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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1

12. 22

12. 23

12. 24

12. 25

전주말 대비

1.69
1.66
1.67
1.67
1.66
성탄절
-0.03
月 국제유가 약세 지속, 외국인 국채선물(3년) 대규모 순매수 등으로 하락, 火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소폭 상승, 水 보합 유지, 木 외국인 국채선물(3년) 순매수 등으로 소폭
하락하여 전 주말 대비 3bp 내린 1.66%로 마감

□ 주가(KOSPI)
KOSPI
변동
요인

전주말

12. 21

12. 22

12. 23

12. 24

12. 25

전주말 대비

1,975.32

1,981.19

1,992.56

1,999.22

1,990.65

성탄절

+15.33

月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으로 상승, 火 중국 경기 부양 기대에 따른 아시
아 증시 강세 등으로 상승, 水 美 주가 강세,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 등으로 상승, 木 중국
주가 약세 등으로 하락하여 전 주말 대비 15.33포인트 오른 1,990.65로 마감

□원화의 대미달러환율
원/달러
변동
요인

전주말

12. 21

12. 22

12. 23

12. 24

12. 25

전주말 대비

1,183.0

1,177.6

1,173.3

1,173.1

1,167.8

성탄절

-15.2

月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역외의 달러화 매도, 수입업체 결제물량 출회 등이 엇갈리며 하
락, 火 글로벌 달러화 약세, 역외의 차익실현성 달러화 매도 등으로 하락, 水 보합 유지,
木 유가 상승에 따른 위험선호심리 개선, 외국인 증권자금 유입 등으로 하락하여 전 주말
대비 15.2원 내린 1,167.8로 마감

동향 및 분석 자료

국외경제

국내경제
인천경제
참고자료

-

영국의 부동산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런던사무소 제공)
독일의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 상황 및 시사점(프랑크푸르트사무소 제공)
2016년중 FOMC회의 의결 구조 예상(워싱턴주재원 제공)
중국 中央經濟工作會議의 주요 내용 및 평가(북경사무소 제공)
일본 소비세경감율 도입의 주요내용 및 영향(동경사무소 제공)
인민은행의 은행간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등에 대한 시장의 평가(상해주재원 제공)
2015년 3/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2015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15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5년 12월 인천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5-52호(12.13∼12.19)

- 1 -

Ⅰ. 영국의 부동산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12.21일)
1. 영국 부동산 시장 동향
(주택시장)

□ 모기지 대출 증가율* 및 주택구입을 위한 모기지 승인건수**는 최근 다소 높
아지는 모습이나 여전히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
e

* 2001~07년 평균 : 12% → 2014년 1.6% → 2015년 2.3%
** 2001~07년중 월평균(천건) : 99 → 2015.3월 62 → 2015.9월 66

□ 영국의 주택가격은 최근 다시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망지표들도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남
모기지 대출 증가율

주택가격상승률 및 전망지표

자료 : BOE

자료 : BOE

□ 최근 모기지 대출의 증가는 임대주택(buy-to-let) 부문의 성장에 주로 기인
ㅇ

2008년

이후 자가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잔액이 연평균 0.3% 증가한데 반
해 임대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buy-to-let lending)은 5.9%씩 증가

- 2015.3분기

현재 자가주택용 대출 잔액은 전년동기대비

나 임대주택용 대출 잔액은

10%

0.4%

증가하였으

증가하여 최근 들어 임대주택용 대출의

증가세가 더욱 확대
ㅇ 현재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2015년말 임대주택용 대출실행액(flow)은 위기이
전 고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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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주 및 임대주택용 모기지대출 추이

임대주택용 대출 실행액

자료 : BOE

자료 : BOE

□ 임대주택 부문의 성장은 구조적 요인과 경쟁심화에 기인
ㅇ

2008년

이후 高LTV 모기지대출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이 축소되면서 많

은 가계의 첫 주택구입 나이가 늦어져 온데다 이민자 유입과 같은 인구구
조 변화로 주택임차수요가 크게 증대
-

이와 같은 임차수요 증대는 위기 이후 저금리 및 대체자산의 낮은 수익률
과 함께 임대주택 투자를 위한 차입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킴

ㅇ 한편 지난 18개월간 6개 대형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의한 신규대출 비중
이 27%에서 42%로 증가하는 등 임대주택용 대출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화
-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록 일부이지만 소형 금융기관들은 임대주택용 대출
의 최대 허용 LTV를 높이는 등 대출기준을 완화

(상업용

부동산 시장)

□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commercial real estate; CRE)

지 하락하였다가

2013년

가격은 금융위기 직후

44%까

이후 강한 상승세 시현

ㅇ 그러나 임대료 상승속도 둔화로 임대수익률은 오히려 하락
ㅇ 다만 영란은행은 임대주택 가격의 최근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공정가치(fair

value)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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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CRE) 가격

자료 : BOE

□ 지난

3년간

CRE에

CRE 임대수익률

CRE 과대/과소평가

자료 : BOE

영국

CRE

자료 : BOE

시장의 강한 성장세는 미국, 아시아 등 외국인 투자 증가,

투자하는 개방형 펀드(open-ended

funds)로의

자금유입 증가 등에 기인

ㅇ 한편 금융위기 이후 자기자금 조달

(equity financing)

투자가 증가하였다가 지

난해부터 다시 레버리지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
CRE 투자목적의 개방형펀드 자산추이

런던 CRE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이용추이

자료 : BOE

자료 : BOE

2. 부동산시장 위험 요인에 대한 영란은행의 평가
□ 영란은행은 강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제내 slack이 남아 있는 상황에
서 금리인상을 서두를 경우 물가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ㅇ 따라서 물가목표 달성 기한을 향후 2년으로 정하고 경제내
기 위해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예정

slack을

제거하

ㅇ 그러나 저금리 지속으로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 형성 및 붕괴
등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적시에 대응할 것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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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란은행은 자가주택용 모기지대출은 지난해 과다부채 보유가계의 증가를 막
기 위한 영란은행의 조치* 등에 힘입어 금융불안을 초래할 만한 위험요인은
없으나 임대주택용 모기지대출 및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빠른 성장은 잠재적
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 2014.6월 영란은행 FPC는 부채부담능력 테스트(affordability test) 강화, LTI 한도 도입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발표
① (부채부담능력 테스트 강화) 부채부담능력을 평가할 때,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첫
5년 동안 정책금리가 3% 상승하였을 때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금
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
② (LTI 한도 도입) 연간 모기지 대출이 1억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융기관들은 신규 주택
모기지 대출 중 LTI 비율이 4.5를 초과하는 대출 건수가 15%를 초과할 수 없음
(임대주택용

모기지 시장의 위험요인)

□ 최근 모기지 대출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임대주택용 대출의 차입자들이 자
가주택용 대출 차입자에 비해 금리상승에 더 민감할 것으로 예상
ㅇ 임대주택 투자자들에 대한 신규대출은 자가주택용 차입자에 비해 덜 엄격
한 부채부담능력 테스트(affordability

test)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 또는 소득 감소에 대해 임대주택용 차입자들이 자가주택용
차입자에 비해 훨씬 취약할 가능성
*

-

업계에서는 자가주택용 대출의 경우 7%에서 모기지 상환금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데 반해 임대주택용 대출의 경우 통상 모기지금리가 5%에
서 임대수익이 대출이자지급의 125%를 초과하는지를 테스트

만약 모기지 금리가 300bp 상승한다면 임대주택용 차입자들의 최근 대출의 거
의 60%가 임대소득이 이자지급의 125%를 커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

반면 자가주택용 차입자들의 최근 대출은 오직 4%만이 모기지 부채 비용이 소득의
부채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까지 증가

40%(가계가

-

최근

NMG

서베이에 따르면 임대주택 투자자들의

15%가

임대수입이 이자지급

을 커버하지 못하게 되면 주택매도를 고려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추가적인
45%는

⇒ 이러한

주택가격이

10%

procyclical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택을 팔 것이라 응답

행태는 금리의 예상치 못한 상승 또는 소득하락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폭을 확대할 수 있으며, 소비와 경제안정에 부정적 충격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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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대부분인 자가주택용 모기지와는 달리 임대주택용 대
출은 거치식(interest-only) 대출 비중이 높음
모기지 목적별 차입자의 금리민감도

거치식(interest-only) 모기지대출 비중

자료 : BOE

자료 : BOE

□ 반면 주택가격이 상승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투자자들이 기존 주택
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등 레버리지가 증가하게 되
고, 이에 따른 수요 증가는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여 다
시 대출을 증가시키면서 가계부채의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

□ 한편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대주택 시장에 상당한 영향
을 끼칠 가능성

ㅇ

정부는 자가주택 구입자와 임대주택 구입자간 형평성, 영란은행의 임대주
택용 모기지의 잠재위험 강조 등을 감안하여

2016.4월부터

적 주택구입자들에 대해

추가로 과세할 예정*

*

3%의 stamp duty를

①
￡

￡

임대 및 투자목

②￡

현재 주거용 주택의 stamp duty는
주택가격
125,000이하 0%,
125,000초과~
250,000이하 2%,
250,000초과~ 925,000이하 10%,
925,000초과~ 1,500,000
이하 10%,
1,500,000초과 12%임

￡

⑤￡

ㅇ 또한

③￡

④￡

￡

주거용 주택의 임대인에 대한 이자비용의 소득공제를
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

*

2017.4월부터

자가거주 주택의 경우

15년전에

4

모기지 이자의 소득공제가 폐지되었음

현재는 임대인의 모기지 이자비용 전액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

-

으나
의
*

2017년부터

20%만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0.4월

이후에는 이자비용

세액공제하게 됨

￡

￡

￡

영국의 소득세율이 소득금액
31,785까지 20%,
31,785초과~ 150,000이하
150,000초과 45%임에 따라 임대인은 이자비용의 최고 45%까지 세금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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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ㅇ 실제 지출여부와 상관없이 비치가구에 대한 수선 및 대체비용 명목으로 임
대수익의 10%를 비용공제해 주었으나
대해서만 소득에서 차감

⇒

2016.4월부터는

실제 지출된 금액에

영란은행 FPC는 임대주택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책수단으로서 임대주택
용 모기지에 대해 LTV(loan-to-value) 비율 및 ICRs(interest coverage ratios)*에 대
한 지시(direction)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
*
**

기대 임대수익/기대 모기지이자 지급액(적정이자율 가정)
자가주택용 모기지 시장에 대해서는 2014.9월에 LTV 및 DTI에 대한 지시권한을 부여받
았음

ㅇ 이에 따라

2015.12.17일

한 방안을 공개하고

(상업용부동산

영국 재무부는

2016.3.11일까지

FPC에

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

의견수렴을 실시

시장의 위험요인)

□ 최근 상업용부동산

(CRE)

시장의 레버리지 투자 증가, 개방형펀드 자금유입 증

가 등은 금리상승 등 여건 변화시 시장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

ㅇ 특히 개방형펀드는
redemption을

비유동자산인

CRE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단기

2007~8년과

같은

발생할 경우 갑작스런 펀드 자금유출이 발생하면서

CRE시장의

CRE

급락이

급매 및 가격폭락

을 확대시킬 위험이 있음

□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약
고 있는 상황에서

CRE

75%가

소유 부동산을 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

시장의 심각한 위축은 중소기업의 은행으로부터의 자

금조달을 어렵게 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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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독일의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 상황 및 시사점(12.21일)

□ 세계 핀테크 산업이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급성장 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

최근

Fidor은행

등 관련 업체들의 성공사례를 계기로 관심과 자원이 집중됨

* 엑센츄어에 따르면 2014년도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가 122억 달러에 달하여 2013년
도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한 가운데 약 12,000여개의 핀테크업체가 주로 미국을 중심으
로 활동 중이며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영국은 핀테크 창업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지난 5
년간 영국과 아일랜드의 핀테크 투자구모가 600%이상 성장률 기록하는 등 세계 상위
5개 핀테크업체의 자산가치 합계가 독일 상위 5개 은행 합계를 상회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

자료: Deutsche Bank

―

핀테크와 독일은행 상위5개업체 규모비교

주：세계최대 핀테크업체인 Paypal의 자산가치는 약
490억 달러로 독일최대 도이치방크(약 451억 달
러)를 상회. 세계 2위 핀테크업체인 Lufax는 약 96
억 달러 수준(독일 2위 은행 코메르츠방크는 165
억 달러)
자료: Barkow Consulting

2009년

은행업인가를 받고 설립한 독일 Fidor은행은 은행과 IT를 접목한 웹
기반 은행으로서 자체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이 프로
슈머로 활동하는 독특한 Social Banking 방식*의 독자적 금융서비스로 크게
성공하여 러시아에 이어 최근 런던에까지 진출
* 페이스북에서 직접 계좌개설과 이체, 송금 등 대부분 은행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상
품과 금리에 대해 직접 고객들과 논의한 후 관련 질문, 조언 등 참여자에게 금전적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페이스북 계정 ‘좋아요’ 클릭 1,000회 증가시마다 예금금리를
0.1% 인상 지급

―

2012년

창업한 Kreditech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신용평가기법을 통해 신
속한 온라인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신흥국에 집중하여 현재 20여개국
에서 220명이 근무하는 대표적 여신업체로 성장하였으며 2014년 독일내 핀테
크 단일투자 최대 규모인 9,300만달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둠

□ 독일의 핀테크 산업 에 대한 투자가

중 301만 달러규모를 기록
하여 이미 전년대비 80%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IT창업 요람으로 부각되는
베를린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1~9월

* 2014년말 기준 총 139개 업체, 약 2,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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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등

IT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저금리기조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수익창출 원천으로서 핀테크에 집중된 데다 IT창업친화적 여건조성
정책에 힘입어 엄격한 은행업 관련 규제에도 불구하고 급성장

ㅇ 아울러 독일은 인구

8,000만의

유럽 최대 단일시장으로서, 금융중심지로서
프랑크푸르트의 상징성과 우수한 인력도 핀테크 발전에 긍정적 요인

ㅇ 다만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독일 핀테크 산업은 아직까지 타 유럽국
가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는데, 이는 여타국에 비해 강한 독일투자자들의
리스크회피성향과 은행관련 규제에 기인한다는 지적
,

독일 핀테크 벤처 투자규모

독일내 지역별 핀테크업체 수

국가별 핀테크 진전 정도*

* 기타 도시에 47개 업체 소재
자료: Barkow Consulting

― 핀테크업체 약

자료: Deutsche Bank

자료: Barkow Consulting

25%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등 여신분야 관련 비중이 가장
크고 기타 클라우드펀딩, 지급결제, 보험, 온라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중

ㅇ 성공적인 클라우드펀딩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소비자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은행권과 경쟁관계
독일 핀테크업체 창업분야

자료: Barkow Consulting

독일 핀테크업체 클라우드펀딩 성공 건수

자료: Deutsche Bank

□ 향후 리스크관리 분야와 자금조달 측면에서 핀테크와 기존 은행권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상당수 독일 은행이 디지털전략 하에 핀테크업
체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 대형은행들은 핀테크 투자 및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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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에 가장 적극적인 코메르츠방크는 2014.3월 프랑크푸르트에 자회사
‘Main Incubator'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3개 핀테크업에 투자하였으며 2015.1
월에는 ’CommerzVenture'를 통해 핀테크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8개 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 도이치방크는

주로 개인고객금융 분야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백
만유로를 투자하여 베를린, 런던 및 실리콘밸리에 ‘Deutsche Bank Labs’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미 약 500여개의 신생창업 핀테크업체와의 협업을 진행
중

□

2020년까지

한편 핀테크가 기업금융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규제당국의 개입 정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독일 핀테크 성장사례는 신생IT 창업친화적 여건 조성, 기존 은행권의 투자
및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을 시사

― 이러한 관점에서 피도르은행이 특별히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널리 알려진 SNS를 통해 금융업계의 진입장벽을 넘어 경쟁력을 보유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로 고객을 배려한 서비스를 선보였다는 점이 의미
있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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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6년중 FOMC회의 의결 구조 예상(12.21일)
◈ 2명 후보자*에 대한 상원 인준이 정당간 이해 상충, 대선 일정 등으
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2016년중에도 연준 이사의 공석 지속은 불
가피할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6일 Allan Landon(前 Bank of Hawaii CEO)을, 7.21
일 Kathryn Dominguez(U. of Michigan 교수)를 후보자로 각각 지명

◈ 아울러 윤번제(rotating basis)로 부여되는 지역연준 총재들의 FOMC회
의 투표권은 보다 매파적인 성향으로 재편되는 구조

1

연준 이사회 공석 상황

□ 2013.8월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FRB Board of Governors)를 구성하는 연준 이사 2
인의 공백 상황은 2년반 가까이 지속되는 모습
o 2013.7월 당시 Sarah Bloom Raskin이사의 재무부차관 지명, Elizabeth Duke
이사의 은퇴로 발생된 연준 이사 2인의 결원이 현재까지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음
o 2014.5월에는 Jeremy Stein이 Harvard대학 복귀와 더불어 이사직을 사임하였
면서 추가 결원을 막기 위한 Lael Brainard이사의 인준안이 상원을 가까스
로 통과(6.12일)
□

2015년

들어 오바마 대통령은 2명의 이사 후보자로 Allan Landon 前 Bank
of Hawaii CEO(1.6일)와 Kathryn Dominguez 미시간대학 교수(7.21일)를 각각
지명하고 상원 인준 통과를 요청
o Landon은

현장경험 측면에서, Dominguez는 금융관련 학문적 성과 측면에
서 볼 때 모두 무난한 후보(“uncontroversial choice”)로 평가

□ 하지만 상기 두명에 대한 인준 절차는 민주·공화 양당간 입장 차이 및 대선
일정 등이 맞물리면서 2016년중에도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
o 오바마 대통령의 인준안 처리 요청에 대해 Shelby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은
2010년 Dodd-Frank법에서 제정한 연준 금융안정담당 부의장의 임명이 우선
시되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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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행정부에서 표면적으로는 Daniel Tarullo 연준 이사가 사실상
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설된 연준 부의장 임명이 그토록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내심으로는 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야기될 수밖에 없는 리먼사태 책임공
방 등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
― 2007년에도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세 명(Randall Kroszner, Elizabeth Duke,
Larry Klane)의 이사 후보에 대한 인준이 청문회 실시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 연계되면서 처리되지 못한 경험*
* Duke이사의 경우에만 이듬해 Mishkin이사의 사임으로 지연 표결을 거쳐 상원 인
준되었으며, 잔여임기 수행 후의 재인준(안)이었던 Randall Kroszner는 전임자 인기
만료로 인준 없이 이사업무 계속 수행

2

2016년 FOMC회의 투표권 성향 변화

□ 2015년중 FOMC회의에서는 정책의결문에 대한 반대의결이 총 2회*에 그치면
서 2009년(연간 1회) 이후 가장 적은 수의 반대를 기록**
* Richmond 지역연준의 Jeffrey Lacker총재가 9월 및 10월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주장
** FOMC 정책결정이 연 10회 이상으로 정착된 1957년 이후 반대의결이 전혀 없었던 해는
2000년 및 2004년 두 차례 발생(D. Thornton and D. Wheelock, “A History of FOMC
Dissents”, FRB St. Louis, 2014)

o 금리정상화 개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Yellen의장이 매파·비둘기파 성
향의 이견을 원만하게 조율한 데 크게 힘입은 것으로 판단
o 아울러 통상 반대의결을 빈번하게 개진하는 지역연준 총재들의 의결구조에
서 윤번제상 비둘기적 성향이 다소 우세했던 데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페더럴펀드금리의 목표수준을 공표한 1994년 이후 FOMC회의에서 총
86회의 반대의결 가운데 연준 이사의 반대의견 개진은 4회에 불과하며,
나머지 82회는 모두 지역연준 총재들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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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FOMC회의 반대의결 추이
(회수)

9
7
5
3
1
-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는 총 반대의결 횟수중 연준 이사회 내부 반대가 있었던 횟수를 의미
(즉, 연준 이사가 반대의견 개진)
자료 : FRB
주 : 1) “

□ 2016년중에는 윤번제에 기초한 지역연준 총재의 투표권*에서 비둘기파는 현
상유지 정도(Evans ↔ Rosengren)에 그치는 반면 기존의 매파(Lacker) 내지 중립성
향(Lockhart, Williams)은 뚜렷한 매파(George, Bullard, Mester)로 대체
* 상시 투표권을 행사하는 뉴욕연준 총재를 제외한 11개 지역연준 총재들이 4개 권역별로
2년 내지 3년의 주기로 FOMC회의 의결권을 교대.
2016년 FOMC 의결권 구성 및 성향 변화

자료 : JP Morgan

□ 이에 따라 2016년 FOMC회의에서는 금리인상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는 과정
에서 금리인상 여부, 시그널링 강도 등에 대한 이견 내지 입장 차이가 상당
수의 반대의결로 이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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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울러 Lael Brainard이사* 및 Daniell Tarullo이사**도 12월 금리인상과 관련
하여 당초 신중한 의견을 공개 표명했었던 만큼 시장에서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연준 내부의 반대의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
* “The downside risks make a strong case for continuing to carefully nurture the U.S.
recovery--and argue against prematurely taking away the support that has been so critical
to its vitality.”, Economic Outlook and Monetary Policy speech, 10.12일
** “Fed should wait for further tangible evidence or pick up inflation before moving to rate
hikes.”, CNBC interview, 10.13일

Ⅳ. 중국 中央經濟工作會議의 주요 내용 및 평가(12.22일)
◆ 중국은 12.18~21일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경제업무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도 경제정책 전략을 논의**
*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비공개 최고위 경제정책결정회의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7中全會, 매년 10월경)에서 결정된 중장기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당해
년도 경제운용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해 전략을 수립
** 논의된 내용은 이듬해 3월 全人大에서 연간 경제정책운용목표로 공식 발표

ㅇ 금번 회의기간 중에는 중앙도시업무회의가 함께 개최
【 주요 내용 】
□ (상황인식) 다방면의 요인과 국내외 여건 변화로 경제발전이 여러 가지 돌출
된 모순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구조적 과잉설비문제가 비교적 심각

穩中求進

(2016년 경제운용) 내년 경제운용은 ‘안정속의 발전(
) ’을 기조로 합
리적 수준의 경제성장 하에 공급측 구조개혁(供给侧结构性改革)을 통해 뉴노멀
(新常态)에 적응·선도해 나가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대 정책과제, 10
대 중점분야, 5대 정책방향을 제시
ㅇ (5대 정책과제) 구조개혁의 적극 추진을 위해 ① 과잉설비 해소 ② 기업비용
축소 ③ 부동산재고 해소 ④ 유효공급 확대* ⑤ 금융리스크 예방 및 해소 등
을 내년도 경제정책의 과제로 선정**
* 빈곤 구제, 기업 기술지원과 설비갱신, 기업채무부담 경감, 금융지원방식 혁신, 투자의
유효성 제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강화, 농산물의 유효공급 및 농민수입의 안정을 보
장, 농업현대화의 기초건설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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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의 주요 정책과제는 ① 안정적 경제성장 ② 신성장동력 육성 ③ 농업발전방식 전
환 ④ 경제발전구조 최적화 ⑤ 민생개선 등이었음

ㅇ (10대 중점분야) 뉴노멀(新常态)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경제발전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는 등 10개 분야의 중점사항을 추진
①경제발전 : 발전의 질과 효율 제고

②경제성장 : 공급측 구조개혁

③거시정책 : 시장과 사회기대심리 선도 ④산업구조 : 인수합병과 한계기업 정리
⑤도시화 : 사람을 핵심

⑥지역발전 : 인구와 자원환경의 균형

⑦환경보호 : 친환경 생산방식과 소비 ⑧민생개선 : 해당 계층의 어려움에 부합
방식 촉진
하는 원조
⑨자원배치 : 시장이 결정적 역할

⑩대외개방 : 쌍방향의 높은 개방수준

ㅇ (5대 정책방향)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고 공급측 개혁을 강화하기 위해 ①
안정적 거시정책(宏观政策要稳) ② 선별적이고 적확한 산업정책(产业政策要准) ③
활력있는 미시정책(微观政策要活) ④ 철저한 개혁정책(改革政策要实) ⑤ 체계적인
사회정책(社会政策要托底)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
▪ 거시정책은 현재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穩健的貨幣政策)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감세와 단계적 재정적자비율 확대 등을 통해 재정정책을
강화(加大力度)
ㅇ (기타 강조사항) 국유기업·재정 및 세제·금융시스템·연금보험제도 등의 구
조적 개혁 추진, 외자이용환경 개선·신실크로드(一带一路) 건설 구현 등 대외
개방 최적화, 소강사회 건설목표 견지
【 평가 및 시사점 】
□ 전문가들은 2016년 중국경제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하고 신축적인 정책
대응이 추진되는 한편 공급측 개혁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평가
ㅇ 공급측 개혁이 과잉설비 해소, 재고 조정, 한계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과 더불
어 국유기업 개혁, 농민공의 도시정착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 개혁 및 혁
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진될 전망 (China Daily)
ㅇ 전문가들은 공급측 개혁의 핵심이 국유기업 개혁*, 한계기업 정리 등을 통
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
* 국유기업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은 심각하며 매년 국유기업 지분의 10%가 혼합소유제로 전
환될 경우 10년 내에 GDP성장률이 0.5%p 증가할 전망(장원쿠이, 국무원발전연구센타 기업연
구소 부소장)

- 15 -

□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구조개혁에 대한 강조
등에 비추어 금년에 비해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년도 경제지표 목표와 관련하여 성장률 목표는 7.0% → 6.5~7.0%로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이며 구체적 경제지표 목표는 내년 3월 全人大에서 공표될 예정
한편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중국인민은행은 경제성장률을 6.8%,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7%
로 전망(12.16일), 중국사회과학원(CASS)은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6.6~6.8% 및 2.1%
로 전망(12.17일)

□ 내년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유연하고 적절한 조절(灵活适度)과 구조개혁에 적
합한 금융환경을 강조한 점에 비추어 다소 완화적 bias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
융리스크 예방과 기업차입비용 경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ㅇ 한편 재정적자비율은 금년 2.3%에서 내년 2.7~3.0% 내외로 확대될 전망
<참고>
중앙경제업무회의의 주요 내용 비교(2016년 vs 2015년)
2016년

2015년

현상
인식

▸다방면의 요인과 국내외 조건 변화 ▸성장둔화압력이 강하고, 구조조정의
로 경제발전이 여러 가지 돌출된
진통이 나타난 데다, 기업경영 어려움
모순과 문제에 직면
이 가중되고, 일부 리스크가 현재화

총론

▸안정속의 발전을 기조로 합리적 경 ▸안정속의 발전을 기조로 합리적 경
제성장 유지
제성장 유지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한 뉴노멀 ▸개혁 심화, 리스크 관리 및 민생개
선도
선 등을 통한 안정적 발전
▸소강사회 달성을 위한 13·5규획의 ▸전면적 개혁심화의 관건이자 법치
첫해이며 구조개혁의 적극적 추진시기
국가의 첫해

주요
과제

1. 과잉설비 해소(化解产能过剩)

1. 경제 안정성장 유지에 노력

2. 기업비용 축소(企业降低成本)

2. 새로운 성장동력 적극적 발굴·육성

3. 부동산재고 해소(化解房地产库存)

3. 농업발전방식 전환의 가속화

4. 유효공급 확대(扩大有效供给)

4. 경제발전 구조 최적화

5. 금융리스크 방지(防范化解金融风险) 5. 민생 개선

기타
강조
사항

▸구조적 개혁 추진

▸개혁개방 추진 가속화

▸신실크로드 추진 등 대외개방 최적화

▸대외개방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에 적극적 대응

▸소강사회 건설목표 견지

▸발전단계의 기본사항에
경제건설 목표를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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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하여

Ⅴ. 일본 소비세경감율 도입의 주요내용 및 영향(12.24일)
Ⅰ

주요 내용

□ 일본정부와 여당은

2017.4월

→

소비세율 인상(8

10%)시

저소득층 가계 부담과 실

물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비세율 8%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감세율
*
(reduced consumption tax rate) 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합의

「

* 지난해 4월 소비세율 인상(5% → 8%)시 저소득층을 위한 복수세율 시행 근거를 마련( 조
세개혁법 개정)하고 지난해 말 중의원 선거시에는 2017.4월 소비세율 인상시 경감세율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

」

ㅇ 주류 제외 음식료품

,

외식(배달 및 포장시만 해당) 및 신문을 경감세율 적용대상

품목으로 확정

□ 경감세율 도입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1조엔을

상회할 것으로 시산되는 가운

데 일본정부는 동 감소분의 대체재원 확보방안을 내년 하반기 참의원 선거 이
후 마련할 계획

ㅇ 현재 대체재원 확보방안으로 담배세 및 파친코세 인상

,

휴대폰 특별과세 신

설 등이 거론

경감세율 대상품목 및 재원확보 방안
대상품목

재원규모

가공식품
음료

500
80

신선식품

360

쌀

40

외식(배달, 포장)
신문

49
54

합계

재원확보 방안
-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은 내년 참의
원 선거이후 구체화
-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담
배세·파친코세 인상, 휴대폰 특별
과세 신설 등

1,083

자료: 미즈호증권, 일본경제신문

Ⅱ

□

경감세율 도입의 영향

(가계부문)

음식료품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으로 동 부분에 대한 소비지출비중

이 큰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분석

ㅇ 총무성의 가계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계 평균소득인 연

미만 세대의 전
체 소비지출중 음식료품 비중은 24.2%로 전체 가계 평균(20.2%)을 크게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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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엔

― 다만 금액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추정 연소득
(

상 고소득층의 경감금액은 연간

1.9만엔으로

소득계층별 음식료품지출비중1)

주:

가계 평균인

1.3만엔을

1,500만엔

이

크게 상회)

소득계층별 부담경감액2)

·

평균, 주류 외식제외 음식료품 지출/전체 소비지출
총무성 가계조사에 기초하여 시산, 만엔/연
자료: 제일생명경제연구소

□

1) 2014년
2) 2014년

(실물경제부문)

경감세율 도입으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실물부문에의 충격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

ㅇ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소비세율 2%p 인상시 2017년도중 실질GDP 성장률이
0.48%p, 개인소비 증가율이 1.02%p 각각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경감세율 도
입에 따른 완화효과는 각각 +0.09%p, +0.18%p로 시산

ㅇ 한편

일본 가계의 음식료품에 대한 지출이 전체지출의 20% 내외에
불과하여 경감세율 도입이 실물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
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평가

―

CITI는

지난해 4월 소비세율 인상시 1/4분기 실질가계소비가 전분기대비 3.9%
증가한 후 2/4분기에는 9.3%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을 제외할 경우 각각
+3.5%, -8.2%로 나타남

소비세율 인상 영향(2017년도)

자료: 제일생명경제연구소

가계 실질소비지출 추이1)

주: 1) 분기, 계절조정치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 CITI

- 18 -

□

(재정부문)

경감세율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는 일본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ㅇ

일본정부는
중

2020년

기초재정수지의 흑자전환을 목표로 세출억제 및 세입확대 방안을 강화

경감세율 도입으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이 당초 5.6조엔에서
4.6조엔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대체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일본의 세수내역

소비세인상에 따른 세수증감 효과
(전년대비, 조엔)

공채발
행액

전체
세수

+3.2

-1.4

+1.9

+5.2

-2.4

+7.0

+5.6
(+4.6)

-

-

소비세
1997
<3→5%>
2014
<5→8%>
2017
<8→10%>
주: ( )내는 경감세율 도입시의 세수 증가분
자료: 일본 재무성

Ⅲ

평가

□ 시장에서는 저소득층 조세부담 및 실물부문 충격 완화를 위한 경감세율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우세

ㅇ 일본경제신문은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축소하는 대
신 저소득층 대책으로 도입하는 경감세율에 대해 효과가 불명확한 정책을 시
행하는 것이라고 논평

ㅇ

BNP파리바증권은

재정건전화, 소비부진 완화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의문시
되는 경감세율 도입이 일본 여당의 정치적 타협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

ㅇ 제일경제연구소는 일본정부가 경감세율 도입으로 인한 세수감소분 확충방안
을 조기에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대내외적으로 일본정부의 재정건전
화 의지에 대한 의문이 확대될 가능성 제기

□

또한

CITI,

2016년

미즈호증권 등 일부

IB에서는

이번 경감세율 도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참의원 선거 국면에서 여론이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 소

비세 인상을 재연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
- 19 -

Ⅵ. 인민은행의 은행간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등에 대한 시장의 평가(12.24일)
[ 주요 내용 ]
□ 12월 23일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역내 은행간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을
연장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역외 은행의 은행간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
ㅇ 동 조치는 국내 외환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취해진 개혁조치라고 설명하는 한편 역내·외환율 움직임의 불일치가 자율
적으로 조정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거래시간 연장 관련 >
ㅇ 거래시간 : 현행 09:30~16:30 → 09:30~23:30(7시간 연장)
ㅇ 시 행 일 : 2016.1.4일
ㅇ 종

가 : 현행과 같이 16:30분 거래가격

― 야간 시간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하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당
일의 진정한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
여 종가 산정시각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ㅇ fixing 환율 발표 횟수 : 5회* → 12회**
* 10:00, 11:00, 14:00, 15:00, 16:00
** 기존 5회와 동일 시간 +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 역외 은행의 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관련 >
ㅇ 일정 요건을 갖춘 역외 은행에 대해서 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
* 인민은행은 지난 9월 외국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직접 참여를 허용한 바 있음

ㅇ 직접 참여 가능 요건 : 위안화 거래 관련 업무규모가 비교적 크고 국제영
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은행
ㅇ 참여자격 :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 초기에는 시장조성자 자격은
부여하지 않고 보통회원으로 참여 허용

[ 시장의 평가 ]
□ 시장에서는 대체로 금번 조치가 중국의 외환시장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역내 시장의 영향력을 키우고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시
킬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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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외환시장이 성숙의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하며,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초상은행)
― 역외 은행의 은행간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으로 역내 외환시장의 거래량 증
가 등으로 역외 환율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
ㅇ 중국 정부의 시장화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블룸버그)
ㅇ 거래시간 연장으로 아시아시간대는 물론 유럽시간대를 커버할 수 있게 됨으
로써 역내시장의 역외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역내·외시장 움직임의
연관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신업은행)
― 역외 은행의 은행간 외환시장 직접 참여로 역외시장의 기대가 역내 시장에 직
접 반영됨으로써 역내외 환율의 불일치가 축소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기대가 시장에 반영됨으로써 외환시장 안정도 가능
ㅇ 거래시간 연장으로 역내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역외 흡인력을 약화시키고 역
내·외환율 움직임의 불일치가 좁혀지겠지만 역내외 금리차 등으로 인해 불
일치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Mizuho은행)
ㅇ 다소 엄격한 역외 은행의 은행간 외환시장 직접 참여 자격요건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중국 은행의 역외 법인·지점에 대한 개방으로 국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규제 완화의 또 다른 진전임은 분명함(BNP Pari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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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5년 3/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2015년 3/4분기중 각 경제부문의 자금과부족(자금운용-자금조달) 상황을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는 각각 20.2조원, 7.1조원의 자금잉여를 나타낸 반
면, 비금융기업은 자금부족규모가 4.7조원인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9월말 현재 총 금융자산은 전분기말 대비 1.2% 증가한 1경 4,642조원을 기록

Ⅱ. 2015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중 103으로 전월대비 3p 하락

Ⅲ.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2015년 12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

Ⅳ. 2015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2015년 11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1% 상승
ㅇ 전월대비로는 0.7%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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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5년 12월 인천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2015년 12월중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으로 전월(104) 대비 1p 하락
ㅇ 소비자심리지수 : ‘15. 10월 106 → 11월 104 → 12월 103

Ⅰ. 해외경제포커스 제2015-52호(12.13∼12.19)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금주의 포커스>
◇ 미국경제의 주요 이슈 점검 및 2016년 전망
<글로벌 이슈 브리프>
▷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 재정준칙과 재정여력간의 관계 분석
▷ 아시아의 인프라가 교역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금융시장>
▷ 금리
▷ 환율
▷ 주요국 주가
<국제원자재시장>
▷ 원유
▷ 비철금속 및 농산물
▷ 반도체 및 금
※ 경제지표 발표일정 및 시장 전망치
※ 주요국의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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