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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정보

뉴욕사무소

캐나다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 및 자산매입계획 발표
1. 주요 내용

□ 3.27일

*

캐나다 중앙은행(이하 ‘BOC‘)은 캐나다 금융시스템 및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50bp 인하(0.75%
0.25%)

→

* 금일 금리 결정은 예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오전 9시에 전격 발표. 3월 들어 3번째 금리
인하(4일과 13일에 각 50bp 인하하여 총 150bp 인하)이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0.25%까지 인하

o 또한 캐나다 금융시스템 내 원활한 신용공급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
적으로 시행
- 4.1일부터 경기 회복시까지(until the economic recovery is well underway) 캐나다
국채를 전 만기에 걸쳐 매입(최소 50억 C$/ )하는 대규모 자산매입(대차대조표
확대) 시행(The Bank’s balance sheet will expand as a result of these purchases)

週

- CP Purchase Program(CPPP)도 신설하여 향후 1년간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만기 3개월 이내의 적격등급의 우량 CP를 매입하여 기업 자금시장 지원

□ BOC는 정책결정문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유가 급락 등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 하한(effective lower bound)인 0.25% 로 금리 인하를 단
행했다고 밝힘

o BOC의 금일 정책결정은 원활한 신용공급을 위한 금융시스템 지원 및 향후 경제
정상화 기반 조성을 위한 것임
o BOC는 경제 및 금융시스템 지원과 인플레이션 타겟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정책대응에 나설 준비(stands ready to take further action as required)가 되어
있음
BOC 정책금리

2. 시장 반응 및 평가

□

BOC 금리인하 결정(오전
하락하고 캐나다달러화도
경기부양책 발표(오전 11:30경)
캐나다달러화는 소폭 강세로

직후 캐나다국채 금리(10년물)는 큰 폭
상당폭 약세를 보였으나 Trudeau 총리의 추가
이후 금리 낙폭을 축소하고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반전
9시경)

캐나다· 미국 국채(10년물) 금리 및 CAD 환율1)

주 : 1) 뉴욕시간 16:00 기준

□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BOC의 금리인하보다는 대규모
국채매입 시행에 주목하면서 예상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었던
것으로 평가
o 대규모 국채매입 프로그램 시행은 경기회복 및 금융시장 기능 유지를 위해
BOC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리라는 의지를 전달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週

- BOC의
당 국채 매입규모는 발행잔액(6,000억 C$) 및 BOC의 기존
보유규모(760억 C$) 등을 감안할 때 유통물량의 1% 수준이며, 과거 연준의
QE3 기간중 매입규모(100억 $/ )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며 향후 확대될
가능성(TD, Desjardins)

週

- Poloz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소방수는 물을 많이 쓴다고 비난당하지
않는다(A firefighter has never been criticized for using too much water)”며 과감한
유동성 공급을 공언
o 주요 투자은행들은 향후 BOC가 금융시장의 신용 위험 축소를 위해 자산매입
대상을 회사채, 주정부채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

①

②

o 다만, 마이너스 금리와 관련해
정책결정문의 실질 하한 언급,
Poloz
총재의 부정적 답변 등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과거 BOC가 실효 정책금리 하한을 0.5%*로 제시한 바 있으며,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회의적인 Poloz 총재가 6월 퇴임 예정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음

②

①

–

–

* BOC는 비전통적 정책수단 체계를 개편하면서 실효 금리하한이 0.5%라고 발표 (2015.12월)한
바 있음. 금일 Poloz 총재는 이에 대해 이론적인(theoretical) 수준이라고 언급

2020.3.27일 Bank of Canada 통화정책회의 정책결정문
The Bank of Canada today lowered its target for the overnight rate by 50 basis
points to ¼ percent. The Bank Rate is correspondingly ½ percent and the deposit
rate is ¼ percent. This unscheduled rate decision brings the policy rate to its
effective lower bound and is intended to provide support to the Canadian financial
system and the econom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spread of COVID-19 is having serious consequences for Canadians and for the
economy, as is the abrupt decline in world oil prices. The pandemic-driven
contraction has prompted decisive fiscal policy action in Canada to support
individuals and businesses and to minimize any permanent damage to the structure
of the economy.
The Bank is playing an important complementary role in this effort. Its interest rate
setting cushions the impact of the shocks by easing the cost of borrowing. Its efforts
to maintain the functioning of the financial system are helping keep credit available
to people and companies. The intent of our decision today is to support the financial
system in its central role of providing credit in the economy,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economy’s return to normalcy.
The Bank’s efforts have been primarily focused on ensuring the availability of credit
by providing liquidity to help markets continue to function. To promote credit
availability, the Bank has expanded its various term repo facilities. To preserve
market function, the Bank is conducting Government of Canada bond buybacks and
switches, purchases of Canada Mortgage Bonds and banker’s acceptances, and
purchases of provincial money market instruments. All these additional measures have
been detailed on the Bank’s website and will be extended or augmented as needed.
Today, the Bank is launching two new programs.
First, the Commercial Paper Purchase Program (CPPP) will help to alleviate strains
in short-term funding markets and thereby preserve a key source of funding for
businesses. Details of the program will be available on the Bank’s web site.
Second, to address strains in the Government of Canada debt market an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ll other actions taken so far, the Bank will begin acquiring
Government of Canada securities in the secondary market. Purchases will begin with
a minimum of $5 billion per week, across the yield curve. The program will be
adjusted as conditions warrant, but will continue until the economic recovery is well
underway. The Bank’s balance sheet will expand as a result of these purchases.
The Bank is closely monitoring economic and financial conditions, in coordination
with other G7 central banks and fiscal authorities, and will update its outlook in
mid-April. As the situation evolves, Governing Council stands ready to take further
action as required to support the Canadian economy and financial system and to
keep inflation on targ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