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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1)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요금 인하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

불구하고 서비스가격의 오름폭 확대로 전월과 같

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은 0.7%를 나타내었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
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과 동일한 2.0%를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

기록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

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

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

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
의 통화정책 변화 및 중국 위안화 절하에 따른 국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기대,

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중국 위안화 절하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큰 폭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하여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메르스 사태의 충격 등으로 위축되었던 소비와 경

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제주체들의 심리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어갔다.

고용 면에서는 고용률이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하
였으나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은 구
직활동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메르
스 사태의 소멸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것
으로 전망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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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
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
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
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및 일부 신흥시
장국의 금융불안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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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결안건
〈의안 제32호 ― 통화정책방향〉

것으로 평가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경제가 내년
중에 성장 및 물가 측면에서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것

(1)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올해 발생한 다양한 악재들이 내

제69호 - 「국내외 경제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

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경

70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

제전망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국장이 보고 제71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후, 특히 당행의 정책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향후 경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제전망의 정책적 의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2)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전일 보고내용을 접수하고
「한국은행법」 제28조에 따라 의안 제32호 - 「통
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관련부서의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가계부채와 환율에 대한 전망이 생략되어 있다고 언급
한 후, 가계부채의 중요성과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

(3) 위원 토의내용

경제의 체질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환율 등을 포함한
엄밀한 전망모형을 구축하고 분석결과를 공유할 필요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관련부

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서에서 하반기 중 수출(실질GDP중 재화수출 기준)이
더디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수출부
진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한

다른 일부 위원은 당행과 정부의 금년도 경제전망을

후, 최근 BSI 등 심리지표의 큰 폭 하락, 그리스 및 중

비교해 보면 성장 관련 변수들의 경우 정부가 당행에

국 문제, 엔저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좋지 않다는

비해 다소 높게 전망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

점을 함께 감안해 보면 설비투자가 하반기 중에도 증가

의 경우 당행 전망치(0.9%)가 정부 전망치(0.7%)에

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련부서의 전망과 상당히 다른

비해 높다고 언급한 후, 당행과 정부의 소비자물가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이를 감안할 때 비록 이번

승률 전망치 간에 차이가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물었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 되었지만 향

으며,

후 성장 및 물가 경로 상에는 하방위험이 여전히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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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유가, 임금 등에 대한 미

시적 시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부진이 경제주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경기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국면 – 인 소위, 스톨 스피

이어서 동 위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경제성장

드(stall speed)의 임계치에 접어들고 그 결과 경제주

률에 미치는 효과(0.3%p)에도 불구하고 당행의 금년

체의 기대형성에 큰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

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로 하향조정된 것은 결

사하는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국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아진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스톨 스피드는 경제성장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후, 2012년 이

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

후 매년 당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재정확대가 반

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정 수준을 밑돌 경우

복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3% 내외 수준에 머물고

향후 경기가 불황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그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정도 수준으로 낮아진 것인지, 각종 정책의 경기부양

후, 우리 경제의 경우 미국과 달리 성장률의 변동성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발언하

크고 경제발전 단계에 맞추어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

면서 우리 경제의 적정 성장률에 대한 관련부서의 견해

이기 때문에 스톨 스피드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

를 물었음.

변하고, 다만 경기부진이 경제주체의 심리에 영향을 미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나 추가경

치고 이것이 다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

정예산의 효과는 민간소비, 투자, 건설 등을 통해 분명

환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히 존재한다고 답변한 후, 이번 수정전망에서 성장경로

있다고 첨언하였음.

가 낮아진 것은 메르스 사태 이외에도 가뭄 등의 영향
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적정 성장률과

이어서 동 위원은 대규모 경기변동이 때로는 작은 충

관련해서는 현재 잠재성장률을 새롭게 추정중이라고

격에 의해서 초래되기도 한다는 점(Ben Bernanke

첨언하였음.

등, 199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주체의 과도하
고 비관적인 경제에 대한 인식이 실질금리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점(Andy Haldane, 2015) 등을 언급한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이번 경제전망에서 금년도 경제

후, 6월중 심리지표가 메르스 사태와 유사한 과거 사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다소 하회할 것으로 수정되었

와 비교하더라도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나 소비 위

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가 경기부양책 등의 적극적인

축 속에서 저축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정책노력이 없으면 경기부진을 지속하는 국면 - 경기

것은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소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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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설’처럼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위험을 인식하고 있

금리가 인상기조로 돌아서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는 데 영향받은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경제

차원에서 현재 주택가격의 버블 형성 수준, 가계의 소

주체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

득 경로, 가계의 재무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대한 다양

해를 나타내었음.

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주택가격을 전망해 볼 것을 당
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하반기 중 수출 회복의 주요 위험요
인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 및 수입대체 전략 강화라고

끝으로 동 위원은 경제주체들의 관심이 경제성장률,

강조한 후, 과거와 같은 대중국 수출 특수가 앞으로는

물가 등 거시지표상의 성과로부터 삶의 질, 고용 등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행의 물

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가안정목표 관련 지표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한정하기보
다는 전월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과 같은 자산가격을

아울러 동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보조 목표지표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

이 낮아진 데에는 생산성 하락의 영향이 있으며, 특히

며, 중장기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통화가치 안정목표제

최근의 경기부진에는 수요 부족뿐만 아니라 생산성 하

나 미국 등과 같은 이중 목표제(dual mandate)를 도

락 등 공급측면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

입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여 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
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의 경기부진에는 경

한편, 일부 위원은 2012년 이후 경기사이클이 과거

기순환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있는

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면서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

만큼 앞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순환

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다른 일부 위원의 의

적 요인을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한계기업 구조조정,

견에 동의를 표시한 후, 특히 성장률에서 이월효과를

노동시장 생산성 제고 등 구조적 요인의 개선 노력도

차감한 성장 모멘텀이 대체로 2%에 머물고 있는데 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의
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동 위원은 향후 주택가격의 움직임은 실물경제
의 회복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금융

이어서 동 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지난 4월

안정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시장

전망시와 비교해 보면 메르스 사태의 영향과 수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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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

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수입시기를 앞당겨 조

어 보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메르스 사태는 우

절하거나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규모가 큰 국가로 수입

리 경제에 일시적인 충격으로만 작용하여 성장경로에

선을 전환하는 등의 수입관리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는 견해를 밝혔음.

금년 3/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이번에 상향조정된
배경을 물었으며,

끝으로 동 위원은 당행의 물가안정목표 기준지표인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2/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자가주거비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일시적인 충격으로 크게 낮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와 추

동 지수에서 주거비 관련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경이 3/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4/4분기에 세

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그 결과 최근의 전세값 상승 등

수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추경

주거비용이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

효과를 함께 감안한 결과라고 답변하였음.

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파급경로 측면에서 부
동산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진 점, 금융안정이 당행의 책

또한 동 위원은 경제전망보고서에 수록되어 일반에

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거비 관련 항목이 소비자

공개되는 GDP갭률 자료의 경우 과거에 추정된 잠재성

물가지수에 적정한 비중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

장률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현재

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새롭게 추정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기준으로 GDP갭
률 자료를 작성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조기 재정집행 및 4/4분기 중 세수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잠재성장률 추정결과에

부족 발생이 반복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대체로 1∼3분

대한 보완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GDP갭률 산정시

기는 기조적인 흐름을 상회하다가 4/4분기에 크게 꺾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년동기대
비 성장률 기준으로 경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아울러 동 위원은 과거에 비해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

견해를 제시한 후, 작년 이후 당행의 네 차례에 걸친 기

을 유지함에 따라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

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이

하면서 금년과 내년 중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

작년 1/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며, 그 결과 원화 절상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실물경제

고려해 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둔화되

의 회복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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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동 위원은 지난 1년간 당행은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전망 다음 분기부터 반등해서 성장경로의 기

등을 종합해 볼 때 금년에는 하반기 중 추경 효과가 나
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음.

울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매번 전망하였으나 실적치는
전망과 달랐다고 지적한 후, 이러한 전망 오차가 발생

아울러 동 위원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제조업부문

한 데에는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등 예상치 못했

의 유휴생산력이 확대되는 모습인데, 중국 경제 및 세

던 요인의 영향도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저유가, 교

계교역량 둔화 등 외생요인에 의해 하반기에도 수출 부

역조건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

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제조업 생산 및 설비

락해 온 점에 비추어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이

투자의 부진에는 경기순환적인 요인 이외에도 기업의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 경제의 내적인 복원력이 훼손되

해외생산 확대, 우리 수출상품의 대외 경쟁력 저하, 구

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조조정 지연에 따른 유휴생산설비 상존 등 구조적인 요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인도 가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당행이 전망한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 중 설비투자 증가율이 금년 상

또한 동 위원은 관련부서에서는 추경 효과를 감안하
여 하반기에 정부소비와 건설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반기에 비해 높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메르스 사태와 수출부진의 성장률 충격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입규모와 상관관계가 높은

한편, 동 위원은 GDP갭률과 유휴생산능력 지표 산

경상성장률이 당초 정부세입 예산 편성시 가정한 수치

출시 양 지표 간에 불일치 발생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뿐만 아니라 작년 실적치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일 것으

개선하는 한편 통화정책 판단시 양 지표 간 불일치를

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금년에도 세수부족이 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

생하여 정부가 기대하는 추경의 순성장 효과를 거두기

시하였음.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상반기 중 세수규모가 작

이어서 동 위원은 실물경제만 고려하여 잠재성장률

년에 비해 늘어난 점,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작년 소

을 추정할 경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측면의

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비중이 높다는 점, 금년 중 세

한계가 있다는 점과 궁극적으로는 금융안정이 실물경

수부족 규모가 작년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추

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경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세수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때 BIS 연구사례 등을 참고하여 잠재성장률 모형에 금

률 하락현상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융 불안정성, 금융사이클 등 금융안정 측면의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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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향, 수출 부진 이외에도 가뭄과 고온현상에 따른 농림
어업 생산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2/4분기 경제성
장률 전망치가 지난 전망시에 비해 크게 하향 조정된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이번 수정전망시 관련부서에

점 –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점

서는 정부가 추산한 재정보강 대책의 성장률 제고효과

을 감안하여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예측오차 발생배경

(2015년 0.3%p, 2016년 0.4%p 내외 성장률 제

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에는 예측오차가

고)를 반영하였는데, 실제 확장적 재정정책의 성장률

발생한 배경을 경제전망보고서에 충실히 수록하는 것

제고효과는 정책 환경, 지출재원의 조달방식, 재정지

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출 구성항목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이어서 동 위원은 추경예산의 국회 의결이 지연되거
나 편성된 예산이 계획보다 늦게 집행될 경우에는 그

그리스 사태가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효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추경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그리스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

에 대한 미국 금융회사들의 직접적인 익스포저가 크지

승하고 그 결과 민간투자가 구축되는 소위 구축효과

않기 때문에 그리스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고, 다만 그리스 사태가 장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경편성 진행과정, 예산

기화 될 경우에는 미국도 국채금리의 상승과 같은 영향

집행실적 등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해 나가는

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한편, 국채 확대발행 과정에서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과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경제적 및 정치·외교적 이

도하게 확대되어 추경효과가 약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해관계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은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음.

점에서 그리스 사태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

또한 동 위원은 이번 경제전망보고서에는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추경 등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가져올

타낸 후, 향후 그리스 사태의 진전 상황 및 그 파장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성장률 제고효과에도 불구하고 당행이 금년도 경제성
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배경 – 메르스 사태의 영

이어서 동 위원은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그리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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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영향을 받아 상승세가 일시 주춤한 모습이지만 수

신흥국의 경우에도 마땅한 투자처가 많지 않다는 점 등

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실질실효환율의 추이

을 고려해 보면 해외투자의 유인이 높지 않은 상황인

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음

데다가 우리 경제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할 전
망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원화 강세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동 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

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해외투자시 환헤지를 하지 않을

안」의 효과에 대해 관련부서의 견해를 청취한 후, 동

유인이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향후 해외투자

방안의 정책 의도대로 국내에 유입된 달러 유동성이 국

시 환헤지 비율 축소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외에 상당규모 투자되게 되면 환율 기대심리의 쏠림현

외환수급 개선은 제한되는 반면 스왑시장의 수요우위

상을 억제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마련되는 것이

수급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스왑레이트가 크게 하락하여

라고 평가하고, 당행도 동 방안이 외환시장 안정에 기

오히려 외화유입이 확대되면서 원화환율 하락압력이

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를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정부 정책목적에 부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

합하는 방향으로 해외투자 행태가 변하는지 – 예를 들

해서는 관련당국들이 이미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

어 해외투자를 위해 새로운 외화차입보다는 시장에서

에 당초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부과제들이

환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지–를 적극 모니터링할 필

실행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후, 기관투자자들의 환헤지
관행을 개선할 유인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정부 방안에 과도한 환헤
지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해외주식 매매·

다른 일부 위원은 그리스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금융
기관의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 현황을 물었으며,

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을 비과세하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선박 수출

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 도입 계획이 포함되

과 관련하여 선박금융 관련 익스포저가 있는 것으로 파

어 있다고 답변하였음.

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하여 금융측면에서 원화강세 현상

이어서 동 위원은 금년 들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을 완화하려는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지만, 현

마다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채권시장을 통한 자본유

재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금리가 낮다는 점,

출 우려가 상당히 제기되었지만 실제로는 자본유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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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자본유출입에는 내

태, 중국경제 문제, 취약신흥국의 채무불이행 위험,

외금리차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국 정책금리 인상 및 신흥국에 미칠 파장 등 다양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중 기준금리 인하가

한 리스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언

자본유출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

급하면서,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의 현재화 과정에서

언하였음.

‘국제통화금융체계(international monetary and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가 대규모

financial system)의 한계 때문에 각국의 금융불균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내

형 및 금융사이클이 오히려 증폭되는 과잉금융탄력

외금리차 이외에 환차익을 기대하고 국내 채권에 투자

성(excess financial elasticity) 문제’(Claudio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음.

Borio, 2014년 8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신흥국의 경우 국제금융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국제기구에서 적극 개진할 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국제금융

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부정적 요인들도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의 과열양상이 다소간 조정된 점, 안전자

또한 동 위원은 그리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제금융

산 선호 경향으로 인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엔화의

시장의 장기금리가 하락하거나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

약세가 억제된 점, 달러화 강세로 원자재가격이 안정되

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후, 미 연준의 정책

는 효과가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다고 발언

금리 인상시점을 언제로 예상하고 있는지 물었으며,

한 후, 현재 문제의 핵심은 그리스 사태의 장기화 여부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시장에서는 대체로 미 연

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 확률이라는 의견을

준의 정책금리 인상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

나타내었으며,

로 예상하고 있으나 미 연준의 고위 인사들은 당초 입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장을 견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한

실행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후, 미 연준이 그리스 사태에 따른 장기시장금리 하방

때 그리스와 채권단이 타협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되며,

압력,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미국의 물가

그리스 사태의 장기화 여부는 협상과정을 좀 더 지켜봐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감안하여 정책금리 인

야 가늠해 볼 수 있겠다고 답변하였음.

상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에는 그리스 사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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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이

를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공조 노력도 필요하다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대규모로 이동(great rotation)할

견해를 나타내고,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관련부서에서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징후가 뚜렷하지 않다

채권투자자금 흐름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을

고 평가하면서, 향후 글로벌 투자자금이 금융상품별,

당부하였음.

지역별로 차별화되면서 대규모로 이동할 경우 우리나
라의 자본유출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
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그리스 사태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
회사의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가 작고 우리나라의 수
출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그리스 사태
의 영향으로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동구권 국가들

한편, 일부 위원은 금년 하반기 중 그리스 사태의 해

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와, 동구권뿐만 아니

결 지연,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국 주식시장의

라 우리나라에 상당한 규모의 익스포저가 있는 유럽계

불안성정 증대 등 대외경제의 위험요인이 현재화될 경

금융회사의 투자행태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금융

우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얼마나 발생할지, 그 과정에

부문을 통한 그리스 사태의 간접적인 파급경로에도 대

서 우리 경제가 여타 신흥국과 얼마나 차별화될지가 중

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후, 아울러 유로화

요한 문제라고 강조한 후, 미국의 금리인상을 기점으로

의 약세, 유로지역 경기회복세 지연 등이 우리 수출에

글로벌 금융사이클이 조정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trade channel)에 대해

앞서 일부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국제통화금융체계

서도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의 과잉금융탄력성(excess financial elasticity) 문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제 때문에 우리경제의 금융사이클이 급격히 조정 – 과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여신규모와 거주자의 증권투자

거에도 채권시장을 통해 대규모 자본이 유출된 사례가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한 후,

있음 -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적 대응

유럽계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패턴의 변화와 신흥국

이 필요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금융사이클과 실물경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답

의 괴리 때문에 통화정책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

변하였음.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후,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내에 유입된 외화가 유출되도록 촉

또한 동 위원은 외은지점의 본지점 차입이 늘어나고

진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유동성이 채권시장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외은지점의 단기외채 비중이 높

을 통해 개별 국가의 경기순응성을 야기하는 파급경로

아지는 데에 내재되어 있는 외화유동성 위험은 없는지

A14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국계 외은지점들이 국

기간 내에 중국 증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
운 상황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외에서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본지점
차입 등 단기외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외은지

또한 동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주식시장에 대

점들의 차입한도 소진 상황을 보면 중국계는 소진율이

한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반면 비중국계는 차입한도에 여유가 있는

주가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투자손실은 제한적이라 생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각되지만, 중국 주가의 급락이 중국 실물경제에 어려움
을 가중시키고 그 결과 우리의 수출과 경제성장에도 부
정적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중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 금통위 회의시 중국 증시의

국 증시의 동향, 중국 실물경제의 상황 변화, 우리 경

급격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실제 상해종

제에 미칠 영향을 한층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

합지수가 6월 12일 정점을 기록한 후 내림세를 지속하

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여 어제까지 약 28%의 큰 폭 하락을 기록하였다고 지
적하고, 이러한 중국 주가의 급락은 직접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신용거래 규제조치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우리 경제

로는 그동안 주가가 기초경제여건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 예상보다 좋지 않고 정책여력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

고평가되어 온 때문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인 만큼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
으로 정책효과가 원활히 파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

이어서 동 위원은 중국 정책당국이 주가 급락에 대응

들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하여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하, 양로보험기

강조한 후,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회사채

금의 주식투자 허용, 증권거래세 인하, IPO 물량조절,

시장에도 효과적으로 파급되어 기업의 자금사정이 개

인민은행의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등 각종 시장안

선되도록 하는 방안, 공개시장조작, 대출 등 당행의 정

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 증시가 어떻게

책수단과 연계하여 여신금리의 추가 하락을 유도하는

될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며, 현재 중국경제에 내재

방안, 채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통한 공시효과를 활

되어 있는 각종 구조적 요인들과 경기순환적인 요인들

용하여 시장금리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 등

로 인해서 경기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리스 사태의 부정적 영향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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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부 위원은 정부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어질 수 있도록 관련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
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사
채시장 등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채시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 6월 금통위 회의 이후 장

며, 특히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회사

기금리의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최근 주택금

채시장의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융공사 발행 MBS 입찰과정이나 추경용 국채발행 규모

점을 감안할 때 기업 구조조정의 시장 친화적인 추진

에 대한 시장 내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장기금리의

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회사채시장 등 자본시장 상황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

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당행이 적극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최근 국내 장기금리가

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동 검토 시 관련 법·제

상승한 데에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와 국내

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위기가 발생한

경기에 대한 전망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채권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면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방

장의 수급 불안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나

식으로 문제를 수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시장

타내었음.

친화적인 구조조정 체계가 마련되면 위기발생을 사전
에 방지할 수도 있다는 점,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이어서 동 위원은 금년 4월 분트 탠트럼(Bund

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시각

tantrum) 이후 미국채 금리변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장

에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기시장금리의 반응도가 주요국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는 점 등을 고려할 것을 당부하였음.

무엇인지 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회사채시장 안정화를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분트 탠트럼 당시 나타난

위해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동의를 표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장기금리 급등 현상은 과거 이

명하면서, 당행이 회사채시장 안정화를 위한 체계

들 국가의 국채금리가 과도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한 데

(framework)나 제도 마련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

다 유가반등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 중앙은행의

행하고 이것이 실행된다면 결국 최종대부자로서 당행

국채 매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

이 부담하게 되는 사후적인 정책비용이 줄어든다는 의

른 채권시장 유동성 축소 등이 가세하면서 발생하였다

견을 제시한 후, 이러한 맥락에서 사모펀드 등을 통해

고 설명하고, 국내시장에서는 채권시장 유동성 축소의

부실기업의 인수·구조조정·재매각 등이 활발히 이루

영향은 없었다고 답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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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위원은 최근 미국에서는 향후 시장금리가 오
를 것을 예상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기에 조달하기 위하

을 포함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여 회사채 발행에 나서면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장기시장금리는 기본적으

고 언급하면서, 국내 회사채시장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

로 경기, 기대인플레이션 등 기초경제여건과 채권수급

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장기시장금리
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 회사채 스프레드가 그 수준은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답변하고, 특히 우

높으나 변동성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

리 경제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대외충격에

서 전반적인 저금리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용리스크 수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 차원에서

준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우량물 회사채의 신용스

하였음.

프레드는 저금리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일부 중앙은행의 경우

으나 비우량물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는 해당기업의

관련부서의 우려와 같은 이유 때문에 워킹 페이퍼

업황이 계속 부진하고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신용위

(working paper) 등을 통해서 시장에 간접적으로 커

험 경계감이 여전한 점을 반영하여 높은 수준을 지속하

뮤니케이션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알고 있다고 발언한 후, 이러한 포워드 가이던스는 앞
으로 장기시장금리 예측에 대한 혼란으로 초래될 수 있

한편, 동 위원은 당행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우량물 회사채 금리가 높은 수준

는 국내금융시장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시장금리도 국제시장금
리에 동조화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감안해

이어서 동 위원은 금리 상승, 시장유동성 축소 등 향

보면,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당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

후 금융여건이 변하여 주택가격 급락 등이 발생할 경

과가 충분히 파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

우 그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만

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완화적 통화

큼, 장기시계에서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충분치 않

동성 위험 제거에 유리한 덴마크 방식의 커버드 본드

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나타낸 후, 향후 금융시장의 기

(covered bond)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거나 은행

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행의 장기시장금리 전망 등

의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해소를 위한 만기일치 방식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A17

의 주택담보대출 증권화를 도입하는 등 주택금융시장

려될 경우에는 DTI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거

을 보강하는 방안을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해 볼

나 또는 상호금융과 같이 지방에서 주된 대출취급기관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대출심사 기
준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변하
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
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후,

이어서 동 위원은 지난 5월과 6월 채권시장의 변동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를 보면 2011년 이후 수

성이 커졌으나 당시 당행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미흡한

도권지역 아파트가격이 보합세를 보인 반면 대구 및 경

면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시각에서 적

북지역은 월평균 각각 0.8%와 0.7%의 높은 상승률

기에 시장안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낸 후, 회사채시장의 경

가율도 전국 평균의 약 2배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하

우에도 신용리스크를 제외하고 보면 국채시장을 통해

면서, 이와 같이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회

에 대해서는 LTV나 DTI를 탄력적으로 강화하는 등 규

사채시장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

제수단을 지역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

직하다는 견해를 개진하고, 아울러 당행의 정책여력이

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협소해진 점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
구·경북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음.

상당히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택금융 규
제완화, 시장금리의 하락 이외에도 지역개발 호재 요
인 등도 가세한 때문이라고 설명한 후, 현재 이들 지역

다른 일부 위원은 과거 테이퍼 탠트럼 발생시 미국

주택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기채권의 기간프리미엄이 1.5%에 달하였는데 현재

는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적절한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

0.5%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향후 미

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국 장기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게 될 경우 국내시장

이어 이들 지역의 주택시장, 주택담보대출 동향에 대한

금리도 상당한 정도 오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후,

모니터링을 우선 강화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와

이들 지역 부동산시장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과열이 우

미국 간에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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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일부 시각을 소개하였음.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추이를 보면 변

아울러 동 위원은 당행은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시스

동금리는 단기자금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고정

템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할 책무가 있는 만큼 가계부

금리는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장기시장금리의 영향을

채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관련당국

크게 받는다고 언급하고, 이 때문에 지난 6월 당행의

등과 공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특히

기준금리 인하 이후 변동금리는 다소 하락한 반면 고정

3/4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앞으로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

제안하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출 고정금리도 함께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앞서 다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DTI 적용을 지방으

낮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날 우려가

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동감을 표시하였음.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끝으로 동 위원은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사의

금융회사가 변동금리부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커지는

경우 지난해부터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금융회사의 고정금리대출 취

행의 경우에도 구조적인 수익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급비중을 금년 말 기준 25%로 설정한 바 있으며, 동

고 지적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은행, 생명보험회

비중을 앞으로도 높여나갈 계획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

사, 연기금 등의 경영건전성 상황을 금융안정 측면과

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
붙였음.

또한 동 위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부 대출인 상황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빠르

수익성이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예대금리차 축소, 경기부

게 늘고 있는데,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성에

진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부동산 관련 업종의 경우 경기의

에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잠재적 리스크가 있다는

자부문의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향후에 시장금

견해를 피력한 후,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개인사업자대

리 상승 등으로 한계기업,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한 부

출 금리가 위험 프리미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등

실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관련 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기관의 수익성이나 경영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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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금융회사들이 이에 대

리부 대출금리가 추가 하락하게 되면서 변동금리부 대

응하여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부실채권의 신규 발생

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데다가 정부가 2015

을 억제하고 있는 추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용절감

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혔듯이 고정금리 분할

노력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상환 목표비중을 상향조정할 경우 은행들이 동 목표를

있기 때문에 소폭이나마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

달성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부 대출의 가산금리를 경쟁

이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어 각종 스트레스 테스트

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추가적인 대출수요 확대 요인으

(stress test)를 통해 점검해 본 결과 국내 금융회사들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은 금리상승 등 거시경제 충격에 대해서 복원력을 충분
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자본적정성

이어서 동 위원은 당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

측면에서 대부분의 금융업권이 금융감독당국이 규정하

하면서 관련 정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

고 있는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 현재로

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강

서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

조한 후,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시스템 리스크

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당행의 입장이 최대한 반

로 이어지거나 금융안정을 위협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을 보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거시경제나 금융안정에 부
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와의 협의체 등에서
LTV, DTI의 적용지역 확대나 한도조정 등 보다 적극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 6월에도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경기

적인 총량관리 대책을 적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개선에 따른 아파트 물량 증가 예상, 은행의 완화적 대
출태도 견지 전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추
가 하락 가능성, 정부의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중 상향 조정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추세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행의 6월 기준금리 인하가 변동금

일부 위원은 추가경정예산 관련 국채물량이 서로

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지표금리인 COFIX에 시차

다른 날에 분산되어 발행될 예정인지 관련부서에 물

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7월 중순 이후에 변동금

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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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정부가 국채 발행 시점을

화정책은 금융불균형을 누적시키고 구조개혁을 저해할

분산하여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때문에 통화정책 수행의 시계를 보다 장기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당행이 동 국채를 매입할

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계획이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RP용 국채 매입계획이 있
으며, 시장상황과 당행 보유 국채의 만기도래 현황 등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분산하여 매입할 계획이라

금년도 몇 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지 관련부

고 답변하였음.

서의 견해를 청취한 후, 전망경로의 조정과 전망경로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정부의 국채 발행 과정에서

관련 상하방 리스크의 변화를 엄밀히 구분하여 서술할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상쇄되지 않는 가운데 정책공

필요가 있으며, 경제상황에 대해 관련부서들 간에 시각

조(policy mix)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

차가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술 내용을 상호

할 것을 당부하였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 경제의 매크로 레버리지

한편, 일부 위원은 주요국의 물가연동채 기반 기대인

(macro leverage)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최근 경

플레이션(BEI ; break even Inflation rate)이 상

제부문별 부채조정 문제와 구조조정 문제가 우리 경제

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그간 글로벌 투자기관

의 주요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한 후, 구조

들이 디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지속 가능성에 대응한 헤

조정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긴요한 시점이라는 견

지수단으로 장기채권에 투자해 왔으나, 완화적 통화정

해를 피력하였음.

책의 결과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게 되면 장기채에 대
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어서 동 위원은 ‘통화정책이 성장 친화적인 경제환
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Nowotny 오스트리아 중

기대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
였으며,

앙은행 총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당행이 통화정책을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요국의 BEI가 상승한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것은 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inflation risk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후, 다만 장기간의 완화적인 통

premium)이 상승세로 전환된 데 기인한 것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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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은행의 구조조정 실적과 연계
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이어서 동 위원은 한계기업 문제가 통화정책의 파급

있다고 설명하였음.

경로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회사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생존능력이 있고 유망하지

의 관용적 대출행태, 저금리에 따른 이자상환부담 축소

만 담보가 없거나 신용제약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금

등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융중개지원대출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혹시 당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은행들의 관용적 대

한계 중소기업들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용을 제한할

출행태와 맞물려 한계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연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개선방안을

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은행의 세부적인 취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에 한도를 늘린 기술

급실적을 감안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내용을 차

형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별화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은행의 구조조정을 유도하

당행이 은행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원요건을 제시하

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여 그 조건에 맞는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전

있기 때문에 당행의 지원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

반에 대한 개선작업 시 위원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하였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수익
성 측면에서 은행에 상당한 유인(incentive)이 될 수

또한 동 위원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은행들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실

께 실질중립금리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명목

적과 동 대출을 연계하는 등 은행들의 한계기업 구조조

금리의 하락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실

정 유도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금리는 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것

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확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구조조정을 어떻게 정의

보하기 위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

하여 그 실적을 점검할 것인지, 특히 금융회사들이 공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과제이나 현재 통화정책 운영

동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개별 회사들의 구조

체계로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

조정 실적을 어떻게 반영할지 등과 관련하여 그 실행에

을 나타낸 후,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적용될 중기물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후, 중소기업을 지원

목표의 재설정과 더불어, 차제에 일본, 미국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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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와 같이 인플레이션 전망 타게팅(forecast

다는 점도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를 더욱 확대시키는

targeting) - 중앙은행이 최선을 다해 인플레이션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실제

전망하고 동 전망치가 중기물가목표에 근접하도록 통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경기 회복

화정책을 운용하는 체계 - 등 신축적 물가목표제 운용

에 기인할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위험이 줄어들면서 회

의 전략적 운영체계(framework)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지만 2013년 6월 테이퍼

이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넓혀감으로써, 통화정책의 투

탠트럼, 2015년 4월 분트 탠트럼의 경우처럼 장기금

명성과 신뢰성 제고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높여 나갈

리 상승이 대외요인에 기인할 경우에는 신용스프레드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앞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
다른 일부 위원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점이 가

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최근

까워지면서 미국 장기금리가 크게 상승하게 되면 우리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회사채시장 양극화 현상이 다

나라의 경우에도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장기금리

시 심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후, 국내 요인을 보

는 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P-CBO를 통해서 회사

더라도 현재의 기준금리가 저점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채 차환발행을 지원받고 있는 건설업, 조선업, 해운업

점, 내외금리차 축소로 인해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유인

등 업황 부진업종 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이 더 악화되지

이 축소된 상태라는 점, 추경용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는 않을지, 그리고 이들 기업의 자금사정 변화가 금융

있다는 점 등이 장기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에

라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대해서도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장기금리 중에서 국고채 금리는 해

(4)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

외에서도 우리나라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경
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위험자산인 회사채, 특히 비우량 회사채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이 있었음.

는 금리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
해를 제시하면서, 최근 그리스 사태, 중국 주가 급변동

일부 위원은 이번 달 기준금리는 다음 달 기준금리 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

정 시까지 현재의 1.5%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그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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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지

후 흐름도 상당기간 그간의 부진추세에서 벗어나기가 힘

켜보고 향후 전개되는 주요 국내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들 것으로 보임.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0.7% 상승하
여 7개월째 0%대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근원인플레이

지난달 금리인하 이후 전개된 대외경제 상황의 주요

션율도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여건 변화를 보면 우선,그리스의 채무불이행으로 촉발된

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담뱃값 인상효과를 제외할 경우

글로벌 금융불안이 확산되고 있음. 그리고 중국은 대내

6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4%에 그치고 있음.

외 수요부진 및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압력 등으

지난 5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1.3% 감소하여 3월 이

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보다 최근에는 주가 급락

후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음. 특히 이러한 설비투자 감소

에 따라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 우려도 대두되었음. 이와

가 기계류의 투자 부진에 주로 기인한 점, 1/4분기 법인

같이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관련된 하방 리스크가 증가

기업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한 점, 그리고 6

한 가운데,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연내에는 시작될

월중 조사된 기업들의 업황전망 BSI와 소비자심리지수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일부 취약국을 중심으로

가 급락한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설비투자 추이를 낙관

자본유출 및 금융불안 발생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하기는 어려울 것임. 한편 6월중 대두된 메르스 사태는

한편 국내 경제에 있어서는 그간의 수출입 감소세는

소비와 생산 및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음. 앞서 언급

강화되었고 저유가, 수요부진 등으로 인한 저물가 추세

한 바와 같이 BSI 및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큰 폭으로 하

는 지속되고 있음. 또한 이번 달에 입수된 지표들은 메르

락하였으며, 특히 이번 경우의 하락폭은 과거 유사 사태

스 사태의 본격화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의 소비, 투자

발생시의 관련 지수 하락폭을 크게 능가하였음. 그리고

등 내수가 상당히 미약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음.

향후 발표될 각종 경제지표 등을 살펴볼 때에는 메르스

특히 6월 통관기준 수출은 일평균 기준으로 5월에 비해

사태가 소비, 투자 및 생산을 감소시키는 1차 효과는 물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일평균 수입도 큰 폭의 감소

론 그 1차 효과가 다시 수요부진으로 이어져 성장과 물

세를 기록하였음. 최근의 수출입 감소는 유가하락은 물

가의 하방압력 등으로 나타나는 2차 효과에 대해서도 유

론 글로벌 교역량의 감소, 주요 수출 상대국의 경기회복

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연, 글로벌 소비행태의 변화 등 실물 측면의 요인들과

한편 6월중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증권투자자

함께 주요국의 경쟁적 통화완화 정책, 원화절상 기대심

금이 순매도로 전환되었음. 이는 그리스 사태에 따른 글

리 지속,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금융 측면의 요인들에 의

로벌 위험회피 성향의 대두 등으로 헤지펀드, 증권회사

하여 복합적으로 야기된 것임. 이렇게 볼 때 수출입의 향

등의 주식 투자자금과 일부 유럽계 상업은행의 채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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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금이 유출된 데 주로 기인한 것임. 다만, 연초 이래

전개되는 주요 국내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지속되었던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입세를 감안할 때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아직까지 그 유출규모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그리

특히 현 시점에서 통화당국은 최근 실행된 금리인하

고 채권시장에서의 장기시장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

인상 기대,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예상 등으로 상승하고

해 보고 나아가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있음.

을 강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에 적극 나설 필요가

6월중 가계대출은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 영업

있을 것임. 그리고 최근 갈수록 우려되고 있는 우리 경제

일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증가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

의 수출 감소에 대하여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다각적이고

음. 그리고 주택거래 비수기인 7월 이후로는 신학기 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매우 긴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사수요, 전세의 조기매매전환 가능성 등으로 인해 가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한편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은 6월 이후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의 확산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음. 그러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국

나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 주요국의 경쟁적 통

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

화완화 정책 지속 등 각종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국내

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절상압력은 다시금 대두될 가능성

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되, 완화적 통

이 높음.

화정책 기조와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지켜보면서 글로벌

요약컨대 최근에 나타난 경제상황 전개는 글로벌 경제

금융·경제 여건 변화,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 구조개

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는 내수

선 추진 상황 등에 유의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등 금

및 수출 위축으로 인해 보다 확대된 저성장·저물가의

융안정 리스크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음. 본 위

를 표명하였음.

원은 그간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 확대에 해당 정책당국이 더 적극
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역설해 왔음.

미국의 금리인상 예상 속에 그리스 위기 재부각 및 중
국 주식시장 급락 등의 복합 이슈가 등장하여 국제금융

이번 달 기준금리는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 시까지 현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으며, 대내적으로도 메르스 사

재의 1.5%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그간 시행된 기준금리

태 발생 등에 따른 내수 위축, 수출부진 지속 등의 불안

인하 및 정부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향후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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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서 경기개선의 모멘텀을 살려가야 하겠음.

국제금융시장은 6월 중순 이후 그리스 채무협상 난항,

미국경제는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 소비, 투자가 개

중국 주가 급락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음. 미국과

선되는 등 성장세가 회복되는 모습임. 유로지역 경제는

독일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신

ECB의 양적완화 정책, 유로화 약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흥국 및 유로지역 주변국 금리는 위험회피 심리로 큰 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리스 사태의 전개 여부에 따

상승하였음. 글로벌 주가는 투자심리 불안으로 대부분

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일본경제는 소비회복 조

하락하였음.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6월 하순 이후 미

짐 및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완만하나마 회복되는 모습

달러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는 강세폭이

임. 반면 중국경제는 감속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축소되고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였음.

부양 정책 효과의 발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수급 부담, 외국

6월 소매판매가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큰 폭 감소한

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상승요인과 경기둔화, 안전자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도 금년 들어 6개월 연속 감소하

산 선호 등의 하락요인이 교차하면서 좁은 범위에서 변

는 등 국내 실물경제의 대내외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음.

동하였음. 주식시장의 경우 6월 중반까지 하락한 후 일

다만 설비투자의 경우 5월에는 감소하였지만 조정 과정

시 반등하였다가 6월말 이후 글로벌 주가 약세 등의 영

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향을 받으면서 재차 하락하였음. 원/달러 환율은 6월 하

되고, 건설투자도 5월 건설기성액이 증가한 가운데 주거

순 들어 상승하고 원/엔 환율도 엔화가 안전자산 인식으

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6

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하였음. 외국인 증권투자는 주

월중 큰 폭으로 하락한 심리지표의 회복 여부, 6월 금리

식자금이 헤지펀드,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상당규모

인하 및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 등이 경기회복에 주요한

유출되고, 채권자금도 유럽계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소폭

관건이 될 상황임.

유출되었음.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하여 전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외적으로는

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음.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그리스 사태로

및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유로지역의 회복세가 다소 불안정해지고 중국을 비롯한

미쳤음.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신흥국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었

전월과 비슷한 2.0%이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 수

으며, 대내적으로는 소비, 수출, 산업생산, 농업부문에

준인 2.5%를 유지하였음. 하반기 중에는 농산물 가격

서 부진이 이어지는 하방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 재배면적 축소, 가뭄 등의 공급 요인에 기인하여 오름

선진 경제권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휴생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산능력이 상당 수준 존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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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복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음.

리스 채무 문제 등의 충격이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야기하고 우리 경제에도 파장을 미칠 가능성을 면밀히

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음 통화정책방향

점검하는 한편, 국제금융공조 강화 등을 통해 대비해야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유지하여 통

할 것임. 국제금리 상승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

화정책을 운영하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재정지출

시장 투자의 금융상품별, 지역별 차별화 가능성을 점검

확대 효과를 지켜보면서 글로벌 금융·경제 여건 변화,

하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도 있음. 국제금리 상승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 구조개선 추진 상황 등을 유의

에 국내금리가 동조화되면서 금리인하 효과 반감, 회사

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면밀히

채 신용스프레드 확대, 주택가격 조정 및 가계부채 상환

모니터링해 나가야 하겠음.

부담 증대, 금융기관 건전성 약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

메르스 사태의 여파 및 가뭄 그리고 수출부진 등으로

생할 수 있는 만큼 필요시 적절한 시그널의 선제적 제시

경제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경제주체들의 기대조정 충

등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아울러

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재정·통화정책의 효과를 적

주택담보대출 증권화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재원

극적으로 살리면서, 향후 경기가 예상 전망 경로에 부합

조달 등에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주택금융

하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생산

시스템,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통한 기

성 구조 변화를 감안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

업구조조정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요구됨. 정부가

강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됨. 아울러 저금리

추진 중인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외환시장 안정 효과

지속으로 정책 여력이 좁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외

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장단기 금리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
의 적절한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통화정책 외연의 확대와 시계의 장기화(long-term
perspective)도 관심을 가져야 함. 중앙은행의 신뢰성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저에 자리한 생산성 변화에 주목

을 높일 통화신용정책 프레임 구축, 금융시스템의 건전

하여 수요 측면의 경기회복 도모와 함께 생산성 향상이

성 유지 및 기능 원활화,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등을 통해

투자와 고용증가 및 임금상승 등을 통해 총수요를 증대

성장 친화적이고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키는 경로가 작동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아울러 물가안정목

지고, 대중국 수출 둔화의 상수화 등 수출 환경의 구조적

표제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주체들의 관심 변화를 반

변화에 대한 조사 분석을 강화하여 대외적으로 적극 소

영할 수 있는 정책프레임을 마련해 나가되, 자산가격 등

통할 필요성이 커졌음.

의 보조 목표 설정이나 넓은 의미의 통화가치 안정 또는

국제금융통화시스템의 과잉금융탄력성 경향 속에 그

이중목표 도입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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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여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
며,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의 회복도 지연되
고 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유지하여 운용하면서, 2/4

로 0.7%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이어갔으

분기 성장률 충격의 기저효과,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의

며, 농산물·석유류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소폭 하락

추경 효과 등과 더불어 하반기 성장흐름이 전망경로를

하였음.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4개월 연속 2.5%에

따라 회복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점검해 갈 필요가 있다

머물렀으며,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

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두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음.
금융시장에서는 단기금리는 하락한 반면 장기금리는

지난 통화정책 방향회의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상승하여 장단기 금리차가 금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확

살펴보면, 먼저 세계경제는 미국이 주택과 고용시장 등

대되었음. 회사채 금리는 우량·비우량 모두 상승하였으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회복되는 가운데, 유럽과 일

나 회사채 스프레드와 신용등급간 스프레드는 전월수준

본은 양적완화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개선 추세를 이어갔

을 유지하였음. 간접금융시장에서는 여수신금리가 모두

음. 반면 중국은 성장세 약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

하락하여 여수신 금리차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가계대

타 신흥경제도 자원수출국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주춤

출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을 중

한 모습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 채무협상 난항,

심으로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음. 직접금융

중국 주가급락 등으로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금

시장에서는 회사채를 중심으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증

리 및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흥국 국채금리도 상승

가세가 지속되었으며, 외국인투자자금은 채권 및 주식시

하였음. 6월 들어 약세를 보이던 달러화는 그리스 사태

장 모두 민간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출 되었음. CDS 프

이후 다시 강세로 전환되었으며, 글로벌 투자자금도 완

리미엄, 가산금리 등 대외차입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상

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서유럽, 일본 등 선진국

황이며, 명목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은 전월에 이어 소

주식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순유출 되었음.

폭 하락하여 그간의 절상 추세가 주춤하는 모습임.

국내 실물경제를 보면 5월까지는 수출부진을 소비 등

이상의 대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기

내수가 만회하면서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초하여, 적정 통화정책 운용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살

메르스 사태와 더불어 6월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펴보면 첫째,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메르스 사

큰 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6월 수출이 영업일

태 여파로 그간 회복세를 보이던 민간소비 등 내수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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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현저히 약화되는 모습임.

가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2/4분기 성장률이 큰 폭 하락하면서 올해 성장 전망경로

이상의 성장 및 물가, 유휴생산력 상황은 완화적 통화

가 하향조정 된 가운데 그리스 사태의 해결 지연, 중국경

정책 기조 유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조속한 잠재성장경

제의 추가 둔화 가능성,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적지

로 복귀를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그러

않은 하방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형국임. 경기흐름의 반

나 2/4분기 성장률 충격 및 이에 따른 성장경로 조정은

등시점이 당초 예상되었던 2/4분기에서 3/4분기로 지

지난 달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연되면서 하반기 회복세의 강도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높

이에 대응한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바 있

아졌으며, 마이너스 GDP갭의 해소시점도 더 지연될 것

음. 따라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으로 추정됨. 둘째, CPI와 민간소비지출 PCEPI 인플

현 1.50%에서 유지하여 운용하면서, 2분기 성장률 충

레이션이 3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근원 PCEPI도 안

격의 기저효과,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의 추경 효과 등과

정세를 이어가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점

더불어 하반기 성장흐름이 전망경로를 따라 회복되는지

차 약화되는 모습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2.5%에

여부를 신중히 점검해 갈 필요가 있겠음.

서 유지되는 가운데 2% 미만 응답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주지하다시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채권시장의 BEI도 상승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안정성

가운데, 금리조정의 한계편익은 감소하는 반면 한계비

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임.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점차 높

용은 커지고 있음. 당행은 금리인하 효과의 실물경제 확

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측면의 상승압력이 충분치

산을 제약하는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파급경로를 개선

못하여 내년 하반기에도 근원물가 상승률이 우리 경제의

함으로써 의도된 효과를 실현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더욱

적정 인플레이션으로 추정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가

집중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인에도 유념하여 정책운용

능성이 있음. 셋째, 설비투자 수요압력이 지속적으로 마

입지의 유연성을 확보해 가야 할 것임.

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이 높은

첫째,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안정의 일차적 방어기제

수준을 이어갔으며, 평균가동률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

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통화당국은 자체적으

여 생산부문의 유휴생산력이 확대되는 모습임. 고용시장

로 금융불안정 위험을 금리정책 운용에 내재화할 수밖에

에서도 계절조정 기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월

없으며, 결과적으로 실물경기 안정을 위한 유연한 정책

에 비해 소폭 하락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였음. 시간관

운용이 제약되게 됨. 예년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

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는 광

가 3/4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인 바, 당행은 가계부채의

의의 고용보조지표 실업률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하였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동 결과를 관

나 여전히 11%에 달하여 고용부문의 유휴생산력 규모

련 당국은 물론 가계,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들에게 적극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A29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인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효과적

한편, 일부 위원은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인 정책공조와 민간의 자생적 대응노력이 강화될 수 있

1.5%에서 유지하면서 추가로 입수되는 경제지표 등을

도록 해야 할 것임. 나아가 금융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바탕으로 성장 및 물가경로의 상하방 리스크 변화를 면

기관으로서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및 운용 대안

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을 제시하는 기능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그리스 사태의 해결 지연, 중국 주식시장의 불

최근 주요국 경제를 살펴보면 미국경제는 일시적인 경

안정성 증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그간 과

기부진에서 벗어나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다

도하게 낮아졌던 글로벌 채권시장의 기간프리미엄이 재

시 뚜렷해졌으며, 일본경제도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상승하고 신흥국 리스크 프리미엄도 높아지면서 국내에

나타내었음. 유로지역에서는 경기개선 움직임이 이어졌

서도 장기채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으나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하방리

이 경우 장기채 시장이 글로벌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 받

스크가 커진 상황임. 중국의 경우는 수출이 감소하고 투

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유지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상

자증가율이 낮아지는 등 성장둔화 추세가 지속되었음.

승하면서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국의 장기금리는 상승세를 보

로 이에 대비하여 유용한 정책수단을 확보해 갈 필요가

이다가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상승폭이 축

있음.

소되었음. 글로벌 주가는 그리스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

셋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실질중
립금리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명목금리의 하

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하락하였으며, 특히 중국 주가
는 급락세를 나타내었음.

락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부진, 메르스 사태, 가뭄 피해

게 되면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되므로 통화정책의 유연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해졌음.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성을 공

으며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6월중 소비가 큰 폭 감소

고히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과제가 될 것임. 이러한 관

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크게 위축되었음. 아울러 가

점에서 향후 적용될 중기 물가목표의 재설정과 더불

뭄과 큰 일교차를 동반한 고온현상 등으로 2/4분기 중

어, 차제에 주요 선진국에서와 같이 인플레이션 전망 타

농업생산도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추정됨.

게팅 등 신축적 물가목표제 운용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한편, 이번에 새로 한 경제전망을 보면 2/4분기 중 경

(framework)를 더욱 체계화하고 이를 시장에 커뮤니케

기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던 데 주로 기인하여 금년 성

이션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장률 전망치가 2.8%로 하향조정되었음. 하반기 이후

동시에 정책 효과성도 높여갈 필요가 있음.

국내경기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메르스 사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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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겠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

롯한 재정 보강대책 등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성장세

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됨.

회복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생각함.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로 농산물가격 상

셋째,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승,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등으로 전월에 비해 오름세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그리

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

스 사태, 중국 주가의 큰 폭 조정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

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비슷한 2.0%를 나타내었음. 앞으

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융안정에 한층 더 유의하면서

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을 이어가 연간으로 0.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농

따라서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1.5%에서 유

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

지하면서 추가로 입수되는 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성장

반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및 물가경로의 상하방 리스크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 사태, 국내기업 실적악화 우

가는 것이 좋겠음.

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은 상

아울러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과정에서 금리, 환율 등

당폭 상승하였음.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상승, 국

가격변수들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가 빈번해질 수

고채 발행물량 증가 예상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

있으므로 국제금융시장 상황변화와 자본유출입 동향을

습을 보였음.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활성화, 은행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임.

완화적 대출태도 등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증가
세를 이어갔음.
이번 달 기준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살펴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

본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15년 7월의 기준금리는 현 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준인 1.50%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첫째, 이번에 금년도 성장전망치가 하향조정되었으나

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는 2/4분기 중 실적이 일시적 충격요인 등으로 크게
부진했던 데 기인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통

우선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화정책방향 결정시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여 기준금리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미국경제는 임금상승

를 25bp 낮추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바 있음.

등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및 기업수익 증가에 의한 투자

둘째,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

여력 확대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

간의 네 차례 기준금리 인하 조치, 정부의 추경편성을 비

으로 예상됨. 유로지역은 ECB의 양적완화 조치,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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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약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겠으나 그

월과 비슷한 2.0%를 기록하였음. 금년 소비자물가 상

리스 사태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었음. 일본경제는 기업

승률은 지난 4월의 전망과 동일한 0.9%를 기록하겠으

의 설비투자 증가에 더해 임금상승세 확대 등으로 소비

며 내년에는 금년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1.8%를 기

도 증가하고 있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록할 것으로 예상됨.

됨. 반면 신흥국 가운데 중국은 내수 둔화가 이어지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 채무협상 관련 불확실성

수출 부진도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

증대 등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금리는 상

는 가운데 최근 주가의 큰 폭 하락 등 금융불안이 가세하

승하였으며 주가는 하락하였음. 국내금융시장에서는 주

면서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7% 내외 경제성장에 대한

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으로 하락한 반면 장기금

불확실성이 높아졌음.

리는 그리스 사태의 영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추경용 국

국내경제를 살펴보면 건설투자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채발행 예상에 의한 수급부담 우려 등으로 소폭 상승하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르스 확산으로 6월

는데 그쳤음. 한편, 그리스 사태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중 소비와 서비스산업이 크게 부진해지면서 경기회복세

선호가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 반면 엔/달

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음. 특히 이번 7월 전망에

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엔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

서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의 3.1%에서

였음.

0.3%p 낮아진 2.8%로 하향조정되었는데 이는 메르스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확산 등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2/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

격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계대출

망치인 1.0%보다 크게 낮은 0.4%에 그칠 것으로 예상

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한 가운데 6월중

되는데 주로 기인함. 그러나 최근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

은행의 가계대출도 예년증가폭의 2배를 초과하는 8.1

고 있고, 또 지난달에도 지적했듯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조원이 증가하였음. 앞으로도 저금리에 의한 전월세시

일시적인 충격은 금년 성장률을 소폭 낮출 수는 있으나

장의 구조변화 등으로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세가 지속될

성장경로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하반기에도 세계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원화강세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지역적으로 대구·

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출관련 하

경북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

방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고 있음. 2011년 이후 수도권지역 아파트가격이 보합

한편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과

세를 보인 반면 대구 및 경북지역은 월평균 각각 0.8%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등으로 전월보다 높은 0.7%를

와 0.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 이로 인해 이들 지역

기록했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근원인플레이션은 전

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전국평균의 2배 정도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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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므로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LTV나 DTI를 탄력적으로 적용
하거나 강화하는 등 규제수단을 지역적으로 차별화할 필
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15년 7월의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1.50%를 유지해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이번 달 기준금리는 다음 통화정
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올해 우리 경제는 낮은 국제유가 지속 등으로 원자재

먼저 대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미국경제는 소비 및

를 중심으로 수입이 큰 폭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유로지역

모가 1,000억달러에 육박해 GDP대비 비율이 7% 가까

의 경우 경기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그리스

이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수출이 대폭 감소하

사태가 심화되면서 하방리스크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

지 않는 한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이 6%에 근접

며, 중국은 감속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앞으로 세계경제

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추세적으로 원화절상압력

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

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GDP대비 수출규모가 50% 내

로 예상됨. 다만 그리스 사태의 악화 가능성, 중국의 성

외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원화절상이 이어진다

장세 약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하방리스크 확

면, 이는 현재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우리 경제에 큰 부담

대로 인해 개선추세는 제약될 것으로 보임.

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함. 그러므로 경상수지흑자 확대

국제금융시장은 그리스의 국민투표 부결, 중국 주가

로 인한 거시경제 운영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

급락 등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변동성

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정부가 해외증권

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였음. 그리스 사태는 장기간 논란

투자시 환헤지 관행개선 방안을 포함한 해외투자 활성화

이 되어 오면서 가격변수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

조치를 마련하여 금융측면에서 원화강세 현상을 완화하

는 측면이 있으나, 채무협상의 전개상황에 따라서는 국

려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금융시장의 불안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으므로 향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실물부문에서도 수입이 예정된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하겠음.

품목을 미리 수입하는 등 수입시기를 조절하거나 혹은

다음으로 국내경제 상황을 보면, 국내경기는 수출이

우리나라가 적자를 보이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우리나

감소세를 지속하고 메르스 사태에 따른 소비위축, 가뭄

라의 흑자폭이 크게 증가한 국가 등으로 수입선을 전환

등의 영향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2/4분기 성

하는 등 수입관리조치도 마련하여 해외투자 활성화조치

장실적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지난 달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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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시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금번 수정 경

(5) 토의결론

제전망에서의 성장경로 하향조정 폭은 생각보다 큰 것으
로 보임. 앞으로 국내경기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회복

위와 같은 위원별 의견개진 내용을 종합, 위원들은 만

되고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완만하

장일치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나마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메

결정함.

르스 사태의 부정적 영향 장기화, 수출부진 지속 가능성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전망의 불확실성은 매우

(6) 심의결과

크다 하겠음.
물가는 가뭄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데 기인하

앞서의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통화정책

여 지난달에 비해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음. 그러나 소

방향에 대한 의결문을 작성,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1%를 하회하고 있으며, 앞으

하였음.

로도 당분간 저유가의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의결사항

국내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그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이상과 같은 지난 한 달 동안의 국내외 금융·경제 상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물가경로에는 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

변화가 없으나 성장경로는 메르스 사태 및 수출부진 등

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의 영향으로 다소 하향조정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난
달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다시 뚜렷

인 1.5%로 인하한 바 있고, 정부도 추경 등 재정확대

해졌으며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

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 둔화추세는 지속되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이번 달 기준금리는 다

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

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

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리

다고 생각함.

스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주요
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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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메르

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

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소비가 큰 폭 감소하고 경

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

제주체들의 심리도 위축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

세, 그리스 사태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

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높아졌으나 고용률

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은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

나갈 것이다.

내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메르스 사태의
충격 진정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
망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등으로 전월의 0.5%에서
0.7%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1%에서 2.0%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
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
세가 이어졌다.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 사태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
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상승하였다. 장기
시장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예상 등으로 상승하였다. 은행 가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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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Ⅰ. 국내외 경제동향

그리스 채무협상 난항, 이란 핵협상 마감시한 연장 등으
로 전월대비 3.0% 하락하였음.

1. 국외경제동향
기타원자재가격의 경우 곡물가격은 기상여건 악화,
가. 주요국 경제

생산량 및 재고량 전망치의 하향조정 등으로 상승하였으
나 비철금속가격은 재고량 증가, 세계 수요 둔화, 그리

미국은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스 채무협상 난항 등으로 하락하였음.

보였음.
2. 국내경제동향
유로지역은 ECB의 양적완화 정책, 유로화 약세 등
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였음.

중국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낮아지고 수출 감소
세가 이어지는 등 성장 둔화 추세가 지속되었음.

가. 내수 및 대외거래

5월중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와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내구재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월대비 보합을 기록(소매판매액:

일본은 소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고용여건 개선이

전월대비 4월 1.4% → 5월 0.0%)하였음.

이어지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하였음.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나.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

6월중 국제유가(월평균, Dubai 기준)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OPEC의 생산쿼터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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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소하였음.

건설투자는 건축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0% 증가
하였음.

6월중 수출(469억달러, 통관기준)은 IT제품 수출은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모두 오름

증가하였으나 비IT제품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세를 보여 전월대비 0.5% 상승(전월대비 5월 0.5% →

1.8% 감소하였음.

6월 0.5%)하였음. 전세가격도 전월대비 0.6% 상승(전
월대비 0.5% → 0.6%)하였음.

나. 생산활동 및 고용

5월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

Ⅱ. 외환·국제금융 동향

로 전월대비 1.5% 감소하였음.
1. 국제금융·외환시장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
스업,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감
소하였음.

국제금융시장은 6월 중순 이후 그리스 채무협상 난
항 및 중국주가 급변동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
는 모습을 보였음.

5월중 취업자수(계절조정)는 제조업 및 건설업의 부
진으로 전월대비 2만 2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계절조
정)은 3.9%로 전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다. 물가 및 부동산가격

금리는 그리스 상황 악화에 따른 위험회피성향 강화
등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하였음.

주가는 투자심리 불안으로 5월 중순 이후의 조정세
가 확대되었음. 특히 중국 주가는 시장안정화 조치에도

6월중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는 0.7% 상승하
여 전월(0.5%)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었음. 전월대비로

불구하고 실물경제 회복 둔화, 고평가 경계감, 정부의
신용거래 규제조치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음.

는 농산물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축산물 및 석유류가격

미 달러화는 신흥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으며, 이

이 오르면서 보합을 기록(5월 0.3%)하였음. 근원인

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였음. 원/엔 환율은 위험

플레이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은 전년동월대비

회피성향 강화 등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하였

2.0% 상승(전년동월대비 5월 2.1% → 6월 2.0%,

으며, 원/위안 환율은 위안화가 전월 수준에서 안정세를

전월대비 0.3% → 0.0%)하였음.

보임에 따라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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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펀드자금은 선진국 주식시장으로는 유입되

4. 외화조달여건 및 외화예금

었으나 중국 주식시장 및 서유럽 채권시장 등을 중심으
로 대부분 유출되었음.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도 주
식 및 채권시장에서 유출되면서 올초 이래 빠른 유입세

CDS프리미엄 및 국내은행의 중장기 가산금리는 상
승하였으나 단기 가산금리는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음.

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음.
거주자외화예금은 국내 증권사의 달러화예금이 증
2. 외환 유출입

가하였으나 만기도래 위안화 정기예금은 감소하면서 전
월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큰 폭의 경상거래 흑자가 지속되었으나 자본거래에
따른 순유출도 크게 늘어나 6월중 전체 외환은 전월대비

5. 외화자금시장

소폭 순유출로 전환되었음.
외환 스왑레이트(3개월물)는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자본거래 순유출 확대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
유출된 데다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된 데

목적 외화자금 수요 지속,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였음.

주로 기인하였음.

외국환은행의 금융거래를 통해서는 외환이 순유입

Ⅲ. 금융시장 동향

되었고 외채도 증가하였음.
1. 자본시장
3. 외환보유액
가. 시장금리
6월말 외환보유액은 미 달러화 이외 통화의 강세에
따른 보유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운용수익

국고채(3년)금리는 6월 금통위 이후 추경에 따른 국

등으로 전월대비 32억달러 증가한 3,747억달러를 기록

고채 수급부담 등 상승요인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

하였음. 외환보유액 증가와 함께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회복세 둔화 우려 등 하락요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7월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채권도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들어 소폭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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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3년) 금리는 우량물·비우량물 모두 국고채

2. 신용시장

금리와 비슷한 폭으로 상승하였음.
가. 여수신금리
단기시장금리는 통안증권(91일)금리, 은행채(3개
월)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기대의 선반영으로 하락폭

6월중 은행 여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기준금리

이 제한된 반면, 시장유동성이 낮아 경직적 움직임을 보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기업대출금리는

이는 CD(91일), CP(91일)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직후

중소기업대출금리 중심으로 하락하였으나 가계대출금리

하락하였음.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고채(3년)금리와 통

는 COFIX, 은행채(5년) 금리 등 지표금리의 하락이 제

안증권(91일)금리간 장단기금리차는 확대되었음.

약되면서 하락폭이 제한되었음.

나. 주가

은행 여수신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과 동
일한 수준으로 추정됨.

코스피는 그리스 사태 악화, 국내기업 실적부진 전
망 등으로 하락하였음.

다. 외국인 국내증권 투자

나. 여신

6월중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전월보
다 증가규모가 확대되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가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자금은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되었음.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낮은

처음으로 소폭 순유출되었음. 주체별로는 은행, 글로

금리 수준,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전월에 비해 많은

벌펀드 자금이 순유출되었음. 국채선물(3년)은 기준금

영업일수 등에 기인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마이너스

리 인하 이후 순매도로 전환되었음.

통장대출 등은 대출금리 하락, 은행의 영업 확대 노력에
주로 기인하여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그리스 채무협상 불
확실성 지속, 국내경기 회복 지연 우려 등의 영향으로 순
매도 전환되었음.

은행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증가하였음. 중소기업대출은 기술신용 및 개인사업
자 대출 확대, 법인세 납부수요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증
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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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상환 등으로 전월에 이어 감소하였음.

입출식예금은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지출이 확
대된 재정자금이 유입되면서 기업자금을 중심으로 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은 회사채를 중심으로 전월에

폭 증가하였으며 정기예금은 수신금리 하락에 따른 가

이어 증가하였음. CP는 일부 기업의 단기자금수요 등으

계자금 유출 지속, 지방정부의 재정집행 확대에 따른

로 순발행 전환되었으며 회사채는 발행여건 호조로 신규

자금인출 등으로 감소 전환되었음.

발행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만기도래 규모 확대의 영향으
로 순발행 규모가 축소되었음. 주식발행은 기업공개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여 확대되었음.

비은행 수신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음. MMF는
단기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의 단기자금 수요에 따른 자금인출 등으로 감

은행의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체율(6.20일 기준)
은 안정세를 지속하였음.

소하였음. 주식형펀드는 주가하락에 따른 저가매수자
금의 신규유입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여 증가하였음.
신종펀드는 재간접펀드와 연기금·보험사 등의 기관투

3. 유동성 및 자금흐름

자자금이 유입된 특별자산펀드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채권형펀드도 재간접펀드 자금 유입의

가. 통화

영향으로 증가 전환되었음. 금전신탁은 반기말 재무비
율 관리 등을 위한 법인자금 인출 등으로 감소 전환된

6월중 M2증가율(평잔기준 전년동월대비)은 전월과
비슷한 9%대 초반으로 추정됨. 민간신용이 은행대출 증
가폭 확대로 늘어났으나 국외부문 통화공급이 자본거래
유출 등으로 줄어들고 정부부문 통화공급도 전년동월대
비 증가폭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함.

M1증가율은 전월과 비슷한 19% 내외로 추정됨.

나. 수신

6월중 은행 수신은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음.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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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용협동기구 수신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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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결안건

(３) 심의결과

<의안 제33호-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안)>

원안대로 가결

(1) 담당 부총재보가 「공개시장조작규정」 제2조 제2

의결사항

항에 의거 향후 1년간 당행과 거래할 공개시장조작 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선정한다.

상기관을 새로 선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붙임>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안)(생략)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수가 다른나라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인데, 현재의 대상기관 수가 적정한 것
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성조절 수
단이 통안증권 발행 및 환매, RP매매, 증권대차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고 공개시장조작이 유동성흡수 위주로 실
시되고 있으므로 대상기관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과정이
복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선정기준 마련, 대상기관 선정,
금통위 본회의 의결 등 기존의 절차를 합리적인 수준에
서 간소화하되 제도운영의 기본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중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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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주요활동

◇ 「2015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세미나」 개최(7.15일)

◇ 경제동향간담회 개최(7.22일)

○ 한국은행은 국내외 전자금융 관련 최신 동향 및

○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문제, 미국 통화정책 정상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과제 및

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환하였음

○ 세미나에서는 ‘금융·IT 융합 환경의 미래 전망
과 과제’라는 주제로 금융과 IT가 융합하는 환경

◇「금융분야 바이오인증 활성화 전략」 세미나 개최
(7.30일)

하에서 전자금융서비스 분야의 혁신에 따른 향
후 변화 방향과 전망,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금융분야 바

자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 등을 논의

이오인증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국은행 본점

하였음

에서 국내 18개 바이오인식기술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화폐위조범 검거 및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유공자
포상(7.20일)

◇ 「인플레이션보고서」(2015년 7월) 발간(7.31일)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화폐위조범 검거 및 범

○ 상반기중 물가 여건 및 동향, 향후 전망, 통화정

국민 동전교환운동에 공로가 많은 개인과 단체에

책 운영상황을 수록하였으며, 새로운 물가안정

대해 포상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하였음

목표 설정에 앞서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된 주요
국 사례 및 국제적 논의도 게재하였음

한국은행의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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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0주년 기념 소셜미디어 퀴즈 등 이벤트 실시
(8.10일~16일)

○ 한국은행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일반국민들
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광복 70주년 기념 퀴즈
(기념주화로 보는 역사기행)」, 「광복절 기념주화
테마전」 및 「광복절 당일 화폐박물관 방문객에 대
한 기념품 지급」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였음

◇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개최(8.13일)
○ 한국은행은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반응과 그 파급영향을 점검하
기 위해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였음

○ 회의에서는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국제금융시
장 상황 변화와 금리, 환율 등 국내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
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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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
ㅇ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관

7. 3 ▷ 정부, 「메르스 극복·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광콘텐츠 개발·인프라 확충 및 단체관광 품
질관리 개선 추진

ㅇ 메르스 극복 지원 2.5조원, 가뭄 및 장마 대

ㅇ 벤처·창업붐 확산을 위해 데스밸리(Death

책 0.8조원, 서민생활 안정 1.2조원, 생활

Valley) 극복, M&A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

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7조

지원, 민간자금 유입 촉진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2조원 규모의 추경안
발표

ㅇ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노후 건축물 재건축·리모델

9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ㅇ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
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

링 촉진 등

23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로 결정
ㅇ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 설립·운
▷ 기획재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용 관련 보고 항목을 축소하고 경영참여형 사
모펀드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ㅇ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 및 규제 등으로 현장에

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

서 대기중인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 기업이 1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

지원

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7억원으로 하

경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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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전문성, 위험감
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6.7.25일 시행)

*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
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ㅇ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및 주
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부업

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광고를 금지

(10.25일 시행)
ㅇ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업무를 지방자치
ㅇ 사모펀드를 경영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

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상호출자

영참여형으로 단순화*

제한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에 대한

* 현재는 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 사모투자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

전문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
사의 4종류로 구분

*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자산규
모가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등

-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
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

27 ▷ 정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드의 투자대상별 최소투자비율 규제를 폐
지하는 등 설립·운용 규제를 완화
-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소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 등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

*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자금조
달 부담을 완화하되, 투자한도 제한 및 발
행인·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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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청년고용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연령기준

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고 등록만으로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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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원 명예퇴직 확대, 청년고용증대세제* 도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海 外

▷ 인도네시아, 6월 CPI 전년동기대비 7.26%
상승

아시아

▷ 중국인민은행, 6월중 M2증가율 전월
(10.8%)보다 높은 11.8% 상승

7. 1 ▷ 중국국가통계국, 6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 50.2으로 기준치(50) 상회(5월

15 ▷ 일본은행,

현행 금융완화정책 유지 결정

50.2)
▷ 중국국가통계국, 6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
7 ▷ 호주, 기준금리 2.0%로 동결

년동월대비 6.8%(5월 6.1%), 고정자산투
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9 ▷ 말레이시아, 기준금리 3.25%로 동결

11.4%(5월 11.4%), 소매판매증가율 전년
동월대비 10.6%(5월 10.1%)

▷ 중국국가통계국,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
년동기대비 1.4%(5월 1.2%) 상승

18 ▷ 중국국가통계국, 6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
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27개시 및

13 ▷ 인도, 6월 CPI 전년동기대비 5.4% 상승

▷ 중국해관총서, 6월중 수출 증감율 전월
(-2.9%)보다 증가한 2.8% 기록

42개시(5월 20개시 및 37개시)

21 ▷ 중국상무부,

6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월
대비 1.1% 증가한 145.8억 달러 기록(5월
8.1%)

ㅇ 대미국(7.8% → 12.0%), 대일본(-8.1%
→ -6.0%), 대EU(-6.9% → -3.4%) 수

22 ▷ 호주, 2분기 CPI 전년동기대비 0.7% 상승

출이 증가한 가운데 대아세안(-0.1% →
8.4%)수출이증가

14 ▷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7.5%로 동결

23 ▷ 터키, 기준금리 7.5%로 동결

▷ 뉴질랜드, 기준금리 3.0%로 0.25%p 인하

경제일지

A47

31 ▷ 일본은행,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

유럽·아프리카

대비) 0.4%

▷ 일본 총무성, 6월 실업률 3.4%

7. 2 ▷ 러시아, 1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2.2% 하락

6 ▷ 러시아, 6월 CPI 전년동기대비 15.3% 상승

아메리카
8 ▷ 폴란드, 기준금리 1.5%로 동결
7. 8 ▷ 브라질, 6월 CPI 전년동기대비 8.89% 상승

16 ▷ 유로, 6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
치) 0.2%

9 ▷ 멕시코, 6월 CPI 전년동기대비 2.87% 상승
17 ▷ 유로, 7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
14 ▷ 칠레, 기준금리 3.0%로 동결

15 ▷ 캐나다, 기준금리 0.5%로 0.25%p 인하

17 ▷ 캐나다, 6월 CPI 전년동기대비 1.0% 상승

18 ▷ 미 노동통계국,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대비) 0.1%

29 ▷ 브라질, 기준금리 14.25%로 50bp 인상

30 ▷ 미 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연율, 속보치) 2.3%

31 ▷ 캐나다, 5월 GDP 전월대비 -0.2%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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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0.2%

31 ▷ 러시아, 기준금리 11.0%로 0.5%p 인하

▷ 유로, 6월 실업률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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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우편번호

부산본부

600-091

대구경북본부

TEL

FAX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25

(051)240-3700

240-3719

700-842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45

(053)429-0311

429-0230

목포본부

530-270

전남 목포시 영산로 109

(061)241-1000

243-8066

광주전남본부

502-7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26

(062)601-1000

601-1100

전북본부

561-835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25

(063)250-4000

251-9032

대전충남본부

302-83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65

(042)601-1114

601-1140

충북본부

360-1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5

(043)220-0550

220-0545

강원본부

200-04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31

(033)258-3200

253-3219

인천본부

400-103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10

(032)880-0114

880-0029

제주본부

690-8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0

(064)720-2411

720-2510

경기본부

440-82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7

(031)250-0114

250-0111

경남본부

641-7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33

(055)260-5114

260-5100

강릉본부

210-04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63

(033)640-0100

640-0199

울산본부

680-828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52

(052)259-7400

259-7490

포항본부

791-844

경북 포항시 중흥로 180

(054)289-2800

289-2929

강남본부

135-9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02)560-1114

56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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