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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경제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16년보다 0.6%p 상승한 3.8%를 기록함1)

2017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16년보다 0.6%p 상승한 2.3%,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0.4%p 상승한 4.8%임

2017년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0.8%p씩 상승하였고 중국, 

유로지역의 경우 각각 0.2%p, 0.6%p 상승함

2018년 1/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일본, 중국과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하락함2)

1/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수출 및 정부지

출의 감소로 2017년 4/4분기보다 0.6%p 하락한 2.3%(연율화)를 기록함

1/4분기 중국 경제는 순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의 증가로 전분기 

대비 1.4%3) 성장함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일부 국가의 정정불안이 리스크로 작용하여 

전분기보다 1.1%p 감소한 1.6%(연율화)를 기록함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 4); Eurostat(2018. 5); 일본 내각부(2018. 5); 중국 국가통계국

(2018. 4)
3) 중국 데이터는 연율 통계로 측정되지 않아 전분기 대비 증가율로 작성함

경제･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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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국내 수요 감소 및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전분기 대비 0.2%(연율화) 감소함

∎표 Ⅰ-1 세계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세계1) 3.5 3.3 3.4 3.2 3.2 - - - - 3.8 -

선진국1) 1.2 1.3 2.0 2.1 1.7 2.3 2.8 2.3 -

신흥국1) 5.4 5.1 4.7 4.2 4.4 5.3 5.3 4.8 -

미국2) 2.2 1.7 2.6 2.9 1.5 1.2 3.1 3.2 2.9 2.3 2.3

중국3) 7.7 7.7 7.3 7.0 6.7 1.5 1.8 1.8 1.6 6.9 1.4

유로지역4) -0.9 -0.2 1.3 2.1 1.8 2.6 2.9 2.8 2.7 2.4 1.6

일본5) 1.5 2.0 0.4 1.4 1.0 0.7 0.5 0.5 0.1 1.7 -0.2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주: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주: 3)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연율이나, 중국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 4) 
자료: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 4)
자료: 3) 중국 국가통계국(2018. 4)
자료: 4) Eurostat(2018. 5)
자료: 5) 일본 내각부(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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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율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 4)

한편, 세계 교역량은 2012년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었으나, 2017년 4.9% 증가함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상승함

2017년 국제유가(WTI 기준)는 강세를 지속하여 12월 말 배럴당 60.4달러로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4)

IS의 리비아 송유관 폭파 및 미국의 재고 감소 등으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여 연중 최고치를 기록함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우 2017년 12월 말 주요국 주가는 상승하였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및 국채금리 상승에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는 

약세를 보임5)

4) 오정석(2018. 1),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국제금융센터
5) 국제금융센터(2018. 2), 국제금융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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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다우지수(+5.9%)는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신흥국(브라질 +11.9%, 중국 +4.2%, 인도 +5.4%, 러시아 +9.1%)은 

안정적인 원자재가격 강세,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대폭 상승함

2017년 12월 미국의 세제개편안 의회 통과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유럽 

주요국의 국채금리도 상승함6)

미국은 세제개편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정책금리 인상 속도 또한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반면 일본은행은 경기회복세가 유지되어도 현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알려져 국채금리는 안정세를 보임7)

∎그림 Ⅰ-2 미국, 유로, 일본 국채금리(10년물) 추이

     자료: Bloomberg

6) 권도현(2017. 12), 「미 세제개편안 통과로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 국제금융센터
7) 국제금융센터(2018. 1), 국제금융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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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상향 조정함8)

2018년 4월 발표된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17년 10월 전망치 대비 

0.2%p 상향 조정됨

- 선진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p 상향 조정하였고, 신흥국의 경제성

장률 전망치는 같은 수준으로 유지함

-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세와 신흥국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세계경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세제개편에 따르면 법인세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임

2018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 내수수요 증가와 통화정책 등으로 

2017년 10월 전망치보다 0.5%p 상향 조정된 2.4%로 전망됨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7년 10월 0.7%에서 2018년 4월 1.2%로 

상향 조정됨

- 일본 경제성장률은 수출수요 및 민간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상향 조정되

었으며 노동력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 성장률은 약세일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경우 수출수요 전망 개선 등을 반영하여 2018년 경제성장률은 6.6%로 

전망됨

- 그러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부채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8) IMF(2017. 4), World 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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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전망기관별 2018년 세계경제 전망

(단위: %)

전망기관 전망시점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 
지역

일본 중국

IMF
2017. 10 3.7 2.0 4.9 2.3 1.9 0.7 6.5

2018. 4 3.9 2.5 4.9 2.9 2.4 1.2 6.6

OECD
2017. 11 3.7 - - 2.5 2.1 1.2 6.6

2018. 5 3.8 - - 2.9 2.2 1.2 6.7

World 
Bank1)

2017. 6 2.9 1.8 4.5 2.2 1.5 1.0 6.3

2018. 1 3.1 2.2 4.5 2.5 2.1 1.3 6.4

  주: 1) 2010년 기준 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가중치로 평균한 것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ECD, OECD Economic Outlook;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World Bank는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OECD는 3.8%로 상향 

조정하였음

World Bank는 신흥국 원자재 수출 회복 등으로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보호주의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과 같은 장기적 리스크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함9)

OECD는 신흥국 중심의 실업률 개선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10)

2018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원자재 수출국가의 투자 증가와 선진국 경기 회복 

등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11)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017년 4.9%에서 2018년 5.1%로 0.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9) World Bank(2018. 1), Global Economic Prospects
10) OECD(2018. 5), OECD Economic Outlook
11) IMF(2018. 4), World 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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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증가율의 경우 선진국은 2017년 4.2%에서 2018년 4.5%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신흥국은 2017년 6.4%에서 2018년 5.1%로 하락할 것

으로 예상됨

- 수입 증가율도 선진국은 2017년 4.0%에서 2018년 5.1%로 상승할 것으로, 

신흥국은 2017년 6.4%에서 2018년 6.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유가는 OPEC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감산 합의 연장 등의 영향으로 2018년 

1월 배럴당 65달러를 기록함

배럴당 65달러는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12) OPEC의 원유감산 합의는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18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세계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채권수익률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13)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며, 유럽 또한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세계물가상승률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18년 미국 달러화 가치는 무역갈등 고조와 경제지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나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14)

유로화는 일부 유로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개선됨에 따라 강세가 예상됨

엔화는 일본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 등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12) IMF(2018. 4), World Economic Outlook
13) IMF(2018. 4), World Economic Outlook
14) 국제금융센터(2018. 6. 4), ｢주요 투자은행 환율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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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갈등 우려와 북미 정상회담 전개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위안화는 미국 달러화 강세, 인민은행의 자본통제 완화 등에 따라 약세가 

기대됨

∎표 Ⅰ-3 주요 투자은행 2018년 환율 전망

구분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3/4 4/4 3/4 4/4 3/4 4/4

중간값 1.21 1.23 109 109 6.38 6.36 

평균 1.21 1.23 109 108 6.38 6.39 

최고 1.31 1.32 116 120 6.67 6.80 

최저 1.10 1.10 101 97 6.20 6.10 
  

  주: 주요 투자은행 전망치로 기준일은 2018년 6월 1일
자료: Bloomberg

2. 국내경제

<성장>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로 

3.1% 증가함

2017년 상반기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3/4분기에는 순수출이 확대되면서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6년에 비해 0.2%p 상승함

2018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설비･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소비와 순수출의 증가폭이 확대되어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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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3/4분기 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로 전환됨

∎그림 Ⅰ-3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건설투자가 둔화되었으나, 

설비투자 증가세가 내수를 견인함

2017년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소비활성화정책 및 고용 

확대정책, 환율안정 및 연휴효과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 대비 2.6% 

증가함

- 2018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비 증가와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국외소비 증가, 기저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함

2017년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4차산업 관련 수요확대 및 IT업황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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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4분기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함

2017년 건설투자는 착공면적 감소, 준공물량 증가 등으로 건물부문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토목부문의 감소세 확대로 전년 대비 7.6% 증가에 그침

- 2018년 1/4분기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건설인허가실적 감소 등으로 주택건설부문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에 그침

2017년 지식생산물투자는 IT업황 개선 및 신산업부문의 R&D 투자활성화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3.0% 증가함

- 2018년 1/4분기 지식생산물투자는 R&D 및 소프트웨어 투자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함

2017년 재화수출은 글로벌 IT업황에 따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선박･석유류 등 대부분의 주력품목 수출도 증가하여 전년 

대비 1.9% 증가함

- 2018년 1/4분기 재화수출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량15)도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함

2017년 재화수입은 원유･철강석 등 원자재 가격상승과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등으로 인한 원자재･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함

- 2018년 1/4분기 재화수입은 상품수입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함

15) 수출물량지수(전년동기 대비, %): 2.7(2017. 2/4) → 9.3(3/4) → 2.9(4/4) → 5.8(20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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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4 지출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GDP 2.9 2.9 2.8 3.8 2.8 3.1 2.8

 - 민간소비 2.5 2.1 2.4 2.6 3.4 2.6 3.5

 - 설비투자 -1.0 16.1 17.9 16.4 8.6 14.6 7.3

 - 건설투자 10.3 11.3 8.5 8.0 3.8 7.6 1.8

 - 지식생산물투자 3.5 3.2 2.2 2.9 3.5 3.0 3.5

 - 재화수출 2.6 3.7 0.3 4.4 -0.6 1.9 1.6

 - 재화수입 4.7 10.1 6.6 7.4 4.1 7.0 4.2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8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 등 우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부진 및 고용여건 개선 지연, 가계부채 등16)으로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로 세계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 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으로 투자 및 

소비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

한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여건의 악화,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 지연, 주택경기 부진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확대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이 경제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16) 한국은행(2018. 4), 「경제전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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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5 국내 실물경제 전망

(단위: %, 억 달러)

  주: 1) 20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018년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개선 지연과 가계부채 부담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가능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17)에 

대한 기대가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져 전년 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은 민간소비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17)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비정규직 감축),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아동수당 
및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구분 2015 2016 2017 2018(F)1)

실질GDP 성장률 2.8 2.9 3.1 2.8

(명목GDP) 5.3 5.0 5.4 5.7

민간소비 2.2 2.5 2.6 2.6

설비투자 4.7 -1.0 14.6 4.2

건설투자 6.6 10.3 7.6 -0.3

지식생산물투자 1.8 3.5 3.0 3.1

재화수출 -0.1 2.6 1.9 3.2

재화수입 2.1 4.7 7.0 4.5

실업률 3.6 3.7 3.7 3.7

(고용률) (60.5) (60.6) (60.8) (60.8)

소비자물가 0.7 1.0 1.9 1.7

경상수지 1,059.4 992.4 784.6 707.9

상품수지 1,222.7 1,189.0 1,198.9 1,154.1

상품수출 5,428.8 5,119.5 5,773.8 6,319.4

(증가율) (-11.4) (-5.7) (12.8) (9.4)

상품수입 4,206.1 3,930.5 4,574.9 5,165.2

(증가율) (-19.8) (-6.6) (16.4)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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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시장 개선 지연,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확대, 자산가격 

상승세 둔화에 따른 소비지출 제약 등18)은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그림 Ⅰ-4 소비자심리지수 ∎그림 Ⅰ-5 가계대출규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비자동향조사 자료: 한국은행; BIS

2018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제조업 가동률 하락, 글로벌 보호무역 움직임, 전년도 

투자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0.4%p 하락한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IT업황 호조 지속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통신,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19)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부채 부담 확대, 중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 체제의 안정화로 인한 경쟁심화 등은 설비투자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18) 기획재정부(2017. 12. 27), 「2018년 경제정책 전망」 
19) 한국은행(2018. 4), 「경제전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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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6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 ∎그림 Ⅰ-7 국내기계수주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2018년 건설투자는 신규수주 감소로 인한 건설 경기 둔화, SOC 예산 감축 등으로 

인한 토목부문의 부진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15년 이후 건설투자를 주도해 온 대규모 아파트 분양물량의 준공으로 

신규수주가 급감하고 상업용 건물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GTX, 세종고속도로 등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발전소 등 민간토목 

부문의 수요 확대 여지가 있으나 SOC 예산 감축에 따른 신규 사업 위축으로 

투자 확대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20)

20) LG경제연구원(2018. 5),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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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8 건축허가면적 ∎그림 Ⅰ-9 건설수주액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2018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경우 민간부문 R&D 투자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기업 R&D 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의 R&D 투자 심리21)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R&D 예산 증가세 둔화22)로 투자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IT업황 호조, 인터넷･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23)

2018년 재화수출 증가율은 세계 교역 회복세 지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어 전년 대비 

1.3%p 상승한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단가･물량이 

21) R&D투자 심리지수: 102.4(’16) → 95.1(’17) → 106.0(’18)(한국은행(2018. 4), 「경제전망보고서」)
22) R&D 예산(조 원): (’15)18. 9 (’16)19. 1 (’17)19. 5
23) 한국은행(2018. 4), 「경제전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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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개선되고 선박･석유류 등 대부분 주력품목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4)

한편,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 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재화수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투자 증가세 유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고용>

2017년 고용시장은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제조업 고용 부진과 하반기 관광객 

감소 영향 누적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 둔화로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임

총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2만 명(1.2%) 증가에 그쳤고 고용률은 전년 

대비 0.2%p 상승한 60.8%를 기록하였으나 건설업, 일용직 및 영세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못함

2018년 1/4분기 총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8만 명(0.7%)이 증가하여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고용률은 59.6%, 

실업률은 4.3%를 기록함

24) 기획재정부(2017. 12), 「2018년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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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6 고용관련 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만 명)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총취업자 2,641 2,610 2,692 2,700 2,688 2,673 2,628 2,687

(증가율) (0.9) (1.4) (1.4) (1.0) (1.0) (1.2) (0.7) (1.1)

고용률 60.6 59.6 61.3 61.4 61.0 60.8 59.6 60.9

실업률 3.7 4.3 3.8 3.4 3.2 3.7 4.3 4.1

경제활동인구 2,742 2,726 2,799 2,796 2,778 2,775 2,746 2,803

(증가율) (1.0) (1.4) (1.5) (0.9) (1.0) (1.2) (0.7) (1.0)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2018년 고용률과 실업률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조업의 부진 및 자동차 산업 등의 구조조정,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각각 60.8%와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일자리 정책,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이 고용 부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제조업 부진, 자동차 산업 등의 구조조정,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력수급 불균형 등이 고용지표 개선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물가>

2017년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 상승압력으로 

전년 대비 1.9% 상승함

농축수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1.9%)이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25) 상승률(1.5%)보다 높게 나타남

25)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을 제외한 장기적이며 기조적인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통계청에서
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 등 두 가지의 
근원인플레이션 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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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공급측 요인의 하방압력과 보험서비스료 

동결26)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어 전년동기 대비 1.3% 상승에 

그침

2018년 소비자물가는 세계경제 확장세 지속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원화 가치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폭 제한으로 

전년 대비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나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으로 

공급측 상승압력 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Ⅰ-10 물가상승률 ∎그림 Ⅰ-11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26)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상시기 연기(2017년 평균 인상률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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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거래> 

2017년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규모의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흑자규모가 

축소된 7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2017년 상품수지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반도체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0.8% 증가에 그친 1,19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상품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선박･석유류 등 대부분 주력품

목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2.8% 증가한 5,774억 달러를 기록함

- 상품수입은 원유･철강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반도제 제조장비 수입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6.4% 증가한 4,575억 달러를 기록함

2017년 서비스수지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해외건설 수주 부진,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3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177억 달러 적자) 대비 

적자폭이 확대됨

2018년 1/4분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34.8% 감소한 1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상품수지는 수출(7.5%)이 증가하였으나 수입(12.3%)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기보다 축소된 23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와 여행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전년동기보다 확대

된 9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2018년 경상수지는 흑자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전년 대비 9.8% 감소한 708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임

상품수지는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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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수출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6,319억 달러, 상품수입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5,16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서비스수지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휴대폰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여행･지재권 

사용료 수지가 개선27)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운업계 침체로 인한 운송수지 

적자 지속으로 4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Ⅰ-12 경상수지 ∎그림 Ⅰ-13 교역조건지수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3. 국내금융시장

<금리> 

기준금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2017년 3/4분기 성장률 상승 등에 따라 

2017년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되었으며, 2018년에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등의 영향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

27) 기획재정부(2017. 12), 「2018년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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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성장세 지속, 안정된 금융시장 상황, 

주요국 교역여건 개선 가능성 등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함

소비와 수출 증가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고용, 물가 상승여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2018년 5월 말까지 국채(3년)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의 영향으로 평균 2.24%를 기록함

국채(3년)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2월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국채-CD)는 CD금리가 안정적인 가운데, 국채(3년) 

금리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변동하고 있음

신용스프레드(회사채-국채)는 회사채 금리의 상승폭이 확대됨에 따라 2018년 

5월 61bp까지 확대됨

∎표 Ⅰ-7 금리 추이

구분 ’17. 11 12 ’18. 1 2 3 4 5
’18. 

1~5월 
평균

CD(91일) 1.45 1.66 1.66 1.65 1.65 1.65 1.65 1.65

국채(3년) 2.15 2.10 2.19 2.28 2.27 2.19 2.25 2.24

회사채(3년, AA-) 2.71 2.65 2.72 2.82 2.83 2.79 2.86 2.80

스프레드(국채-CD) 0.70 0.44 0.53 0.63 0.62 0.54 0.60 0.59

스프레드(회사채-국채) 0.56 0.55 0.53 0.54 0.56 0.60 0.61 0.57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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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4 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18년 국채(3년)금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여 2.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18년 상반기 국내 국채금리는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함

2018년 중 미국 기준금리는 경기회복세와 인플레이션 기대로 인해 두 차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국내 국채(3년)금리와 미국 국채(3년)

금리의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표 <Ⅰ-8> 참조)

해외 투자은행들은 2018년 하반기 미국 국채(10년)금리는 3.11%, 우리나라 

국채(10년)과 국채(3년)의 금리는 각각 2.68%, 2.27%로 전망함 

- 해외 투자은행들은 하반기 미국 국채(10년)금리가 1~5월 평균 금리 수

준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하반기 우리나라 국채(10년)금리는 1~5월 평균 금리보다 하락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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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한 반면, 국채(3년)금리는 1~5월 평균 금리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함(표 <Ⅰ-9> 참조)

∎표 Ⅰ-8 한국 및 미국 국채(3년)금리 추이

(단위: %, %p)

구분 ’17.10 11 12 ’18.1 2 3 4 5

국채(3년) 2.03 2.15  2.10 2.19  2.28  2.27  2.19  2.25 

미국국채(3년) 1.67 1.80 1.95 2.14 2.35 2.42 2.52  2.66 

국채-미국국채 0.35 0.35 0.15 0.05 -0.07 -0.15 -0.33 -0.41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표 Ⅰ-9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3년)금리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2.82 3.11 2.70 2.68 2.24 2.27

  주: 2018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5월 초에서 6월 초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환율>

평균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신흥국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여 2018년 5월 말까지 1,072원을 기록함

2017년 1~5월 평균 원/달러 환율 1,145원에 비해 원화 강세를 유지함

원/엔 환율은 일본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원화 강세 등으로 2018년 

1~5월 평균 100엔당 988원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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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5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Ⅰ-10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Standard Chartered

1,072.16

1,032.5

108.44

113.0

1.22

1.25

JP Morgan 1,060.0 109.5 1.23

Barclays 1,045.0 104.0 1.22

Citi group 1,054.0 109.5 1.19

Morgan Stanley 1,047.5 107.0 1.19

  주: 2018년 하반기에 대한 전망으로 환율은 5월 중순~5월 말 기준 전망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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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17년 1,130.8원에서 54.7원 하락한 1,076.1원으로 

예상됨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와 더불어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원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유가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1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을 국내외 경기회복세, 

양호한 외환수급 상황 지속, 대외 신인도 제고 등에 따라 원화 강세를 예상함

∎표 Ⅰ-11 국내 금리 및 환율 전망1)

(단위: %,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F)2)

회사채(AA-) 금리 2.08 1.89 2.33 2.88

국채(3년)금리 1.79 1.44 1.80 2.30

원/달러 환율 1,131.5 1,160.5 1,130.8 1,076.1

주: 1) 기간 평균값
2) 20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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