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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2. 2

2. 3

2. 4

2. 5

전주말 대비

1.56
1.53
1.52
1.50
1.49
1.51
-0.05
月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도입영향에다 국내 1월 수출 부진이 가세하면서 하락, 火 외국
인 국채선물(3년) 순매수 등으로 사상최저치 경신, 水 국제유가 급락, 외국인 국채선물 대규
모 순매수 등으로 사상최저치 재차 경신, 木 美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 등으로 사상최
저치 재차 경신, 金 외국인 대규모 현물채권 순매도 등으로 상승하여 전 주말 대비 5bp 내
린 1.51%로 마감

□ 주가(KOSPI)
KOSPI
변동
요인

전주말

2. 1

2. 2

2. 3

2. 4

2. 5

전주말 대비

1,912.06

1,924.82

1,906.60

1,890.67

1,916.26

1,917.79

+5.73

月 일본은행의 추가완화,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상승, 火 국제유가 급락, 차익실현매물 출
회 등으로 하락, 水 국제유가 약세,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하락, 木 美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상승, 金 기관 순매수 등으로 소폭 상승하여 전 주말
대비 5.73포인트 오른 1,917.79로 마감

□원화의 대미달러환율
원/달러
변동
요인

전주말

2. 1

2. 2

2. 3

2. 4

2. 5

전주말 대비

1,199.1

1,200.5

1,207.4

1,219.3

1,202.1

1,197.4

-1.7

月 NDF환율 상승 등으로 상승, 火 외국인 증권자금 역송금, 호주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
승, 水 유가하락 재개, 위안화 급등 등으로 상승, 木, 金 美 연준의 점진적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하락하여 전 주말 대비 1.7원 내린 1,197.4로 마감

동향 및 분석 자료

국외경제

국내경제
참고자료

-

최근 영국경제 동향 및 통화정책 결정요인 평가(런던사무소 제공)
인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시장의 평가(북경사무소 제공)
영란은행 통화정책 결정․인플레이션 리포트 발표 및 시장반응(런던사무소 제공)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에 대한 유럽의 시각(프랑크푸르트사무소 제공)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정책 도입배경 및 영향(동경사무소 제공)
美 2016.1월 고용지표 내용과 뉴욕 금융시장 반응(뉴욕사무소 제공)
2015년 12월 국제수지(잠정)
2016년 1월말 외환보유액
2015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해외경제포커스 제2016-2호(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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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영국경제 동향 및 통화정책 결정요인 평가(2.3일)

1. 최근 영국경제 동향
□ 2013년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4년 2.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던 영
국 경제는 지난해에는 2.2% 성장하는데 그침
ㅇ 2014년중 매분기 0.7% 내외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매분기
0.4~0.5% 성장
영국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자료: ONS

(전분기대비)

자료: ONS

□ 노동시장은 지난해에도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5.9~11월 고용률이 사상
최고인 74%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장기균형실업률 수준에 근접한 5.1%까지
하락
ㅇ 고용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회복을 보였던 임금상
승률은 지난해 7~9월 3%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다소 주춤하여 9~11월에는
2.2%를 기록
취업자수 증감 및 고용률

자료 : ONS

실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자료 : ONS

임금상승률

자료 : 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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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국제유가 하락, 2013년 중반의 파운
드화 강세 등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제로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12월 들어
0.2%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
ㅇ 2015년 연중으로는 0%를 기록하였으며, 근원인플레이션도 1.1% 상승에 그
침
□ 주택가격은 LTI 한도 도입(2014.10월) 등 정책대응으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
었다가 지난해 중반 이후 다시 상승세가 확대
물가상승률

자료 : ONS

주택가격상승률

자료 : ONS

□ 경상수지는 2014.4분기부터 적자규모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GDP 대비
3.7%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 기록
ㅇ 유로지역 경기부진으로 EU국가에 대한 수출이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非
EU국가에 대해서는 순수출 규모가 확대
경상수지 적자 추이

자료 : ONS

對 EU 및 non EU국가 순수출 추이

자료 : 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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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통화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평가
□ 영란은행은 현재 제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약 2년 후에는 물가
목표인 2%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2년의 시계(time horizon)는 국내민간수요의 강한 증가, 미약한 세계경제 성
장,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긴축의 영향을 감안하여 결정됨

― 2013년 중반 이후 파운드화 강세, 글로벌 물가압력 둔화 등 대외요인들이 영국
의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억제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물가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야 함

― 다만 이러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가능한(sustainable), 즉 고용 및 생산
의 과도한 변동성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영란은행이 금리인상을 결정하기 위해선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

⇒ 이하에서는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 평가 시 주요 고려 사항인 성장모멘텀과 slack,
국내 비용압력, 근원인플레이션 지표 등에 대해 살펴 봄



성장모멘텀과 slack

□ 영국경제는 2013년 성장모멘텀을 회복한 이후 2014년에 3%에 가까운 성장을 하
였다가 2015년에는 위기 이전 평균적인 성장수준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2% 초반
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

ㅇ 2014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긴 하였으나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국내 민간
수요는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5.3분기

가계소비는 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실질소
득 증가, 소비심리 강화 등에 기인

ㅇ 실질소득증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신용여건의 개선 등에 힘입어 국내
민간수요의 강고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ㅇ 향후 성장의 하방위험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주요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
및 금융 전염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에서 초래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8월 이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하방위험이
분명해진 가운데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요구에 따른 투자 둔화는 수입자본
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영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위축*

* 영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5.11월중 전년동기에 비해 1/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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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세계경제의 수요를 계속 억누를 것으
로 예상

영국 GDP 성장률 및 가계소비 증가율

자료: ONS

투자의향 서베이 및 기업투자

자료: BOE

□ 향후 통화정책의 결정에 있어 고려할 점은 이와 같은 생산증가 둔화가 어느 정도

공급증가의 둔화에 기인한 것인지, 즉 slack이 어느 정도 소진되었는지를 평가하
는 것임

ㅇ

(실업)

Slack의 대표적인 원천인 실업을 보면, 2014~15년중 실업률은 실업률과

성장률간의 과거 관계에 비해 훨씬 빠르게 하락하면서 장기 균형실업률에 근접
함에 따라 실업을 원천으로 하는 slack은 거의 소멸된 것으로 추정

― 임금상승률에 영향이 큰 단기실업률(실업자가 된지 6개월 미만)도 위기 이전 평
균을 하회

― 실업 대비 공석률(vacancy to unemployment ratio)은 2005.8월 이후 사상 최고 수준
GDP 성장률 및 실업률 관계

자료: Carney(2016)

실업기간별 실업률

자료: BOE

실업 대비 공석률

자료: B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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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소고용 )

금융위기 이후 과소고용(underemployment)은 노동시장 slack의 또 하

나의 원천이 되어 왔는데 실제 노동시간과 희망 노동시간 사이의 갭*이 2013년
이후 빠르게 축소되어 최근에는 상당부분 소멸
* 금융위기 이후 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실제 노동시간과 희망노동시간 사이의 갭이 크게 확대되었음

― 전체 고용 증가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노동시간이 위기 이
전 수준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갭이 축소된 것으로 보임
실제 노동시간 및 희망 노동시간 갭

자료: ONS

ㅇ

(순이민)

취업자수 증가율

자료: BOE

노동공급의 또 다른 원천은 순이민(net migration)인데, 최근 순이민자

수가 과거 평균을 상회*
* 이는 pull factor(많은 영국 기업들이 숙련노동부족(skills shortages)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를
외국 노동자가 충족)와 push factor(외국에서의 임금 및 고용 전망이 취약함에 따라 외국 노
동자들이 영국으로 이민 오려는 유인이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

― 다만 이민자들이 노동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득을 소비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
급을 동시에 증가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이민 증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slack은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직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필요



국내비용압력

□ 통상 경제가 확장을 지속하고 slack이 축소되면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나

최근 임금상승률은 실업 감소에도 불구하고 3%대로 상승하였다가 다시 2% 초반
으로 오히려 약화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음

ㅇ

균형실업률이 이전에 생각되었던 것보다 더 낮아지면서 주어진 실업률에서의
임금상승 압력이 과거보다 낮아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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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임금상승의 둔화는 노동시장의 tightening이 실업률 하락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덜 하다는 것을 시사

ㅇ 임금상승률이 노동력 구성 변화*로 인한 구조적 하락에 기인하였을 가능성
* 지난해에 취업자중 더 젊은,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증가로 노동력 구성이 변화하면서 임금
상승률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요인이 됨

ㅇ 한편 임금상승의 둔화가 낮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 제로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짐에 따라 임금협상에서
인플레이션 보전을 위한 높은 명목임금 인상을 요구할 유인이 크지 않음*

* 영란은행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가계의 생활비 증가가 둔화된 점이 임금 인상을 낮추는 중
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만약 제로 인플레이션이 임금상승 둔화의 원인이라면 이는 비용압력이 높아
지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

― 이 경우 향후 과거 에너지가격 하락 효과가 인플레이션 계산시 소멸되면서
기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 임금협상에서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임
금상승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임
실업률 및 민간부문 정규임금 상승률

자료: ONS

임금상승률 요인분해

자료: BOE

□ 더욱 중요한 것은 생산성 대비 임금상승률인데, 생산성 회복 지연으로 임금상승
이 유지되기 어려워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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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시간당 산출) 추이

자료: BOE

단위노동비용 추이

자료: BOE

⇒ 아직까지는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다 해외의 反인플레이션
(disinflationary) 압력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국내비용 증가는 기조적 인플레이션을

확고히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근원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바스켓의 약 1/3은 비에너지 수입재화가 차지하는데 동 가격은 세계물
가 및 환율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와 식품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의 영향을
제거한 근원인플레이션을 통해 동 변수들의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을 추정
* 또한 인플레이션이 근원인플레이션을 추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체로 근원인플레이션을
overshooting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항목들의 영향이 연간 비교에서 일단 제거되어지
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 향방을 예상하는데 도움

ㅇ 근원인플레이션은 2014년 중반이래 2%를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상품가격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 파운드화 강세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
는데 기인

― 환율 영향의 2/3가 1년을 초과하여 인플레이션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러한 다이나믹스가 근원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의 파운드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효과
를 다소 완화시킬 것임
* 영란은행에 따르면 파운드화 1% 절상은 인플레이션을 0.3% 하락시키며 이러한 효과가 완전
히 나타나는 데는 약 3년이 걸리는데 점진적으로 나타남. 이는 소매상의 가격결정이 경직성
을 갖는 것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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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및 근원인플레이션 추이

파운드화 환율 추이

자료: ONS

자료: Carney(2016)

<종 합>

□ Slack이 상당부분 소진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 및 환율 요인
등으로 인한 낮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동 요인들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란은행이 통화정
책 기조를 전환하는데는 국내비용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좀 더 분명한 시
그널이 경제지표에서 나타날 필요가 있음*
* The journey to monetary policy normalisation is still young.(Carney, 2016.1.19.)

ㅇ 영란은행이 금리인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복귀하는

경로에 있다는 확신이 서야 하며, 이는 추세대비 성장 모멘텀 지속, 국내
비용상승이 2%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경로 재개, 근원 인플레이션의 2%
를 향한 뚜렷한 상승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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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시장의 평가(2.3일)
[ 주요 내용 ]
□ 인민은행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와 공동으로 개인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 조치*를 발표(2.2일)

ㅇ 생애 처음으로 신규 주택을 구매할 경우(1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을 기존
의 75%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2주택구입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을 기
존의 60%에서 70%로 조정
* 주택구입 제한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급 도시와 하이난
의 싼야는 제외

ㅇ 또한 인민은행은 향후 주택금융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 대출
자금의 질, 지역집중도 및 기관 건전성에 대한 감독, 분석, 평가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

[ 평가 및 전망 ]
□ 최근의 부진한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금번 부동산 경기 부양 조치가 실시
된 것으로 평가
ㅇ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완화
기조를 표명한 것(코메르츠방크, 中信建投)
주택판매면적과 담보대출비율

자료 : 국가통계국, 인민은행

도시별 주택재고

자료 : 上海易居房地产研究院

□ 금번 인민은행의 조치는 둔화 양상을 보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응책의 일
환으로서 2,3급 도시의 부동산 레버리지 비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중소 도시
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재고 압력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
으로 평가
ㅇ 부동산 재고 해소는 공급측 개혁(供给侧改革)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
후 2~3년 동안 부동산 거래시 세율 인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가주택은
행 설립 등 부동산 관련 부양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民生宏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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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고 수준이 비교적 낮은 2급 도시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면
서 부동산 평균가격이 오르고 재고가 소진되기 까지는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Morgan Stanley)
ㅇ 최근의 경기 부진 등을 감안할 때 예상 가능한 조치로써 주택시장 부진 지
속이 국내수요 약화의 주된 요인이라는 판단에 기인(中泰证券)
□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금번 조치로 인해 2,3급 도시의 주택판매량은 증가하겠
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ㅇ 금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재고 해소에 도움이 되겠으나 경기 진
작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国泰君安)
ㅇ 다만,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금번 조치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 부동산 재고
해소, 증시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英大证券研究
所, 光大证券)

ㅇ 향후 금번 조치의 효과가 미미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조
정 가능성도 상존(申银万国证券)

Ⅲ. 영란은행 통화정책 결정․인플레이션 리포트 발표 및 시장반응(2.4일)
1. 2월 통화정책 결정 결과
□ 영란은행은 2월 MP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및 양적완화한도의 현 수준(각각
0.50%, ￡3,750억) 유지를 결정
ㅇ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이후 25bp 인상을 주장했던 Ian McCafferty 위원
이 다시 동결로 돌아섬에 따라 만장일치였음
영란은행의 정책금리 및 양적완화한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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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파운드)

정책금리
양적완화

1
1.50
-

2
1.00
-

3
0.50
750

2009

5
좌동
1,250

8
좌동
1,750

11
좌동
2,000

2011
10
좌동
2,750

2012

2
좌동
3,250

7
좌동
3,750

2016
2
좌동
좌동

2. 영국경제 전망
□ 영란은행은 2월 인플레이션 리포트에서 금년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2%
로, 금년(4분기) 인플레이션을 1.2%에서 0.9%로 각각 0.3%p 하향 수정
영란은행의 경제전망 수정내용
경제성장률
‘16
‘17
‘18
‘19
2016.2월 (A)
2.2
2.4
2.5
2015.11월 (B)
2.5
2.7
2.6
차이 (A-B)
-0.3 -0.3 -0.3
주: 1) 각년도 4분기 기준. 2019년은 1분기
전망시점

(%, %p)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1)
‘16
‘17
‘18
‘19
‘16
‘17
‘18
‘19
0.9
1.9
2.2
2.2
4.8
4.8
4.7
4.7
1.2
2.1
2.2
5.2
5.0
4.8
-0.3 -0.2
-0.4 -0.2 -0.1
자료 : 영란은행
1)

ㅇ 글로벌 경제는 선진경제의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경제의 회복세
가 둔화되면서 지난 11월 전망보다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전망에도 하방위험이 더 큰 것으로 판단
ㅇ 국내 경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경제의 성장 제약, 재정긴축 등
에도 불구하고 회복 모멘텀을 지속
ㅇ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의 추가 하락, 당초 예상보다 둔화된 임금상승률
등으로 금년 및 내년 인플레이션이 11월 전망에 비해 낮아지겠으나 대외요
인이 소멸되면서 2018년엔 대체로 2%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ㅇ 실업률은 금년말에 장기균형실업률인 5% 수준을 하회하면서 slack이 소진
될 것으로 전망되나, slack의 정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

□

MPC는 현재 시장금리에 내재된 경로대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약 2년
후에는 2% 물가목표를 달성하고 이후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
시장금리에 내재된 정책금리 경로
(%)

‘16.2월
‘15.11월

Q1
0.5
0.5

2016
Q2
Q3
0.5
0.5
0.5
0.6

Q4
0.5
0.6

Q1
0.6
0.7

2017
Q2
Q3
0.6
0.7
0.8
0.9

자료 : 영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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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0.8
1.0

1Q
0.9
1.1

2018
2Q
3Q
0.9
1.0
1.1
1.2

4Q
1.1
1.3

2019
1Q
1.1
-

경제성장률 전망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1)

실업률 전망1)

주 : 1) 시장금리에 내재된 기대와 같이 정책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3,750억의 양적완화 규모
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
자료 : 영란은행

3. 금융시장 반응
□ 영국 국채금리는 장초반 전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성향 약화
로 상승세를 보이다 영란은행 정책위원 전원이 금리동결에 투표했다는 소식
과 함께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2016년 및 2017년 경제전망치와 인플레이션을
모두 햐항조정함에 따라 등락을 보이다 16시 현재 1.58%로 전일대비 5bp 상
승하고 파운드화 환율은 16시 현재 1.4577로 전일대비 0.2% 절하
영국 국채(10년물) 금리 추이

파운드화 환율 추이

□ 주요 투자은행들은 최근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Ian McCafferty 위원이 금
리동결로 전환한 데다 영란은행이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하향조
정한 것에 중점을 두면서 dovish한 것으로 해석하고 영란은행의 정책금리 인
상시점도 기존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평가
ㅇ 최근 원자재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 약세 및 명목임금 인상 가능
성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低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
한 하방리스크 등으로 영란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은 빨라야 금년 하반기 이
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BNP)
ㅇ 대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약하고 경기활동도 둔화된 데다 당분간 Ian
McCafferty도 금리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에는 정책금
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 (Barc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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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란은행이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데다 Ian
McCafferty 정책위원이 정책기조를 금리상승에서 동결로 전환한 점 등을 감
안할 때, 다소 dovish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당사는 영란은행의 첫
정책금리 인상시기(기존 `16.8월)를 `17.2월로 연기 (RBS)

<참고>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연 8회로 축소하는 법 개정안이 현재 의회 심의
중(금년 상반기중 통과 예상). 영란은행은 이를 감안하여 금년 통화정책 결정회의
12회중 8회를 연중 균등하게 개최(발표일: 2.4, 3.17, 5.12, 6.16, 8.4, 9.15, 11.3, 12.15
일)하고, 나머지 4회(1월, 4월, 7월, 10월)는 법안 통과 전까지만 개최하고 통과 후
에는 개최하지 않을 예정임

Ⅳ.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에 대한 유럽의 시각(2.4일)

1.

중국 주가급락의 유럽에 대한 파급 영향

□ 최근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유럽의 주
가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중국과 유럽의 주가간 연계성이 강화되는
모습
o 중국주가의 하락 폭이 컸던 2015.8.24일에는 유로지역(Stoxx 50) 및 독일(DAX 30)
주가가 각각 4.7% 및 5.4%씩 하락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도 1.4일(4.3% 및 3.1%)
과 1.7일(각 2.3% 및 1.7%)에 급락

― 주가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
의 위험자산 및 신흥시장국 등에 대한 투자심리도 크게 불안정한 모습
o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8월이후 심화되었는데 중국과 유럽의 주가간 상관계수의
경우 2015.1월~7월까지는 0.42로 낮았으나 2015.8월 ~ 2016.1월중에는 0.83으로
큰 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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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독일, 중국의 VIX 지수 추이

유럽 및 중국 주가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 이처럼 주가가 급락하면서 중국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유럽 금융시장이 동반
하여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보다는 신흥국에 투자
된 자금이 환류하면서 ECB 의 통화정책 효과가 희석됨으로써 유로환율이 약세
를 지속하기 어려울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이 현지의 시각
o 실제로 중국경제가 직․간접 무역경로를 통해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비
중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지만 국제금융시장으로 파급되면
서 위험회피 성향이 나타나 유로화에 대한 수요증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려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신흥시장국 주식 및 채권 자금 유출규모 추이

자료 : BNP Paribas

2. 중국경제 상황변화의 파급경로별 효과
( 무역경로 )
□ EU의 對 중국 및 신흥시장국 수출비중이 크지 않아 중국의 경기둔화가 직․간접 무
역경로를 통해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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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 EU국가의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3.6%로 2006년(1.7%)에 비해 2배 이
상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독일의 경우에도 6.6%에 불과
o EU국가의 신흥시장국에 대한 수출비중도 크지 않아 이들 국가에 대한 EU지역
수출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파급효과도 크지 않은 편

EU국별 對중국 수출 비중

자료 : EU 집행위원회

EU의 주요 신흥시장국 수출 시장

자료 : EU 집행위원회

□ EU 집행위원회 등 주요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더라도, 이러한 직․간접 영향
을 고려할 경우 중국의 경기둔화가 유로 및 EU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o EU 집행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는 경우
유로지역은 0.2%p~0.3%p, EU지역은 0.1~0.3%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는 매년 0.25%p 하락, ECB는 0.1~0.15%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 금융경로 )
□ 중국정부의 금융규제 등으로 EU의 중국에 대한 대외채권 및 해외직접투자의 규모
가 크지 않아 직접 경로를 통한 영향은 미미하지만, 신흥시장국 대외채권에 대한
비중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므로 간접 경로를 통한 영향은 비교적 큰 것으로 평가
o 중국에 대한 주요 EU국가의 대외채권 비중을 보면 대체로 영국을 제외하고 1% 이
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

― 그러나, EU지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흥시장국 전체에 대한 대외채권
비중은 10%에 달하므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신흥시장국으로 파급되면
동 금융기관들의 신흥시장국에 대한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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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U국가별 중국 및 홍콩에 대한 대외채권 비중

자료 : Bloomberg

( 환율경로 )
□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신흥시장국 통화의 동반 약세는 유로화 실질실효
환율(달러/유로)의 상승을 초래하는 등

EU

경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o 2014년말 대비 2016.1월말 현재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5.7%* 하락한 반면 브라

질, 콜롬비아, 러시아 등 주요 신흥시장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폭이 20%를 상회
*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환율 산정 시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한
2015.8월 고점대비 1.18일 현재 유로화 대비 위안화는 7.9% 하락

― EU 집행위원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로화(명목실효환율 기준)의 10% 상승은
향후 12개월간 경제성장률을 0.5%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분석
주요 신흥시장국 통화의 미 달러화 대비 절하율1)

주 : 1) 2014년말 대비 2016.1월말 현재 절하율
자료 : Bloomberg

위안화 및 유로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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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 금년중 중국 경제는 성장방식의 전환*,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대외수요
부족,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Deutsch Bank)
*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약 40년 동안 투자중시 성장모델에 의한 고속성장을 주도해왔

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르면서 친환경 및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춘 소비중시 성장모델로 전환

o

201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5%이하로

하락할 확률은

40%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6% 미만으로 하락할 확률도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가 2015.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State Council Meeting)에서 과잉설비
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금년중 한계
기업들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중국 GDP 증가율 추이

자료 : Deutsch Bank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Deutsch Bank

□ 그러나 유럽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주가 움직임간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주가 급락이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
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
o 다만, 국영기업 부채급증, 주가 변동폭 확대조치* 등에서 나타난 중국정부의 정책

개입 실패가 정부에 대한 신뢰감 약화로 이어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높
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Commerz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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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억제를 위해 1.4일 도입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제도가

서킷 브레이커 발동기준에 가까워지면서 투자자의 매도세 집중 등으로 주가지수가 1.4일 및
1.7일에 각 7%씩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킴에 따라 중국 증권당국은 1.7일
자로 동 제도의 시행을 잠정 중단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주가 추이

자료 : Bloomberg

중국정부의 부채비율 추이

자료 : EP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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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정책 도입배경 및 영향(2.5일)

1

검토 배경

□ 금년 1.29일 일본은행은 본원통화 증가 목표 및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종
전대로 유지(QQE2)한 가운데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마이너스금리 정
책을 추가로 전격 도입*
* 정책위원 5명 찬성, 4명 반대

ㅇ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일본은행 당좌예금잔고를 3단계로 나누고 플러스
(+0.1%), 제로, 마이너스(-0.1%) 금리를 각각 적용
일본은행 당좌예금에 대한 금리 적용 구조
계층 구분
기초잔고

적용 금리
+0.1%

구체적 산출 방법
각 금융기관의 2015년 1~12월중 평균잔고로 산출

매크로가산잔고

제로

① 필요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금융기관이 대출지원기금 및 재난피해지역 금융기관 자금
공급 오퍼레이션에 의해 자금공급을 받은 금액
③ 일본은행 당좌예금잔고가 전체 추세상 증가하는 점을 감안,
적절한 시점에 매크로가산잔고 금액을 추가로 가산

정책금리잔고

-0.1%

각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중 기초잔고 및 매크로가산잔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ㅇ 시장에서는 그동안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주로 국채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형태로 금년 3월 내지 4월경 추가완
화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
* 2015.9월 시라이 정책위원은 마이너스금리정책이 일본 금융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 설명. 또한
2016.1.21일 구로다 총재는 참의원에서 마이너스금리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
** Bloomberg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조사(1.27일)에서 1월중 추가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14.3%에 불과하였으며 이중 금리 조정을 예측한 경우는
전무

⇒ 이처럼 일본은행이 시장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금리정책을 전격적으로 도입한
배경을 살펴보고 영향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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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너스금리정책의 전격 도입 배경

◆ 마이너스금리정책이 전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무엇보다 ① 엔고 및 주가
하락의 금융시장 흐름을 반전시킬 필요성이 증대된 데다 ② 실물경제지
표가 악화되면서 2016년도 상반기내 2% 물가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데
주로 기인
ㅇ 또한 ③ 1～2년내 매입가능한 국채물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
는 점, ④ 국채시장 유동성 저하 등 국채매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우
려되는 점, ⑤ 자연이자율이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점, ⑥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채택한 유럽국가에서 부작용이 크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된 것
으로 보임
1. 엔고 및 주가 하락 흐름의 반전 필요성
□ 달러당 123엔대 내외를 나타내던 엔화가 지난해 미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
(12.16일)을 계기로 금년 1월중 116엔대까지 하락하는 등 강세로 전환
ㅇ 닛케이주가도 국제유가 하락,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12월 20,000엔 수준에서 일본은행 정책결정회의(1.29
일) 직전 17,000엔 내외로 하락
ㅇ 아베내각의 핵심 경제관료인 아마리(甘利)장관이 정치자금 스캔들로 사임
(1.28일)하면서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이 시장에서 확산된 점도 금융시장
불안에 일조
⇒ 이러한 금융시장 흐름을 충격요법 등으로 반전시킬 필요성이 증대
일본 닛케이주가 및 엔/달러 환율
(2015.11.1.∼16.1.27일)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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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내 물가목표 달성 기대난
□ 실물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일본은행이 공표한 2016년 전반기 2% 물가목표 달
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ㅇ 지난해 12월중 소매판매, 민간건설, 수출물량, 광공업생산 등 대부분의 실물
지표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경기회복세가 크게 약화
ㅇ 시장에서는 향후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더라도 물가목표 달성시기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 제기
⇒ 물가목표 달성시기를 연기(2017년도 상반기)하고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을 통
해 물가목표 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할 필요성 증대
최근 주요 경기지표

15.3/4
4/4
9월
10월
11월
12월

CPI (신선식품

제외)상승률

1)

전망2)

(%)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
무역
생산
소매 실질
기계 민간주택
1) 광공업
판매1) 소비2) 수주액2) 착공1) 수출[물량] 생산2)
0.8
0.5
-10.0
6.2
3.7 [-2.8] -1.2
-0.2 -1.9
5.7
-1.5 -4.6 [-4.0]
0.6
-0.1 -1.3
7.5
2.6
0.6 [-3.9]
1.1
1.8 -0.7
10.7
-2.5 -2.2 [-4.6]
1.4
-1.1 -2.2
-14.4
1.7 -3.3 [-3.1] -0.9
-1.1
1.0
‥
-1.3 -8.0 [-4.4] -1.4

주: 1) 전년동기대비, 12월이 없는 4/4분기는 10∼11 주: 1) 소비세인상효과 제외
2) 정책위원 전망 중앙치 기준
월중
2) 전기대비(SA)
자료: 일본은행
자료: 일본은행

3. 매입가능한 국채물량의 한계
□ 1~2년내 일본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가능한 국채물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ㅇ 정부의 장기국채 발행물량*이 일본은행의 매입규모**에 충분하지 않은 상
황에서 민간금융기관도 담보제공(은행), 책임준비금(보험사), 운용자산조정
***
(연기금) 용도 등으로 일정물량을 보유할 필요 가 있어 일본은행의 매입
가능 물량은 제한적
* 연간 127조엔 정도 발행(월 10조원 수준)
** 잔고기준 연간 80조엔 증가를 위해서는 만기도래분을 감안하여 월 10조엔 정도의 매입이
필요
*** 2015.9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국채보유 규모는 420.8조엔이나 보유필요액(306.2조엔)을 제외
하면 실제 매각가능한 물량은 128조엔 정도로 추산(일본경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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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본은행은 적격담보범위 확대* 등 보완조치를
도입(2015.12월)하였지만 금융기관의 국채매각 물량확대에 큰 효과를 거
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 외화표시증서대부채권, 주택대출채권(신탁방식 활용) 등도 적격담보로 인정

금융기관 국채1) 보유2) 및 매각가능 규모

국채 수급 흐름

국채
보유필요액
매각가능
보유잔고2)
추정
금액
은행
98.9
50.2
(5%)
62.6
우체국은행
92.8
59.2
-3)
33.6
생보
101.9
101.9 (36%)
0.0
우체국생보
46.7
28.9 (34%)
17.9
손보
5.8
4.0 (13%)
1.8
공적역금
74.7
62.0 (35%)
12.7
합계
420.8
306.2
128.6
주: 1) 단기국채나 개인용 국채 제외
2) 2015.9월말 현재
3) 만기보유목적 국채를 제외하고 전량 매각
자료: 일본경제연구센터 추정
금융기관

ㅇ IMF(2015.8월)는 2017∼18년중, 일본경제연구센터(2015.12월)는 2017년 중반에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지방채, ETF(주가지수연동형 상장투자신탁), REIT(부동산투자신탁) 등 매입대
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국채 이외의 채권은 시장규
모가 작아 정책수행 여지가 제한적
* 일본은행이 매입가능한 국채 이외의 채권은 9.4조엔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일본경제연구센터)

4. 국채매입 확대로 인한 부작용
□ 일본은행이 오랜기간 시중 유통물량의 상당부분을 매입함에 따라 국채시장
유동성 저하 우려가 점차 확산
ㅇ QQE 시행 이후 아직까지는 국채시장의 유동성 저하 현상이 지표*상 뚜렷
하게 관찰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 수준의 국채매입 장기간 지속 또는 추가
확대할 경우 유동성 저하가 현저해질 가능성 상존
* bid-offer spread, 국채선물내재변동성, 거래물량대비 가격변동폭 등

□ 아울러 국채수익률 하락으로 장래 금융정책 정상화 추진시 금융기관의 지
급준비금에 적용되는 금리를 인상할 경우 지급금리가 보유 국채의 수익률
을 웃돌면서 일본은행의 대규모 손실발생 위험이 증대
ㅇ 일본은행이 준비금 규모를 늘리더라도* 국채매입 규모가 확대될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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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3일 일본은행은 QQE 정책 실시에 따른 수익의 진폭을 평준화하고 재무건전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비금 제도의 변경을 검토해 줄 것을 재무성에 요청

5. 마이너스 수준인 자연이자율
□ 일본의 자연이자율*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디플레이션과 장기침체로 인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엔화강세 지속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20년간 마이
너스 상태가 지속
* 경기중립적 균형 실질이자율로서 최근 –0.5% ∼ -1.0% 정도로 추정(일본경제연구센터)

ㅇ 반면 최근 실질금리는 명목금리가 제로 이하로 낮아지지 않는 상황, 즉 제로
금리 제약에서 예상인플레이션율 하락* 등으로 상승
* 물가연동채권에서 산출되는 예상인플레이션율(BEI)은 2015.6월말 1.0% 수준에서
2016.1월에는 0.5% 내외로 하락

ㅇ 이에 따라 일부 경제연구소 등에서 마이너스금리정책을 채택하여 소비, 투
자 등을 자극함으로써 제로금리 제약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일본의 자연이자율 및 실질금리

명목민간소비지출
(만엔)

실질금리
자연이자율
(5가지 방법론의 범위)
실질금리

전년비(우축)

1인당명목소비지출(좌축)
자료: 일본경제연구센터 추정

자료: 내각부

6. 유럽 중앙은행들의 실시 경험
□ ECB와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중앙은행은 이미 예금계정에 대해 마이너스금리
를 채택하고 있으나 부작용은 당초 우려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유럽 국가중 금리(-1.10%)가 가장 낮은 스웨덴의 경우에도 현금통화로의
도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
* 마이너스금리에 따른 예금비용이 현금보유비용보다 높아 현금보유를 선호하는 현상

— 다만 스위스는 고액권 발행이 크게 증가하는 부작용이 일부 관찰
ㅇ ECB 이외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 계층구조를 채택*함으로써 금융기관 수
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중개기능 위축 문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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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은 대기성수신제도(당행의 자금조정예금에 해당) 이용시 –1.10% 적용. 스위스는
필요지준의 20% 이내의 초과지준액에 대해서는 부리면제. 덴마크는 금융기관별 예치금
을 경상계정(현재 총 320억크로네 한도)과 양도성예금으로 나누고 양도성예금에만 마이너
스금리 적용. 다만 ECB는 금융기관의 준비예금 규모가 작아 계층구조를 채택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

유럽 중앙은행들의 마이너스금리정책 채택 현황
중앙은행
ECB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대상 금리
중앙은행 예치금리
repo 금리
중앙은행 예치금리
시장금리(3개월물) 목표
중앙은행 예치금리
중앙은행 예치금리

금리변경 추이
14.6월 –0.10%, 9월 –0.20%, 15.12월 –0.30%
15.2월 –0.10%, 3월 –0.25%, 7월 –0.35%
14.7월 –0.50%, 10월 –0.75%, 15.2월 –0.85, 3월 –1.00%, 7월 –1.10%
14.12월 –0.75~0.25%, 15.1월 –1.25~–0.25%
14.12월 –0.25%, 15.1월 –0.75%
15.1.20일 –0.20% 1.23일 –0.35%, 1.30일 –0.50% , 2월 –0.75%
16.1월 –0.65%

자료 : 각 중앙은행 홈페이지

3

영향

◆ 마이너스금리정책 도입 이후 엔고, 주가 약세 등과 같은 금융시장 흐름이
일시 시정되기도 하였으나 원래대로 복귀한 가운데 시장금리 하락세는
지속
◆ 앞으로 마이너스금리정책은 금융기관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0.1% 적용시
연간 최대 1,900억엔)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기한내 2% 물가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도 크지 않을 가능성
1. 금융시장
□ 일본 금융시장은 마이너스금리정책 도입 직후 주가 및 엔/달러 환율이 급
등하였다가 최근 도입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가운데 시장금리 하락세는 지
속
ㅇ 닛케이주가는 일본은행 정책결정회의 당일 476.85(+2.8%) 상승하는 등 강세
를 보이면서 1월 초순 수준까지 반등한 이후 국제유가 하락, 기업실적 부
진 예상 등으로 큰 폭 하락하면서 마이너스금리정책 도입 이전(1.27일
17,164엔)으로 회귀(2.4일 17,045엔)
ㅇ 엔/달러 환율도 1.29일 하룻만에 2엔 가까이 오르는 등 121엔대까지 상승
하였다가 미국의 금리인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다시 117엔 내외로 하락
(2.4일 117.4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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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닛케이주가 및 엔/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ㅇ 금리의 경우 국채(10년물)금리가 0.2%대 초반에서 0.1% 이하로 낮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익률곡선도 하방 이동하여 마이너스금리정
책 도입에 뚜렷하게 반응(2.4일 10년물 국채금리 0.06%)
최근 국채금리

최근 국채수익률곡선

자료: Bloomberg

― 2.1일 일부 은행이 예대금리*를 낮춘 가운데 도쿄미츠비시은행 등 3대
도시은행도 금리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개인 및 기업에
대한 금리하락 적용추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리소나은행 2∼5년 정기예금 0.005∼0.025%p 인하, 소니은행 보통예금 금리
0.001%(종전 0.02%)로 인하, 신세이은행 주택론 금리 0.05∼0.1%p 인하 등

2. 금융기관 수익성
□ 2.16일(화)부터 적용되는 정책금리잔고는 약 1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일본
은행 2.3일)

ㅇ 2016.1월 당좌예금잔고를 260조엔으로 예상할 경우 이중 기초잔고(212조엔)
및 매크로가산잔고(39조엔)를 제외하면 정책금리잔고는 9조엔으로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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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월중 정책금리잔고 시산
(조엔)
기초잔고
(A)

1)

212

당좌예금잔고 현황
매크로가산잔고(B)
대출지원
요지준
소계(B)
기금등2)
9

주: 1) 2015.1∼12월중

30

39

합계
(C=A+B)

2016.1월
당좌예금
잔고(평잔)
예상액(D)

정책금리
잔고(D-C)

251

260

9

2) 2015.12월말

자료: 일본은행

□ 이후 일본은행 당좌예금잔고가 일본은행의 목표(연간 +80조엔)대로 늘어날 것으로
상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전체로는 마이너스금리정책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최대
연간 1,900억엔* 정도 손실이 발생
* 일본 국내은행의 2014년도 영업이익(9.4조엔)의 2.0%에 해당

당좌예금잔고 연간 80조엔 증가시 금융기관 이자손실액 추정1)
당좌예금 추정
잔고2)

기초잔고

단계별 지준 내역
매크로가산
정책금리잔고
잔고
39
81
<0.0>
<-0.1>

이자수입
합계

금액(조엔)
332
212
적용금리(%)
<0.1>
이자수입
2,120
0
-810
1,310
(억엔, A)
이자수입
332조엔중 요지준(9조엔) 제외 전액 부리
3,230
(이전, B)
차액(B-A)
-1,920
주: 1) 기초잔고 및 매크로잔고는 2016.2월중 정책금리잔고 시산시 계산된 금액으로 고정
2) 2015.12월 평잔(252조엔) + 80조엔(일본은행 정책목표)
자료: 일본은행, 일본경제연구센터 자료 등을 기초로 자체 시산

ㅇ 그러나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좌예금잔고 증가분중
일정부분을 매크로가산잔고로 간주하게 되면 예상손실액은 이보다 감소*
* 가령 일본은행이 매분기 매크로가산잔고를 20조엔 증액시킬 경우 정책금리잔고 증가분은
1년후에도 10조엔으로 고정되어 손실액이 1,200억엔 정도로 축소

ㅇ 또한 국채금리 하락으로 금융기관 보유 국채에서 매각이익 또는 평가이익이
예상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금융기관의 손실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

3. 실물부문
□ 마이너스금리부 QQE정책 도입이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 소비 및 투자 확
대 등을 통해 기한내 2% 물가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
을 가능성
ㅇ 일본은행은 2016년도 및 17년도 물가상승률이 각각 0.8%, 1.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2017년도 상반기경 물가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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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마이너스금리정책 도입 직후 BEI(Break Even Inflation)가 0.6%에서
0.5%로 0.1%p 떨어져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등 시장에 반영된 기대인플
레이션율에는 효과가 없는 모습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상승률 추이1)

주: 1) 연중기준 실적치, 단 16년 및 17년은
연도기준 일본은행 전망치
자료: 총무성, 일본은행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1)

주: 1) 10년채 기준
자료: Bloomberg

ㅇ 또한 시장금리 하락이 자금조달코스트 절감을 통해 가계소비 및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겠으나 가계 및 기업부문의 금융자산 및 현금유보 규
모를 감안*할 때 그 확대폭은 제한적일 가능성
* 2015.3/4분기 현재 가계부문의 순금융자산(예금-대출)이 624조엔 이르고 기업의 경우
현금보유액이 사상최대 수준인 343조엔

ㅇ 아울러 가계소비의 경우 임금여건 개선, 설비투자는 중국 등 신흥국 경기
회복, 내수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등 실물부문에서의 여건이 호전되
지 않을 경우 큰 폭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최근 임금상승이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피고
용자의 현금급여총액 상승률이 미미하여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태 지
속
― 기업 현금보유액이 사상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설비투자
실적이 당초 계획*을 크게 하회하는 등 기업들이 실제 투자에는 소극
적인 자세 견지
* 2015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전산업이 7.8%, 제조대기업은 15.5%(일본은행 단칸,
2015.12월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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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문의
예금 및 대출 규모

자료: 일본은행

4

기업의 현금보유 추이

자료: 재무성

임금상승률 추이1)

∼

주: 연중 기준. 15년은 1 11월중
자료: 후생노동성

종합 평가

□ 마이너스금리정책이 전격 도입되면서 주가 및 엔/달러 환율이 일시 급등하
기도 하였으나 다시 도입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등 금융시장 흐름을 반전
시키려는 일본은행 의도는 아직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
ㅇ 이는 국제유가 하락, 중국 등 신흥시장국 경기 감속, 미국 금리인상에 대
한 불확실성 등 해외요인이 일본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
ㅇ 다만 2.16일부터 마이너스금리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당초 의도대로 금
융시장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특히 일본의 현 경제상황에서는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소비 및
투자 등 내수확대를 통한 2% 물가목표의 기한내(2017년도 상반기) 달성도 쉽
지 않은 과제
ㅇ 매우 낮은 시장금리로 인해 마이너스금리정책을 채택하더라도 기대인플레
이션이 상당폭 상승하지 않는 한 실질금리가 크게 하락하기 어려운 상황
□ 앞으로 일본은행은 금융시장의 흐름을 반전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거나 2%
물가목표 달성의 기한내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양적·질적 완화보
다는 금리정책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
ㅇ 국채물량의 한계 및 국채시장 유동성 저하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채매
입 확대(양적완화)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운 데다
국채 중심의 일본 채권시장의 특성, 중앙은행 매입자산의 성격 등을 감
안할 때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대폭 넓히기(질적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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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마이너스금리정책의 경우에 현재 추정되고 있는 일본의 자연이자율
수준(-0.5∼-1.0%)을 감안할 때 추가로 큰 폭 인하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ㅇ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직접적인 금리인하 외에도 매크로가산잔고 인정규
모를 적절히 조절하는 방식*을 통해 마이너스금리정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가능성
* 2.4일 일본경제신문은 당분간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의 국채매입 확대에 따른 당좌예
금잔고 증가액중 메크로가산잔고 인정규모를 확대하여 정책금리잔고를 최초 10조
엔 정도에서 금년말에는 최대 30조엔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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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美 2016.1월 고용지표 내용과 뉴욕 금융시장 반응(2.5일)

1. 고용 지표

□ ’16.1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Nonfarm Payroll)는 전월대비 15.1만명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19.0만명)를 하회하였고 직전 2개월 취업자수도 소폭 하향조정
o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자수는 0.7만명 감소

15.8만명(예상치

+18.0만명) 증가한 반면, 정부부문 취업

-

업종별로는 도소매(2012.11월 이후 최대치) 및 제조업(2014.11월 이후 최대치)이
큰 폭 증가하였으나 운송창고 부문이 감소 전환하였고 건설 및 교육의료 부문은
증가폭이 크게 축소

-

임시직은 2009.4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

o 직전 2개월치(’15.11~12월중) 취업자수는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0.2만명

하향조정

▪ 민간부문은 만명 상향조정
- 11월: 3.9만명 상향(+24.0만명 → +27.9만명), 12월: 2.4만명 하향(+27.5만명 → +25.1만명)
▪ 정부부문은 만명 하향조정
1.5
1.7

- 11월: 1.1만명 하향(+1.2만명

→ +0.1만명), 12월: 0.6만명 하향(+1.7만명 → +1.1만명)

□ 경제활동참가율(’15.12월 62.6% → ’16.1월 62.7%)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실업
률(5.0%

→ 4.9%)은 0.1%p 하락하며 ’08.2월 이후 처음으로 4%대에 진입

o U-6 실업률(비자발적 파트타임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은 9.9%로 3개월 연속 횡보

□ 시간당 평균임금(25.27 → 25.39달러, 전월치 0.03달러 상향조정)은 ’08.11월 이후 가

장 큰 월간 상승률(+0.47%)을 기록하면서 시장예상치(+0.30%)를 상회(전년동월비
2.5%, 시장예상 2.2%)하였고, 주당 평균노동시간(34.5 34.6시간)도 소폭 증가

→

非농업 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非농업 취업자수 주요 부문별 증감
'15.1월
▪ 非농업 전체
221
- 민간 부문
214
(건 설)
50
(제 조)
17
(도소매)
41.1
(운송·창고)
1.3
(교육·의료)
54
(여가·호텔·식당)
23
(임시직)
-11.4
- 정부 부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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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명)
11월 12월 '16.1월
280
262
151
279
251
158
65
48
18
3
13
29
61.5
4.3 66.5
11.8 17.0 -20.3
45
54
6
46
31
44
0.7 25.1 -25.2
1
11
-7

2. 금융시장 반응
(시장

동향)

□ 헤드라인

취업자수를 제외한 여타 고용지표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장기물 보합),
미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었고 주가는 유가 하락 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큰 폭 하락

o

美국채

금리는 고용지표 발표 직후 전일 종가대비 5bp가량 상승하였
다가 유가 및 주가 하락 전환 등으로 상승폭을 줄이며 보합권에서 마감
(10년물)

▪ 만기별로는 정책금리 기대에 민감한 단기 금리(3년물 중심)는 상승한 반면 10년
주변 금리는 대체로 보합

o 주가(다우지수)는 고용지표가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 속에 연준 금리인상 속
도 지연에 대한 기대가 다소 약화된 데다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장중 내내 약
세를 보이면서 큰 폭 하락 마감
o 미달러화는 지표 발표 직후 주요 통화 대비 강세로 전환한 후 대체로
횡보하면서 유로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었고, 주요국 주가 약세 등이
지지요인으로 작용한 엔화에 대해서도 소폭 강세 마감

▪ 원/달러화

환율(NDF)은 양호한 미 고용지표 호조와 위험자산가격 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원화 약세)

o 고용지표 발표 이후의 미달러화 강세가 원자재 가격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제유가(WTI 선물)는 하락한 반면 금가격은 고용지표 영향
등으로 초반 하락 출발하였다가 주요국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
반전하여 마감
주요 금융지표 동향
‘15년말 ‘16.1말

미 2년물 1.05 0.77
국
채 10년물 2.27 1.92
주 다우 17,425 16,097
가 S&P 500 2,044 1,893
달러/유로 1.0862 1.0831

2.4

미 국채금리 및 주가지수 일중변동 추이
2.51)

전일
대비
+3bp
0bp
-1.3%
-1.8%
-0.5%

0.70 0.73
1.84 1.84
16,417 16,205
1,915 1,880
1.1209 1.1158
엔/달러 120.2 121.1 116.8 116.9 +0.1%
원/달러(NDF) 1,176.01,207.01,192.51,207.4 +1.2%
WTI U$/bbl 37.0 33.6 31.7 31.0 -2.1%
금($/온스당) 1,061 1,118 1,156 1,173 +1.5%

주: 1) 뉴욕 16:5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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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의 평가)
□ 취업자수가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나 시간당 평균임금과 실업률을 비롯한 여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대체로 시장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노동
시장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중론
o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유지한 반면 한 곳(Barclays)
에서 고용지표 발표 직후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을 조정(차기 인상 지
연, 인상횟수 축소)*한 것으로 확인
* 동 기관의 금번 고용지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감안하여 조정을 고려중이었고 실제 고용지표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조정을 발표한 것으로 판단. 이에 앞서 1월 하순부터 어제까지
Goldman Sachs를 포함한 일부 기관들이 연준 통화정책 전망을 바꾼 바 있음

(JP Morgan) 헤드라인 취업자수는 약간 실망스러웠지만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이 이를
상쇄하는 모습. 이번 고용지표가 경제성장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지만 recession 우려 등과 관련된 시장불안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
이 될 것으로 예상. 연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차기 금리인상이 6월(연내 3회 인
상)이라는 전망을 유지하지만 이번 고용지표만 놓고 보면 실업률 하락과 임금 상
승 등으로 hawkish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
(Goldman Sachs) 취업자수 증가 둔화는 상당부분 계절적 ‧ 통계적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임. 즉 2015.4/4분기중 이례적으로 온화한 기후여건에 따라 나타났던 호조에
대한 반작용(payback)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지표에도 추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 이 밖에 실업률 하락,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지표는 시장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차기 인상 6월, 연내 3회
인상 전망 유지)
(BoA Merrill Lynch) 노동시장이 추세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이르렀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차기 연준 금리
인상 전망은 6월(연내 3회 인상)로 유지
(Citi) 취업자수가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나 실업률이 하락하고 임금상승 속도도 빨라지는
등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조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금
번 시계열 개편후를 기준으로 보면 임금상승률은 2015년 중반 이후부터 2%를 상
당폭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조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PCE 디플레이
터 상에 나타난 수치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일 수 있음을 시사(차기 인상 3월, 연내
3회 인상 전망 유지)
(Morgan Stanley) 실업률, 시간당 임금 등 취업자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표들이 기대
치를 상회하였으며 취업자수의 부진도 상당부분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
로 판단. 그러나 최근의 임금상승률 확대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취업자수
도 2월에 상당폭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3월 금리인상의 가능
성은 없다고 판단(차기 인상 6월, 연내 3회 인상 전망 유지)
(Barclays)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고 미 경제의 recession 위험은 낮다는 기본 견해에
는 변화가 없지만 주요 고용지표가 서로 상반된 신호를 줌에 따라 연준이 양쪽 가
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지표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 이처럼
엇갈린 지표와 최근의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차기 금리인상은 6월, 연내
2회 인상으로 전망 변경(종전은 3, 9, 12월 3회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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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5년 12월 국제수지(잠정)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2015년 12월 경상수지는 74.6억달러 흑자를 기록(2015년중 경상수지 : 1,059.6억달러
흑자)
□ 금융계정은 이번 공표부터 기존 순유출입액 기준에서 국제수지통계 편제의 새로운
국제기준인 BPM6에 따라 자산·부채의 증감 기준으로 부호 표기방식을 변경하고
1980년 이후 시계열에 이를 소급 적용하였음

Ⅱ. 2016년 1월말 외환보유액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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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5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2015년 중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였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
견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3,031장으로 전년(3,907장) 대비 876장
(22.4%) 감소하였음
o 이는 과거 발견된 위조지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5천원권과 만원권이 크
게 줄어든 데 기인

Ⅱ. 해외경제포커스 제2016-5호(16.1.24∼1.30)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금주의 포커스>
◇ 중국의 혁신역량 현황과 시사점
<글로벌 이슈 브리프>
▷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가 국제원자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가격과 미 달러화가치 변동이 미국 근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 최근 위안화 약세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국제금융시장>
▷ 금리
▷ 환율
▷ 주요국 주가
<국제원자재시장>
▷ 원유
▷ 비철금속 및 농산물
▷ 반도체 및 금
※ 경제지표 발표일정 및 시장 전망치
※ 주요국의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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