 총 1
천 회가 넘는 출격에서 4천 번 이상 폭격을 가하며 IS의 확장
세를 한풀 꺾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IS 역시 공습을 피해 민간인 사이로 숨으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결국 미군 등의 공습이 실제 이라크·시리아 영
토 수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특히 7월 시작된 터키 접경지역 코바니에서의 전투가 장기
화하며 코바니의 주 거주민인 쿠르드족이 큰 피해를 보았다.
이에 IS 격퇴작전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국방부와 의회를 중심
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IS는 미국 및 동맹국들이 국제연합전선을 꾸린 직후인 9월
13일 영국인 자원봉사자 데이비드 헤인즈를 참수하는 동영상
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어 10월 3일 영국인 구호활동가 엘
런 헤닝, 11월 16일에는 미국인 자원봉사자 피터 캐식을 참수
했다.
IS는 참수 동영상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습을 비난하며
이들 국가 내의 추종세력에 봉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방
국가에서 IS 추종세력이 잇따라 테러를 벌였다.
10월 22일 캐나다에서 IS 추종 급진주의자가 오타와 국회
의사당에 난입해 총기를 발사하다 사살 당했다. 호주에서도
12월 15일 시드니 금융 중심가인 마틴 플레이스의 한 카페에
IS 추종 의심 세력이 난입해 한국인 등 17명을 인질로 잡고 경
찰과 대치하다 사살됐다.

신냉전 시대
■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2013년 11월 유럽연합(EU)과의 협력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던 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권은 러시아로부터 압박을 받
고 협정 체결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러시아 경제권이 아닌 EU 경제권에 편입되기를 바랐
던 우크라이나 국민 수만 명이 EU와의 협정을 촉구하며 수도
키예프 등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키예프 도심 독립광장 등을 점거하고 정부를 규
탄하는 집회를 연쇄적으로 열었다. 애초 평화롭게 진행됐던
시위는 갈수록 격렬해졌고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며 사상자
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2월 중순께 정부측의 폭력 진압으로 시위대 70여 명
이 사망하자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일었
다. 특히 미국과 일부 EU 국가는 폭력 진압의 책임을 물어 우
크라이나 정부를 제재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2월 22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표결로 친러시아 성향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퇴진시키기로 결의하는 한편 5
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야누코비치 대
통령은 대통령궁을 떠나 러시아로 도망치듯 피신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자 그의 지지기반인 친러 성향
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민심이 이반하기 시작했다. 이
들 지역의 주민들은 중앙정부에 반발해 정부 건물과 경찰서,
군부대, 공항 등을 습격하는 등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중앙정
부는 이들이 러시아가 보낸 병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러시아도 행동에 나섰다. 3월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
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 승인을 얻고 우크라이나 동부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군
병력을 정식 파병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자국 침공이라며 반발했으나 크
림반도의 친러 주민들은 3월 16일 주민투표로 러시아 귀속을
결정했다. 이에 러시아는 같은 달 18일 러시아-크림자치공화
국 합병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 21일 블
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병합안에 최종 서명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월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한 뒤 악수
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공화국 총리, 푸틴
대통령, 알렉세이 찰리 세바스토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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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러시아는 1954년 이후 60년 만에 크림을 다시 손에
넣게 됐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크림 병합이 냉전
붕괴 이후 정착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러시아에 대
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EU는 곧장 크림병합과 관련, 러시아 인사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로시야은행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  서방의

제재와 친러 반군의 저항

크림 병합이 채 한 달도 안 된 4월 7일 친러시아 성향인 우
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동부 루간스크 역시 분리·독립 바람이 불었다. 이들 지역에
서도 친러 무장 세력이 중앙정부 건물을 점거하고 군·경과
교전을 벌여 수십 명이 죽는 등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는 5월 11일 중앙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 가결했으며 12일 독립을 선
언하고 러시아에 병합을 요청했다.
같은 달 25일 새로 선출된 우크라이나 페트로 포로셴코 대
통령은 동부지역 친러 반군에 대한 반테러 작전을 선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지상군은 물론 전투기 등 공군력까지
동원해 반군과 대대적인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반군 측도 러
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물러서지 않았다. 전투가 계속 이어지
며 희생자가 수백 명 이상 발생했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휴전을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6월 포로셴코 대통령이 반군과의 교전을 7일간 중단하겠다
고 선언하고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
으나 반군측은 이를 거부했으며 같은 달 24일 정부군 헬기가
격추돼 9명이 사망하면서 휴전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7월 17일 친러 반군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에
298명이 탄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이 우크라이나 동부 반
군장악 지대에 추락하자 반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에 대한 국
제사회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미국과 EU는 같은 달 30일 러시아의 금융, 방산, 에너지 산
업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북대서양조약기
구(나토)도 우크라이나 주변으로 군사력을 증강 배치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루간스크를 수복하는 등 반군 측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양측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러
시아가 함께 9월 5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교전 중단 및
중화기 철수 등을 골자로 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도네츠크 공항 등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
돌이 끊이지 않으면서 약 1천 명이 사망해 총사망자는 5천 명
에 육박하게 됐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 반군은 12월 다시
휴전을 위해 교섭했으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며 유혈사태는
이어졌다.

분리·독립·자유를 향한 투쟁
■  50일간의

가자 전쟁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를 50일간 대대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의 화약고’ 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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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이 또다시 거대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양측의 충돌은 6월 말께 요르단 강 서안에서 유대인 소년 3
명이 피랍돼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하
마스 연루자들과 팔레스타인 활동가 등 수백 명을 체포했다.
팔레스타인 10대 소년에 대한 보복살해도 벌어졌다. 성난 이
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이스라
엘 경찰은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스라엘은 이어 7월 8일 가자지구 150여 곳을 공습했다.
이에 하마스가 예루살렘을 향해 로켓포를 쏘면서 양측의 ‘전
쟁’이 발발했다.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전력 차를 바탕으로 일
방적인 공습을 퍼부었다. 또 예비군 6만여 명을 소집하고 지
상군도 투입했다.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가자시티가 7월 29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군
의 포격을 받아 연기에 휩싸여 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포탄이 가자지구 곳곳에
떨어지며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했다. 병원과 학교도 공격 대
상이 되며 무고한 환자와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스
라엘은 가자지구 내 유엔 학교에도 포격을 해 국제적인 비난
을 받았다.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8월 5일 지상군을 전원
철수시켰다. 양측은 휴전협상과 교전을 거듭하다 결국 같은
달 26일 무기한 휴전에 합의했다. 50일간 이어진 전쟁에서 팔
레스타인측은 2천100여 명이 숨졌다. 이스라엘측에서는 70
여 명이 사망했다.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 해제’, 하마스
는 ‘이스라엘의 봉쇄 해제’ 등을 장기 평화협상의 조건으로 각
각 내걸며 추가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양측의 폭행과 살인,
보복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확대하는 한편 이
스라엘의 정체성을 팔레스타인계 주민을 제외한 ‘유대민족의
국민국가’로 규정하는 법안(유대민족법)을 추진하는 등 또 다
른 갈등의 씨앗을 뿌렸다.
■  홍콩

우산시위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출마
후보자 자격을 친 중국 성향 인사로 제한하려 한다며 행정장
관의 직선제를 요구하는 도심 점거 시위를 75일간 벌였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17년 차

기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1천200명의 후보추천위원 중 절
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2∼3명의 후보에게만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홍콩 시민들은 이러한 방침이 중국 중앙정부의 취향
에 맞는 인사만 후보로 뽑겠다는 의도라며 9월 28일부터 도
심 곳곳에서 선거안 철회와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는 점거 시
위에 돌입했다.
시위는 하루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등 1997년 주권 반
환 이후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은행과 회사들이 휴업을 하고
학교도 일시 휴교에 들어갔다. 특히 시위를 이끄는 대학생 단
체들이 홍콩정부 청사를 봉쇄하자 정부가 청사를 아예 폐쇄
하기도 했다. 경찰 최루탄에 시위대가 우산을 펴고 맞서는 모
습에 서방 언론들은 ‘우산 혁명’이라는 별칭도 붙였다.
중국은 외세가 개입한 ‘색깔혁명’(정권 교체혁명)이라며 시
위에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로서는
홍콩 시위대에 한 발 물러선다는 것은 앞으로 대만과의 통일
과정에서도 적용해야 할 ‘일국양제’(一國兩制)의 원칙이 흔들
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위대의 요구를 포용할 수 없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10월 말 “일부가 홍콩에서
‘반란’을 생각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시위대는 굴하지 않고 도심 점거 시위를 이어나갔으나 시
간이 갈수록 동력이 약화했다. 결국 12월 11일 홍콩 경찰은
시위현장 캠프를 철거하고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를 체포했
다. 75일간 지속된 시위 과정에서 200여 명이 체포되고 500
여 명이 부상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보통선거 도입 필요성 등을 제기하면서 중
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었다.
■  미국의

흑백 갈등

미국에서는 비무장 흑인들이 백인 경찰에게 잇따라 살해되
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다.
8월 10일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18세 흑인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총에 맞아 숨졌다. 당
시 브라운이 비무장 상태에서 무고하게 사살됐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퍼거슨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갈등 문제가 연계되며 전국에서
경찰 공권력에 대한 항의 시위가 잇따라 일어났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브라운의 죽음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진행하며 잠잠해지는 듯했던 시위는 11월 24일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브라운을 사살한 윌슨
경관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점화됐다.
대배심은 브라운이 양손을 머리 위로 든 상태에서 최소 6발
이상을 맞고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브라운과 윌슨이
앞서 순찰차에서 몸싸움을 벌였다며 윌슨의 정당방위를 인정
했다. 대배심의 판결에 분노한 퍼거슨 주민들은 폭력 시위를
벌였다. 또 전국 170개 도시에서 대규모 소요가 일고 경찰차
방화와 상점 약탈 행위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 거리에서 낱개담배를 팔던 흑인 에릭 가
너(43)를 체포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관에 대해
서도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 대배심이 12월 3일 불기소 결정

을 내리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가너가 “숨을 쉴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그의 목
을 조른 경찰의 행동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범죄자를 과잉
진압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뉴욕과 워싱턴DC, 보스턴 등 주
요 도시에서 다시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서
미국 사회 전체가 한동안 크게 요동쳤다.
■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 부결

307년 만의 독립을 꾀하며 영국 연방 해체 가능성까지 야기했
던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주민투표는 부결로 막을 내렸다.
스코틀랜드는 지난 2012년 분리 독립 주민투표 실시에 합
의한 이후 2년간 독립 찬성 주장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
서며 정치·사회가 분열했다. 특히 영국 배우와 체육인, 소설
가 등 유명인들이 가세해 여론전을 펼쳤다.
그러나 9월 18일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주민들
은 미래가 불투명한 독립국이 되기보다는 영국 연방의 일원
으로 남겠다는 선택을 했다. 독립 반대 의견이 55.3%로 찬성
44.7%를 10%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선거일을 앞두고 찬성
여론이 막판 상승세를 보이며 조심스레 이변이 점쳐졌지만
결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영국 언론들은 스코틀랜드 민심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민
족·지역적 감정보다는 경제적 손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풀이했다. 독립투표 부결로 국제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
칠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잠잠해졌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주민투표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조
세권과 예산권 등 자치권을 확대 보장받는 전리품을 챙겼다.
또 투표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스코틀랜드의 독립 열망은 스
페인 카탈루냐 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을 자
극하는 불씨가 됐다.

극우세력의 득세
■  유럽

극우정당의 약진

유럽에서는 反유럽연합(EU), 反이민자 성향의 극우 정치
세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 선거에
서 극우정당이 약진했다.
5월 26일 치러진 유럽의회(EU) 선거에서 극우파 마린 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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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끄는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이 약 26%의 지지
율로 승리를 거두며 유럽의회의 프랑스 의석 74석 가운데 3
분의 1에 해당하는 24석을 확보했다.
영국에서도 극우 성향의 영국독립당(UKIP)이 영국 정치
사에서 100년 넘게 유지돼온 보수·노동 양당체제를 허물고
29%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그리스에서는 EU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독일에서는 유로화 통용을 반대해온 신생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7%의 지지율로 7석을 확보했다. 또 네오나치
성향의 독일 민족민주당이 1.0%( 30만 표)를 득표해 역시 유
럽의회에서 처음으로 1석을 차지하게 됐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남유럽 재정
위기까지 겹치며 장기간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유럽 시민들
에게 EU의 재정 긴축지침과 외국인 이민자 증가가 경제여건
악화의 원인이라는 극우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먹혀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럽의회 선거뿐 아니라 9월 14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도 극우 성향인 스웨덴민주당(SD)이 제3당을 차지했다. 프랑
스 국민전선도 9월 28일 사상 처음으로 상원에 2명이 입성했
다. 영국독립당(UKIP) 역시 11월 20일 하원 보궐선거에서 승
리해 하원 의석을 2석으로 늘리는 등 극우 정치 세력의 입지
는 점차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린 르펜은 누구?>

이미지와 카메라 앞에서 정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 있
는 태도 역시 그의 인기의 주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역사 수정주의 행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계속 우경화와 역사 수정
주의 행보를 이어갔다.
아베 내각은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7월 1일 동맹국 등에 대
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을 일본이 행사할 수 있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이라 이름 붙은 헌법 9조에 입각
해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 사용을 포기하고 방어
를 위한 무력만 사용하겠다는 안보 정책을 표방해왔다. 그러
나 아베 정권은 개헌이라는 정공법 대신 각의 의결로 헌법 9
조를 무력화하며 다시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
했다.
이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지역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
는 일이라며 반발했지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의 집단자위권을 사실상 인정했다.
아베 내각은 이에 앞선 4월 1일에도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
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의결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서도 6월 20일
‘한·일 간에 담화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
표하면서 담화 무력화를 시도했다.

미국의 금융위기 극복
■  연방준비제도(Fed)

▲ 프랑스 극우파인 국민전선 당수 마린 르펜이 5월 27일(현지 시간)
낭테르의 국민전선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주요 정당을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한 프
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45) 대표는 프랑스의
대표 극우 여성 정치인이다. 르펜은 ‘파시스트’라는 비난까지
받았던 아버지 장 마리 르펜 국민전선 전 대표의 뒤를 이어
2011년 대표직을 맡은 뒤 대대적인 당 이미지 변신을 시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는 대표 취임 후 반(反)유대주의와 극단적 가톨릭 전통주
의로 유명했던 국민전선의 이미지를 ‘극단적이지 않은 우파’
정당으로 변모시켜나갔다. 과도한 인종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당원을 내쫓았으며 유로화 반대, EU 권한 약화, 이민자 반대
정책 등을 당의 핵심 기조로 삼아 대중적 지지를 얻기 시작하
고 있다.
르펜의 극우 성향에 국내외 비난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그는 계속해 1위를
달리고 있다. 프랑스 언론은 나이트클럽을 좋아하는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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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5년 만에 종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0월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2008년부터 이어진
경기부양책 양적완화(QE) 프로그램의 완전 종료를 선언했다.
연준은 미국의 경기와 고용이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초저금리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연준은 2007년께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국 경
제가 리세션(경기후퇴) 국면에 진입하자 대규모 경기부양책
을 펴기 시작했다.
2007년 9월 이후 7차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해 ‘제로’(0) 수준까지 만든 뒤 2009년 3월 중앙은행이 직
접 1조4천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이는 사상 초유의 실험적 통
화정책을 내놨다(QE1).
연준은 2010년 11월 ‘QE2’를 내놓고 국채 6천억 달러 규모
를 또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이어 2011년 9월에는 장기 국채
를 사들이고 동시에 단기 국채를 내다팔아 장기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프로그램을 내놨다. 또 2012
년 6월에는 2천670억 달러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말까
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쉽게 살아나지 않자 연준은 2012년 9
월 매달 400억 달러의 MBS(모기지담보부 채권)를 사들이는
새로운 내용의 ‘QE3’를 내놓고 초저금리 기조를 2015년 중반

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매달 450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이듬해부터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연준은 돈을 너무
풀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QE의 달
성 목표치를 실업률 6.5%와 물가상승률 연 2%로 처음 제시
했다. 그간 날짜를 제시하는(calender based)식의 QE 지속
기간 예고를 조건을 제시하는(threshold based)식으로 바
꿨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시중 채권을 사들이는 전례
없는 QE 정책이 수년간 이어지자 미국 경제는 꿈틀거리기 시
작했다. 실업률은 떨어지고 주가는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
웠다. 부동산 지표도 상승세를 탔다.
이에 연준은 2013년 12월 월 850억 달러의 채권 매입 규모
를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줄이기로(테이퍼링) 결정했다.
이어 2014년 첫 여섯 차례 FOMC 회의에서 채권 매입액을 매
번 100억 달러씩 줄였다. 그리고 10월 FOMC 회의에서 남은
1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중단하며 QE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했다. 0∼0.25%에 머물고 있는 제로금리 역시 2015년
중반 이후 올릴 것이라고 시사했다.
미국은 이로써 QE 프로그램을 5년 만에 종료하면서 금융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2014년 3분
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간 기준 5.0%로 11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12월 실업률은 5.6%로 2008년 6월 이후 최저치까
지 내려갔다. 대표적인 소비심리 지표인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는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미국의 성장세와 다르게 유럽은 남유럽 재정위기
여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9월 기
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05%까지 낮췄지만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중국 역시 2014년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 7.5%를 밑도는
7.4%로 24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가며 기존의 고속성장 추
세에 제동이 걸렸다. 일본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크게 밑
돌며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요국은 대부분 미국의
나 홀로 성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  유가

전쟁

국제적인 원유 생산량 증가와 수요 감소가 겹치며 2014년
중반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산유국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원유 생산량과 유가를 놓고 서로 갈
등을 빚는 이른바 ‘유가 전쟁’이 벌어졌다.
국제 유가가 떨어진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셰일혁명’의
영향이 컸다. 진흙으로 이뤄진 셰일층에서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석유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
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석유 수요가 감소하자 2014
년 11월께 국제 유가는 6월 대비 30% 이상 하락한 배럴 당 70
달러 선까지 내려갔다.
이에 중동, 아프리카, 남미 산유국들이 모인 석유수출국기
구(OPEC)는 11월 27일 회의를 열고 원유 감산을 통한 가격
하락 방어를 논의했으나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불발됐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재정이 튼튼하거나 쿠웨이트처럼 원
유 채산성이 높아 국제유가 하락을 감내할 수 있는 OPEC 회
원국이 감산을 거부했다. 이를 통해 원유시장에서 자국의 영

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빠르게 부상하는 미국 셰일오일 업체
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등 채산성이 떨어지고 재정이 부
실한 국가들은 OPEC의 감산 불발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
히 OPEC 회원국이 아니지만 원유 관련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경우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동 산유부국들이 원유시장 주도권 다
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 이란, 러시아 등 반
미 국가들을 옥죄고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국제유가는 연말
까지 하락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2015년 중 배럴 당 20∼30
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위험사회
■  에볼라

바이러스의 창궐

▲ 8월 6일(현지 시간) 라이베리아 몬로비아에서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이들의 시신을 땅에 묻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기니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서아
프리카 3개국을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에볼라의 인체 감염은 2013년 12월 기니의 2세 소년이 숙주
인 박쥐와 접촉해 감염되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됐다. 에볼라는
이를 계기로 기니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기니의 인접국 시
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서도 감염 의심 환자가 속출했다.
이들 국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나 의료 시설 부족
과 국민들의 잘못된 의학 상식 등에 에볼라는 오히려 더욱 확
산됐다. 6월 264명이던 서아프리카 3국의 에볼라 사망자는 7
월 중순 660명까지 빠르게 늘었다.
7월에는 아프리카 최다 인구국인 나이지리아에서 첫 에볼
라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라이베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의
료·구호단체 소속 미국인 의사와 간호사가 에볼라 양성 판
정을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8월 에볼라로 인한 ‘국제적 공중보
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나 서아프리카인은 물론 의료진이 연
달아 감염되는 등 희생자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아프리카
를 방문한 뒤 미국으로 귀국한 구호단체 직원과 의료진 등이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에볼라가 미국을 거점으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WHO는 12월 초까지 모두 1만7천여 명의 에볼라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천여 명이 숨졌다고 집계했다. 에볼라에

세계

l 489

감염되면 구토, 고열, 설사 및 출혈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치
사율이 최대 90%에 이르지만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은 아직
없다.
세계 각국은 에볼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국
가에 의료 인력과 군 병력 등을 보내는 한편,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잇따른

항공기 추락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승객 수백 명을 태운 여객기
가 잇따라 추락하거나 격추되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이륙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이 교신이 끊
긴 뒤 실종됐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239명이
타고 있었으며 국적으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지만 시신은 물론 기체의 잔해 역
시 찾을 수 없었다. 수색당국은 여객기가 인도양 남부에서 추
락한 것으로 보고 잔해와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수중탐사를
계속 하고 있다.
7월 17일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
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MH17편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미사일에 격추됐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95명은 전원 사망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은 중앙정부에 분리·독립을 요
구하는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반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여객기가 격추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러시아와 친러 반군은 우크라이나 정부
가 여객기를 추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 7월 17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상공을 운항하던
말레이시아항공 보잉777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된 뒤 잔해가 불에 타고
있다.

12월 28일에는 승객과 승무원 162명을 태운 에어아시아
QZ8501편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를 출발해 싱가포르로 가
던 중 자바해 인근에서 실종됐다. 실종 당일과 이튿날 자바해
에서 시신이나 기체 잔해가 발견되지 않으며 MH370편처럼
수색이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실종 3일째인 같은 달 30일 실종기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에서 10㎞ 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
기 잔해와 시신을 다수 발견했다. 여객기가 추락 직전 악천후
로 인한 항로 변경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기상 악화
가 유력한 추락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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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개관
2014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회복세
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로 연간 기준으로 전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회복세가
주춤했으나 미국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유로지역도 완만한 회
복세를 지속했다.
미국 경제는 순수출 및 정부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해 2013년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높아졌으며, 유로지역은 비록 0%대이지만 2011년 이후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소
비세율 인상 여파로 전년의 1.6%에서 0%로 하락했다.
신흥국의 경우, 중국의 성장세가 약화된 가운데 자원수출국은
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부진했다. 중국 경제는 제
조업 과잉 설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고정투자 증가폭이 크
게 줄어들면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7.4% 성장에 머물렀다.
인도를 제외한 여타 BRICs국가들의 성장률도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정정불안과 수출 및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됐다.
고용사정은 미국과 일본이 빠르게 개선됐으나, 유로지역은
개선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신흥국은 중국의 실업률이 안정
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브라질과 러시아의 실업률도 전년보다
소폭 하락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유가하락, 선진국의 마이너스 GDP갭 지
속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자원수출국은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체로 전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경제의 성장세 확대 등으로 대체로 안
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주요 선진국 간 통화
정책의 차별화, 국제유가 하락,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등
으로 다소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장기금리는 안전자산 선호성향 및 주요국의 금융완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글로벌 주가는 선진
국의 경우 미국 경기회복세 확대, 일본 및 유럽의 완화적 통화
정책기조 유지 등으로 상승했으나 신흥국의 경우 미국 양적
완화 종료 전망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미 달러화는 ECB의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 양적완화조치 실
시 가능성, 미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 등으로 유로화에 대해 강
세를 보였으며 엔화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제지표 부진, 일본은
행의 추가 양적·질적 금융완화조치 등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Dubai유 기준)는 상반기 중 배럴당 100달러대에
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하반기 들어 세계경제 전망치 하향 조
정, 달러화 강세 등에 더해 OPEC의 생산쿼터 유지에 따른 초
과공급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락해 연말에는 50달러대 초반
수준까지 급락했다. 기타 원자재가격은 곡물 및 비철금속가
격 모두 하락했다.
■  경제

성장

2014년 미국 경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

해 순수출 및 정부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2.2%)에
비해 다소 높아진 2.4%를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는 기상여건 악화와 지난해 하반기의
빠른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009년 1분기(-5.4%) 이
후 가장 낮은 수준인 -2.1%를 기록했으나, 2분기 들어서는
제조업 생산, 소매판매 등이 개선되고 주택시장도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4.6%의 성장세를 보였다.
3분기의 경우 개인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비 지출
등 정부지출도 늘어나 2003년 3분기(6.9%) 이후 가장 높은
5.0%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4분기에는 개인소비의 증가폭
은 확대됐으나 국방비 축소 등으로 정부지출이 감소해 2.6%
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로지역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2011년
이후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다만, 성장률은 0%
대에 머물러 회복세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유럽중앙
은행(ECB)은 유로지역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를 반영해 6월
및 9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회원국별로는 독일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프랑스도 소폭이
나마 성장세가 개선됐으며 스페인도 부진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다만 이탈리아 등 일부 재정취약국 경기
는 부진했다.
일본 경제는 4월 시행된 소비세율 인상 여파로 회복세가 주
춤하며 2013년의 회복세(성장률 1.6%)를 이어가지 못하고
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소비세율 인상 전 선취수요에 힘
입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1.3%
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소비세율 인상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
된 가운데 태풍 등 자연재해 영향까지 겹쳐 2분기와 3분기 모
두 -1.7% 및 -0.6%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4분기
에는 지속적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 유가하락 등에 힘입
어 소폭 회복해 0.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경제는 제조업 과잉 설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고
정투자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1990년의 3.8% 이후 가
장 낮은 수준인 7.4% 성장에 그쳐 2012년(7.7%), 2013년
(7.7%)에 이어 3년 연속 7%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성장세 약화가 지속된 것은 질적 성장
을 위한 구조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주요 수
출 대상국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데 주로 기인한다.
중국을 제외한 BRICs국가들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2013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은 내수 부진과 원자재 수출 감소 등
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전년의 2.5%에서 0%대로 크게 낮아졌
으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에 따른 서방의 제재와
유가하락으로 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인도는 내수
확대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5%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는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의 성장세가 확
대됐으나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정정불안과 수출
및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전년에 비해 다소 둔
화됐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민간소비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광물원광 수출금지조치 실시와 원자재가격 하락 등
의 영향으로 4분기 중 수출이 큰 폭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전

년(5.8%)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필리핀도 정부지출 둔화와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7.2%)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
다. 태국경제는 정정불안으로 내수가 부진한 데다 수출도 감
소하면서 전년(2.9%)보다 크게 낮아진 0%대 성장에 그칠 것
으로 보인다.
다만 말레이시아는 고용사정 개선으로 민간소비가 늘어나
면서 성장률이 전년(4.7%)보다 높은 5%대 후반에 이를 것으
로 보이며, 베트남도 민간소비 성장과 외국인직접투자 및 수
출 확대로 전년(5.4%)보다 높은 5%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
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성장률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 세 계1)

3.9

3.4

3.3

3.3

미

국

1.6

2.3

2.2

2.4

일

본

-0.5

1.8

1.6

0.0

유로지역

1.6

-0.7

-0.5

0.81)

중

9.3

7.7

7.7

7.4

국

주 : 1) IMF 발표치(2015년 1월)
자료 : IMF, 미국 상무부, 일본 내각부,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  고

용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빠르게 개선된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개선 속도가 더딘 모습이었다.
2014년 미국의 고용사정은 전년에 이어 개선추세를 지속
했다. 2014년 중 월평균 비농업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6만 명
으로 전년의 19만9천 명보다 늘어났으며, 1월에 6.6%였던 실
업률은 12월에 5.6%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고
용률도 59.0%를 기록해 전년(58.6%)보다 소폭 상승했다.
일본의 경우 전년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졌음에도 엔저와
유가하락으로 기업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고용사정은 회복세
를 유지했다.
2014년 중 평균 실업률은 3.6%로 전년(4.0%)에 비해 낮아
졌으며, 구직자 1인당 구인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건
설업 및 서비스업의 노동력 부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
해 전년(0.93배)보다 높은 1.09배를 기록했다. 명목임금은 전
년 대비 0.8% 상승했지만 소비세율 인상 효과 등으로 실질임
금은 2.5% 하락했다.
반면 유로지역의 고용사정은 실업률이 11.6%의 높은 수
준을 지속하는 등 부진이 계속됐다. 국가별 실업률은 스페인
(24.5%), 포르투갈(14.1%) 등 재정취약국의 실업률이 역내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으나 네덜란드(6.8%), 독일(5.0%) 등은
유로지역 평균을 밑돌아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신흥국의 고용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은 실업률이 4.1%로 안정세를 유지했고 도시 신규 취업자수
주요국의 실업률
구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미

국

8.9

8.1

7.4

6.2

일

본

4.6

4.3

4.0

3.6

유로지역

10.1

11.3

12.0

11.6

4.1

4.1

4.1

4.1

중

국

자료 : 미국 노동부, 일본 총무성, EU 통계청,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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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천82만 명으로 연간 목표치인 1천만 명을 상회했으며, 브
라질과 러시아의 1~11월 중 평균 실업률은 각각 4.9%, 5.1%
를 기록해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  물

가

2014년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1.5%)과 비슷한
1.6%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대체로 1% 중후반을 기
록했다.
유로지역 물가는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상승
률이 0.4%로 둔화됐으며,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
원소비자물가도 2014년 들어 상승률이 0.8%로 축소됐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소비세 인상 시점인 4월에 급등했다
가 이후 민간소비 부진과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
자물가도 6월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본은행의 목표치
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0.4%(12월 기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흥국 가운데 중국과 인도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졌으나,
자원수출국은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체로 전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
를 나타내면서 연간 목표치(3.5%)보다 낮은 2.0% 상승에 머
물렀으며, 부동산가격도 실물경기 부진에 따른 주택수요 감
소와 유동성 축소 등으로 5월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다.
인도 역시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
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의 10.1%보다 낮은 7.2%를 기록했
다. 반면 브라질 및 러시아는 환율 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과 식료품 가격의 오름세 확대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6.3%와 7.8%를 기록해 전년의 6.2%와 6.8%를 소폭 상
회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연료보조금이 축소되면
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의 2.1%에서 3.1%로 상승했으
며, 필리핀도 태풍에 따른 식료품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
년의 2.9%보다 높은 4.2%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는 전년과
같은 6.4%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태국과 베트남은 유가하락
의 영향으로 전년의 2.2%와 6.6%보다 낮은 1.9%와 4.1%를
각각 기록했다.
주요국의 물가상승률
구분

(%)

2011년

2012년

2013

2014년

미

국

3.2

2.1

1.5

1.6

일

본

-0.3

0.0

0.4

2.7

유로지역

2.7

2.5

1.4

0.4

중

5.4

2.6

2.6

2.0

국

자료 : 미국 노동부, 일본 총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  세계

교역 및 경상수지

세계교역(물량 기준) 신장률은 일부 국가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경기회복에 따라 자동차, 자본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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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수입증가세가 확대됐으며, 유로지역은 경기부진이
완화되면서 수입이 증가했다. 일본은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
고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 등으로 수출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
을 유지했다. 중국은 내수중심의 성장구조전환 정책 추진 등
으로 수출증가세가 소폭 둔화됐다.
경상수지는 주요국에서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미국은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및 자본재의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셰일오일 생산 증가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 해외투
자수익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흑자 확대 등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유로지역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전년
보다 크게 확대됐다. 일본은 엔화표시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중국은 내수 중심의 성장구
조전환 정책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으나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됐다.
세계교역 및 경상수지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세 계 교역 신 장 률(%)1)

6.7

2.9

3.4

3.1

선진국수입물량증가율(%)1)

5.3

1.2

2.0

3.0

신흥국수입물량증가율(%)1)

9.8

7.2

5.5

3.1
125

경 상 수 지
선 진 국(10억 달러)2)

-81

-45

182

신 흥 국(10억 달러)2)

417

388

231

230

-461

-400

-4312)

미

국(10억 달러)

-459

일

본(100억 엔)

1,013

468

323

263

유 로 지 역(억 유로)

-110

1,472

2,142

2,402

136

215

183

214

중

국(10억 달러)

주 : 1) IMF 발표치(2011∼12년은 2014년 10월, 2013∼14년은 2015년 1월 기준)
2) IMF 발표치(2014년 10월)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국 발표치
■  국제금리

및 주가, 환율

국제금융시장은 상반기에는 연초 미 연준의 양적완화규모
축소(QE Tapering) 결정, 우크라이나 및 이라크 관련 지정학
적 리스크 등의 금융시장 불안요인도 있었으나 미국을 중심
으로 한 경기회복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미 연준이 양적완화조치를 종료
(10월)한데 반해 ECB는 정책금리를 인하(9월)하고, 일본은행
은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을 확대(10월)하는 등 주요 선진
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뚜렷해진 데다 국제유가가 하락하
고 그리스 관련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변동성이 다소 확대
되는 모습을 보였다.
장기금리는 안전자산 선호성향 및 주요국의 금융완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글로벌 주가는 선진국의 경우 미국 경기회복세 확대, 일본
및 유럽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유지 등으로 상승했으나 신
흥국의 경우 미국 양적완화 종료 전망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
으로 부진했다. 미 달러화는 ECB의 금융완화조치 및 일본은
행의 완화적 금융정책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장기금리(국채 10년물 기준)는 경제지표 부진, 신흥

주요 국제금리(기말 기준)
구분

단
기

장
기

(연 %)

2012년

2014년

2013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0.04

미

1)

국

0.04

0.07

0.03

0.01

0.07

0.03

0.02

0.02

일

본1)

0.10

0.04

0.10

0.03

0.05

0.03

0.03

0.00

0.00

유로지역1)

-0.01

0.01

0.03

0.06

0.15

0.19

0.02

-0.03

-0.05

유로달러2)

0.31

0.28

0.27

0.25

0.25

0.23

0.23

0.24

0.26

유 로 엔3)

0.18

0.16

0.16

0.15

0.15

0.14

0.13

0.12

0.11

미

국4)

1.76

1.85

3.49

2.31

3.03

2.72

2.53

2.49

2.17

일

본4)

0.79

0.55

0.85

0.69

0.74

0.64

0.56

0.53

0.32

유로지역4)

1.32

1.29

1.73

1.78

1.93

1.57

1.25

0.95

0.54

회사채 스프레드5)

293.3

313.1

298.4

288.0

246.2

229.8

221.5

245.4

252.9

주 : 1) 3개월 만기 재정증권 수익률 기준
2) 3개월 만기 달러화 LIBOR 기준
4) 10년 만기 국채 기준
5) 미국 10년 만기 회사채(Baa) 기준
자료 : Bloomberg, J.P. Morgan

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연초 하락세를 보인 이후 유가 하락
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우려, 그리스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
대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13년
말 3.03%에서 2014년 말 2.17%로 0.86%포인트 하락했다.
단기금리(국채 3개월물 기준)는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 지
속으로 0%대를 유지했다. 한편 회사채(Aaa 및 Baa) 스프레
드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10월 이후에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QE) 종료에 대한 경계감, 투자등급 회사채 발행 증
가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유로지역의 장기금리는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낮은 물
가상승률이 우려되는 데다 금융완화조치 시행 등으로 2013
년 말 1.93%에서 2014년 말 0.54%로 1.39%포인트 하락했
다. 유로지역의 단기금리는 두 차례에 걸친 금융완화조치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일본의 장기금리도 4월 실시된 소비세율 인상 이후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다 추가의 양적·질적 완화조치 등이 시행되면
서 2013년 말 0.74%에서 2014년 말 0.32%로 0.42%포인트 하
락했다. 단기금리 또한 2013년 말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미국 주가(Dow Jones지수기준)는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
로 2013년 말 대비 7.5% 상승했다. 일본 주가(Nikkei지수기
준)는 상반기에는 안전자산 선호경향에 따른 엔화 강세의 영
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엔화가 약세로 반전하면서
2013년 말 대비 7.1% 상승했다.
유로지역 주가(EURO STOXX지수 기준)는 ECB의 두 차
례에 걸친 금리인하 등 상승요인과 유로지역의 낮은 인플레
이션율 등 하락요인으로 등락을 보였으나 2013년 말 대비로
는 1.2% 상승했다.
이에 비해 신흥국 주가(신흥국 MSCI 주가지수 기준)는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QE) 종료에 대한 경계감과 이에 따른 주식투
자자금의 순유출 전환 등으로 2013년 말 대비 4.6% 하락했다.
미 달러화는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모두 강세를 나타냈다. 유
로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기회복세 확대, ECB의 두 차례에 걸
친 기준금리 인하 및 낮은 인플레이션율로 인한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 등으로 강세를 보여 2013년 말 대비 13.6% 절상됐다.
엔화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약세를 보였으나, 하반
기 들어 일본의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강세로 전환됨에 따라

3) 3개월 만기 엔화 LIBOR 기준

주가 및 환율1)

주
가

2012년 2013년

Dow Jones

13,104 16,577 16,458 16,827 17,043 17,823

Nasdaq
Euro Stoxx
Nikkei

환
율

2014년

구분

3월

6월

9월

12월

3,020

4,177

4,199

4,408

4,493

4,736

2,636

3,109

3,162

3,228

3,226

3,146

10,395 16,291 14,828 15,162 16,174 17,451

엔/달러

86.31 105.36 102.96 101.37 109.41 119.79

달러/유로

1.3194 1.3745 1.3770 1.3691 1.2631 1.2097

달러/파운드 1.6251 1.6556 1.6662 1.7103 1.6212 1.5573

주 : 1) 기말 기준, 엔화 환율은 도쿄시장, 나머지 통화는 로이터 고시가격 기준
자료 : Bloomberg, Reuters

2013년 말 대비 13.7% 절상됐다.
신흥국 통화는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및 양적완화 종료 등의 영
향으로 대다수 국가의 통화가 미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  국제

원자재 가격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 중 이라크의 정정불안
고조, 리비아의 생산차질 지속 등의 영향으로 6월 한때 배럴
당 11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양호한 세계 석유수급 상황
에 힘입어 10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석유수출기구(OPEC)의 생산쿼터
유지 결정, 세계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 등으로 초과공급 우려
가 확산되는 가운데 달러화도 강세를 보임에 따라 급락세로
돌아서 연말에는 50달러대 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기타 원자재가격의 경우 곡물 및 비철금속 가격 모두 하락
했다. 2014년 말 현재 IMF 기타 원자재가격지수는 전년 말
대비 9.9%, 로이터 상품가격지수는 8.9% 각각 하락했다.
곡물가격은 전년에 이어 생산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
말 대비 8.9% 하락(S&P GSCI 농산물지수 기준)했다. 연초에
는 기상여건 악화 및 우크라이나 내전 등으로 급등하기도 했
으나 5월 이후 기상여건 개선, 주요 곡물 재고량 전망치 상향
조정, 우크라이나 내전 진정 기대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곡
물별로는 소맥가격은 전년 말 대비 2.6%, 옥수수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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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1)
구분

2012년 2013년

Dubai유 가격(달러/배럴)
동(달러/톤)

다
. 알루미늄(달러/톤)

106.7

107.9

2014년
3월

6월

104.7

109.0

9월
95.5

12월
53.9

7,907.0 7,375.8 6,650.0 7,041.0 6,720.0 6,368.0
2,041.0 1,754.8 1,744.3 1,856.8 1,928.8 1,825.0

소맥2)(센트/부셸)

778.0

605.3

697.3

564.8

477.8

589.8

옥수수2)(센트/부셸)

698.3

422.0

502.0

424.3

320.8

397.0

금(달러/온스)

1,675.4 1,205.7 1,284.0 1,327.3 1,208.2 1,184.9

주 : 1) 기말 기준, 현물가격
자료 : Bloomberg

2) 최근월 선물 가격

5.9%, 대두가격은 22.3% 각각 하락했다.
비철금속가격은 2∼6월에는 상승했다가 하반기 들어서
는 중국의 수요 둔화,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LMEX비철금속지수 기준으로 연간 7.8%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구리가 공급우위 지속으로 연간 13.7% 하락했
으나, 알루미늄은 자동차 및 항공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수
요 증가로, 니켈은 세계 광석 생산의 66.2%(2013년 기준)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의 광석수출 금지로 각각 4.0% 및 9.0%
상승했다.

지역별 경제
■  미국

경제

2014년 미국 경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
해 순수출 및 정부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2.2%)에
비해 다소 높아진 2.4%를 기록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경제활
동 제약, 지난해 하반기의 빠른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009년 1분기(-5.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1%를 기록
했다. 그러나 2분기 들어서는 제조업 생산, 소매판매 등이 다
시 개선세를 나타내고 2013년 하반기 이후 부진을 지속하던
주택시장도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4.6%의 성장세를 보였다.
3분기의 경우 개인소비가 증가 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고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
며 정부지출도 증가해 2003년 3분기(6.9%) 이후 가장 높은
5.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4분기에는 개인소비의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줄어들고 국방비 축소
등으로 정부지출 또한 감소해 2.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개인소비지출이 고용회복에 따른 소득 증가
와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 진전 및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꾸
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4분기의 경우에는 2006년 1분
기(4.6%) 이후 가장 높은 4.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민간총투자의 경우 비주거용투자를 중심으로 연간 6.0%
증가했다. 주택투자의 경우 2013년의 빠른 회복세에 따른 기
저효과 등으로 1.6%의 성장세에 그쳤지만 설비투자 및 재고
투자의 경우 경기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양호한 신장세를 지속했으며 구조물 투자 또한 높은 성장세
를 보였다. 정부지출의 경우 국방비 지출의 등락 속에 전년 대
비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대외거래 동향을 보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은
2.3%(2014년 3분기 기준)로 전년(2.4%)보다 소폭 낮아졌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자본재 등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셰일오일 생산 증가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로 상품
수지 적자규모가 2013년(7천17억 달러)보다 소폭 확대된 7천
368억 달러를 기록한데다 해외투자수익 증가 등으로 소득수
지 흑자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전기 대비, %)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제조업 생산1)

2.6

3.5

1.4

7.0

4.4

3.8

0.1

1.2

0.0

제조업 가동률

76.1

77.2

76.2

77.1

77.5

77.8

77.4

78.2

78.0

제조업 ISM지수

53.8

55.7

53.5

55.5

56.9

56.9

57.9

57.6

55.1

2.4

2.5

1.2

2.5

3.2

4.3

0.3

0.7

-0.1

73.2

86.9

80.5

83.4

90.9

92.7

94.1

91.0

93.1

4.1

4.0

0.3

2.2

1.1

0.5

0.3

0.4

-0.9

2.9

3.0

0.3

1.7

0.8

0.2

0.2

0.2

-0.9

5.0

4.5

1.0

2.8

2.8

-2.8

-1.8

-0.5

-0.1

16.9

1.6

-3.4

-0.9

1.8

5.4

1.3

-6.7

11.6

(기존)

9.0

-3.0

-5.1

4.5

3.5

0.1

1.2

-4.1

2.4

주택가격4)(신축)

9.5

6.5

6.0

5.5

5.9

8.5

12.3

5.2

8.2

11.5

5.6

8.6

4.4

4.6

5.5

5.1

6.0

5.3

93.0

100.1

92.5

98.5

103

106.5

109.2

101.5

108.7

개인소비지출(실질)1)
소비자 신뢰지수2)
소매판매
(자동차 제외)
비방위자본재수주3)
주택판매4)(신축)
〃
〃

(기존)

주택착공호수5)

12월

7.4

6.2

6.6

6.2

6.1

5.7

5.7

5.8

5.6

2,388

3,116

579

852

712

973

221

423

329

1.3

1.4

1.2

1.5

1.5

1.4

1.5

1.4

1.3

소비자 물가

1.5
(1.8)

1.6
(1.7)

1.4
(1.6)

2.1
(1.9)

1.8
(1.8)

1.2
(1.7)

1.7
(1.8)

1.3
(1.7)

0.8
(1.6)

생산자 물가7)

1.3

1.6

1.3

1.9

1.8

1.3

1.4

1.1

0.0

실업률(%)
비농업부문 취업자수6)
근원PCE 가격지수7)
7)

주 : 1) 분기는 연율
2) Conference Board(1985=100)
3) 항공기 제외
6) 증가분, 천 명
7) 전년 동기 대비, ( )내는 근원물가 상승률
자료 : 미국 상무부, 노동부, 연준, Conference Board, 부동산중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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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년 동기 대비

5) 연간 환산치, 만 호

미국 GDP 성장률
구분

(전기 대비 연율, %)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2.1
(1.9)

4.6
(2.6)

5
(2.7)

2.6
(2.5)

2.3

2.2

2.4

개인소비지출

1.8

2.4

2.5

1.2

2.5

3.2

4.3

민간총투자

9.2

4.9

6.0

-6.9

19.1

7.2

7.4

8.3

4.7

5.2

0.2

9.5

7.7

2.3
1.9

실질GDP1)

(기업고정투자)
2)

<비주거용투자>
- 구조물
- 설비
- 지적재산권

7.2

3.0

6.1

1.6

9.7

8.9

13.1

-0.5

8.0

2.9

12.6

4.8

2.6

6.8

4.6

6.3

-1.0

11.2

11.0

-1.9

3.9

3.4

4.6

4.6

5.5

8.8

7.1

<주택투자>

13.5

11.9

1.6

-5.3

8.8

3.2

4.1

(재고증감)3)

1.42 -0.03

0.82

0.15

0.06

순 수 출3)

0.04

0.22 -0.22 -1.66 -0.34

0.15 -1.16

(수 출)

3.3

3.0

3.1

-9.2

11.1

4.5

(수 입)

2.3

1.1

3.9

2.2

11.3

-0.9

8.9

정부지출

-1.4

-2.0

-0.2

-0.8

1.7

4.4

-2.2

0.78 -1.02
2.8

주 : 1) (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2) 설비, 소프트웨어 및 구조물 포함
3) 분기는 연간 환산치, 억 달러, 2005년 연쇄가격 기준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제조업 생산은 늘어난 민간소비를 바탕으로 2분기 중 크게
증가한 이후 3분기와 4분기에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한 결과 2013년(2.6%)보다 증가한 3.5%의 증가율을 기
록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제조업 가동률도 2013년 하반기부
터 시작된 증가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2013년
(76.1%)보다 소폭 상승한 77.2%를 기록했다. 제조업 공급관
리자협회(ISM) 지수 또한 경기회복 기대감과 함께 점차 상승
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높은 가격 상승추세가
지속됐던 2013년의 기저효과 등으로 거래량 증가세 및 가격
상승추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했다.
주택판매의 경우 신축주택의 거래량은 증가한 반면 기존주
택의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상대적
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주택가격의 경우 신축주택 및 기존주택 모두 각각 6.5% 및
5.6% 상승해 2013년(각각 9.5% 및 11.5%)보다 상승세는 둔
화됐다. 주택착공호수는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과 더불어 증
가세를 유지해 2013년(93만호)보다 늘어난 100만1천 호를
기록했다.
고용사정도 2013년도에 이어 개선추세를 지속했다. 2014
년 중 월평균 비농업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6만 명으로 2013
년(월평균 19만9천 명)보다 늘어났다.
또한 2014년 1분기 6.6%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12월에
5.6%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고용률(생산가능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 또한 59.0%로 2013년(58.6%)보
다 소폭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2013년(1.5%)과 비슷한 1.6%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대체로 1% 중후반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연준이 물가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도 목표치인 2%를 하회하는
1.4%의 낮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미국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연준은
2014년 1월부터 월별 신규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한 데 이어
10월 FOMC 회의에서는 양적완화 종결을 결정했다.
또한 이에 앞선 9월 FOMC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기 및 속도를 연준의 목표 달성에 부합되도록 결정할 것이
며 주로 만기도래 증권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식을 통해 완만
하고 예상 가능하게 연준의 증권 보유액을 축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출구전략 또한 발표했다.
이어 12월 FOMC 회의에서는 정책금리 운용방향(Forward
Guidance)과 관련해 ‘상당기간(considerable time) 현 수준 금
리를 유지한다’는 표현을 ‘금리인상에 신중(patient)할 것’이라
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2014년(회계연도 기준) 정부재정은 재정수입 3조 214억
달러, 재정지출 3조 5천60억 달러로 4천8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3년(6천795억 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축소
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13년(4.1%)에 비
해 낮아진 2.8%를 기록했다. 한편 2014년 말 기준 총 정부부
채 규모는 18조 822억 달러로 2013년에 비해 약 600억 달러
감소했다.
■  유로지역

경제

2014년 유로지역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2011년 이후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유로지역 경제성장률1)
구분

2012년

(전기 대비, %)

2013년
연간

3/4

2014년
4/4

연간

1/4

2/4

3/4

4/4

0.2 0.2
(-0.3) (0.4)

0.9

0.3 0.1 0.2 0.3
(1.1) (0.8) (0.8) (0.9)

-0.7

-0.5

민간소비 -1.3

-0.7

0.1

0.1

0.9

0.2

0.3

0.5

-

정부소비 -0.2

0.2

0.1

0.3

0.7

0.1

0.3

0.3

-

고정투자 -3.4

-2.4

0.6

0.7

0.9

0.3

-0.7

-0.3

-

실질GDP

수

출

2.4

2.0

0.7

0.8

3.6

0.4

1.4

1.3

-

수

입 -1.0

1.2

1.6

0.2

3.6

0.4

1.3

1.4

-

주 : 1) 계절변동조정 후, (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2014년 연간 부문별 수치는
EU집행위원회의 전망치
자료 : EU 통계청

수요항목별로 보면 소비자심리 개선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0.9% 증가했고 수출도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다만 성장률은 0%대에 머물러 회복세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지역 경기의 미약한 회
복세에 대응해 6월 및 9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등 금융완화조치를 단행했다.
회원국별로는 독일이 전년대비 1.6% 성장해 유로지역 내
성장을 견인했으며 프랑스도 성장률이 전년대비 소폭 확대됐
다. 그러나 이탈리아 등 일부 재정취약국의 경기는 부진한 모
습을 보였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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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주요국 경제성장률1)
구분

2012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

2013년

2014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28.1]

0.4

0.1

0.3 0.4
(0.3) (1.1)

1.6

0.8 -0.1 0.1 0.7
(2.3) (1.4) (1.2) (1.5)

[21.5]

0.3

0.3 -0.1 0.3
(0.3) (0.8)

0.4

0.0 -0.1 0.3 0.1
(0.8) (0.0) (0.4) (0.2)

[16.2]

-2.3 -1.9

0 -0.1 -0.4 0.0 -0.2 -0.1 0.0
(-1.8) (-1.2)
(-0.3) (-0.4) (-0.5) (-0.3)

주 : 1) 계절변동조정 후, (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2) [ ] 내는 유로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2013년 기준)
자료 : EU 통계청

(억 유로)

2013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843 2,355

352

426

722

855

상품수지 1,333 2,148

591 2,416

447

610

622

736

654

711

200

781

186

220

198

178

815

716

349

597

234

-64

157

270

경상이전
-1,292 -1,434 -297 -1,439 -515 -339 -255 -329
수지
독 일 경상수지 1,962 1,892

594 2,153

492

457

538

666

프랑스 경상수지

-73 -217

-69

-84

-41

-22

-319 -305

(전년 동기 대비, %)

2012년

2013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1.4

0.8

0.4

0.7

0.6

0.4

0.2

1.1

0.8

0.8

0.8

0.8

0.8

0.7

독일

1.6

1.3

0.8

1.0

0.9

0.8

0.4

프랑스

1.0

0.8

0.6

0.9

0.8

0.5

0.3

자료 : EU 통계청

한편 2014년 유로지역의 주요 경기심리지표는 전년에 비
해 개선됐다. 경기체감지수(ESI)의 경우 전년대비 7.7p 상
승한 101.3을 기록해 기준치(100)를 상회했으며 제조업PMI
도 51.8로 기준치(50)를 상회했다. 국가별로는 독일의 Ifo 경
기지수가 108.1으로 전년대비 1.5p 증가했으며, 프랑스의
INSEE지수도 동 기간 중 5p 상승한 99를 기록했다.

2014년

4/4

경상수지 1,511 2,140
유로 서비스수지
지역
소득수지

구분

근원인플레이션

유로지역 주요국 경상수지1)
2012년

유로지역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유로지역

2014년 유로지역 경상수지는 독일을 중심으로 상품수출이
증가했으나 내수부진에 따라 상품수입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
을 나타내면서 전년대비 215억 유로가 확대된 2천355억 유
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2012년 1분기에 45억 유로 적자를 기록한 이
후 흑자를 지속했다. 국별로 보면 2014년 중 독일의 흑자폭이
전년에 비해 261억 유로가 확대됐으며, 프랑스는 동 기간 중
적자폭이 102억 유로 축소됐다.

구분

2014년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HICP :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는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가격 하
락으로 상승률이 0.4%로 둔화됐다.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도 2014년 들어 상승률이 0.8%로 축
소됐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0.8%), 프랑스(0.6%) 등이 유로
지역 평균을 상회한 반면 그리스(-1.4%), 스페인(-0.2%), 포
르투갈(-0.2%) 등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유로지역 주요국 경기심리지표1)
구분
유로지역

경기체감지수
제조업PMI

독일

Ifo 경기지수

프랑스

INSEE지수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93.6 101.3 101.5 102.2 100.8 100.7
49.6

51.8

53.4

52.5

50.9

50.4

106.6 108.1 111.0 110.1 106.6 104.5
94

99

100

99

96

99

주 : 1) 기말 기준
자료 : EU 통계청, 독일 Ifo, 프랑스 통계청

주 : 1) 유로지역 및 독일은 계절변동조정 전, 프랑스 계절변동조정 후
자료 : 유럽중앙은행, 독일중앙은행, 프랑스중앙은행
■  일본

2014년 유로지역의 고용사정은 실업률이 11.6%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부진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별
실업률을 보면 스페인(24.5%), 포르투갈(14.1%) 등 재정취
약국의 실업률이 역내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으나 네덜란드
(6.8%), 독일(5.0%) 등은 유로지역 평균을 밑돌아 상반된 모
습을 보였다.
유로지역 주요국 실업률1)
구분
실업률(%)

유로
지역

2013년
연간

4/4

2014년
연간

2/4

3/4

4/4

12.0 11.9 11.6 11.8 11.6 11.5 11.4

실업자수(만 명) 1,904 1,889 1,840 1,868 1,842 1,834 1,825

독일

실업률(%)

프랑스

실업률(%)

5.2

5.1

5.0

l

세계

5.1

5.0

5.0

4.9

10.3 10.2 10.2 10.1 10.1 10.3 10.3

주 : 1) 분기 및 연간 자료는 월별 자료의 단순평균
자료 : EU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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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년 일본 경제는 4월 1일 시행된 소비세율 인상
(5%→8%)의 여파로 회복세가 주춤하며 2013년의 회복세(성
장률 1.6%)를 이어가지 못하고 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소비세율 인상 전 선취수요에 힘
입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1.3%
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소비세율 인상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
된 가운데 태풍 등 자연재해의 영향까지 겹쳐 2분기와 3분기
모두 -1.7% 및 -0.6%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소비세율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길게 지
속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2015년 10월
로 예정된 2차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7년 4월로 연
기(11월 발표)했다. 4분기에는 지속적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 유가하락 등에 힘입어 소폭 회복해 0.6%의 성장률을 기
록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의 경우 소비세율 인상 전 선취수요로
인해 1분기에 2.2% 증가했으나 소비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2

분기에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5.1%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3분기와 4분기에는 소비세율 인상의 부정적 영향
이 점차 약화되고 유가하락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가 각각
전기 대비 0.1%, 0.2% 증가했다. 소비자신뢰지수는 5월까지
하락하다가 6,7월 중 잠시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는 모
습이다.
민간투자를 보면 주택투자는 2분기에 소비세율 인상의 부
정적 영향으로 큰 폭 감소한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설비투자 또한 소비세율 인상 이후 감소하다가 연중
지속됐던 엔화 약세로 기업수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4분기
부터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엔화약세 등에 힘입어 제조업 및 중화학공업 품목
을 중심으로 2013년 대비 4.8%(금액기준) 증가했다. 수출금
액은 2013년 대비 4.0% 증가했으나 수출물량은 0.3% 증가
에 그쳤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2.9%)와 2분기(-0.1%)에 소폭 감
소했으나 이후 3분기에는 전기 대비 4.5%, 4분기에는 6.3%
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대미수출의 증가폭이 가
장 컸다.
수입은 에어컨, 카메라, 세탁기 등 제조업품목의 현지생산
으로 인한 역수입효과 확대, 원전 중지로 인한 화석연료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3년 대비 5.7%(금액기준) 증가했다.
일본 GDP 성장률1)
구분
실질GDP1)

(전기 대비, %)

2010년 2011년 2012년
4.7

-0.5

1.8

2013년

2014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1.6 -0.4
(2.3)

0.0

1.3 -1.7 -0.6 0.6
(2.4) (-0.4) (-1.4) (-0.5)

민간소비

2.8

0.3

2.3

2.1 -0.1 -1.2

2.2 -5.1

주택투자

-4.5

5.1

3.2

8.7

2.6 -5.2

2.4 -10.3 -7.0 -1.2

설비투자

0.3

4.1

3.7

0.4

1.2

4.1

5.9 -5.0 -0.1

공공투자

0.7

-8.2

2.7

8.0

0.7

3.6 -2.2

수

출

24.4

-0.4

-0.2

수

입

11.1

5.9

5.3

0.3

0.3
0.1

1.0

2.1

0.6

1.5 -0.2

8.2

6.5 -0.3

1.5

2.7

3.1

7.2

6.8 -5.3

1.0

1.3

3.0

주：(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자료：일본 내각부

대외거래 동향을 보면 무역수지(통관기준)는 수출 증가에
도 불구하고 엔화표시 수입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2조 7천
874억 엔 적자를 기록해 2013년(11조 4천680억 엔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소폭 확대됐다.
경상수지도 2013년(3조 2천340억 엔)보다 줄어든 2조6천
260억 엔을 기록했으나 소득수지의 대규모 흑자에 힘입어 전
체적으로 흑자 기조는 유지했다.
부문별로는 상품수지의 경우 원유 및 항공기류 관련 수입
이 늘어나면서 2013년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수지
는 교통수지가 미약하게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 여행객 증가
로 여행수지가 3년째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타 사업
서비스수지 등이 2013년에 이어 악화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소득수지는 채권 이자, 직접투자 수익을 중심으로 3
년째 흑자를 지속해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했다.
광공업생산은 소비세율 인상 이후 부진한 소비와 재고 누

적까지 겹쳐 2분기와 3분기 모두 감소(각각 -3.8%, -1.9%)
했으나 4분기 들어서는 소비세율 인상의 여파가 약화되면
서 소폭 증가(1.7%)해 연간으로는 2013년 대비 2.0% 증가율
을 기록했다. 철강·상업용 기계·금속제품·교통 및 통신관
련 부품·플라스틱 등의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자본재생산도
2013년 대비 4.5% 증가했다.
고용은 엔저와 유가하락 등으로 기업수익성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유지했다.
2014년 중 평균 실업률은 3.6% 수준으로 2013년(4.0%)보
다 0.4%p 낮아졌다. 구직자 1인당 구인수를 나타내는 유효구
인배율은 건설업 및 서비스업 노동력 부족 등으로 2014년에
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 2013년(0.93배)보다 높은 1.09배
를 기록했다. 명목임금은 2013년 대비 0.8% 상승했지만 소
비세율 인상 효과 등으로 실질임금은 2013년 대비 2.5% 하락
했다.
소비자물가는 소비세 인상 시점인 4월에 급등(전년동월 대
비 3.4% 상승)했다가 이후 민간소비 부진과 유가하락 등의 영
향으로 12월까지 하락세를 지속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도 6월 이후 낮
은 수준에서 유지됐다. 소비세율의 인상 영향을 제외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에 크게 못 미
치는 0.4%(12월 기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0년

2011년

경상수지(십억엔)

19,090

10,133

2012년 2013년 2014년

무역수지(십억엔)1)

6,635

-2,564

-6,941 -11,468 -12,787

수출(십억엔)1)

67,400

65,547

63,748

69,774

73,102

수입(십억엔)1)

60,765

68,111

70,689

81,243

85,889

광공업생산(전년대비, %)

15.6

-2.8

0.6

-0.8

2.0

실업률(%)

5.1

4.6

4.3

4.0

3.6

유효구인배율

0.52

0.65

0.8

0.93

1.09

명목임금

0.5

-0.2

-0.6

0.0

0.8

실질임금

1.3

0.0

-0.6

-0.6

-2.5

소비자물가상승률(%)

-0.7

-0.3

0.0

0.4

2.7

기업물가상승률(%)

-0.1

1.5

-0.9

1.3

3.2

닛케이주가2)

10,229

8,455

10,395

16,291

17,451

엔/달러 환율2)

87.77

79.78

79.79

97.6

105.84

4,683

3,234

2,626

주 : 1) 통관 기준
2) 기말 기준
자료 :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경제산업성, 일본은행

주식시장에서 닛케이주가는 연초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
후 엔화약세, 유가하락에 따른 기업수익의 개선 등으로 외국
인의 주식매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 과정에서 주식매입량
이 늘어난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엔/달러 환율은 연중 105.84를 기록해 2013년 대비 12%
상승했다. 특히 10월에는 일본은행이 공적연금 운용기구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엔/달러 환
율이 120엔/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한편 일본은행은 10월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추가 양적완
화 조치를 실시했다.
추가 양적완화는 소비세율 인상 이후의 수요부진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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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락 등에 기인한 물가 하방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2013년 4월에 발표한 양적완화(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asing; QQE)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서, 본원
통화 증가 목표를 종전 연간 +60조~70조 엔에서 연간 +80조
엔으로 확대하고, 장기국채매입 규모를 연간 +80조 엔으로 늘
리며(종전 연간 +50조 엔, 잔액 기준), ETF나 REIT 등의 매입
규모를 각각 연 3조 엔 및 900억 엔(종전 연간 +1조 엔, +300
억 엔)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12월에 임시 각료회의(국무회의)
를 개최해 엔화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가계 지원(1.2조 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한 자금 지원(0.6조 엔), 재해지역 복구 자금 지원(1.7조 엔)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5조 엔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민간소비 촉진 및 세대 간 자산이전 활성
화를 위해 증여세 비과세한도 확대, 주택융자 감세 및 주거급
여액 지급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도 2 015년
부터 도입할 계획에 있다.
■  중국

경제

2014년 중국 경제는 제조업 과잉 설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고정투자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1990년(3.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4% 성장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국
은 2012년(7.7%), 2013년(7.7%)에 이어 3년 연속 7%대 성장
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중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가 지속된 것은 대내적으
로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외적으
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데 주로 기인한다.
부문별로 보면 고정투자가 2013년(20.4%)에 비해 증가세
가 둔화되면서 16.9%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부
(17.2%)와 서부(19.0%)에 비해 동부(15.2%) 지역의 투자 증
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다.
산업생산은 연간 8.2% 증가해 2013년(9.7%)에 비해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업종별로는 철도·조선·우주항공(12.7%)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2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2013년
연간

4/4

2014년
연간

1/4

2/4

3/4

4/4

실질GDP

7.7

7.7

7.7

7.4

7.4

7.5

7.3

7.3

1)

고정투자

20.6

20.4

19.9

16.9

17.8

17.3

16.5

15.8

산 업 생 산2)

10.0

9.7

10.0

8.2

8.7

8.9

8.0

7.6

소 매 판 매2)

14.3

13.1

13.5

12.0

12.0

12.3

11.9

11.7

수

출2)

8.3

8.6

7.5

5.5

-4.7

5.0

13.0

8.7

수

입2)

5.2

7.6

7.1

0.9

2.8

1.5

1.0

-1.5

무 역 수 지3) 2,303 2,590

900 3,825

174

869 1,283 1,499

소비자물가2)

2.6

2.6

2.9

2.0

2.3

2.2

2.0

1.5

생산자물가2)

-1.7

-1.9

-1.4

-1.9

-2.0

-1.5

-1.3

-2.8

총통화(M2)4)

13.5

14.8

14.0

13.0

12.9

13.8

13.1

12.3

주 : 1) 누계 기준, 도시 지역
2) 분기 수치는 해당 월 평균
3) 억 달러
4) 말잔 기준
자료 : CEIC,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해관총서, 중국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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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철금속(12.4%) 등의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섬유(6.7%)
및 식료품(7.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매판매는 중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따른 영향 등으로
2013년(13.1%)에 비해 하락한 12.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통신장비(32.7%), 의약품(15.0%) 등이 높은 증
가율을 보인 반면 석유제품(6.6%), 자동차(7.7%) 등은 상대적
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온라인 소매판매가 2013년
대비 49.7% 증가한 2조 7천900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큰 폭
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연간 2조 3천400억 달러를 기록하며 3년 연속 2조
달러를 상회했으나 증가율은 5.5%에 그치며 2013년(8.6%)
에 비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만(13.9%), 아세안(11.5%),
한국(10.1%) 등에 대한 수출이 양호했던 반면 홍콩(-5.5%),
일본(-0.5%)에 대한 수출은 부진했다.
수입 증가율은 2013년(7.6%)에 비해 크게 하락한 0.9%를
기록했으며 금액으로는 1조 9천600억 달러에 그쳤다. 지역별
로는 EU(10.7%), 러시아(4.9%), 아세안(4.4%) 등에서 수입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홍콩(-20.7%), 인도(-3.5%) 등으로부
터의 수입은 감소했다.
2014년 전체 교역액은 4조 3천억 달러로 2013년 대비
3.4% 증가했으나 중국 정부의 목표치(7.5%)에는 미치지 못
했다.
무역수지는 수출이 2013년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나 증
가한 반면 수입이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흑자폭
이 증가해 연간 3천82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는 미국(2천370억 달러), EU(1천266억 달러), 아세안(637억
달러) 등에서의 흑자 규모가 컸던 반면 대만(1천57억 달러),
한국(898억 달러) 등에서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2014년 총통화(M2) 증가율은 13.0%로 연간 목표치
를 달성했으며 2013년 증가율(14.8%)에는 미치지 못했다.
위안화 신규대출은 9조 7천800억 위안으로 2013년 8조 8천
919억 위안에 비해 10.0% 증가한 반면, 신규사회융자 규모는
16조 4천600억 위안으로 2013년 17조 2천900억 위안에 비
해 4.8% 감소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연간 목표치(3.5%)를 하회했
으며 2013년(2.6%)에 비해 상승 폭도 줄어들었다. 항목별로는
식품(3.1%), 의복(2.4%) 등의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가정용품
(1.2%), 의료 및 개인용품(1.3%) 등은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생산자물가는 2013년과 동일한 -1.9%를 기록하며 3년 연
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가격은 전국 100대도시 분양주택 기준 주택가격상
승률(-2.7%)이 2013년(11.5%)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분양
주택 가격 기준으로 전국 70대 도시 중 전년 대비 상승한 도시
의 수는 1개, 하락은 66개, 보합은 3개를 기록했다.
주가(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014년 말 현재 3천234.6으
로 후강통 시행, 기준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하반기 중 48.1%
올랐으며 2013년 말(2천115.9) 대비로는 52.9% 상승했다.
연중 최고점은 3천234.6, 최저점은 1천991.2로 변동 폭은 1
천243.4에 이르렀다.
위안화는 2014년 말 현재 미 달러당 6.2654위안으로 2013
년 말(6.0969위안) 대비 2.7% 절하됐다. 이는 글로벌 달러 강
세,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 등에 따른 자본유출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중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3년(1천176억 달

러) 대비 1.7% 증가한 1천195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외국
인 직접투자에서 서비스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5.4%
를 기록했으며 특히 유통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투
자 규모가 컸다. 지역별로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18.1%로 2013년 대비 0.5%p 상승했다.
대외직접투자(ODI)는 1천29억 달러로 2013년(902억 달
러) 대비 14.1% 증가했다. 서비스업 투자액은 전년 대비
27.1% 늘었으며, 전체 대외직접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
는 비중은 64.6%에 달했다.
외환보유액은 2014년 말 현재 3조 8천430억 달러로 무역
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2013년 말(3조 8천213억 달러) 대비
217억 달러 증가했다.
■  중국을

중국을 제외한 BRICs국가들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2013년에 비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별로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브라질은 내수가 매우 부
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013년(2.5%)보다 크게 낮은 0%대 초
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
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제재 등으로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유
가하락으로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0%대 중반의 성
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민간소비가 견실한 가운데 신정부 출범
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가 개선되면서 2013년
보다 높은 5%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

2012년

브라질

2013년

2014년

연간

3/4

4/4

1/4

2/4

3/4

1.0

2.5

2.4

2.2

1.9

-0.9

-0.2

러시아

3.4

1.3

1.3

2.0

0.9

0.8

0.7

인도

4.5

4.7

5.2

4.6

4.6

5.7

5.3

자료 : 브라질 및 인도 중앙은행, 러시아 통계청

수출은 대외여건 악화와 함께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대
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브라질은 주요 교역대상국인 아르헨티나의 경기부진과 원
자재 가격하락으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2000년 이후 처음으
로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러시아는 루블화 약세와 경
기부진으로 수출에 비해 수입이 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다소 확대됐다. 다만 인도의 경우 수출
이 증가하고 금 수입 규제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경
상수지 적자폭이 2013년에 비해 축소됐다.
수출 증가율
구 분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구 분 2012년

제외한 BRICs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둔화, 국제원자재가격 하향 안
정에도 불구하고 환율 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식료품
가격의 오름세 확대 등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브라질 및 러시아는 식료품가격 오름세 확대 등으로 소비
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6%대 초반과 7%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2013년 수준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정책금리를
5차례에 걸쳐 총 175bp 인상했고 러시아도 정책금리를 6차
례에 걸쳐 총 1천150bp 인상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하반기 이후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3년에 비해 물가 오름세가 둔화됐다.

2013년

연간

3/4

2014년
4/4

연간

1/4

2/4

3/4

4/4

브라질

-3.8

-0.2

-0.5

4.1

-7.0

-2.5

-4.2

0.0 -20.2

러시아

2.3

-0.8

4.7

-0.2

-5.1

-1.6

4.0

-4.0 -17.5

인도

-2.0

6.0

12.8

7.3

2.5

-2.1

9.3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브라질 및 인도 상공부

4.1

-0.8

2014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브라질

5.4

6.2

6.1

5.8

6.3

5.8

6.4

6.6

6.5

러시아

5.1

6.8

6.4

6.4

7.8

6.4

7.6

7.7

9.6

인도

9.7

10.1

9.7

10.4

7.2

8.4

8.1

7.4

5.0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러시아 통계청, 인도 통계청

■  ASEAN

5개국

2014년 ASEAN 5개국 경제는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의 성
장세가 확대됐으나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정정불안
과 수출 및 투자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2013년에 비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성장률 추이를 국별로 보면, 인도네시아는 민간소비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물원광 수출금지
조치 실시와 원자재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중 수출이
큰 폭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2013년(5.8%)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경제는 민간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출
도 늘어났으나 정부지출 둔화,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2013년
(7.2%)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태국경제
는 정정불안의 영향으로 내수가 부진한 데다 수출도 감소하
면서 2013년(2.9%)보다 크게 낮아져 0%대 성장에 그칠 것으
로 추정된다.
다만 말레이시아는 하반기 들어 수출과 투자가 둔화됐으나
고용사정 개선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늘어나면서 성장률이
5%대 후반으로 2013년(4.7%)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베
트남은 민간소비의 견조한 성장세와 외국인직접투자 및 수출
이 확대되면서 2013년(5.4%)보다 높아진 5%대 후반을 기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12년

인도네시아

2013년

2014년

연간

3/4

4/4

1/4

2/4

3/4

6.3

5.8

5.3

5.4

4.8

5.0

4.6

말레이시아

5.6

4.7

5.0

5.1

6.2

6.5

5.6

필리핀

6.8

7.2

7.0

6.3

5.6

6.4

5.3

태국

6.5

2.9

2.7

0.6

-0.5

0.4

0.6

베트남

5.3

5.4

5.5

6.0

5.1

5.3

6.1

(전년 동기 대비, %)

2013년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 각국 통계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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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2013년에 이어 부진한 모습
을 보인 반면, 말레이시아는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개선됐으
며 필리핀과 베트남은 2013년에 이어 높은 수출 증가세를 이
어갔다.
수출 증가율
구분

2012년

(전년 동기 대비, %)

2013년

2014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인도네시아 -6.6

-3.9

-6.9

3.3

-3.4

-2.5

-2.5

말레이시아

0.0

-0.8

1.9

4.5

2.9

4.1

9.9

3.2

-4.9

필리핀

7.9

8.8 11.4 19.4

9.0

6.9

9.7 12.9

6.3

태국

3.0

-0.4

-1.4

0.0

1.7

베트남

-0.3

-1.7

-1.0

3/4

4/4

2.3 -10.3

-1.8

20.0 16.5 15.8 16.8 12.6 12.2 15.7 11.9 10.9

자료 : 각국 통계청, 태국 중앙은행

소비자물가를 보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2013년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된 반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비슷하거
나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말레이시아는 연료보조금이 축소되면서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높아졌으며 필리핀도 태풍에 따른 식료품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3년 수준을 상회하는 4.2%를 기록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물가 오름세가 일시 둔화되기도 했으
나 연료 등 에너지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2013년과 같
은 6.4%의 상승률을 보였고, 태국과 베트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4분기 들어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2013년 수준을 하회하는 1.9%, 4.1%를 각각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구분

2012년

그는 1950년 보고타국립대 법학과를 중퇴한 뒤 진보적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신문사는 정부 비판적인 기
사를 쓰던 마르케스의 신변 위협을 우려해 유럽 특파원으로
발령했으며 이후 마르케스는 유럽과 멕시코를 전전하며 살
았다.
대표작으로는 ‘백년 동안의 고독’(1967), ‘족장(族長)의 가
을’(1975), ‘콜레라시대의 사랑’(1985) 등이 있다.
■  프랑스

2014년 노벨문학상은 프랑스 현대문학 작가인 파트리크
모디아노(69)에게 돌아갔다. 모디아노는 2차 세계대전 등 역
사적 사실과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억과 망각, 정체성,
죄의식 등의 주제를 다뤄 ‘제2의 마르셀 프루스트’라고도 불
린다.
그는 1968년 첫 소설 ‘에투알 광장’으로 주목을 받은 뒤 ‘외
곽 순환도로’로 1972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대상을, ‘슬픈
빌라’로 1975년 리브레리상을, 1978년 ‘어두운 상점들의 거
리’로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공쿠르상을 받았다.
스웨덴 한림원은 “붙잡을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기억의 예
술로 환기시키고 나치 점령 당시의 생활상을 드러냈다”며 수
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

2013년

2014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인도네시아 4.0

6.4

8.0

8.0

6.4

7.8

7.1

4.4

6.5

말레이시아 1.7

2.1

2.2

3.0

3.1

3.5

3.3

3.0

2.8

필리핀

3.2

2.9

2.4

3.5

4.2

4.1

4.4

4.7

3.6

태국

3.0

2.2

1.7

1.7

1.9

2.0

2.5

2.0

1.1

베트남

9.1

6.6

7.0

5.9

4.1

4.8

4.7

4.3

2.6

자료 : 각국 통계청, 태국 상공부

▲ 노벨문학상 수상자 파트리크 모디아노가 12월 7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림원에서 강연하고 있다.
■  펜으로

세계 문화
문학
■  ‘백년

동안의 고독’ 노벨상 작가 마르케스 타계

‘백년 동안의 고독’으로 1982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콜롬비
아 출신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4월 17일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마르케스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역사와 토착신화의 상상력
을 섞은 특유의 ‘마술적 사실주의’를 소설에 도입해 ‘돈키호테’ 작
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 이후 스페인어권 문학 거장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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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파트리크 모디아노, 노벨문학상 수상

인종차별 저항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고디머

별세
1991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 저항 소설가인 나딘 고디머가 7월 15일 향년 90세로 별
세했다.
고디머는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한
흑인과 백인의 갈등을 주제로 소설을 쓰는 등 현실 비판의 목소
리를 문학에 담아낸 작가다. 이 때문에 1948~94년 아파르트헤
이트 정권 당시 고디머의 저서 3편은 판매가 금지되기도 했다.
대표작으로는 ‘보호주의자’, ‘줄라이의 사람들’ 이 있으며
1987년 발표한 소설 ‘자연의 위안’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종
식과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자유를 예언하기도
했다.

영화 · 연극 · 뮤지컬
■  아카데미상

- 흑인 감독 스티브 맥퀸의 ‘노예 12년’
작품상 수상

여우주연상은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맵스 투 더 스타스’
의 주연 줄리앤 무어, 남우주연상은 마이크 리 감독의 ‘미스터
터너’에서 열연한 티모시 스폴에게 돌아갔다.
각본상은 러시아 영화 ‘리바이어던’의 안드레이 즈뱌긴체프
감독과 올렉 네긴이 탔다. 황금카메라상은 프랑스 마리 아마
슈켈리 감독의 ‘파티 걸’, 주목할 만한 시선상은 헝가리 코르넬
문드루초 감독의 ‘화이트 갓’에 각각 돌아갔다.
한국 작품으로는 정주리 감독의 ‘도희야’가 ‘주목할 만한 시
선’ 부문에 초청받았고, 권현주 감독의 ‘숨’도 학생 경쟁부문
‘시네파운데이션’에 진출했으나 상을 받지는 못했다.
2007년 ‘밀양’으로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칸의 여
왕’ 전도연은 이번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활약
했다. 한국 영화인으로는 1994년 고(故) 신상옥 감독, 2009년
이창동 감독에 이어 세 번째다.
■  베니스

영화제 - 황금사자상에 ‘비둘기, 가지에 앉아
존재를 성찰하다’

▲ 3월 2일(현지 시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노예12년’으로 작품상
을 수상한 스티브 맥퀸 감독.

스티브 맥퀸 감독의 ‘노예 12년’이 제86회 아카데미영화상
작품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여우조연상과 각색상도 받아 3관
왕의 영광을 안았다.
‘노예 12년’은 1800년대 미국 뉴욕주에서 자유인으로 태어
나 12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흑인 솔로몬 노섭의 자서전을 바
탕으로 한 작품이다. 맥퀸 감독은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영화상
역사상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한 흑인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멕시코 출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가 감독상, 촬
영상, 편집상, 시각효과상, 음악상, 음향편집상, 음악효과상
등 7개 부문을 석권하며 가장 많은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쿠
아론 감독도 중남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영화상 감
독상을 수상했다.
남우주연상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매튜 맥커너히, 여
우주연상은 ‘블루 재스민’의 케이트 블란쳇이 받았다.
국내에서 1천만 관객을 동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10억 달러
의 수입을 올린 디즈니의 ‘겨울왕국’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
‘허’를 연출한 스파이크 존즈 감독은 각본상을 수상했고, 미
술상과 의상상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주연의 ‘위대한 개츠
비’에 돌아갔다. 외국어영화상은 이탈리아의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더 그레이트 뷰티’가 차지했다.
■  칸

영화제 - 황금종려상에 터키 영화 ‘윈터 슬립’

터키 누리 빌제 세일란 감독의 ‘윈터 슬립’이 제67회 칸국제영
화제 최고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윈터 슬립’은 터키 아
나톨리아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하는 남자와 그의 가족, 주변 사
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간의 속물근성을 꼬집은 작품이다.
칸영화제의 2위작인 심사위원대상(그랑프리)은 이탈리아 여
성감독 알리스 로르바흐의 ‘더 원더스’가 받았다.
감독상은 ‘폭스 캐처’를 연출한 베넷 밀러 감독이, 심사위원
상은 자비에 돌란의 ‘마미와 장뤼크 고다르의 ‘언어와의 작별’
이 공동 수상했다.

제7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최고상인 황금사자상
은 스웨덴 감독 로이 안데르손의 초현실주의 코미디 영화 ‘비
둘기, 가지에 앉아 존재를 성찰하다’에 돌아갔다. 스웨덴 감독
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영화는 안데르손 감독의 코미디 ‘인간 3부작’의 마지막
편으로 암울한 분위기 속에 과거의 망령이 맴도는 스웨덴의
모습을 담았다.
은사자상(감독상)은 러시아 영화 ‘더 포스트맨스 화이트 나
이츠’의 안드레이 콘찰로프스키 감독이 받았다.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은 이탈리아 사베리오 코스탄조
감독의 ‘굶주린 마음’에서 부부 역을 연기한 할리우드 스타 애
덤 드라이버와 이탈리아 여배우 알바 로르와처가 수상했다.
심사위원 대상은 인도네시아 대학살의 참상을 담은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의 시선’이 수상했
다. 심사위원 특별상은 터키 감독 칸 뮈제시의 ‘시바스’가 받았
다. 새로운 경향의 영화를 소개하는 오리종티 경쟁 부문 대상
은 인도의 차이타냐 타마네 감독의 ‘코트’에 돌아갔다.
이 부문에 진출했던 홍상수 감독의 ‘자유의 언덕’은 수상에
실패했다. 임권택 감독의 ‘화장’은 2014년 오리종티 비경쟁부
문에 초청됐다.
■  베를린

영화제 - 금곰상에 디아오이난 감독의 ‘백일

염화’
중국 디아오이난 감독의 ‘백일염화’(白日焰火)‘가 제 64회
베를린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인 금곰상을 수상했다. 백일
염화는 구이룬메이(桂綸美), 리아오판((廖凡), 황쉐빙(王學兵)
주연의 정통 필름 느와르식 범죄 스릴러 영화다.
이 영화는 1999년 중국 북부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시체가
발견된 것을 추적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은 전직 경찰관이 5
년 후 또 다른 살인사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그렸다.
심사위원대상(은곰상)은 올해 영화제 첫 상영작인 미국 웨
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차지했고, 최우
수감독상은 12년에 걸쳐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관계를 조
명한 ‘보이후드’의 미국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받았다.
여우주연상은 일본 야마다 요지 감독의 ‘작은 집’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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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로키 하루가, 남우주연상은 백일염화에서 경찰관 역을 연
기하기 위해 20㎏의 몸무게를 불린 리아오판에게 돌아갔다.
백일염화 외에도 중국 영화감독 6세대의 기수로 손꼽히는
로예 감독의 신작 ‘맹인안마’와 중국을 대표하는 흥행감독 닝
하오의 ‘무인구’ 등 3편이 경쟁부문에 오르는 등 중국 영화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작품 가운데는 정윤석 감독의 다큐멘터리 ‘논픽션 다
이어리’와 박경근 씨의 ‘철의 꿈’이 아시아 영화 출품작 가운데
최우수 작품을 가리는 넷팩상(NETPAC·아시아영화진흥기
구상)을 받았다.
‘논픽션 다이어리’는 1990년대 굵직한 사회적 이슈들을 통
해 사회 상부구조를 파헤치는 작품이며, ‘철의 꿈’은 한국 산업
화를 철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상이다.
■  토니상

- 오드라 맥도널드, 연극 부문 여우주연상…
그랜드슬램 달성

연극·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배
우 오드라 맥도널드가 여우주연상을 수상, 개인 통산 6관왕을
달성했다. 맥도널드는 연극 ‘에머슨 식당에 선 레이디 데이’로
연극 부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맥도널드는 토니상에서 연극·뮤지컬 부문 조연상과 주연
상을 모두 받아 여배우로는 최초로 토니상 그랜드슬램 달성
과 동시에 개인 통산 6회의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연극 부문 최우수 작품상에는 존슨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담은 ‘올 더 웨이’가 선정됐다.
연극 부문 남우주연상은 ‘올 더 웨이’의 브라이언 크랜스턴
에게 돌아갔다. 남우조연상은 ‘십이야’의 마크 라일런스, 여우
조연상은 ‘태양 아래 건포도’의 소피 오코네도가 수상했다.
뮤지컬 부문 최우수 작품상은 한 가난한 남성이 자신의 경
쟁자 8명을 제거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사랑과 살인에
대한 한 신사의 가이드’가 받았다.
록 뮤지컬 ‘헤드윅’의 닐 패트릭 해리스가 남우주연상을, 이
츠학 역의 레나 홀이 여우조연상을 각각 받았다. 뮤지컬 여우
주연상은 ‘뷰티풀’의 제시 뮬러가, 남우조연상은 ‘알라딘’의 제
임스 먼로 이글하트가 수상했다.
■  김정은

암살 소재 ‘인터뷰’ 개봉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
화 ‘인터뷰’가 온라인에 배포된 데 이어 12월 25일 미국 전역
320개 영화관에서 일제히 개봉했다.
미국 영화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영화 인
터뷰는 당초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테러 우려로 상영 계획을
취소했으나 소형 독립 영화관의 요청으로 상영을 시작했다.
소니는 구글 ‘플레이’와 ‘유튜브 무비’,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
스 비디오’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주문형비디오(VOD) 형
식으로 이 영화를 유료 배포했다.
인터뷰는 김 위원장의 인터뷰 기회를 잡은 미국 토크쇼 사
회자와 연출자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김정은 암살 지령
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렸다.
미국 인기 코미디언 배우 제임스 프랭코와 세스 로건이 각
각 토크쇼 사회자와 연출자 역할을 맡았고 김 위원장 역은 한
국계 미국인 배우 랜달 박이 맡았다.
■  美

인기 배우 로빈 윌리엄스, 허리띠로 목 매 숨져

할리우드의 인기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8월 11일 미국 캘
리포니아주 티뷰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63세.
경찰 조사결과 윌리엄스는 허리띠로 목 매 스스로 목숨을 끊
은 것으로 확인됐다. 윌리엄스의 가족들은 그가 생전에 우울
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는 1970년대 코미디언으로 연극과 영화, TV에 등
장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영화 ‘굿모닝 베트남’, ‘죽은 시인
들의 사회’, ‘후크’, ‘알라딘’, ‘미세스 다웃파이어’, ‘쥬만지’ 등에
서 다양한 연기를 펼쳤다.
1997년에는 영화 ‘굿윌헌팅’으로 아카데미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으며 영화 ‘굿모닝 베트남’, ‘미세스 다웃파이어’, ‘피셔
킹’ 등드로 총 6차례 골든글로브 상을 받았다.

음악
■  그래미상

- 다프트 펑크, ‘올해의 앨범’ 등 5관왕

프랑스 출신 일렉트로닉 듀오 다프트 펑크가 제56회 그래
미어워즈에서 5관왕을 차지했다.
다프트 펑크는 ‘올해의 앨범’과 ‘올해의 레코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댄스/일렉트로니카 앨범’, ‘베스
트 엔지니어드 앨범-논 클래시컬’ 상을 받아 5관왕에 올랐다.
프로젝트 그룹 매클모어 앤드 라이언 루이스는 신인상을
비롯해 ‘베스트 랩 앨범’, ‘베스트 랩 송’, ‘베스트 랩 퍼포먼스’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뉴질랜드 출신 17세 여성 싱어송라이터 로드는 ‘로열스’로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 부문서 수상했다. 작곡가에게 주어
지는 본상인 ‘올해의 노래’도 로드가 받았다. 브루노 마스는
‘언오서독스 주크박스’로 ‘베스트 팝 보컬 앨범’ 상을 받았다.
■  브릿어워즈

- 데이비드 보위, ‘남자가수상’ 최고령

수상
▲ 12월 25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인터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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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를 풍미한 영국의 록스타 데이비드 보위(67)가 영
국 최고권위 대중음악상인 브릿어워즈에서 ‘남자 가수상’을

받아 건재를 과시했다.
1967년 데뷔한 보위는 퇴폐적인 분위기의 음악, 화려한 의
상과 분장이 특징인 글램록의 선구자로 불린다. 보위가 브릿
어워즈에서 수상한 것은 1996년 이후 18년 만으로, 역대 수
상자 가운데에서도 최고령이다.
4인조 록밴드 악틱 몽키즈는 ‘올해의 앨범’과 ‘영국 밴드’ 부
문을 수상해 2관왕에 올랐다. 또 영화 ‘어바웃 타임’의 오리지
널사운드트랙(OST)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엘리 굴딩이 ‘영국
여자 가수상’을 받아 주요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  이탈리아 출신 세계적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 타계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1
월 20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1세.
이탈리아 밀라노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아바도는 밀라
노 음악원과 빈 음악 아카데미에서 지휘와 작곡, 피아노를 공
부했다.
아바도는 1958년 쿠세비츠키 콩쿠르에서 우승해 이름을
알렸고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음악감독, 빈 국립 오페라 극장
음악감독, 런던 심포니의 수석 지휘자를 역임했다. 이후 헤르
베르트 폰 카라얀의 후임으로 12년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
스트라의 수석지휘자를 맡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오케스트
라를 이끌었다.
그는 구스타프 말러의 작품 해석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뤘
으며 베토벤과 모차르트, 슈베르트 작품 연주에서도 의미 있
는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생전에 유럽연합(EU) 청소년 오케스트라, 구스타프 말러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했고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을 세계
적인 음악 축제로 키워내는 등 세계 음악계에 큰 업적을 남겼다.
■  ‘평양

공연’ 이끈 세계적 지휘자 로린 마젤 별세

필하모닉, 시카고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등 미국 주
요 교향악단을 지휘했다.
서른 살에 미국인 최초로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무대
에 지휘자로 데뷔한 뒤 베를린 도이치 오퍼, 베를린 라디오 심
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피츠버그 심포니, 빈 국립 오페
라, 뉴욕 필하모닉, 뮌헨 필하모닉 등에서 음악감독과 상임지
휘자를 지냈다.
마젤은 생전에 수차례 내한해 공연했으며 첼리스트 장한나
의 재능을 높이 사 어릴 때부터 국내외 여러 무대에서 협연하
고 지휘를 가르치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뉴욕필 상임지휘자 시절인 2008년 2월에는 북한을
방문해 역사적인 평양 공연을 이끌었다. 당시 평양 동평양대
극장에서 북한과 미국 국가, ‘아리랑’ 등을 지휘했다.
■  1986년

초연 ‘오페라의 유령’…1만회 공연 기록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8월 18일 기준 1만회 공연을 기록
해 브로드웨이 최장수 뮤지컬의 영예를 안았다.
오페라의 유령은 프랑스 파리 오페라극장을 무대로 흉측하
게 일그러진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신사가 아름다운 프리마
돈나를 짝사랑하는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다. 프랑스 추리
작가 가스통 르루가 1910년에 발표한 소설을 영국의 작곡가
앤드루 웨버가 뮤지컬로 만들었다.
1986년 10월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됐으며 뉴욕 브로
드웨이에서는 1988년 1월 26일 머제스틱 극장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오페라의 유령은 브로드웨이에서만 27년째 공연을 이어가
고 있으며 이 기간 벌어들인 수입은 60억 달러(약 6조 1천50
억원)에 달한다.
■  쿠바

밴드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 고별 공연

쿠바의 전설적인 재즈밴드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가 6월
밴드 활동을 마감하는 고별 공연에 나섰다.
이 ‘아디오스 투어’에는 원년 멤버인 오마라 포르투온도(83)
를 포함해 과히로 미라발, 엘리아데스 오초아 등 멤버들이 마
지막으로 결집한다. 공연은 유럽을 시작으로 중남미, 북미 등
을 거쳐 2015년 10월 수도 아바나에서 막을 내릴 예정이다.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은 세계에서 수백만 장이 넘는 음반
판매를 기록했으며 독일의 빔 벰더스 감독은 밴드명과 같은
이름으로 이들의 공연을 영화화했다.

미술
▲ 2005년 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 로린 마젤의 모습.

■  조지아 오키프 그림 495억원에 낙찰…여성작가 작품

중 최고가
현대 클래식 음악을 이끈 세계적 지휘자 로린 마젤이 7월
13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4세.
마젤은 절대 음감과 기억력을 바탕으로 네 살 때부터 음악
을 시작, 바이올린 연주와 지휘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여덟 살에 아이다호 대학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아홉 살
때는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인터라켄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다. 열다섯 살까지 NBC 심포니, 뉴욕

꽃 그림으로 유명한 미국 여성화가 조지아 오키프의 작품
이 4천440만 달러(약 495억원)에 낙찰돼 여성작가의 작품으
로서는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은 오키프의 1932년작 ‘흰독말풀/하
얀 꽃 No.1’으로, 소더비 미주 이사회 의장인 리사 데니슨이
낙찰받았다. 이번 낙찰가는 지금껏 여성작가 작품 중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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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조안 미첼의 작품 ‘무제’(1천190만 달러·약 132억원)의
약 4배에 달한다.
지금까지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미술 작품은 2013
년 11월 1억4천240만 달러(약 1천515억원)에 낙찰된 영국 화가 프
랜시스 베이컨의 작품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 가지 연구’다.
■  자코메티

청동 조각품 1천85억원에 낙찰

스위스 현대미술 거장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청동 조각상이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억97만 달러(약 1천85억5천만
원)에 낙찰됐다.
‘마차’라는 이름의 이 조각은 두 바퀴가 달린 마차 위에 여신
이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세대에
는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진 작품이다.
앞서 2010년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자코메티의 조각
‘걷는 사람’이 미술작품 사상 최고가인 1억430만 달러에 낙찰
된 바 있다.

잉글랜드 성공회가 여성에게 주교 문호를 개방한 교회법
개정 후속 조치로 첫 여성 주교를 임명했다.
잉글랜드 성공회는 2014년 12월 리비 레인(48) 체스터 교
구 사제를 맨체스터 스톡포트 교구의 신임 주교로 선임했다
고 발표했다.
옥스퍼드대 출신의 레인 주교는 잉글랜드 성공회가 사제직
문호를 여성에게 처음 개방한 1994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으
며, 성공회 사제인 남편과 함께 서품을 받아 잉글랜드 성공회
최초의 부부 동시 서품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잉글랜드 성공회의 첫 여성 주교 탄생은 7월 교회 총회에서
480년 만에 여성 주교를 허용하는 교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과학
■  유럽

우주 탐사선 ‘로제타 호’ 탐사로봇 역사상 최초
의 혜성 착륙

종교
■  가톨릭,

시노드 보고서 동성애 포용 언급 논란

가톨릭 세계주교대의원대회(주교 시노드) 중간 보고서에
결혼과 피임에 대한 가톨릭의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는 내용
이 담겼다가 논란 끝에 최종보고서에서 삭제됐다.
중간보고서에는 “동성애자들도 기독교 공동체에 헌신할 자
격과 은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이혼했거나 재혼
한 신자의 영성체 참여 등 이혼을 포용하는 문구도 담겼지만
가톨릭 내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주교회의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서 최종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이 누락됐다.
다만 최종보고서는 결혼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남녀 커플
등의 이성 시민 결합에도 긍정적 요소가 있으며 피임도 존중
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해 이는 기존 보수적인 가톨릭의 태도
와는 다른 견해를 보여줬다.
시노드 보고서는 향후 세계 각국 교구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5년 10월 시노드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  잉글랜드

성공회 첫 여성주교 임명

▲ 잉글랜드 성공회의 리비 레인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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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2일(현지 시간) 혜성 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레’
(Philae)가 혜성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이하 67P)에 성공적으로
착륙하자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유럽우주국(ESA) 관제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유럽의 우주 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로봇 ‘필레’가 인류 역
사상 처음으로 혜성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유럽우주국(ESA) 관제센터는 필
레가 11월 12일(세계 표준시 기준) 혜성 ‘67P/추류모프-게라
시멘코’(이하 67P)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 밝혔다. 2004년
3월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10년 8개월 만
이다.
2005년 미국 항공우주국이 우주탐사선 딥 임팩트호의 충
돌체를 혜성 템펠 1호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한 적은 있지만,
혜성 표면에 탐사 로봇을 착륙시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필레는 혜성에 착륙하고서 곧바로 주변 사진을 촬영해 보
냈으며 각종 과학적 데이터를 전송했지만, 14일 밤 배터리가
완전히 고갈되고 충전용 태양광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비
작동 상태에 들어갔다.
혜성은 약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
어 로제타호와 필레가 보내오는 자료는 태양계 진화 역사와 나
아가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노벨

물리학상에 고효율 청색 LED 개발한 아카사키
이사무 교수 등 3명

■  노벨

화학상에 초고분해능 형광현미경 기술 개발한
에릭 베치그 등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은 고효율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를 개발해 조명기술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온 아카사키 이
사무(85) 메이조대(名城大) 종신교수 등 일본 출신 과학자 3명
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
경적인 새 광원인 청색 LED를 발명한 아카사키 교수와 나고
야 대학의 아마노 히로시(54) 교수, 미국 국적인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주립대(UC샌타바버라) 나카무라 슈지(60) 교수
등 3명에게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아카사키 교수 등 3명은 질화갈륨(GaN)을 재료로 만든 반
도체를 여러 층 쌓는 방식으로 수천 번의 실험을 거듭한 끝에
1992년 처음으로 밝고 푸른빛을 내는 LED를 개발하는 데 성
공했다.
백색 LED가 내는 단위 전력당 빛은 백열전구보다 18배 이
상, 형광등보다 4배 이상 밝다. 또 LED 조명은 사용 기간이
최대 10만 시간으로 1천 시간에 불과한 백열등이나 1만 시간
인 형광등보다 월등히 길다.
때문에 이들의 청색 LED 개발은 기존 광원보다 더 오래 사
용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조명기술에 근본적
인 진보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학현미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분해능 형광 현미경 기
술을 개발해 생체 세포와 단백질 등을 관찰하는 길을 연 미국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 에릭 베치그(54) 박사와 스탠퍼드대
윌리엄 머너(61) 교수, 독일 막스플랑크 생물물리화학연구소
슈테판 헬(51) 박사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형광분자를 이용해 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세
계 관찰을 가능케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과학계에서 100년 이상 당연시돼온 광학현미경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형광분자를 이용한 초고
해상도 현미경 기술로 ‘광학현미경은 빛 파장의 2분의 1(최
고 0.2㎛)보다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 없다’는 한계를 깬 것
이다.
슈테판 헬 박사는 2000년 레이저빔 2개를 물체에 쏴 레
이저빔 하나로는 형광분자가 빛나게 유도하고 다른 레이저
빔으로는 불필요한 형광을 제거하는 방식의 ‘유도방출소모
(STED) 현미경’을 개발, 광학현미경을 뛰어넘는 고해상도를
얻었다.
나노현미경으로 불리는 이 기술을 이용하면 뇌 신경세포
간 연결부위인 시냅스의 형성, 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헌
팅턴병에서의 단백질 응집 등은 물론 수정란이 배아로 발달
하는 단계의 단백질도 관찰할 수 있다.
■  노벨

생리의학상에 뇌 속 위치정보
세포 발견한 존 오키프 박사 등

뇌세포 안에서 ‘뇌 안의 GPS’라고 할 수
있는 위치정보 세포를 발견하고 작동 메커
니즘을 밝혀낸 미국의 존 오키프(75) 박사
와 부부 과학자인 노르웨이 마이브리트 모
세르(여·51)와 에드바르 모세르(52) 박사
등 3명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오키프 박사는 1971년 쥐 실험 과정에
서 뇌에서 위치정보 처리시스템을 구성하
는 세포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는 뇌 해마 부위에서 쥐가 특정 위치
에 갈 때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가 있다
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장소세포’로 명
명했다.
여기에 모세르 박사 부부가 2005년 뇌
해마 바로 옆 뇌후각피질에서 위치정보 처
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또 다른 세포를 발
견, ‘격자세포’라고 이름 붙였다. 격자세포
는 뇌 안에서 일종의 좌표계를 생성, 사람
들이 정밀한 위치를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
하는 세포다.
이들의 연구가 수백 년간 철학자와 과
학자를 사로잡아온 ‘뇌가 어떻게 주변 공
간의 지도를 만들고 어떻게 복잡한 환경
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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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  ‘다문화주의

대부’ 스튜어트 홀 별세

1970년대 문화 연구의 지평을 넓히며 ‘다문화주의의 대부’
로 불려온 문화이론가 스튜어트 홀이 2월 10일 별세했다. 향
년 82세.
홀은 1960년 역사학자 E.P. 톰슨 및 문화학자 레이먼드 윌리
엄스와 함께 신좌파를 대표하는 잡지 ‘신좌파 리뷰’를 창간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영국 최초의 문화연구소인 버밍엄대
현대문화연구소에서 활동하면서 인종과 성, 섹슈얼리티, 정
체성, 인종적 선입견과 미디어 등 다양한 주제로 저작을 발표
하며 문화 연구의 영역을 개척했다.
특히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취임하기 몇 달 전에는 이론
잡지 ‘마르크시즘 투데이‘를 통해 ‘대처리즘’이라는 용어를 만
들어내기도 했다.
홀은 1979년부터 오픈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
구를 계속했으며 1997년 은퇴한 이후에는 대중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  ‘시카고학파

거두’ 노벨상수상자 게리 베커 별세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
수가 장기투병에 따른 합병증으로 5월 3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시카고학파의 거두인 베커 교수는 1950년대 후반부터 과
거 경제학이 다루지 않았던 인간행동·사회현상에 대한 경제
학적 연구 분야를 개척한 인물이다.
그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 이익이 극
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경제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결혼, 출산, 범죄, 중독행위 등을 설명했으며 이 연구는 사회
학, 인구학, 범죄학은 물론 사회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베커는 인간의 지식, 건강 등을 ‘인적 자본’으로 인식하
고, 이런 인적 자본이 토지, 자본과 같은 물적 자본보다 더 중
요하다는 이론을 확립했다.
■  노벨

경제학상에 독과점 시장 규제방안 연구한 장
티롤 교수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독과점 시장의 효율적 규제
방안을 연구한 프랑스의 미시경제학자 장 티롤(61) 툴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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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장 티롤 툴루즈 1대학 교수가 12월
8일(현지 시간) 스톡홀름대학교에서 강연하고 있다.

대학 교수가 선정됐다.
티롤 교수는 현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
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
장의 실패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제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한
학자다.
티롤 교수 이전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는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담합을 금지하는 등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단순한 정
책을 옹호해 왔지만 티롤 교수는 일련의 논문과 책에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일반적인 틀을 제시하고 통신업과 은행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산업에 이를 적용하는 연구를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  워싱턴포스트

· 가디언, NSA 도청 폭로로 퓰리처상

수상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와 영국 가디언이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무차별적인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기사로 미국 언
론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을 받았다.
이들 신문은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
이 넘겨준 수천 건의 비밀 서류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무차
별적인 도·감청 실태를 공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NSA의
전자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을 보도했고 가디언은 NSA의 무
차별적인 전화통화 수집을 폭로했다.
이 보도로 NSA가 무차별적인 도·감청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 수백만 명의 전화통화와 이메일 정보를 수집한 것으
로 드러났으며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