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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융시장 요약
□ 금리(국고채 3년물)
전주말
금리
변동
요인

12. 7

12. 8

12. 9

12. 10

12. 11

전주말 대비

1.78
1.79
1.76
1.76
1.75
1.75
-0.03
月 美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등으로 소폭 상승, 火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하락, 水 보합 유지, 木 충재발언의 Dovish한 평가 등
으로 소폭 하락, 金 FOMC를 앞두고 거래가 한산하여 보합 유지하여 전 주말 대비 3bp 내
린 1.75%로 마감

□ 주가(KOSPI)
KOSPI
변동
요인

전주말

12. 7

12. 8

12. 9

12. 10

12. 11

전주말 대비

1,974.40

1,963.67

1,949.04

1,948.24

1,952.07

1,948.62

-25.78

月, 火 美 달러화 강세(美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하락, 水 보합 유
지, 木 기관 중심의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소폭 상승, 金 국제유가 하락 지속,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하락하여 전 주말 대비 25.78포인트 내린 1,948.62로 마감

□원화의 대미달러환율
원/달러
변동
요인

전주말

12. 7

12. 8

12. 9

12. 10

12. 11

전주말 대비

1,156.7

1,168.2

1,178.6

1,179.3

1,181.3

1,179.5

+22.8

月 美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큰 폭 상승, 火 국제유가 급락과 美 연내 금리인상 전망 등
으로 큰 폭 상승, 水 보합 유지, 木 역외의 달러화 매수 등으로 소폭 상승, 金
FOMC(12.17)을 앞두고 거래가 한산하며 소폭 하락하여 전 주말 대비 22.8원 오른
1,179.5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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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美 11월 고용지표 내용과 뉴욕 금융시장 반응(12.4일)
1. 고용 지표

□

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Nonfarm Payroll)는 전월대비 21.1만명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20.0만명)를 소폭 상회하였고 직전 2개월 취업자수도 상향조정
’15.11

o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19.7만명(예상치
수도 1.4만명 증가

만명) 증가하였고, 정부부문 취업자

+19.0

- 업종별로는 건설 부문이 2014.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운송·창고 부문이 두
달 만에 증가 전환하는 등 제조업(0.1만명 감소)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업종이
증가세를 유지
- 임시직은
o

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2012.9

직전 2개월치(’15.9~10월중) 취업자수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3.5만명 상향조정

▪ 민간부문은 5.2만명 상향조정
월
만명 상향
만명 →
▪ 정부부문은 1.7만명 하향조정
- 9

- 9

: 1.6

월:

(+14.9

만명 하향(-1.2만명

0.8

□ 경제활동참가율

월

(10

만명),

+16.5

→

월:

-2.0

→

62.4%

만명),

월

11

월:

10

10

→ 만명
만명 → 만명

만명 상향(+26.8만명

3.6

만명 하향(+0.3

0.9

+30.4

-0.6

)

)

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가운데 실업

62.5%)

률(5.0%)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
o

반면 U-6 실업률(비자발적 파트타임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은
비 0.1%p 상승

□ 주당

(25.21
2.3%)

평균노동시간(34.6

→

달러,

25.25

→

로 전월( 9.8%) 대

9.9%

시간)은 소폭 감소한 반면, 시간당 평균임금
전월치 0.01달러 상향조정)은 전월대비 0.2%(전년동월비는
34.5

상승하여 시장예상치에 부합

非농업 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非농업 취업자수 주요 부문별 증감
(단위: 천명)
'14.11월 '15.9월 10월 11월
▪ 非농업 전체
423
145
298
211
- 민간 부문
414
165
304
197
(건 설)
30
19
34
46
(제 조)
45
-8
1
-1
(도소매)
69.2
9 49.4 39.8
(운송·창고)
25.9
-6.2 -5.7
6.4
(교육·의료)
51
58
71
40
(여가·호텔·식당)
42
52
48
39
(임시직)
30.8
0.2 28.1 -12.3
- 정부 부문
9
-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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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시장 반응
(시장 동향)

□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된 고용지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았던 가운데 전일 ECB 추가 완화조치 발표 이후의 급격한
시장 움직임에 대한 조정 흐름이 장중 내내 이어지면서 금리는 하락, 주가는
큰 폭 상승하였고 미달러화는 강세

o

美국채(10년물) 금리는 고용지표 발표 직후 전일종가 대비

까지 일시적으
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전장 후반부터 전일 금리 상승폭이 가장 컸
던 10~30년 구간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 전환 마감

▪ 금리하락이 장기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채
3.5bp

o

o

11.8bp

년물 - 2년물간 금리차는

10

확대)

주가(다우지수)는 고용지표 예상치 부합에 따른 경기 모멘텀 지속 기대, 12월
금리인상 가능성 선반영 인식 및 전일 큰 폭 하락에 대한 조정 흐름 등으로
큰 폭 상승
미달러화는 고용지표 발표 전후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유럽장부터 저가매수세가 완만하게 이어지면서 강세 마감

▪원

/

o

가량 축소(전일은

4bp

미달러화 환율(NDF)도 전일 하락분을 대부분 반납(0.7% 상승, 원화 약세)

국제유가(WTI 선물)는 고용지표보다 조금 늦게 발표된 OPEC의 산유량 동결
결정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면서 하락한 반면 금가격은 고용지표 발표 이후
대기성 매수세(short cover 등)가 유입되면서 상승
주요 금융지표 동향
년말

‘14

미 2년물
국
채 10년물
주 다우
가 S&P 500

말

‘15.11

미 국채금리 및 주가지수 일중변동 추이
1)

12.3

12.4

전일
대비

0.66

0.93

0.95

0.94

-1bp

2.17

2.21

2.31

2.27

-4bp

17,983 17,720 17,478 17,848 +2.1%
2,080

미달러/유로 1.2104

2,080

2,050

2,092 +2.1%

1.0565 1.0940 1.0874 -0.6%

원/달러(NDF) 1,094.4 1,161.6 1,155.5 1,163.5 +0.7%
금($/온스당)

1,182

1,065

1,062

WTI U$/bbl

53.3

41.7

41.1

1,087 +2.3%
40.1

-2.3%

주: 1) 뉴욕 16:5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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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의 평가)
□ 취업자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에 따라
노동시장의 전반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룸
o

다만 일부에서는 미미한 임금상승압력과 U-6 실업률 상승 등이 노동시장의
추가적 slack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다는 경계심을 표현

□ 고용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함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12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2016년중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전망도 그대로 유지
하는 모습
(Goldman Sachs) 직전 2개월 취업자수 상향조정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소폭 반등 등 긍
정적 요소와 U-6 실업률 소폭 상승 등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예
상치에 부합하였음.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개선세가 매우 견조한 것으로 판단
(JP Morgan)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연준이 12월 금리인상
에 대해 안도감을 가질 것으로 판단. 최근 FOMC는 내년말까지 실업률이 0.2%p
정도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음. 이러한 전망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지 않는 한 취업자 증가가 빠르게 둔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근의
견조한 지표로 보아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이에 따라 향후 연준의 (점진적)
금리인상 경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
준의 최우선 과제는 시장 충격없이 금리인상을 개시하는 것이므로 정책결정문은
금리 인상이 점진적일 것이라는 점과 상황에 따라 금리를 양방향(인상 또는 인하)
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임
(BoA Merrill Lynch) 이번 고용지표로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더욱 확고해짐. 그러나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까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압력이 미미한
점과 U-6 실업률이 상승한 점 등은 노동시장 내에 여전히 숨겨진 slack이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 이에 따라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는 당분간은 신중
히 금리 정상화를 진행할 전망
(Citi) 이번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이 “추가적 개선”을 나타내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
었으며 이로써 연준이 12월 금리인상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판단. 지난달 기
저효과 등에 기인하여 상당폭 확대되었던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의 하락은 예상
되었던 부분이며 이번달 증가율(전년동월대비 2.3%)은 최근 4년간 증가율 분포상
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것으로서 아직 임금상승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
지는 않음
(Morgan Stanley) 건설 부문의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는 이례적으로 온화한 날씨 때문이
었던 것으로 판단. 연준이 금리인상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번 고용
지표로 12월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으로 판단
(Barclays) 고용지표가 기대치에 부합함에 따라 12월 금리인상에 대한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판단. 이번 고용지표는 해외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경제활
동이 견조하다는 점을 연준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할 것임
(UBS) 제조업 및 에너지 관련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된 것
은 (대외요인의) 여타 부문에 대한 부정적 spill-over가 거의 없다는 점을 시사함.
고용 모멘텀은 12월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요인이며 이러한 페이스가 지속된다면
2016년중 4회의 추가 금리인상이 가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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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12월)(12.7일)
◆ (최근 동향) 실물경기는 소비를 제외한 생산·고정투자·수출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금융시장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안화는 큰 폭 절하
 (실물경기) 10월중 생산·고정투자의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둔화폭은 축소
∎ 수출은 감소폭이 확대(11월 들어 다소 축소된 것으로 전망)된 반면 소매판매
는 3개월 연속 소폭 개선
∎ 11월중 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하락(39개월 최저치), 비제조업 PMI는 상승
 (물가 및 주택가격) 11월 소비자물가는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지속하겠으며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4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갈 전망
∎ 10월 신규주택가격은 주요 70개 도시 중 27개 도시에서 전월대비 상승
 (금융시장) 10월중 통화상황은 M2증가율이 13.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사회융자총액은 경기 부진, 그림자금융 축소 등으로 전년 수준을 하회
∎ 11월중 시장금리는 단기금리가 안정세를 지속하였으며 장기금리도 자
금유출 압력 완화,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하향 안정세
∎ 주가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위안화 가치
는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 증가 등으로 큰 폭 절하
◆ (향후 전망) 실물경기는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조정 등으로 공업생산, 투자가
부진한 데다 대외수요 미약, 생산이전 등으로 수출 감소 등이 겹치면서 성장
률 둔화세가 이어질 전망(금년 6.9%, 내년 6.7% 전망이 우세)
ㅇ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이 미약한 데다 식품물가의 상승압력 둔화 등으로
당분간 낮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ㅇ 주택가격은 주택판매면적 증가율(누계기준)이 금년 들어 처음으로 둔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
⇒ 향후 통화정책은 완화적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와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유동성 지원이 병행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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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동향

가. 실물경제

◇ 10월중 실물경기는 생산·고정투자의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둔화폭은 축소
ㅇ 수출은 감소폭이 확대(11월 들어 다소 축소된 것으로 전망)된 반면 소매판매
는 3개월 연속 소폭 개선
ㅇ 11월중 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하락(39개월 최저치)하였으나 비제조업
PMI는 상승
◇ 11월 소비자물가는 식품가격 안정 등으로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지속
하겠으며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4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갈 전망
ㅇ 10월 신규주택가격은 주요 70개 도시 중 27개 도시에서 전월대비 상승
[ 실물경기 ]
□ (산업생산) 10월중 산업생산은 광업 및 에너지다소비 업종 등의 부진이 지속되
면서 전월보다 둔화(전년동월대비, 9월 5.7% → 10월 5.6%)
ㅇ 업종별로는 제조업생산이 전월 수준(6.7%)을 유지하였으나 광업(1.2% → 0.4%)과
전기가스수도업(0.7% → -0.3%) 생산이 부진
* 제조업에서는 자동차(2.7% → 7.3%), 컴퓨터‧통신 및 기타전자설비(10.5% → 11.7%), 금속
제품(5.8% → 6.7%) 등의 증가율이 전월보다 확대된 반면 철도 등 운수장비(4.5% → 0.7%),
비금속광물제품(8.0% → 4.9%), 주류 및 음료(9.0% → 6.2%) 등은 둔화

산업생산 증가율

업종별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 : 국가통계국

자료 :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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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I)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49.8)보다 낮은 49.6으로 2012.8월
(49.2) 이후 3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9월 49.8 → 10월 49.8 → 11월 49.6)
ㅇ 구성항목별로 보면 신규주문지수(10월 50.3 → 11월 49.8), 생산지수(52.2 → 51.9)
및 고용지수(47.8 → 47.6)가 전월에 비해 부진*
* 중국 국가통계국은 ① 국내외 수요 부진과 일부 생산활동의 비수기 진입 ② 국제원자
재가격 하락압력 지속 ③ 기업구매활동 위축과 재고보충 의향 부족 등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는 한편 첨단기술(53.1)·장비(51.6)·소비재관련(53.4) 제조업 등의 확
장세 지속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

ㅇ 중소제조업체 경기를 주로 반영하는 Caixin(구 HSBC) 제조업 PMI는 48.6으
로 전월보다 0.3p 상승하였으나 기준치를 9개월 연속 하회
제조업 PMI지수

전월대비 변동폭의 구성항목별 기여도

자료 : 중국물류구매협회, 국가통계국, Caixin

ㅇ 한편 비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0.5p 상승한 53.6을 기록
▪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53.6)이 물류업계의 호조 등으로 전월보다 0.5p 상
승하였고, 건설업(58.1)도 전월보다 1.0p 상승
▪ Caixin 서비스업 PMI지수는 전월보다 0.8p 하락한 51.2을 기록
비제조업 PMI지수

비제조업 업종별 PMI지수

자료 : 국가통계국, Cai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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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판매) 10월중 소매판매(명목기준, 전년동기대비)는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며
금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으며(9월 10.9% → 10월 11.0%) 실질기준(가
격요인 제외)으로도 전월보다 상승(9월 10.8% → 10월 11.0%)
ㅇ 상품판매 증가율이 3개월 연속 확대(8월 10.6% → 9월 10.7% → 10월 10.8%)되었으
며, 외식업판매도 증가(9월 12.1% → 10월 12.4%)
* 국가통계국은 ① 외식업·의류·일용품 판매가 호조를 보인 데다 ② 소형승용차의 취
득세가 10%에서 5%로 인하(2015.10.1일~2016.12.31일)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증가(8.1%
→ 8.9%)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소매판매액 증가율

자료 : 국가통계국

자료 : 국가통계국

□ (고정투자) 1~10월중 고정투자(누계기준)는 둔화세가 지속되었으나 둔화폭은 축
소(1~8월 10.9% → 1~9월 10.3% → 1~10월 10.2%)
ㅇ 부문별로는 제조업투자 증가율(8.3%)이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부동산개
발투자(1~9월 2.6% → 1~10월 2.0%)의 부진이 지속되고* 사회기반시설투자 증
가율(18.1% → 17.4%)이 2개월 연속 둔화
* 국가통계국은 부동산개발기업의 투자자금이 증가(0.9% → 1.3%)하는 한편 상업용부동산판
매는 둔화(판매면적기준: 7.5% → 7.2%)되는 등 부동산개발투자에 대한 긍정적·부정
적 요인이 교차하고 있다고 평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1)

자료 : 국가통계국,

부문별 고정자산투자1)

주 : 1) 누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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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거래) 수출(전년동기대비)은 10월중 신흥국 수요 둔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
6.9%)을 이어갔으며, 11월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4.7%, 17개기관 전망 평균, 자료
: Wind)

ㅇ 수입은 10월(–18.8%)에 이어 11월에도 원자재가격 하락세 영향 등으로 감소
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13.1%, 17개기관 전망 평균, 자료 : Wind)되며 11월 무역
수지는 불황형 무역흑자 형태를 계속 이어갈 전망(639.9억달러, 13개기관 전망
평균, 자료 : Wind)

수출입 증가율

무역수지

자료 : 해관총서

자료 : 해관총서

[ 물가 및 주택가격 ]
□ (물가)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는 식품가격 안정* 등으로 10월(1.3%)에 이어 11월에
도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이어갈 전망(1.4%, 26개 기관 전망 평균, 자료: Wind)
* 식품가격(전년동월대비) : 8월 3.7% → 9월 2.7% → 10월 1.9%

ㅇ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월(–5.9%)과 비슷한 하락폭(-5.8%, 24개 기관 전망 평균)을
보이면서 4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자료 : 국가통계국

자료 :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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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10월 신규주택가격은 주요 70개 도시 중 27개 도시에서 전월대비 상
승하여 가격상승 도시의 수가 전월(39개)에 비해 12개 감소
ㅇ 기존주택가격은 38개 도시에서 전월대비 상승하여 가격상승 도시의 수가 전
월(39개)에 비해 1개 감소
ㅇ 70개 도시의 신규상품주택 단순평균가격(전월대비)은 4월 이후의 오름세를 지
속하였으나 상승폭은 둔화(9월 0.21% → 10월 0.07%)
* 도시규모별로는 2급 도시의 상승률이 전월과 동일(0.3%)하였으나 1급(2.1% → 1.2%) 및
3급(0.0% → -0.1%) 도시의 상승률은 전월보다 부진

§ 민간기관인 중국지수연구원이 발표한 100대 도시의 11월중 신규주택 평균가격(전
월대비)은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9월 0.28% → 10월 0.30% → 11월 0.46%)
주택가격 변동(전월대비) 도시의 수

자료 : 국가통계국

도시규모별 평균주택가격

자료 :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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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 외환시장
◇ 10월중 통화상황은 M2증가율이 13.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사회
융자총액은 경기 부진, 그림자금융 축소 등으로 전년 수준을 하회
ㅇ 11월중 시장금리는 단기금리가 안정세를 지속하였으며 장기금리도
자금유출 압력 완화,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하향 안정세
ㅇ 주가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위안화 가치
는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 증가 등으로 큰 폭 절하
□ (통화량) 10월말 M2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13.5%로 13.1월 이후 최고치를 기
록하였으나 10월중 신규 사회융자총액은 4,767억위안으로 전년동월 수준
(6,807억위안)을 하회
ㅇ M2증가율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지준율 인하 및 중기대출제도 등을 통한 공급) 및 재정
지출의 큰 폭 증가(10월 +36.1%)와 함께 자본유출 압력 완화로 해외부문 유동성
공급이 증가로 전환한 데 힘입어 전월 및 예상치(각각 13.1%, 13.2%)를 상회
* 금융기관 외환매입 포지션 증감액 : 9월 –7,613억위안 → 10월 129억위안

ㅇ 사회융자총액(증가액)은 위안화 신규대출규모가 계절적 요인, 경기부진 등으
로 증가폭이 축소된 데다 그림자금융도 인수어음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
(14.10월 -1,249억위안 → 15.10월 -2,505억위안)됨에 따라 전년 수준을 하회
▪ 위안화 신규대출규모(5,136억위안)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경기둔화 및 부
실대출 증가 지속* 등에 따른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전월(1.05조위안) 대
비 큰 폭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전년동월(5,483억위안) 수준도 하회
* 부실대출비율(%) : 15.1/4 1.39 → 2/4 1.50 → 3/4 1.59

위안화 대출 및 M2 증가율

사회융자규모, 공급부문별 증감

자료 : 인민은행

자료 : 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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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11월중 단기금리는 금리 및 지준율 인하 영향 등으로 유동성 여건이
개선되며 하향 안정세 지속*
* Shibor(1일물, %) : 15.8월말 1.80 → 9월말 1.99 → 10월말 1.80 → 11월말 1.79

ㅇ 한편 장기금리도 미국 금리 인상 우려 영향으로 11월 중순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위안화 SDR 편입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 기대 등 투자심리 개선,
경기부진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하락 전환하며 안정세 지속*
* 국채수익률(10년물, %) : 15. 8월말 3.33 → 9월말 3.24 → 10월말 3.06 → 11월말 3.04

▪ TED스프레드는 Shibor(3개월)금리 상승으로 축소(15.8월 0.89%p → 9월
0.90%p → 10월 0.81%p → 11월 0.57%p)

TED스프레드1) 추이

장단기 시장금리 추이

자료 : Wind

주 : 1) 3M SHIBOR - 3M YTM T-bond

ㅇ 한편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조작에서 만기도래 수준의 RP 매입을 통해 중립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월말에는 유동성 공급을 소폭 확대
인민은행의 주별 유동성 공급 현황(중앙은행증권·RP·SLO)

자료 : 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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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11월중 주가지수는 중순까지 투자 심리 호조, 위안화의 IMF SDR 편입
에 따른 해외 투자수요 증가 기대 등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나 이후 증
권사에 대한 비리조사 확대 소식으로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월
중으로는 강세를 시현(상해 1.9%, 심천 9.4%)
* 11.27일 하루 동안 상해 –5.5%, 심천 –6.1% 하락

상해종합주가지수

심천종합주가지수

자료 : 상해증권거래소

자료 : 심천증권거래소

□ (환율) 11월중 위안화는 월중순이후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 증가에 따
라 절하 압력이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큰 폭 절하*(10.30일 6.3175 → 11.30일
6.3981)
* 위안화 절하율 : 15.8월 +2.61% → 9월 -0.30% → 10월 -0.63% → 11월 +1.26%

ㅇ 대미달러 시장환율의 기준환율 대비 변동폭도 전월 대비 소폭 확대*
* 기준환율대비 변동폭(월평균) : 15.8월 0.54% → 9월 0.01% → 10월 –0.01% → 11월 0.76%

위안화 대미달러 환율

대미달러환율 일중 변동폭

자료 : 인민은행

자료 : 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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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주요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3
연간

2014
연간

GDP성장률

7.7

도시지역 실업률
산업생산
소매판매

구 분

2014

2015

7.3

1/4
7.3

2/4
7.4

3/4
7.2

4/4
7.2

1/4
7.0

2/4
7.0

3/4
6.9

4.07
9.7

4.08
8.3

4.08
8.7

4.08
8.9

4.07
8.0

4.09
7.6

4.05
6.4

4.04
6.3

13.1

12.0

12.0

12.3

11.9

11.7

10.6

고정투자
C P I

19.6
2.6

15.7
2.0

17.6
2.3

17.3
2.2

16.1
2.0

15.7
1.5

P P I
수
출

-1.9
7.8

-1.9
6.0

-2.0
-3.5

-1.5
5.0

-1.3
13.0

수
입
7.5
0.5
무역수지(억$) 2,590 3,826

1.5
174

1)

9

10
-

-

4.05
5.9

5.7

5.6

10.3

10.7

10.9

11.0

13.5
1.2

11.4
1.4

10.3
1.7

10.3
1.6

10.2
1.3

-2.7
8.6

-4.6
4.5

-4.7
-2.8

-5.7
-6.1

-5.9
-3.7

-5.9
-6.9

1.4
1.1
-1.8
868 1,283 1,501

-17.8
1,238

-13.8
1,375

-14.4 -20.4 -18.8
1,628
603
616

외환보유액(억$) 38,213 38,430 39,481 39,932 38,877 38,430 37,300 36,938 35,141 35,141 35,255
주 : 1) 누계기준

주요 금융‧외환시장 지표

구 분

2013 2014
연간 연간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10

11

총통화(M2)1)

13.6

12.2

12.1

14.7

12.9

12.2

11.6

11.8

13.1

13.5

-

대출(위안화)1)

14.1

13.6

13.9

14.0

13.2

13.6

14.0

13.4

15.4

15.4

-

장기금리(국채3년)2)

4.42

3.36

3.83

3.78

3.81

3.36

3.31

2.90

2.92

2.74

2.83

단기금리(Sibor1일)2)

3.15

3.53

2.80

2.91

2.53

3.53

3.18

1.26

1.99

1.80

1.79

환율(대미달러)2)

6.05

6.20

6.22

6.21

6.14

6.20

6.20

6.20

6.36

6.32

6.40

주가지수(상해종합)2) 2116 3235 2033 2048 2364 3235 3748 4277 3053 3383 3445
주 : 1)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기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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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향후 전망

가. 실물경제
□ 실물경기는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조정 등으로 공업생산, 제조업·부동산 투
자가 부진한 데다 대외수요 미약, 생산이전** 등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이 겹
치면서 경제성장률 둔화세가 이어질 전망(금년 6.9%, 내년 6.7% 전망이 우세)
* 생산능력 과잉문제에 대해 기업경영자의 “매우 심각”과 “비교적 심각”응답비율이 지속적
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12년 67.1% → 13년 71.1% → 14년 74.0% → 15년 74.7%, 자료:
2015·中国企业经营者问卷跟踪调查报告)
** 최근 수출증가율 하락은 중국수출품의 상반기 세계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경쟁력 약화보다는 노동집약형산업의 생산이전 등에 기인하는 것으
로 평가(国际商报, 11.9일)

ㅇ 중국 정부는 내수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물가, 기업이익 등의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들어 공급측 개혁(供给侧改革)의 중요성을 강조*
* 제일재경일보(12.4일)에 따르면 공급측 개혁이 이번 제11차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11.10
일)에서 정식으로 제기되었으며 향후 개혁의 중점분야가 될 것으로 보도

￭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당면 문제로서 ① 과잉 생산능력 해소(化解过剩产能)
② 기업비용 축소(降低企业成本) ③ 부동산재고 해소(化解房地产库存) ④ 금융
리스크 예방(防范化解金融风险) 등을 언급
* 공급측 개혁의 핵심은 제도적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며, 최종 결과는 경제성장모형
에서의 총요소생산성 제고와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제고로 나타날 전망(徐林, 국
가발전개혁위원회)

￭ 일부 전문가들은 거시정책이 수요측면으로부터 공급측면으로 전환한 것
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공급측 개혁은 기존의 수요측 거
시정책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거시정책에 산업
정책(产业政策要准)과 개혁정책(改革政策要实)이 추가된 것으로 해석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2.2일 경제전문가와의 좌담회에서 수요·공급 양 부문에서
의 구조개혁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급혁신을 통한 수요확대와 유효수요
확대를 통한 공급업그레이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이 미약한 데다 식품물가의 상승압력 둔화 등으로 당
분간 낮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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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가격은 주택시장 성수기(9~10월)에도 불구하고 주택판매면적 증가율(누계기
준)이 금년 들어 처음으로 둔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

나. 통화정책방향
□ 중국정부는 안정속의 발전기조하에 정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현재의
안정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축적 대응 및 선제적인 미세조
정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
ㅇ 인민은행은 15.3/4분기 통화정책보고서를 통해 구조전환 과정에서의 총수요
부진 방지와 함께 과잉유동성에 따른 부작용에 유의하여 경제구조조정 및
개혁추진을 위한 중립적 통화금융여건을 조성을 강조
￭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함
으로써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
고 언급(중앙재경영도소조 제11차 회의, 11.10일)
□ 시장참가자들은 향후 인민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12월중 미 연준이 금리 인상과 함께 통화정책을 정상화함에
따라 금리인하보다는 지급준비율 인하 여지가 클 것으로 전망
ㅇ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압력 가중 및 경기부진 등
으로 12월말 또는 내년 초에 재차 지준율 인하 등 완화조치를 예상(中信,
申萬宏源, 交通银行, 노무라, Goldman Sachs 등)

￭ 다만 금리인하는 위안화 약세 및 자본유출 심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제한
적인 반면 지준율은 내년 경기상황에 따라 200bp(50bp씩 4차례)내외의 인
하 전망이 다수
ㅇ 아울러 정책은행의 경기부양대책(인프라투자, 중소․영세기업, 三農)을 지원하기 위
해 MLF(중기대출제도), PSL(담보보완대출), 대출자산 담보부 재대출 등 대출정책
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
⇒ 향후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상황 등에 따라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와 함께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유동성 지원이 병
행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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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3/4분기 실질GDP성장률(2차 속보치), 전기대비 0.3%로
0.5%p 상향 수정(12.8일)

(발표내용)

□ 금일

일) 발표된 일본의 2015.3/4분기 실질GDP 성장률 2차 속보치가 전
기대비 0.3% (연율 1.0%)로 지난 1차 속보치(-0.2%, 연율 0.8%)에 비해 0.5%p
(연율로는 +1.8%p) 상향 수정
(12.8

–

이는 설비투자가

–

로 지난번의 1.3%에서 큰 폭 상향 수정(설비투자의 성
장기여도 0.2%p
0.1%p)되고 민간재고증가의 성장기여도가
0.5%p에서
0.2%p로 조정된 데 주로 기인

ㅇ

–

0.6%

→

― 다만 민간소비가 지난번의
– 로 각각 하향 수정

–

에서

로, 공적자본형성이

0.5%

0.4%

–

–

에서

0.3%

1.5%

□

한편 GDP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2.0%에 비해 소폭 하향 수정
일본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성장률 추이

GDP

전기비

2014

2015
1/4

실질 GDP
0.5
1.1
국내수요
0.1
1.1
민간수요
0.1
1.5
최종소비지출
0.4
0.3
주택건설
-0.7
2.0
설비투자
0.2
2.7
재고증가
-0.1
0.5
공적수요
0.1 -0.2
공적고정자본형성 -0.5 -2.0
순수출
0.3 -0.0
수 출
2.9
1.9
수 입
0.8
1.7
명목 GDP
0.8
2.0
주: 1) (
)내는 기여도

2/4

-0.1
0.1
-0.1
-0.5
2.5
-1.3
0.3
0.9
3.3
-0.2
-4.3
-2.6
0.2

3/4(1

-0.2
-0.3
-0.5
0.5
1.9
-1.3
‥
0.2
-0.3
‥
2.6
1.7
0.0

차)

(-0.3)
(-0.3)
(0.3)
(0.1)
(-0.2)
(-0.5)
(0.0)
(-0.0)
(0.1)
(0.5)
(-0.4)

차 속보치

1

디플레이터 추이

1)

GDP

(

4/4

1.8%

%, %p)

차)

3/4(2

0.3
0.1
0.2
0.4
2.0
0.6
‥
-0.1
-1.5
‥
2.7
1.7
0.4

(0.1)
(0.2)
(0.2)
(0.1)
(0.1)
(-0.2)
(-0.0)
(-0.1)
(0.1)
(0.5)
(-0.4)
자료: 내각부(2015.12.8일)

(시장반응)

□ 주요 대내외 언론 및 민간전문가들은 시장예상치

(0.0%,

회하는 성장세를 보인 금번
*

2

연율

0.1%)*

를 크게 상

차 속보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지난 12.1일 발표된 3/4분기중 법인기업통계 조사결과 설비투자가 5.4%(SA, 전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서는 2차 속보치에서 3/4분기 실질GDP성장률이 제로 수
준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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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중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나타
난 금번 GDP실적 발표를 계기로 경기후퇴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예상(제일생명경제연구소 신케 수석이코노미스트, 일본경제신문,

ㅇ

3/4

Bloomberg, FT

등)

―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금융완화 필요성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될 것으로
평가(SMBC프렌드증권 이와시타 수석이코노미스트)

― 일부에서는 민간소비 회복이 완만하고 해외경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등

성장모멘텀에 대한 확신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미즈호증권 스에히로 시니
어시장전략가,

WSJ

등)

□ 금일 일본금융시장은 주가

,

엔/달러 환율, 국채금리가 모두 하락

ㅇ

닛케이주가는 GDP 실적 발표로 소폭 상승하였다가 국제유가 불안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205.55엔(-1.04%) 하락(19,492.6엔 마감)

ㅇ

엔/달러 환율은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불안 확대로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소폭 하락(123.1엔, 전일종가대비 0.26엔,

–

분 현재)

15:30

ㅇ

국채(10년만기)금리도

1bp

하락(0.32%,

분 현재)

15:30

금일 금융시장 추이
닛케이주가]

[

자료

[

엔/달러 환율]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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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10년)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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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최근 유로지역 경제동향 및 전망 (2015.12월)(12.9일)
Ⅰ

최근 유로지역 경제동향

1. 실물경제
① 경기 : 점진적 회복세

□

월중 유로지역 경기는 복합구매관리자지수(Composite PMI)가 전월
에 비해 소폭 상승(10월 53.9 11월 54.2)하고 소비자신뢰지수도 1.6p 오르
는 등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냄

2015.11

→

월중 소비자신뢰지수(EU 집행위 발표)

* 2015.11

o

o

: -5.9

월중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Index)의 경우 제조업은 전
월대비 0.5p(52.3 52.8), 서비스업이 0.1p(54.1 54.2) 상승
2015.11

→

→

한편 9월중 산업생산 은 독일의 산업생산이 1.2% 감소한 영향 등으로
전월대비 0.3%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10월중 소매판매 도
0.1% 감소
*

**

*
**

내구소비재 -3.9%, 비내구소비재
식음료 -0.5%, 자동차연료 -0.4%

-1.0%

제조업·서비스업PMI 및 소비자신뢰지수
(기준치=50, Markit)

자료: Markit, European Commission

□

산업생산1) 및 소매판매2)

(장기평균=100)

주: 1) 건설업 제외 2) 자동차 제외
자료: Eurostat

월중 PMI를 국가별로 보면 독일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부문 모두
상승한 반면 프랑스는 제조업부문이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서비스업부문
은 하락하였으며 여타 유로지역은 상승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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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일은 제조업부문 및 서비스업부문 모두 전월보다 상승(제조업
52.1

o

o

→

52.9,

서비스업

PMI: 54.5

55.6)

프랑스는 제조업부문이 전월과 동일(제조업
비스업부문은 하락(서비스업 PMI: 52.7 51.0)

→

자료: Bloomberg

50.6

→

하였으며 서

50.6)

국가별 복합생산 PMI1)

프랑스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자료: Bloomberg

월중 독일 Ifo 업황지수(Business
승한 109.0을 기록하였으며 프랑스
Indicator)는 전월과 동일한 102를 기록

2015.11

o

PMI:

그리스를 제외한 여타 유로지역(독일·프랑스 제외)은 회복세 지속

독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

→

PMI:

주: 1)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PMI 가중평균
자료: Markit

Climate

는 전월대비
업황지수(Business

Index)

Insee

0.8p

상

Climate

→

독일의 제조업 업황지수는 전월대비 2.4p 상승(9.7 12.1)하였으며 서비
스업도 0.9p 상승(32.5 33.4)하였고 프랑스는 제조업이 전월대비 1p 하
락(103 102)한 반면 서비스업은 전월과 동일(101 101)

→

→

獨 Ifo 및 佛 Insee 업황지수
(Ifo 2005=100)

자료: Ifo, Insee

(Insee 장기평균=100)

→

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업황지수
(Balance지수1), sa)

주: 1) 양호응답-불량응답=Balance지수
자료: ifo,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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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업황지수
(2010=100, sa)

자료: Insee,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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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플레이션 : 소폭 상승 지속
□
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은 전월과 같은
2015.11
o

(HICP)

(

)

를 기록

0.1%

서비스 및 음식료품 등의 가격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진 데다 에너
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냄
소비자물가(HICP) 상승률

품목별 기여도
(전년동월대비, 잠정치, %, %p)

가중치

10월
(A)
11월
(B)
B-A

③ 고용사정 : 실업률 하락
□
월중 유로지역 실업률은
2015.10

음식료품

100.0

10.6

19.7

26.3

43.5

0.14

-0.90

0.31

0.16

0.57

0.13

-0.77

0.29

0.13

0.48

-0.01

0.13

-0.02

-0.03

-0.09

공산품 서비스

10.7%

로 전월보다

0.1%p

하락

중심국 실업률은 전월보다 상승한 네덜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이 전월과 동일하였으며 주변국의 경우 이탈리아, 아일랜드 및 그리스
가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전월과 동일
*

o

에너지

자료: Eurostat

자료: Eurostat

o

전
품목

→
→
→

→

→

→

프랑스(10.8% 10.8%), 벨기에(8.7% 8.7%), 독일(4.5% 4.5%), 네덜란드(6.8%
이탈리아(11.6% 11.5%), 아일랜드(9.0% 8.9%), 그리스(24.9% 24.6%),
스페인(21.6% 21.6%), 포르투갈(12.4% 12.4%),

→
→

→

6.9%),

→

유로지역 청년실업률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22.2% 22.3%)하였는데 아일
랜드, 포르투갈 및 그리스가 하락한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전월보다
상승하거나 동일
*

→

→

→

아일랜드(20.4% 19.7%), 포르투갈(31.9% 31.8%), 그리스(48.3% 47.9%),
벨기에(23.8% 24.3%), 프랑스(24.5% 24.7%), 이탈리아(39.4% 39.8%), 독일(7.1%
스페인(47.7% 47.7%)

→
→

유로지역 및 중심국 실업률

자료: Eurostat

→

주변국 실업률1)

주: 1) 그리스는 2015.9월중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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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유로지역 주요국 청년실업률1)

주: 1) 그리스는 2015.9월중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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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외거래 : 무역수지 흑자규모 증가
□
월중 유로지역의 역외 무역수지
2015.9

대비 약

o

200.8

억 유로로 전월

억 유로 증가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흑자 폭 증가
-

o

11.1

흑자규모는

수출:

18.1

억 유로, 수입:

7.0

억 유로

국가별로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흑자규모가 증가되었으나 아일랜드
는 축소되었으며 스페인의 적자규모가 축소된 반면 프랑스, 포르투갈
과 그리스는 확대
-

억)

+34.7

-

→
억→
억→

독일(+205.5억
스페인(-25.3
포르투갈(-7.9

→

억), 이탈리아(+32.4억

+210.1

-18.8

→

억), 프랑스(-48.2

-8.9

억)

-50.3

(십억유로, sa)

자료: Eurostat

자료: Eurostat

→

억), 그리스(-11.8억

(억유로, sa)

자료: Eurostat

주요국별 역내 무역수지
(억유로, sa)

→

억), 아일랜드(+35.9억

주요국별 전체 무역수지

유로지역 역외 수출·수입 규모
(십억유로, sa)

+35.2

주요국별 역외 무역수지
(억유로, sa)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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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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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시장

① 시장금리 : 하락 후 크게 상승
□ 독일 국채금리(10년만기)*는 11월 들어 파리 테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 등으로 독일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ECB 통화정책회의
를 앞두고 Draghi 총재의 dovish한 발언***에 따른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12.3일 ECB의 완화조치****가 시장예상
에 크게 못미친다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큰 폭 상승
* 2015.8월말(연 %) 0.79 → 9월말 0.59 → 10월말 0.52 → 11월말 0.47 → 12.3일 0.67
** IS는 11.13일(금) 축구경기장 외곽, 공연장 및 음식점 주변 등 파리 시내 6곳에서 자
살폭탄과 총기난사 등 대규모 테러를 감행(최소 132명 사망, 352명 부상)
*** Draghi 총재는 11.20일 European Banking Congress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ECB
는 현재의 통화정책이 유로지역의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결정
하는 경우 유로지역의 물가를 최대한 빠르게 올리기 위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발언
**** 수신금리 10bp 인하, QE 시한 연장(2016.9월 →2017.3월), 필요시 만기도래 매입자산
원금 재투자, 채권매입대상 확대(지방정부채 포함) 등
o

2년물 국채금리는 11.25일 사상 최저치(-0.419%)를 나타내었으나, 12.3일 급
등하여 -0.310%를 기록

□ 스페인 및 이탈리아 국채금리(2년만기)도 12월 ECB의 추가적 완화조치 기대
감이 반영되면서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 증대로
하락하였으나, ECB의 통화정책결정회의 직후 크게 상승
o

전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나타내었던 스페인 및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11.25일 사상 최저수준인 -0.035% 및 -0.036%를 나타내었다가 12.3일
0.051% 및 0.043%를 기록
독일 주요 국채금리

1.5

스페인 및 이탈리아 국채금리(2년)

(%)

0.5

0.9

0.9

1.0

0.6

0.6

0.5

0.3

0.3

0.0

0.0

이탈리아 국채(2년)

독일국채(10년)

1.0

(%)

1.5

독일국채(6년)

0.0

0.0
스페인 국채(2년)

독일국채(2년)
-0.5

-0.5
'14.8

'14.11

자료: Bloomberg

'15.2

'15.5

'15.8

-0.3

'15.11

-0.3
14.11

15.2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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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가 : 상승 후 크게 하락
□ 유로지역 주가는 11월 들어 파리 테러충격에도 불구하고 ECB의 추가적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 등으로 계속 상승하였으나, 12.3일 ECB의 추가적 완
화조치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크게 하락
o

유로(Stoxx50) 및 독일(Dax30) 주가는 10~11월의 2개월간 각각 12.6% 및
16.7% 상승하였으나, ECB의 통화정책결정이 있었던 12.3일에는 3.6%씩 큰
폭 하락
유로지역, 독일, 미국 주가지수 추이

12,500

19,500

5,000
독일 DAX30(좌축)

4,500

18,000

10,500

4,000

16,500

9,500

3,500

15,000

3,000

13,500

2,500

12,000

11,500

14000
美 Dow Jones (좌축)

13000
12000
11000
10000

1)
유로 STOXX50 (우축)

8,500
7,500
'14.8

'14.11

'15.2

'15.5

'15.8

독일 DAX30(우축)

8000
'14.8

'15.11

주 : 1) 유로지역 12개국의 50개 우량기업으로 구
성된 블루칩 지수
자료 : Bloomberg

9000

'14.11

'15.2

'15.5

'15.8

'15.11

자료 : Bloomberg

③ 유로화 환율 : 약세 지속 후 큰 폭 반등
□ 유로화(달러/유로 환율)는 11월 들어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연준의 12
월 금리인상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 ECB의 추가적 양적완화 조치 가능성
이 높아지면서 약세가 지속되었으나, 12.3일 동 조치가 시장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등으로 크게 강세
* 비농업 취업자증가(천명) : 9월 137 → 10월 271(예상 185)
제조업 취업자증가(천명) : 9월 -9 → 10월 0(예상 -5)
o

유로화환율은 11.1일 1.101달러를 나타낸 이후 계속 하락하여 11.30일에는
1.057달러를 기록하여 전월말 대비 약 4% 하락하였으나 12.3일 큰 폭
(3.1%) 상승하여 1.094달러를 기록

유로화 및 엔화 환율

독일·미국간 금리격차와 환율

1.40

80.00
달러/유로(좌축)

1.30

90.00

1.20

100.00

1.10

110.00

1.00

1.40

0.3
달러/유로(좌축)

1.30

0.0

1.20

-0.3

1.10

-0.6

1.00

120.00

0.90

130.00

0.80

-0.9
금리격차(독일-미국,3년,우축)

-1.2

엔/달러(우축, invert)

0.90
'14.8

'14.11

'15.2

'15.5

'15.8

'15.11

자료 : Bloomberg

-1.5
14.8

14.11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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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로지역 경제전망

(실물)

□ 유로경제는 지난달 발생한 파리 테러(11.13일)로 유발되는 부정적인 영향
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11월 이후
유가가 다시 가파르게 하락*함에 따라 경기보다 물가의 하방위험이 종
전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
* 유가 추이(자료 : Bloomberg)
■ WTI
■ Brent
■ Dubai

o

2015.3월말
47.60
53.34
52.60

(달러/배럴)
6월말
59.47
61.36
60.91

9월말
45.09
47.13
44.04

10월말
46.59
47.62
45.61

11월말
41.65
42.82
39.67

12.7일
37.65
39.91
38.54

이러한 인식은 12.3일 발표한 ECB의 경제 수정전망(물가 하향조정, 성
장률 상향조정)에서도 반영
- ECB는 그간의 물가 회복정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데다 최근
하방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내년 이후의 물가 전망
치(2016년：1.1%→1.0%, 2017년：1.7%→1.6%)를 0.1%p씩 하향조정*
* 이에 따라 11월 물가 전망치를 먼저 하향조정 한 EU 집행위원회의 전망
치와 동일해졌으며 이는 최근 들어 두 기관 모두 물가의 하방리스크 증
대를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

- 반면 금년(1.4%→1.5%)과 2017년(1.8%→1.9%) 경제성장률을 각각 0.1%p씩
상향조정 하였는데, 특히 ECB의 5가지의 금융완화조치(수신금리 10bp
인하 및 양적완화기간 6개월 연장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
으로 보이고 12월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유로화 약세에 따른
반사효과도 기대 가능
ECB 경제전망 수정

ECB 및 EU 집행위 수정전망 비교
(%)
ECB
(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EU 집행위
(11월)

성장

물가

성장

물가

1.5

0.1

1.6

0.1

(1.4)

(0.1)

(1.5)

(0.1)

1.7

1.0

1.8

1.0

(1.7)

(1.1)

(1.9)

(1.5)

1.9

1.6

1.9

1.6

(1.8)

(1.7)

( .. )

( .. )

주 : 1) 오른쪽 표의 (
)내는 직전 전망치
자료: ECB 2015년 12월 수정전망(12.3일), EU집행위 2015년 11월 수정전망(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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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한편 주요 투자은행들은 ECB가 12월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유로지역 경기
회복을 근거*로 미온적인 추가적 완화조치를 취했음에도 추가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美연준이 12월 FOMC에서 ECB와 차별화
된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반영하여 유로화 환율(달러
/유로)의 장단기 전망치를 전월에 비해 하향 조정
* Draghi ECB 총재는 12.3일 통화정책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자산매입 규모 확대 등
강도 높은 완화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기존 ECB의 자
산매입 프로그램 등으로 민간소비 증대에 힘입어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이 미약하나
마 회복되고 있다고 밝힘
** Yellen 美연준의장은 이코노믹 클럽 연설(12.2일) 및 美하원 경제합동위원회 증언
(12.3일)에서 “미국 경제가 금리인상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금리인상
지연은 향후 금리인상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오히려 금융시장 위험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고, 갑작스런 긴축정책이 금융시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인상속도는 점진적일 것이라고 부연
o

상당수의 투자은행들은 12.7일 현재 향후 1년이내에 유로화가 달러화 대
비 등가(parity)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Barclays
Capital, Goldman Sachs 등 일부 금융기관은 향후 12개월 전망치를 0.95까
지 전망
12.7일 현재 주요 투자은행1)들의 환율(달러/유로) 전망
<평균>

1.3

3개월 전망

6개월 전망

<최고>
12개월 전망

1.3

1.2

3개월 전망

1.2
1.14 1.14 1.15

1.1 1.08 1.08
1.04

1.07 1.06
1.03

6개월 전망

1.15 1.15 1.16

<최저>
12개월 전망

1.18 1.18

1.20

0.9

1.1

1.1

1.0

1.0

1.02 1.02

10월 11월 12월

12개월 전망

1.00

1.00 1.00

0.98
0.95 0.95 0.95

0.9

0.9
10월 11월 12월

6개월 전망

3개월 전망

1.2

1.04 1.04 1.04

1.0

10월 11월 12월

1.3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주 : 1) Barclays Capital, Credit Suisse, JP Morgan, BNP Paribas, UBS,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Citi, Deutsche Bank, Bank of America, HSBC, Standard Chartered, Nomura, RBS 등
14개 투자은행
자료 : 국제금융센터

- 26 김성주 / 인천본부 / 2015-12-14 10:26:45

이 문서는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촬영,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Ⅴ. 영란은행 통화정책 결정 발표 및 시장반응(12.10일)
1. 12월 통화정책 결정 결과 및 배경
□ 영란은행은 12월 MP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및 양적완화한도의 현 수
준(각각 0.50%, ￡3,750억) 유지를 결정
ㅇ 정책금리는

월 이후, 양적완화한도는

2009.3

월 이후 현 수준을 유지

2012.7

ㅇ 한편 9명의 MPC 위원중 8명의 위원이 정책금리 유지에 찬성한 가운
데 Ian McCafferty 위원은 지난 8월 이후 25bp 인상을 주장
영란은행의 정책금리 및 양적완화한도 추이

(%, 억파운드)
2009

정책금리
양적완화

2011

2012

2015

1

2

3

5

8

11

10

2

7

12

1.50

1.00

0.5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

750

1,250

1,750

2,000

2,750

3,250

3,750

좌동
좌동

(정책결정 배경)

□ 국내외 경제상황은 지난
월 인플레이션은 –

11

ㅇ

-

ㅇ

-

ㅇ

월 전망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음

를 유지하였으나 11월에는 소폭 플러스로
돌아선 후 지난해말 에너지 및 식품가격의 큰 폭 하락 영향이 인플레
이션 계산에서 제외되면서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
10

0.1%

그러나 내년 하반기까지는

1%

아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국내비용요인과 관련하여 최근 명목임금 상승률의 상승세가 주춤해졌
는데 이는 데이터의 단기변동성을 반영
다만 1인당 임금은 평균노동시간이 하락한데다, 노동시장긴축에도 불
구하고 최근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명목임금 상승을 제약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전망 및 정책결정시 임금상승과 생산성 증가의
균형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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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GDP성장률

실업률 및 취업자수

인플레이션, 임금상승률 및 노동시간

자료 : ONS

2. 금융시장 반응
□ 주요 투자은행들은 금일 MPC에서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
하방리스크가 커진 데다 명목임금의 뚜렷한 개선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면서 금일 발표결과를 지난달에 비해 dovish한
것으로 평가
ㅇ 11월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여전히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최근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내년 2월 인플레
이션 보고서 발표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예상 (JPMorgan)
ㅇ MPC 위원들이 영국의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노동시장이 개선되었음에
도 명목임금 상승세가 크지 않은 점에 중점을 두면서 임금상승 모멘텀
의 부재를 강조한 것을 감안할 때 다소 dovish하였다고 보임 (Barclays)
ㅇ 금번 의사록을 통하여 영란은행의 정책과 여타 중앙은행간 기술적 연
계는 없다고 재차 강조*함으로써 정책결정시 ECB와 미연준의 정책방
향보다는 영국 경제지표에 기반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UBS)
* Carney 영란은행 총재는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결정이 영란은행 정책결정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not decisive)고 언급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영국 국채금리는 16시 현재 1.86%로 전일대비 2bp 하락하였
으며, 파운드화 환율은 MPC 회의결과 발표시 1.5111까지 절하되다가 미국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반등하면서 16시 현재 1.5171로 전일대비 0.1% 절하
영국 국채(10년물) 금리 추이

파운드화 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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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2016년 국제금융시장 전망– 연준의 금리인상이 미칠 영향 –(12.10일)
<요

약>

□ (시장금리는 제한적 상승 전망) 연준 금리인상 경로에 대한 뚜렷한 컨센서
스가 형성되지 않아 내년중 예상 시장금리 변동 분포가 매우 넓은 가운데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이 큰 중단기금리를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
o 금리상승의 제약 요인으로는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 연준의 채권 재투자 지
속, 여타 중앙은행의 완화기조 지속, 미국채 헤지수요 및 발행 축소 전망 등
이 거론
□ (달러화 강세 지속, 중반 이후 모멘텀 약화) 금리인상에 따른 미국과 여타
국간 금리차 확대 등으로 미달러화의 강세 추세가 지속되겠으나 추후 금
리인상 경로의 불확실성 등으로 2016년 중반(이르면 2/4분기)부터 강세
모멘텀은 약화될 전망
o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정책 차별화, 신흥시장
국 경제 불안 우려 등이 공통적으로 거론
o 중반 이후 달러화의 강세 모멘텀 약화는 주로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
화 기대가 완화될 가능성이 큰 데다 정책실패(policy error) 우려에 따른
조정 가능성 등이 그 근거로 제시
□ (신흥시장국 불안 가능성) 2013년 taper tantrum과 같은 급격한 투자자
금 이동 및 이에 따른 전반적인 신흥시장국(이하 ‘EM’) 불안 가능성은 크
지 않을 전망이나 금리인상에 따른 투자자금 환류 등 글로벌 자금 흐름
의 변화가 EM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o 특히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중국 경기둔화까지 가세
할 경우 원자재 수출의존이 높은 EM은 물론 대중국 교역비중이 높은
EM으로 까지 시장 불안이 확대될 우려
o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초경제여건에 따라 EM별 영향이 차별화될 전
망이며,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시장기대와의 갭을 적절히 조율
해 나간다면 그 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
□ (신용시장 약세 예상) 금리인상의 배경이 될 경기회복이 신용시장을 지지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겠으나,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에 기반한 고수익
추구현상이 상당기간 신용상품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만큼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 및 유동성 흡수에 따라 신용시장은 약세를 보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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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급 측면에서도 금리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로 차환발행의 유인이 줄
어들겠으나, M&A 소요자금 마련 목적의 회사채 발행이 2016년중에도 계속
될 전망이어서 스프레드 확대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o 그러나 향후 연준의 실제 유동성 흡수조치는 금리인상 후에도 상당기간
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이어서 신용시장의 급
격한 투자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일반적 관측
□ (글로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연준의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 우
려(monetary shock)보다 경기상황 개선(real shock)에 주로 근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금리인상 경로가 완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리인상이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o 다만 중국 및 EM의 경제불안이 재현되거나 유가 및 원자재 하락세 등
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될 경우에는 급격한 되돌
림 현상으로 상당폭 조정받을 우려도 존재
□ (금리변동성 급등락 가능성) 연준의 최초 금리인상 이후에도 추가 금리인
상 및 주요국간 정책 기조차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시
장 충격 발생시 금리 변동성 급등락 현상이 빈번해질 가능성
o 이와 같은 변동성 급등락은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외에도 채
권시장의 유동성 악화(liquidity problem)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바
가 크다는 해석이 대체적인 평가
◇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상은 그동안 충분히 예상되어 상당부분 시장가
격에 반영되어 온 데다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점진적일 것이
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어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
향은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o 다만 일부 신흥시장국 및 신용시장 등은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받
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현재의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그 영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및 금리인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일부 시장불안이 전염효과 등을 통해 글로벌 위
험요인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더욱 필요
▪ 외환보유액 운용 측면에서도 주요 가격지표의 추세적 움직임과 글로
벌 위험요인의 변화 등을 자산배분 전략 등에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익스포져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정
적인 외화자산 운용에 중점을 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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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2016년도 금융시장 전반의 가
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o 이번 금리인상 사이클은 ⅰ) 전례가 없었던 양적 완화 및 제로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며 ⅱ) 주요 선진국간 통화정책 기조 차이 확대, 국
제원자재 시장 및 중국 경기 관련 불확실성 등 과거 금리인상 사이클
과는 상이한 점이 많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연준의 정책기조

시장의 평가, 과거 인상기와의 비교 등을 통해 연준의 금리
인상이 향후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요 시장별로 살펴보고자 함
,

Ⅱ. 연준의 금리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1

시장금리는 제한적 상승 전망

□ 연준 금리인상 경로에 대한 뚜렷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아* 내년중 예상
시장금리 변동 분포가 매우 넓은 가운데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이 큰 중단기
금리를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의 중론
* 뉴욕사무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개 투자은행 가운데 절반인 9개 기관이
2016년중 3회(75bp)의 금리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나 4회(100bp) 인상을 전망한 기관
과 2회(50bp) 인상을 전망한 기관도 각각 4개와 5개로 적지 않은 상황

o 시장금리의 예상 상승폭은 예상 정책금리 인상폭(금년 12월 ~ 내년 12월중 약
100bp)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장기금리 상승이 제한적일 전망
▪ 2016년도 금리전망보고서를 발표한 기관들의 평균적인 전망치는 2년물 금리(7개 기
관) 약 80bp 상승, 10년물 금리(10개 기관) 약 45bp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
(2015.12.9.일 현재)
2년물 금리경로 전망

10년물 금리경로 전망

자료: 각사(7개) 전망보고서

자료: 각사(10개) 전망보고서

- 31 김성주 / 인천본부 / 2015-12-14 10:26:45

이 문서는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촬영,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 금리상승의 제약 요인으로는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 연준의 채권 재투자
지속, 여타 중앙은행의 완화기조 지속, 미국채 헤지수요 및 발행 축소 전망
등이 거론
o 현재 노동시장의 slack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2~2.5%의 성장률을 기

록하고 있어 미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둔화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는 견
해가 많으며 이에 따라 장기 중립금리 수준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제
기(Barclays, TD 등)
o 연준은 정책금리가 합리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재투자를 지속할 계획임을

시사*하고 있어 이 경우 연준의 자산스톡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간프
리미엄의 상승 또한 억제될 전망(JP Morgan 등)
▪ Dudley 뉴욕연준 총재(6.5일): 재투자 중단까지는 조금의 여유가 있으며 중
단에 앞서 금리가 합리적인 수준(reasonable level)까지 상승해야할 것임. 합
리적인 수준이 1%일지 또는 1.5%일지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음
▪ 9월 FOMC 의사록: 금리인상 개시 직후 재투자를 중단하는 것과 페더럴펀드
금리가 특정 수준(1~2%)에 도달한 이후 중단하는 것이 대체로 큰 차이가 없
을 수 있지만 심각한 경제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후자*에 잇점이 있음
* “continuing reinvestment until normalization of the level of federal funds rate
was well under way”

o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완화기조 지속도 금리 상승의 제약요인
▪ 해외중앙은행의 자산규모 1조달러 증가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12b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연준이 연중 자산 재투자를 지속할 경우 2016년중 4대 중앙은행
(미연준, ECB, 일본은행 및 영란은행)의 자산규모는 약 1.6조 달러 증가할 전망(JP
Morgan)
▪ 글로벌 채권시장 간의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들
이 완화기조가 지속된다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채에 대한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TD)
과거 금리인상기의 5-30년 만기
국채금리차

10년물 금리 변동 요인 회귀분석
변수명

연중변동 추정계수 금리영향

5y5y 인플레이션 스왑(%)

2.24

-0.09

0.428

-4bp

내년 성장률 전망(%)

2.7

-0.2

0.19

-4bp

11,011

776

3m*3m OIS 금리(%)

0.42

0.25

0.309

+8bp

연준 포워드가이던스(개월)

1.3

-4.7

-0.022

+10bp

CFTC 트레이더포지션(z값)

-1.5

-0.6

-0.19

+11bp

4대 중앙은행 자산규모(10억달러)

자료 : TD Bank

현수준

자료 : JP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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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채 보유시 여타 위험자산과의 위험분산 효과가 크다는 점도 금리상승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다만 인플레이션 상승시 국채의 위험자산에 대한 헤지 효과가 약화되면서
포트폴리오 헤지 목적의 국채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은 지적*
* Goldman Sachs는 모형분석 결과를 통해 인플레이션 상승시 주식과 채권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예컨데 인플레이션이 1.7~1.8%
수준을 넘어서면 동 상관계수 상승폭이 커질 수 있어 현재 -0.5 수준인 상관계
수가 내년도에는 -0.25까지 상승할 수 있음(음의 상관관계 약화)

o 2016년중 재무부가 MMF 개혁*에 따른 단기국채 선호에 부응하여 중장기 이

표채 발행 보다는 T-bill 발행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장기 국채 발
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리상승 제약요인이 될 전망(Barclays,
TD 등)
* ⅰ) MMF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용위험이 높은 MMF(프라임 MMF)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ⅱ) 유동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 기준 미달시 수수료 및 환매제한 규
제를 신설하며 ⅲ) 기타 리스크 관리 및 투명성 제고 조치를 도입. 이에 따라 단기 정
부채(‘T-bill’), RP 등 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우량 초단기 상품에 대한 수요초
현상이 심화될 전망

주가-국채 수익률 상관계수 추이

자료 : Goldman Sachs

2

OIS 대비 미국채 스프레드

자료 : Barclays

달러화 강세 지속, 중반 이후 모멘텀 약화

□ 금리인상에 따른 여타국과의 금리차 확대 등으로 미달러화의 강세 추세
가 지속되겠으나 추후 금리인상 경로의 불확실성 등으로 중반(이르면 2/4
분기)부터 강세 모멘텀은 약화될 가능성
o 2016년 환율 전망보고서를 발표한 9개 기관 대부분이 연중 강세를 전망하였

으나 내년 4/4분기(말)를 미달러화 강세의 정점으로 보는 기관은 2개에 불과
하였고, 현재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도 소수(2개) 존재
* 과거 금리인상기에는 연준과 여타국간 정책기조 차이가 크지 않아 금리 인상후
동조화되면서 달러화가 대체로 약세를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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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EUR 환율경로 전망

과거 금리인상 전후 미달러화 절상률

1.15
JPM

1.10

MS

1.05

BoA

1.00

Citi
Barc

0.95

TD
0.90

BNP
RBC

0.85
현재

16.1/4

2/4

3/4

4/4

자료 : 각사 전망보고서

자료 : Morgan Stanley

□ 미달러화 강세 요인으로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정책 차별화, 신흥시
장국경제 불안 우려 등이 공통적으로 거론
o 최소한 1/4분기까지는 미국 경제지표의 특별한 부진이 관찰되지 않는 가운데
금리인상과 함께 미달러화가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
□ 중반 이후 달러화의 강세 모멘텀 약화는 주로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
화 기대가 완화될 가능성이 큰 데다 정책실패(policy error) 우려에 따른
조정 가능성 등이 그 근거로 제시
o 내년중 주요 선진국 경제가 추세 이상의 회복세를 지속할 경우 현재 외환시
장의 지배적인 테마인 divergence 기대가 약화되면서 점차 convergence에 대
비하는 투자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TD, BNP Paribas)
o 금리인상 초기에 경기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하반기부터는 시장참가자들이 실제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상관없이 점
차 정책실패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하면서 달러화가 조정받을 수 있다
는 전망도 제기
o 반대로 미달러화 강세가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는 기관은 연준이 미달
러화 강세를 우려하고는 있지만 2014년 이후 미달러화 큰 폭 강세에도 불구
하고 미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연준이 추가적인 달
러화 강세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근거로 제시(Goldman S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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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흥시장국 불안 가능성

□ 연준의 2013년 taper tantrum시와 같은 급격한 투자자금 이동 및 이에 따른 전
반적인 신흥시장국(이하 ‘EM’)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금리인상
에 따른 투자자금 환류 등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EM 시장의 변동성 확
대로 이어질 가능성
o 장기간 시장 선반영, 완만한 금리인상 경로 기대 등으로 급격한 자금유
출은 제약될 전망이나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에 따라 미국-EM간 내외
금리차 축소 등에 따른 자금 유출이 EM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
― EM 투자 선진국 펀드 중 개인투자자금이 상당 규모 유출된 가운데
기관투자자금도 최근 유출세로 전환되는 모습
외국인자금의 EM 채권시장 유입

자료 : Credit Suisse

미국․유럽 펀드자금의 EM 유출입

자료 : Credit Suisse

선진국 및 EM 금융여건

자료 : ECB

o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EM 환율 약세)가 추가 진행될 경우 유로
화(funding currency)로 조달*하여 주로 EM에 유입(달러화로 전환하여 투
자)되었던 자금의 유출이 심화될 가능성**
* BIS의 분석 결과(Quarterly Review,’15.12.6) 유로화 환율 절하 및 저금리 등을
배경으로 유로화로 조달하여 유로 이외 지역에 투자(cross-border claims)된 자
금이 2014년 하반기 이후 큰 폭 증가 추세
** 미-여타국간 정책기조 차이(policy divergence)에 따른 달러화 수요 확대로 유로/달러 스왑
레이트의 (-) 폭이 커진 가운데, 달러화 추가 강세시 달러 조달비용 상승 및 EM 투자 포지션
손실(환손실) 등에 부담이 커진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선 EM 투자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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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의 EM 투자 설문조사 결과

자료 : Expert Investor Europe
(Financial Times, ’15.10.7)

선진국 은행의 EM 대출 비중

자료 : J.P.Morgan Asset Mgt.

유로/달러 스왑레이트 추이

자료 : Bloomberg

o 또한 금융위기 이후 EM 민간부분의 외화표시 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
도 달러화 강세시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로 이어지면서 EM 투자심리
를 저해할 가능성
* EM 기업들의 부도건수가 금년중 지난해 대비 40% 급증하여 2009년 이후 최대치
를 기록하였으며 EM 부도율(3.8%)이 미국 부도율(2.5%)을 수년만에 처음으로 추
월(2011년에는 각각 0.7% 및 2.1% 수준) (Wall Street Journal, 11.30일)

EM 외채 추이

EM 민간기업 발행 채권규모

자료 : J.P.Morgan

자료 : J.P.Morgan

□ 특히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중국 경기둔화까지 가세
할 경우에는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EM은 물론 대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EM으로까지 시장 불안이 확대될 우려
o 달러 강세가 원자재 가격 하락압력으로 작용하는 데다 당분간 원유 수
급불균형(공급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산유국 및 원자재 수출 EM의 불안 요인이 상존
o 중국의 경기둔화 시에는 글로벌 교역여건이 악화되는 데다 중국 기업
부실화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대중국 의존이 높은 EM의 경기
및 금융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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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질 GDP 변동의 영향

주: 1) 실질 GDP 성장률 1%p 변동시
4분기 후 영향
자료: J.P.Morgan

중국 경제성장률과 유가 추이 원자재 수출 EM 환율 추이

자료 : ECB

자료 : BIS

<참고>

BIS의 EM 리스크 진단*
* “Uneasy calm awaiting lift-off”(Quarterly Review, ’15.12.6)

□ BIS는 과거보다 미 금리에 대한 EM 금리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거시․금융 여건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인상이 EM에 미칠 부정적 전이효과
(negative spillover)의 위험이 클 수 있다고 진단
o 또한 EM의 지속적 신용팽창으로 진행되어 온 부채비율 상승이 연준의 금리인
상 후 금리상승 및 달러화 강세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EM 경제의 부담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
주요 EM 및 선진국 제조업 PMI EM 금리의 미 금리 대비 민감도

주: 1) IN: 인도, CN: 중국, TR: 터
키, BR: 브라질, GB: 영국,
XM: 유로지역, DE: 독일
자료 : BIS

주: 1) JPMorgan GBI-EM index
금리와 미국채 10년 금리간
회귀식의 추정계수
자료 : BIS

선진국 vs EM 부채상환비율 추이

자료 : BIS

□ 그러나 EM에 대한 금리인상의 영향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외환보
유액 수준, 외채구조 등 기초경제여건에 따라 EM별로 차별화될 전망(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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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취약 EM의 경우 자금이탈 등에 의한 부정적 영향 지속이 예상되지만
주요국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우량 EM을 중심으로 수출 및 경
기에 대한 긍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
* 과거에도 연준의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 요인보다 경기상승 요인(real shock)에
기인하는 경우 신흥시장국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

과거 금리인상 전후 對신흥국 투자자금 유출입

자료 : World Bank

금리 인상 후 12개월간 신흥국 주가 변동률

자료 : World Bank

o 아울러 향후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시장기대와의 갭을 적절
히 조율해 나간다면 EM에의 부정적 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
― 과거 시장 기대를 넘는 충격이 있었던 1994년 금리인상기와 2013
년 taper tantrum시 EM 주식 등이 크게 부진
과거 금리인상기 평균 자산별 성과

자료: Allianz Global Investors

1994~96년 금리인상 기간중 자산별 성과

자료: Allianz Global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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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시장 약세 예상

□ 금리인상의 배경이 될 경기회복이 신용시장에도 지지하는 요인으로도 작
용하겠으나,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에 기반한 고수익 추구현상이 상당기간
신용상품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만큼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 및
유동성 흡수에 따라 신용시장은 약세를 보일 전망
o 수급 측면에서도 금리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로 차환발행의 유인이
줄어들겠으나, M&A 소요자금 마련 목적의 회사채 발행이 2016년중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스프레드 확대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o 섹터별로는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 및 건전성 향상 노력이 계속되
어온 데다 금리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예상되는 금융부문이
국제원자재 시장 부진 및 중국 경기둔화 리스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비은행부문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연준의 실제 유동성 흡수조치(재투자 중단 등)는 금리인상
후에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이
어서 신용시장의 급격한 투자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일반적 관측
o 다만 예상을 벗어난 금리인상 속도와 같은 충격요인이 있을 경우 신용
채권시장의 낮은 유동성(liquidity)이 시장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하면
서 고위험자산을 중심으로 신용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우려도 존재
과거 금리인상기 전후
투자등급 회사채 스프레드

M&A 관련 미 회사채 발행규모

연준의 MBS 재투자 중단
시점 전망

165(’15.12.8)

자료: Goldman Sachs

자료 : J.P.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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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연준의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 우려(monetary shock)보다는 경기상황 개
선(real shock)에 주로 근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금리인상 경로가 완
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리인상이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
지 않을 전망
o 과거 금리인상기에도 금리인상의 배경이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실질금리
상승(경기회복)에 주로 기인하는 경우 대체로 주가에 긍정적이었음 (BOA)
인플레이션과 주가

실질금리와 주가

자료: Deutsche Bank

o 과거 금리 인상후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였다가 일정 시점후 반등
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인상 후 1년 기준으로는 경기 개선 등을 반영하
여 주요 선진국 주가가 모두 인상전보다 상승하는 모습
최초 인상 이후 기간별 주가변동폭(%)
당일

1주일후

1분기후

금리인상 전후 미 주가 추이

1년후

자료: RBC

자료: Allianz Global Investors

□ 다만 중국, EM의 경제불안이 재현되거나 유가 및 원자재 하락세 등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될 경우에는 급격한 되돌림 현
상으로 상당폭 조정받을 우려도 존재
o 특히 유가하락세 등을 반영한 원자재 부문의 부진*이 상당기간 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원유, 가스, 금속 및 채굴 부문 기업이 금년중 전세계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36% 및
부도건수의 48%를 차지(moody’s, 20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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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리변동성 급등락(volatility spike) 가능성

□ 연준의 최초 금리인상 이후에도 추가 금리인상 및 주요국간 정책 기조차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시장 충격 발생시 금리 변동성
급등락 현상이 빈번해질 가능성
o 2015년중에도 연준의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을 배경으로 단기적인
금리 급변동 사례가 과거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fat tails problem)한
바 있음
▪ 2015년중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표준편차 이상 변동한 일수의 비중은 전체
거래일의 58%로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 3표준편차 이상의 급변동도 9%
로 1975년 이후 평균치인 6%를 크게 상회

□ 이와 같은 변동성 급등락은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외에도 채
권시장의 유동성 악화(liquidity problem)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해석이 대체적인 평가
o 미국채 시장의 구조적 변화 요인으로는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은행딜러
들의 매매 포지션 축소 및 위험 회피성향 강화, 국채 딜러간 시장내 소
규모 전자거래 브로커 비중 확대* 등을 들 수 있는데 동 변화가 스트레
스 상황시 유동성 위축에 따른 변동성 급등락의 요인이라는 점이 지적
* 최근 공개된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BrokerTec을 통한 딜러간 거래량(2015.5~6월중)
상위 10개 기관중 8개가 HFT 등 비은행 브로커로 상위 10개 기관 총 거래량의 85%
를 차지한 반면 투자은행은 JP Morgan(5위)과 Barclays(8위) 두 곳에 불과(‘Risk’ 誌)
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채 10년물 금리 급변 일수 비중1)

달러인덱스 및 S&P500 급변 일수 비중1)

주: 1) 각 년도 영업일 중 금리 일일 변동폭
이 1,3 표준편차를 넘는 일수의 비중
자료: TD Bank

주: 1) 각 년도 영업일 중 각 지수 일일 변동
폭이 1 표준편차를 넘는 일수의 비중
자료 : T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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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상은 그동안 충분히 예상되어 상당부분 시장가격
에 반영되어 온 데다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점진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어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우
려할 수준이 아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o 다만 일부 신흥시장국 및 신용시장 등은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현재의 예상보다 빨라
지면서 그 영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및 금리인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일부 시장불안이 전염효과 등을 통해 글로벌 위
험요인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더욱 필요
▪ 외환보유액 운용 측면에서도 주요 가격지표의 추세적 움직임과 글로벌
위험요인의 변화 등을 자산배분 전략 등에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변동성
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익스포져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외화
자산 운용에 중점을 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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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Ⅰ. 미국경제의 주요 이슈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 ECB, BOJ 등은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
연준은 2015.12월 FOMC 회의에서 금융위기 이후 최초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서의 차별화가 본격화될 전망
ㅇ 연준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장기간 지속된 데다 제로
수준으로부터의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과거 사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큰 잠재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Dudley 뉴욕 연준 총재, 2015.5월)
ㅇ 특히 과거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시작될 당시의 세계경제 상황이 경기
과열 움직임을 보인 것과는 달리 현재는 글로벌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연준의 독자적인 긴축 행보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한층 고조
□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에 따른 부정적 충격과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도 금리
인상 기대가 달러화 강세에 반영되어 금리인상의 영향을 이미 체감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여타 국가로 전이되는 효과, 시장왜곡 시정 등에 주목하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정책금리 인상 속도)
□ 시장에서는 9월 FOMC 회의 결과 나타난 정책금리 예상경로보다는 더욱 완만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ㅇ 금리 선물 및 스왑 시장에 반영된 2016년중 연준의 예상 금리인상 횟수는 약
2회(2015.12월 포함시 3회) 수준이며 주요 투자은행들(18개)의 공식 전망을
서베이한 결과, 2016년중 약 3회 인상(75bp, 금년 12월 포함시 100bp)을 예상
하는 기관(9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금리인상의 경제적 영향)
□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달러화의 추가적 강세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유로지역
및 일본의 성장률은 제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을 제약
하는 글로벌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Goldman Sachs)
ㅇ 특히 절상 속도가 가파를 경우에는 금융여건 악화가 수반되면서 미국 및 중국의
성장률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고 유로지역 및 일본에서의 경기부양효과도 약화될
가능성
ㅇ 아울러 순자본유입 제약, 달러화 표시 부채 부담 가중 등으로 환율이 달러화에
연동된 국가 및 일부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 경제에 상당한 불안요인
으로 잠재
ㅇ 또한 연준의 금리인상이 양호한 경제성장(실물충격) 등에 의해 뒷받침될
경우에는 여타 국가의 순자본유입 및 산업생산이 증가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겠으나 금융긴축적 상황(화폐충격)을 초래할 경우에는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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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연준의 금리인상이 미국의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
ㅇ 소비는 가계의 이자지급자산(interest-bearing assets) 순보유 규모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에 따른 소득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전망(Citi)
ㅇ 주택투자는 가계소득 증가세 지속이 정책금리에 대해 비탄력적인 모기지금리
인상부담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데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주택구매여력이
높아진 점 등에 비추어 금리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Goldman Sachs)
ㅇ 설비투자의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더라도 당분간은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의 자본조달 부담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임(Citi)
(원자재가격 하락세 지속)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심화는 수입물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락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의 하방 리스크로 잠재
ㅇ 다만 투자은행들은 공급과잉, 신흥국 경기둔화 등으로 원자재가격의 하방압력은
상존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상황에 비해 가격 하락세가 다소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
Ⅱ. 2016년 미국경제 전망
□ 2016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주택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정부지출도 완만하게 확대되면서 2% 초반 수준을 보일 전망
ㅇ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현재 미국의 잠재성장률*(1.75%)을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노동시장내 유휴인력을 해소해 나가는 데 충분할 것으로 평가
* Goldman Sachs, JPMorgan, Nomura 등

ㅇ 이에 따라 실업률은 4% 후반으로 추가 하락이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은 1%
중후반 수준으로까지 상승할 전망
Ⅲ. 종합 의견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개시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중국 경제의 연착륙 및
달러화의 추가적 절상에 따른 금융여건의 긴축 여부 등이 주요 리스크로
크게 부각될 것임
ㅇ 중국 경제는 금년 8월의 외환·금융시장의 혼란 이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그 지속 가능성 및 향후 전망에는 높은 수준의 하방 리스크가 잠재
ㅇ 연준의 금리인상 조치가 마중물 역할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하게 될
경우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차이도 점차 완화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신흥국
자본유출 등의 하방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
⇒ 결국 미국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연준의 인식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명확한 시그널을 통해 시장과 공유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
ㅇ 2013년 Taper Tantrum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예상치 못한 금리인상 충격은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촉발하는 등 글로벌 금융변동성을 확대시켜 연준의 정책
여력을 훼손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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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경제의 주요 이슈
1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 미 연준은 2015.12월 FOMC 회의에서 금융위기 이후 최초의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반면 ECB, BOJ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상당 기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주요 선진국간 통화
정책 차별화(Monetary Policy Divergence)가 본격화
◾ 영국도 완전고용에 근접하면서 내년 2/4분기중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할
전망(Goldman Sachs, 2015.11월)

ㅇ 과거에도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정책기조에
차이를 보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번 연준의 금리 정상화가 본질적
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견해도 일부 있으나
금번 연준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장기간 지속된
데다 제로 수준으로부터의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과거 사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큰 잠재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
(Dudley 뉴욕 연준 총재, 2015.5월)
◾ 아울러 금리인상이 예측된 것이라 하더라도 자본이동, 환율 및 금융자산 가격
등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며 전세계적으로 채권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축소된
새로운 환경에서의 금리인상은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금융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 언급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1)

주요국 GDP 및 인플레이션 갭

주: 1) 1m Overnight Indexed Swap 3m Forwards
자료: Bloomberg, Citi

자료: Goldman S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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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과거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시작될 당시의 세계경제 상황이
과열 움직임을 보인 것과는 달리 현재는 글로벌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연준의 독자적인 긴축 행보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한층 고조
ㅇ 그동안 중국 등 신흥국의 위상이 강화*된 가운데 국제분업 및 자본
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차별화는 과거에 비해
보다 큰 국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ECB, 2015.10월)
* 신흥국은 글로벌 생산의 50% 이상, 세계교역량의 40%를 차지

과거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및 당시 세계경제 상황1)

주: 1) OECD 경기선행지수(LEI)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Macrobond, OECD, Citi

(시장의 평가)
□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와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도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Goldman Sachs는 테일러 준칙에 비추어 볼 때 금년 12월 또는 내년
1월이 인상의 적기이며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여타 국가로 전이되는 유익한 경로(a healthy development)가
될 것이라 평가(2015.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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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준칙에 의한 금리 경로

자료: Goldman Sachs

ㅇ BNP Paribas는 연준 단독의 금리인상은 세계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ECB의 완화정책이 뒷받침될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2015.11월)
ㅇ Citi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제약
되어서는 안되며 금리인상은 경제회복을 저해하기보다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평가(2015.11월)
ㅇ JPMorgan은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달러화 강세에 선반영
되면서 미국 경제는 수출 감소 등 금리인상의 효과를 이미 체감하고
있는 데다
과거에 비해 금리가 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며 인상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 평가(2015.12월)
◾ 1994년 : 3% 금리수준에서 인상이 시작되어 13개월만에 300bp 상승
◾ 2004년 : 1% 금리수준에서 인상이 시작되어 2년간 400bp 상승
달러 인덱스 및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자료: JPMorgan, BEA

과거 연준의 금리 인상기

자료: FRB, JP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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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금리 인상 속도

□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책금리 전망을
20bp 및 30bp 각각 하향조정함으로써 향후 정책금리 인상경로가 종전보다
더욱 완만해질 것임을 시사
ㅇ 정책금리 인상시 조정폭이 25bp라고 가정할 경우 2016년도에는 4회,
2017년도에는 5회 인상될 것으로 예상
연준의 정책금리 예상경로1)
2015.9월(A)
2015.6월(B)
A-B(%p)

2015년말
0.4
0.6
-0.2

2016년말
1.4
1.6
-0.2

(%)

2017년말
2.6
2.9
-0.3

장기
3.5
3.8
-0.3

주 : 1) 연준 발표 중간값(median) 기준

□ 그러나 시장에서는 9월 FOMC 회의 결과 나타난 정책금리 예상경로보다는
더욱 완만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ㅇ 금리 선물(Fed Fund Futures) 및 스왑(Overnight Indexed Swap) 시장에
반영된 2016년중 연준의 예상 금리인상 횟수는 약 2회(2015.12월 포함시
3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10월 FOMC 이후 크게 상승한 이후 12월
FOMC에 다가가면서 점차 높아지는 추세
시장에 반영된 2016년 연준의 예상 금리인상 횟수 및 횟수별 확률 추이
<금리 선물시장>

<금리 스왑시장>

자료: Bloomberg

□

2016년중 연준의 예상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주요 투자은행들(18개)의
공식 전망을 서베이한 결과(12.3일), 2016년중 약 3회 인상(75bp, 금년 12월
포함시 100bp)을 예상하는 기관(9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8개 기관 중 17개 기관이 12월 FOMC에서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

ㅇ 2016년중 첫(2015.12월 포함시 두번째) 금리인상 시기로는 10개 기관이
1분기, 8개 기관이 2분기를 예상하였으며, 적어도 2분기 및 4분기에는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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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은행들의 2016년중 연준 예상 금리인상 횟수 전망
◾ 예상 금리인상 횟수

4회(100bp)

3회(75bp)

2회(50bp)

계

4
1분기

9
2분기

5
3분기

18
4분기

10

17

11

15

◾ 해당분기 중 금리인상 전망기관수

□ 시장에 반영된 금리인상속도가 9월 FOMC의 dot chart(2016년중 약 100bp(4회))
보다 완만한 것은 미 경기상승에 대한 연준의 낙관적인 시각과“점진적
(gradual)”이라는 표현에 대한 연준과 시장간 인식 차이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
투자은행들의 대체적인 견해
ㅇ 다만 연준이 지표의존적(data dependant)이고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강조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인상 속도도 종전의 금리인상 속도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는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형성
◾ 예상보다 신중하게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은 경제지표의 불확실성
(Citi), 정책오류 가능성(Deutsche) 등을 근거로 언급
◾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은 견조한 임금상승세 및 유가
회복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JP Morgan, RBC) 등을 언급하였으며 2016년중
FOMC voting member 교체에 따른 성향변화(more hawkish)도 요인의 하나로 지목

□ 한편 향후 금리인상 경로는 ① 경제성장 모멘텀, ② 인플레이션 추이, ③
최초 금리인상 이후 금융여건, ④ 균형실질이자율*의 변화 등에 주로 좌우
될 것으로 예상(Goldman Sachs, Nomura 등)
* 10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은 현 시점의 단기 균형실질금리(equilibrium real interest
rates)는 제로 수준(around zero)으로 평가

연준과 시장의 금리인상 경로 비교

자료 : Deutsche Bank

균형실질이자율

자료: Laubauch·Williams(2003), 뉴욕연준, Goldman S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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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리인상의 경제적 영향

(달러 환율 전망)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될 경우 미국과 유로지역간 금리격차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유로화, 엔화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해 달러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절상될 전망
ㅇ 이미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달러화 강세 기조는 연준과
ECB의 예상된 통화정책 기조 차이를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연준의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에는 추가적 달러화 강세가 예상
◾ Citi는 달러화 가치가 향후 6~12개월에 걸쳐 G10, 신흥국 통화에 대해 5~6%
절상될 것이라 예측(11.20일)
◾ Goldman Sachs는 2017년말까지 20% 정도의 달러화 강세 심화를 예상(10.30일)
미국과 유로지역 금리 차이 및 달러 환율 전망

자료: Bloomberg, Goldman Sachs

(세계경제 파급효과)
□ 달러화 강세에 따라 유로지역 및 일본의 성장률은 제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은 제약될 것으로 분석(Goldman Sachs)
ㅇ 특히 절상 속도가 가파를 시에는 금융여건 악화가 수반되면서 미국 및
중국의 성장률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고 유로지역 및 일본에서의 경기
부양효과도 약화될 가능성
◾ 중국 외에 환율이 달러화에 연동(pegged)된 홍콩,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달러화 강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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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 10% 추가적 절상의 글로벌 경제성장률 파급효과
<Baseline Scenario1)>

주: 1) 10% 달러화 절상
자료: Goldman Sachs

<Adverse Scenario2)>

2) 10% 달러화 절상 + 미국 금융상황지수의 100bp 악화

ㅇ 아울러 달러화 강세는 순자본유입 제약, 달러화표시 부채 부담 가중
등으로 일부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 경제에 상당한 불안요인
으로 잠재
◾ 현 시기와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과거 달러화 강세 시기(1995~2001년)를
보면 환율이 달러화에 연동되어 있던 국가들은 순자본유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크게 위축된 바 있음
과거 달러화 강세 시기(1995~2001년)의 글로벌 파급효과
<순자본유입>

<실질 GDP 성장률>

자료: Chow, Jaumotte, Park and Zhang(2015), IMF(2015)에서 재인용

ㅇ IMF는 달러화 강세 등 대외충격에 대한 신흥국의 대응능력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일부 신흥 유럽국가 및 독립국가연합
(CIS) 등은 취약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평가(2015 Spillove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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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GDP 대비 순외화자산 비중

자료: Chow, Jaumotte, Park and Zhang(2015), IMF(2015)에서 재인용

□ 또한 향후 연준과 ECB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제전망 및 금융여건의 긴축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
될 전망
* emerging economies and nonsystemic advanced economies

ㅇ 선진국 채권수익률 상승의 원인(underlying reasons)이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성장 등 실물충격(real shocks)일 경우에는 여타 국가의 순자본유입 및
산업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예상치 못한 금융긴축 등의 화폐충격(money shocks)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미국과 유로지역 채권수익률 1%p 상승 원인별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
<순자본유입>

<산업생산>

실
물
충
격

화
폐
충
격

자료: Chow, Jaumotte, Park and Zhang(2015), IMF(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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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연준의 금리인상이 미국의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
ㅇ 소비는 가계의 이자지급자산 (interest-bearing assets) 순보유 규모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에 따른 소득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전망*(Citi)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항상소득(permanent income) 증가로 인식된다고 가정할
경우 금리 1%p 상승은 소비 1%p 증가로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

◾ JPMorgan도 미국 가계는 고정수익자산(32조 달러)이 모기지대출 등 총부채
(9조 달러)를 큰 폭 상회하는 순자산 보유 주체로 금리인상에 따른 소득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Nomura는 저축률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신용
카드 사용액 등 한도대출(revolving credit) 증가세도 낮은 수준이어서 금리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ㅇ 주택투자는 가계소득 증가세 지속이 정책금리에 대해 비탄력적인 모기지
금리* 인상부담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데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주택
구매여력이 높아진 점 등에 비추어 금리인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Goldman Sachs)
* 2004년 중반부터 2년여간 지속된 연준의 금리인상(+4.3%p, 1.0% → 5.3%) 시기중 모기지
금리는 0.5%p 상승(5.8% → 6.3%)에 그침(페더럴펀드 금리 1%p당 모기지 금리 0.1%p 상승)

ㅇ 설비투자의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더라도 당분간은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의 자본조달 부담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Citi)
* 단, 현 기대인플레이션(2%)이 유지됨을 가정

가계의 이자지급자산 보유 규모

자료: Citi

주택구매여력 및 대출기준

자료 : NAR, FRB, Goldman Sachs

- 55 김성주 / 인천본부 / 2015-12-14 10:26:45

이 문서는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촬영,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4

원자재가격 하락세 지속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심화는 수입물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압력*으로 작용하여 미국 인플레이션의 하방 리스크로 잠재
* 2005.1월~2015.10월중 환율(유로/달러)과 국제유가(Brent기준)의 상관계수는 –0.51

◾ 다만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이 세계경제 및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연준 안팎의 중론*
* <붙임>‘국제유가 하락의 글로벌 경제성장 파급효과’참조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
160

(달러/배럴)

140

(유로/달러)

1.0

브렌트 유가(좌축)

120

0.9

100
80

0.8

60
40

유로환율(우축)

0.7

20
0
05.1

0.6
07.1

09.1

11.1

13.1

15.1

자료: ECOS

ㅇ 연준의 물가목표 이탈 요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노동시장내
유휴인력의 영향은 줄어들고 있으나 금년들어 에너지가격(-0.8%p)의 하방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달러화 강세 및 국제원자재가격 약세로 수입
물가(-0.6%p)가 추가적 하락요인으로 가세한 것으로 나타남
* 목표치(2%) 대비 PCE 인플레이션이 벗어난 정도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미 연준의 PCE 인플레이션 요인분해1)

주: 1) 물가목표치(2%) 대비 PCE 인플레이션이 벗어난 정도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분해.
기타 요인은 곡물가격 변화의 영향을 포함
자료: F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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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투자은행들은 공급과잉, 신흥국 경기둔화 등으로 원자재가격의 하방
압력은 상존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상황에 비해 가격 하락세가 다소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
ㅇ 유가는 OPEC의 높은 생산 지속*,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단기간내 반등은
어렵겠으나 미국 등 비OPEC 국가의 감산** 및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미약하나마 소폭의 오름세를 보일 전망
* OPEC는 석유장관회의(12.4일)에서 감산 합의에 실패
** EIA(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미국의 일평균 원유 생산량이 2015년 930만
배럴에서 2016년에는 880만 배럴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2015.11월)

국제유가 전망
IB평균1)
EIA

2014평균

2015.3/4

98.9

50.5

4/4e
50.0
49.5

2016.1/4e
51.0
52.1

주: 1) 각 투자은행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브렌트유 기준, $/배럴)
2/4e
3/4e
55.0
59.5
56.4
59.0

자료: Bloomberg, EIA

ㅇ 금속가격은 중국 수요 부진 지속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가격 하락에 따른 주요 생산업체들의 감산 등으로 미약하나마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
투자은행 금속가격 전망1)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아연

2014평균
6,830
1,896
16,951
2,167

2015.3/4
5,274
1,623
10,635
1,854

4/4e
5,211
1,600
10,638
1,770

2016.1/4e
5,330
1,594
11,000
1,790

주: 1) 각 투자은행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2/4e
5,513
1,626
12,000
1,810

($/톤)
3/4e
5,500
1,655
12,000
1,853

자료: Bloomberg

ㅇ 곡물가격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제한적인 수요 증대로
인해 당분간 현 가격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일각에서는 엘니뇨* 등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이에 따른 투기자금
유입이 급증할 경우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
* 금번 엘니뇨는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한 수준이며 내년 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투자은행 곡물가격 전망1)
옥수수
소맥
대두

2014평균
4.15
5.88
12.44

2015.3/4
3.83
5.11
9.47

e

4/4
3.95
5.18
9.00

주: 1) 각 투자은행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e

2016.1/4
4.00
5.22
9.15

e

2/4
4.00
5.23
9.25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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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e
4.15
5.23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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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6년 미국경제 전망
1

경제성장

(개 황)
□ 2016년중 미국 경제성장률은 2% 초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주요 기관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

FRB1)
(9.17일)
2015
2016
2.0~2.3 2.2~2.6
(2.1)
(2.3)

IMF
(10.6일)
2015
2016
2.6

2.8

OECD
(11.10일)
2015
2016
2.4

2.5

주요 투자은행 평균2)
(12.9일)
2015
2016
2.5

2.3

주: 1) 최고, 최저치 각 3개를 제외한 중심치 전망, ( )내는 중앙값(median)
2) Goldman Sachs, Barclays, Deutsche Bank, JPMorgan, Nomura, BNP Paribas,
Citi, BoAML, Morgan Stanley 등 9개 기관 평균(Bloomberg, 12.9일)

ㅇ 2016년 분기별로는 상·하반기 모두 2% 초반 수준(전기비 연율 기준)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2015.1/4 2/4
1)

►경제성장률 (전기비 연율, %)

0.6

3.9

3/4

4/4 2016.1/4 2/4

3/4

4/4

2.1

2.2

2.3

2.3

2.2

2.3

주: 1) Goldman Sachs, Deutsche Bank, JPMorgan, Nomura, BNP Paribas, Citi,
BoAML, Morgan Stanley 등 8개 기관 평균
자료: Bloomberg(12.9일)

(수요부문별 전망)
□ 주요 투자은행들은 민간소비 및 주택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정부지출도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GDP 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주택투자
정부지출1)

주요 투자은행의 수요부문별 성장률 전망
JP Morgan
Goldman Sachs
Barclays
(12.4일)
(11.20일)
(12.4일)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5
2.3
2.4
2.2
2.5
2.5
3.1
2.6
3.2
2.9
3.1
2.9
3.2
4.3
3.1
3.3
3.6
6.9
8.5
6.5
8.7
8.5
8.5
5.9
<-0.4>
<2.8>
0.8
1.2
0.7
0.8
[1.5]
[2.1]

Citi
(12.4일)
2015
2016
2.5
2.5
3.1
2.9
3.2
3.8
8.6
9.4
0.8

주: 1) < >내는 Federal Government, [ ]내는 State and Local Government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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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소비는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
ㅇ 노동시장 호조로 가계소득 여건은 개선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둔화 등으로 증가율은 다소 하락 예상
실질 GDP 및 소비지출 전망

자료: BEA, JP Morgan

가계 신용 및 기대소득

자료: FRB, University of Michigan

◾ 저유가의 소비부양 효과가 완화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주가 등이 높은 수준
으로 회복한 점에 비추어 자산효과(wealth effect)의 영향도 다소 약화될 것
으로 예상(Goldman Sachs)
항목별 자산효과 전망

자료: Goldman Sachs

② 설비투자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 약세에 따른 셰일 에너지 부문의 투자
부진 영향이 점차 완화되면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
ㅇ 다만 노동시장 개선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 상승, 달러화의 추가적 강세
등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투자활동을 제약할 가능성
설비투자 추이

기업 수익성 및 소비자신뢰지수

자료: BEA

자료: BEA, University of Michigan, JP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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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투자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ㅇ 주택재고 부족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허가, 착공* 등 선행지표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 최근 들어 건설비용이 다가구주택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독주택 착공이
확대된 점도 주택투자에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Goldman Sachs)

ㅇ 다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모기지금리 상승 등은 하락압력
으로 잠재
주택재고 및 가구수 증가율

최근 주택투자 구성항목별 비중 및 증가율

자료: Census Bureau, Nomura

자료: Goldman Sachs

④ 정부지출은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ㅇ 미 정부 채무한도 적용 유예 등으로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 가운데 연방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Goldman Sachs)
* Yellen 연준 의장은 향후 재정정책이 그동안 긴축적 효과를 초래한데서 벗어나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12.2일)

재정지출의 성장효과

자료: Goldman Sachs

자료: Brookings, Hutchins Center, JP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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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가

□ 주요 기관들은 2016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 중후반 수준으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물가상승률(CPI 기준1)) 전망
(%)

FRB
(9.17일)2)
2015
2016
0.3~0.5 1.5~1.8
(0.4)
(1.7)

IMF
(10.6일)
2015
2016
0.1

1.1

OECD
(11.10일)
2015
2016
0.3

1.3

주요 투자은행 평균3)
(12.9일)
2015
2016
0.1

1.7

주: 1) FRB, OECD는 PCE 물가 기준
2) 최고, 최저치 각 3개를 뺀 나머지 중심치 전망, ( )내는 중앙값(median)
3) Goldman Sachs, Barclays, Deutsche Bank, JPMorgan, Nomura, BNP Paribas,
BoAML, Morgan Stanley 등 8개 기관 평균(Bloomberg, 12.9일)

ㅇ 저유가 등 물가 상승을 제약했던 부정적 기저효과가 점차 소멸되면서
물가 오름세를 뒷받침
ㅇ 아울러 노동시장의 꾸준한 개선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도 점차 확대될
전망
◾ Yellen 연준 의장은 향후 경제성장세는 노동시장 유휴자원을 감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에 이르게 하는 데 충분할 정도인 것으로 평가(12.2일)

ㅇ 다만 달러화의 추가적 절상에 따른 파급효과는 인플레이션 하방 요인
으로 작용
임금 관련 지표

자료: BLS, Haver Analytics, Barclays

달러화 10% 추가적 절상의 글로벌 물가 파급효과

자료: Goldman S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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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사정

□ 취업자수는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최근 취업자수는 8~9월중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10월 이후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연준 안팎의 확신이 강화되는 모습(10월 29.8만명,
11월 21.1만명)

ㅇ 주요 투자은행들이 예상하는 2016년도 비농가취업자수 증가폭은 월평균
17만명 수준으로 금년(월평균 20만명)에 비해 다소 축소*
* Goldman Sachs, Barclays, Deutsche Bank, Nomura, BNP Paribas, BoAML 등 6개
기관 평균(Bloomberg, 12.9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자수1))

(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자료: BLS

자료: BLS

ㅇ 실업률은 견조한 고용 증가세 등으로 현재 자연실업률 추정치(5%)를
하회하는 4%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실업률 전망
(%)
1)

FRB
(9.17일)

IMF
(10.6일)

OECD
(11.10일)

주요 투자은행 평균2)
(12.9일)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5.0~5.1
(5.0)

4.7~4.9
(4.8)

5.3

4.9

5.3

4.7

5.3

4.8

주 : 1) 최고, 최저치 각 3개를 뺀 나머지 중심치 전망, ( )내는 중앙값(median)
2) Goldman Sachs, Deutsche Bank, JPMorgan, Nomura, BoAML, Citi 등 6개
기관 평균(Bloomberg, 1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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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의견
□ 2016년중 미국 경제는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소비, 주택투자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설비투자 및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도 소폭 확대되겠으나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 전망은 밝지 않은 편

ㅇ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6년중 2% 초반의 예상 성장률도 현재 미국의
잠재성장률*(1.75%)을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노동시장내 유휴인력을 해소해
나가는 데 충분할 것으로 평가
* Goldman Sachs, JPMorgan, Nomura 등

ㅇ 이에 따라 실업률은 4% 후반으로 추가 하락이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은
1% 중후반 수준으로까지 상승할 전망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개시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중국 경제의 연착륙
및 달러화의 추가적 절상에 따른 금융여건의 긴축 여부 등이 주요
리스크로 크게 부각될 것임
ㅇ 중국 경제는 금년 8월의 외환·금융시장의 혼란 이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그 지속 가능성 및 향후 전망에는 높은 수준의 하방
리스크가 잠재
◾ 달러화 절상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여타 신흥국
으로의 전염 등이 위험요인으로 상존
◾ Brainard 연준 이사는 중국 거시경제 데이터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등이 시장참가자의 경제전망을 부정확하게 하고 이는 다시 중국 경제의 기초
여건을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어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언급(2015.10월)

ㅇ 연준의 금리인상이 마중물 역할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하게 될
경우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차이도 점차 완화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신흥국 자본유출 등의 하방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
⇒ 결국 미국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연준의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명확한 시그널을 통해 시장과 공유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
ㅇ 2013년 Taper Tantrum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예상치 못한 금리인상
충격은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촉발하는 등 글로벌 금융변동성을 확대시켜
연준의 정책 여력을 훼손할 소지*
* 최근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던 금년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8월의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 신흥국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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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제유가 하락의 글로벌 경제성장 파급효과

□ 최근 들어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하락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Goldman Sachs, 2015.11월)
ㅇ 글로벌 관점에서 국제유가 20% 하락은 실질GDP 성장률을 0.45%p 상승
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 세계 각국을 다음과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경우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중국, 인도, 한국 등 신흥·수입국에서 가장 뚜렷하며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수입국에서 완만히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 캐나다, 영국 등 선진·수출국에서는 성장효과가 불분명하며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 신흥·수출국은 유가하락으로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제유가 하락의 글로벌 파급효과

주: 1) 대문자는 뚜렷한 효과, 소문자는 완만한 효과, --는 불분명한 효과를 각각 나타냄
자료: Goldman Sachs

□ 최근 미국 셰일 에너지 연관부문을 중심으로 생산, 투자, 고용 등의 위축이 부각

되고 있으나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여러 파급경로를 종합해 보면 저유가는 전체적
으로 미국 경제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연준 안팎의 중론
ㅇ 그간 셰일 에너지 산업의 위상이 제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GDP 및 고
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미국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
◾ 유전굴착(구조물) 및 시추장비(설비) 등 에너지 관련 투자는 GDP 대비 1.0%(2014년 기준)
수준, 에너지 관련 산업의 고용이 비농가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를 하회
GDP대비 셰일 에너지 관련 투자1) 비중

셰일 에너지 관련 산업1)의 고용 비중2)

주: 1) Mining exploration, shafts, and wells
및 Mining and oilfield machinery
자료: BEA

주: 1) Oil and gas extraction 및 Support
activities for mining
2) 2015년은 1~9월 기준
자료: 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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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가 하락은 저유가 수혜 업종인 석유정제 및 연관산업(석유제품, 저장 및 운송
등)의 투자를 진작시켜 셰일 에너지 부문에서의 부정적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
하는 측면이 있음(Barclays, 2015.9월)
◾ 유가 하락으로 유전굴착 관련 구조물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화학, 운송 부문
등에서의 제조장비 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
형태별 구조물 투자

오일 저장용량 증가분

자료: BEA

자료: EIA

ㅇ 미국은 원유 순수입국가로서 저유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투자와 고용 여력을 확대(Dallas Fed, 2015.8월)
◾ 금년중 가솔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증가분은 675달러로 추정되며
국제유가 50% 하락은 향후 1년간 미국의 GDP 성장률을 0.3%∼1.0%p 상승시키는
효과
◾ 미국내 지역별로는 석유관련 산업집중도가 높은 Alaska, Louisiana, North Dakota,
New Mexico, Oklahoma, Texas, West Virginia, Wyoming 등 8개 지역을 제외한 42개
주에서 저유가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유가 50% 하락에 따른 지역별 고용 영향

자료: Dallas Fed(201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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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5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Ⅱ. 2015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2015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11.8조원 증가
―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7.5조원 증가, 취급기관별로는 예금은행대출이
8.6조원 증가

Ⅲ. 2015년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2015년 10월중 M1(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비 0.7% 증가 [전년동월비
+21.5%]
□ M2(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1% 증가 [전년동월비 +8.8%]
□ Lf(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3% 증가 [전년동월비 +10.1%]
□ L(말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말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말대비 +9.0%]

Ⅳ. 2015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Ⅴ. 2015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2015년 11월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각각 1.0%, 1.7% 하락
ㅇ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가 각각 8.6%, 15.6% 하락

Ⅵ. 2015년 11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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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2015.12)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국내경기는 대외부문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유지
□ 앞으로 국내경기는 소비심리 개선,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되겠으
나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Ⅱ. 해외경제포커스 제2015-50호(11.29∼12.5)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금주의 포커스>
◇ 미국 민간소비의 성장 모멘텀 점검
◇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원자재 시장 동향
<글로벌 이슈 브리프>
▷ 일본 소비자물가 근원지표의 설명력 비교
▷ LTV 및 DTI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개발도상국의 연료보조금 정책 현황
<국제금융시장>
▷ 금리
▷ 환율
▷ 주요국 주가
<국제원자재시장>
▷ 원유
▷ 비철금속 및 농산물
▷ 반도체 및 금
※ 경제지표 발표일정 및 시장 전망치
※ 주요국의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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