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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9

2.7
(1.7)

7.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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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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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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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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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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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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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0

3.0

3.0

-218

369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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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660

1,001

865

935

841

소비자물가

0.5

2.5

1.4

2.5

2.5

3.5

3.8

4.8

5.4

6.0

원/달러환율

1,086

1,189

1,125

1,116

1,165

1,182

1,207

1,256

1,237

1,281

국고채금리
(3년)

0.99

1.39

1.04

1.19

1.45

1.87

2.24

2.94

3.02

3.48

실업률

취업자수
(천명)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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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5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 판매가 줄며 3개월 연속 감소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복 등 준내구재와 의약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줄어 부진한 모습
소매판매(전월대비, %): (’22.3월)-0.7 → (4월)-0.2 → (5월)-0.1
내구재(전월대비, %): (’22.3월)-7.4 → (4월)0.5 → (5월)1.2
준내구재(전월대비, %): (’22.3월)-2.9 → (4월)7.7 → (5월)-1.2
비내구재(전월대비, %): (’22.3월)4.1 → (4월)-3.6 → (5월)-0.3

5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에서 모두 늘어나며 전월대비 증가
설비투자(전월대비, %): (’22.3월)-2.3 → (4월)-7.6 → (5월)13.0

5월 「건설투자(건설기성)」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증가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2.3월)1.5 → (4월)-0.1 → (5월)5.9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2.3월)-1.0 → (4월)-1.6 → (5월)8.3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2.3월)6.0 → (4월)4.3 → (5월)-0.4

6월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출」 증가폭은 축소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수출(전년동월대비, %): (’22.4월)12.9 → (5월)21.3 → (6월)5.4
수입(전년동월대비, %): (’22.4월)18.5 → (5월)32.0 → (6월)19.4
무역수지(억달러): (’22.4월)-24.7 → (5월)-17.1 → (6월)-24.7

6월 「소비자물가」는 주요 품목의 오름폭이 모두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6.0% 상승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4월)4.8 → (5월)5.4 → (6월)6.0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9.3% 상승하였으며,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물가
상승으로 5.8% 상승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4월)7.8 → (5월)8.3 → (6월)9.3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4월)4.5 → (5월)5.1 → (6월)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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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

5월 ｢소매판매｣는 의복과 의약품 판매 감소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1.2%)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복 등 준내구재(-1.2%)와 의약품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1% 감소
소매판매(전월대비, %): (’22.3월)-0.7 → (4월)-0.2 → (5월)-0.1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전월대비, %): (’22.3월)-0.1 → (4월)-0.8 → (5월)-0.3
승용차 소매판매(전월대비, %): (’22.3월)-5.3 → (4월)4.7 → (5월)2.1
[그림 1]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2] 내구연한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내구재는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줄었으나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가구 등의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2% 증가
내구재(전월대비, %): (’22.3월)-7.4 → (4월)0.5 → (5월)1.2

준내구재는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판매가 줄면서 전월대비 1.2% 감소
준내구재(전월대비, %): (’22.3월)-2.9 → (4월)7.7 → (5월)-1.2

비내구재는 화장품, 차량연료 등의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음식료품, 서적･문구의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의약품 판매가 감소하고 대면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외식 수요가 증가하여
음식료품 판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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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수(기간평균, 명): (’22.3월)325,883 → (4월)129,994 → (5월)27,218
비내구재(전월대비, %): (’22.3월)4.1 → (4월)-3.6 → (5월)-0.3

소매업태별로는 전문소매점(-2.5%)1), 대형마트(-5.5%), 편의점(-3.4%), 슈퍼마켓 및 잡화점
(-1.4%), 무점포소매(-0.5%)2)에서 전월대비 판매가 줄어 감소
반면,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1.5%), 백화점(3.5%), 면세점(3.0%)에서 판매가 늘어남
[그림 3] 신규 확진자수 및 구글 이동성지수

주: baseline은 2020년 1월 3일~2월 6일을 기준으로 하며, 7일
이동평균 이용

[그림 4] 업태별 소매판매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자료: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Index; Our World
in Data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모습
소비자심리지수는 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이 높아지면서 기준선 100을 하회하
는 96.4를 기록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인 현재생활형편(87, -2p), 생활형편전망(88,-5p), 가계수입
전망(97, -1p), 소비지출전망(114, -2p), 현재경기판단(60, -14p), 향후경기전망(69, -15p) 지수
가 모두 하락
소비자심리지수: (’22.3월)103.2 → (4월)103.8 → (5월)102.6 → (6월)96.4

1) 의복, 통신기기, 가전제품, 의약품 등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2) 무점포소매점은 매장없이 인터넷, 홈쇼핑, 배달, 방문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소매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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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1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2. 투자
가. 설비투자
5월 중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증가 전환
설비투자는 기계류(11.9%)와 운송장비(16.4%)에서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3.0% 증가
설비투자(전월대비, %): (’22.3월)-2.3 → (4월)-7.6 → (5월)13.0
기계류(전월대비, %): (’22.3월)-2.2 → (4월)-9.1 → (5월)11.9
운송장비(전월대비, %): (’22.3월)-3.0 → (4월)-2.6 → (5월)16.4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류(4.3%)와 운송장비(7.9%)에서 모두 증가하면서 5.1% 증가
설비투자(전년동월대비, %): (’22.3월)-5.4 → (4월)-12.1 → (5월)5.1
기계류(전년동월대비, %): (’22.3월)-4.0 → (4월)-12.2 → (5월)4.3
운송장비(전년동월대비, %): (’22.3월)-9.8 → (4월)-11.7 → (5월)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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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설비투자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5월 주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감소, 「기계류 내수출하」 및 「기계류 수입액」 증가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36.4%)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8.4%)에서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5.6% 감소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 (’22.3월)15.1 → (4월)-7.9 → (5월)-5.6
공공부문(전월대비, %): (’22.3월)32.5 → (4월)-2.0 → (5월)36.4
민간부문(전월대비, %): (’22.3월)14.2 → (4월)-8.3 → (5월)-8.4
[그림 7]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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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6.1% 증가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22.3월)4.4 → (4월)-9.4 → (5월)6.1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16.1%), 항공기 및 부품(58.7%) 등에서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12.7% 증가
기계류 수입액(전월대비, %): (’22.3월)14.7 → (4월)-5.7 → (5월)12.7
기계류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2.3월)-9.7 → (4월)-17.2 → (5월)4.2
[그림 8]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기계류 수입액]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자료: 무역협회

나. 건설투자
5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을 중심으로 증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이 모두 늘어 건설 공사 실적 증가를 견인
부문별로 토목(-0.4%)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축(8.3%)이 늘어 전월대비 5.9% 증가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2.3월)1.5 → (4월)-0.1 → (5월)5.9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2.3월)-1.0 → (4월)-1.6 → (5월)8.3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2.3월)6.0 → (4월)4.3 → (5월)-0.4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축(9.0%)과 토목(5.8%) 공사가 모두 늘어 8.2% 증가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 (’22.3월)-5.0 → (4월)-2.3 → (5월)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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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건설기성(불변)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0] 공종별 건설기성(불변)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5월 ｢건설기성(경상)｣은 전년동월대비 건축과 토목 공사가 모두 증가
건축부문(경상)은 주거용 건축(22.2%)과 비주거용 건축(17.0%)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20.2%
상승
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 (’22.3월)9.1 → (4월)8.2 → (5월)20.2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3월)3.8 → (4월)10.6 → (5월)22.2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3월)18.3 → (4월)4.1 → (5월)17.0

토목부문(경상)은 일반토목과 전기기계의 감소에도 플랜트가 큰 폭으로 늘어 전년동월대비 17.6%
증가
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3월)0.1 → (4월)12.0 → (5월)17.6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3월)4.5 → (4월)3.9 → (5월)-4.2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 (’22.3월)-42.2 → (4월)-19.0 → (5월)-15.5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 (’22.3월)16.3 → (4월)37.4 → (5월)69.4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각각 전년동월대비 15.2%, 22.2% 증가
공공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2.3월)2.4 → (4월)3.6 → (5월)15.2
민간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2.3월)8.7 → (4월)11.0 → (5월)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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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공종별 건축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2] 공종별 토목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5월 「건설수주(경상)」는 민간을 중심으로 건축과 토목의 수주가 모두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건축(17.6%)과 토목(22.5%)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18.6% 증가
건축 수주는 주택, 공장 및 창고 등의 수주가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17.6% 증가
토목 수주는 기계설치 등의 수주가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22.5% 증가
발주처별로는 민간부문(31.1%)이 늘어난 반면 공공부문(-30.0%)이 감소
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 %): (’22.3월)15.0 → (4월)0.7 → (5월)18.6
[그림 13] 공종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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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발주자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3. 대외거래
가. 수출입 및 무역수지
6월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 기록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4% 늘어난 577.3억달러로 20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큰 폭으로
축소
수출(전년동월대비, %): (’22.4월)12.9 → (5월)21.3 → (6월)5.4
일평균수출(억달러): (’22.4월)24.6 → (5월)26.8 → (6월)26.2

수입은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중간재 수입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9.4% 증가한
602.0억달러로 4개월 연속 600억달러대 기록
수입(전년동월대비, %): (’22.4월)18.5 → (5월)32.0 → (6월)19.4

수출대비 수입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 지속
무역수지(억달러): (’22.4월)-24.7 → (5월)-17.1 → (6월)-24.7
[그림 15]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그림 16] 일평균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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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지역 중 CIS 지역, 중남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
CIS 지역의 경우 전쟁 장기화, 중남미지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발 경기둔화, 중국은 봉쇄조치 여파
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이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
대ASEAN 수출(전년동월대비, %): (’22.4월)38.4 → (5월)23.0 → (6월)16.7
대미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2.4월)27.1 → (5월)29.2 → (6월)12.2
대EU 수출(전년동월대비, %): (’22.4월)7.3 → (5월)23.4 → (6월)2.4
대중 수출(전년동월대비, %): (’22.4월)-3.4 → (5월)1.2 → (6월)-0.8
대중남미 수출(전년동월대비, %): (’22.4월)15.9 → (5월)32.4 → (6월)-8.3
대CIS 수출(전년동월대비, %): (’22.4월)-46.6 → (5월)-37.9 → (6월)-44.6
[그림 17] 2022년 6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그림 18]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나. 경상수지
5월 ｢경상수지｣는 흑자전환하였으나, 흑자규모는 전년동월대비 큰 폭 감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전월대비 축소되었으나,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전월
8천만달러 적자에서 38.6억달러 흑자로 전환
그러나 흑자폭은 상품수지와 본원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으로 전년동월 104.1억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경상수지(억달러): (’22.3월)70.6 → (4월)-0.8 → (5월)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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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지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전년동월(66.5억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된
27.4억달러 기록
상품수지(억달러): (’22.3월)56.4 → (4월)29.5 → (5월)27.4
[그림 19]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본원소득수지는 4월 외국인 배당지급 증가로 32.5억달러 적자를 나타낸 후 5월 14.5억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전년동월3) 50.3억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큰 폭으로 감소
본원소득수지(억달러): (’22.3월)11.5 → (4월)-32.5 → (5월)14.5

4. 소비자물가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상승세를 지속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4.8%), 공업제품(9.3%), 서비스(3.9%) 등 주요 품목에서의 오름폭이
모두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6.0% 상승
3) 지난해 5월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대규모 배당수입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면서 본원소득흑자 50.3억달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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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4월)4.8 → (5월)5.4 → (6월)6.0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4월)3.1 → (5월)3.4 → (6월)3.9
※ 근원물가: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그림 20]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그림 21]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1.6%), 축산물(10.3%), 수산물(2.9%) 품목의 물가가 모두 상승하면서
4.8% 상승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4월)1.9 → (5월)4.2 → (6월)4.8
농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4월)-1.4 → (5월)-0.6 → (6월)1.6
축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4월)7.1 → (5월)12.1 → (6월)10.3
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4월)2.3 → (5월)2.7 → (6월)2.9
[그림 22]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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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석유류(39.6%), 가공식품(7.9%) 등을 중심으로
9.3% 상승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4월)7.8 → (5월)8.3 → (6월)9.3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4월)34.4 → (5월)34.8 → (6월)39.6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4월)7.2 → (5월)7.6 → (6월)7.9
국제유가(3개유종평균, 달러/배럴): (’22.4월)103.4 → (5월)110.1 → (6월)116.8
[그림 23] 공업제품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그림 24]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Bloomberg

서비스 물가의 경우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3.9% 상승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4월)3.2 → (5월)3.5 → (6월)3.9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4월)0.7 → (5월)0.7 → (6월)0.7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4월)4.5 → (5월)5.1 → (6월)5.8
[그림 25]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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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산･고용･인구
5월 중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가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1% 증가, 전월대비로도 0.8% 증가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3월)3.4 → (4월)4.4 → (5월)7.1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2.3월)1.6 → (4월)-0.9 → (5월)0.8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이 늘어 7.8% 증가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3월)3.7 → (4월)3.6 → (5월)7.8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금융 및 보험 등이 늘어 7.5% 증가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3월)3.8 → (4월)5.0 → (5월)7.5

6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반도체, 철강, 석유,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5.7% 증가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2.4월)16.0 → (5월)19.1 → (6월)5.7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2.4월)-6.8 → (5월)2.9 → (6월)-3.5
품목별로는 반도체, 철강, 석유 등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
반도체 수출(전년동월대비, %): (’22.4월)15.8 → (5월)15.0 → (6월)10.7
철강 수출(전년동월대비, %): (’22.4월)20.8 → (5월)26.9 → (6월)5.4
석유 수출(전년동월대비, %): (’22.4월)75.2 → (5월)107.0 → (6월)81.7

5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소폭 상승 전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2.3월)-0.2 → (4월)-0.3 → (5월)0.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2.3월)-0.2 → (4월)-0.3 → (5월)0.1

6월 「고용」은 견실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취업자 수」증가세는 전월대비 둔화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4.1만명 증가하여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전월(93.5만명)대비
축소
전체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4월)86.5 → (5월)93.5 → (6월)84.1
「고용률」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은 소폭 둔화
고용률(%): (’22.4월)62.1 → (5월)63.0 → (6월)62.9
고용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2.4월)1.7 → (5월)1.8 → (6월)1.6

6월 「주민등록인구」는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전년동월대비 9만 4천명(-0.18%) 감소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30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
4월의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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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
가. 산업별 생산 및 수출 주요 특징
5월 중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월대비로는 공공행정에
서는 줄었으나 서비스업, 건설업, 광공업에서 늘어 0.8% 증가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3월)3.4 → (4월)4.4 → (5월)7.1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2.3월)1.6 → (4월)-0.9 → (5월)0.8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광공업(7.3%), 건설업(8.2%), 서비스업(7.5%), 공공행정(1.5%)
등에서 생산이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광공업(0.1%), 건설업(5.9%), 서비스업(1.1%) 부문에서
생산 증가
[그림 1]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5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전년동월대비 화학(-1.1%), 일반기계(-0.4%), 석유(-1.2%), 전자부품(-6.0%) 등의 생산은 줄었
으나, 반도체(24.3%), 자동차(15.9%), 조선(12.7%), 의약품(23.0%), 영상･음향기기(43.2%) 등
의 생산이 늘어 7.8% 증가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3월)3.7 → (4월)3.6 → (5월)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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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대비로는 반도체(-1.7%), 화학(-0.3%), 조선(-3.0%), 석유(-3.2%), 기타운송장비(-2.3%) 등
의 생산은 줄었으나, 의약품(4.8%), 컴퓨터(16.7%), 자동차(1.8%) 등의 생산이 늘어 0.1% 증가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2.3월)1.2 → (4월)-3.2 → (5월)0.1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2021
산업별

3월

제조업(원지수)

4월

2022
5월

3월

4월*

5월*

전월대비

119.1

114.6

112.1

123.5

118.7

120.8

4.8

12.7

15.4

3.7

3.6

7.8

반도체

25.5

29.6

26.6

26.5

34.8

24.3

자동차

-0.4

18.5

29.5

-6.3

-2.5

15.9

1.8

화학

8.5

11.9

16.9

-0.6

-2.6

-1.1

-0.3

일반기계

9.0

20.2

23.4

-6.3

-12.1

-0.4

6.2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0.1
-1.7

철강

-1.3

5.7

14.0

1.8

-3.8

0.1

0.9

조선

-17.1

-13.5

-14.9

5.9

11.6

12.7

-3.0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5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가세 지속
전년동월대비 도매 및 소매(5.5%), 숙박 및 음식점(20.5%), 금융 및 보험(6.6%) 등이 늘어 7.5%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3월)3.8 → (4월)5.0 → (5월)7.5

전월대비로도 도소매(1.2%), 숙박 및 음식점(4.3%), 정보통신(2.1%) 등이 늘어 1.1% 증가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2.3월)1.6 → (4월)1.1 → (5월)1.1
[표 2]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

2021
업종별
서비스업(원지수)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점
금융 및 보험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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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월

2022
4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111.6

109.5

109.5

115.8

115.0

117.7

7.9

8.2

4.2

3.8

5.0

7.5

1.1

8.3

9.3

3.2

2.7

2.5

5.5

1.2

19.5

8.3

-2.0

6.1

16.9

20.5

4.3

9.9

11.9

7.5

4.5

3.4

6.6

0.0

6월 중 주요 ｢11대 산업1)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감소
반도체(10.7%), 철강(5.4%), 석유(81.7%), 무선통신기기(10.6%), 컴퓨터주변장치(1.3%) 등의
수출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5.7% 증가
11대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2.4월)16.0 → (5월)19.1 → (6월)5.7
반도체(24개월 연속), 철강(18개월) 등은 장기간 수출 증가세 유지

전월대비로는 반도체(7.0%)만 증가하고 다른 산업의 수출은 모두 감소함에 따라 3.5% 감소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2.4월)-6.8 → (5월)2.9 → (6월)-3.5
[표 3]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2021
산업별
11대 산업

3월

2022

4월

5월

6월

3월

4월

5월*

전월대비

6월*

전월대비

-5.4

-31.6

-27.2

-15.5

18.4

16.0

19.1

2.9

5.7

반도체

8.5

30.2

24.5

34.4

38.0

15.8

15.0

6.7

10.7

7.0

자동차

14.3

81.3

117.0

74.9

-6.5

2.4

15.0

-3.6

-3.1

-4.7

화학

47.7

82.3

93.8

67.0

15.6

7.0

14.1

3.9

-0.4

-11.5

일반기계

-3.5

6.1

17.1

25.7

21.1

2.8

-0.2

3.1

2.5

-11.7

-5.9

철강

12.6

38.8

62.3

51.6

26.7

20.8

26.9

8.9

5.4

-10.3

조선

62.4

14.4

-14.9

41.4

-35.7

-16.7

44.8

93.8

-36.0

-36.7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반도체 수출은 중국의 지역 봉쇄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저하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용 IT 수요는 둔화되었으나, 견고한 서버 수요를 바탕으로 전년동
월대비 10.7% 증가하여 14개월 연속 100억달러 달성
D램 고정가($): (’21.4~6)3.80 → (7~9)4.10 → (10~12)3.71 → (’22.1~4)3.41 → (’22.5~6)3.35

낸드 고정가($): (’20.10~’21.3)4.20 → (4~6)4.56 → (’21.7~’22.5)4.81 → (’22.6)4.67
철강 수출은 수출물량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철광석 및 석탄(공정사용 원료)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강세 지속으로 5.4% 증가하며 18개월 연속 증가
철강재 수출단가($/톤): (’21.6)1,155 → (’22.6e)1,343(16.3% 상승)

1)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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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출은 배럴당 110달러대의 고유가 상황 속에서, 높은 수준의 정제마진 및 가동률 지속,
여행수요 회복 등에 따른 항공유 수출증가 등이 맞물려 81.7% 증가하며 역대 6월 중 1위 달성
국제유가(두바이유, $/배럴): (’21.6)71.60 → (’22.6)113.26(58.2%)
석유제품 수출단가($/배럴): (’21.6)80.9 → (’22.6e)147.5(82.4%)
석유제품 수출액(억달러): (’21.6)30.2 → (’22.6)54.8
[그림 3] 11대 산업 및 주요 주력 산업의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나. 제조업 생산
반도체: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감소
5월 중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4.3%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1.7% 감소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3월)26.5 → (4월)34.8 → (5월)24.3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3월)-2.2 → (4월)-3.5 → (5월)-1.7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3월)16.3 → (4월)19.4 → (5월)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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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반도체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동차: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각각 15.9%, 1.8% 증가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3월)-6.3 → (4월)-2.5 → (5월)15.9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3월)-2.2 → (4월)-0.9 → (5월)1.8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3월)-9.7 → (4월)-4.5 → (5월)9.1
[그림 5] 자동차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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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5월 화학산업의 생산은 화학섬유 제조업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1%, 전월대비로는 0.3% 감소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3월)–0.6 → (4월)-2.6 → (5월)-1.1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3월)3.1 → (4월)-3.1 → (5월)–0.3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3월)-4.3 → (4월)-3.2 → (5월)–3.8
[그림 6] 화학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기계: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증가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3월)-6.3 → (4월)-12.1 → (5월)-0.4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3월)-0.2 → (4월)-3.6 → (5월)6.2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3월)-4.4 → (4월)-12.7 → (5월)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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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반기계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철강: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각각 0.1%, 0.9% 소폭 증가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3월)1.8 → (4월)-3.8 → (5월)0.1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3월)3.4 → (4월)-3.8 → (5월)0.9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16.9 → (4월)20.3 → (5월)22.8
[그림 8] 철강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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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출하｣도 증가
5월 중 생산은 2021년 4~5월에 증가한 국내 수주가 생산에 영향을 미쳐 전년동월대비 12.7%
증가하였으며, 출하도 14.3% 증가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3월)5.9 → (4월)11.6 → (5월)12.7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3월)12.1 → (4월)3.4 → (5월)-3.0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3월)7.3 → (4월)13.1 → (5월)14.3
[그림 9] 조선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서비스업 생산
도매 및 소매업: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5월 중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도매업과 소매업이 각각 8.9%, 2.3% 늘어 5.5%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소매업은 1.3% 줄었으나, 도매업이 2.8% 늘어 1.2% 증가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3월)2.7 → (4월)2.5 → (5월)5.5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3월)1.1 → (4월)-0.3 → (5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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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금융 및 보험업: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동일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이 기저효과로 12.8% 감소한 반면, 은행 및 저축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업(14.0%)이 증가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6.6% 증가
금융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은행 및 저축기관의 기업대출이 늘어나면서2) 영업수익이 증가한데 기인
전월대비로는 금융업 중 은행 및 저축기관(1.1%)과 보험업 중 공제업(3.6%)이 증가한 반면,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1.6%)과 금융업 중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2.1%), 기타 금융업(-2.4%)이
감소하면서 동일한 수준을 유지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3월)4.5 → (4월)3.4 → (5월)6.6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3월)4.5 → (4월)-0.2 → (5월)0.0
[그림 11]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코로나19 금융지원과 시설자금 수요 증가,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노력 등으로 2021년 5월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 순증이 5.7조원에서
2022년 5월 13.1조원으로 증가(한국은행, “2022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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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각각 20.5%, 4.3% 증가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3월)6.1 → (4월)16.9 → (5월)20.5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3월)2.1 → (4월)11.4 → (5월)4.3
[그림 12]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경기종합지수
5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소폭 상승 전환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2.2)는 서비스업 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1%p 상승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2.3월)-0.2 → (4월)-0.3 → (5월)0.1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99.4)는 지난 ’21년 6월 이후 11개월 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나 0.1%p 상승 전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2.3월)-0.2 → (4월)-0.3 → (5월)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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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6월 「취업자 수」는 견실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취업자 증가세는 전월대비 둔화
6월 중 전체 취업자 수(2,847.8만명)는 전년동월대비 84.1만명(3.0%) 증가하여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월(93.5만명, 3.4%)보다 증가폭은 축소
전체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4월)86.5 → (5월)93.5 → (6월)84.1
[그림 13] 전체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
은 64.9%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
실업률(%): (’22.4월)3.0 → (5월)3.0 → (6월)3.0
청년층(15~29세) 실업률(%): (’22.4월)7.4 → (5월)7.2 → (6월)6.9
경제활동참가율(%): (’22.4월)64.0 → (5월)64.9 → (6월)64.9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2.9%로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
월대비 상승폭은 전월대비 둔화(5월: +1.8%p → 6월: +1.6%p)
고용률(%): (’22.4월)62.1 → (5월)63.0 → (6월)62.9
고용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2.4월)1.7 → (5월)1.8 → (6월)1.6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7.4%로 전년동월대비 2.3%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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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건설업 취업자 수는 건축과 플랜트 토목 등의 실적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5.0만명 증가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4월)4.8 → (5월)7.2 → (6월)5.0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5.8만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4월)13.2 → (5월)10.7 → (6월)15.8

서비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24.3만명)과 공공 비중이
높은 업종(+25.7만명) 등의 증가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 지속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4월)60.4 → (5월)62.5 → (6월)53.8

6월 「연령별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6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지만, 증가세는 둔화
청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4월)18.6 → (5월)19.6 → (6월)10.4

핵심노동연령대(30~50대) 중 50대는 20만명 이상의 증가를 지속한 반면, 30~40대의 취업자 수
증가세는 부진한 양상
3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4월)3.3 → (5월)0.6 → (6월)1.8
4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4월)1.5 → (5월)3.6 → (6월)0.2
5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4월)20.8 → (5월)23.9 → (6월)24.5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증가였고, 증가폭도 3개월 연속 확대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4월)42.4 → (5월)45.9 → (6월)47.2
[그림 14]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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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안 내용]
1. 2023년 최저임금 인상안 내용
2023년 최저임금안은 2022년(9,160원)대비 460원(5.0%) 인상된 9,62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2022년 대비
460원(5.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
-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201만 580원으로 2022년(191
만 4,440원)대비 9만 6,140원 인상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재심의로 이어진 경우는 없음
- 7월 25일 기준, 사용자측(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과 근로자측
(민주노총) 일부 단체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황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률 추이]
(단위: 원,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109.3~343.7만명, 영향률은 6.5~16.4%로 추정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109.3만명(6.5%),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기준
343.7만명(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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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근거
최저임금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경제전망을 통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을 채택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9인), 사용자위원(9인), 공익위원(9인)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
임금 수준을 심의･의결
심의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각자의 최저임금 제시안을 제출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
여,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단일안이 채택
- 공익위원 측은 주요기관이 전망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바탕으로 최저
임금 인상수준을 결정
최저임금인상률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

2.7%

+

4.5%

-

2.2%

=

5.0%

- 위 방식은 2022년 최저임금안 결정 당시 활용했던 근거와 동일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에 활용된 경제전망치]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기획재정부

2.6%

4.7%

2.2%

한국은행

2.7%

4.5%

2.1%

KDI

2.8%

4.2%

2.2%

평균

2.7%

4.5%

2.2%

공익위원들의 단일안은 “노동생산성 변화율”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3)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수식 중 “경제성장률 – 취업자증가율”은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 변화율
을 의미
노동생산성 변화율(%) = Δln(노동생산성)
= Δln(GDP/취업자 수)
= Δln(GDP) – Δln(취업자 수)
= 경제성장률 – 취업자증가율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의 근거인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은 “노동생
산성 변화율 +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동일

3) 여기서 노동생산성은 취업자 1인이 한 해 동안 생산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GDP/취업자 수”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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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6월 「주민등록인구」는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전년동월대비 9만 4천명
(-0.18%) 감소
출생아 수는 감소,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 2022년 6월 주민등
록인구는 5,15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각 연도 6월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15년 0.39%, 2018년 0.13%, 2021년 –0.32%,
2022년 –0.18%로 하락
[그림 16]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2.6~2022.6)

주: 각 연도 6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4월 「출생아 수」 는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망자 수」는 높은 수준
4월 출생아 수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7.0% 감소한 2만 1,124명으로 월간통계
가 작성된 1981년 이래 역대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6.3% 증가한 3만 6,697명으로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준을 기록
2022년 3월 하루 확진자 수가 60만명을 넘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이 고령층 사망의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1983년 이래 역대 최대 사망자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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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9.1~2022.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4월의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혼인건수는 1만 5,79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6건(-0.4%) 감소하였고, 조혼인율은 3.7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0.1건 감소
각 연도 4월 기준, 조혼인율은 2019년 4.7건, 2020년 3.7건, 2021년 3.8건
[그림 18]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2019.1~2022.4)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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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Ⅲ
금융･자산
6월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통화긴축과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금리｣와 ｢환율｣ 상승세 지속
국고채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한국은행 금리인상 전망,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
국고채금리(3년만기, %): (’22.4월)2.94 → (5월)3.02 → (6월)3.48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통화 긴축, 국내 무역수지 적자, 외국인 자금유출 확대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
원/달러 환율(월평균):(’22.4월)1,235 → (5월)1,268 → (6월)1,281

6월 중 ｢에너지｣ 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농산물｣,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하락
국제원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6.1%, 27.3%, 2.4% 상승
국제원유 가격(달러/배럴): (’22.4월)103.4 → (5월)110.1 → (6월)116.8
석탄 가격(달러/톤): (’22.3월)324.4 → (4월)288.2 → (5월)366.8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 (’22.4월)16.3 → (5월)16.5 → (6월)17.1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3.7%, 4.7%, 5.5%, 0.8% 하락
농산물 지수: (’22.4월)134.5 → (5월)133.8 → (6월)128.9
식품 지수: (’22.4월)158.9 → (5월)159.0 → (6월)151.5
금속･광물 지수: (’22.4월)138.1 → (5월)122.5 → (6월)115.7
귀금속 지수: (’22.4월)148.1 → (5월)139.9 → (6월)138.9

6월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나 「전력거래량」은 역대 6월 중 최고치 기록
6월 전력거래량은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량이 증가
발전용 연료비는 전년동월대비로는 큰 폭의 상승세이나, 전월대비로는 가스발전이 소폭 하락하여 연료비 상승추세는
다소 진정된 것으로 나타남

6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금리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 전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수도권(－0.04% → －0.04%)이 하락폭을 유지하고 지방(0.06% → 0.03%)의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전국은(0.01% → －0.01%) 하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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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시장
가. 금리
6월 ｢국고채금리｣는 경기둔화 우려에도 국내외 긴축 강화와 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상승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미 연준의 75bp 정책금리 인상, ECB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 한국은행의
7월 기준금리 50bp 인상 전망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며 전월대비 상승한 3.48%를 기록
3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 (’22.4월)2.94 → (5월)3.02 → (6월)3.48
10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 (’22.4월)3.22 → (5월)3.30 → (6월)3.64
[그림 1] 국고채금리(3년 만기)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2] 국고채 및 미국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Bloomberg

외국인 채권투자는 미 연준의 긴축 강화, 글로벌 금리상승과 원달러 환율 약세 등으로 둔화세
외국인 국채 순투자(10억원): (’22.4월)1,452 → (5월)1,360 → (6월)247
[그림 3] 외국인의 국채 순투자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외국인 증권투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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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단기금리와 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단기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상승
통안증권금리(91일물, 월평균, %): (’22.4월)1.41 → (5월)1.54 → (6월)1.81
CP금리(91일물, 월평균, %): (’22.4월)1.79 → (5월)1.95 → (6월)2.24

6월 「회사채 금리」와 5월 「기업대출 금리」는 모두 상승
6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물가 불안 확대에 따른 한국은행 및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 등으로
상승세
6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 대비 46bp 상승한 4.23%, 회사채 3년물(BBB-) 금리는 전월
대비 46bp 상승한 10.08%를 기록
회사채(3년, AA-등급) 금리가 4%를 상회한 것은 2012년 5월 이후 처음이며, 회사채(3년, BBB-등
급)가 10%를 상회한 것은 2012년 3월 이후 처음

5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모두 상승한 가운데 대기업대출 금리가 중소기업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대출 금리차는 축소
5월 기준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18bp 상승한 3.35%,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12bp
상승한 3.79%를 기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전월 50bp에서 44bp로 축소
한편 5월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과 동일한 3.90%를 기록
[그림 5]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6]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 1) 예금은행 대출 기준
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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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율
6월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긴축 강화 및 경기침체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상승
원/달러 환율은 6월 FOMC※의 75bp 정책금리 인상, 국내 무역수지 적자 지속, 외국인 자금유출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
※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rserve
System) 산하의 위원회로 연 8회의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등 미국의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

원/달러 환율(월평균): (’22.4월)1,235 → (5월)1,268 → (6월)1,281

대외적으로 통화정책 불확실성 및 경기둔화 우려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아지면서 위험회피성향이
강화되어 달러화 강세 지속
달러화지수(월평균): (’22.4월)100.7 → (5월)103.1 → (6월)103.9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미 연준의 긴축과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외국인의 주식매도가 증가하여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
외국인 상장주식 순매수(10억원): (’22.4월)-5,294 → (5월)-1,614 → (6월)-3,873
[그림 7]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8]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 순매수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외국인 증권투자동향」

다. 주가
2022년 6월 「국내 주가」와 「글로벌 주가」는 모두 하락
2022년 6월 국내 주가는 물가 및 외환시장 관련 불확실성 확대, 한국은행의 통화긴축기조 강화
등으로 하락
국내 KOSPI지수는 전월말(2,686) 대비 13.2% 하락한 2,333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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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2022년 5월 0.2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수하였으나 6월 들어 6.1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
개인 투자자는 2022년 1~5월 월평균 4.5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수한 가운데 6월 중 5.5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는 2022년 1~6월 중 20.1조원, 월평균 3.3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
[그림 9] KOSPI 주가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10]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6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및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며 하락
6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 대비 8.8%, 신흥국 주가는 7.1% 하락
6월말 기준 미국, 독일, 일본 주가는 전월 대비 각각 6.7%, 11.2%, 3.3% 하락
[그림 11]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12]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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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6월 ｢석유｣ 가격은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중질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유 가격은 배럴당 116.8달러로 전월
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6.1%, 62.7% 상승
국제원유 가격(달러/배럴): (’22.4월)103.4 → (5월)110.1 → (6월)116.8

6월 ｢석탄｣ 가격은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
석탄 가격은 톤당 366.8달러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27.3%, 242.7% 상승
석탄 가격(달러/톤): (’22.3월)324.4 → (4월)288.2 → (5월)366.8

6월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당 17.1달러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2.4%,
77.5% 상승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7.7달러/MMbtu)은 전월대비 5.7%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137.5% 상승
하였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34.4달러/MMbtu)은 전월대비와 전년동월대비 각각 15.1%, 233.5%
상승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1)): (’22.4월)16.3 → (5월)16.5 → (6월)17.1

1)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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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주: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석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및 석유수출국기구(OPEC)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6월 ｢농산물｣ 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전년동월대비 상승
농산물 지수는 128.9로 코코넛 오일, 야자핵유, 해바라기유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7% 하락한
반면, 밀, 오렌지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8.0% 상승
농산물 지수: (’22.4월)134.5 → (5월)133.8 → (6월)128.9

6월 ｢식품｣ 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전년동월대비 상승
식품 지수는 151.5로 밀, 쌀, 닭고기, 팜유, 유채씨유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4.7%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22.8% 상승
식품 지수: (’22.4월)158.9 → (5월)159.0 → (6월)151.5

6월 ｢금속･광물｣ 지수는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하락
금속･광물 지수는 115.7로 주석, 니켈, 아연, 철광석, 알루미늄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
대비 각각 5.5%, 6.9% 하락
금속･광물 지수: (’22.4월)138.1 → (5월)122.5 → (6월)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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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모두 하락
귀금속 지수는 138.9로 금, 백금, 은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0.8%, 3.7%
하락
귀금속 지수: (’22.4월)148.1 → (5월)139.9 → (6월)138.9
[그림 14]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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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수요]
2022년 4월 ｢최종에너지 소비｣2)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최종에너지 소비는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원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2.3% 감소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신재생 및 기타(2.8), 도시가스(8.8), 전력(4.4), 열(2.1), 석유
(-4.6), 액화천연가스(-10.7), 석탄(-12.0)
전월대비로는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8.9% 감소
- 전월대비 증감률(%): 신재생 및 기타(-1.7), 석유(-6.5), 석탄(-4.6), 전력(-4.5), 액화천연가
스(-5.8), 도시가스(-25.3), 열(-48.7)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 toe)

2022p
2019

합계

2020

2021p

4월

3월

4월

전년
동월대비

전월대비

-2.3

-8.9

231,353

222,563

234,665

18,837

20,213

18,411

-0.9

-3.8

5.4

5.3

1.0

-2.3

석탄

32,057

30,457

31,810

2,562

2,361

2,253

-12.0

-4.6

석유

116,125

109,344

116,713

9,527

9,724

9,090

-4.6

-6.5

2,909

3,602

3,478

288

272

257

-10.7

-5.8

도시가스

23,943

23,100

24,287

1,860

2,707

2,023

8.8

-25.3

전력

44,763

43,797

45,875

3,603

3,942

3,763

4.4

-4.5

열

2,647

2,770

2,901

173

345

177

2.1

-48.7

신재생 및 기타

8,910

9,493

9,602

825

863

848

2.8

-1.7

전년동기대비

액화천연가스

주: 2021년, 2022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2)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상업, 그리고 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
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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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력수급동향
6월 「전력공급예비력」은 예년수준을 유지했으며, 「연료비」 상승폭은 둔화
6월 공급예비력은 9.6GW, 전력공급예비율 11.3%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나 하계 최대전력
수급상황은 예의 주시가 필요
발전설비용량은 134.1GW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6월 에너지원별 연료비는 유연탄 발전단가가 1kWh당 101.9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7.1% 상승했
으며 가스발전단가는 139.9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6.5% 상승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87.1% 상승했으며, 가스(LNG)발전
연료비단가는 전월대비로는 4.1%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 66.5% 상승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08.3원으로 전년동월(90.1원)보다 20.2%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2.2% 하락
[그림 15] 월별 발전설비용량 및 전력공급예비율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6]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6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증가
총 전력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했으며, 전월대비 발전량은 3.9% 증가하여, 역대 1~6월
누적 전력거래량 최고 기록을 경신
금년 전력거래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을 넘어설 뿐 아니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
을 상회
※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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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원자력이 29.3%, 신재생 및 기타가 11.6% 증가했으며, 석탄과
가스는 각각 7.2%, 6.0% 감소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가스 27.9%, 석탄 33.8%, 원자력 31.9%, 신재생 및 기타 5.7% 순
[그림 17] 월별 전력거래량

[그림 18]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5월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전년동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3.3% 증가했는데, 서비스부문의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하여 6.6% 상승
산업부문과 가정부문의 전력소비는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2.7%와 0.2% 증가에 그쳐, 코로나
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서비스부문 생산활동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추정

전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3.5% 감소하였으며, 가정부문, 공공부문, 서비스부문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계절적 요인으로 추정
[표 1]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22p
2019
계

2020

2021

5월

4월

5월

전년동월
대비

520,499

509,270

533,431

40,842

43,758

42,205

－1.1

－2.2

4.7

3.5

4.4

3.3

가정부문

70,455

74,073

77,558

5,595

6,097

5,607

0.2

-8.0

공공부문

24,458

23,623

25,026

1,743

1,995

1,774

1.8

-11.0

서비스부문

145,816

142,881

148,315

10,526

11,894

11,217

6.6

-5.7

산업부문

283,705

268,692

281,532

22,978

23,772

23,607

2.7

-0.7

전년동기대비

3.3

전월
대비
-3.5

주: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2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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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개정]
2022년 7월, EU 의회는 원자력･천연가스 발전을 EU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결정3)
최초 발효된 EU Taxonomy※에는 방사성폐기물 및 메탄가스 배출 문제로 원자력 및 천연가스
배제(’20.7.12.)
※ EU Taxonomy: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등 EU가 정한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친환경･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녹색금융자금이 친환경 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는
장치. 기업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님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원자력 및 천연가스 발전을 엄격한 조건 하에 EU
Taxonomy에 포함하도록 하는 ｢EU Taxonomy 보안위임법률안(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발의(’22.2.2.)
-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활동(transitional activities)4)
의 일환으로 ‘엄격한 조건 하(under strict conditions)’에 원자력발전 및 천연가스 포함
개정된 EU Taxonomy는 EU 이사회(EU Council)에서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EU 차원에서 러시아 등 외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 가능5)

EU 녹색경제활동 인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형 원전기술 연구･개발 필요
원자로는 설계유형별 특징(노형)에 따라 제1세대(Gen I), 제2세대(Gen II), 제3세대(Gen III),
제3+세대(Gen III+), 제4세대(Gen IV)와 같이 ‘세대(Generation)’로 구분
우리나라의 경우 제2세대 원전은 24기, 제3세대 원전은 8기(운영중 2기, 건설･ 시운전 6기)
- 외국의 경우 제2세대 약 448기, 제3세대 약 57기의 원전 운영･건설중

3) 2022년 7월 6일, EU 의회는 ‘EU Taxonomy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하지 않는 결의안’에 대해 투표하였으며, 이를 가결하기 위해서
는 절대과반인 353표가 필요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됨(찬성 278표, 반대 328표, 기권 33표).
(자료: European Parliament, “Taxonomy: MEPs do not object to inclusion of gas and nuclear activities,” 2022.7.6.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701IPR34365/taxonomy-meps-do-not-object-to-inclusio
n-of-gas-and-nuclear-activities>)
4) 과도기적 활동: 완전한 저탄소 활동은 아니지만 산업 평균보다 낮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저탄소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활동. 예를 들어 친환경 건물 개조, 에너지 효율적 제조활동(시멘트, 철강 등), 원자력발전, LNG(액화천연가스) 등의 유형이 해당됨(자
료: 국회예산정책처, “EU 집행위원회, ｢녹색분류체계 보완 기후위임법률안｣ 발표,” ｢NABO 재정동향&이슈｣, 제19호, 2022.4. 참고)
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원자력 포함 EU Taxonomy,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에 대한 인식 높아져,”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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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및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EU 녹색경제활동 인정 조건]
구분

녹색경제활동 인정 조건

대상

∙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쇄형 연료주기(제4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
∙ 신규 원전 건설은 현존하는 최고 기술(제3세대+)을 활용해야 하며 2045년(건설 허가일
기준)까지 가능
∙ 현존하는 원자력 시설의 수명 연장을 위한 시설 개선 작업은 2040년(관할당국 승인일
기준)까지 가능

공통 조건

∙ 2025년까지 현존하는 모든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사고저항성 핵연료1) 적용
∙ 2050년까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및 모든 중저준위 폐기물을
위한 최종 처분장 마련
∙ 현존 원전의 수명 연장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성 기준 적용

원자력 발전

대상
천연가스 발전
공통 조건

∙ 천연가스로 생산한 전력
∙ 천연가스를 이용한 고효율 열 또는 냉열, 전력 생산
∙ 효율적 지역난방 및 냉방 시스템으로 천연가스를 통해 생산한 열 또는 냉열 생산
∙ 전체 발전기간 동안 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100g CO2e/kWh 초과 금지
∙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조달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직접 배출은 270g CO2e/kWh까지
가능하거나 전력생산의 경우 연간 직접 온실가스 배출은 20년 평균 550kg CO2e/kWh
초과 금지

주: 1) 사고저항성 핵연료(accident-tolerant fuel): 연료 및 원자로 부품의 구조적 손상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추가적인 보호 기능을
하는 연료로 현재 시장에서 활용 가능
자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U 택소노미 가스·원자력 편입 전제조건｣, 2022.6., 2~3쪽에서 발췌·정리

[세대별 노형 개발 현황]
구분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제3세대

제3세대+

제4세대

개요

1954년 건설된
최초 상용로 등
초기 원자로

1970~80년대 원전
본격화 시기에
건설, 현재까지
운전 중인 원자로

체르노빌 사고 등을
반영하여 안전성 ·
경제성이 크게
개선된 원자로

Gen-III를
기반으로 안전성
등을 Upgrade한
원자로

금속 냉각재 사용
등 기존 노형과 완
전히 상이한 개념이
적용된 원자로

용량
(대략)

500MW 이하

1,000MW 내외

1,100~1,500MW
수준

1,600MW 내외

―

고리1호 이후 국내
24기 원전

신고리 3~6호
신한울 1~4호

현재 가동중인
약 448기 원전

(준공) 가쓰와자키5, 6호(비등)
(건설중) 약 55기 원전

국내
원전

―

외국
원전

Calder Hall(최초)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원자로 세대(Generation, Gen) 구분의 기준,” 20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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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6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금리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 전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0.01%, 수도권 –0.04%, 지방은 0.03%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 전환
수도권은 기준금리 인상(7.14),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지난달의 하락세를 유지
지방은 전북 0.34%, 강원 0.16%, 광주 0.12%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세종 –0.66%,
대구 –0.52%, 대전 -0.10% 순으로 하락세를 보임

6월 전국의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세가 하락 전환 등으로 상승폭 축소
전국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은 전국 0.04%, 수도권 0.04%, 지방 0.04%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 소폭 축소
수도권은 금리인상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전세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월세통합지수
상승폭 소폭 확대
지방은 경남과 충북 등은 정주여건 양호지역 위주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
대구, 대전 지역의 전월세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
[그림 19]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그림 20]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
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48 ❘

5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서울, 인천, 대구지역의 거래가 늘면서 전월대비 증가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3,200건으로 전월대비 8.2% 증가, 전년동월대비 35.2% 감소
수도권(2.6만건)은 전월대비 12.7% 증가, 전년동월대비 44.5% 감소
지방(3.6만건)은 전월대비 5.2% 증가, 전년동월대비 26.4% 감소
[그림 21]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22] 연도별 5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임대차 거래 미신고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전월대비 증가
전월세 거래량은 40만 4,036건으로 전월대비 56.4% 증가, 전년동월대비 132.7% 증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59.5%로 전월대비 9.1%p 증가, 전년동월대비 19.1%p 증가
※ 5월 거래량 증가는 미신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 만료일(’22.5.31.)이 도래됨에 따라 신고를
미뤄왔던 계약의 일시적인 신고건수 증가도 한가지 원인이며, 실제 전월세 거래가 증가된 것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전체 거래량(40.4만건) 중 신고기간(3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 건수 20.6만건(51.0%)임.

[그림 23]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그림 24]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를 바탕으로 구함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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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정책]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에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관련 정책을 포함6)
새정부는 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를 예고
- (대출규제 정상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규제 완화(80%), 청년층(만39세 이하)
의 DSR 산정시 미래소득 산정방식 개선7)
- (실수요 생활자금 애로 완화) 현행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내 제한(’22.7.1)을 폐지하고, DSR
배제 한도(현재 긴급생계용 주담대 1억원) 확대 예정
이외에도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
-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대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종료(’22.9월)
에 대비하여 거치기간(1년)부터, 상환기간 장기(최대 5년)로 확대
- (저금리 대출전환 및 채무조정) 고금리(7%이상)대출의 저금리(4~7%) 전환을 위한 8.7조원
규모의 보증･융자 공급하고, 원금감면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30조원, ’22.10월~)
- (자금지원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전･재기지원 자금 공급(신보･기은 재원 활용 38조원
규모)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2022.7.14.)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등을 구체화함8)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 소상공인 영업부진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 청년층의 투자손실 등에
대한 재기지원을 돕기 위한 정책 발표
- (주거금융)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변동 → 고정금리) 대출 공급(40조원) 확대, 전월세 대출
보증한도 확대(2억원→ 4억원) 및 전월세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확대(연 300만원 → 400만원)
- (자영업･소상공인) 대출 거치기간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금리 인하, 90일 이상 연체 자영업
자의 채무조정(원금감면 60~90%) 등을 지원
- (청년) 청년특례 채무조정제도 신설을 통해 저신용청년(만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 따라 이자부담을 감면(30~50%)하고, 원금 상환유예
기간(0~3년)중 고정이자율(3.25%) 적용

6)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6.16.
7) 정부는 1)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조건없이 LTV 80%(최대 6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2)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DSR 산정시 장래소득을 반영 확대. 3) 지역 및 주택가격에 따라 0~70%로 차등적용 중인 LTV
상한을 70%로 완화 등을 논의 중.
8) 금융위원회,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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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Ⅳ
해외경제 동향
최근 미국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과 소비지표의 증가세가 둔화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2.3월)0.7 → (4월)1.3 → (5월)0.1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2.3월)0.3 → (4월)0.3 → (5월)-0.4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 (’22.3월)8.5 → (4월)8.3 → (5월)8.6

중국경제는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생산이 회복세로 전환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2.3월)5.0 → (4월)-2.9 → (5월)0.7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2.3월)-3.5 → (4월)-11.1 → (5월)-6.7
종합PMI: (’22년.4월)42.7 → (5월)48.4 → (6월)54.1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제약 및 물가 급등으로 경기회복세 둔화
산업생산(전월대비, %): (’22.2월)0.5 → (3월)-1.4 → (4월)0.4
소매판매(전월대비, %): (’22.3월)0.5 → (4월)-1.4 → (5월)0.2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4월)7.4 → (5월)8.1 → (6월)8.6
종합PMI: (’22.4월)55.8 → (5월)54.8 → (6월)52.0

일본경제는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부문이 부진한 모습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2.3월)0.3 → (4월)-1.5 → (5월)-7.2
소매판매(전월대비, %): (’22.3월)1.7 → (4월)1.0 → (5월)0.6
종합PMI: (’22.3월)50.3 → (4월)51.1 → (5월)52.3 → (6월)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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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최근 미국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과 소비지표 증가세 둔화
5월 중 「생산」은 제조업에서 감소 전환되며 전산업 생산의 증가세가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되
고, 선행지표인 6월 중 ISM제조업지수는 53.0으로 전월대비 3.1p 하락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2.3월)0.7 → (4월)1.3 → (5월)0.1
제조업생산(전월대비, %): (’22.3월)0.8 → (4월)0.9 → (5월)-0.2
ISM 제조업 PMI(기준치 50): (’22.4월)55.4 → (5월)56.1 → (6월)53.0

5월 중 「소비」지표는 실질개인소비지출이 서비스소비(4월 0.3% → 5월 0.3%)에서 전월의 증가세
를 유지하였으나, 내구재(4월 1.5% → 5월 –3.5%)와 비내구재(4월 –0.2% → 5월 –0.6%) 모두
감소하며 전월대비 감소 전환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2.3월)0.3 → (4월)0.3 → (5월)-0.4
소매판매액(전월대비, %): (’22.3월)1.2 → (4월)0.7 → (5월)-0.3
[그림 1] 미국의 월별 산업생산 및 소비
[산업생산]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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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6월 중 「노동시장」은 견실한 고용 증가세 지속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
6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37.2만명(서비스업 32.4만명, 건설업 1.3만명, 제조업 2.9만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하게 낮은 수준 유지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2.4월)36.8 → (5월)38.4 → (6월)37.2
실업률(%): (’22.4월)3.6 → (5월)3.6 → (6월)3.6
경제활동참가율(%): (’22.4월)62.2 → (5월)62.3 → (6월)62.2

5월 중 「PCE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이어 높은 오름세가 지속
PCE물가지수(전년대비, %): (’22.3월)6.6 → (4월)6.3 → (5월)6.3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 (’22.3월)8.5 → (4월)8.3 → (5월)8.6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 (’22.4월)5.4 → (5월)5.3 → (6월)5.4
[그림 2]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
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6월 중 「시장금리」는 단리금리(2년물)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확대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 기대 등으로 단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장기금리는 경기침
체 우려 등으로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둔화
장기금리(10년물 기준)는 월평균 3.14%로 전월대비 0.24%p 상승한 반면 단기금리(2년물 기준)는
월평균 3.00%로 전월대비 0.38%p 상승하며 기간금리차가 전월에 비해 축소
장기금리(10년물, 월평균, %): (’22.4월)2.75 → (5월)2.90 → (6월)3.14
단기금리(2년물, 월평균, %): (’22.4월)2.54 → (5월)2.62 → (6월)3.00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 ‒ 2년물, %p): (’22.4월)0.21 → (5월)0.28 → (6월)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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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중국경제는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봉쇄조치 해제와 함께 생산이 회복세 전환
5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산업별로는 광업(7.0%), 제조업(0.1%), 전기･가스･수도업(0.2%)에서 모두 증가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2.3월)5.0 → (4월)-2.9 → (5월)0.7

5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6.7% 감소
소비유형별로는 상품(-5.0%)과 외식업(-21.1%)의 감소세가 지속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2.3월)-3.5 → (4월)-11.1 → (5월)-6.7

5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투자부문별로는 건설투자(7.9%)와 설비투자(2.8%)가 모두 증가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2.3월)9.3 → (4월)6.8 → (5월)6.2
[그림 3] 중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CEIC

[그림 4] 중국 고정자산투자 추이

자료: CEIC

5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787.5억달러 흑자를 기록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16.9%, 4.1%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무역수지(억달러): (’22.3월)468.0 → (4월)511.3 → (5월)787.5
수출(전년동월대비, %): (’22.3월)14.6 → (4월)3.9 → (5월)16.9
수입(전년동월대비, %): (’22.3월)0.1 → (4월)-0.1 → (5월)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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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은 5.9%로 집계되었으며,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는 529만명
으로 전년동월대비 7.8% 감소
실업률(%): (’22.3월)5.8 → (4월)6.1 → (5월)5.9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 만명): (’22.3월)285 → (4월)406 → (5월)529
[그림 5]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그림 6] 중국 실업률 추이

자료: CEIC

5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중국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을 비롯한 식료품 물가의 안정세를 유도하면서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유지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3월)1.5 → (4월)2.1 → (5월)2.1

6월 중국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4.1을 기록
종합PMI는 전월보다 5.7p 상승하면서 기준선(50.0)을 상회
6월 중국의 제조업PMI와 서비스업PMI는 각각 50.2, 54.7을 기록
종합PMI: (’22.4월)42.7 → (5월)48.4 → (6월)54.1
[그림 7]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그림 8]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Ⅰ

55

2022년 7월호

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제약 및 물가 급등으로 경기회복세 둔화
4월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
유가상승의 영향 등으로 에너지(5.4%)의 생산 증가폭이 가장 크고, 중간재(0.7%), 비내구재(0.4%),
내구재(0.2%) 생산이 증가

5월 유로지역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2% 소폭 증가
국가별로는 아일랜드(-6.5%), 오스트리아(-2.2%) 등이 감소하였으나, 독일(0.6%), 포르투갈(1.5%),
네덜란드(1.1%) 등은 증가로 전환
[그림 9]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0]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6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8.6% 상승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류 등 에너지가격(41.9%)의 오름세 지속, 음식료품 가격
(8.9%) 상승 등에 기인하여 8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그림 11]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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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로지역 품목별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5월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6.6%를 기록
실업률은 2021년 7월(8.6%) 정점을 기록한 후 개선세 지속

6월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기준선을 큰 폭으로 하회
2022년 6월 중 소비자신뢰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급등의 영향으로 전월(-21.2)보다
하락한 –23.6을 기록
[그림 13] 유로지역 실업률 추이

자료: ECB, Blooomberg

[그림 14]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주: 점선은 장기평균치(-11.1)이며, 소비자신뢰지수가 장기평균치보
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EU 집행위

6월 유로지역 「종합PMI」는 하락
제조업 PMI는 에너지가격 및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하락하였고, 가격 상승, 긴축적 금융여건
등으로 수요가 정체되면서 서비스업 PMI도 하락
유로지역 종합PMI: (’22.4월)55.8 → (5월)54.8 → (6월)52.0
유로지역 제조업PMI: (’22.4월)55.5 → (5월)54.6 → (6월)52.1
유로지역 서비스업PMI: (’22.4월)57.7 → (5월)56.1 → (6월)53.0
[그림 15] 유로지역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그림 16] 유로지역 국가별 종합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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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일본경제는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생산부문의 부진이 이어짐
5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하락 폭이 확대되며 전월대비 7.2% 감소
광공업생산은 중국의 봉쇄에 따라 자동차 부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여 2개월 연속 감소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2.3월)0.3 → (4월)-1.5 → (5월)-7.2

6월 일본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3.0을 시현
종합PMI는 제조업PMI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PMI의 상승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
종합PMI: (’22.3월)50.3 → (4월)51.1 → (5월)52.3 → (6월)53.0
제조업PMI: (’22.3월)54.1 → (4월)53.5 → (5월)53.3 → (6월)52.7
서비스PMI: (’22.3월)49.4 → (4월)50.7 → (5월)52.6 → (6월)54.0
[그림 17] 일본 광공업생산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8]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5월 일본의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0.6% 증가
5월 초 일본의 골든위크 연휴의 영향으로 외식과 여행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연료 소매업 매출 증가로 이어짐
소매판매(전월대비, %): (’22.3월)1.7 → (4월)1.0 → (5월)0.6

5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지속
근원물가도 두 달 연속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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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3월)1.2 → (4월)2.5 → (5월)2.5
근원물가(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 %): (’22.3월)-0.7 → (4월)0.8 → (5월)0.8
[그림 19] 일본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0]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5월 일본의 「무역수지」는 2조 3,858억엔 적자를 기록
무역수지(십억엔): (’22.3월)-424 → (4월)-854 → (5월)-2,386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15.8%와 48.9% 증가
수출(전년동월대비, %): (’22.3월)14.7 → (4월)12.5 → (5월)15.8
수입(전년동월대비, %): (’22.3월)31.4 → (4월)28.4 → (5월)48.9

6월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135.7엔을 시현
엔/달러 환율은 6월 21일 136엔대 후반을 기록하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엔/달러 환율(월말): (’22.3월)121.7 → (4월)129.7 → (5월)128.7 → (6월)135.7
[그림 21]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2] 일본 엔화 환율 추이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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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추이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김상미 경제분석관(02-6788-4752)

1.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플레이션의 글로벌 확산으로 세계 주요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 유가 및 곡물가격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공급 측면과 더불어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수요확대로 인해 전세계 인플레이션 확산
국제결제은행(BIS)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고유가, 공급망 병목현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어 실질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명시1)

세계 주요국은 2021년 하반기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
미 연준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6월 16일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보였고, 올해
말까지 3% 중반의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을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도 7월 14일 빅스텝(0.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2)
영국 기준금리는 6월 16일 1.25%로 0.25%p 인상되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올해 7월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예고3)하는 등,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기준금
리 인상을 지속
[그림 1]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율

[그림 2] 주요국의 기준금리
(단위: %)

자료: IMF, OECD

(단위: %)

자료: 한국은행

1) BIS, “Annual Report 2021/22,” 2022.6.26.
2) 박승호,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NABO 경제동향」 6월호, 2022.6.29.
3)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6월 9일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였으나, 7월에는 0.25%p 인상하고 9월에도 재차 인상할
것임을 언급했으며, 6월 28일 ECB 통화정책 연례 총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금리인상 속도
를 높일 수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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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가계부채 추이
2021년 하반기 이후 시중 5개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하여 이자상환 부담 증가
은행연합회의 금리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시중 5개은행(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의 가계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020년 8월 2.58% 수준이었으나, 2022년 5월 5.1% 수준으로 상승4)
2021년 이후 가계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COFIX, CD금리, 금융채금리) 상승과
더불어 업무원가(은행 인건비, 전산처리비용 등)와 마진 등을 포함한 가산금리가 함께 상승한 데
기인
가계대출금리(기준+가산): (’21.6)0.77%+2.43% → (’22.5)2.03%+3.07%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1%p 인상 시 가계부채 이자상환 부담은 13조원에 달함5)
2021년 가계부채 1,754.2조원 중 변동금리 비중(74.2%)을 반영하여 대출금리 1%p 인상 시 이자상
환 부담액 증가분을 추산
[그림 3] 가계 일반신용대출 금리 평균

[그림 4] 기준금리와 가계부채 증가율

(단위: %)

주: 시중 5개은행(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의 가계 일반
신용대출 금리 평균

(단위: %)

주: 가계신용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자료: 은행연합회 「가계대출 금리 공시」

4) 은행연합회의 가계대출금리 공시자료는 전월 중 신규취급된 가계대출의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공시하고 있음. 대출금리는 대출
실행 시 적용되는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COFIX + 1.3%”, “CD금리+1.7%” 등과 같이 표시되며, 은행별로 기준금리과 가산
금리 평균을 공시.
5)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시 이자상환부담 시산내역,” 국회예산정책처 요청 제출자료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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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및 증시 부진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감소
2021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2003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가계대출
이 감소세를 기록
주택가격상승률(전기대비, %)): (’21.Q1)2.44 → (Q3)2.76 → (’22.Q1)0.14
가계대출증감액(조원): (’21.Q1)34.7 → (Q3)34.6 → (’22.Q1)-1.5

코스피 지수 상승 기간 동안 부채 자본 조달을 통해 주식을 구매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크게
증가했으나, 증시 하락세와 더불어 감소
코스피지수(종가, p): (’21.9월)3,068.8 → (’22.1월)2,663.3 → (6월)2,332.6
신용거래융자(잔고): (’21.9월)24.8조원 → (’22.1월)21.7조원 → (6월)17.9조원
[그림 5] 주택가 증가율 및 가계대출 증감액

[그림 6] 코스피지수 및 증권 신용거래융자

(단위: %, 조원)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주택거래량」

(단위: %, 조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용거래융자」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과 자산시장 조정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노력
2021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은 금리인상과 자산시장 조정에 대응하여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노력6)
가계부채 총량규제 실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실시7)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연소득 대비 총부채액의 원리금상환금액 비율
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10.26
금융감독원,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보도자료, 2022.2.14.
7)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2021년 6%, 2022년 5%)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기관별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주문하였
으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 45.1%(’16) → 51.6%(’18) → 54.2%(’20) → 60.0%(’21,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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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금리인상 등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에서 대출규제 일부 완화 방안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2022.7.14.)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방향 등을 발표(자세한 내용은 “BOX.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정책”을 참고)
[표 1] 차주단위 DSR 적용 계획
21.7월 이전

1단계(‘21.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 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신용
대출

연소득 8천 초과
& 1억원 초과

② 1억원 초과

2단계(’22.1월)

3단계(’22.7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자료: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1.10.26.

국회는 민생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회의 의결(7.20)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의 시급한 경제현안을 다룰 예정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2022.10.31.까지

2022년 1분기 가계부채는 9년 만에 감소 전환하였으나, GDP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2022년 3월말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1,859.4조원으로 전년말(1,860조원)에 비해
0.6조원 감소
부동산 거래 둔화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 감소(-1.5조원)가 판매신용 증가(0.8조원)
를 상회함에 따라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이 감소
1분기 가계부채 감소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규제 강화8), 자산가격 증가세 둔화, 금리
인상 등에 기인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8%로 여전히
높은 수준
2022년 1분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8%로 2017년 79.0%에서 10%p 증가

BIS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영리 단체의 부채를 포함) 비율은
106.6%로 자료가 존재하는 43개국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
스위스 129.9%, 호주 119.0%, 캐나다 107.5%, 스웨덴 92.6%, 영국 86.4%, 미국 78.0%, 일본
67.6% 수준임
8) 금융위원회, 「고승범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 취임사」, 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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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분기별 가계부채 증감액

[그림 8] 우리나라 가계부채

(단위: 조원, %)

(단위: 조원, %)

주: 가계신용은 가계대출+판매신용으로 전분기대비 증감액

주: 2022년 1분기는 2021년 GDP 대비 비율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3. 시사점
금리인상 기조와 자산시장의 약세는 가계부채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주택매매가격지수가 보합세를 보이고 신규 부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22년 6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01%로 2019년 8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처음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며, 경제여건 감안 시 주택시장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기준금리 인상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전세계 증시 부진이
이어지는 추이

그러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지속 필요
금리인상, 자산가격 상승세 둔화 등은 가계부채 증가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등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속화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취약계층에 대한 부실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리스크 관리를 지속
할 필요
한국은행은 LTV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로 대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
하였으나, LTV와 DSR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및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로
점진적 추진할 필요성 강조9)
9) 한국은행,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와 건전성에 미칠 영향” 및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누증이 차입가계의 소비와 부실에 미치
는 영향 평가,” 「금융안정보고서」 6월호, 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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