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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앙은행 정책금리 50bp 인하
1. 주요 내용

□ 3.13일 캐나다 중앙은행(이하 ‘BOC‘)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 및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금리를
50bp 인하(1.25% 0.75%)

→

o 금일 금리결정은 예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Morneau 재무장관*과 Poloz 총재
등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었던 오후 2시경에 전격 발표
* 금주중 기발표된 공공의료 부문 대출지원(10억 C$)외에 중소기업 대출지원 프로그램
(100억 C$ 규모)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
라고 발언

□ BOC는 정책결정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캐나다 가계와 경제 에 심각한 영향을
*

미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례회의 이후의 유가 하락이 에너지산업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캐나다 경제에 큰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밝힘
* BOC의 캐나다 및 세계경제 전망 수정내용은 예정대로 4월 정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

o 경제성장 지원 및 인플레이션 타겟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정
책대응에 나설 준비(stands ready to adjust monetary policy further)가 되어 있다는
문구는 동일하게 유지
o BOC는 캐나다 금융시스템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
으며, G7 중앙은행 및 정책당국과 공조하에 경제 및 금융여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중
BOC 정책금리

2. 시장 반응 및 평가

□

BOC 금리인하 결정 이후 캐나다국채 금리(10년물)는 상승폭을 확대(+10bp
+25bp)하고 캐나다달러화는 소폭 강세로 전환

→

o BOC의 금리인하 발표 직후 재무부, 감독당국과의 공동 기자회견이 이어지면서
장기채권을 중심으로 금리가 큰 폭 상승하며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짐
o 미 달러화가 대부분의 주요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캐나다 정책당
국의 예상보다 강력한 대응에 힘입어 캐나다 달러화는 약세에서 소폭 강세로
전환
캐나다· 미국 국채(10년물) 금리 및 CAD 환율1)

주 : 1) 뉴욕시간 17:00 기준

□

대부분의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BOC의 금리인하는
충분히 예견되었으나 인하시기는 예상보다 빨랐던 것으로 평가
o 지난주 정례회의에서 BOC가 추가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였으며,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금년중 상당폭의 금리인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였음
o 그럼에도 3월 정례회의에서 금리인하(-50bp)를 결정한지 불과 9일 만에 추가
인하에 나선 것은 예상보다 훨씬 신속한 대응으로 평가
o 이에 따라 대부분의 캐나다계 투자은행들은 BOC가 상반기중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의 제로금리인 0.25%까지 정책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
o 다만, 기자회견에서 Poloz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향후 정책여지 제약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
o 한편, BOC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어제 국채
Buyback 규모 및 기간물 RP 입찰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늘은
은행인수어음 매입 프로그램(Banker’s Acceptance Purchase Facility) 실시를 발표

2020.3.13일 Bank of Canada 통화정책회의 정책결정문

The Bank of Canada today lowered its target for the overnight rate by 50
basis points to ¾ percent. The Bank Rate is correspondingly 1 percent and
the deposit rate is ½ percent. This unscheduled rate decision is a proactive
measure taken in light of the negative shocks to Canada’s economy aris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ecent sharp drop in oil prices.
It is clear tha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is having serious consequences
for Canadian families, and for Canada’s economy. In addition, lower prices
for oil, even since our last scheduled rate decision on March 4, will weigh
heavily on the economy, particularly in energy intensive regions.
The Bank will provide a full update of its outlook for the Canadian and
global economies on April 15. As the situation evolves, Governing Council
stands ready to adjust monetary policy further if required to support economic
growth and keep inflation on target.
The Bank has also taken steps to ensure that the Canadian financial system
has sufficient liquidity. These additional measures have been announced in
separate notices on the Bank’s website. The Bank is closely monitoring
economic and financial conditions, in coordination with other G7 central banks
and fiscal author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