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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가, 채권시장 영향은?
빅스텝 금리인상 가능성 커졌으나 채권금리는 점진적 안정
세 예상
• 기대인플레이션

급등과 6% 물가상승률 감안, 7월 금통위에서 빅스텝(50bp) 금리인
상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을 유지

• 이미 다수론이 된 7월 빅스텝 자체는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되기 어려울 것
• 채권시장이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이

후반기

로 접어든 만큼 적어도 단기물 중심으로는 점진적인 금리 안정세 이어질 전망

6월 소비자물가 결과와 평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비 6.0%, 전월비는 0.6% 기록했다. 전년비 물가상승률은 올
해 내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4월 4.8%, 5월 5.4%, 6월 6.0%). 전월비의 경우 올해
1~6월 평균 0.67% 상승률을 나타냈고 이번에도 0.61%로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은 물가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이 최근 의미 있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은 조성될 수 있다. 에너지 가격만 하더라도 6월 휘발유, 경유, 등유의 전년
비 상승률은 각각 31.4%, 50.7%, 72.1%이고, 이 항목들의 전년비 CPI 기여도는 1.5%p에 달
한다.

한국은행이 빅스텝 인상에 나서기에는 최적
7월 금통위에서 빅스텝(50bp)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을 유지한다. 지금까지는 한
국은행이 빅스텝 인상을 단행한 사례가 없지만, 다음을 감안한 판단이다.
1) 기대인플레이션율 3.9%로 0.6%p 급등
2) 소비자물가 상승률 6.0% (1998년 이후 최고)
3) 미국 연준의 추가 자이언트 스텝(+75bp) 예고
당사가 지난달 7월 빅스텝 인상 전망을 제시한 이후 빅스텝 인상 예상이 다수론이 된 점을
감안하면 7월 빅스텝 자체는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7월 금통위 이후에는 추가 빅스텝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7월 빅스텝이 단행되면) 기준금리가 2.25%로 중립금리에 한층 가까
워진 상황에서 연속적인 빅스텝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채권금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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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간 경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리 전반적으로 금리 하락 폭이 커졌다. 월말
까지 금통위, FOMC 등 통화정책 회의들에 대한 경계심을 감안하면 채권금리 하락폭이 단
기에 더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채권시장이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이 후반기로
접어든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물 중심으로 점진적인 금리 안정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한다. 7월 남은 기간은 통화정책 이벤트들을 소화해 가면서 6월보다는 다소 금리가 안정되
는 흐름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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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한국 전월비 물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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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인플레이션 추이

원자재 가격 최근 하락세

(%p)

(%)

0.6
0.4
0.2
0.0
-0.2
-0.4
-0.6
-0.8
-1.0

6
5

2014

2016

2018

2020

기대인플레이션 변화 (좌측)
기대인플레이션 (우측)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2022

210
180

3

150

1
2012

240

4

2
2010

(2022.1.1=100)
270

120
90
60
'21.01

'21.04

'21.07

WTI

'21.10

'22.01

천연가스

'22.04

'22.07

구리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기준금리 및 주요 국고채 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Samsung Securities (Korea)
www.samsungpop.com

2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