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3(수 )

현지정보

뉴욕사무소

캐나다 중앙은행 정책금리 동결 및 자산매입 유지
1. 주요 내용

□

6.3일 캐나다 중앙은행(이하 ‘BOC‘)은 정책금리를 실효하한인 0.25% (effective
lower bound of 0.25%)로 동결하고 자산매입(LSAP; large-scale asset purchases)을 유지
하였으며, 단기 유동성 공급빈도는 축소

o [대내외 여건] 코로나19 충격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나 향후 대내외 경기
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주요국의 대규모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활동 중단의 충격이 일부 완화
되고 금융여건은 개선되었으며 상품가격은 상승

— 국가별 경기회복 속도는 이동제한 조치 차이 등으로 차별화(uneven)될 가능성
o [캐나다 경제·금융] 코로나19가 생산과 고용에 미친 충격은 역대 최대이나 적극
적인 정책대응으로 최악은 피한 것으로 보이며, 물가는 저유가 영향으로 하락

— 한시적 유동성 지원기구(CPPP, PBPP, CBPP)는 당초 계획대로 운용할 예정이나
단기 유동성 공급빈도는 단기자금시장의 상당폭 개선 등에 따라 축소*

* 기간물 Repo(1, 3, 6, 12 및 24개월물) 횟수를 주 2회에서 1회로, Bankers’ Acceptances도
주 1회에서 2주 1회로 각각 줄이고, 이를 올해 10월까지 유지

— 한편 자산매입(LSAP)은 경기회복세가 뚜렷(well underway)해질 때까지 유지
할 것이며, 필요시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음(ready to adjust these programs)
BOC 한시적 유동성 지원기구1)

BOC 정책금리

한도/기간 적격기관
적격자산
만기
3
개월
CP 및 ABCP
발행기관별
CPPP
캐나다기업 (발행·유통시장 매입)
한도
(CP
4.2일 기준 R-1 이상,
Purchase (4.2일부터 주·지자체 신용등급
4.2일 이후 강등된 경우 포함
Agency
Program)
1년간)
(DBRS Morningstar 기준)
PBPP
BOC의 고우량 기준 충족하는
(Provincial 500억C$ 주정부,
C$표시 채권(유통시장 매입)
Bond
(5.7일부터 주정부보증 신용등급 제한 없음
Purchase
Agency
1년간)
기관별 적격자산 발행잔액의 20%
Program)
적격기관의 선순위 (무)담보부
CBPP
캐나다에서
FTSE캐나다채권(유통시장매입)
(Corporate 100억C$ 설립된 97개 신용등급 4.15일 기준 BBB 이상,
Bond
(5.26일부터 기업(홈페
4.15일 이후 강등된 경우 BBBPurchase
1년간)
이지 공시)
이상(4개 신평사중 최저 기준)
Program)
기관별 적격자산 발행잔액의 10%
주: 1) BOC법 제18조의 ‘필요시 회사채 등 금융상품 매매 허용’에 따라
3.27일 CPPP 및 4.15일 PBPP·CBPP 도입 발표(SPV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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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반응 및 평가

□ BOC 정책결정(오전 10시, 뉴욕시간)의 영향이 제한되는 가운데 시장 전반의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캐나다 국채금리(+7bp)는
하고, 캐나다 달러화(+0.2%)는 강세(DXY는 -0.4%)
캐나다 및 미국 국채금리(10년물)1)

美

국채금리(+6bp)와 동반 상승

CAD 환율 및 미달러화(DXY)1)

주: 1) 뉴욕시간 16:30분 기준

□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BOC의 금리 동결, 자산매입 지속 및 필요시 정책대응
등 금일 정책결정이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o 최근 금융여건 개선,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그동안의 정책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다 非 경제전망 회의*이고 Tiff Macklem 신임 총재의 임기가
금일 시작**인 점도 정책변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 3, 6, 9 및 12월 정례회의는 통화정책보고서(1, 4, 7 및 10월) 발표 및 총재 기자회견이 없음
** BOC는 신임 총재가 금일 회의에 observer로 참석했다고 밝힘. 이는 표결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과 달리 총재가 정책회의에서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BOC의 의사결정 구조와
연관됨. 금일 회의에서 신임 총재가 토론 후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Poloz
전임 총재가 어느 정도까지 결정한 후 임기를 마친 것인지는 불분명(RBC, TD)

o 한편 단기 유동성 공급빈도 축소에 대해서는 4.20일 이후 Repo 및 BA
*
(Bankers’ Acceptances) 입찰규모가 공급한도를 지속적으로 크게 하회 한 점을
감안할 때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가 중론
* Repo는 5월중 평균 입찰 규모가 공급한도(180억C$)의 32%에 그쳤으며, BA에 대한
입찰은 5.4일 이후 전무. 따라서 공급빈도 축소는 BOC의 대차대조표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Desjardins, TD)

2/3

2020.6.3일 Bank of Canada 통화정책회의 정책결정문
The Bank of Canada today maintained its target for the overnight rate at the
effective lower bound of ¼ percent. The Bank Rate is correspondingly ½ percent
and the deposit rate is ¼ percent.
Incoming data confirm the sever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global
economy. This impact appears to have peaked, although uncertainty about how the
recovery will unfold remains high. Massive policy responses in advanced economies
have helped to replace lost income and cushion the effect of economic shutdowns.
Financial conditions have improved, and commodity prices have risen in recent
weeks after falling sharply earlier this year. Because different countries’ containment
measures will be lifted at different times, the global recovery likely will be
protracted and uneven.
In Canada, the pandemic has led to historic losses in output and jobs. Still, the
Canadian economy appears to have avoided the most severe scenario presented in
the Bank’s April Monetary Policy Report (MPR). The level of real GDP in the first
quarter was 2.1 percent lower than in the fourth quarter of 2019. This GDP reading
is in the middle of the Bank’s April monitoring range and reflects the combined
impact of falling oil prices and widespread shutdowns. The level of real GDP in the
second quarter will likely show a further decline of 10-20 percent, as continued
shutdowns and sharply lower investment in the energy sector take a further toll on
output. Decisive and targeted fiscal actions, combined with lower interest rates, are
buffering the impact of the shutdown on disposable income and helping to lay the
foundation for economic recovery. While the outlook for the second half of 2020
and beyond remains heavily clouded, the Bank expects the economy to resume
growth in the third quarter.
CPI inflation has decreased to near zero, as anticipated in the April MPR, mainly
due to lower prices for gasoline. The Bank expects temporary factors to keep CPI
inflation below the target band in the near term. The Bank’s core measures of
inflation have drifted down, although by much less than the CPI, and are now
between 1.6 and 2 percent.
The Bank’s programs to improve market function are having their intended effect.
After significant strains in March, short-term funding conditions have improved.
Therefore, the Bank is reducing the frequency of its term repo operations to once
per week, and its program to purchase bankers’ acceptances to bi-weekly operations.
The Bank stands ready to adjust these programs if market conditions warrant.
Meanwhile, its other programs to purchase federal, provincial, and corporate debt are
continuing at their present frequency and scope.
As market function improves and containment restrictions ease, the Bank’s focus will
shift to supporting the resumption of growth in output and employment. The Bank
maintains its commitment to continue large-scale asset purchases until the economic
recovery is well underway. Any further policy actions would be calibrated to provide
the necessary degree of monetary policy accommodation required to achieve the
inflation target.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