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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앙은행 정책금리 50bp 인하
1. 주요 내용

□ 3.4일 캐나다 중앙은행(이하 ‘BOC‘)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50bp 인하(1.75%

→

→ 1.25%)

o 2018.10월 금리 인상(1.50% 1.75%)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인하기조로 전환하
였으며, 50bp 인하는 2009.3월 이후 처음

□ BOC는

정책결정문에서 캐나다 경제 및 물가는 잠재성장률과 목표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이 캐나다 및 세계경제 전망에 부정적 충격으로 작용(material negative
shock)하고 있다고 밝힘

o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USMCA 타결에 힘입어 회복이 기대됐던 기업투자
및 수출 부문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며, 성장을 견인했던 민간소비 등도 심
리위축 영향으로 둔화될 가능성

州 교사 파업, 일부 지역 악천후 등의 일시적인 경기

- 철도 봉쇄*, 온타리오
둔화요인도 가세

* 2월초 거주지내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원주민들이 온타리오 지역 철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시위에 나서면서 캐나다 국내 화물 및 여객 운송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

o 글로벌 생산 체인 차질 등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하락하고 캐나다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대외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 악화되었으며, 글로벌 금융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 등으로 금융여건도 위축
o BOC의 경제전망은 1월 정책회의 당시보다는 명확하게 약화되었으며, 경제
성장 및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정책대응에 나설
준비(stands ready to adjust monetary policy further)가 되어 있음
- 금융시스템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임
o BOC는 경제 및 금융여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며, G7
중앙은행 및 정책당국과도 공조해 나갈 것임
BOC 정책금리
일 자
목표정책금리(%)
(조정폭,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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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

0.75

3.4

1.00 ... 1.25 ... 1.50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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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 (+0.25) (+0.25) ... (+0.25) ... (+0.25) ... (+0.25) ...

( - )

( -0.50 )

2. 시장 반응 및 평가

□

BOC의 금리인하 결정(뉴욕기준 오전 10시 발표) 이후 캐나다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캐나다달러화는 약세
o 캐나다국채 금리는 BOC 발표 직후 만기 구분 없이 급락하였다가 장기물(10년물)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짐 (2년물 : -4bp, 10년물 : +4bp)
o 캐나다달러화는 BOC 정책회의 직후 큰 폭의 약세(-0.4%)를 보였다가 통화 및
재정정책 대응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약세폭 축소(-0.1%로 마감)
캐나다· 미국 국채(10년물) 금리 및 CAD 환율1)

주 : 1) 뉴욕시간 16:10 기준

□ 대부분의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금일 BOC 결정이 예상(25bp 인하)을 상회하는
인하 폭과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등으로 dovish 했던 것으로 평가

o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전일 연준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로 BOC의 금리
인하는 충분히 예견되었으나 인하 폭은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평가하며
BOC 발표 이후 단기물 위주의 금리 하락이 이어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언급
o 또한, BOC의 추가 정책대응 시사 등으로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차기
정책회의(4월)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o 다만,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내일로 예정된 Poloz 총재의
연설*을 통해 향후 BOC 정책기조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BOC는 매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와 정책회의 발표가 겹치는 경우(연간 4회)에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금일은 기자회견이 없는 대신 내일 Poloz 총재가 “Economic Progress
Report”와 관련하여 연설이 예정되어 있음

2020.3월 Bank of Canada 통화정책회의 정책결정문
The Bank of Canada today lowered its target for the overnight rate by 50 basis points
to 1 ¼ percent. The Bank Rate is correspondingly 1 ½ percent and the deposit rate is
1 percent.
While Canada’s economy has been operating close to potential with inflation on target,
the COVID-19 virus is a material negative shock to the Canadian and global outlooks,
and monetary and fiscal authorities are responding.
Before the outbreak, the global economy was showing signs of stabilizing, as the Bank had
projected in its January Monetary Policy Report (MPR). However, COVID-19 represents a
significant health threat to people in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In consequence,
business activity in some regions has fallen sharply and supply chains have been disrupted.
This has pulled down commodity prices and the Canadian dollar has depreciated. Global
markets are reacting to the spread of the virus by repricing risk across a broad set of
assets, making financial conditions less accommodative. It is likely that as the virus spreads,
business and consumer confidence will deteriorate, further depressing activity.
In Canada, GDP growth slowed to 0.3 percent during the fourth quarter of 2019, in line
with the Bank’s forecast, although its composition was different. Consumption was
stronger than expected, supported by healthy labour income growth. Residential investment
continued to grow, albeit at a more moderate pace than earlier in the year. Meanwhile,
both business investment and exports weakened.
It is becoming clear that the first quarter of 2020 will be weaker than the Bank had
expected. The drop in Canada’s terms of trade, if sustained, will weigh on income
growth. Meanwhile, business investment does not appear to be recovering as was expected
following positive trade policy developments. In addition, rail line blockades, strikes by
Ontario teachers, and winter storms in some regions are dampening economic activity in
the first quarter.
CPI inflation in January was stronger than expected, due to temporary factors. Core
measures of inflation all remain around 2 percent, consistent with an economy that has
been operating close to potential.
In light of all these developments, the outlook is clearly weaker now than it was in
January. As the situation evolves, Governing Council stands ready to adjust monetary
policy further if required to support economic growth and keep inflation on target. While
markets continue to function well, the Bank will continue to ensure that the Canadian
financial system has sufficient liquidity.
The Bank continues to closely monitor economic and financial conditions, in coordination
with other G7 central banks and fiscal author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