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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National Defense: Is Another Spending Boom on the Horizon? 

 

정치∙경제 정책에 이어 국방 정책까지 이슈로 떠오르면서 거침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예산 증강 공약이 실현된다면 미국의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미군을 재건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핵무기 시설 

현대화,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 해군 군함∙공군기 현대화 및 운용대수 증진 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 월 말에서 3 월 초 사이에 국방 예산을 포함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4 년 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편성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사실 이미 의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산을 주장하고 있다. 미 상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맥케인 의원은 미국이 수년간 국방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으며 향후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8 회계연도에 6400 억 달러를 배정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기존 

예산보다 580 억 달러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맥케인 의원은 향후 5 년 간 국방비로 4300 억달러를 추가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국방비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은 경기 후퇴기었던 1980 년대 초나 회복기 초반이었던 2000 년대 

초보다는, 1960 년대 중반의 경제 국면과 더 유사하다. 1960 년대 중반은 미국 경제가 확장기 5 년차에 접어들었을 

때로 실업률은 4.5%로 비교적 낮았고 인플레이션은 1.5% 정도로 관리되었다. 당시 국방비 초과분은 내수를 증진시켰고 

임금, 상품 등의 가격에 상승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올랐고 1961 년 1%였던 

인플레이션은 1970 년 6%대에 근접했다. 

 

오늘날 미국의 경제적 조건은 이와 여러모로 비슷해 보인다. 7 년 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4%대 중반에 

머무르며 인플레이션은 약 2%로 안정적이다. 국내외 요인이 상이하긴 하지만 트럼프의 국방 정책에 힘입어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고 임금과 인플레이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1960 년대와 같은 급속도의 성장은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1~2%의 일관된 상승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미국 연준이 및 금융시장이 현재 예상하는 

수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예산의 세부사항이 공개되면 시장은 국방예산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 자료 작성일 현재 얼라이언스번스틴 엘피 혹은 그 자회사의 견해와 얼라이언스번스틴 

엘피 혹은 그 자회사에 의해 신뢰되는 정보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제시된 견해 및 의견은 

얼라이언스번스틴의 내부적 예측에 기초하며, 미래 시장 성과에 대한 지표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서 언급한 

어떤 전망이나 견해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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