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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한은, 내년 4분기 금리인하…달러-원 1,220원 전망"

(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영 특파원 =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에는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골드만

삭스가 전망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은 점차 완화되겠지만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빠지기보다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유

지할 것이라고 봤다.

16일(현지시간)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가 개최한 '2023년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전망' 웨비나에

서 데비쉬 코드나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다른 중앙은행들보다 상당히 일찍 금리 인상

을 시작한 것처럼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방향을 조절하는 것도 더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때쯤이면 한국 인플레이션이 2%보다 낮게 정상화되고, GDP 갭도 잠재 성장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

로 이동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아울러 코드나니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 한국 원화가 꽤 절상될 것"이라고 봤다.

달러-원 환율이 2022년 평균 1,300원 수준에서 내년에 1,220원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 미 달러 강세가 누그러질 가능성과 한국의 빠른 경상수지 흑자 회복, 순포트폴리오 유입 등을

꼽았다.

이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축소와 인상 중단으로 달러대비 다른 통화가 반등할

수 있고, 일부 경쟁국(특히 대만)보다 빠르게 경상수지 회복을 달성할 것이며, 다른 국가보다 더 빠르게

순 포트폴리오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 원화 절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드나니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인플레이션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나 2%를 웃도는 수준이나 상관없이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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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 연준의 목표치인 2%와 관련해 연준은 2%를 목표로 삼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보다 높아진다고

본다면서 "목표치는 3%로 바뀌고 있고, 이는 연준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 성장률은 추세보다는 낮더라도 여전히 플러스일 것으로 봤다. 이에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그는 긴축적인 정책의 영향은 대부분 이미 지나갔고, 상품 수요 등 좋은 부분

이 계속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마이너스 성장이나 경기침체를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긴축 정책의 영향도 2023년에는 완

화될 것으로 봤다.

그는 "긴축 정책의 영향이 4분기 또는 올해 하반기에 나타나겠지만 여전히 성장이 0보다 높고, 추세보다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성장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2023년은 여전히 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역사적인 수준보다 높고, 불확실성도 더

높지만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그는 짚었다.

최근 10년물과 2년물 국채수익률 역전에 대해서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될 때마다 경기 침체가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추가로 75bp 정도는 인상한 후 한동안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

로 본다"며 "경기 침체 있든 없든 2024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그 자체만으로도 수익률 곡선 역전을 얻기에 충분하다"며 "그래서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

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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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마켓워치] 가시지않는 인플레 리스크…증시↓채권·달…

[뉴욕마켓워치] 가시지않는 인플레 리스크…증시↓채권·달…

[뉴욕환시] 미 달러화 혼조…연준 당국자들, 인플레 상방 위…

[뉴욕채권] 미 국채가 혼조…연준당국자 "왜 시장은 인플레…

샌프란 연은 총재 "인플레 여전히 상방위험…금리 높게 유…

미 국채가 하락…'인상폭 축소+매파적 발언' 소화

유로존 10월 무역수지 265억 유로 적자…적자행진 지속

달러화, 제한적 약세…BOJ 정책 변경 검토에 촉각

유럽증시, 중앙은행 긴축 소화하며 조심스레 반등

[亞증시-종합] 경기 침체·中 코로나 확산 우려에 하락

[도쿄증시-마감] 美·유럽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

[대만증시-마감] 침체 우려 재확산에 하락…0.66%↓

일본 장기 금리, BOJ 정책 변화 기대감에 상승

印 SENSEX지수, 0.44%↑ 61,604.9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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