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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
록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
정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이러한 책무에 상응하는 설명책임을 이행하
도록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국회
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
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4회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
니다.

금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2020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부터 2021년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까지의 기간을 대
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
영 상황을 잘 이해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
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행법〉
제96조(국회보고 등)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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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이 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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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 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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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지’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
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
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	(중기적 운영 시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
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	(미래지향적 운영)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
으로 운영하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 물
 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
험요인,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신축적 운영)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화신용정책 운영시 금융안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
◦	(금융시장 안정 노력) 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금융불균형 유의) 부채 누증 등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에 유의한다.
		 - 한
 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
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
 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
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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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추진, 양호한 기업실적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개요

지속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였다. 미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1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 중 국내외 금융·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주가지수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
MSCI 신흥시장국지수

어가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대응한 이

MSCI 선진국지수

(2018.1.1 = 100)

동제한조치 강화 등으로 개선세는 약화되었다. 일

(2018.1.1 = 100)

150

150

125

125

100

100

75

75

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개시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백신 보급 지연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여
전히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금년 1월 중 소비가 상
당폭 증가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유
로지역은 연초 주요국의 방역조치가 확대·연장되면
서 경기부진이 지속되었으며 일본도 1월 긴급사태
발령 등의 영향으로 개선흐름이 약화되었다. 중국
의 경우 투자가 확대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50
18.1

50
7

19.1

7

20.1

7

21.1

자료: Bloomberg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2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다. 소
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부진하였

주요국 경제성장률1)
(%)

미국

설투자 부진도 완화되면서 지난해 4/4분기 중 실질

2020

2018 2019
연간

연간

연간

I

Ⅱ

Ⅲ

Ⅳ

3.0

2.2

-3.5

-1.3

-9.0

7.5

1.0

-3.7 -11.7 12.4 -0.6

유로지역

1.9

1.3

-6.8

일본

0.6

0.3

-4.8 -0.6 -8.3

5.3

3.0

중국

6.7

6.0

2.3

4.9

6.5

-6.8

3.2

으나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건

GDP가 전기대비 1.2% 증가하였다.

실질GDP 성장률1)
(%)

주: 1) 분기 성장률의 경우 미국·일본·유로지역은 전기대비(계절조정), 중국
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각국 발표치

(%)

3.0

3.0

2.0

2.0

1.0

1.0

0.0

0.0

-1.0

-1.0

-2.0

-2.0

-3.0

-3.0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계감이
일시 확대되었다가,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국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영향받으면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주가는 코로나19 백
신 승인 및 접종 개시, 미국의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

-4.0

-4.0
18.Ⅰ

Ⅲ

19.Ⅰ

Ⅲ

20.Ⅰ

주: 1) 전기대비(계절조정), 2020년 4/4분기는 잠정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Ⅲ

개요

달러화는 지난해 12월에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

i

고용상황은 부진이 심화되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ii

물가상승률1)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취업자수 감소
폭(전년동월대비)이 크게 확대되어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에 각각 62.8만 명, 98.2만 명 감소하였다.
고용률(계절조정)도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낮아졌다.

1)

소비자물가

근원물가2)

근원물가(관리물가 제외)2)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3)

(전년동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4

4

3

3

2

2

1

1

0

0

2)

취업자수 증감 및 고용률
취업자수 증감(좌축)

고용률(우축)

(만 명)

(%)

80

63

60

62

-1
18.1

-1
7

19.1

7

20.1

7

21.1

40
61

20

주: 1) 굵은 실선은 중기물가안정목표를 의미
2)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60

0
-20

59

-40

58

-60
57

-80
-100
18.1

3) 향후 1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56
7

19.1

7

20.1

7

21.1

주: 1) 전년동월대비
2) 계절조정
자료: 통계청

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4분기와 금년 1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4/4분기 중 상승폭이 확대
되었으며 금년 1〜2월 중에도 높은 오름세를 지속
하였다. 주택전세가격도 지난해 4/4분기 중 상승폭
이 확대되었으며 금년 1〜2월 중 오름세가 이어졌
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월 중 0%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 2월 중에는 1%
전국

대 초반으로 상당폭 높아졌다. 수요측 물가압력이

수도권

비수도권

(전월대비, %)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세 확

(전월대비, %)

1.6

1.6

1.2

1.2

0.8

0.8

0.4

0.4

0.0

0.0

대, 한파 및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농산물과
일부 축산물의 공급차질 등이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
외)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체로 0%대 중
반의 오름세를 나타내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
션율은 최근 2% 수준으로 높아졌다.

-0.4
18.1

7

자료: 한국부동산원

19.1

7

20.1

7

-0.4
21.1

4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

가계대출 증감1)2)

iii

속하였다.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2월 중 미국 경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전월대비, 조 원)

개요

예금은행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전월대비, 조 원)

공급 등으로 상승한 데 이어 금년 1월 들어서는 미

18

18

신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한 기대감 및 국내외 경제

15

15

지표 개선 영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12

12

9

9

6

6

3

3

0

0

국채 발행 확대 예상 등으로 추가 상승하였다. 원/
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에는 위험선호 심리 등으
로 하락하다 금년 들어서는 미 경제회복이 상대적
으로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반등하였다.

-3
18.1

국고채 금리 및 원/달러 환율

-3
7

19.1

7

20.1

7

21.1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앞 정책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2) 2021년 1월은 예금은행은 한국은행 속보치 기준,

국고채(3년) 금리(좌축)

국고채(10년) 금리(좌축)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아직 공표되지 않음

원/달러(우축)

자료: 한국은행

(연%)

(원/달러)

3.0

1,400

기업대출 증감1)
2.5

1,300

2.0

1,200

중소기업

1.5

1,100

1.0

1,000

0.5

900
18.1

7

19.1

7

20.1

7

21.1

대기업

(전월대비, 조 원)

(전월대비, 조 원)

30

30

25

25

20

20

15

15

10

10

5

5

0

0

-5

-5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5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주
식투자 및 생활자금 관련 수요가 지속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기업대출은 중소법인 및 개
인사업자의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와 정부·은행의
금융지원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10
18.1

-10
7

주: 1) 예금은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19.1

7

20.1

7

21.1

iv

[통화신용정책 운영]

다. 다만 코로나19의 전개와 백신 보급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세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장

6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

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 과

의 영향 지속 등으로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이

정에서 국내외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금융·경제

어갔으며 당분간 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다가 점

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 리스크 요

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

인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

면에서는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주

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였다.

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되
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1)

2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
(연%)

6.0

(연%)

6.0

(08.8)

로벌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미국 신정부의 재정부

(08.10.9)

5.0

5.0

(08.10.27)

양책 추진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강화되었지만

(08.11)
(08.12)

4.0

(09.1)

3.0

(09.2)

2.0

(10.7)

4.0
(12.7)
(11.6)
(11.3)
(11.1)
(10.11)

(12.10)
(13.5)

(14.8)
(14.10)
(15.3)
(15.6)

1.0

3.0

로나19 전개 상황과 이에 따른 경기흐름의 높은 불

(18.11)

2.0

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19.7)
(19.10)

1.0

(20.3)
(20.5)

0.0
10

12

14

16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백신공급 지연 가능성 등 코

(17.11)

(16.6)

08

로 하였다. 국내 백신접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글

18

20

0.0
21.2

주: 1) ( ) 내는 기준금리 조정월

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였다.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으
나 부문별로는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는데, 수
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유지한

자료: 한국은행

반면 소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
7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로 부진이 이어졌다. 향후에도 국내경제는 수출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
으며 이에 따라 금년 중 GDP 성장률은 3% 내외 수

우선 1월 회의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수출 개선세에

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

힘입어 국내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지

률은 국제유가 상승, 점진적인 경기개선 등의 영향

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거시경제의 불확실

으로 지난해 11월 전망치(1.0%)를 다소 상회하는

성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

1.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금융

0.5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소비가 사회적 거리

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주택

두기 강화 등으로 위축되었으나 IT 부문을 중심으

가격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

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개선 흐름

속하여 금융불균형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증대되

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었다.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

8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흐름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향후 국고채 발

한국은행은 지난해 세 차례(3월, 5월, 10월)에 걸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총 18조 원 증액하여 총
43조 원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기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

업 지원(2020년 3월 신설)과 소상공인 지원(2020

용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0

년 10월 신설)을 위한 한도는 총 16조 원 규모이다.

년 12월 24일 정부 및 산업은행과 협의하여 회사

이러한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코로나19 피

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6개월 연장

해기업 지원의 경우 2020년 3월〜2021년 1월 중

하고 비우량채 매입비중을 확대하였다. 또한 지난

25.2조 원의 은행 대출이 취급되었으며 105,716개

해 7월 23일 동 매입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1.78

업체가 동 대출을 이용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

조 원)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1월 12일 제2회 대

우에는 2020년 10월〜2021년 1월 중 은행의 대출

출(1.78조 원)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7

취급액이 0.7조 원, 이용업체 수는 5,789개로 지원

월 14일 회사채·CP 매입기구가 설립된 이후 회사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채·CP 매입을 위해 조성된 자금은 1차로 조성된 재
원 3조 원에 추가로 조성된 2조 원까지 총 5조 원이
다. 2021년 1월 말 현재 매입기구는 2.5조 원 규모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
(조 원, 연%)

프로그램

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한도

금리

2.5

0.25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에는 미 연준과 체결

신성장·일자리지원

13.0

0.25

한 통화스왑 계약 만료 시기를 올해 3월 31일에서

중소기업대출안정화2)

5.5

0.25

지방중소기업지원

5.9

0.25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0

0.25

소상공인 지원

3.0

0.25

국내 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었지만

43.03)

-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 재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

무역금융지원
1)

합계

주: 1)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
(2017년 9월)

9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였다. 이는 국제금융시장
의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글로벌 달러화시장과

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2) 기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기취급 잔액 등을 포함하여 지원
3) 한도 유보분 0.1조 원 포함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
를 보이고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이 양

아울러 2020년 11월 27일 1.5조 원 규모로 국고

호한 데다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운영되고

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여 같은해 9월 발표한 「국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에 따른 매입을 완료하

운용을 예정대로 2021년 2월 3일에 종료하였다.

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2020년 중 국고채 단
순매입 규모는 총 11조 원에 달하였다. 2021년 2월

9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상황 및 향후 물가흐름에

26일에는 상반기 중 총 5〜7조 원 규모의 「국고채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

개요

행규모가 상당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v

월 총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목표 운영
vi

고 있다.

상황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
였다. 동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중 물가상황에 대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한 평가,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등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

 향후 성장 및 물가 전망을 살펴보면, GDP 성장

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

률은 올해 3.0%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

쳐 다음 점검 시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

비 회복이 더디겠으나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

하였다.

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
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또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통화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

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의 문구 일부를 수정하

상되나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

였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부

을 이어갈 전망이다. 건설투자도 조정흐름이 마무

분에 금융불균형 유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금융시

리되고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수출은 글

장 안정 노력을 명시하였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코

로벌 경기 회복, 반도체 경기 개선 등으로 양호한 흐

로나19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

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된 데 대응하여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한 것

은 높은 상황이다. 상방리스크로는 코로나19 확산

처럼 통화신용정책 운용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의 조기 진정, 글로벌 반도체경기 회복세 확대, 국내

유의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 및 자금중개 상황 등

외 추가 경기부양책 등이, 하방리스크로는 코로나

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일반원칙에 명확하게 반

19 확산의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고용여건 개선

영하였다.

지연 등이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경제성장률 전망1)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필요성이 높

(전년동기대비, %)

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

20202)
상반

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측면에서의 연구

2021e

2022e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0.7 -1.2

3.0

2.5

-1.0

2.6

3.4

민간소비

-4.4 -5.5 -4.9

0.2

3.8

2.0

2.8

에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여 CBDC의 성능 및

설비투자

5.6

8.0

6.8

6.9

3.8

5.3

3.0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외

지식재산
3.3
생산물투자

4.0

3.6

4.1

4.0

4.1

3.5

부기관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법적 측면에서는 관

건설투자

1.7

-1.8

-0.1

-1.2

2.6

0.8

2.1

련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

상품수출

-2.9

1.7

-0.5 13.0

2.0

7.1

2.3

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상품수입

-0.9

0.7

-0.1

5.3

6.4

3.3

GDP

를 지속하였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향후 가상환경

을 주제로 한 외부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도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

7.6

주: 1) 2021년 2월 전망 기준
2) 4/4분기 잠정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주로 기
인하여 금년 중 1.3% 상승하며 지난해(0.5%) 보다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금년 중 지난해
(0.4%)보다 높은 1.0%를 나타낼 전망이다. 향후 물
가 전망경로 상에는 식료품가격 및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 확대,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에 따른 수요
회복세 강화 등의 상방 리스크와 코로나19 재확산
에 따른 수요 부진 심화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해
있다.

물가상승률 전망1)
(전년동기대비, %)

2021e

2020

2022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소비자물가

0.6

0.5

0.5

1.2

1.4

1.3

1.4

식료품 및
근원 에너지제외
물가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0.4

0.3

0.4

0.6

1.3

1.0

1.3

0.6

0.7

0.7

0.9

1.3

1.1

1.3

주: 1) 2021년 2월 전망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
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
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
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
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
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
황,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
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할 것이다.

개요

오름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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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경제

그림 I-1. 경기선행지수1) 및 글로벌 PMI
OECD 경기선행지수(좌축)

글로벌 제조업 PMI(우축)

글로벌 서비스업 PMI(우축)

세계경제 개선세 약화

104

60

102

55

100

나19 재확산 및 이에 대응한 이동제한조치 강화

98

등으로 개선세는 약화되었다. OECD 경기선행

96

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글로벌 전산업

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하
락세가 이어졌다.1)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개시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
고 있으나 백신 보급 지연 및 변이 바이러스 확
산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

45
40
35

94

30

92

25

90
18.1

20
7

19.1

7

20.1

7

21.1

주: 1) 경기선행지수는 OECD회원국 및 6개 신흥국(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준
자료: OECD, Bloomberg

표 I-1. 주요국 경제성장률1)2)

이다.

(%)

2020

2018 2019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금년 1월 중 소비 가 상
2)

당폭 증가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반

전세계

연간 연간 연간

I

Ⅱ

Ⅲ

Ⅳ

3.5

2.8 -3.5

-

-

-

-

-

-

-

선진국

면 유로지역은 연초 주요국의 방역조치가 확대·

2.2

1.6 -4.9

미국

3.0

2.2 -3.5 -1.3 -9.0 7.5

연장되면서 부진이 지속되었고, 일본도 1월 긴

유로지역

1.9

1.3 -6.8 -3.7 -11.7 12.4 -0.6

급사태 발령 등으로 개선흐름이 약화되었다.

일본

0.6

0.3 -4.8 -0.6 -8.3 5.3

3)

4.5

3.6 -2.4

6.7

6.0

인도3)

6.5

4.0

ASEAN 5개국은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었음에

ASEAN-54)

5.3

4.8 -3.5 1.4 -8.7 -4.1 -2.6

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내수가 부

브라질

1.8

1.4

-0.3 -10.9 -3.9

..

진하였다. 반면 인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개선되

러시아

2.8

2.0 -3.1 1.6 -8.0 -3.4

..

신흥·개발도상국

보이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4) 한편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5)

-

3.0

중국

중국의 경우 투자가 확대되고 수출이 호조를

-

1.0

2.3 -6.8 3.2
..
..

-

-

4.9

6.5

3.0 -24.4 -7.3 0.4

주: 1) IMF 기준, 단 개별 국가, 유로지역 및 ASEAN-5는 각국 발표치
2) 선진국은 전기대비(계절조정), 여타 국가는 전년동기대비 기준
3) 연간 성장률은 회계연도 기준(당해년 4월~익년 3월)
4)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자료: IMF, 각국 발표치

1) 글로벌 전산업PMI는 지난해 10월 53.3을 기록한 이후 11월 53.1, 12월 52.7로 하락한 데 이어 금년 1월(52.3)에도 소폭
하락하였다.
2)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하였던 소매판매가 소득 지원(Economic Impact Payment) 등에 힘입어 1월에는 전월보다 큰
폭 증가(5.3%)하였다.
3) 유로지역과 일본 모두 소매판매 등 소비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1월에도 서비스업PMI가 기준치(50)를 지속 하회하였다.
4) 중 국은 고정투자 증가폭이 점차 확대(누계기준 2020년 11월 2.6%, 12월 2.9%)되는 가운데, 수출은 방역용품 및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두 자리수 증가율(11월 20.6%, 12월 18.1%)을 기록하였다.
5) 인도는 전산업PMI가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들어 산업생산과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증가로 돌아섰다.

1. 세계경제

PMI의 경우 기준치는 웃돌고 있지만 서비스업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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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

3

미국 국채금리는 지난해 12월 중 경기부양책

국제유가 60달러 대로 상승

(0.9조 달러) 의회 승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

4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11월 이후

였으며 금년 1월 이후로는 대규모 추가 경기부

오름세를 지속하여 금년 2월에는 60달러 대로

양책(1.9조 달러) 추진7)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

상승하였다. 미국, 영국 등에서의 코로나19 백

가 강화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

신 접종 개시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커진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독일 국채금리도 미 장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적 추가 감산 결

기금리 상승,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등으로 상

정 등 OPEC+의 감산기조 유지6), 미국의 대규

승하였다.

모 경기부양 기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그림 I-3. 주요국 장기시장금리1)
독일

그림 I-2. 국제유가

미국

Brent유

(연%)

4

4

3

3

2

2

1

1

0

0

Dubai유

(달러/배럴)

(달러/배럴)

90

90

80

80

70

70

60

6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주: 1) 10년 만기 국채 유통수익률 기준

0

0

자료: Bloomberg

18.1

일본

(연%)

7

19.1

7

20.1

7

-1
18.1

-1
7

19.1

7

20.1

7

21.1

21.1

자료: Bloomberg, Reuters

선진국 주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코로나19 재확
산, 주가 고평가 경계감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

국제금융시장 대체로 안정

나19 백신 승인 및 접종 개시, 미국의 대규모 추
가 경기부양책 추진, 양호한 기업실적 등의 영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계

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

감이 일시 확대되었다가, 주요국의 코로나19 백

이어 경신8)하였다. 신흥시장국 주가도 선진국

신 접종, 미국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영향받

증시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으면서 투자심리가 개선 흐름을 보였다.

6) O
 PEC+(OPEC 및 10개 비OPEC 산유국)는 2~3월 감산쿼터를 대체로 유지(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의 소폭 증산 허용)한
가운데 사우디가 일평균 100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실시하면서 OPEC+의 감산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7) 바이든 정부는 약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1월 14일).
8) MSCI 선진국 지수는 2020년 12월~2021년 2월 24일 중 사상 최고치를 25차례 경신하였다.

그림 I-5. 주가(VIX) 및 금리(MOVE) 변동성1)

그림 I-4.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주가지수
MSCI 선진국 주가지수

MSCI 신흥시장국 주가지수

(2018.1.1 = 100)

VIX

(2018.1.1 = 100)

150

MOVE
180

150

150

120

120

90

90

60

60

30

30

150

125

125

100

100

75

50
18.1

50

0
7

19.1

7

20.1

7

21.1

0
18.1

7

19.1

7

20.1

7

21.1

주: 1) 미국 주가 및 국채 가격 변동성 지수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미 주가 변동성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금

미 달러화는 지난해 12월에는 주요국 통화에 대

년 1월 하순 일부 기관투자자의 대형주 매도9)

해 약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강세를 나

등의 영향으로 일시 확대되었으며, 이후 동 기

타내었다. 유로화에 대해 미 달러화는 영-EU간

관의 매도세 진정 및 양호한 기업실적 등에 힘

미래관계협상 타결, EU 경제회복기금 최종 합

입어 이전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미 금리 변동

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중 약세를 보이

성은 경기부양책 관련 동향에 주로 영향받으면

다가 금년 들어 주요국 대비 미국의 양호한 성

서 낮은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2월 중순 이후 인

장 전망, 유로지역 경기회복 지연 우려10) 등으

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확대되었다.

로 약세폭이 축소되었다. 엔화에 대해서도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다가 금년 1월 이후 미 국
채금리 상승폭 확대 영향 등으로 강세로 전환되
었다.

9) 개
 인투자자들의 집중 매수로 GameStop 등 비우량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동 주식에 대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일부
헤지펀드가 마진콜 자금 마련 등을 위해 대형주를 매도하였다.
10) IMF는 2021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5.2% → 4.2%)하였다(1월 26일).

1. 세계경제

75

5
I.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80

그림 I-6. 엔화 및 유로화 대비 미 달러화 환율1)
달러/유로(좌축, 역방향)

엔/달러(우축)

(달러/유로)

6

(엔/달러)

1.05

120

1.10

115

1.15
110
1.20
105

1.25

1.30
18.1

100
7

19.1

주: 1) 뉴욕시장 16:30 기준
자료: Reuters

7

20.1

7

21.1

2. 실물경제

표 I-2. 주요 경제성장지표1)
(전기대비, %)

2020

2018 2019
연간2)

2.9

2.0

-1.0

-1.3 -3.2 2.1 1.2
(1.4) (-2.7) (-1.1) (-1.2)

(민간소비)

3.2

1.7

-4.9

-6.5 1.5 0.0 -1.5
(-4.8) (-4.0) (-4.4) (-6.5)

(정부소비)

5.3

6.6

4.9

1.4 1.1 0.2 -0.5
(6.8) (6.1) (4.6) (2.3)

(설비투자)

-2.3

-7.5

6.8

0.2 -0.5 8.1 -2.0
(7.3) (4.1) (10.6) (5.7)

(건설투자)

-4.6

-2.5

-0.1

0.5 -1.5 -7.3 6.5
(4.2) (-0.1) (-1.0) (-2.5)

(상품수출)

3.3

0.5

-0.5

-1.0 -15.9 18.4 5.1
(6.3) (-11.5) (-0.3) (3.6)

(상품수입)

2.0

-0.8

-0.1

-2.3 -4.8 6.7 2.1
(3.1) (-4.8) (-0.1) (1.4)

실질GDP

국내경제는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
향으로 부진하였으나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이 호조를 보이고 건설투자 부진도 완화되면서
완만한 회복흐름을 지속하였다. 실질 GDP성장
률은 지난해 3/4분기 중 반등한 데 이어 4/4분
기에도 전기대비 1.2%(전년동기대비 -1.2%)를
기록하였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 중 전기대비 1.5%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크게 늘고 사

I

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강화되면서 의류·신발

주: 1) ( ) 내는 원계열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등 준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감소하였다. 정부

자료: 한국은행

II

III

IV2)

2) 잠정치 기준

소비는 4/4분기 중 전기대비 0.5% 감소하였다.
감염 우려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감소 등으로

고용부진 심화

건강보험 급여지출 이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한
11)

다. 설비투자는 전분기 중 큰 폭 증가에 따른 기

최근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

저효과로 4/4분기 중 전기대비 2.0% 감소하였

되면서 부진이 심화되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증가 흐름을 유지하였

말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

다. 자동차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기가 강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크게

들었으나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특수산업용 기

확대되어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에 각각 62.8

계 등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건설투자의 경우

만 명, 98.2만 명 감소하였다.

전기대비 6.5% 증가하였다. 주거용 건물건설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비주거용 건물 및 토목 건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대면업무 비중이 높

설도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부투자가 늘어

은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

나면서 증가 전환하였다. 상품수출은 3/4분

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제

기 중 큰 폭 반등한 데 이어 4/4분기에도 전기

조업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건설업은 금

대비 5.1% 증가하였다.

년 들어 감소 전환하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
시·일용근로직 및 비임금근로자의 취업자수가

11)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지난해 4/4분기 중 전기대비 3.7%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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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국내경제 완만한 회복흐름 지속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표 I-3. 주요 고용 관련 지표

는 상용직 취업자수 증가폭도 축소되고 있다.

(만 명, %)

2020

2019

8

연간

고용률(계절조정)은 금년 1월 중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58.9%로 낮아졌다. 실업률(계절조정)

취업자수증감
(전체)1)

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

제조업

며, 금년 1월 중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코로나19

산업별 건설업
서비스업

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5.4%)을 기록하였다.

취업자수 증감(좌축)

실업률2)
고용보조지표13)

고용률(우축)

고용보조지표34)

(%)

80
60

II

III

IV

1월

30.1 -21.8 28.8 -40.7 -31.4 -44.1 -98.2
-8.1 -5.3

0.6

-5.5 -5.7 -10.7 -4.6

-1.5 -0.4 -0.8 -6.1

0.9

4.5

-2.0

34.8 -21.6 18.6 -35.3 -27.8 -41.8 -89.8

3.8

4.0

3.7

4.1

3.8

4.3

5.4

6.4

7.8

7.4

8.7

7.6

7.7

10.0

11.8 13.6 12.9 14.4 13.5 13.6 16.8

63

고용률2)

60.9 60.1 61.0 59.6 59.9 59.8 58.9

62

경제활동참가율2)

63.3 62.5 63.4 62.1 62.2 62.5 62.3

경제활동인구증감률1)

1.0

40
61

20

I

상용직
44.4 30.5 58.0 38.1 24.1 1.9 3.6
종사상
임시일용직 -8.7 -41.3 -26.9 -64.3 -39.3 -34.9 -79.5
지위별
비임금근로자 -5.6 -11.0 -2.3 -14.5 -16.3 -11.1 -22.3

그림 I-7. 취업자수 증감1) 및 고용률2)

(만 명)

연간

2021

-0.6

0.8

-1.3 -0.9 -1.0 -2.0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0

60

-20

59

2) 계절조정
3) (실업자 +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 경제활동인구

-40

58

-60

4) (실업자 +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 잠재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 경제활동인구)
자료: 통계청

57

-80
-100
18.1

56
7

19.1

7

20.1

7

21.1

주: 1) 전년동월대비
2) 계절조정
자료: 통계청

<참고> 코로나19 3차 확산 이후 고용상황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지난해 12

용상황은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방역대책

월 이후 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가 대면서

강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부문별(산업,

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는 등 고용

종사상지위 등)로 회복양상이 차별화될 것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연말·연초에

으로 예상된다. 이에 코로나19 3차 확산 이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종료되고 사업

후의 고용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고용경로에

재개가 지연된 점도 최근 취업자수 감소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수 경로)
최근 고용충격의 특징을 감안할 때, 향후 고

취업자수(계절조정)는 코로나19 1차 확산기

그림 I-9. 부문별 취업자수 경로1)

인 지난해 3~4월 중 큰 폭 감소한 뒤 완만

12)

<산업별>

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금년 1월에는 3차 확

<종사상지위별>

9

제조업

상용직

건설업

임시·일용직

준까지 재차 감소하였다. 금년 1월 취업자

서비스업

비임금

대면서비스업2)

수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2월) 수준보다
3.7%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 4월의 감소
폭(-3.5%)보다 더 큰 폭이다.

(2020년 2월 = 100)

105

105 105

105

100

100 100

100

95

95

95

95

90

90

90

90

85

85

3차 확산 이후에도 숙박음식, 도소매 등 대
면업무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대폭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85
20.2

7

21.1

85
20.2

7

21.1

주: 1) 계절조정, 음영은 코로나19 확산기
2)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개인서비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8. 취업자수 경로1)

(실업 및 일시휴직)
(2020년 2월 = 100)

101

101

100

100

금번 3차 확산기에는 감염병 확산의 장기
화로 인해 노동시간 조정만으로 고용충격

99

-3.5%

-2.6%

-3.7%

99

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실업자와 일시휴

98

98

97

97

확산기에 기업이 즉각적인 채용 및 해고보

96

96

다 노동시간 조정을 통해 감염병 충격에 우

95

선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업보다 일시휴직

95
20.2

7

21.1

주: 1) 계절조정, 음영은 코로나19 확산기

직자13)가 동반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1차

이 크게 증가한 것과 차별화된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2) 취업자수(계절조정)가 감소한 기간을 코로나19 확산기로 정의하였으며, 1차 확산은 2020년 3~4월, 2차 확산은
2020년 9월, 3차 확산은 2020년 12월~2021년 1월로 설정하였다.
13) 미국은 일시휴직자 중 사업부진·조업중단 등에 의한 경우를 일시해고(temporary layoff)로 분류하여 실업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ILO 기준에 따라 일시휴직자(유급휴직 및 6개월내 복직 가능한 무급휴직)를
취업자로 분류함에 따라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2. 실물경제

산업별로 보면, 이전 확산기와 같이 감염병

고용원 있는 자영업

(2020년 2월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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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인해 지난해 4월 수준을 하회하는 수

표 I-4. 코로나19 이후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 규모1)
(만 명)

10

18~19년 20.3~4월

11월

12월

21.1월

실업자

106.8

105.7

117.0

125.7

151.9

일시휴직자

40.5

179.5

65.2

90.7

62.2

감소하였으며, 학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응답자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16)

그림 I-10. 구인·구직 및 구인배율 경로1)

주: 1) 계절조정, 기간 중 평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유효구인배율(우축)2)

유효구인(좌축)

유효구직(좌축)
(2020년 2월 = 100)

(노동수요 및 공급)

3차 확산 이후 기업의 구인활동(노동수요)

(배)

140

0.20

120

0.16

100

0.12

80

0.08

60

0.04

이 둔화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실
업자 및 일시휴직자가 구직활동(노동공급)
에 나서면서 노동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심
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수급 상황에 대

40

한 주요 평가 지표인 유효구인배율 을 보
면, 지난해 3~4월 중 큰 폭 하락한 뒤 상승
세를 보이다가 12월 이후 다시 하락하여 낮

0.00
20.2

14)

7

21.1

주: 1) 계절조정, 음영은 코로나19 확산기
2) 유효구인인원 / 유효구직자수
자료: 워크넷 구인구직통계

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15)도 크게 증
가하는 등 가계의 노동시장 참여도 크게 위
축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기충격 및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대면서비스업에
서 기업의 신규 채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
는 청년층(15~29세)에서 취업자수가 큰 폭

14) 유효구인배율은 유효구인인원/유효구직자수로 정의되며, 구인배율이 낮을수록 유휴노동력이 풍부함을 의미한다.
15) 구 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일자리·기술 부족 등으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가운데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정의된다. 구직단념자(계절조정)는 작년 2월
51.1만 명에서 금년 1월 70.0만 명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이다.
16) ‘쉬었음’ 응답자수(계절조정)는 2020년 2월 39.8만 명에서 2021년 1월 49.2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용악화로 인해

그림 I-11. 신규채용 및 청년층 취업자 경로1)

향후 고용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
<신규채용>

<청년층 취업자>

제조업

건설업

청년층(15~29세)

서비스업

대면서비스업2)

비청년층(30세 이상)

시휴직자의 복직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기
업 수익성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이

(2020년 2월 = 100)

130

100

102

100

100

98

98

96

96

94

94

100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이 컸던 대면서비
스업과 청년층의 업황 및 채용 부진 장기화
는 고용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70

70

40

40
20.2

7

21.1

92
20.2

다.

92
7

21.1

주: 1) 계절조정, 음영은 코로나19 확산기
2)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개인서비스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분기 중 증가 전환17)하였다. 이는 반도체 및 무
선통신기기 등 IT제품 수출 호조, 의약품 및 진

지난해 4/4분기 중 경상수지는 전년동기에 비

단키트를 중심으로 한 화공품 수출 증가폭 확

해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반도체 등 IT제

대, 연기되었던 선박 인도의 실행에 따른 선박

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상품

수출 증가 전환 등에 주로 기인한다. 특히 지난

수지 흑자폭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4/4분

해 12월 수출은 우리 기업의 스마트폰 조기 출

기 서비스수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여

시18)로 IT제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

행수지 적자폭 축소 및 하반기 이후 컨테이너선

으며, 금년 1월 이후 자동차·화공품 등 비 IT제

시황 회복에 따른 운송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품의 증가폭도 확대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

적자규모가 축소되었다. 4/4분기 본원소득수지

갔다.

는 흑자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수입(통관, 전년동기대비 기준)은 지난해 4/4
수출(통관, 전년동기대비 기준)은 지난해 4/4

분기 중 감소폭이 축소19)되었다. 원자재 수입 감

17) 수
 출(통관) 증가율(전년동월대비): 2020년 11월 3.9%(일평균 6.1%) → 12월 12.4%(7.7%) → 2021년 1월 11.4%(6.5%) → 2월
9.5%(26.4%)
18) 삼성전자 갤럭시S21의 출시가 금년 3월에서 1월로 당겨지며 지난해 12월 중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9.7%, 38.2% 증가하였다.
19) 수
 입(통관) 증가율(전년동월대비): 2020년 11월 -1.9%(일평균 0.2%) → 12월 2.2%(-2.1%) → 2021년 1월 3.6%(-1.0%) → 2월
13.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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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 100)

상된다. 먼저 코로나로 늘어난 실업자 및 일

소폭이 줄어들고 자본재 수입 증가폭이 확대되
었다. 소비재 수입은 승용차를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다. 금년 1월 수입도 자본재·소비재를
12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2월에는 원자재 수입
도 증가 전환하였다.

표 I-5. 경상수지
(십억 달러, %)

2020

2019
연간
경상수지
상품수지

연간

I

II

2021
III

IV

1월

2월

59.7 75.3 12.9

6.1

24.0 32.2

..

..

79.8 81.9 15.6

9.5 26.2 30.6

..

..

542.2 512.5 130.2 110.3 130.1 141.9 48.0 44.8

수출(통관)
(증감률1))

-10.4 -5.5 -1.9 -20.3 -3.5

수입(통관)

503.3 467.6 121.5 108.4 114.1 123.7 44.3 42.1
-6.0 -7.1

4.1

11.4

9.5

-1.9 -15.8 -8.7 -1.7

3.6

13.9

-26.8 -16.2 -6.1 -3.5 -4.3 -2.3

..

..

수입

103.8 90.1 23.2 20.2 20.9 25.8

..

..

지급

130.7 106.3 29.3 23.7 25.2 28.1

..

..

(증감률1))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12.9
이전소득수지

3.7

0.1

3.1

5.2

..

..

-6.1 -2.5 -0.3

12.1

0.0

-1.0 -1.2

..

..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그림 I-12. 일평균 통관수출
증감율(좌축)

일평균 수출액(우축)

(전년동기대비, %)

(억 달러)

30

24

25
20

22

15
10

20

5
0
18

-5
-10

16

-15
-20
-25

14
19.1

자료: 관세청

4

7

10

20.1

4

7

10

21.1

대20)되면서 원유수입물가 하락폭이 상당폭 축

3. 물 가

소21)되었다. 국내 공업제품가격 등에 간접적으
로 파급되는 비에너지 수입물가도 지난해 4/4
분기 중 환율 하락22)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확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 초반으로 상승

되었다가 금년 들어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가
확대23)되면서 하락폭이 축소24)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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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4분기와 금년 1
월 중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2월 중에는 1%대 초반으로 상당폭 높아졌다.

그림 I-14. 수입물가(원화 기준) 상승률

수요측 물가압력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

엔자 확산에 따른 농산물과 일부 축산물의 공급

비에너지(우축)

(전년동기대비, %)

3. 물가

원유(좌축)

나 국제유가 상승세 확대, 한파 및 조류인플루

(전년동기대비, %)

100

10

차질 등이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80

8

하였다.

60

6

40

4

20

2

0

0

그림 I-13.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

(%)

4

4

물가안정목표
2.0%

3

3

2

2

1

1

-20

-2

-40

-4

-60

-6

-80
18.1

-8
7

19.1

7

20.1

7

21.1

자료: 한국은행

국내요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
로 민간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등 수요측면의 물

0

0

-1
18.1

-1
7

19.1

7

20.1

7

21.1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가압력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비용측면에
서는 숙박·음식점 등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연관 업종의 임금상승률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지난해 4/4분기 중 전산
업 임금상승률은 제조업종에서 상여금 등이 증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을 요인별로 보면, 먼

가하면서 다소 높아졌다.

저 해외요인의 경우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가 확
20) 국제유가 상승률(두바이유 기준, 전년동기대비)은 지난해 3/4분기 중 -30.4%, 4/4분기 중 -28.5%에서 금년 1~2월 중
-3.5%로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21) 원유수입물가 상승률(원화 기준, 전년동기대비)은 지난해 4/4분기 중 -31.7%에서 금년 1월 중 -19.7%로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22) 원/달러 환율 변동률(전년동기대비)은 지난해 3/4분기 중 -0.5%에서 4/4분기 중 -5.0%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23) 비에너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률(S&P GSCI 기준, 전년동기대비)은 지난해 3/4분기 중 4.2%에서 4/4분기 중 12.1%로, 금년
1〜2월 중에는 23.1%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24) 비 에너지 수입물가 상승률(원화 기준, 전년동기대비)은 지난해 3/4분기 중 -2.7%에서 4/4분기 중 -3.7%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가 금년 1월 중에는 -2.1%로 축소되었다.

13

아졌으나 석유류가격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서

그림 I-15.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률1)

비스의 경우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
전산업

2)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전년동기대비, %)

14

아진 반면 공공서비스물가는 이동통신요금 지

(전년동기대비, %)

14

14

원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확대

12

12

되었다. 금년 1〜2월 중에는 농산물과 일부 축

10

10

8

8

6

6

게 확대되었으며 석유류가격 하락폭은 축소되

4

4

2

2

었다. 전기·수도·가스요금은 전기요금체계 개

0

0

-2

-2

-4

-4

-6
18.Ⅰ

-6
Ⅲ

19.Ⅰ

Ⅲ

20.Ⅰ

Ⅲ

산물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크

편29)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서
비스의 경우 공공서비스물가 하락세가 이어지
는 가운데 집세 및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은 다
소 높아졌다.

주: 1)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숙박·음식점 등 개인서비스 연관업종 단순평균
자료: 고용노동부

표 I-6.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

기타요인을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은 소비자물가

연간 연간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정부정책은 낮추는
요인으로 각각 작용하였다. 농축수산물가격은

2020

2019

소비자물가

I

II

III

2021
IV

12월 1월

2월

0.4 0.5 1.2 -0.1 0.6 0.4 0.5 0.6 1.1

농축수산물

한파의 영향으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가

-1.7 6.7 2.0 3.2 10.3 11.4 9.7 10.0 16.2

농산물

-3.0 6.4 -0.5 -0.3 12.3 14.5 11.3 11.2 21.3

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된 데다 조류인플루엔자

축산물

0.0 7.3 4.2 7.1 9.0 8.9 9.4 11.5 14.4

확산의 영향으로 달걀, 닭고기 등 일부 축산물

공업제품

-0.2 -0.2 2.0 -1.4 -0.5 -0.9 -0.9 -0.6 -0.7

석유류

-5.7 -7.3 10.5 -13.7 -10.7 -13.8 -12.6 -8.6 -6.2

가격의 오름폭도 커지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석유류제외

0.7 0.8 0.8 0.5 1.0 1.0 0.9 0.6 0.2

전기·수도·가스

1.5 -1.4 1.5 1.3 -4.3 -4.1 -4.1 -5.0 -5.0

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확대26)에 따른 물가하방

서비스

0.9 0.3 0.6 0.1 0.3 0.0 0.4 0.4 0.5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

집세

-0.1 0.2 -0.1 0.1 0.3 0.6 0.7 0.7 0.9

하 연장 이 추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집

공공서비스

-0.5 -1.9 -0.6 -1.8 -1.7 -3.5 -2.0 -2.1 -2.1

의 높은 오름세가 더욱 확대되었다.25) 정부정책

27)

세는 전월세(신규계약 기준) 상승28)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을 품목별로 보면,

개인서비스
생활물가

1.9 1.2 1.3 1.0 1.2 1.4 1.3 1.5 1.6
0.2 0.4 1.9 -0.2 0.5 -0.3 -0.1 0.3 1.2

식료품·에너지 제외 0.7

0.4 0.6 0.1 0.4 0.2 0.5 0.4 0.3

농산물·석유류 제외 0.9

0.7 0.8 0.5 0.8 0.7 0.9 0.9 0.8

자료: 통계청

4/4분기 중에는 농축수산물가격 상승률이 높
25) 자세한 내용은 「최근의 식료품가격 상승세 평가」 (2021년 2월 「경제전망보고서」 주요 현안점검, 한국은행)를 참조하기 바란다.
26) 지난해 12월 중 경기, 인천 지역에서 고교 1학년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27) 기존 5%에서 지난해 3〜6월 중 1.5%로 인하된 후 7〜12월 중 3.5%로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인하 조치가 연장되었다. 동 인하
조치는 지난해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금년 6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되었다.
28) 전·월세 상승률(한국부동산원 기준, 전년말월대비)은 2019년 중 -1.1%, 2020년 중 3.4%를 기록하였다.
29) 금년부터 시행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는 분기 단위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데, 금년 1/4분기에 적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은 지난해 9〜11월 중의 연료비와 기준연료비(2019년 12〜2020년 11월 평균 연료비)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림 I-17. 기조적 물가지표1)

그림 I-16.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품목별 기여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기여도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관리물가 제외)

(전년동기대비, %, %p)

경기민감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 %p)

3

3

1

1

0

0

-1

-1

15

(%)

3

3

2

2

1

1

0

0

-2
18.Ⅰ

Ⅲ

19.Ⅰ

Ⅲ

20.Ⅰ

서비스

석유류제외 공업제품

석유류

전기·수도·가스

Ⅲ

21.Ⅰ1)

농축수산물

주: 1) 1~2월 기준

-1
18.1

-1
7

19.1

7

20.1

7

21.1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I-18. 관리물가의 근원물가1)에 대한 기여도

기조적 물가지표 1% 내외 수준 유지
관리물가 기여도(우축)

근원물가(좌축)

(전년동기대비,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지난해 하반

(전년동기대비, %p)

2

1.0

1

0.5

0

0.0

-1

-0.5

-2

-1.0

기 이후 대체로 0%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내
고 있다.30) 근원물가가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
게 받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물가31)를 제외하고
근원물가 상승률을 보면 최근 1%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민감물가32) 상승률도 최근
1% 내외 수준을 나타내었다.

-3
18.1

-1.5
7

19.1

7

20.1

7

21.1

주: 1) 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30) 지난해 10월 중에는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하락(-0.3%)하였다.
31) 관리물가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학교급식 등의 가격을 의미한다. 관리물가 제외
근원물가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에서 관리물가를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32) 경기민감물가지수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의 구성품목 중 GDP갭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3. 물가

2

(%)

I.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2

-2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인플레이션 기대를 보면, 전문가그룹

경남36)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었

(Consensus Economics社33) 등)의 단기(향후

다.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최근 1%대 초반 수준으
16

로 소폭 높아졌다. 한편 전문가 장기 기대인플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지난해 4/4분기 중 상승

레이션은 1%대 중후반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

폭이 확대되었으며 금년 1〜2월 중 오름세가 이

며,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최근 2% 수

어졌다.

준으로 높아졌다.
표 I-7. 주택 매매·전세 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

그림 I-19. 기대인플레이션
2020

2019
1)

연간 연간

2)

일반인(향후 1년)

전문가(향후 1년)

Consensus 전문가 단기3)

Consensus 전문가 장기2)4)

(%)

4

3

2

2

1

1

III

IV

12월 1월

2월

-0.4 5.4 1.2 0.8 1.5 1.8 0.9 0.8 0.9

수도권

0.5 6.5 1.8 1.3 1.8 1.5 0.7 0.8 1.2

(서 울)
3

II

주택매매

(%)

4

I

2021

비수도권

1.2 2.7 0.6 0.0 1.4 0.6 0.3 0.4 0.5
-1.1 4.3 0.5 0.4 1.3 2.0

재건축매매 12.8 11.2 1.6
주택전세
수도권
(서 울)
비수도권

1.1

0.8 0.6

1.3 4.9 3.0 0.8 1.0 0.6

-1.3 4.6 0.7 0.5 1.3

2.1

1.0 0.7 0.6

-0.8 5.6 1.0 0.7 1.6 2.2 0.9 0.7 0.7
-0.4 3.7 0.7 0.3

1.1

1.5 0.6 0.5 0.4

-1.7 3.7 0.4 0.3 1.0 2.0 1.0 0.7 0.6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0

0
18.1

7

19.1

7

20.1

7

21.1

주: 1) 2018년 9월 이후는 신표본 기준
2) 분기 기준(조사시점은 매분기 첫 달)
3) 향후 1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
4) 5년 앞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
자료: 한국은행, Consensus Economics社

주택매매가격 오름세 지속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4/4분기 중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며 금년 1〜2월에도 높은 오름
세를 지속34)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금년 1월 중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기·인천35) 모두 상승폭
이 확대되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울산,
33) Consensus Economics社가 국내외 투자은행, 증권회사, 시장 조사 분석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34)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2020년 8월 0.5%, 9월 0.4%, 10월 0.3%, 11월 0.5%를 나타내었다.
35) 2월 전월대비 경기 1.6%(2020년 12월, 2021년 1월 각각 1.0%, 1.1%), 인천 1.2%(0.5%, 0.7%)를 나타내었다.
36) 2월 전월대비 부산 1.0%(2020년 12월, 2021년 1월 각각 2.1%, 1.3%), 울산 0.9%(2.5%, 1.5%), 경남 0.4%(1.3%, 0.7%)를
나타내었다.

단기시장금리 안정

4. 금융·외환시장

단기시장금리는 연말 자금수요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통화안정증권(91일)

국고채 금리 장기물 중심으로 큰 폭 상승

금리는 연말 환매를 앞둔 MMF의 투자수요 둔

속하였다.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2월 중 미국

년 들어 다시 기준금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경기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 주요국의 코로나

CD(91일) 금리는 연말 은행채(3개월) 금리 상

19 백신 공급 등으로 상승한 데 이어 금년 1월

승37) 등의 영향이 후행적으로 반영되면서 금년

들어서는 미 신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한 기대감

들어 상승하였다. CP(91일, A1등급) 금리는 신

및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영향, 코로나19 피해

용경계감 완화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

소상공인 지원 관련 국채 발행 확대 예상 등으

다.

로 추가 상승하였다(2월 24일 현재 1.85%). 다
만 10년물에 비해 기준금리의 영향을 상대적으

그림 I-21. 주요 단기금리1)

로 크게 받는 3년물의 경우 상승폭이 제한되었
CD(91일)

다(2월 24일 현재 1.01%).

CP(91일)

통화안정증권(91일)
(연 %)

(연 %)

2.5

2.5

2.0

2.0

1.5

1.5

1.0

1.0

0.5

0.5

그림 I-20. 국고채 금리 및 미국 국채 금리
국고채(3년) 금리

국고채(10년) 금리

미국 국채(10년) 금리
(연%)

(연%)

4

4

3

3

2

2

0.0

0.0
18.1

7

19.1

7

20.1

7

21.1

주: 1) 통화안정증권 금리는 민간신용평가사 평균, CD 및 CP 금리는
1

1

0
18.1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0
7

19.1

7

20.1

7

21.1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37) 2020년 중 대출재원 조달을 위한 만기 1년이내 은행채(특수은행채 포함) 발행물량이 큰 폭 증가한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환매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MMF 등 투자기관들이 보유한 단기 은행채를 상당폭 매도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4. 금융·외환시장

화 등으로 지난해 12월 하순 다소 올랐다가 금

I.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

17

월 중 은행 여신금리는 장단기 시장금리가 오른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상당폭 축소

데다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영향이 일부

18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주요국 코로나19 백신

반영되며 상승하였다. 다만 1월 중에는 연초 은

공급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완화, 회사채·CP 매

행채 등 단기 시장금리의 하락 영향 등으로 기

입기구(SPV)를 통한 시장 지원 , 연초 투자기

업대출금리를 중심으로 하락하였다. 수신금리

관들의 자금집행 등에 기인하여 우량물(AA-등

(신규취급액 기준)는 12월 중 보합세를 나타낸

급 기준) 및 비우량물(A-등급 기준) 모두 상당

후 1월에는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하락하였다.

38)

폭 축소되었다. 특히 우량물 신용스프레드는 2
월 24일 현재 31bp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

그림 I-23. 은행 여수신금리 및 여수신금리차

(2020년 1월 말 42bp)을 하회하였으며, 비우
여신금리(좌축)

량물 스프레드는 137bp로 코로나 19 이전 수준
(133bp)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

그림 I-22. 회사채 금리 및 신용스프레드1)
회사채(AA-, 3년) 금리

회사채(A-) -회사채(AA-)(좌축)

회사채(A-, 3년) 금리

회사채(A-) -국고채(좌축)

국고채(3년) 금리

회사채(AA-) -국고채(우축)

(연%)

(연%)

4.0

(bp)

4.0 180

<회사채금리>

3.5

3.5

3.0

3.0

2.5

2.5

2.0

2.0

1.5

1.5

1.0

1.0

0.5

0.5

0.0
19.1

0.0
7

20.1

7

21.1

수신금리(우축)

여수신금리차(우축)
(%, %p)

4.0

2.4

3.6

2.0

3.2

1.6

2.8

1.2

2.4

0.8

(bp)

120

<신용스프레드>

100

160

2.0
80

140

0.4
18.1

7

19.1

7

20.1

7

21.1

자료: 한국은행
60

120
40
100

80
19.1

주가 큰 폭 상승 후 등락

20
0
7

20.1

7

21.1

주: 1) 3
 년물 기준, 국고채 금리는 최종호가수익률, 회사채 금리는
민간신용평가사 4개사 평균
자료: 금융투자협회

주가(KOSPI)는 지난해 12월 중 미국의 추가 경
기부양책 합의, 국내외 경제지표 호조 및 코로
나19 백신공급 진전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
며 큰 폭 상승하였다. 금년 1월에도 주요국의 코
로나19 관련 봉쇄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

은행 여신금리 상승 후 하락, 수신금리 하락

국 신정부의 재정지출확대 기대, 개인투자자의
적극적 매수세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은행 여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12월

최고치를 경신(1월 25일 3,209)하였다. 다만 1

중 상승하였다가 금년 1월 들어 하락하였다. 12

월 말 이후에는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 상승

38) 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매입기구(기업유동성지원기구 SPV)의 운용기간을 당초 2021년 1월
13일에서 2021년 7월 13일까지로 연장하고 비우량채(A~BBB) 매입비중을 확대하기로 발표(2020년 12월 24일)하였다.

요인과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감 등 하락 요인

그림 I-25. 외국인 채권 보유증감1) 및 보유잔액1)

의 영향을 받으며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주가
보유증감(좌축)

변동성지수(V-KOSPI)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가 1월 중 주로 대외 요인에 영향 받으면서 상

보유잔액(우축)

(조 원)

(조 원)

10

165

19

8

승하였으나 2월 들어 소폭 하락하였다.

6

2

그림 I-24. 코스피 및 주가변동성지수

125

0
-2

코스피(좌축)

V-KOSPI(우축)

-4

(1980.1.4 = 100)

80

3,000

65

2,600

50

2,200

35

-8
-10
18.1

85
7

19.1

7

20.1

7

21.1

주: 1) 2021년 2월은 24일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주가 급등에
1,800

20

1,400

5
18.1

7

19.1

7

20.1

7

21.1

자료: 코스콤

따른 해외 연기금 등의 포트폴리오 조정 및 차
익실현 등으로 순매도로 전환되었다. 금년 1월
에도 소폭 순매도를 이어가다가 하순 이후 미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매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다만, 2월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 전환, 주식투자 큰 폭

들어서는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감소

순매도 규모가 축소되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주식은 상당폭 감소

그림 I-26. 외국인 주식 순매수1)2) 및 보유비중1)3)

했으나 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
순매수(좌축)

로는 투자규모가 확대되었다.

보유비중(우축)

(조 원)

(%)

10

채권투자는 지난해 12월까지 만기도래자금 재

37
36

5

35

투자 지연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나 금년
들어서는 주요 투자자의 자금집행 개시 등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34
0

33
32

-5

31

2월 24일 현재 외국인 채권보유잔액은 사상 최
대 수준인 160.7조 원을 기록하였다.

30
-10

29
28

-15
18.1

27
7

19.1

7

주: 1) 2021년 2월은 24일 기준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합계
3) 시가총액 기준
자료: 코스콤

20.1

7

21.1

4. 금융·외환시장

3,400

105

-6

I.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45

4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

표 I-8. 기업의 자금조달
(기간 중 말잔 증감(조 원), %)

20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해 4/4분기 중 중소기

2019

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중소

연간

19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정부·은행의 금

기업
대출

융지원39)도 이어지면서 상당폭 증가하였다. 다

Ⅱ

Ⅲ

1월1)

‥
‥

은행

47.7 110.8 34.3 44.5 19.6 12.4 10.0

대기업

-1.8 20.9 15.6 10.9 -0.8 -4.8

3.4

49.4 90.0 18.8 33.6 20.3 17.2

6.6

42.5 58.8 12.9 18.4 13.4 14.2

‥

15.8 15.5

2.9

7.8

3.0

1.7

2.2

기업대출은 전년 말 일시상환되었던 대출의 재

회사채순발행
직접
CP순발행5)
금융
주식발행6)

취급,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대출수요 등으로

주: 1) 2021년 1월 은행 기업대출은 한국은행 속보치 기준

4)

였다. 한편 금년 1월 중 은행의 대기업 및 중소

Ⅳ

(9.0) (15.5) (11.4) (14.7) (15.6) (15.5)

비은행3)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으로 감소하

I

90.2 169.6 47.2 62.9 32.9 26.6

중소기업

만 대기업대출은 유동성 확보 수요 둔화, 연말

연간

2021

(증감률2))

전체

기업대출은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코로나

2020

-1.3

0.6

4.7

-2.0 -0.9 -1.3

2.3

6.3

11.0

0.7

1.7

1.5

3.5

5.1

2) 대출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모두 큰 폭 증가하였다.

3) 상호금융·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기준
4) 일반기업 공모회사채(ABS 제외, P-CBO 포함) 기준
5) 증권·종금사·은행신탁 할인분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면

6)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회사채는 지난해 4/4분기 중 기관의 연말 투자
수요 감소 등으로 순발행 규모40)가 축소되었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나 금년 1월 중에는 연초 기관의 자금집행 등으
로 큰 폭 순발행되었다. 주식은 일부 기업의 대
규모 유상증자 및 기업공개의 영향으로 발행규

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 기준)은 주택관련 자금수

모가 확대되었으며, CP는 4/4분기 중 기업의

요 확대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으로 순
상환되었다가 1월 중 발행이 재개되면서 상당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4/4분기 중 증가규모

폭 순발행되었다.

가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
거래 증가로 관련 자금수요가 크게 확대된 데다
기승인된 집단대출 실행도 늘면서 증가폭이 확

39)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다.
40) 신용등급별로 보면 지난해 4/4분기 중 우량물은 순상환되었으며, 비우량물은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지원 등으로
순발 행되었다. 금년 1월 들어서는 연초 기관의 자 금 운 용 재개로 회사채 투 자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량 물 을 중 심으 로
순발행되었다. 회사채 신용등급별 순발행 규모(공모, 일반기업 기준, ABS 및 P-CBO 제외)는 다음과 같다.
(조 원)

구분

2020

2019

2021

연간

연간

I

Ⅱ

Ⅲ

Ⅳ

1월

우량물(AA등급 이상)

9.8

10.9

3.0

6.4

2.2

-0.7

1.9

비우량물(A등급 이하)

6.1

0.5

-0.1

-0.2

-0.6

1.4

0.1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대되었다. 기타대출도 주택매매 및 전세 자금수

원/달러 환율 등락

요에다 주식투자 및 생활자금 관련 수요가 더해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에도 하락세를 이

이어갔다. 금년 1월 중에도 가계대출은 이러한

어갔으나 금년 1~2월 중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예년에 비해 증가규모

나타내었다. 경상수지 흑자42), 코로나19 백신

가 크게 확대되었다.

기대 등에 따른 위험선호심리의 영향으로 2020
년 12월 초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며 연 중 최저
치(2020년 12월 4일 1,082.1원)까지 하락하였

의 가계대출은 생활자금 수요가 늘면서 상호금

다가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투자심

융 및 새마을금고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

리 등의 영향을 받으며 등락하였다. 금년 들어

이 확대되었다.

서는 미 경제 회복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라
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선 데
다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 외환수요 증가 요인

표 I-9.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기간 중 말잔 증감(조 원), %)

2020

2019
연간

연간

Ⅰ

Ⅱ

Ⅲ

Ⅳ

2021

19 확산 추이, 미 경기부양책 전개 양상 등에 영

1월1)

향을 받으며 원/달러 환율과 유사한 움직임을

56.3 108.1 20.3 18.3 32.1 37.5

‥

(4.9) (9.0) (6.4) (6.5) (7.8) (9.0)

‥

60.7 100.5 22.6 18.0 29.0 30.9

7.6

주택담보대출

45.8 68.3 18.4 13.9 16.6 19.3

5.0

기타대출

14.9 32.2

전체
(증감률2))
예금은행3)
3)4)

이 더해지며 반등하였다. 원/엔 환율도 코로나

4.2

4.1

12.3 11.5

2.6

보였다.

그림 I-27. 원/달러, 원/엔1) 및 위안/달러2) 환율

비은행 예금취급기관3) -4.5

7.6

-2.3

0.2

3.1

6.6

‥

원/달러(좌축)

상호금융

0.6

6.0

-0.9

1.1

2.1

3.7

‥

위안/달러(우축)

신용협동조합

-0.8 -0.7 -0.7 -0.4 -0.1

0.5

‥

새마을금고

-6.8 -3.2 -1.5

-1.3 -0.8

0.4

‥

상호저축은행

2.6

0.9

1.8

2.0

‥

기타5)

-0.1 -0.1 -0.1 -0.1

0.0

0.1

‥

5.5

0.8

주: 1) 한국은행 속보치 기준

원/100엔(좌축)

(원)

(위안)

1,300

7.4
7.2

1,200
7.0
1,100

6.8

2) 대출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포함

6.6

1,000

4)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
6.4

관련대출을 포함
5) 신탁계정 및 우체국예금

900
6.2

자료: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800

6.0
18.1

7

19.1

7

20.1

7

21.1

주: 1) 하나은행 당일 최종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
2) 역외(CNH)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하나은행, Reuters

41) 은 행 신용대출은 2020년 3/4분기 중 11.5조 원 증가한 데 이어 4/4분기에도 10.2조 원 증가(2019년 4/4분기 중 +5.4조
원)하였다. (자료: 금융감독원)
42) 2020년 9월 103.4억 달러 → 10월 115.5억 달러(2017년 9월 이후 최대) → 11월 91.8억 달러 → 12월 115.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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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신용대출41)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금년 1월 말경 미 증

그림 I-29. 내외금리차1) 및 스왑레이트

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확대
43)

내외금리차(3개월물)

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0.30%44) 내외에서

스왑레이트(3개월물)

(%, %p)

22

등락하였다.

그림 I-28. 원/달러 환율 변동성1)
(%)

(%)

4

(%, %p)

2

2

1

1

0

0

-1

-1

-2

-2
-3

4

3

3

-3

2

2

-4
18.1

-4
7

19.1

7

20.1

7

21.1

주: 1)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3개월물) - LIBOR(3개월물)
자료: 한국은행
1

1

0

0
18.1

7

19.1

7

20.1

7

21.1

유동성 증가세 지속, 금융상황지수 상승

주: 1) 전일대비 변동률
자료: 한국은행

M2(광의 통화) 증가율(평잔, 전년동월대비)은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9%대의
스왑레이트(3개월물)는 지난해 12월 중 연말 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한편 2021년 1월 중

반 규제비율 관리 등을 위한 은행들의 보수적인

금융상황지수45)는 큰 폭의 주가 상승 등의 영향

외화자금 운용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락하기도

으로 9월보다 상당폭 높아졌다.

하였으나 이후 동 요인이 해소되면서 반등하여
금년 들어서는 -0.10% 내외에서 등락하였다.

43) GameStop 등 비우량 주식에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헤지펀드들이 주가 급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 이후 아시아 주요 증시에서
보유주식 매도를 통해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로이터 통신)
44) 코로나19 위기 직전 해인 2019년 연평균 수준이다.
45) 금 융상황지수(Financial Conditions Index)는 금융여건의 완화 또는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지수로서 금융상황 판단 시
중시되는 금리, 환율, 주가 등 6개 금융변수를 가중 합산한 후 표준화하여 산출하였다.

그림 I-30. 주요 통화지표1) 증가율
M1(좌축)

M2(우축)

(전년동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12

21

10

14

8

7

6

7

19.1

7

20.1

7

12

주: 1) 평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I-31. 금융상황지수1)
3

3

2

2

완화

1

1

0

0

-1

-2
12

-1

긴축

-2
13

14

15

16

17

18

19

20

주: 1) 장기균형 수준인 0을 상회(하회)하면 완화적(긴축적)임을
의미(분석대상기간: 2000년 1월~2021년 1월)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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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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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반등하는
모습이다.

참고 I-1.
24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최근 물가동향 점검
2020년 5월 VS 2020년 1월

및 평가

2021년 1월 VS 2020년 5월
2021년 1월 VS 2020년 1월
(%p)

(%p)

2

2

1

1

0

0

-1

-1

-2

-2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1년간(2020년 2월~2021
년 1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 국제유가 하락1) 등으로 상당
폭 둔화되었다.

2021년 및 2020년 1월의 소비자물가1) 상승률2) 비교

-3

-3

(2021년 1월, %)

한국

3

2021년 1월 상승률과
2020년 1월 상승률 간의 차이(   )3)

미국

유로지역

영국

일본

주: 1)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간 차이
자료: 통계청, OECD, Eurostat

2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미국

1
유로지역

영국
한국

45°

0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유로지역

(전년동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3

3

2

2

1

1

0

0

-1

-1

일본

-1
-1

0

1

2

3
(2020년 1월, %)

주: 1) 한국, 미국, 일본은 CPI, 영국은 CPIH,유로지역은 HICP 기준
2) 전년동월대비 기준
3) 다음 그림의 ◇에 해당
자료: 통계청, OECD, Eurostat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5월 중 코로나19 충
격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가,2) 6월 이후
글로벌 경기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2

-2
20.1

4

7

10

21.1

자료: 통계청, OECD, Eurostat

1)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배럴당 42.2달러(연평균 기준)를 기록하며 전년(63.2달러)에 비해 33.2% 하락하였다. 지난해
1월 중 63.8달러(월평균 기준)에서 4월 중 23.3달러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5월(31.6달러) 중 상승 전환하여 금년 2월 중에는
60.4달러로 높아졌다.
2) 지난해 2~5월 중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물가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및 주요국 물가동향
점검」(2020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하에서는 지난해 6월 이후 기간을 중심으로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차이에 대한 기여도1)

나라와 주요국의 물가동향을 에너지, 식료품 및 서
(2020년 5월 vs 2020년 1월)

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최근의 기대인플
레이션 동향 및 향후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에 관
한 논의를 점검해 보았다.

에너지

기타

소비자물가 상승률 차이

서비스

(%p)

25

(%p)

1

1

0

0

-1

-1

-2

-2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지난해 2~5월 중 대다수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는
데, 이는 국제유가 급락으로 에너지가격이 큰 폭으

-3

-3
한국

미국

유로지역

영국

일본

로 하락하고 대면서비스 관련 물가의 상승률이 상
(2021년 1월 vs 2020년 5월)

당폭 둔화된 데 기인하였다. 식료품가격의 경우 동
기간 중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는 봉쇄조치로 인
한 생산 차질 및 비축수요 증가 등으로 오름폭이 확

식료품

에너지

기타

소비자물가 상승률 차이

서비스

(%p)

(%p)

2

2

1

1

0

0

대된 반면, 봉쇄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우리나라
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1

-1
한국

미국

유로지역

영국

일본

주: 1)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차이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
자료: 통계청, OECD, Eurostat

지난해 6월 이후의 우리나라 및 주요국 물가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가격의 경우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일본3)을 제외한 대다
수 국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은 지난해 2월
부터 5월까지 11.8% 하락하였다가 6월부터 금년 1
월까지 4.9% 반등하였다.4)

3) 일본의 경우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8%→10%)에 따른 효과가 2020년 10월부터 사라진 가운데 국제유가의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파급 시차가 여타 주요국에 비해 길게 나타나면서 에너지가격은 지난해 5월 대비 여전히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효과는 2020년 10월 이후 일본 식료품가격의 하락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4) 지난해 7월 도시가스요금 인하의 영향을 제외하면 지난해 6월 이후의 에너지가격 상승폭은 4.2%p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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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동향)

식료품

에너지가격 상승률

식료품가격 상승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유로지역

(전년동월대비, %)

26

(전년동월대비,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유로지역

(전년동월대비, %)

16

16

8

8

0

0

(전년동월대비, %)

10

10

8

8

6

6

4

4

2

2

0

0

-8

-8

-16

-16

-24

-24
20.1

4

7

10

21.1

-2

-2
20.1

4

7

10

21.1

자료: 통계청, OECD, Eurostat

자료: 통계청, OECD, Eurostat

식료품가격의 경우 여타 주요국에서는 지난해 하반

서비스물가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약한 수요측

기 중 상반기에 비해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축소된5)

물가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낮은 오름세를 이어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여건 악화 및 최근 조류

다.7) 특히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은 호텔·

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높은 오

항공 등 대면서비스 관련 물가의 경우 지난해 하반

름세를 이어가면서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기 이후에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

작용하였다.6)

습이다.

5) 이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가정용 식재료 수요증가, 강화된 위생규정으로 인한 비용상승, 물류 차질에 따른
공급감소 등과 같은 상반기 중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였던 요인의 영향이 완화된 데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 또한 독일의 생필품
관련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2020년 하반기 중 7%에서 5%로 인하)와 같은 정부정책에도 일부 기인하였다.
6) 자세한 내용은 「최근의 식료품가격 상승세 평가」(2021년 2월 「경제전망보고서」 주요 현안점검, 한국은행)를 참조하기 바란다.
7) 국
 가별 서비스물가 상승률 수준의 차이는 소비자물가지수의 구성품목 및 가중치 차이에도 일부 기인한다. 예를 들어,
자가주거비는 미국의 경우 서비스 품목에 포함되지만 우리나라와 유로지역의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주거비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가주거비(24.2%)를 포함하여 32.1%(2020년 기준)로 큰 반면, 자가주거비가 공식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나라와 유로지역의 경우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4%, 6.6%로 작은 편이다.

서비스물가 상승률

주요 대면서비스업종의 물가상승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유로지역

(전년동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2

-2
20.1

4

7

10

자료: 통계청, OECD, Eurostat

유로지역

(전년동월대비, %)

16

<호텔숙박료1)>

8

8

0

0

-8

-8

-16

-16

-24

-24

-32

-32
-40

-40

21.1

20.1

4

7

10

21.1

주: 1) 영국의 금년 1월 상승률(2.4%)이 다소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통상적인 1월 할인이 올해 미실시된 데 주로 기인

(전년동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16

16

<항공료1)2)>

8

8

0

0

-8

-8

-16

-16

-24

-24
-32

-32
20.1

4

7

10

21.1

주: 1) 한국은 국내항공료 기준
2) 영국의 2020년 12월 상승률(6.4%)이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기저효과(2019년 12월 상승률 –8.4%)에 주로 기인
자료: 통계청, OECD, Eurostat, ONS

한편,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시
행한 정부정책은 서비스물가에 대한 추가적인 하
방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이
동통신요금 지원, 독일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
8)

, 영국의 음식점 가격보조 및 접객업(hospitality

sector)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 일본의 한
시적 숙박·외식 관련 국내여행비 지원 등이 서비스

8) 지난해 하반기 중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독일의 부가가치세 인하 정책이 금년 들어 종료되면서 금년 1월 중 유로지역의
서비스물가 상승률 확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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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일본

16

2

2

미국

영국
(전년동월대비, %)

4

4

한국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였다.9)

주요국의 금융시장기반 기대인플레이션지표(BEI)1) 추이

서비스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한국

미국

이탈리아

호주

독일

(%)

28

(%)

한국

· 이동통신요금 인하(2020년 10월): 만16~34세 및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 지원

2.5

2.5

독일

· 부가가치세 인하(2020년 7~12월): 의료·문화· 숙
박의 경우 7%에서 5%로 인하

2.0

2.0

1.5

1.5

영국

· EOHO(Eat-Out-to-Help-Out): 50% 외식 할인
쿠폰 한시 지원(2020년 8월)
· 음식점·극장·호텔 등 접객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
하(20% → 5%, 2020년7월~2021년3월)

1.0

1.0

일본

· Go-to-Campaign: 여행관련 숙박·외식비 할인
(2020년 7~12월)

0.5

0.5

0.0

0.0

스페인

· 임대료를 감면한 주택소유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0.5

-0.5
자료: IMF, Financial Times, 각국 정부 정책자료

20.1

4

7

10

21.1

주: 1) 10년물 기준

(기대인플레이션 동향)

자료: Bloomberg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및

한편, 주요국의 재정정책과 기대인플레이션 간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 등이 금융시장에 반영되면

관계를 보면 코로나19 대응 재정확대 규모12)와 BEI

서 주요국의 금융시장기반 기대인플레이션 지표인

상승폭13)이 대체로 비례하는 모습이다.

BEI(break-even inflation, 10년물 기준)10)가 대체
로 지난해 3월 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BEI는 최근 바이든 정부
의 대규모(1.9조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백신
접종 개시에 따른 경기개선 기대감 상승 등의 영향
이 가세하면서11) 금년 들어 2%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9) 한편, 추후 이러한 정부정책의 종료는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0) 명목국채수익률과 물가연동국채수익률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11) 기
 대인플레이션 상승 외에도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한 투자자금의 물가연동국채 순유입 및 명목국채 순유출(수급요인), 유가
상승, 위험선호 확대 등도 최근의 BEI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2) IMF(2021년 1월, 「Fiscal Monitor Update」)가 2020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재량적 재정확대 규모(additional spending and
forgone revenue in areas other than health)로 기존의 누진세제나 실업급여와 같은 자동안정화장치에 따른 재정확대 규모를
넘어서는 부분을 의미한다.
13) 재
 량적 재정확대 규모 집계 기준일이 2020년 말인 점을 감안하여 2020년 3월 대비 12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폭을
이용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재정확대1)와 기대인플레이션(BEI) 변화2)

서베이기반1)2) 기대인플레이션

(BEI 상승폭2), %p)

미국

1.5

한국

(%)

(%)

4

4

<전문가(5년 앞)>

29

호주
미국

3

3

2

2

1

1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0.5

독일

한국

영국
스웨덴

브라질

0.0
0

5

10

15

20

(재량적 재정확대 규모, GDP대비%)

0

0
20.1

주: 1) 재량적 재정확대 규모(자동안정화장치에 따른 재정확대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 보건분야 지출 제외)

4

7

10

21.1

(%)

(%)

4

4

<일반인(향후 1년)>

2) 2020년 3월 대비 12월의 BEI 상승폭
자료: IMF, Bloomberg

서베이기반 기대인플레이션은 금융시장기반 지표

3

3

2

2

1

1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
운데 최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모습
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전문가 장기 기대인
플레이션(5년 앞)이 지난 1년여간 큰 변동 없이 대
체로 2% 근처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0

0
20.1

4

7

10

21.1

주: 1)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향후1년)의 경우 미국은 University
of Michigan, 한국은 한국은행 조사 기준이며, 전문가 장기

반면,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향후 1년)은 최
근 국제원자재가격 및 식료품가격 오름세 확대, 백
신접종 및 확장적 정부정책에 따른 경기개선 기대

기대인플레이션(5년앞)은 Consensus Economics社 조사 기준
2) 조사 주기는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향후1년)의 경우 월, 전문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5년 앞)의 경우 분기(매분기 첫 달)
자료: 한국은행, Consensus Economics, University of Michigan

감 고조 등의 영향으로 높아졌다.14)

14) 주요국 중 2021년 1월 이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미국의 미시간대학 서베이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12월 중 2.5%에서 금년 들어 1월 중 3.0%, 2월 중 3.3%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서베이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2020년 10월 이후 1.8%를 유지해오다가 금년 2월 중 2.0%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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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눌렸던 수요의 분출 가능성,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기대인플레이션 변화폭1) 비교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한국

미국

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으나, 중장기 시계에

(%p)

30

서의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는

(%p)

1.5

1.5

1.0

1.0

모습이다.15)

일부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그에 따른 유동성
0.5

0.5

증대,16)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 등이 상방압력으
로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0.0

0.0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17)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
기부양책,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AIT) 도입에 따

-0.5

-0.5
BEI2)(10년)

전문가(5년)

일반인(1년)

주: 1) 2021년 2월 지표와 2020년 3월 지표의 차이
2)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Consensus Economics, University of

른 인플레이션 용인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인플레이
션 위험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
다.

Michigan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안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

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
션에 대한 대응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고용상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 등에 따른 경기개선 기대감

황 부진 지속, 유휴생산력, 경제구조 변화18) 등을 감

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기반 기대인플레이션과

안할 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크지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최근 상승하면서 향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9)

후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
고 있다. 경기개선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이후 억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에 따른 불

15) J ames, Brunnermeier, and Landau(2021년 3월)는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일시적(one-off)이어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이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장기화되지 않고 정상화된다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Rogoff(2021년 3월)는
세계화가 약화(reversal of globalization)되거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저해될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인플레이션 동학이 장기 기대에 크게 영향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연수요 분출(pent-up
demand),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16) S
 ummers(2021년 2월)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1.9조 달러)은 현재 미국의 GDP갭 대비 최소 3배에 달하는
과도한 규모(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GDP갭 대비 0.5배)로 향후 인플레이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Blanchard(2021년 2월) 등도 이러한 평가에 동조하였다.
17) 최
 근 들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금년 중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Weidmann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올해 연말 3%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2021년 2월 12일), 영국에서도 최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연말경 2%를 상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Financial Times, 2021년 2월 17일).
18) 디
 지털경제 가속화, 자동화·무인화 확대, 인구고령화 등을 들 수 있다. Gopinath(2021년 2월)도 자동화 및 시장경쟁 심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국 내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19) P
 owell 연준의장(2021년 1월)은 이연수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agarde ECB 총재(2021년 2월)도 급격한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신
접종 등에 따른 빠른 경기회복, 경제활동 정상화와
함께 그간 억눌린 수요의 분출(pent-up demand)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으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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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다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충격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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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시장금리

참고 I-2.
국고채(3년)

국고채(10년)

통화증권(91일)

기준금리

(연 %)

32

(연 %)

2.0

2.0

1.5

1.5

1.0

1.0

0.5

0.5

최근 장기금리 현황 및 평가

국내 장기시장금리(국고채 10년물)는 지난해 8월
이후 대체로 꾸준히 상승하여 금년 2월 말에는 지
난해 7월 말에 비해 66bp 높은 1.96%까지 상승
하였다. 장기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장단기금리차

0.0

0.0
20.1

도 확대되어 2021년 2월 중 일평균 장단기금리차
는 135bp로 장기평균(2011년 1월~2020년 12월 중

7

21.1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66bp)을 큰 폭으로 상회1)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
근의 장기금리 상승 배경을 살펴보고 과거 및 주요

장단기금리차

국과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장기금리의 움직임을
국고채(3년)-통화증권(91일)

평가해 보았다.

국고채(10년)-통화증권(91일)

(bp)

(bp)

150

150

130

130

110

110

90

90

70

70

50

50

30

30

10

10

-10

-10

-30
20.1

-30
4

7

10

21.1

자료: 금융투자협회

1) 최근 우리경제가 코로나19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 경기국면상의 경기수축기(56bp)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재의 장단기금리차는 상당히 큰 편이다.
(bp)

경기국면별1)2)

장기
평균1)

확장기

수축기

국고(10년) - 통안(91일)

66

75

56

국고(3년) - 통안(91일)

22

24

20

50

국고(10년) - 국고(3년)

44

51

35

85

주: 1) 2011년 1월~2020년 12월 중
2) 통계청 발표 기준
3) 2021년 2월 중 평균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자체시산

현수준3)

135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 배경)

미 인플레이션 예상 및 미 중장기 국채 순발행 규모

지난해 8월 이후의 국내 장기금리 상승은 미 금리

CPI

중장기채 순발행규모

PCE

연준 매입규모

상승, 국내외 경기지표 개선 및 위험회피심리 완화,
국고채 수급부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우선 미 국채금리가 지난해 8월부터 대규모 경기부

3.0

2.5
2.0

2.5

1.5

2.0

1.0

양 기대2) 및 이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가 선반영되면

1.5

서 큰 폭 상승하였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추가적인

1.0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3), 백신 보급 등으로 경기회

33

(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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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보인다.

연준 제외 시장참가자 매입규모
(%)

0.5
0.0

0.5

-0.5

복 기대가 강화된 데다 수요와 공급 측면의 물가상
0.0

승압력 증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4),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미국 중장기 국채 순공급 전

-1.0
19.Ⅰ Ⅲ 20.Ⅰ Ⅲ 21.Ⅰ Ⅲ

11

13

15

17

19 20

자료: Bloomberg, 미 재무부

망 등도 더해지면서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하였다.5)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
의 국채금리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
함에 따라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장기금리가 미 국채금리
움직임에 동조6)하여 상승하였다.

2) 지난해에는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10월 대선 이전) 및 신 정부의 재정확대 전망 등이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금년 들어서는 Blue wave 현실화,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규모(약 1.9조 달러) 발표 등이 장기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4) 미국 개인저축 잔액이 장기추세의 2배 수준에 달해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민간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요
원자재 가격과 선박운임 등 생산비용 상승도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PCE물가지수 상승률은 1% 초중반
수준(2020년 12월 1.3%)을 나타내었으나 물가연동국채에 반영된 BEI(break-even inflation)은 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5) 2020년 8월~12월 중 미 국채(10년) 금리는 38bp 상승하였으며 금년 2월 말까지 49bp 추가 상승하여 2월 말 현재 1.40%를
기록하였다.
6) 2
 011년 1월~2020년 12월 중 일별기준 미 국채와 국고채 10년물 금리 간 상관계수는 0.57(지난 3년 중으로는 0.83)이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금리가 높은 동조성을 보이는 것은 경기측면 뿐만 아니라 금리차에 따른 글로벌 채권투자 수요 변화
등에도 기인한다.

주요국 장기금리1) 변동

미국 및 국내 장단기금리차
국고채(10년)-통화증권(91일)

(bp)

116

뉴질랜드

34

(bp)

400

400

300

300

200

200

100

100

110

호주

89

캐나다

87

미국

72

영국

66

한국

30

중국

2020년 8월~2021년 2월 중
26

독일

0

미국채(10년)-미국채(3개월)

(bp)

30

60

90

120

주: 1) 국채 10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금융투자협회

0

0

-100

-1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주요국 장단기금리차의 변화를 보더라도, 2020년
8월~2021년 2월 중 미국이 73bp(국채 10년 - 3

2020년 8월~2021년 2월 중 주요국 장단기금리차
변동폭1)2)

개월 기준), 캐나다가 70bp, 호주가 69bp, 영국이
48bp 확대되었다. 주요국과 미국의 장단기금리차

(bp)

80

가 동반하여 확대되면서 이들 국가 장단기금리차

60

간 양(+)의 상관관계도 대체로 강화7)된 것으로 나

40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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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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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국채(10년-3개월) 기준, 3개월물 금리가 없는 뉴질랜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은 정책금리 기준
2) 월중 일평균 기준
자료: Bloomberg, 금융투자협회

7) 지난해 이후 미국과 주요국의 장단기금리차 간 상관계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한국
2020년 3월~7월 중

0.36

2020년 8월~2021년 2월 중

0.95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0.31

0.67

0.62

0.87

0.94

0.99

0.91

0.87

또한 국내외 일부 경기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8)되

(종합평가)

고 지난해 11월 이후부터는 미 대선 불확실성 감소,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위험회피심리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가 완화된 점도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있는 국내 장기금리 상승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및
인플레이션 기대에 따른 주요국 금리 상승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국고채 발행

에서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확대로 인한 국내 수급요인 등이 더해진 데 주로 기

점9)도 장기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4차례의 추경 등으로 국고채 발행규모
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금년에도 본예산안

향후에도 국내 장기금리는 주요국의 재정·통화정책

기준으로 지난해 수준의 국고채 발행이 예정되

과 코로나19 추이, 그에 따른 이들 국가의 국채금리

어 있는 데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

움직임, 국내 경기 회복세 및 국고채 수급 상황 등에

응을 위한 추경 편성으로 국고채 발행물량이 추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확대될 가능성 등이 더해지면서 수급부담이 지속되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11)

10)

고 있다.

국고채 발행추이1)
총발행

순발행

(조 원)

(조 원)

200

200
174.5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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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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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0

50

0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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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21e

주: 1) 2021년 본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8) 2020년 3/4분기 국내 GDP 성장률은 1.9%(전기비)로 시장 예상치(1.7%)를 상회하였으며 일평균 수출도 개선(2/4분기 16.5억
달러 → 3/4분기 18.6억 달러)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20년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비 연율 33.1%)과 개인소비(0.5%)
모두 예상치(각각 32.0%, 0.4%)를 상회하였다.
9) 지
 난해에는 제4차 추경 편성(2020년 8월), 2021년 대규모 정부예산안 발표(2020년 12월) 등이 국고채 수급 우려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0) 2
 021년 확정 본예산 기준 국고채 총발행 예정액은 176.4조 원으로 지난해 1~4차 추경이 반영된 국고채 총발행액 174.5조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11) 한
 국은행은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국고채 발행규모가 상당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2월 26일 총 5~7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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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주식가격 상승률

참고 I-3.
2018

2019

2020년(3월 말 대비 1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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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격 상승 배경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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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주택가

30

30

격, 주가 등 자산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20

20

10

10

0

0

지속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자산가격 상승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
로 나타난 모습이지만, 국내 자산가격의 상승속도
는 상당히 빠른 편이다. 이하에서는 최근 국내 주택
및 주식 가격의 상승 배경을 공통요인과 시장별 요

-10

-10

-20

-20
-30

-30
한국

독일 캐나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홍콩

대만

자료: Bloomberg

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자산가격 상승에 있어 글

(공통요인)

로벌 공통요인과 각국별 요인이 미친 영향의 정도
를 추정해 보았다.

최근 국내 자산가격 상승에는 국내외 거시금융정
책의 완화 기조와 경제주체의 자산가격 상승에 대
한 낙관적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먼

국가별 주택가격1) 상승률

저,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이 초저금리 및 유동
2018.4/4분기

2020.3/4분기3)

2019.4/4분기

(%, 전년 4/4분기 대비)

성 확대 기조를 유지하였다. 2020년 3월 이후 코로

(%, 전년 4/4분기 대비)

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10

10

8

8

6

6

4

4

2

2

은행도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두 차례

0

0

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 인하(1.25% → 0.50%)

주요국 중앙은행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유지1)하는 가운데 매입대상 증권 확대 등을 통해 자

-2

-2
한국2)

독일

캐나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주: 1) 전
 체 주택유형의 실거래가 기준(단, 한국과 미국은 각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2) 주
 요국 통계가 실거래가 기준임을 감안하여 전국 공동주택

산매입 규모를 큰 폭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신용공급을 확대하였다. 한국

하는 가운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전액공
급방식 정례RP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 공급
하였다. 이와 함께 백신 개발·보급에 따른 코로나19
위기 해소, 완화적 정책기조 유지, 디지털·저탄소 경

실거래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산출
3) 일본은 2/4분기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OECD

1)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 연준과 영란은행은 3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큰 폭 하향조정(각각 1.5~1.75%→0~0.25%,
0.75%→0.1%)한 뒤 동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의 경우도 각각 0.0%, -0.1% 수준으로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주택가격2)

아파트 입주물량1)

및 주가 상승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확산된 점도 자
전국(좌축)

산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수도권(좌축)

서울(우축)

(만 호)

(천 호)

60

50

50

40

40

려, 전세가격 상승3)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먼저,

30

30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이 감소하는 등

20

20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신규 아파

10

10

(시장별 요인)

최근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는 공급부족에 대한 우

트 공급 축소 및 주택가격 추가 상승기대에 따른 매
물 감소 등으로 향후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
졌다. 이와 같은 불안심리가 주택수요를 자극하면

0

0
15

16

17

18

19

20

21

주: 1) 2021년은 예상치
자료: 부동산114

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와 함께 최근 전세가격 상승도 주택가격 상승을

판단된다.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저가 주택이 고
가주택에 비해 대출규제가 적고, 세금부담도 크지

준공 후 미분양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가격 상승은 수도권 중
수도권(좌축)

지방(우축)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수요를 일부 매매수요로

(천 호)

(천 호)

20

8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
제로 2020년 11월 이후 수도권 중저가주택 매매가

16

6

12

격의 상승폭이 고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모
습이다.

4
8
2

0
16.1

4

0
7

17.1

7

18.1

7

19.1

7

20.1

7

12

자료: 국토교통부

2) 주택가격전망CSI는 2020년 6월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2020년 6월 112 → 9월 117 → 12월 132 → 2021년 2월 129)
3) 전세가격(전국 아파트 기준)은 2019년 하반기 상승세로 돌아선 후 2020년 하반기에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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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백신 개발 기대감 등에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

힘입어 전기전자, 화학, 의약품 등 코로나19 수혜 업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전월대비, %)

38

종의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이에
(전월대비, %)

2

2

1.5

1.5

따라 주식시장에서의 비중이4) 높은 이들 업종이 최
근 주가상승을 견인하였다.5)

1

1

0.5

0.5

주요 업종별 주가상승률1)
(%)

0

0

(%)

120

120

100

100

80

80

60

60

40

40

20

20

-0.5

-0.5

-1

-1
19.1

7

20.1

7

21.1

자료: 한국부동산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
2분위2)

2분위 - 5분위

5분위2)

(%, %p)

(%, %p)

0

0

4

4

3

3

2

2

1

1

0

0

-1

-1

-2

-2

-3

-3

코스피

전기전자

의약품

화학

철강금속

보험

음식료

주: 1) 2020년 3월 말 대비 2021년 1월 말 상승률 기준
자료: 코스콤

20.1

4

7

10

21.1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소수6)의 기업들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비상
장기업에 크게 집중되었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지난해 2/4분기 매출이
감소하였다가 3/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하는 모습

2

주: 1) 제곱미터(m )당 매매가격의 전월대비 증감 기준
2) 주
 택가격을 가격순으로 5등분한 각 분위별 평균주택가격 기준으로
2분위는 하위 20~40% 평균, 5분위는 상위 20% 평균

을 보였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감소세를 지
속하였다. 특히, 비대면 영업활동으로의 전환이 여

자료: 국민은행

의치 않았던 음식, 숙박, 문화예술, 여행업 등과 관
한편, 주가 상승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수

련된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 급감하였다.7)

혜업종의 실적개선 기대와 상장기업에 미친 코로나
19 충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수요 확

4) 2021년 1월 말 현재 ICT, 바이오, 화학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약 61% 수준이다.
5) ICT, 바이오, 화학,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2020년 4월~2021년 1월 중 코스피 상승에 대한 기여율은 약 64%를 기록하였다.
6) 2021년 2월 현재 주식시장(코스피 기준)에 상장된 기업은 803개로 우리나라 전체기업(약 650만개)의 0.01%에 불과하다.
7) 한
 국신용데이터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상공인 전체의 매출이 전년대비 12.3% 감소한 가운데 여행(-30.9%),
음식점(-19.5%) 및 문화·예술(-16.5%) 관련 소상공인 매출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생산지수1)

요인모형 분산분해 추정 결과1)2)
(전년동기대비, %)
글로벌 요인

서비스업

2020. I

II

III

IV

대기업

0.9

7.5

-3.7

2.3

1.7

중소기업

-2.9

-1.2

-10.3

-2.6

-3.2

대기업

1.2

0.0

-1.9

0.3

1.0

중소기업

1.9

-2.3

-4.6

-3.6

-4.8

주: 1) 제조업은 매출액 기준

국별요인

(%)

(%)
<주택시장>

<주식시장>

1.0

1.0

39

0.8

I.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제조업

2019

0.28
0.8
0.71

0.6

0.6

자료: 통계청
0.72

0.4

(실증분석)

0.2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자산가격의 변동성
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요인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

0.4

0.2

0.29

0.0

0.0
미국 핀란드 뉴질
랜드

한국

영국

중국

홍콩

한국

미국

일본

주: 1) var(개별 자산가격 변화율) = var(글로벌 공통요인) + var(국별

요인모형을8) 이용하여 주요국의 주택가격 및 주식
가격 변화율을 글로벌 공통요인(common factor)

시장요인)
2) 추정에 포함된 국가(주식시장은 15개국, 주택시장은 20개국) 중 일부
자료: 한국은행

과 국별 요인(idiosyncratic factor)으로 분해해 보
았다.9) 요인분석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가수

(평 가)

익률 변화에는 글로벌 공통요인의 영향이 큰 비중
(7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

경제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자산가격

라 주택가격의 변동을 시계열자료 제약을 고려하여

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금번 코로

2006년 1/4분기~2020년 2/4분기 중을 대상으로

나19 확산 이후 국내 자산가격의 오름폭은 주요국

분석해 보면 국별 요인(71%)에 의해 주로 설명되는

에 비해 가파른 편이며, 소득 증가에 비해서도 상승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자산가격 상
승 속도가 빠른 것은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및 경기
개선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자산시장별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가 상승 등을 통한 금융여건의 개선은 실물경제
회복에도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코로
나19 재확산으로 경기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
에서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불평등

8)
단,

는 i번째 국가의 t시점 자산가격 변화율,
,

,

는 평균,

,

,

은 요인계수,

는 글로벌 공통요인,

는 국별 개별요인,

로 주식시장은 15개국의 2020년 1~12월 중 주별

데이터, 주택가격은 20개국의 2006년 1/4~2020년 2/4분기 중 분기별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9) 요
 인모형은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이용해 공통요인과 국별요인의 영향 정도를 추정하기 때문에 자산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요인들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및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의 주택가격 상승은 민간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계
되어 있어 향후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에 대한 리
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
40

층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품목별 수출1)

참고 I-4.

(전년동기대비, %)

2020
분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은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내구소비
재품목

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회복의 모습이 수출에서도
나타났는데, 특히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상당수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증대 등에 힘
입어 K자 회복의 상단경로에 위치하며 수출 회복을
견인하였다. 이러한 수출의 회복세가 향후에도 지
속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금년 중 품목별 수출

Ⅲ

1월

Ⅳ

2월

5.4

0.2 -3.2 7.1 18.5 20.6 12.6

-1.2 -4.3 -11.8 1.6

9.6 20.0 27.0

자동차
-14.1 -8.1 -45.2 -4.0
[10.9]

2.4 27.0 31.0

휴대폰
[2.6]

산시설의 조업도 정상화1)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부진에서 빠르게 회복하였다.2) 산업별로는 업황 양

Ⅱ

-6.4 -1.3 -22.7 -14.4 11.9 58.0 10.3

기계
-8.1 -0.6 -14.2 -7.4 -9.5 -8.9 -1.2
[10.1]
인프라
품목 철강·금속
-10.3 -7.3 -25.0 -8.4 0.1 7.8 4.9
[7.7]
이동제한
조치 타격
품목

석유제품
-40.2 -12.3 -58.4 -43.3 -44.4 -45.0 -15.2
[4.8]
선박
[3.7]

-2.0 9.7 -31.7 -8.4 35.3 23.6 4.9

주: 1) [ ]내는 2020년 기준 비중
자료: 관세청

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보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는 원격 근무·교육

다.

및 디지털 여가 확산에 따른 IT기기(노트북 등),
OTT(Over-the-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의

(품목별 수출여건)

수요 확대로 지난해 3/4분기 이후 견조한 증가세
품목별 수출여건은 코로나19 이후 재화소비 증가

를 나타내었다. 또한 휴대폰 수요의 빠른 회복도 휴

및 비대면 수요 확대 등 소비패턴 변화와 이동제한

대폰용 메모리 및 비메모리(모바일AP, 이미지센서

조치의 영향에 따라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등) 수요 증가로 이어져 반도체 수출 회복에 기여하
였다. 금년 중 반도체는 백신보급 등으로 하반기 이
후 비대면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3)될 가능성이 있으
나, 글로벌 IT기업의 서버용 수요 회복, 5G 스마트

1) 지난해 4〜5월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우리 기업 주요 생산거점(미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의 해외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해외생산에 투입되는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부진하였다.
2)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평균 수출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으나 금번에는 8개월만 소요되었으며,
우리 수출의 개선 속도는 주요국에 비해서도 빠른 수준이다. 2020년 4/4분기 중 주요국 통관수출 실적은 다음과 같다.
(전년동기대비, %)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호주

EU

증감률

4.1

17.0

-0.7

-5.4

-20.2

-2.3

-3.7

자료: CEIC

3) 노 트북의 경우 작년 중 출하량이 코로나19 특수로 전년대비 14.1% 증가하였으나, 금년 중 출하량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4.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OMDIA,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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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코로나19 [19.9]
수혜 품목 화공품
[13.0]

로 글로벌 수요가 개선된 가운데 우리기업 해외생

Ⅰ

-5.5 -1.9 -20.3 -3.5 4.1 11.4 9.5

전체

향후 수출여건 점검

연간

2021

폰 시장 성장4) 등으로 수출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

는 점 등이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된다.

이 있다.

5)

42

인프라투자 관련 품목인 철강은 중국의 인프라투자

D램 수급 및 가격1)

확대 및 자동차 등 전방산업 업황 개선 등으로 작년
공급/수요 비율(우축)

가격(좌축)

하반기 이후 부진이 완화되었다. 반면 기계류는 겨

(달러/Gb)

(%)

110

10

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조치 재강화
등으로 재차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9
105

8
7

100

6

금년 중 철강·기계류는 전방산업 수요 회복, 주요국
인프라 투자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
상된다.

95

5
4

90

주요국 철강 수요 전망1)

3
85

2
19.Ⅰ

Ⅲ

20.Ⅰ

Ⅲ

21.Ⅰ

(백만 톤, %)

Ⅲ

국가
주: 1) 2020년 12월 기준
자료: Gartner

화공품 수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
품 및 의약품·진단키트 판매 호조, 온라인쇼핑·배달

2020

2021

중국

980.1

(8.0)

980.1

(0.0)

EU

134.3

(-15.2)

149.0

(11.0)

미국

82.3

(-15.8)

87.6

(6.6)

인도

81.9

(-20.2)

100.4

(22.7)

ASEAN5

73.1

(-6.0)

77.3

(5.8)

에 따른 포장재·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작년 하

일본

50.8

(-19.6)

54.9

(8.1)

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금년 중에는 주요

전세계

1,725.1

(-2.4)

1,795.1

(4.1)

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으로 섬유, 전자 등 전방산

주: 1) 2020년 11월 기준
자료: 세계철강협회

업 업황이 점차 회복되면서 화공품 수출의 전반적
인 여건이 개선되겠으나, 하반기 이후 백신 보급으

석유제품은 이동제한조치 시행, 관광·운송 업황 부

로 주요국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경우 의약품·진

진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지난해 큰 폭

단키트 등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 지연 등이 발생하여 수출에 타격을 받았던 선
박은 작년 4/4분기 이후 세계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내구소비재인 자동차 수출은 봉쇄조치기간 중 판매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금년 중에는 석유제품의 경

망 폐쇄에 따른 이연수요, 대중교통 기피로 인한 반

우 이동제한조치가 완화되고 국제유가도 상승하면

사효과, SUV의 미국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서 수요·단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도

4/4분기 이후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었다. 금년 중에

작년 중 지연된 인도가 이행되면서 수출여건이 개

는 글로벌 경기회복 및 전기차 수요 확대6)가 예상되

선될 것으로 보인다.

4) 전체 스마트폰 판매 중 5G폰 비중은 2020년 19%에서 2021년 37%로 확대될 전망이다.(TrendForce, 2021년 1월)
5)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중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021년 1월)
6) 글
 로벌 자동차 수요는 코로나19에 따른 판매망 폐쇄 등으로 2020년 전년대비 16.2% 감소하였으나, 2021년 전년대비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LMC, 2020년 10월)

석유 재고1)

세계교역 전망 전제치1)

2019

2021e)

2020

15~19 평균
(억 배럴)

(19.4/4분기=100, SA 실질기준)

105

10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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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5

90

90

85

85

8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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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배럴)

33

33

32

32

31

31

30

30

29

29

28

28

75

75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1) 2021년 2월 기준

20.Ⅰ

Ⅲ

21.Ⅰ

Ⅲ

주: 1) 2020년 10월 기준
자료: IMF

자료: EIA

(주요 리스크 요인)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도 우리 수출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

이와 같은 품목별 수출여건과 더불어 향후 우리 수

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완화될 것으로 보는 견

출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전망

해가 우세하다.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완화는 글로

이다.

벌 투자 심리 개선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여건을 개선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

먼저 금년 중 글로벌 수입수요는 코로나19 백신접

후에도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에 대해 미국

종 확대, 주요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글

의 통상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수출

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

의 제약요인으로 잔존하고 있다.7) 또한 향후 환경·

로 예상된다. 다만 백신보급 지연 가능성, 변이 바이

기후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우리 수

러스 출현 등으로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에 대한

출은 주요국의 관련 통상정책 변화에도 크게 영향

불확실성이 큰 점은 우리 수출의 하방 리스크 요인

을 받을 수 있다.8) 한편 RCEP9) 등 정부의 FTA 확대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백신접종으로 대면활동

노력은 시장개방 확대, 무역규범 통합, 보호무역주

이 재개되더라도 서비스산업 위주로 주요국 경기회

의 대응력 향상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여건에 긍정적

복이 이루어져 재화소비가 제약될 경우 글로벌 수

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수요의 추가 개선세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7) H
 SBC, BofA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무역 갈등은 지속되겠으나, 미국의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8) 친환경 산업은 글로벌 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수출기회가 늘어나겠으나, 탄소배출 산업(화공품, 철강 등)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미국의 친환경정책 확대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다.
9) 역
 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FTA(무역규모, GDP, 인구 등의 측면에서 전세계의
30% 정도를 차지)로, 참여국들은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은 RCEP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로 향후 15년간 우리나라 GDP를 매년 0.03% 높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회복 등으

중 무역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는 우리 수출여건에

로 크게 상승 하였으며, 금년 중에도 글로벌 경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

회복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는

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전개상황과 미국의 대중국

견해가 우세하다.11) 일반적으로 유가 상승은 우리

무역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 우리 수출여건 변

수출단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글로벌

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겠다.

10)

44

경기회복을 제약해 수출물량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유가 상승은 생산
감축 등 공급요인보다는 원유수요 회복에 주로 기
인한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물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12) 따라서 유가
상승은 석유제품 및 화공품 수출단가 상승으로 이
어지면서 금년 중 우리 통관수출 증가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 평가)

품목별 수출여건 및 리스크 요인을 종합하여 판단
한 결과 금년 중 우리 수출(통관 기준)은 글로벌 경
기 회복, 반도체 경기 개선 등으로 작년에 비해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지
난해 2/4분기 중 큰 폭 감소세로 인한 기저효과로
상고하저의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향후 우리 수출여건은 글로벌 수입수요의 개선, 미
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완화, 정부의 FTA 확대 노
력 등으로 개선되겠으나, 코로나19 백신보급 지연
등으로 글로벌 수입수요의 회복세가 늦어지고 미·
10) 최
 근 유가(Dubai, 달러/배럴)는 2020년 1/4분기 중 50달러에서 2/4분기 중 32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21년 1월 말에는 54달러, 2월 말에는 6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11)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치는 다음과 같다.(2021년 2월)
(Brent 기준, 달러/배럴)

EIA

IHS

OEF

2021

53

61

56

2022

55

60

57

12) Kilian(2009), IMF(2015)에 따르면 글로벌 수요 충격에 의한 유가 상승이 세계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는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의 부정적 영향보다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생산 증가의 영향이 크고, 산유국의 수입수요가
개선되는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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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금리

47

2. 금융중개지원대출

50

3. 시장안정화 대책

52

4. 여타 통화신용정책

54

여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1. 기준금리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위축되었
으나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
고 설비투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기준금리 연 0.50%로 운용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

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

19의 전개와 백신 보급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세

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장경로의

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자물

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의

변화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

영향 지속 등으로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이

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어갔으며 당분간 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다

0.50%로 유지하였다.

가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
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

그림 II-1. 한국은행 기준금리1)

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연%)

6.0

(연%)

6.0

(08.8)

2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

(08.10.9)

5.0

5.0

(08.10.27)
(08.11)
(08.12)

4.0

(09.1)

3.0

(09.2)

2.0

(10.7)

(12.7)
(11.6)
(11.3)
(11.1)
(10.11)

(12.10)
(13.5)

(14.8)
(14.10)
(15.3)
(15.6)

1.0

가운데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미국 신

3.0

정부의 재정부양책 추진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

(18.11)

2.0

가 강화되었지만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백신공

(19.7)
(19.10)

1.0

(17.11)

(16.6)

(20.3)
(20.5)

0.0
08

10

12

14

16

18

하기로 하였다. 국내 백신접종을 앞두고 있는

4.0

20

0.0
21.2

주: 1) ( ) 내는 기준금리 조정월

급 지연 가능성 등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이에
따른 경기흐름의 높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
은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
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내경제

자료: 한국은행

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으나 부문별로
는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는데, 수출이 호조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유지한 반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부진이 이어졌다. 향후에도 국내경제는 수출과

우선 1월 회의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수출 개선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세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 중 GDP 성장률은 3%

타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거시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 점진적인 경기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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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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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

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전망치(1.0%)를

대응하기 위하여 12월 중순 이후 연말까지 RP

다소 상회하는 1.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

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를 축소하였다. 이는

망되었다. 한편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은행들로 하여금 지급준비금을 여유롭게 보유

증가세가 확대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과 지방

토록 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자금수급이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여 금융불균형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48

이에 따라 콜금리는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대체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조절
한국은행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가 한국은행

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2.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규모1)

기준금리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통화
통화안정증권 발행

안정증권,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

RP매각(순)

통화안정계정 예치

계정 등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시중

(조 원)

(조 원)

210

210

200

200

유동성조절 필요규모(평잔 기준)는 지난해 4/4

190

190

분기 중에는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 상환 및

180

180

170

170

160

160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화폐발행액 확대46)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금년 1
월 중에도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한
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47)과 통화안정계정
예치48)를 축소하였다. 한편 RP매각(순)은 지난
해 7월 중 실시한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이 10월
중 만기도래함에 따라 지난해 4/4분기 중 크게

150

150
18.Ⅰ

Ⅲ

19.Ⅰ

Ⅲ

20.Ⅰ

Ⅲ

주: 1) 평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증가하였다가 금년 1월 중에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49)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말 자금수급 불일치50)로
인한 초단기금리의 급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46) 지난해 추석 연휴(9월 말~10월 초) 직전 화폐발행액 확대(직전 10영업일간 5.1조 원)의 영향 등으로 4/4분기 중 화폐발행액(평잔
기준)이 전분기 대비 6.2조 원 증가하였다. 화폐발행액 확대로 인해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지준예치금이 감소하면 유동성 흡수
필요규모가 감소하게 된다.
47) 4
 /4분기 통화안정증권 발행(평잔 기준)은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 등에 따른 수급 부담, 연말
채권투자기관들의 북클로징 등을 고려하여 전분기대비 6.0조 원 축소하였다
48) 4/4분기 통화안정계정(평잔 기준)은 전분기대비 0.5조 원 감소하였으며, 2021년 1월 중에는 전월대비 1.1조 원 감소하였다
49) 4/4분기 RP(순)매각(평잔 기준)은 전분기대비 5.5조 원 증가하였으며, 2021년 1월 중에는 전월대비 0.3조 원 감소하였다.
50) 통
 상적으로 연말에는 법인의 MMF 환매 증가, 은행권의 재무비율 관리 등의 영향으로 RP시장을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의
자금수급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 II-3. 기준금리 및 콜금리
콜금리-기준금리(우축)
콜금리(좌축)

기준금리(좌축)

(연%)

(b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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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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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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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1

2. 금융중개지원대출

년 10월 신설된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2021년 1월 중 은행의 대출취급
액이 0.7조 원, 이용업체 수는 5,789개로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원 지속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50

한국은행은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취급하도록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을 경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하고

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램별 한도 및 한도유보분은 금융통화위원회
가 금융·경제상황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

2021년 2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

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하고 있다.

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2.5조 원, 신성장·일자
리지원 13조 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5.5조 원,

한국은행은 지난해 세 차례(3월, 5월, 10월)에

지방중소기업지원 5.9조 원, 코로나19 피해기업

걸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총 18조 원 증액

지원 13조 원, 소상공인 지원 3조 원이며, 한도

하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도 증액(8조 원) 시

유보분 0.1조 원을 포함한 총 한도는 43조 원이

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3조 원을 신규 지

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지원금리

원51)하는 한편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운

는 연 0.25%이다.

용 한도를 3조 원 추가 증액 하고 운용기한을
52)

6개월 연장53)하였다. 아울러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
지원54) 규모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운용기한을 1년 연장55)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에 따른 은행의 코
로나19 관련 대출취급 실적을 보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 2020년 3월〜2021년 1
월 중 25.2조 원의 은행 대출이 취급되었으며
105,716개 업체가 동 대출을 이용하였다. 2020

51)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2021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의 100%를 지원한다.
52)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운용한도는 종전 10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어났다.
53) 종전 2020년 9월 말에서 2021년 3월 말까지로 운용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연장하였다.
54)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의 25%(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서는 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55) 종전 2020년 9월 말에서 2021년 9월 말까지로 운용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연장하였다.

표 Ⅱ-1.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
(조 원, 연%)

프로그램

금리

2.5

0.25

신성장·일자리지원

13.0

0.25

중소기업대출안정화2)

5.5

0.25

지방중소기업지원

5.9

0.25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0

0.25

소상공인 지원

3.0

0.25

43.03)

-

무역금융지원
1)

합계

51

주: 1)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
(2017년 9월)
2) 기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기취급 잔액 등을 포함하여 지원
3) 한도 유보분 0.1조 원 포함

2. 금융중개지원대출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4.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
한도(좌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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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0.0
20 21

3. 시장안정화 대책

중을 확대58)하였다. 또한 2020년 7월 23일 매입
기구에 1.78조 원 규모의 제1회 대출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1월 12일 1.78조 원 규모의 제2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회 대출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4일 회사채·CP 매입기구가 설립된 이후 회사

52

한국은행은 2020년 11월 27일 1.5조 원 규모

채·CP 매입을 위해 조성된 자금은 1차로 조성

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여 같은해 9월 발

된 재원 3조 원에 추가로 조성된 2조 원까지 총

표한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56)에 따

5조 원59)이다. 2021년 1월 말 현재 매입기구는

른 매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2.5조 원60) 규모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2020년 중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는 총 11조 원
에 달하였다. 2021년 2월 26일에는 상반기 중

표 II-2. SPV의 신용등급별 회사채·CP 매입 현황1)2)

총 5~7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

(억 원, %)

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변

신용등급

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향후 국고채 발행규모가

AA(A1)

5,400

21.7

상당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A(A2)

13,711

55.0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동
계획과 함께 향후 시장금리 급변동 등 필요시에

금액

비중

BBB(A3)

5,820

23.3

합계

24,931

100.0

주: 1) 2021년 1월 말 기준

는 추가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2) 액면금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을 밝혔다.

회사채·CP 매입기구의 매입기간 연장 및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종료

비우량채 매입비중 확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보이고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이 양

저신용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

호한 데다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운영되

해 2020년 12월 24일 정부 및 산업은행과 협의

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안정특별대출제

하여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회사채·CP

도」의 운용을 예정대로 2021년 2월 3일에 종료

매입기간을 6개월 연장 하고 비우량채 매입비

61)

57)

하였다.

56) 한 국은행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국고채 발행 증가로 인한 국고채 수급불균형 및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9월부터 연말까지 총 5조 원 내외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동
계획에 따라 세 차례(9월 2.0조 원, 10월 1.5조 원, 11월 1.5조 원)에 걸쳐 총 5조 원 규모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였다.
57) 종전 2021년 1월 13일에서 7월 13일로 연장하였다.
58) 우량채(AA) 매입비중을 종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비우량채(A~BBB) 매입비중은 70%에서 75%로 확대하였다.
59) 1 차 조성 재원 3조 원은 한국은행 선순위대출 1.78조 원, 산업은행 출자 1조 원, 산업은행 후순위대출 0.22조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차 조성 재원 2조 원은 한국은행 선순위대출 1.78조 원, 산업은행 후순위대출 0.22조 원으로 이루어졌다.
60) 회사채 1.3조 원, CP 1.2조 원을 매입하였다.
61) 금 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려하여 운용기한을 최초
2020년 8월 3일에서 3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 재확산 가능성에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연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
등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지난해 12월에는 미 연준과 체결한 통화스왑 계
약 만료 시기를 올해 3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6개월 연장62)하였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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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글로벌 달러화시장과

II. 통화신용정책 운영

국내 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었

(2월 28일 기준)

구분

1)

정책대응

주요 내용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하

•1.25% → 0.50%(0.75%p)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 증액

•25조 원 → 43조 원(+18조 원)

대출금리 인하

•0.5%~0.75% → 0.25%

유동성
공급

시장
안정화
대책

전액공급방식 RP 매입

•공급 실적 : 총 19.43조 원(2020년 7월 말 종료)

비은행 대상 RP 매입

•공급 실적 : 총 3.5조 원(2020년 3월 19일 1.0조 원, 3월 24일 2.5조 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RP매매 대상기관 확대(2020년 7월 말 종료)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단순매매 및 RP매매 대상증권 확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하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금융기관 담보여력 확충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70% → 50%)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확대

국고채 단순매입

•매입 실적 : 총 11.0조 원 (2020년 3월·4월·7월·8월 각 1.5조 원, 9월 2.0조 원, 10월
1.5조 원, 11월 1.5조 원)

국채 및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도입
회사채·CP
시장 안정

외환시장
안정

•총 한도 : 10조 원
•운용기한 : 2021년 2월 3일 종료
•대출 담보 : 일반기업 발행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AA- 이상) 회사채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

•규모 : 10조 원(시장상황에 따라 20조 원까지 확대)
•운영기간 : 2021년 7월 13일(6개월 연장)
•SPV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금액 : 3.56조 원(누적 기준)

한·미 통화스왑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
•만기 : 2021년 9월 말(6개월씩 2회 연장)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총 198.72억 달러 공급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국내은행(40% → 50%) 및 외은지점(200% → 250%)
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감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에 대해 3개월(2020년 4~6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
과 대상기간 제외 등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금융회사의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화 자금을 공급
•대상 채권 : 미 국채(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으로 확대)

주: 1) 음영 표시는 종료 시한이 도래한 대책
자료: 한국은행

62) 한
 국은행과 미 연준은 지난해 3월에 6개월 만기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만기를 7월에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12월에도
연장하였다.

3. 시장안정화 대책

표 II-3. 코로나19 관련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대책

4. 여타 통화신용정책

로 전망되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의 불확
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운
영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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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하

우려가 있는 점,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상황이

고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문구를 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요국들에서도 공통적으

정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 및 금융

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미 연준을 제외한 대다

안정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글로벌

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존 물가안정목표제

금융협력 강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

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성 제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여 내린 결정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물가안
정목표제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주요국 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의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상황 및 향후 물가흐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문구 수정

12월 총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목
표 운영상황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관련 보고서

한국은행은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중 물

통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65)의 문구

가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등

일부를 수정하였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금융안

을 점검하였으며 주요 이슈로 관리물가 및 경제

정에 대한 고려 부분에 금융불균형 유의 필요성

의 디지털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명시66)하였

가의 상하방리스크 변화를 분석63)하였다.

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
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 대응하여 다

한편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한 것처럼 통화신용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64)하고 정부와

정책 운용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하면

협의를 거쳐 다음 점검 시까지 현행 방식을 유

서도 금융시장 안정 및 자금중개 상황 등을 함

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께 고려한다는 점을 일반원칙에 명확하게 반영

진정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회복 속도는

하였다.

느리겠으나 물가목표에 점차 근접해 나갈 것으
63) 자세한 내용은 2020년 12월 17일 발표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
커뮤니케이션 > 보도자료)
64) 「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2018년 12월)시 목표수준을 2%로 유지하고 적용기간은 특정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0년 12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65) 한 국은행은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공표하여 한국은행법이 정한 통화정책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정책운용
시 정책목표와 다양한 고려요인과의 관계,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방침들을 명시하였다. 한편 동 원칙 공표 이후 매년 말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수립 시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왔으며 그동안에는 별다른 수정이 없었다.
66) 아
 울러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정도를 평가 기준으로 포함하였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협상, 가격설정, 투자결정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이다.

표 II-4.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신·구 대조표
종전

개정

(생략)

( 종전과 같음 )

-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
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생략)

( 종전과 같음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화신용정책 운영시 금융안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

(추가)

◦(금융시장 안정 노력) 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
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금융안정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
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
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
다.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
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자료: 한국은행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 강화

융시장 동향과 향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
칠 영향 등을 점검하였다.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점검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금
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부응
하여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

지난해 1월 하순 이후 가동된 「코로나19 대책

체 지표금리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6월 금

반」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국내외 금

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시장안정화

67)

조치 이후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계속

체지표개발 작업반」 68)을 두고 대체 지표금리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금년 설 연휴기간 중에는

로 활용69)할 무위험지표금리(RFR, Risk-Free

「상황점검회의」(2월 14일)를 개최하여 국제 금

Reference Rate)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동 추진단 산하에 「대

67)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한국은행 부총재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동단장)은 실무 추진단 산하에 「대체지표개발 작업반」,
「제도개선 작업반」, 「시장정착 작업반」 및 「리보금리 대응 T/F」 등 4개 반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68) 「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에는 정책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의 운영·자문그룹 12개사와 민간 금융회사 중심의 시장참가자그룹
26개사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69) 대체 지표금리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라 중요지표의 산출 중단 등 비상 상황에서 활용되거나
신규 금융거래에서 준거금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여타 통화신용정책

◦(물가안정목표제와의 관계)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 ◦(금융불균형 유의) 부채 누증 등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
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것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에 부합
에 있어 이에 유의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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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한
다.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은 주요국 사례 등을 감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누적된 잠재위험 요

안하여 익일물 콜 및 RP금리를 기반으로 다양

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

한 RFR 후보 금리를 마련한 후, 많은 논의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가계·기업

시장참가자그룹(MPG, Market Participants

부문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

Group)의 투표를 거쳐 2021년 2월 국채·통화

화하였다.

안정증권 RP금리를 국내 RFR로 최종 선정하였
56

다. 동 RFR은 금년 3/4분기 중 산출·공시될 계

개별은행(1개)에 대한 리스크 검사를 통해 해당

획이다.

은행의 대출 취급현황 및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기업여신의 부실 가능성,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

황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금융

요인 점검 강화

지원 효과 및 관련 리스크, 가계 신용대출 확대
에 따른 잠재위험 등을 분석하였다.

한국은행은 국내외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이로 인한 실물경제 회

한편 2020년 11월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력

복 제약 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내 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전 금융권 기업대

스크 요인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 활동을

출 미시데이터 DB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지속하였다.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상시감시 활동 기반을 마
련하였다.

지난해 12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국내외 코
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물·금융부문의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2021년 1월 주요국 감독

여건 변화가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재

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Supervisory

무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점

College)에 참석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검하였다. 아울러 최근 자산가격이 급등한 데

계 대형은행의 주요 경영상황 및 리스크 관리

대응하여 경기회복 지연 및 금융불균형의 조정

실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나타날 경우 가계, 기업 및 금융시스템에 미
칠 부정적 영향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개선 추진

한편 한국은행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유관

한국은행은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

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국내 금융안정 관련 주

의 외환부문 취약성 완화에 초점을 두고 이를

요 현안과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

보완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외화

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발표(1월 20일)하였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현안 및

비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외환건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 점검

전성 규제 정비,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개편 등
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20년에는 금융결

한국은행은 BIS, G20, IMF 등 주요 국제기구

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중 전자금융

및 협의체가 개최하는 화상회의에 참석하였다.

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과 오픈

동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뱅킹 공동업무 시스템에 대해 사이버리스크 대

금융경제 상황 변화와 주요국의 정책을 적시에

응체계 등 PFMI 준수 여부를 평가(2021년 1월

파악하는 한편 글로벌 정책공조·조율을 강화하

완료)하였다. 평가 결과 대체로 국제기준을 충족

였다.

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관리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

의 70)의 공동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역내 다

다. 2020년 예정되었던 한은금융망에 대한 평

자간 통화스왑 협정인 CMIM(Chiang Mai

가는 2020년 10월 차세대한은금융망이 새로 구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운영지침 개

축되어 가동된 점을 감안하여 2021년에 실시할

정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기

예정이다. 한편 2020년 12월 국내은행(1개)에

위한 협의를 주도하였다. 올해 추진할 운용지침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의 주요 개정 사항은 LIBOR 대체금리 규정 마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

련, 역내통화 활용 제도화 등이다.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효율성 제고 및

아울러,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관련 연구 지속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72)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술적, 법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지속하였다. 기
술적 측면에서는 향후 가상환경에서 파일럿 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스템73)을 구축하여 CBDC의 성능 및 이의 안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71) 등 지

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70) 동 회의는 매년 ASEAN 10개국 중 1개국과 한·중·일 3개국 중 1개국이 순차적으로 공동의장국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다.
7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와 공동으로 기존의 지급결제에 관한
국제기준들을 통합하여 2012년 4월에 제정한 지급결제분야의 새로운 국제기준이다. CPMI-IOSCO는 PFMI 준수를 위한 보충적
지침으로서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2016년 6월), 「FMI 손실복구 지침」(2017년 7월), 「CCP(Central Counterparty) 복원력
추가지침」(2017년 7월) 등 추가적인 국제기준을 제정하였다.
72) 지준예치금, 결제성 예금 등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말한다.
73) 제
 한된 환경에서 CBDC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가상의 참가기관 및 사용자를 생성하고 이들 간의 거래 및
이의 처리를 실험해 볼 예정이다.

4. 여타 통화신용정책

아울러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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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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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74) 설
계를 위한 외부기관 컨설팅을 진행(2020년 11
월〜2021년 3월) 중이다. 법적 측면에서는 관련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한 외부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58

결과를 발간(2021년 2월)하였다. 이외에도 한국
은행은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74) 전산시스템의 구조, 동작방식, 구성요소 간 관계 등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관리, 구현기술, 보안 등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를 말한다.

(운영실적)

참고 Ⅱ-1.
매입기구는 설립 이후 2021년 1월 말까지 총 2.5조
원(액면금액 기준)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증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운영현황 및 평가

권유형별로는 회사채 1.3조 원(52.1%), CP 1.2조 원
(47.9%)을 매입하였다. 월별로도 지속적으로 매입

(도입배경 및 경과)

실적이 상승하여 2021년 1월 말 누적매입액은 설립
초기였던 지난해 7월 말(0.6조 원) 대비 약 4.3배
수준을 기록하였다.6) 한편, 11월 이후 일부 CP의 만

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정부 및 정책금융

기 순상환(0.3조 원)이 발생하면서 2021년 1월 말

기관(산업은행)과 협력하여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

현재 매입기구의 회사채·CP 보유잔액(순매입액)은

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 지원기구(이하 매입

2.2조 원이다.

기구)」를 설립하고 동 기구에 대한 지원을 개시하였
다. 매입기구는 지난해 7월 14일 설립등기를 완료1)

매입기구 포트폴리오의 증권유형별 매입실적1)

하고 출범2)하였으며, 한국은행과 정부·산업은행은
회사채

7월 23일 1차로 총 3조 원3)을 지원하였다. 7월 24

CP

(조 원)

일부터는 매입기구가 본격적으로 투자 적격 회사채
및 CP 매입을 시작하였다.

매입기구는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한시적인 투자

2.5
2

2
1.5

2021년 1월 13일) 증권을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코

1

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

0.5

1.5
1
0.5
0

0
20.7

24일 한국은행과 정부·산업은행은 매입기구의 증
권 매입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4) 이

3

2.5

를 원칙으로 설립 후 6개월간(2020년 7월 14일~

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12월

(조 원)

3

8

9

10

11

12

21.1

주: 1) 누적실적, 액면금액 기준
자료: 산업은행

와 함께 매입기구의 증권 매입여력 확보를 위해 2
조 원의 2차 대출이 실행되었다.5)

1) 상법상 유한회사이며 정식 법인명은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이다.
2) 한 국은행 선순위대출 8조 원, 정부 출자를 토대로 한 산업은행의 출자 1조 원 및 산업은행 후순위대출 1조 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3) 정부 출자를 토대로 한 산업은행의 출자 1조 원과 1차 capital call 해당분인 한국은행 선순위대출 1.78조 원, 산업은행 후순위대출
0.22조 원으로 구성된다.
4) 매입기간 연장(2021년 1월 13일 → 7월 13일)과 함께 저신용등급 회사채·CP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기구의 우량채(AA) 매입
비중을 낮추고(30% → 25%), 비우량채(A~BBB) 비중을 확대(70% → 75%)하였다.
5) 한국은행 선순위대출 1.78조 원, 산업은행 후순위대출 0.22조 원의 2차 capital call이 2021년 1월 12일 실행되었다.
6) 다
 만, 지난해 12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회사채 발행이 적었고 금년 1월에는 시장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매입기구의 적극적인 수요예측
참여에도 물량을 낙찰받지 못함에 따라 최근 들어 매입실적이 소폭 둔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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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용시장 안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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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별로는 2021년 1월 말 기준 AA등급(A1등

비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회사채·CP 매

급 포함) 0.5조 원(21.7%), A등급(A2등급 포함) 1.4

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 원(55.0%), BBB등급 이하(A3등급 포함) 0.6조
원(23.3%)을 매입하였다. 이는 매입기구 포트폴리

매입기구 포트폴리오의 업종별1) 매입비중

오의 신용등급별 비중 준수 기준(AA등급 25%이
매입액 비중2)

상, A등급 55%내외, BBB등급 이하 20%이하)과

총산출비중3)

(%)

비교할 경우 우량물인 AA등급의 비중은 다소 낮은
60

(%)

60

60

50

50

40

40

입기구가 우량물 회사채를 투자계획대로 매입하지

30

30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시장 상황이 개선되었음

20

20

을 반영하고 있다.

10

10

수준이다. 월별로도 우량물 비중은 2020년 7월 말
24.1%에서 2021년 1월 말 21.7%로 2.4%p 감소하
였다. 이는 우량물에 대한 시장수요 확대 등으로 매

0

0
제조업

매입기구 포트폴리오의 신용등급별 매입비중1)

정보
통신업

건설업

사업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운수업

기타4)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라 구분
AA(A1 포함)

A(A2 포함)

BBB(A3 포함)

(%)

2) 2021년 1월 말 누적실적, 액면금액 기준
3) 2018년 국민계정(명목 GDP기준(금융보험업, 공공행정 등 제외))

(%)

70

70

60

6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4) 농
 림어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교육·보건·예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0

0
20.7

8

9

10

11

12

자료: 산업은행, 한국은행

한편, 2021년 1월 말까지 매입된 회사채·CP 발행기
업의 원리금 연체를 비롯한 회생절차 개시 등의 중
대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

(운영효과)

21.1

주: 1) 누적실적, 액면금액 기준
자료: 산업은행

매입기구는 설립 이후 발행시장에서 회사채·CP 매
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악

2021년 1월 말 기준 업종별 매입액은 제조업 1.2조

화된 기업자금조달 여건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

원(46.4%), 정보통신업 0.3조 원(12.8%), 건설업

록 노력하였다. 회사채에 대해서는 적격7) 증권에 해

0.3조 원(11.8%), 사업서비스업 0.2조 원(9.2%) 등

당될 경우 수요예측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응하되

이다. 상기 비중은 총산출(명목GDP 기준)의 업종별

일부 비우량물에 대해서는 미매각 물량 발생시 인

7) 매
 입기구는 매입대상을 AA(A1포함)~BBB(A3포함) 등급, 만기3년 이내(CP는 3~6개월) 등으로 제한하고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코로나19 사태 이전 기준)을 제외하는 등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한시적인 회사채·CP시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특정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매입기구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하였다.

수단으로 참여하여 이를 매입하였다. CP에 대해서

발행금리 측면에서도 시장 수요가 확충되면서 기업

도 발행기업의 요청이 있고 매입조건에 해당될 경

들의 자금조달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우 매입기구가 적극적으로 매입하였다.

량물(AA등급 이상) 발행금리 스프레드8)는 지난해
7월 15bp에서 금년 1월 -11bp로 하락하였으며 비
우량물(A등급 이하)의 경우 같은 기간 95bp에서

발행시장에서의 수요예측참여율은 계절적 요인으

-29bp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회사채 신용스프레

로 발행이 적었던 12월을 제외할 경우 전반적으로

드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여 최근에 이르러서는

상승하였다. 매입기구가 회사채 발행에 참여한 기

우량물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대체로

업들이 당초 회사채 발행예정액(4.9조 원)보다 증

회복하였다.

액(1.9조 원) 발행하는 등 시장의 투자심리가 개선
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높은 신용경계감으로 시

회사채1) 발행금리 스프레드2)

장 소화가 어려웠던 비우량 회사채의 미매각물에
AA등급 이상

대해서는 인수단으로 참여하여 물량(A등급 0.3조

A등급 이하

(bp)

원, BBB등급 0.3조 원)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채 시

(bp)

120

120

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였다.

매입시작

회사채1) 수요예측참여율
AA등급 이상

80

80

40

40

0

0

A등급 이하

(%)

(%)

800

800
매입시작

-40

-40
600

600

20.1

3

5

7

9

11

21.1

주: 1) 일반기업, 공모회사채 기준
2) 실제 발행금리 - 해당 기업(또는 등급) 민평금리
400

400

200

200

자료: 금융감독원

0

0
20.1

3

5

7

9

11

21.1

주: 1) 일반기업, 공모회사채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8) 발 행금리 스프레드란 개별회사들이 회사채를 실제 발행한 금리에서 해당 기업(또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민평금리(4개사 평균)를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

61
II. 통화신용정책 운영

매입기구의 매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회사채

정을 거쳐 현재 잔액은 없는 상태이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1)
AA-등급(좌축)

A-등급(좌축)

BBB-등급(우축)

(bp)

700

240

를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APF(Asset Purchase
Facility)의 한도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10
660
180

62

영란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채와 회사채

(bp)

620

150

확대하고 CP 매입을 위한 CCFF(Covid Corporate
Financing Facility)를 2020년 3월 별도로 설립하
였다. APF 내 회사채 잔액은 2020년 1월 말 대비

120

580

101.2억 파운드(액면금액 기준)가 늘어 2021년 1

90
540
60
30
20.1 2

500
3

4

5

6

7

8

9

10

11

월 말 기준 199.4억 파운드이며 CCFF의 CP잔액은
120.6억 파운드이다.

12 21.1 2

주: 1) 국고채 3년물 금리 대비, 회사채 금리는 민간신용평가사 4개사 평균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편, 미 연준과 영란은행 모두 유통시장에서 증권
을 매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업

(주요국의 회사채·CP 매입 현황)

종별, 신용등급별 등의 벤치마크를 설정하여 이와
유사하게 매입 비중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이하 SPV)의 형태로 회사채·CP를 매입하

(평가)

는 미국과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9), 두 국가의 중
앙은행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안정화를 위해

매입기구는 설립시 주안점을 두었던 기업자금조달

증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애로 완화와 시장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시장의 불안 완화

미 연준은 2020년 3월 회사채와 CP 매입을 위

가 시급했던 만큼 한국은행과 정부·산업은행은 매

해 SMCCF(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입기구의 매입대상을 비우량물까지 확대하는 등 유

Facility)10)와 CPFF(Commercial Paper Funding

연성있게 시장 불안에 대처하였다. 특히 주요국과

Facility)를 도입하였다. SMCCF는 2020년 12월 말

는 다른 시장여건 등을 고려한 발행시장에서의 매

회사채 보유잔액 55.4억 달러(시장가치 기준, ETF

입11)으로 투자수요가 확충되고 신용스프레드가 축

를 포함시 143.2억 달러)를 끝으로 종료되었으며

소되는 등 기업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이를 통

CPFF는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나 상환 과

해 전반적인 시장안정화에 기여하였다.

9) 연방준비은행법상 직접 매입이 불가능한 미 연준과 관련 법률 조항이 없는 영란은행은 SPV에 대출을 제공하고 SPV가 신용물을
매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0) 미 연준은 2020년 3월 23일 도입 후 5월 12일 회사채 ETF에 대한 매입을, 6월 16일부터는 개별 회사채에 대한 매입을
시작하였다. 미 연준이 당초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입하기 위해 도입했던 PMCCF(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는 기업들의 자격요건 입증절차, 추가수수료(100bp) 부담 등으로 실질적인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 없이 2020년
12월 말 종료되었다.
11) 미 연준과 영란은행은 유통시장을 위주로 회사채·CP를 매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발행시장을 위주로 매입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간 시장 상황, 금융지원 효과 등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증권 유통시장의 규모가 두 국가에 비해 작아
발행시장에서의 매입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발행물을 중심으로 매입하고 있으나 시장안정 등을 위해 필요 시
유통물 매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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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 확산으로 이연되었던 유지·보수 투자에

1. 성장 및 물가 전망75)

신성장 부문 투자도 병행되면서 완만히 개선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증가세가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R&D투자부문은 기업

국내경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매출 회복, 정부 R&D 예산 증가 등으로 양호한
GDP 성장률은 올해 3.0%를 기록한 후 내년에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지식재산생

는 2.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

산물투자부문도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전환

간소비 회복이 더디겠으나 글로벌 경기개선 등

가속화에 따라 신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가

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건설투

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는 2018년 이후 주거용 건물 중심의 조정흐

76)

름이 마무리되고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
다. 토목부문이 SOC 등 공공투자 확대에 힘입

따른 가계 소득 여건 부진, 감염우려 지속 등으

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건물부문은 공사물량 증

로 당초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더딜 전망이다.

가 등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부진이 점차

가계소득은 고용상황 및 자영업 업황 부진 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 신규 확진자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 반도체 경기 개선 등

외부활동 관련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

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경상수지

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감염우

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글로벌 교역 확대 등으

려에 따른 자발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대면서비

로 운송서비스 흑자가 지속되면서 소폭 축소되

스 관련 소비 개선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며, 해

겠으나,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국제유가 상승에

외여행 기피 경향 등으로 향후 국가간 이동제한

따른 수입 증가로 축소되면서 지난해보다 흑자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거주자 국외소비 회복이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연될 소지가 있다. 다만 정부 지원정책, 코로
나19 이후 저축 증대 등은 향후 소비 회복에 기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상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리스크로는 코로나19 확산의 조기 진정, 글로
벌 반도체경기 회복세 확대, 국내외 추가 경기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부양책 등이, 하방리스크로는 코로나19 확산의

이어갈 전망이다. IT부문은 반도체 경기 회복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고용여건 개선 지연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견조한 투자흐름을

등이 있다.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비IT부문은 그간 코로

75) 2021년 2월 25일 발표한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76) 금번 경제전망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올해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되고 이동제한조치는
올해 봄부터 완화되면서 세계경제가 올해 하반기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대체로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다가 올해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될 것으로 전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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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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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션(향후 1년)은 1%대 후반 수준을 유지

표 III-1. 경제성장률 전망1)
20202)
상반

할 것으로 예상되나 명목임금은 경기와 기업 수

2022e

익성이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다소 확대되겠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2021e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0.7 -1.2

-1.0

2.6

3.4

3.0

2.5

민간소비

-4.4 -5.5 -4.9

0.2

3.8

2.0

2.8

설비투자

GDP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기타요인으로는 한

5.6

8.0

6.8

6.9

3.8

5.3

3.0

파의 영향으로 농산물가격이 당분간 예년에 비

지식재산
3.3
생산물투자

4.0

3.6

4.1

4.0

4.1

3.5

해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조

1.7

-1.8

-0.1

-1.2

2.6

0.8

2.1

류인플루엔자 확산은 달걀 등 일부 축산물가격

건설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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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대비, %)

상품수출

-2.9

1.7

-0.5 13.0

2.0

7.1

2.3

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정책 측

상품수입

-0.9

0.7

-0.1

5.3

6.4

3.3

면의 물가하방압력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이

7.6

주: 1) 2021년 2월 전망 기준
2) 4/4분기 잠정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는 지난해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의
물가하방압력 소멸, 이동통신요금 지원(2020년
4/4분기)의 기저효과 등에 주로 기인한다. 집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

는 전·월세(신규계약 기준) 상승 지속으로 오름

며 금년 중 1.3%를 나타낼 전망

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지난해 수준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식료품가격 및 국

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주로 기

제원자재가격 오름세 확대, 코로나19 백신 보급

인하여 금년 중 1.3% 상승하며 지난해(0.5%)

등에 따른 수요 회복세 강화 등의 상방 리스크

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에

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 부진 심화 등

는 경기개선이 지속되고 정부정책 측면의 물

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해 있다.

가하방압력이 사라지면서 1.4% 수준으로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료품 및 에너지 가

표 III-2. 물가상승률 전망1)

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도 금년 중 지난해

(전년동기대비, %)

(0.4%)보다 높은 1.0%를 나타내고, 2022년에
는 1.3%로 높아질 전망이다.

요인별로 보면, 해외요인 측면에서는 국제유가
가 지난해 11월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며 60달
러 내외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곡물 및 비철
금속 가격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상승
세를 지속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하
반기 중 빠르게 하락하다가 금년 들어서는 다소
높아지고 있다. 국내요인 측면에서는 GDP갭률
의 마이너스 폭이 점차 축소되고 일반인 기대인

e

2020

2022e

2021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소비자물가

0.6

0.5

0.5

1.2

1.4

1.3

1.4

식료품 및
근원 에너지제외
물가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0.4

0.3

0.4

0.6

1.3

1.0

1.3

0.6

0.7

0.7

0.9

1.3

1.1

1.3

주: 1) 2021년 2월 전망 기준
자료: 한국은행

템이 미비한 신흥국은 대량 유통 및 접종 능력

2. 주요 고려사항

의 한계로 접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
다. 선진국과 신흥국간 면역 차별화는 바이러스
향후 통화신용정책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전파기간을 연장시키며 글로벌 집단면역 달성

성장 및 물가의 전망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글

히 점검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로벌 경기와 교역 회복을 제약하면서 국내 수출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외 전개 상황 및 대외여건 불확실성의 요인
변화, 그에 따른 금융시장 움직임, 그리고 금융

그림 III-1.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이(해외1) 및 국내2))

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유로지역

볼 것이다.

신흥국3)

미국

(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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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명)

(명)

1200

600

600 900

900

400

400 600

600

200

200 300

300

코로나19 재확산의 국내외 전개 상황
지난해 가을 시작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재확
산이 방역조치 강화, 주요국의 빠른 백신 접종77)
등으로 최근 다소 진정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
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백신의
생산·보급, 변이 바이러스 및 백신 수용성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0
20.2

8

0
21.2

0
20.2

8

0
21.2

주: 1) 각 지역별 인구 백만 명당 일일 확진자 수(7일 이동평균)
2) 전국 기준 일일 확진자 수(7일 이동평균)

금년 글로벌 백신 생산규모 (주요 8개사 기준)
78)

3) 인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터키
자료: OurWorldInData

는 세계인구 대비 0.5~0.9배(2회 접종 기준) 수
준으로 금년 중 충분한 백신 공급이 어려울 가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

능성79)이 있으며, 백신공급 물량이 충분하더라

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부진하였으

도 백신 수용도 가 낮을 경우 집단면역 달성이

나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

제약받을 수 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전

였다. 향후 국내경제는 국내 백신 접종 시작, 정

파속도가 빨라지거나 기존 백신의 효능이 크지

부의 재난 지원 강화 등이 상방리스크로 작용하

않을 경우 집단면역 형성에 지연을 초래할 우려

면서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

도 있다. 또한 백신보급에 있어 의료·보건시스

나 국내외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대한 우려

80)

77) 백
 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의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접종자의 감염률도 낮게 유지되면서 백신보급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하고 있다.
78) 현재 약 80억 회분이며 설비 확충 등으로 최대 130억 회분까지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79) 이에 선진국이 선계약 방식으로 필요물량 이상을 확보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80) 주
 요국의 백신접종 의향(IPSOS, 2021년 1월 기준)을 보면 미국 71%, 영국 89%, 독일 68%, 프랑스 57%, 일본 64% 등으로
여전히 30% 내외는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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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대외여

이 아직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

건의 불확실성 요인은 잠재해 있는 상황이다.

내외 코로나19 전개 및 백신 보급 상황, 정부 지
원정책 규모 및 효과, 그리고 그것이 국내경제

미 의회의 Blue Wave 실현81), 주요국의 추가

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적인 재정지출 확대, 브렉시트 이행협상 타결

있다.

82)

등으로 주요국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요인

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가
2020년 12월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그림 III-2. 국가별 인구 대비 백신접종률1)

부양책83)을 확정한 데 이어 바이든 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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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였다.

최근 세계교역도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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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재정부양법안(American Rescue Plan)84)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85) 설립에

6.3

덴마크

2021년 1월 공식 취임하면서 1.9조 달러 규모의

을 발표하였으며 EU 정상회의도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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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0

70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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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 교역이 국가간

70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회복이 더디지만 상품 교

주: 1) 1회 이상 접종자(at least one dose) 기준, 2월 24일 기준
자료: OurWorldInData

역은 주요국의 재고확충 수요 증대에 따른 수입
수요 확대86) 등으로 개선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다.

대외여건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국
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
81) 미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2021년 1월 5일)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어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확대·증세 등 정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82) 영
 국과 EU는 2020년 12월 24일 영국의 EU탈퇴(2020년 1월 31일) 이후 진행한 통상 및 안보 분야 등에 대한 미래관계협상을
끝내고 무관세·무쿼터의 상품교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합의하였다.
83) 미
 의회는 2020년 상반기 4차례에 걸쳐 총 2.7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 12월 21일 9,000억 달러
규모의 5차 재정부양법안을 승인하였다. 법안은 추가 실업수당, 가계 현금 지급, 소기업 지원, 백신 배포 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금년 상반기 중 집행될 계획이다.
84) 1인당 1,400달러 현금 추가 지급, 추가 실업급여 기간 연장(주당 400달러, 3월 → 9월) 등 기존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최저임금
인상(7.25달러 → 15달러), 주·지방정부 지원, 주택 강제퇴거·압류 유예조치 연장 등의 내용도 추가되었다.
85) E
 U 경제회복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회원국의 경제회복 지원 및 복원력 강화 부문에 6,725억 유로, 보건·기후 관련 연구
및 투자, 농촌지역개발 등을 위한 부문에 775억 유로를 보조금과 대출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86) 경제위기 등으로 수요가 급감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신규 주문을 크게 축소하고 재고품부터 소진함에 따라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수입업체가 수요회복분에 더해 재고확충분까지 신규 주문을
늘리면서 수입이 수요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그림 III-3. 세계 상품교역량과 제조업 수출수주 PMI
세계 상품교역량(좌축)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 신정부의 경기부양책 추

글로벌 제조업 수출수주PMI(우축)
(2010년 = 100)

진 및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에 따

(기준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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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은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장기시

35

장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는 1월 중 변동성이 일

30

시 확대되었으나 고평가 우려에도 높은 수준

25

을 유지하였다.89) 신용시장에서는 투기등급 회

20

사채의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되는 등 신용경계

21.1

자료: CPB, JP Morgan

감이 완화되었다.90) 한편 신흥국에서는 채권스
프레드가 축소되고 펀드자금 유입 흐름이 지속
되었다. 다만 2월 하순 이후 주요국 국채금리의

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 백신보급 시

상승폭이 확대되고 주가가 크게 등락하는 등 시

기, 재정여력 등에 따라 국가간 경기개선세 차

장변동성이 다소 증대되었다.

이가 예상 된다는 점 등은 글로벌 경기회복의
87)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내수중심 성장전략88)의 본격적인 추진
으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축소될 가능
성도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
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
해 있는 만큼 이의 전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87) 선진국은 적극적인 방역관리와 과감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신흥국은 열악한 보건환경, 재정여력
부족 등으로 방역 및 경제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IMF는 2021년 1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아시아 신흥국(중국 제외)의 경우 금년에 전망한 2022년 GDP 수준이 지난해(2020년 1월)에 전망한 수준보다
8% 낮아졌으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감소폭이 2.5%에 그쳤다.
88) 중
 국은 경제공작회의(2020년 12월 16일~18일)에서 2021년 주요 정책과제로 R&D 및 인프라투자(5G망, 데이터센터 등) 예산
확대, 내수확대 방침 등을 발표하였다.
89) 개인의 주식투자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이들의 투자가 집중된 일부 기업의 주가가 크게 변동하고, 초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일부 암호자산(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 등도 최근의 위험선호 확대를 반영한다.
90) 미국 투기등급 회사채 스프레드는 2020년 9월 말 508bp에서 2021년 2월 19일 265bp까지 큰 폭 하락하였다.

2. 주요 고려사항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무역갈등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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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4. 글로벌 주가 및 국채금리

그림 III-5. 신흥국 채권스프레드 및 펀드자금 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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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국내에서도 주가 및 금리가 국제금융시장과 대

금융시장에서의 위험선호는 경기회복 전망에도

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저인플레이션 등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상당

국내외 주식투자가 크게 확대 되고 이 과정에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

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도 증가92)하

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인플레이션 위험 확

였다.

대 우려 등으로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91)

변화하거나 백신 보급 및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추이 등이 예상과 상이하게 전개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 조정 등 변동성이 확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내 개인투
자자의 차입 투자 확대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상황과
주요 가격변수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계속 주의깊게 점검해 나
가야 할 것이다.

91) 개인의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는 2020년 중 63.8조 원으로 예년(2017~2019년 평균 -1.1조 원)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2021년
들어서도 개인의 대규모 순매수(1월 1일~2월 18일 31.2조 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92) 2
 020년 중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차입한 신용융자의 증가 규모는 약 11조 원이며, 금융기관(증권사 제외) 가계대출 증가액(114조
원) 중 일부도 주식투자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우려

그림 III-6. 가계대출1) 증감 및 증가율
가계대출 증감(우축)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

가계대출 증가율(좌축)

(전년동월대비, %)

속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

(전기대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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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중 수도권과 지방 모
두 상승폭이 크게 확대93)된 데 이어, 금년 들어
서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오름
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전세가격

71

도 수급 불균형94) 등으로 지난해 5월 이후의 상

증가세를 지속95)하였는데, 주택관련 대출이 주

7

18.1

7

19.1

7

20.1

7

주: 1) 예금은행 기준. 주택금융공사 앞 정책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자료: 한국은행

택 매매 및 전세 거래관련 자금수요 확대로 높
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기타대출도 주식투자자

그림 III-7. 주택시장 가격지수1), 거래량 및 심리지수
전세가격지수(좌축)

주택가격전망CSI(전국)2)

매매가격지수(좌축)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지수3)

주택매매 거래량(우축)
(전월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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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종합주택, 전국 기준
2) 100초과시 상승 전망 우위
3) 100초과시 수요 우위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93)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2020년 12월 0.9%로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94) 수
 도권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지수는 2020년 12월 127.1로 시계열 입수가 가능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021년 1월에도 높은 수준(126.3)을 지속하였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95)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2020년 10월 10.8 → 11월 11.5 → 12월 11.3 → 2021년 1월 11.7
96) 특
 히 통상적으로 1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설·성과 상여금 지급 등 계절요인으로 인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 중에는 주택거래 및 주식투자 자금 수요 지속 등으로 예년과 달리 상당폭 늘어나며, 1월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전월대비 +7.6조 원)을 기록하였다.

2. 주요 고려사항

금 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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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흐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도 높은

앞으로도 가계대출은 최근의 주택거래 현황, 코
로나19 관련 자금수요, 개인의 차입투자 증가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가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관련대출의 경우 최근 정부
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97)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에 대한 기대,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수요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출의존도가 높은 30
대 이하의 주택 매매거래 비중이 높아지고98) 있
72

는 점도 주택관련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기타대출도 주식투자를 위한
차입수요, 코로나19 관련 생활자금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기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주택가격 등 자산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므
로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
해 나가야 할 것이다.

97) 정부는 지난 2월 4일 2025년까지 서울 32.3만 호, 인천·경기 29.3만 호 등 전국에 8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98) 30대 이하의 수도권 아파트 매입 비중(%): 2020년 1/4분기 28.7 → 2/4분기 28.6 → 3/4분기 33.0 → 4/4분기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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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요인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경제환경의

기준금리 운용

급속한 변화에 따른 통화정책 운영여건 변화,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기대 등을 감안하여 중장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

기적인 시계에서 통화정책 운영체계 등을 점검

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

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

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

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산업·고

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용구조, 환경·기후 변화 등을 분석하고 이의 통
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강화해 나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 것이다.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코

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로나19의 전개 양상,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금

변화에 유의할 것이다.

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
는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주요 가격변수와 시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중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불안조
짐 발생시에는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번에 발표한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

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선 통화정책의 투명

에 따라 국고채를 매입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

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 커

로 시장금리 급변동 등 필요시에는 시장안정화

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차원의 추가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

현재 한시 운용 중인 금융시장 지원조치의 운용

황인 만큼 통화정책 결정배경을 상세히 설명하

만기 도래시 계속 지원 필요성과 종료시의 파급

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적절히 시그널링함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용 지속 여부

로써 시장의 기대가 한국은행의 정책의도에 부

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힘쓸 것이다. 또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계속 면밀히 점검하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개시장운영 등 통화
정책 수단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 안

이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이 장기간 목표수준을

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스템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황 및 전망, 리

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을 지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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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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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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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민간의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등
금융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별
적인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취
약부문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
능성, 그리고 경제주체의 위험선호가 변화하면
서 자산가격 조정 등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이 증
대될 가능성 등에 유의하면서 금융안정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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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및
금년 1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참고 III-1.

0~0.25%에서 동결하고 자산매입에 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1)하였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련해서는 연준이 완전고용과 평균물가(2%) 목표
를 달성할 때까지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
존 방침을 유지하였다. FOMC 참석자들은 지난 12
월 회의에서 경제성장 및 물가 전망치를 소폭 상향

상황과 관련한 경제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등에 대

조정2)한 가운데 정책금리를 2023년 말까지 현 수

응하여 정책금리를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한

준에서 유지할 방침임을 시사하였다. 한편 미 연준

가운데 자산매입 정책을 지속하는 등 완화적 통화

이 재무부와 협력하여 운용해 온 긴급대출제도 중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CARES 법에 근거한 일부 제도(PMCCF, SMCCF,
MLF, TALF)는 작년 말 예정대로 종료되었으며, 일
부 제도(PDCF, MMLF, PPPLF)는 당초 계획에 비해

주요국의 정책금리

운영기간이 연장되었다.3)
2020년 11월 말 대비 금리 변동폭(우축)
◆ 2021 2월 25일 현재(좌축)
(연 %)

(%p)

18

3.0

미 연준의 긴급대출제도 종료일
긴급대출제도

5

종료일
변경전

0.4

2020년
6월30일

소기업 대출 지원(PPPLF)
프라이머리딜러 대상 적격담보 대출
(PDCF)
0

0

-5
미유일영터중러멕인인남브아헝한칠캐뉴체호폴이스노덴스
국로본국키국시시도도아라이가국레나질코주란스웨르마위
지
아코 네공질슬리
다랜
드라덴웨크스
역
시
란
드
엘 이
아
드
자료: 각국 중앙은행

2020년
12월 31일

예금취급기관 대상 MMMF 매입자금
대출(MMLF)

2021년
3월 31일

CP 및 ABCP 매입(CPFF)

2021년
3월 17일

중소·중견기업 대출 지원(MSLP)1)

2020년
12월 31일

-0.4

변경후

2021년
1월 8일

발행시장 회사채 매입(PMCCF)
유통시장 회사채 매입(SMCCF)
지방정부 지원(MLF)

2020년 12월 31일

소규모 대출채권 ABS 매입(TALF)
주: 1) 당초 종료 예정일은 2020년 12월 말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중 지원신
청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종료일이 8일 연장되었다.
자료: 미 연준, 미 재무부

1) 자 산매입기간: (변경 전)“향후 몇 개월 간” → (변경 후)“완전고용 및 물가안정 목표 방향으로 상당히 더 진전될 때까지”
자산매입규모: (변경 전)“최소한 현재 속도로” → (변경 후)“매월 최소한 국채 800억 달러 및 정부기관 MBS 400억 달러”
2) 2021년 GDP성장률 전망치: (2020년 9월) 4.0% → (2020년 12월) 4.2%
2021년 PCE상승률 전망치: (2020년 9월) 1.7% → (2020년 12월) 1.8%
3) PDCF, MMLF는 운영기간이 3개월 연장되어 2021년 3월 말에, PPPLF는 6개월 연장되어 2021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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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

ECB는 지난해 12월 및 금년 1월 정책위원회 회의에

재 또는 더 낮은 수준에서 운용할 것이라는 종전의

서 정책금리 를 동결하고 향후 물가상승률이 목표

포워드가이던스를 유지하였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수준(2%)에 근접할 때까지 정책금리를 현재 또는

을 위한 자금지원 특별 오퍼레이션 및 CP·회사채 매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종전의 포워드가이던

입기간을 6개월 연장(2021년 3월 → 2021년 9월)

스를 유지하였다. 한편 자산매입과 관련해서는 지

하였다.

4)

난해 12월 회의에서 팬데믹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
(PEPP) 규모를 5,000억 유로 확대(총 1조 3,500억

ECB, 영란은행 및 일본은행의 자산매입 규모

유로 → 1조 8,500억 유로)하고 매입기간을 9개월
연장(2021년 6월 → 2022년 3월)하였다. 또한 기
업·가계 대출지원 프로그램(TLTROⅢ)5)의 한도를
76

국가

자산매입 규모

ECB

· 기존 자산매입프로그램(APP): 월 200억 유로
(유지)
· 팬데믹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 총 1조
3,500억 유로 → 총 1조 8,500억 유로 (확대)

영란은행

· 국채 및 회사채 매입: 8,950억 파운드(보유잔
액 기준) (유지)

일본은행

· 국채 매입: 무제한 (유지)
· 여타 증권(회사채, CP 등) 매입: 20조 엔(보유
잔액 기준) (유지)

확대(대출잔액 50% → 55%)하고 저금리(-1.0%~
-0.5%) 적용기간을 12개월 연장(2021년 6월 →
2022년 6월)하였다. 한편 유로지역 경제상황과 관
련해서는 2020년 4/4분기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및 봉쇄조치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

자료: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금년도 성장 전망을 하향 조
정6)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정
책금리(역RP 7일물 2.2%, 중기 유동성지원 대출금

영란은행은 지난해 12월 및 금년 2월 통화정책회

리 1년물 2.95%, 대출 우대금리 1년물 3.85% 등)를

의에서 정책금리(0.1%)를 동결하고 양적완화 규모

동결하고, 지급준비율 및 중소기업·농업부문 지원

(8,950억 파운드, 보유잔액 기준)도 유지하였다. 또

재대출금리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한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중소기업대출 지원제도
(TFSME)의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2021년 4월 →

이들 국가를 제외한 G20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021년 10월)하였다. 한편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

(OECD) 가입 20개국 중 17개국은 정책금리를 동결

련해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전국적 이동제한

하였고, 2개국은 인하하였으며, 1개국은 인상하였

조치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

다. 멕시코 및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실물경제 부

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였다.

진, 물가 오름세 둔화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각
각 25bp 인하하였으며, 터키 중앙은행은 환율 상승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및 금년 1월 통화정책회의

등에 따른 높은 물가 오름세 지속7) 등을 고려하여

에서 단기정책금리(-0.1%) 및 10년물 국채금리 목

정책금리를 200bp 인상(15.0% → 17.0%)하였다.

표(0%)를 동결하고 장단기 정책금리를 당분간 현

한편 호주 중앙은행8)은 금년 2월 5~10년물 국채 매

4) 기준금리 0.0%, 대기성 수신금리 -0.5%, 대기성 여신금리 0.25%
5) ECB가 은행이 취급한 민간대출의 일정 부분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19년 9월 도입되었다.
6) 2021년 유로지역 GDP성장률 전망치: (2020년 9월) 5.0% → (2020년 12월) 3.9%
7) 터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20년 3/4분기 11.8% → 4/4분기 13.5% → 2021년 1월 15.0%
8) 2020년 3월 국채 매입을 통한 수익률곡선 관리 정책을 도입하였다.

입 기간을 5개월 연장(2021년 4월 → 2021년 9월)
하고 1,000억 호주달러 규모의 장기국채를 추가 매
입(총한도: 1,000억 호주달러 → 2,000억 호주달
러)하기로 결정하였다.

2020년 12월~2021년 2월1) 중 여타 국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 현황
국가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정책금리 조정

멕시코

4.25% → 4.00% (21년 2월, -25bp)

인도네시아

3.75% → 3.50% (21년 2월, -25bp)

터키

15.00% → 17.00% (20년 12월, +200bp)
인도(4.00%)

남아공(3.50%)

브라질(2.00%)

아이슬란드(0.75%)

헝가리(0.60%)

칠레(0.50%)
금리
뉴질랜드(0.25%)
동결2)
호주(0.10%)

캐나다(0.25%)

이스라엘(0.10%)

스웨덴(0.00%)

노르웨이(0.00%)

덴마크(-0.60%)

스위스(-0.75%)
주: 1) 2021년 2월 25일 기준
2) 괄호 내는 정책금리 수준
자료: 각국 중앙은행

체코(0.25%)
폴란드(0.10%)

III.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러시아(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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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 향후 세계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당

제27차(2020.12.24.)

◇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히 높은 상황

		

- 백신 보급전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이동제
한 조치, 백신의 안전성 검증 및 대량생산·

Ⅰ.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대외 여건

접종 시기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

□ 한편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전년보다 오름세가
확대되겠으나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나, 연

2. 경제성장

부록

간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국내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며 3%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성장경로의 불
□ 세계경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전, 주요국의

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

경기부양책 지속, 투자심리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
나19 전개에 따른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
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
산 등에 따른 불안요인이 잠재

◦ 선진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회복세
가 일시 약화되고 있으나 확장적 통화·재정정
책*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지속할 전망

◦ 수출이 글로벌 경기 및 교역 회복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양호
한 흐름을 이어가고 건설투자 부진도 점차 완

		

*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은 코로나19 전개 상황

화될 것으로 예상

의 불확실성, 낮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완화 기조
를 이어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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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 가계 소득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전망

◦ 신흥국의 경우 중국이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신흥국은 코로나19

◦ 향후 국내경제 성장세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의 영향 지속 등으로 개선세가 다소 더딜 가

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성장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

		

4. 금융·외환시장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국내외
경기부양책 확대,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 등
은 상방요인으로,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위험요인의 전
개 양상에 따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
로 확대될 가능성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심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미·중 갈등 심화 등은 하방요인
으로 잠재

□ 고용상황은 국내경기 회복과 함께 부진이 완화
되겠으나, 회복속도가 완만하고 부문별 회복 양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소지

◦ 경기회복 기대,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지속
전망 등이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상이 차별화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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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회복 지연, 취약
3. 물 가

기업 신용위험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
될 가능성 상존

•물가는 전년보다 높아진 1% 내외의 오름세
를 나타낼 전망

□ 한편 외화유동성 사정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
속 등으로 대체로 양호할 전망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5. 금융안정

1% 내외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 국내경기 개선, 전년중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대체로 원활하겠으

기저효과, 전·월세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나 자산가격 상승 및 부동산·고위험자산으

전년보다 높아지겠으나, 낮은 수요압력 등으

로의 자금 유입 확대,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

로 목표수준(2%)을 하회할 전망

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 위험요인이 잠재

□ 향후 물가전망 경로에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회복세 및 국제원자재가
격 오름세 확대 등이 상방요인으로,

□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은 대체로 원활할 전망이나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문의 경우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환
율 하락 가능성 등이 하방요인으로 잠재

◦ 가계대출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영향 등으

로 증가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되겠으나 당분
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면서

•디지털 혁신 등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

예년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

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

◦ 기업대출은 기업의 예비적 자금 수요 둔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1. 기준금리 운용

강화 등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줄어들 전망
□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
□ 금융시스템은 가계 및 기업 부채 누증, 부동산가
격 상승 등으로 취약성이 증가하였으나, 금융기

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
될 수 있도록 완화기조 유지

관의 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외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백신 상용화

◦ 다만 레버리지 확대 및 이에 기반한 자산가격

시기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
환능력 저하 등이 위험요인으로 잠재

		

-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높아지겠지만 낮
은 수요압력 지속 등으로 물가목표(2%)를

Ⅱ.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통 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완화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

하회할 전망

◦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완화적인 수준에서 운
용할 것인지는 국내외 코로나19 전개 상황,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운용, 글로벌 교역여
건 변화 등이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성장 지원을 지
속하는 가운데 신용시장 지원 조치의 연장

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서 신중히 판단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결정
□ (금융안정에 유의) 통화정책 운영시 완화적 금융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통

여건 하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

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에

모색

한층 유의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
도록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

	정부의 주택 및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 등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가계 및 기
업 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

부록

상승 등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 경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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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라

3.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가격변수, 자본유출입 등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 (통화정책 운영체계 점검 및 개선) 통화정책 운

전개 상황이 위험선호성향 및 글로벌 투자자

영여건 변화,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

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

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
안을 모색

2.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효과 제고) 코로나19

하되,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

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하고 주요국 논의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

계속 연구

성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201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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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시 목표수준을 2.0%로 유지하고 적용기간은 특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

정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운영 개선에 필요한

장 부문과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

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하기로 한 바 있음

화 방안을 강구
◦ 한국은행의 고용안정 역할 강화 요구에 대해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한도 증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액의 효과와 취약부문의 자금사정 변화 등을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방안

면밀히 점검하면서 향후 운용 방향을 모색

을 마련

◦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성과 분석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 경기부진 심화시에 대비하여 금리 이외 정책
수단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검토

마련하고, 경제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

□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경제주체들이 향후 정
책방향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 (대출담보제도의 효율적 운용) 한국은행 대출 적

있도록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격담보증권 범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담보위험
관리체계를 개선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에서 통화정책 결정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분

◦ 한시 운영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연장 여

석을 강화

부,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및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한 담보가치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
토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연 2회) 등을
통해 물가 상황 및 전망, 리스크 요인 등을 충

실히 설명

과와 자금중개 기능 회복 정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계속 운용 여부를 결정

◦ 최 근의 정책수행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수정*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2021. 1.13일 → 7.13일)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에 금융불균형 유의 필요
성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 노력 명시 등(<붙임>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참조)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금융기관 자금
수급사정, 회사채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재연장 여부를 검토(2021.2월)

□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 강화) 포스
트 코로나 시대 경제·산업구조, 환경·기후 변화

◦ 외환부문 안정을 위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

등과 관련한 연구·분석을 강화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과 긴밀한 커뮤
니케이션을 유지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현상

◦ 코로나 이후 비대면·디지털화 심화 등에 따라

발생시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

부록

경제·산업구조에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분
석을 강화하고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방안을

◦ 대 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

연구

불안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contingency plan)을 면밀히 점검·보완

◦인
 구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환경·기후 변

□ ( 주 요 국 중 앙 은 행 과 의 통 화 스 왑 확 충 노

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 경제와 통화정책에 미

력 지속) 스위스 등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

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 연장, 다자
간 통화스왑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Multilateralization)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의 토대를 강화

□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장안
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

◦ 국고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

		

* ASEAN+3 공동 의장국(2021년) 중앙은행으로
서 미 달러화 외 역내 통화 활용 등을 추진

□ (유동성 조절수단 개선) 유동성 조절수단 개선을
통해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고 필요시 매입 시기·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
하는 방안을 검토

◦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애로 및 단기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 현재 운용중인 신용시장 지원 조치는 지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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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매입 등 유동성 공급수단의 활용도 제고방

안*을 마련

		

-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
해 리스크 측정 및 평가 기법 등을 고도화

		

* RP매입 만기, 대상증권, 대상기관 확대 등

		
◦ 채권시장 및 유동성조절 여건 변화 등에 대응

-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부문검사
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되고

하여 통화안정증권 발행 개선방안*, RP매각

있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조기 파악

및 통화안정계정 등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의
활용 비중 확대 방안 등을 강구

		

* 가계부채 누증, 영세 자영업자 및 취약 중소기업
대출 증가, 한계기업 문제 등

		

* 발행규모 조절, 필요시 3년물 통안증권 발행 검
토등

◦ 핀테크 확산 등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금
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 (지표금리 개선 노력 강화) 새로운 무위험지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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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구를 강화

리의 공시 및 기존 지표금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
한 노력을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속)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안정 관련 현안 및

◦ 정부 및 시장참가자와 함께 새로운 무위험지

리스크에 적극 대응

표금리의 공시 관련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
고 기존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

(콜금리 산출체계 개선)

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
안을 논의하는 한편, BIS 및 IMF 등 국제기구

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불균형 위험 완화 노력 강화)자산시장으로

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

6.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의 자금유입 지속,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등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이를 완
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중앙은행 디지털화
폐,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

◦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기업 신용의

화

부실 위험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분석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하여 가상환경에서

◦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

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황에서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

수행하는 한편,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

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

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검토

◦ 주 요 국 중 앙 은 행 의 실 시 간 총액 결 제 방 식
(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신속

<참고>

자금이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와 도입 시 장
단점을 분석하여 국내 구축 필요성을 검토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 (지급결제 안전성 확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

제 환경 하에서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이 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전에 이바지’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

◦ 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금융결제망 참가, 지

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

급결제 관련 새로운 법적 제도 도입 등 지급

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

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

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

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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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

사이버 위협 지속 등에 대응하여 인프라 운영

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

기관 및 참가기관의 IT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

중점적으로 평가·개선

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
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

◦ (중기적 운영 시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할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

으로 제도를 정비

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
변동,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
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
는 목표이다.

◦ (미래지향적 운영) 물가상승률이 중기
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
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
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
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부록

◦ 내·외부 전산망 분리 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

		

-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

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

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

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 금융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

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

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될 필요가 있다.

◦ (신축적 운영)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
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

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1.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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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금융안정

□ 한국은행의 대출실행 시한을 종전 SPV 설립*

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화신용정책 운영

6개월후(2021.1.13일)에서 SPV 설립 1년후

시 금융안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

(2021.7.13일)로 6개월 연장

◦ (금융시장 안정 노력) 금융불안 발생시

* 2020.7.14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
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 한국은행 대출 부대조건인 SPV 포트폴리오의 신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용등급별 비중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 동 비중

노력한다.

준수 시점을 종전 SPV 설립 6개월후(2021.1.13
일)에서 SPV 설립 1년후(2021.7.13일)로 변경

◦ (금융불균형 유의) 부채 누증 등 지속적
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

◦ AA등급(A1등급 포함): 30% 이상 → 25% 이상

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
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에 유의

◦ A등급(A2등급 포함): 55% 내외(변경 없음)

한다.
◦ BBB등급 이하*(A3등급 포함): 15% 이하 →
		

20% 이하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
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용
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
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2020.4.22일 이전 BBB등급 이상이었으나, 이
후 BB등급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이 발행
한 회사채 포함

2. 시행일

3. 대출기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 2020.12.24일

4. 대출담보: SPV 전체 자산

3. 기타

◦ 한국은행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CP, 한국은
행 당좌예금 및 한국산업은행 수납관리예금

□ 상기 변경 내용을 제외한 한국은행의 대출 한도,

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

금리, 기간, 담보 및 여타 부대조건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 SPV는 대출취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제공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결정」(2020.7.17일, 금통위 의결)

□ 시행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상기 변

5. 대출금 회수: 만기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가능

부록

경 내용을 시행일부터 동일하게 적용
6. 이자수취: 3개월마다 후취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
실시

7. 기타

1. 대출금액: 1조 7,800억원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
도 및 조건 결정」(2020.7.17일, 금통위 의결)

2. 대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
를 가산한 금리

및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2020.12.24일, 금통위 의결)의 부
대조건을 준용한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는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의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에는 0으로 함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
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 대출실행일 직전 5영업일간의 산술평균 값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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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현행
제12조(발행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여건과 시중 유동성사정 등을 고려하여 3
개월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를 정한
다. 다만, 금융경제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에는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통화안
정증권 발행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개 정(안)

비고

제12조(발행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 한도설정 의결주기를 6개월 단위로 변경하는
여건과 시중 유동성사정 등을 고려하여 6
한편 한도 관리 주기는 현행과 같이 분기별로
개월마다 분기별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실시
를 정한다. 다만, 금융경제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20.12.24>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차(2021.1.15.)

- 부칙 신설

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
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

◇ 통화정책방향

다. GDP성장률은 금년중 -1%대 초반, 내년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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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
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공서비스가격의 큰 폭
하락 등으로 0%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근
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 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그 속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

코로나19 재확산 지속의 영향 등으로 더딘 모습

션율은 1%대 후반에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을 나타내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당분

재확산에도 백신 개발 기대, 경제지표 개선 등으

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다 점차 높아져 내

로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요국 주가와

년중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금리가 상승하였으며,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경제지표 개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개발 상황, 각국

선 등에 영향받아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원/달러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인다.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 국내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

지속하였다.

다.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

졌으나, 설비투자가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었으

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며 수출은 개선 흐름을 지속하였다. 고용 상황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

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식으로 한다.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
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2. 부대조건

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가.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
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
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

◇ 2021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여야 한다.

및 대출조건 결정
	나.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
1. 대출금 한도, 상환기한 및 이율 등은 다음과 같다.

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 대출금 한도 및 상환기한
		

일
시
대
출
금

회계별

대출금한도
(억원)

상환기한

통합계정

400,000

2022.1.20일

양곡관리
특별회계

20,000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단,
2022.9.30일
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자금
관리기금
합계

80,000

기타

계획에 따라 상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한:
2021.12.31일
(단, 양곡관리
특별회계의 경
우 2020년 대
출금 중 미상환
액을 한도에 포
2021.12.31일 함하여 관리)

	다.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500,000

3. 위임사항 : 건별 대출의 실행은 한국은행 총재에
게 위임한다.
	나.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
에 0.10%포인트를 더한 율로 한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통화안정증권(91일물)
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대출형식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대출금
한도와 대출취급기한 내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방

4. 시행일자 : 2021년 1월 15일(금)

91
부록

대출
구분

-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기존 차입금이 상환

제2차(2021.1.28.)

◇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
현행
제1장 총칙
제2장 외화예금지급준비
제3장 보칙

개 정(안)

장 구분 삭제

비고
- 조문이 총 7개에 불과하여 장을 구분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장 구분을 삭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기관의 외화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은행법」 제4
금지급준비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정
장 제2절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 외화예금 지급준비제도에 대한 근거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준비금 예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명시
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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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급준비율) 외국환은행이 한국은
행에 예치하여야 할 외화예금지급준비
금의 최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기타예금 : 7%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
외계정, 해외이주자계정 및 외국환은행
이 개설한 거주자계정 예금과 동 계정
개설대상 해당자의 외화양도성예금증
서는 1%

제2조(지급준비율)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 외화지준 부과 대상기관 명확화
에 예치하여야 할 외화예금지급준비금
의 최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예금 : 7%
- 자구 수정
3. 제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외계 - 현 행 외화예금 지급준비율 적용기준을
정, 해외이주자계정, 금융기관(은행지
유지하기 위해 제3호의 ‘외국환은행’은
주회사 제외)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금융기관(은행지주회사 제외) 및 「한국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 개설한 거주자
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계정 예금과 동 계정 개설대상 해당자
으로 변경
의 외화양도성예금증서는 1%

제3조(지급준비금 예치통화) 지급준비금 제3조(지급준비금 예치통화) 외화예금지 - 자구 수정
의 예치통화는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
급준비금의 예치통화는 한국은행 총재
하는 통화로 한다.
가 지정하는 통화로 한다.

제4조(지급준비금 예치) ① 최저 예금지급 제4조(지급준비금 예치) ① 최저 외화예금 - 자구 수정
준비금의 계산 및 보유에 관하여는 「금
지급준비금의 계산 및 보유에 관하여
융기관 지급준비규정」 제3조의 규정을
는 「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
준용한다.
② 외 국환은행은 최저 예금지급준비금을 ② 금 융기관은 최저 외화예금지급준비금 - 외화지준 부과 대상기관 명확화
한국은행 외화당좌예금으로 예치하여
을 한국은행 외화당좌예금으로 예치하
야 한다.
여야 한다.

제5조(과태금) ① 외화예금지급준비금의 제5조 (과태금) ① 「한국은행법」 제60조 - 자구 수정
예치부족액에 대한 과태금 부과에 관
제1항에 따른 외화예금지급준비금의
하여는 「한국은행법」 제60조 제1항 및
예치부족액에 대한 과태금 부과에 관
「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 제5조의 규
하여는 「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 제5
정을 준용한다.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고)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총재 제6조(보고)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총재가 - 외화지준 부과 대상기관 명확화
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의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은행에 보
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
고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신설>

부 칙〈2021. 1. 28.〉
이 규정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제4차(2021.2.25.)

외 수준으로 높아졌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
률은 국제유가 상승, 점진적인 경기개선 등의 영

◇ 통화정책방향

향으로 지난 11월 전망치(1.0%)를 상회하는 1%
대 초중반을,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 내외 수준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

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
받아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조

다. 주가는 경기회복 기대와 단기급등에 따른 경

치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더딘 회복 흐름을 이어

계감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폭 등락하였

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백신 접종 확대 및 미

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

국 신정부의 재정부양책 추진에 따른 경기회복

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와 국채금리가 상승하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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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

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

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다.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
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 회

□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다. 민

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

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등으로 부

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진이 이어졌으나, 수출이 IT 부문을 중심으로 호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

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유지하였

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

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황,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

등 계속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할 것이다.

나, 회복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에 전
망한 대로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된다.

□ 소 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
확대에도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0%대 중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근원인플레이션
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0%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 내

부록

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

로 생산과 투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2.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요약*

평가하였다. 민간소비의 경우 재화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대면서비스업의 소비가 여전히
깊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더딘 회복 흐름을 보

* 2020년 11월 26일 및 2021년 1월 15일에 개

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을 보면 경기가 개선되

최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1)

는 일부 업종마저도 신규채용보다 일시휴직자의 재

이며, 2월 25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3월

고용, 근로시간의 확대 등으로 대처함에 따라 취업

16일 의사록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
럼 전반적으로 생산과 투자가 회복 움직임을 나타

2020년 11월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의 큰 폭 감소가 이
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고용구조에 변화가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한편 물가의 경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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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률이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무르다가 내년부
모든 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

터는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금리를 현 0.5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증가폭이 모두 확대되고 자산가격의 상승이 이어지

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는 등 완화적 금융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
가하였다.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불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에서 유

가피하게 금융완화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과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실물경제간 괴리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최근 주요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만큼 이의 중장기적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나, 각

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의 완화적 정책기조 속에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최근 들어 국내에서 확진자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해소되고 백신의 조기 상용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10월 이후 다소

있어 앞으로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이어

나마 개선흐름을 보이던 대면서비스 산업이 재위축

갈 것으로 내다보았다.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향후 코로나19 감염에 대

국내경제를 보면,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수

한 대중의 두려움이 백신의 상용화로 완전히 해소

출의 감소폭이 예상보다 빠르게 축소되고 있고 설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았

비투자도 비교적 양호한 회복 움직임을 보여왔다

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뚜

고 언급하였다. 비록 건설부문의 조정이 이어지고

렷해질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대면서비스업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나, 전반적으

있으며,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1) 자세한 논의 내용은 해당기간(2020년 11월~2021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직전 금융통화의원회
회의(2월 25일) 논의 내용의 경우 의사록 공개일(3월 16일)보다 먼저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국회에 제출(3월 11일)됨에 따라
2020년 11월 26일과 2021년 1월 15일의 회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불균형 측면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비록 주택가격의 상승
세가 다소 약화되었지만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여전하여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3/4

고 우려하였다. 또한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세도 재

분기 이후의 점진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차 확대되고 있어 잠재된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진

평가하였다.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내구재를 중심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로 개선되고, 중국경제도 수출에 이어 내수가 늘어

이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가 2/4분기를 저점

나는 등 양호한 모습이라고 진단하였다.

으로 회복되는 양상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최근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점을 반영

크고 성장의 내용이 취약하여, 금번 회의에서는 금

하여 이번에 당행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상

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

향조정하였는데, 전대미문의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

책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하고 우리 수출이 선방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도체·

피력하였다. 다만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어 정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이 중요한 성장축임을 다시

부와 감독당국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제반 위험요인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다만 수출

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

의 개선이 일부 업종에 편중되고 소비, 건설 등 내수

조하였다. 한편 내년중 국채 등 채권의 발행규모가

가 부진하면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 괴리는 더

늘어나는 반면 외국인과 국내 장기투자기관의 수요

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민간소비의 경우 정

는 약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

부의 이전지출 증가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가에도

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매입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

불구하고, 코로나의 재확산에다 소득불균형의 확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 전월세 비용의 상승 등이 가세하면서 회복이 제
약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20~30대가 레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

리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주택매입에 나서고 있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었다.

는데, 이들의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에서 소비

세계경제는 제조업의 회복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

기반의 항구적 잠식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

만한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

다. 또한 고용유발효과가 큰 중소기업, 자영업, 건설

근 코로나19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

업 등이 부진함에 따라 향후 상당기간 고용회복이

되고 있어 향후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히 높은 상황이지만,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

한편 물가의 경우,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상승

해 이동제한과 경제활동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약화

압력이 미약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률이

된 데다, 백신 접근성에 대한 기대로 금융시장에서

0%대의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의 위험회피심리도 제약되고 있어 이번 재확산에

최근 금융부문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경기회복 기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 정도는 상반기보다 완만할

대감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하

것으로 내다보았다.

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금융상황이 실물경

국내경제는 수출과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

제의 회복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전개되

호한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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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0.50%의 현 수준에

96

러나 주요 산업의 생산활동이 여전히 코로나 이전

났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특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고, 3차 감염병 대유행

히 최근에는 다양한 미시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

에 따른 추가적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고 언급하였

계부채의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

다. 무엇보다 감염병의 확산과 방역책의 강화가 장

면서, 경제주체의 부채부담이 과도하게 누증됨으

기간 반복되면서 고용유발효과가 큰 대면서비스업

로써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향후 채무상환위험

의 피해가 누증되고 있어, 고용부진이 통상적인 경

(solvency risk)으로 전환되거나 중장기 성장경로

우보다 장기화되고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

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부문별 부채상환

은 저소득 가계의 소비여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

능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도 자영

였다.

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기반이 훼손됨으로써 성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수준인 0.50%에서 동결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이에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물경

선별적 지원 필요성과 금융안정 상황 등을 지속적

제의 회복과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화를 지원하되,

으로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과 같이 이번 코로나 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여러 특징적인 모습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견

한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

해를 나타내었다.

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첫째,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피해가 특정 업종에 집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상용화 가능성이 구체

중됨에 따라 업종간, 소득계층간 경제상황이 크게

화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

차별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산업간 경기연

산이 가속화되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

관성을 약화시키면서 수요여건과의 선순환을 제한

은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비록 종전 전망에 비해

할 수 있으므로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지

글로벌 상품교역의 감소폭이 줄어들고 반도체를 위

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시한 수출의 성과가 양호하지만, 민간소비의 위축

둘째, 과거에 비해 자산가격과 실물경제간 괴리가

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내년 우

크고 감염병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인 만

리 경제가 3%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금년

큼,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며 국

중 생산의 수축 정도를 감안할 때 잠재GDP와의 갭

내 금융상황의 완화 정도가 축소될 가능성을 완전

을 메울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따라서 현재

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로서는 통화정책의 기조를 선제적으로 변경할 만한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구축효과로 시장금리가 크게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상승하거나 글로벌 달러의 약세 기조로 인해 원화

최근 물가의 움직임은 여전히 완만한 반등세에 그

의 강세가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통화완화의 파급

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통신비 지원 등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

정책적 요인이 배제된 관리제외 근원물가를 살펴보

붙였다.

면, 금년 10월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1%를 기록

마지막으로, 경제주체의 레버리징(leveraging)이

하여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3~4월의 저점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경제위기

비하면 회복의 신호를 나타내고 있으나 반등세가

시 민간부문에서 상당한 규모의 디레버리징이 일어

본격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하였

최근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양호

고용의 경우 저점을 벗어나고는 있으나 그 회복 속

한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도는 매우 완만하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경기회복

에도 글로벌 경기의 개선흐름이 이어지며 당초 예

이 본격화되면 고용도 그에 따라 증가하겠지만, 다

상보다 양호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

음과 같이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유

다. 다만, 최근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빠르게 재확

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무엇보다 생산

산되고 있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가능인구(15~64세)가 올해부터 빠르게 감소하는

높다고 진단하였다.

점은 성장과 고용이 회복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

이번 경제전망에서는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이 이

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산업별 고용에도

번 겨울 동안 지속된다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 금년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소폭 상향

들어 제조업 생산활동이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

조정하였는데, 코로나19 재확산의 강도와 지속기

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감소세를 벗어나

간, 그리고 백신 및 치료제의 상용화 시기 등에 대

지 못하고 있으며, 비대면 소비 구조의 확대가 만성

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적 고용부진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

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물가를 보면, 수요 측면의 상

다.

승압력 약화, 저유가 및 정부정책의 영향 등으로 금

한편 이번 위기와 무관하게 그동안 성장률이 추세

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0%대 중

적으로 하락해온 데다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이 취약

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나, 내년에는 정부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

정책의 물가 하방압력이 축소되고 경기가 개선되면

려하였다. 물론 코로나19 위기는 언젠가 종식되겠

서 1%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지만 그 후유증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

국내 금융시장은 완화적 정책기조의 영향을 받으며

용회복과 분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은 상당기간 중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주

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확장

요 경제지표의 개선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강화, 미

적 재정정책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화정

대선 관련 불확실성 해소, 백신 조기개발 기대 등으

책은 완화적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

로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큰

붙였다.

폭으로 상승하고 시장금리도 상승하였다고 언급하

이상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

였다. 또한 금융기관 여수신금리가 안정된 모습을

되 취약부문에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선별적

보이는 가운데 M2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 기업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도 원활한 모습을

을 피력하였다. 예를 들어 향후 경기의 반등에도 불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도 미 달러화의

구하고 불균형 성장과 저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경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우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

고 판단하였다.

가면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최근의 금융상황은 코로나19에 따른 수
요의 부족을 보완하여 국내경제의 회복흐름을 뒷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

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내었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 다만 최근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이에 견인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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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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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상황이

임시일용직 등 취약부문의 사정에 많은 주의를 기

더 완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금융안정에 미칠 부정

울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한편 물가는 국

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

제유가의 상승, 관리물가의 하락폭 축소 등으로 금

였다.

년보다 다소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

결론적으로 비록 우리 경제가 개선흐름을 보이고는

였다.

있으나 코로나19의 계속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

비록 금번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전망치가 종전보

하기 위해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

다 소폭 상향되었지만, 국내외경제를 둘러싼 불확

며, 또한 향후 성장경로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잠재

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발생가능한 여러 상

적 금융불안 요인이 균형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방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내년부터 경제가 완만

를 0.50%에서 유지하는 한편 향후 국내경제가 안

한 회복추세를 보이더라도 마이너스 GDP갭이 상당

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통

기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물가도 목표를

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화적 통화정책

나타내었다.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백신개발 기대 등으로 위험회피심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

리가 완화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지난 10월 회의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

하였다.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당행과 정부의 적극

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주요국에

적인 대응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신속히 안정되었지

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내년초까지는 개선

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조성된 완화적 금융상황

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하에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

국내 실물경제는 수출의 호조 등에 힘입어 당초 예

려하였다. 한편 환율이 물가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상보다 나은 실적을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

이 과거보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 환율의 변동

이 향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내년 이후에도 크

검을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설비투자가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비IT부문 투자의 재개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현 0.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투자도 내년에는 증가세로 전

판단하였다.

환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수출은 코로나19의 재확
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가 점차 호전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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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개선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고용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줄어듦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과 함께 대면서비스 수요가 회복되면서 완만하게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업,

모든 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민간부채의 증가속도를 완

금리를 현 0.5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자산시장 관련

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제도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는 실물경제의 회복이 IT 등 일
부 수출업종에 의해 주도되고 코로나 충격이 저부

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가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면서 성장 양극화가 심화

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성

되고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장과 물가 흐름은 지난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

이는 산업구조조정의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

문제점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심화된 결과로서 통

디겠으나 수출과 투자가 반도체 경기회복 등에 힘

화정책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타겟팅된

입어 기존 전망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재정정책과 신용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금년도 우리 경제가 3% 내외의 성장을 달성한다면

관점에서 구조개선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기울여야

이는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수준으로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라고 평가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금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현 수

다만 코로나19 전개상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

준에서 동결하여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함으

히 높은 상황이며, 실물과 자산시장의 괴리 및 부문

로써 실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 불균형한 부채누증 등으로 인해 경제의 불안정

판단하였다. 동시에 금융안정과 경제구조 개선을

성이 높아진 모습이라고 진단하였다. 비록 실물경

도모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 정책, 재정정책, 구조

기와 자산가격간 격차는 코로나19라는 외생적 충격

개혁 정책 등 제반 정책과의 협조적 관계를 보다 강

과 완화적 거시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전 세계적인

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상이나, 우리나라는 주택정책 요인, 실물회복의
편중화 등이 가세하면서 그 정도가 커졌다고 평가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0.50%의 현 수준에

하였다. 이처럼 실물경기와 괴리된 자산가격 급등

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유발할 뿐만 아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대내외 여건변화

니라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를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할 우려가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방역강화로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

일반적으로 민간부채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유

가하였다. 그러나 경제 손실이 주로 서비스업종에

량효과(flow effect)에 의해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집중되고 수출과 제조업은 비교적 양호한 개선흐름

장기적으로는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지는 저량효과

을 보이고 있는 데다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

(stock effect)에 따라 수요를 제약하는 효과가 있

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승인되는 등 긍정적인

다고 하나, 최근과 같이 자산가격 급등을 추수하면

변화도 있어, 금년도 경제전망의 하방 위험은 커지

서 민간부채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단기적인 수요증

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코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

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실

가하였다. 지난 11월 중순 이후 감염병이 전국적으

물경제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한동안 완화적으로

로 확산되면서 소비가 다시 위축되었지만,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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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0.50%의 현 수준에서 동

경기의 예상보다 강한 개선세에 힘입어 수출 증가

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세가 확대되고 투자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단하였다. 더불어 그간 도입된 각종 금융지원책

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대면서비스에 대한 소비지

의 종료 또는 변경 여부 등을 논의함에 있어 산업별,

출과 소상공인 매출액 등이 지난 3월보다 큰 폭으

부문별, 소득계층별 회복 흐름이 상이하게 전개되

로 감소하고, 관련 업종에서의 고용 부진으로 인해

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

취업자수도 크게 주는 등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대

다.

면서비스업에서의 경제 손실이 누증되고 있다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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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였다. 또한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

출 손실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점차 지급불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능(solvency)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

지난 11월 회의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중장기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된 가운데 국내경제는 사

적 산업대책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취약부

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부진하였으

문을 타겟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나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회복 흐름을

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물가를 보면 수요측 압력이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설비투자가 IT부문을

한동안 미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유가 오름세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그동안 조정을 보였

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여 금년 중 소비

던 건설투자도 각종 선행지표가 개선되는 등 긍정

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년 중 반

있다고 언급하였다.

도체경기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감염병의 재확산에도

의 개선 모멘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

불구하고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

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반해 고용은 코로나19 확산

는 백신 접종의 개시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

의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부진하

고 미국 대선, 브렉시트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

였으며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되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중반 수준

평가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상황의 완화정도를

을 보이다가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 개선세의 영향

확대하고 자산효과로 소비를 지원함으로써 통화정

등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책의 유효성을 높이게 되지만, 만일 자산가격이 단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지속

기간 빠르게 상승하며 실물경제와의 괴리가 크게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당히 완화적인 금융상

확대될 경우 이는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

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가계신용 및 통

으로 인해 금융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에 유의

화량, 그리고 민간부채의 증가 속도가 높은 수준에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또한 최근의 자산

서 유지되고 있고,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지

가격 상승이 상당한 규모의 부채 증가를 동반하고

속되며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금융부문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누적됨에 따라 향후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저해할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현 수준인 0.5%에서 동결하고 대내외 금융경제 상

되므로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

이므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경제의 개선흐름이

현재로서는 경기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우 높고 물가상승 압력이 당분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이어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

써 성장세와 고용의 빠른 회복을 지원해 나가야 하

타내었다.

며, 이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먼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이 확대

단하였다.

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을 뒷받침해야 한

다만 완화적 통화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다는 주장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양적완화

가 확산되면서 경제주체의 위험추구성향이 강화되

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 민간부채와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에서도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규모와 시기, 방법, 그

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리고 이와 관련한 포워드 가이던스에 관심이 모아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동성 지원 아래 가려진

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실물경제 회복과 금융시

부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함과 아울러 국내외

장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매입이 필요할 수

경제의 구조적 변화 추세와 함께 불가피하게 나타

도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들에 대

날 산업과 고용구조의 조정 문제, 그리고 완화적 통

한 종합적인 고려도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

화정책의 지속이 부와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 등

었다.

에 관한 연구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가계 및 기업의 부채 확대와 자산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문제에 더욱 주의

한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

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코로나19 충격에

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의 결과로 늘어난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세계경제는 주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점에 대해

요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성장세가 주춤해

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진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

마지막으로 미국경제의 회복속도 및 이와 관련한

은 백신접종 등이 코로나19를 얼마나 빨리 진정시

미 연준의 정책방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분석

킬 수 있을지에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국내경

을 이어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바이든 신정부의

제를 보면,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재정정책에 따른 영향 등으로 경기가 개선되어 물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위

가상승압력이 크게 나타날 경우 미 연준의 통화정

축되고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책 기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

다만,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부

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건설투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이상을 종합할 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평가하였다.

수준에서 동결하고 실물경제와 국내외 금융시장 동

당초 전망대로 올해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추세

향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보이더라도 상당기간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

고 판단하였다.

되는 가운데 물가도 2% 목표를 큰 폭 하회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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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

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에 기인하고 있지 않은지 살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특히 주택

최근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

가격 등 자산가격의 상승세를 배경으로 가계부채가

다고 평가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당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금융불균형이 지속적

예상보다 부진하였으나,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증

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주요국에

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서 나타나고 있는 장기금리 상승의 배경에 인플레

고 언급하였다. 다만 코로나19의 전개상황에 따른

이션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였다.

만일 이러한 모습이 지속될 경우 주가 등 자산가격

물론 백신 접종의 예상보다 빠른 시작과 향후 반도

의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체경기의 우호적 여건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

결론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시경제의 높은 불

19의 국내외 확산세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하

확실성과 악화된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완화

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안

코로나19의 3차 확산과 함께 지난해 12월중 취업자

정 리스크의 변화를 엄밀히 평가해 나가야 한다는

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처럼 코로나 위

견해를 피력하였다.

기 이후 고용여건의 악화로 국내 노동시장에는 상
당한 수준의 유휴생산능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

하였다. 최근 0%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소비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물가 상승률은 경기개선의 영향 등으로 점차 높아

국내경기는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의 회복흐름

지겠으나, 당분간 0%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낼 것

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으로 내다보았다.

지만,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고용과 소비가 극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위험자산선호가 강화된 가운

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대면서

데 완화적인 금융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

비스업 종사자, 저학력 취약계층 및 청년층에 가해

였다. 백신 관련 소식, 미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

지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대

책 기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면서 주가

면서비스업의 경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회복을

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시장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저학력, 저숙련, 청년 계층에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해진 고용 충격은 위기가 지나가도 그 후유증이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원/달러

오래 남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환율은 미 달러화의 약세기조가 주춤한 가운데 추

이와 같은 고용 부진과 소상공인의 소득 감소는 소

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

비여력과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였

다.

다. 특히 이번 감염병 사태는 고용과 소득이 안정적

그러나 이처럼 일면 안정된 시장 상황의 배후에는

인 계층에게도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방향

금융안정을 저해할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지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총체적

적하였다. 최근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파른

소비 부진으로 근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0%대 중

주가상승이 향후 경기흐름과 정책기조에 대한 지

반에 머무르고 있는데, 최근의 가계소득과 고용 여

건, 그리고 인구구조 요인까지 고려할 때 민간소비
와 물가에 기조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
인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실물-자산가격간 괴리 현상에 대한 우려
가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초저금리 환경에
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혁신에 대한 기대감
으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포
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혁신이 지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IT혁명에 비견할 만한 변화를 불
러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사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
택가격이 소득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

수준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저물가를 감안할 때 실
질금리는 명목금리만큼 하락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실질장기금리를 고려할 때 실질주택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앞
으로 급속하게 전개될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수요의
밑바탕인 가구수의 증가세를 제약하기 마련인 데
다,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당국을 중
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점을 감안
할 때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았다.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통화정책의 기조를 선제적으
로 변경할 뚜렷한 이유는 없으며, 기준금리를 현 수
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의 실물-자산가격간 괴리 현상과 관
련하여, 과도한 낙관적인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
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과도한 불안감이 주택가
격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
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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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지적하였다. 비록 명목금리가 전례 없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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