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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팬데믹 발생 2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한 것은 올해 가파른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가장 큰 요인이다.
3월 FOMC에서 오는 5월 0.5%p 수준의 빅스텝 금리 인상과 양적긴축이 공식 논의되면서 다소 매파적
인 모습도 보였지만, 미국은 완전고용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긴축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동
안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한 덕택에 3월 회의 직후 과거 긴축발작과 같은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신흥국 경제다. 올해 신흥국 경제는 작년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산업생산과 구매자관리지수가 작년 4분기 이후에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국을 제외한 주요 제조업 신흥국들은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작년 이후 글로벌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신흥국도
수출입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칠레, 터키 등 일부 국가들은 수입이 훨씬 크게 증가
하면서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중국, 터키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신흥국 채권·자본·외환시장도 대부분은 약세를
보이며 미국의 금리 인상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신흥국 주식시장은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소폭 반등하면서 이례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자본 유출과 환율 약세를 통해 신흥국 경제와 교역에
영향을 미친다. 작년까지만 해도 초과 수요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요 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비용 견인(cost-push) 인플레이션이
신흥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경제와 수입수요를 둔화시켜 우리의 對신흥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도 對신흥국 수출비중이
2017년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최근에도 작년 12월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행한 이후 3개월 만에
신흥국 수출비중은 1.5%p 감소하였다.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연방기금금리 0.25%p 인상을 결정했다. 美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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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업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올해 양적 긴축과 재정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달러화 강세도 무시하기 어렵다. 수입거래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장기화될 경우 비용 확대도 우려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 과정에서 일본의 대응이 눈에 띈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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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 엔화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로 일본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인하될 수 있어 향후 일본과의 가격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엔저 시기에도 일본의 수출물량 증가세가 부진한 실적을 보여왔고 최근 한·일 수출
경합도가 하락하고 있어 엔저의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으로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 압박과 엔화의 실질 가치 하락 등은 엔화 약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1.25%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주요국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해 신중하게 통화정책 방향을 설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기업대출 금리가 가계부채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수출기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고
중국 상해 부분 봉쇄에 따른 운임 증가에서 보듯 수출 부대비용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상반기에
집중된 미국의 금리 인상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국내 기업금융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와 수출기관들이 중소 수출기업의 낙후된 납품단가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공동물류센터, 해외 내륙
운송 지원 등 수출기업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물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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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FOMC 결과 및 향후 금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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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월 FOMC 결과 및 향후 금리 전망

1

3월 美FOMC 결과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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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 美연준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하고
향후 단계적인 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시행을 공식화
(내용) 美연준은 팬데믹 이후 23개월 만에 제로금리(0%~0.25%) 시대를 끝내고 3월부터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0.25%p 인상
- (금년 인상폭) 올해 남은 FOMC 회의일정(6회)*을 고려할 때, 회당 25bp(0.25%p) 인상을 통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150bp(1.5%p)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전망
* 2022년 FOMC 일정(총 8회) : 1/26, 3/15, 5/3, 6/14, 7/26, 9/20, 11/1, 12/13

(특징) 지난 12월 FOMC 회의 결과*에 비해 금리 인상 타이밍은 다소 빨라졌으나, 첫 금리
인상폭은 대체로 시장의 예측 범위(25bp)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 2021년 12월 FOMC는 2022년 3회, 2023년 3회, 2024년 2회 등 3년에 걸쳐 8회 금리 인상을 시사

(과거 사례) 이번 美금리 인상은 2000년 이후 세 번째이며, 과거 2004년~2006년(424bp), 2015년
~2019년(228bp) 당시 약 2~3년 동안 단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됨
- 2004년에 비해 2015년 금리 인상은 전체 인상폭이 적고 소요 기간이 더 긴 것이 특징

美정책금리(연방기금금리, Federal Funds Effective Rate) 추이

자료 : Fred

(단위 : 월별 %)

(컨센서스) 2023년~2024년 예상 금리(2.75%)가 중장기 중립금리*(2.38%)를 상회했는데, 이는
FOMC 위원들이 물가 안정을 위해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를 예상한 결과

- (경제 인식) 위원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지난 12월에 예상했던 것 보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이 더 둔화(1.2%p)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증가(1.4%p)할 것으로 전망

3월 FOMC의 美경제지표 전망

美정책금리 전망(3월 FOMC 점도표)
(단위 : %, %p)

지표

2022

2023

2024

장기

GDP 성장률

2.8
(△1.2)

2.2
(0.0)

2.0
(0.0)

1.8
(0.0)

개인소비
지출(PCE)
근원
PCE
실업률

4.3
(1.7)

2.7
(0.4)

2.3
(0.2)

4.0
(0.0)

4.1
(1.4)

2.6
(0.3)

2.3
(0.2)

(-)

3.5
(0.0)

3.5
(0.0)

3.6
(0.1)

4.0
(0.0)

주 : 괄호는 ’21년 12월 FOMC 회의 전망 대비 증감(%p)
자료 : 美연준 자료 재구성

(단위 : %, 명)

2022

2023

2024

장기

3.13

❶

3.63

❷

3.63

❷

3.00

❷

2.63

❶

3.38

❶

3.38

❷

2.50

❺

2.38

❸

3.13

❷

3.13

❶

2.38

❶

2.13

❷

2.88

❸

2.88

❸

2.25

❻

1.88

❺

2.75

●

2.75

●

2.00

❶

1.63

❸

2.63

❸

2.63

❷

1.38

❶

2.38

❹

2.38

❸

2.13

❶

2.25

❶

2.13

❷

주 : 원형숫자는 인원수, 붉은색은 연도별 중앙값(median)
자료 : 美연준 자료 재구성

(양적 긴축) 美연준은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시장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고 미국의 재정(B/S)을
정상화하기 위한 양적긴축(Quantitative Tightening) 시행을 공식화
- (자산 규모) 현재 美연준의 총 자산은 팬데믹 이전 대비 90% 증가한 약 9조 달러에 육박
· 팬데믹 대응을 위해 美연준이 무제한 국채 매입을 시행한 결과, 올해 3월 美연준의 자산 규모는
8조 9543억 달러로 팬데믹 이전(2020년 3월) 대비 91.8% 증가
- (테이퍼링) 지난 5개월 동안 美연준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사전 단계로 국채 매입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테이퍼링(tapering) 조치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3월 중 긴급 유동성 자금을 포함한
모든 팬데믹 양적완화 조치를 공식적으로 종료하였음
- (긴축 방법) 기관채, 주택저당증권(MBS) 보유분 등을 축소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빠르면 5월
FOMC 회의에서 구체적인 긴축 방식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에정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중장기적으로 실제GDP가 잠재GDP 수준과 일치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이론적인 실질 정책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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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배경) 美연준은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되자 조기 금리 인상과 재정 정상화에
나섰으며, 이러한 적극 대응에는 고용 개선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음
(인플레이션) 2021년 2분기부터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매월 큰 폭으로 상승세

2022년 7호

- (소비자물가) 美연준의 핵심 소비자물가 참고지표인 美근원 개인소비지출(core PCE)은 최근 1년
동안 월별 증가폭이 3배 이상 확대*
* 美 core PCE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 (’21.2월) 1.5 → (’22.2월) 5.4

- (생산자물가)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 상승세가 본격화되면서 美생산자물가도 최근 11개월
동안 월별 상승폭이 2배 이상 확대*
* 美 생산자물가지수(PPI)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 (’21.3월) 4.1 → (’22.2월) 10.0

美근원 개인소비지출주(core PCE) 추이

美생산자물가지수(PPI)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주 :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美연준의 핵심 소비자물가 판단 지표
자료 : Fred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주 : 최종수요(final demand) 생산자 물가 기준
자료 : 美노동부(Bureau of Labor)

(고용 개선) 고용 안정은 미국 금리 인상의 주요 전제 조건(이중책무*)이며, 최근 미국의 높은
취업률과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은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작용
* 이중책무(dual mandate) : 美연방준비제도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두가지 목표(물가 안정, 고용 극대화)

美비농업취업자수 증감

美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주 : 전월 대비 증감
자료 : 美노동부(Bureau of Labor)

(단위 : %)

주 : 계절조정 기준
자료 : 美노동부(Bureau of Labor)

2

美금융시장 반응 및 단기 영향 평가

7

(월별 추이) 美연준이 지난 해 8월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테이퍼링 시행을 언급한 이후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속적으로 확대 (2021년 11월 테이퍼링 시행 이후 다소 약세)
(인상 전후) 일별 물가 기대심리는 3월 FOMC 이후 상승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

美기대인플레이션 일별 변화(3/10~4/7)

美기대인플레이션 추이(’21.1~’22.3)
(단위 : %p)

주 : 10년물 국채와 10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금리차
자료 : Fred

(단위 : %p)

주 : 10년물 국채와 10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금리차
자료 : Fred

(美채권시장) 금리 인상 이후 채권시장 장단기 금리차는 일시적으로 역전되었다가 회복세
(월별 추이) 작년 5월 이후 장단기 채권 금리차(10년물-2년물)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1%p 이내 수준까지 접근
(인상 전후) 금리 인상 직후 일별 장단기 채권 금리차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일시적으로 장단기차가
마이너스를 기록(4/1~4/4)했으나 이후 플러스로 반전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美채권 장단기 금리차 추이(’21.1~’22.3)
(단위 : %p)

주 : 월별 10년물-2년물 수익률 차이
자료 : Fred

美채권 장단기 금리차 일별 동향(3/14~4/7)
(단위 : %p)

주 : 금리 인상 전후 일별 10년물-2년물 수익률 차이
자료 : Fred

1 美
 기대인플레이션(BEI 스프레드) : 10년물 미국 국채와 10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금리차로 계산. 시장참여자들이 물가 상승세를
기대할 경우 물가연동국채 매입을 확대해 TIPS 수익률이 하락해 전체 지표가 상승.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美기대인플레이션1) 물가 기대심리는 지속 상승하다가 3월 FOMC 이후 소폭 하락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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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주식시장) 3월 금리 인상 단행 이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美주식시장은 반등 전환
(추이) 美주식시장은 작년 12월 美연준의 금리 인상 언급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3월 금리 인상이
소폭(25bp) 수준에서 일단락되면서 상승세로 전환

2022년 7호

- 3월 FOMC가 단계적 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등 매파적(hawkish)인 결정을 내렸으나, 시장
예상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불확실성이 감소된 것에 기인

美S&P500 추이 (’21/4/1~’22/4/7)

(단위 : 1982년=100)

자료 : Fred

(달러 가치) 달러화 가치는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하다가 금리 인상 이후 소폭 약세
(추이) 무역가중(trade-weighted) 달러인덱스*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지속 상승세
* 미국의 국가별 교역 비중을 고려한 달러화 가치이며, 지수 상승시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

(특징)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시 달러화 유동성이 축소되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최근 달러화
가치는 3월 금리 인상 발표 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발표 이후 약세로 전환

무역가중 달러인덱스 추이(’21.3~’22.3)
(단위 : 2006년 1월=100)

주 : nominal broad US Dollar Index. 상승시 달러 강세
자료 : Fred

무역가중 달러인덱스 일별 변화(3/1~4/1)
(단위 : 2006년 1월=100)

주 : nominal broad US Dollar Index. 상승시 달러 강세
자료 : Fred

(평가) 3월 FOMC에서 ①매파적 시각 ②조기 금리 인상(`22.下→3월) ③양적 긴축 공식화 등
美연준의 물가 억제 노력이 돋보였으나, 금융시장은 큰 동요 없이 향후 일정을 관망 중

위해 그동안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해왔음
* 긴축발작(taper tantrum) : 2013년 5월 버냉키 前연준의장이 사전 예고 없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자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고 신흥국 주가가 폭락했던 사건

- 작년에 파월 美연준의장이 ‘인플레이션 상황은 일시적(temporary)’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입장을 표현했던 것은 ‘단기적으로 금리 급등은 없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됨
- 올해부터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면서 美연준이 매파적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고용 안정 등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금리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음
(원인) 인플레이션 압박은 여전히 높지만, 금리 인상에도 불구 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된 것은
美연준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영해 금리 인상폭을 0.25%p로 제한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일각에서 우려한 깜짝 금리 인상(50bp) 등의 단기적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자 FOMC 위원들도 3월에는 50bp 이상의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자제한 것으로 평가(언론 종합)
- 3월 FOMC 회의 이후 채권시장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었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3월 FOMC의 美금융시장 단기 영향(3/16~3/25) 요약
구분

3월 FOMC 이전

3월 FOMC 이후

금리 인상 단기 영향

美기대 인플레이션
(BEI 스프레드)

’21년 8월 이후 상승세

일시 하락 후 상승 전환

인플레이션 상승세 지속

美채권시장
(장단기 금리차)

’21년 5월 이후 축소

금리차 소폭 확대 중

소폭 개선

美주식시장
(S&P 500)

’22년 1월 이후 하락세

상승세로 반전

개선 움직임 뚜렷

환율 변동성
(달러인덱스)

’21년 12월 이후 강세

약세로 전환

소폭 약세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학습효과) 美연준은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 경험했던 금융시장 부작용(긴축발작*)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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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美정책금리 전망(2022~2013)

(전망) 美정책금리는 올해 1.9%, 내년 2.8% 수준까지 인상 예상. 다만, 최근 물가 상승
압력과 11월 美중간선거를 고려할 때 상반기 중 큰 폭의 금리 인상(50bp) 가능성 높음
2022년 7호

(5월 빅스텝 가능성)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중간선거 영향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여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주요 연준위원들은 5월 중
0.5%p 수준의 높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음
- (국제 유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
* WTI가격(petronet, $/b) : (`21.9월) 71.5 (11월) 78.7 (`22.1월) 83.0 (2월) 91.6 (3/1~3/25) 108.8

- (美중간선거*) 올해 11월 469명의 상·하원 연방의원과 36개주 주지사를 선출하는 대규모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연준이 하반기에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
* 미국의 중간선거는 미국 대통령 임기의 절반 시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음

(목표 금리) 3월 FOMC에서 나타난 정책금리 컨센서스는 올해 말 1.9%, 내년 말 2.8% 수준이나,
파월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5월 중 50bp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3월 FOMC 이후 美연준 주요 인사 발언 내용(’22.3월)
주요 인사
제롬 파월
美연준의장
(3/21)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3/23)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3/23)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3/23)
자료 : 국제금융센터, 언론보도 종합

발언 내용
◆

 미실물경제협회(NABE) 컨퍼런스에서 ‘일반적 조치를 넘어 더 긴축이 필요하면
전
그렇게 하겠다’는 발언으로 빅스텝(big step) 가능성을 시사

◆

 월 0.5%p 금리 인상과 B/S 정상화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5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

◆

 해 정책금리를 2.5%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0.5%p씩
올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지정학적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미국이 기다릴 수 없으며, 금리가 2%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50bp 인상이 가능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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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 신흥국 경제여건 점검
1

신흥국 경제·산업 여건

2022년 7호

(경제성장률) 올해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IMF)
2022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6.5%에서 1.7%p 감소한 4.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9.0%)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신흥국 평균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전망*
* IMF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해 1월 대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을 시사(3/22)

전세계·선진국·신흥국 경제성장률 추이

주요 신흥국 2022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전년 대비 %)

주 : 신흥국은 IMF의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기준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2.1월)

(단위 : 전년 대비 %)

주 : 신흥국은 IMF의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기준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2.1월)

(산업생산·PMI) 신흥국 산업생산 및 구매관리자지수는 작년 4분기 이후 하향세
브라질은 작년 하반기 이후 산업생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인도를 제외한 주요 신흥국 구매
관리자들은 향후 경기가 하강하거나 보합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주요 신흥국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요 신흥국 구매관리자지수*(PMI) 추이

(단위 : 기준=50)

주 : 50 초과시 경기 확장, 50 미만은 경기 위축을 예상
자료 : 국제금융센터

(물가) 작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주요 신흥국에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음

정부는 작년 4분기 이후 정책적으로 생산자·소비자 물가를 강력하게 관리 중

신흥국 생산자 물가 추이(중국, 인도)

신흥국 소비자 물가 추이(CPI)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 $/b)

자료 : 국제금융센터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

자료 : 국제금융센터

(교역) 작년부터 글로벌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주요 신흥국 수출입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한 일부 신흥국은 무역수지가 악화
지난 해 중국은 수출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1,577억 달러 증가했으며, 자원
수출국인 러시아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무역수지가 확대되었음
반면, 칠레(△72), 터키(△611) 등은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무역수지가 크게 감소
하였음

2021 주요 신흥국 수출입 증가율

2021 주요 신흥국 무역수지

(단위 : 전년 대비 %)

자료 : K-STAT

(단위 : 억달러)

자료 : K-STAT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중국) 제조업이 집중된 중국의 경우 생산자 물가 상승시 상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여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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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금융시장 여건

① 신흥국 정책금리 대응 동향
(금리 인상) 美금리 인상을 앞두고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들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
2022년 7호

(브라질)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해 7회 연속 금리를 인상하고 올해 2월 추가로 1.5%p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 정책금리가 두 자릿수로 상승
(칠레)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온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7%를 상회했으며, 칠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3회 연속 인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중
(폴란드) 지난 2월 폴란드 국립은행은 2021년 10월 이후 5회 연속으로 정책금리를 인상
* 2월 말 러시아가 정책금리를 20%로 대폭 인상한 것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금융시장의 대규모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금리 인하) 美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국(△15bp), 터키(△100bp)는 자국의 경제 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중국)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제시하여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
-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월 정책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2회 연속으로
총 1.5%p 인하

주요 신흥국 정책금리 동향 (’21년 12월 대비 ’22년 1~2월 변화)
금리 인상 국가 (9개국)
국가명

인상 전(a)

(단위 : %→%, bp)

금리 인하 국가 (2개국)

인상 후(b)

증감(b-a)

국가명

인상 전(c)

인상 후(d)

증감(d-c)

러시아

7.50

20.00

1,250

터키

15.00

14.00

-100

브라질

7.75

10.75

300

중국

3.85

3.70

-15

칠레

2.75

5.50

275

폴란드

1.25

2.75

150

콜롬비아

2.50

4.00

150

금리 동결 국가 (3개국)
국가명

현 정책금리

헝가리

2.10

3.40

130

인도

4.00

코스타리카

0.75

1.75

100

인도네시아

3.50

멕시코

5.00

6.00

100

일본

0.0

남아공

3.75

4.00

25

주 : 중국은 대출우대금리 1년물 기준. 1bp=0.01%p
자료 : 각 국 중앙은행, 한국은행

② 신흥국 주식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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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3월 FOMC 이후 반등
브라질 주식시장은 작년 4분기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주식시장은 작년 말 중국
당국의 안정성장 기조 발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올해 2월부터 회복세

MSCI 신흥국 주가지수(MSCI MXEF)

브라질 및 중국의 주가지수 동향

(단위 : 지수)

주 : MSCI Emerging Markets Index
자료 : bloomberg

(단위 : 지수)

주 : 중국은 상해 종합주가지수, 브라질은 Bovespa index 기준
자료 : 국제금융센터

③ 신흥국 채권시장 동향
(채권)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최근 신흥국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신흥국 채권투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테이퍼링이 가시화되면서 신흥국 채권수요는 점진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둔 올 2월 중 신흥국 채권수요가 크게 약화(EMBI 스프레드 확대)

신흥국 채권-美국채 수익률 차이(EMBI+*)

(단위 : bp)

주 : Emerging Market Bond Index spread. 신흥국 채권 매수가 줄어들고 미국 국채 매입이 증가할 경우 스프레드 증가.
1bp=0.01%p
자료 : 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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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작년부터 다소 약세를 보였던 신흥국 주식시장은 올해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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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흥국 자본 흐름 동향
(자본) 작년 하반기 이후 신흥국에 대한 자본 유입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
팬데믹 대응을 위한 미국의 대규모 양적완화로 신흥국 자본 유입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테이퍼링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신흥국 자본 유입은 크게 축소

2022년 7호

- 다만, 3월 미국 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어 신흥국 자본 흐름은 소폭 개선

신흥국 자본 유출입 흐름(Capital flow)

신흥국 자본 흐름 지수

(단위 : 억달러)

주 : 플러스는 자본 유입, 마이너스는 자본 유출을 의미
자료 :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국제금융센터 인용)

(단위 : 지수)

주 : EM Capital Flow Proxy Index. 상품가격, 주식, 신흥국
채권 등을 종합 추정한 신흥국 자본 유출입 지수
자료 : bloomberg

⑤ 신흥국 신용위험·환율 동향
(신용위험,환율) 브라질, 콜롬비아를 제외한 대부분 신흥국에서 신용위험이 증가했으며,
아르헨티나 페소, 러시아 루블, 인도 루피,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음
(브라질) 다만 브라질의 경우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도 신용위험이 감소하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등 금융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

신흥국 신용위험 변화(CDS 프리미엄*)

신흥국 화폐가치 변화(’22.1월말→’22.3월말)

(단위 : 지수)

구분

취약
국가

개선
국가

국가명
터키
인도
남아공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22.1월말 ’22.3월말
523
94
205
111
90
104
228
211

599
107
216
122
96
108
218
199

(단위 : 증가율 %)

증감
76
13
11
11
6
4
-10
-12

주 : 부도(default) 위험을 3자에게 넘기는 데 따른 수수료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 : 플러스는 달러 대비 화폐가치 하락, 마이너스는 상승을 의미
자료 : 한국은행

17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Ⅲ.

18

Ⅲ.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금리 인상의 세계경제 영향 경로

2022년 7호

(경로)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주로 ①신흥국 자본 유출과 ②신흥국 환율 약세
경로를 통해 신흥국 경제성장과 수입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자본 유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경우 신흥국 투자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글로벌 투자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음
- 신흥국 투자 감소는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달러 유동성 축소 및 달러 강세를 가속화
(환율 약세)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 유동성이 감소하고 신흥국 화폐가치가 하락할 경우 중국,
베트남 등 원자재를 수입·가공 후 수출하는 신흥국은 수입비용과 생산자 물가가 상승에 직면
(경제성장 둔화) 자본유출 및 환율 약세로 신흥국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될 경우 세계경제 및
글로벌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징) 미국의 금리 인상 단행 및 양적긴축 예고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원자재 가격 고공
행진이 지속되면서 비용 견인(cost-push)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회복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난 등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 견인
(demand-pull)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용

견인(cost-push)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음

미국 금리 인상의 신흥국 경제 영향 경로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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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美금리 인상은 신흥국 경제와 수입수요를 둔화시켜 우리의 對신흥국 수출을 제한

(IB전망) 3월 FOMC 이후 미국 금리 인상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글로벌 IB들은 올해 신흥국과 선진국의 경제성장 격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 예상
(성장률 격차) 글로벌 IB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둔화로 올해 말까지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성장 격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선진국 vs 신흥국 소비자물가(CPI) 전망치 비교

선진국 vs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주 : 주요 IB전망치 종합(3/30)
자료 : bloomberg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

주 : 주요 IB전망치 종합(3/30)
자료 : bloomberg

(수입수요) 그동안 미국의 정책금리와 신흥국 수입수요가 서로 역방향으로 움직여왔던 것
처럼,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은 향후 신흥국 수입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
(금리 인하→수요 확대) 리먼 사태, 팬데믹 등 경제위기마다 미국이 정책금리 인하와 대규모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신흥국 달러 유동성 확대와 함께 신흥국 수입 수요가 증가
(금리 인상→수요 둔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테이퍼링 및 재정정상화에 나서면서
2016년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했으며, 2018년부터 신흥국 수입수요 둔화가 가시화되었음

美정책금리와 신흥국 수입증가율 추이 비교(MSCI 신흥국 23개국)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

주 : 신흥국은 MSCI 신흥국 2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23개국 기준(러시아는 2022년 3월부터 MSCI 신흥국에서 제외)
자료 : WTO, M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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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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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신흥국 수출) 미국의 금리 인상에 기인한 신흥국 경제둔화와 수입수요 감소는 우리의
對신흥국 수출 확대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월 수출규모 정체) 우리나라의 對신흥국 월별 수출규모는 지난 2010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4년 美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 이후에는 등락을 거듭하며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음

2022년 7호

* 2013년 12월 버냉키 前연준 의장의 테이퍼링 발언 이후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고 신흥국 통화가치와 증시가 폭
락하는 등 일시적으로 금융불안이 크게 확대되었음(긴축발작, taper tantrum)

- 2015년 12월 美정책금리 인상 이후 월별 신흥국 수출액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美정책금리가
2%를 상회한 2018년 10월 이후부터 감소세로 전환
(수출비중 감소) 對신흥국 수출비중은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2017년 44.5%까지
하락했으며, 최근에도 對신흥국 월별 수출비중은 3월 금리 인상 전까지 3개월 만에 1.5%p 감소
- 2014년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및 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우리나라의 對신흥국 수출비중은
2017년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2018년 이후 최근까지 3년 연속 하락세 시현
- 올해 3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 對신흥국 월별 수출비중은 2021년 12월 46.6%에서 올해 2월
45.1%로 3개월 만에 1.5%p 하락
· 對신흥국 월별 수출비중(%) : (’21.12) 46.6 → (’22.1) → 45.3 → (2) 45.1
(불확실성) 美연준은 과거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금리 인상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외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신흥국 경제와 수입수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2015년 12월 미국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 종료(2014년 10월) 후 14개월 만에 시행되었으나,
올해 3월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2022년 3월 테이퍼링이 종료 직후 지체없이 시행됨

對신흥국 월별 수출액 및 美정책금리 비교

對신흥국 연도별 수출액 및 수출비중 추이

(단위 : 억달러, 전년 동월 대비%)

(단위 : 억달러, 비중%)

주 : 신흥국은 MSCI 신흥국 23개국 기준(한국, 러시아 제외)
자료 : Fred, K-STAT

주 : 신흥국은 MSCI 신흥국 23개국 기준(한국, 러시아 제외)
자료 : K-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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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상+달러 강세+원자재가 상승은 수출 제조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 가중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 제조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기업대출 금리) 과거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기업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최근
국내 대출금리 인상 속도는 2000년 이후 가장 빠른 수준임
- 2015년 12월 미국 금리 인상 당시 국내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2016년 7월부터 30개월 동안
0.5%p 인상에 그쳤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2021년 5월부터 10개월 동안 0.8%p 상승 중

美정책금리와 국내 기업대출 금리 추이 비교

(단위 : %)

주 : 기업대출은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Fred

(환율) 수입 거래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여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할
경우 달러 기준 원자재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
(원/달러 전망) 글로벌 IB들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1분기를 고점으로 연말까지 달러당 1,20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은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남은 금리 인상
결과와 향후 금융시장 반응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예상외의 등락을 보일 가능성 상존

우리나라 수출입 결제통화 비중(’21.2Q 기준)
(단위 : 비중 %)

결제통화

수출 거래

수입 거래

美달러화

83.6

78.1

유로화

6.2

6.5

엔 화

2.9

5.9

원 화

2.5

7.0

기 타

4.8

2.5

2.0

1.5

위안화
자료 :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 전망(글로벌 IB 중앙값)
(단위 : 원/달러)

주 : ’22년 1분기까지 실적치, 2분기부터 전망치(3/30 기준)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대출 금리) 과거 금리 인상 시기 대비 최근 국내 기업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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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재)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올해 달러 기준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확대될 전망
(전망) 글로벌 기관들은 올해 국제유가가 평균 1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비철
금속, 농산물, 귀금속도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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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재 가격 동향 및 전망(현물 기준)
구분
국제유가

비철금속

농산물
귀금속

품목

단위

2019

2020

2021

2022p

2023p

WTI

달러/배럴

57

39

68

101

85

브렌트유

달러/배럴

64

43

71

105

89

동

달러/톤

6,149

7,749

9,741

10,227

10,232

알루미늄

달러/톤

1,781

1,974

2,806

3,399

3,336

니켈

달러/톤

13,950

16,554

20,881

32,012

31,732

소맥

센트/부셀

559

641

771

1,016

898

옥수수

센트/부셀

388

484

593

692

635

대두

센트/부셀

943

1,315

1,329

1,559

1,382

금

달러/온스

1,517

1,898

1,829

1,850

1,751

주 : 국제유가 전망치는 美에너지정보청 3월 전망치, 비철금속·농산물·귀금속은 3/30 블룸버그 전망기관 중간값 기준
자료 : petronet, 미에너지정보청, bloomberg, 한국은행

(영향) 기업 대출금리 인상은 기업의 유동성을 제한하며, 달러 강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채산성을 악화시킴
(1차산품·중간재 비중) 지난해 전체 수입에서 1차산품 및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하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은 국내 수입 단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21년) : (1차산품) 23.1 (중간재) 49.8 (자본재) 11.8 (소비재) 11.7

(채산성) 작년 4월 이후 수출단가 보다 수입단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 상승이
달러 수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더 크게 악화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추이
(단위 : 원/달러, 달러/배럴)

자료 : 한국은행, petronet

월별 수출입 단가지수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

주 : 전산업 기준. 수출단가지수=수출금액지수/수출물량지수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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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인상에도 불구 일본이 금리 억제 및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
→ 엔저 심화로 한·일 수출 경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공개시장 운영(Open Market Operation) 입장을 발표하자 엔화 가치는 빠르게 하락세
(공개시장 운영)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월 이후 0.24%(3/25)까지 급등하자 일본은행은
추가적인 국채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국채를 0.25%에 무제한 매입(3/28)
* 채권은 고정수입( fixed income )에 해당하므로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채권수익률이 상승함. 일반적으로
채권시장에서 채권수익률(채권금리)의 상승은 해당 채권의 가격 하락을 의미

(엔/달러)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방침을 발표하자 엔/달러 환율은 114.9(3/7)엔에서
124.0엔(3/29)까지 22일 만에 7.9%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 중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추이

엔/달러 환율 추이
(단위 : %)

자료 : bloomberg

(단위 : 엔/달러)

자료 : 한국은행

(GDP·물가)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억제하고 국채 매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90년대 이후 일본의 GDP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된데 기인
- 일본은 경제성장 정체로 소비자물가가 1% 미만으로 낮게 억제되어 있으며,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 중
* 일본은 성장 정체로 인해 정책금리를 0% 이하로 유지하고 있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실질 GDP 성장률(전세계 vs 일본)

일본 소비자물가(CPI) 추이
(단위 : %)

자료 : IMF, 일본 내각부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

자료 : Fred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엔화 약세) 지난 3월 28일 일본은행이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장기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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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엔화 약세로 일본과의 가격경쟁이 예상되나 과거 엔저에도 일본의 수출물량이 의미있게
확대되지 않았고 최근 한·일 수출경합도가 하락하고 있어 엔화 약세의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출물량)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에도 소위 아베노믹스*를 통한 엔화 약세로 수출 개선을
도모했으나 결과적으로 수출물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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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1월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디플레이션과 엔고로부터의 탈출’이라고 밝히고
3개의 화살 전략(과감한 금융 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추진

- 엔화 약세시 ‘달러 표시 일본 제품가격 인하 → 판매 증가 → 수출물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2012년부터 5년 동안 일본의 대세계 수출물량은 감소 혹은 1%p 미만 성장에 그침
- (고유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2년~2014년 국제유가도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했는데,
이러한 고유가 시기에는 수출기업의 원자재 수입 비용도 함께 증가하므로 엔화 약세가 수출가격
인하로 이어질 유인이 크지 않음
(한·일 수출경합)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조업 기반의 유사한 수출산업 구조를 공유하고 있지만
최근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경합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수출 구조) 2021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세계 100대 수출품목 중 서로 겹치는 품목은 총 57개
품목(비중 68.3%)에 달할 정도로 한·일간 수출산업 구조는 매우 유사
- (수출경합도) HS 6단위 기준으로 산출한 한·일 수출경합도는 2019년 0.481에서 2020년
0.471로 하락해 최근 세계시장에서 한·일 수출경합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수출물량증가율 및 국제유가 추이

2021년 세계시장 한·일 수출경합도2

(단위 : 달러/배럴, 전년 대비 %)

자료 : 일본 내각부, petronet

(단위 : 1기준 비율)

자료 : UN comtrade

2 ※ 수출경합도(ESI: Export Similarity Index)가 1에 가까울수록 양국의 수출상품 경합 관계가 크다고 해석
ESI(a,b,c)= ∑Minimum[Xi(a,c), Xi(b,c)]
ESI(a,b,c): C국 시장에서 a국과 b국의 수출경합도지수
Xi(a,c), Xi(b,c): 각각 a, b국의 c국에 대한 수출 중 상품 i가 차지하는 비중

(엔저 지속성) 최근 일본의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엔화의 실질 가치가 급락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와 엔저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경상수지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이며, 통관 기준 무역
수지 실적은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
* 올해 1월 중 일본 3대 에너지 수입품목(석유, 천연가스, 유연탄)의 수입실적은 13조 7,323억엔을 기록

일본 경상수지 동향

일본 무역수지 추이(통관 기준)
(단위 : 1억엔)

구분

’21.1월

’21.12월

-5,780

-6,400

-23,422

무역수지

-1,401

-3,187

-16,043

서비스수지

무역·서비스 수지

(단위 : 100억엔)

’22.1월

-4,379

-3,213

-7,379

제1차소득수지

13,021

3,988

12,890

제2차소득수지

-2,177

1,295

1,355

경상수지

5,063

-3,708

-11,887

자료 : 일본 내각부

자료 : K-STAT

(실질실효환율) 현재 엔화의 실질 가치(실질실효환율)는 이미 90년대 중반 대비 절반 미만으로 하락해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 위상은 상당히 위축되어 엔저의 지속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 ’03년~’04년 35조엔 상당 달러화 매입, ’10년~’12년 국채, 회사채 등 53조엔 자산 매입 등

- 올해 2월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66.5로 지난 95년 4월 150.8 대비 절반 미만으로 하락했으며,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엔화의 실질
가치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상존

엔화와 원화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장기 추이 비교

(단위 : 2010=100)

주 : 자국 통화와 다수의 교역 상대국 통화 간의 환율 변동을 가중 평균한 지수로서 무역경쟁력의 지표 중 하나로 활용
자료 : 국제결제은행(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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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상수지) 최근 2개월 연속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악화 장기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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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Ⅳ. 결론 및 시사점
양적긴축 시행을 공식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는 작년에 예상했던 것 보다 빨라졌지만 금리 인상폭이 대체로 시장의
예측 범위(25bp)내에서 이루어지면서 단기적인 금융 충격은 최소화 된 것으로 평가
다만, 이번 회의 이후 주요 연준 위원들이 오는 5월 0.5%p 수준의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 인상 시나리오와 미국의 재정 정상화 과정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5월 FOMC 회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 재확산에 따른 지역 봉쇄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고용을 포함한 향후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 美연준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플레이션 강도를 조율하는 美연준의 핵심 판단지표인 美근원 개인소비지출(core PCE)은 최근
1년 동안 월별 증가폭이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최근 미국의 높은 취업률과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은 금리 인상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음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되면서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들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음
(산업·교역) 신흥국 산업생산과 구매관리자지수는 작년 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입 규모는 증가했지만 터키, 칠레 등은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
(금리) 중국(△15bp), 터키(△100bp) 등 일부 국가는 경제 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며,
터키의 경우 리라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환변동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주식·채권) 작년부터 약세를 보였던 신흥국 주식시장은 올해 2월 중 크게 하락했다가 3월
FOMC 이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흥국 채권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신흥국
자본 유입도 점차 둔화되고 있음
(환율) 브라질, 콜롬비아를 제외한 대부분 신흥국가에서 신용위험이 증가했으며, 아르헨티나
페소, 러시아 루블, 인도 루피,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음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지난 3월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하고 향후 단계적인 금리 인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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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측면에서 美금리 인상은 신흥국 수입수요 둔화 요인이며, 최근과 같은 비용 견인(costpush) 인플레이션은 신흥국의 생산자 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과거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의 對신흥국 수출비중은 2013년을
고점으로 지난해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해왔으며, 최근에도 작년 12월 미국의 테이퍼링 시행 이후
2022년 7호

3개월 만에 對신흥국 수출비중은 1.5%p 감소하였음
최근 글로벌 IB들은 올해 신흥국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연말까지 권역간
경제성장률 격차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흥국 경제둔화와 수입수요 감소는
우리의 對신흥국 수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최근 국내 기업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달러 강세와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 제조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
기업 대출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한하며, 달러 강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가속화될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채산성 악화 예상
- 2015년 12월 미국 금리 인상 당시 국내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2016년 7월부터 30개월 동안
0.5%p 인상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2021년 5월부터 10개월 동안 0.8%p 상승 중
-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입 거래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 달러
강세가 심화되어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할 경우 원자재 수입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음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금리 억제와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엔화
약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우리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3월 말 일본은행은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장기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공개시장 운영 시행을
발표했으며, 엔/달러 환율은 3월 중 최대 7.9% 상승
엔저 가속화로 세계시장에서 한·일간 가격 경쟁이 예상되나, 과거 엔저에도 부진했던 日수출물량과
최근 한·일 수출경합도 하락을 고려할 때 엔화 약세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2012년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에도 일본의 수출물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경합도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일본 경상수지가 최근 2개월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엔화의 실질 가치가 90년대 중반 대비
절반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의 위상이 크게 하락하는 등 엔화 약세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작년과 올해 세 번의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의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

금리를 0.75%p 인상
한국은행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1.25%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주요국 통화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감안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정할 전망
- 2004년과 2015년 미국이 정책금리를 2.3%p~4.2%p 인상했을 당시의 국내 기준금리 인상폭은
0.5%p~2.0%p 수준
- 미국이 정책금리 인상을 시작하더라도 국내 기준금리가 즉각 인상된 것은 아니며, 지난 2004년,
2015년 미국 금리 인상의 경우,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작 이후 약 18개월~23개
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음

금리 인상 기간별 한·미 금리차 추이

(단위 : %, %p)

자료 : 한국은행, Fred

다만, 올 상반기 중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기업대출
금리에 대한 사전 관리와 수출기업들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 확대 필요
올해 2월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대출 금리가 3.44%로 전월 대비 0.14%p 상승하는 등 올해 들어
가계대출 금리*보다 기업대출 금리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상반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비해 선제적인 기업대출 완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 가계대출 금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3%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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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에 걸쳐 선제적으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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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금리 인상과 함께 국제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등 수출기업들의 부대비용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어 종합적인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 대책 필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들은 원자재 수입비용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분을
국내 납품가격이나 수출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생에 기반해 납품가격 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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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창구 필요
- 중소 수출기업은 ‘원자재 구매 금융·보증 지원’과 ‘납품단가 협상 지원’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고 있음(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21.4월)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상해시를 부분적으로 봉쇄하면서 세계 최대
항구인 상해항에서도 화물적체와 운임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해외 공동
물류센터 운영과 중소화주 대상 내륙운송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임

미국 금리 인상의 수출 영향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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