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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경제

○ 2020년 상반기 세계 교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021년 2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함

∙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세계 교역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어 2020년 5월 

최근 9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큰 폭으로 반등하여 2021년 2월 세계 교역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을 기록함

∙ 2020년 우리나라 수출의존도는 최근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21년 1/4분기 큰 폭으로 반등함

<그림 Ⅰ-1> 세계 교역량 추이 <그림 Ⅰ-2> 우리나라 수출의존도

  주: 2010년이 100인 지수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0. 4)

  주: 수출의존도=수출/GDP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세계경제는 교역량 감소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1/4분기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대체로 개선됨

∙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9년보다 6.1%p 하락한 –3.3%를 기록함

∙ 2021년 1/4분기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6.4%, 18.3%를 기록하였고,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2.5%, -5.1%를 기록함

Ⅰ 경제･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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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세계경제 성장률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4

세계 3.5 3.3 3.8 3.6 2.8 -3.3 -

선진국 2.4 1.8 2.5 2.3 1.6 -4.7 -

신흥국 4.3 4.5 4.8 4.5 3.6 -2.2 -

미국 3.1 1.7 2.3 3.0 2.2 -3.5  6.4

중국 7.0 6.9 6.9 6.7 5.8 2.3 18.3

유로지역 2.0 1.9 2.6 1.9 1.3 -6.6 -2.5

일본 1.6 0.8 1.7 0.6 0.3 -4.8 -5.1

  주: 1)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유로: 리투아

니아 포함 19개국임

     2)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연율화한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나,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IMF(2021.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1. 4); 중국 국가통계국

(2021. 4); Eurostat(2021. 5); 일본 내각부(2021. 5)

○ IMF는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 지원과 백신 접종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함

∙ 2020년 세계경제 역성장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 지원, 백신 접종 확산 등에 따라 

2021년 세계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국의 추가 재정지원 발표와 백신 접종 개시를 반영하여 IMF는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2%에서 6.0%로 0.8%p 상향조정함1)

<표 Ⅰ-2> 2021년 IMF 세계경제 전망

(단위: %)

전망기관 전망시점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IMF
2020. 10 5.2 3.9 6.0 3.1 5.2 2.3 8.2

2021. 4 6.0 5.1 6.7 6.4 4.4 3.3 8.4

자료: IMF(2021. 4), “World Economic Outlook”

1) IMF(2021. 4), “World 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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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경제

○ 2021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설비투자와 재화수입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가 감소

하고 민간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1.8% 증가하는 데 그침

∙ 2021년 1/4분기 투자와 수출입 전반이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는 2.4% 감소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9% 감소했던 민간소비는 2021년 1/4분기 1.0% 증가함

<표 Ⅰ-3> 지출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GDP 2.0 1.4 -2.7 -1.1 -1.2 -1.0 1.8

 - 민간소비 1.7 -4.8 -4.0 -4.4 -6.5 -4.9 1.0

 - 설비투자 -7.5 7.3 4.1 10.6 5.7 6.8 12.4

 - 건설투자 -2.5 4.2 -0.1 -1.0 -2.5 -0.1 -2.4

 - 지식생산물투자 3.0 2.4 4.1 3.9 4.1 3.6 4.1

 - 재화수출 0.5 6.3 -11.5 -0.3 3.6 -0.5 5.5

 - 재화수입 -0.8 3.1 -4.8 -0.1 1.4 -0.1 8.2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2020년 상반기 급격히 악화되었던 민간소비심리와 건설수주는 2021년 1/4분기까지 등락을 반복

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함

∙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3.3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후, 반복되는 등락 속에서 상승세를 유지하여 2021년 4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함

∙ 2021년 1/4분기 기계수주와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6%, 25.0%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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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3> 소비자심리지수 <그림 Ⅰ-4> 기계수주,2) 건설수주3)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기계수주는 선박 제외임

     3) 경상임

자료: 통계청

○ 국내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경기개선으로 국내 수출과 투자가 회복되어 2021년 국내경제 성장률이 

3.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2020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0%, 3.8%로 전망함 

∙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민간소비 개선이 

지연되어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표 Ⅰ-4> 지출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F)1)

한국은행2) KDI3)

 실질GDP  2.0 -1.0 4.0 3.8

민간소비  1.7 -5.0 2.5 2.5

설비투자 -7.5  6.8 7.5 8.5

건설투자 -2.5 -0.1 1.3 1.4

지식생산물투자  3.0  3.7 4.3 4.1

상품수출   0.5 -0.5 9.0 8.6

상품수입 -0.8  0.0 8.3 7.9

실업률  3.8  4.0 3.9 4.1

소비자물가  0.4  0.5 1.8 1.7

 경상수지(억 달러)  600  753 700 829

상품수지(억 달러)  769  819 710 867
서비스·본원·이전소득 

수지(억 달러)
-169  -67 -10 -39

 주: 1) 2021(F)는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1. 5),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0. 5), 「KDI 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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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금융시장

가. 금리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동결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함

∙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고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의 국채금리와 

주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국내 물가상승률은 목표치(2.0%)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향후 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와 정부의 국고채 발행 계획의 영향으로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장단기 금리격차는 확대됨

∙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동결하고 있으며, 

자산 매입 및 가계·기업 대출 지원 정책 확대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채권매입 및 2년물 국고채 금리 신설에 따른 단기 국채금리 발행비중 확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국채 발행 확대 예상 등의 영향으로 장기금리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임

<그림 Ⅰ-5> 한국 기준금리 <그림 Ⅰ-6> 한국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채권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신용스프레드는 

축소되는 추세임

∙ 정부의 국채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으로 장단기스프레드(10년물-1년물)는 1월 

105.2bp에서 4월 말 149.0bp까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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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스프레드는 채권공급 확대, 비우량 회사채 매입 SPV 설립 등 회사채 발행시장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경기개선 기대에 따른 자금유입이 지속되면서 축소됨

<그림 Ⅰ-7> 장단기스프레드 <그림 Ⅰ-8> 신용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0년 하반기 미국 국채(10년)금리와 우리나라 국채(10년)금리, 국채(3년)금리가 

각각 1.81%, 2.17%, 1.1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표 Ⅰ-5>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3년)금리

1~4월 하반기 1~4월 하반기 1~4월 하반기

1.39 1.81 1.92 2.17 1.06 1.17

  주: 2021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값으로, 예측 시점은 5월 초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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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율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국내 달러화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

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 및 점진적 경제활동 정상화로 1,100원대 초반으로 하락함

∙ 원/달러 환율은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해외주식투자 확대로 국내 달러화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3월 1,140원대로 상승함

∙ 그러나 4월 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주요국의 국채

금리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초반으로 하락함

○ 원/엔 환율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임

∙ 원/엔 환율은 일본 중앙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 유지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등으로 1월 초 100엔당 1,050원대에서 4월 말 1,010원대로 하락함

<그림 Ⅰ-9>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0년 하반기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이 1~4월 평균보다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달러화 유동성 증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하반기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엔/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및 일본의 경제

전망 악화 등의 약세 요인이 혼재하여 평년 수준보다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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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6>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1~4월 하반기 1~4월 하반기 1~4월 하반기

Standard Chartered

1,115

1,065

106.8

109.0

1.20

1.19

JP Morgan Chase 1,118 106.5 1.18

PNC Financial 1,123 108.5 1.19

Citigroup 1,105 111.5 1.18

Morgan Stanley 1,078 104.5 1.25

 주: 2021년 하반기에 대한 환율 전망으로, 예측 시점은 5월 초 기준임

자료: Bloomberg

다. 주가

○ 2021년 상반기 코스피(KOSPI)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및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확대 기대와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3,000선을 

넘어섬

∙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글로벌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07년 2,000선을 돌파한 이후 14년 

만에 3,000선을 넘어섬

∙ 주요국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동결되는 등 공격적인 경기부양책과 위기를 기회로 인식한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 등으로 코스피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그림 Ⅰ-10>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