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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금융 환경

1. 세계경제

○ 2021년 1/4분기와 2/4분기 OECD 경제규모는 각각 0.6%, 1.7% 증가함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GDP 감소가 두드러졌던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

럽 국가 경제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임

∙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3월 기준점인 100을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임

<그림 Ⅰ-1> OECD 주요국 경제성장률 <그림 Ⅰ-2> OECD 경기선행지수 

 주: 전기 대비 성장률임

 자료: OECD

 자료: OECD

○ 코로나 2021년 2/4분기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은 모두 전년 동기 감소분을 넘어서는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선진국의 무역규모 및 산업생산 증가가 두드러지는 모습임

∙ 세계 무역규모 회복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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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그림 Ⅰ-4>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 국내경제

○ 우리나라 GDP는 2021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7%, 0.8% 증가하였고, 이는 선진

국 중심의 무역규모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가 경기 회복을 견인한 영향임

∙ 향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큰 폭 상회한 102.6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그림 Ⅰ-5> 국내 분기별 GDP 성장률 <그림 Ⅰ-6>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전기 대비 성장률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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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항목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약한 회복세를 보임 

∙ 대면영업이 필요한 서비스업의 경우, 재화소비에 비해 회복세가 크지 않음

∙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선이 100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2%대로 확대됨

∙ 설비투자는 2020년부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부진이 이어짐

∙ 2021년 상반기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교역량 확대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

고, 특히 수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림 Ⅰ-7>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 <그림 Ⅰ-8> 소비자 심리지수 및 물가상승률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9>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 <그림 Ⅰ-10> 국내 재화 수･출입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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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시장

가. 금리

○ 2021년 8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음

∙ 단기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전인 5월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고, 장단기 금리차

가 축소되고 있음

∙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2년까지 우리나라 장단기 국고채 금리의 점진적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으며, 장기물 국고채 금리보다 단기물 국고채 금리 상승폭이 더 클 것

으로 전망함

<그림 Ⅰ-11>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 <그림 Ⅰ-12> 주요 투자은행 금리전망 

 주: 2021년 9월 기준임

 자료: Bloomberg

 주: 투자은행 금리전망 가중평균값으로 전망시점은 20

21년 8월 초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나. 주가 및 환율

○ 2021년 코스피 지수는 2021년 1월 3,000선을 돌파한 이후 횡보 중임

∙ 주식시장 고객예탁금 또한 2021년 1월 68조원을 돌파한 후, 7월에도 비슷한 수준

으로 유지되었음

∙ 2021년 하반기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그널과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리스크로 주

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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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3> 주가지수 및 거래금액 추이 <그림 Ⅰ-14> 주식시장 고객예탁금 및 신용잔고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금융투자협회

○ 원/달러 환율은 2021년 1월 1,100원을 하회하며 급락 후,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화 강세를 보이며 1,180원 수준까지 상승함

∙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2년 원/달러 환율의 소폭 하락을 전망함

<그림 Ⅰ-15> 원/달러 환율 추이 <그림 Ⅰ-16> 해외 주요 투자은행 환율전망

 자료: Bloomberg  주: 2021년 9월 기준임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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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국내경제 전망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2년 우리나라 GDP가 3% 수준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

로 전망하고 있음

∙ 개인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는 2022년 3~4% 수준의 회복이 전망됨

∙ 설비투자와 수출입은 2021년의 높은 증가세 후 기저효과로 인해 2022년에는 2~3%

의 제한적 회복이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2022년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구분 2019 2020
2021(F)1) 2022(F)1)

한국은행2) KDI3) 한국은행2) KDI3)

실질 GDP 2.0 -0.9 4.0 4.0 3.0 3.0

민간소비 1.7 -5.0 2.8 3.5 3.4 3.9

설비투자 -7.5 7.1 8.8 9.1 2.1 3.2

건설투자 -2.5 -0.4 0.9 -0.5 2.9 2.4

지식생산물 투자 3.0 4.0 4.4 4.0 3.8 3.3

상품수출 0.5 -0.5 8.9 8.5 2.7 2.6

상품수입 -0.8 -0.1 9.5 10.3 3.0 3.3

실업률 3.8 4.0 3.9 3.7 3.8 3.7

소비자물가 0.4 0.5 2.1 2.3 1.5 1.7

경상수지 600 753 820 912 700 651

상품수지 769 819 710 786 730 690

서비스･본원 
이전소득수지

-169 -67 110 126 -30 -39

주: 1) 2021(F), 2022(F)는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1. 8),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1. 11), 『KDI 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표 Ⅰ-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