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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최근 미국의 실물경제는 소비심리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제조업 
경기도 호전되는 등 완만한 확장세 지속

  ㅇ 고용사정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노동시장의 개선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

  ㅇ 주택시장은 견조한 주택구매 수요 및 선행지표 흐름 등으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ㅇ 물가는 3월 들어 기대인플레이션이 회복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강달러 및 저유가의 영향력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시장 내 유휴인력(slack)의 잔존 등으로 임금상승세는 다소 
제한될 가능성

⇒ 소비심리가 양호한 가운데 제조업 경기도 개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견조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 약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하방요인은 상존

 □ 금융시장은 고용 등 양호한 경제지표, 국제유가 회복 및 완화적 통화
정책 지속 기대 등으로 금리와 주가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주가 변동
성지수(VIX)도 안정세를 보임

  ㅇ 한편 달러화는 dovish한 FOMC 회의 결과로 미국․유럽간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 약화,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수요 확대 등으로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임

□ 2016.3월 FOMC 회의 의사록을 보면 미국경제는 완만한 확장세를 유지
하면서 고용사정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기적 전망이 
지난 12월 회의시에 비해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것으로 평가

  ㅇ 연초 이래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 불안이 전반적 경제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차기 회의에서의 금리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상 주장과 신중론이 함께 제기

  ㅇ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2016년중 연준의 예상 금리인상 횟수는 약 
0.7회(4.12일 기준)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투자은행들은 올해 2회 인상을 
전망

⇒ 미국내 경제상황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전망 격차도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금융상황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차기 금리인상은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지켜본 후 6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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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의 미국경제 동향

1  실물경제

① 경기 : 완만한 성장세 

□ 최근 미국 경제는 소비심리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제조업 경기도 

호전되는 등 완만한 확장세 지속

    * <참고 1>‘미국 국내외 경제 및 통화정책에 대한 전․현직 연준 의장들의 견해’참조

  ㅇ 2월중 소비지출은 전월대비 0.2% 증가

    ◾ 3월중 소비자신뢰지수(Conference Board)는 96.2로 전월(94.0)에 비해 개선*

      * 세부항목 중에서는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응답비중이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하고 
주택구매심리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ㅇ 2월중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감소

    ◾ 3월 들어서는 ISM 제조업지수가 경기확장 국면인 51.8로 상승(시장예상치: 

51.0)하면서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
(2015.7월 이후 최고치)

        * Goldman Sachs(3.29일)는 지역 연준 제조업 서베이 결과의 큰 폭 개선, 화물 물동량 
증가, 제조업 과잉재고 축소 조짐, 금년 1월말 이후 S&P 500 Industrial sector 주가의 
양호한 실적 등을 근거로 미국 제조업이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 

주요 실물경제 지표1)

                                                                      (전기대비, %)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실질 GDP 성장률 2.4 2.4 0.6 3.9 2.0 1.4        
 ◾소비(실질) 증감률 2.7 3.1 1.8 3.6 3.0 2.4 0.2 0.0 0.2 ‥

  - 소비자신뢰지수2) 86.9 98.0 101.4 96.2 98.3 96.0 96.3 97.8 94.0 96.2 
 ◾산업생산 증감률 2.9 0. 0.3 -1.9 -2.7 1.5 -3.2 -0.4 0.6 -0.5 ‥

  - ISM제조업지수 55.6 51.3 53.2 52.6 51.0 48.6 48.0 48.2 49.5 51.8

  - ISM비제조업지수 56.2 57.2 57.0 56.5 58.2 56.9 55.8 53.5 53.4 54.5
  

  주: 1) 분기는 전기비 연율 또는 월평균(지수)        2) Conference Board 기준

⇒ 소비심리가 양호한 가운데 제조업 경기도 개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견조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 약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하방요인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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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미국 국내외 경제 및 통화정책에 대한 전․현직 연준 의장들의 견해

 ※ New York International House에서 개최(4.7일, 17:00)된 Yellen, Bernanke, Greenspan, 
Volker 등 4명의 전․현직 연준 의장들의 주요 토론 내용을 정리

□ 전․현직 연준 의장들은 최근 글로벌 성장세 약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 경기확장 국면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재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인식을 공유 

  ㅇ Yellen 의장은 미국 경제가 2007~2009년의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
으며 버블없는 견조한 성장경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ㅇ Bernanke는 올해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2014~2015년에 비해 높아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경기둔화 리스크는 큰 변화가 없다고 언급

  ㅇ Volker는 금융시스템 내에서 과도한 확장(overextended) 조짐은 일부 있으나 
버블의 존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ㅇ 다만 Bernanke와 Volker는 낮은 생산성, 미국 금융시스템내의 단기 대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은 미국 경제의 위험요인이라고 지적

□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Yellen 의장은 향후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임을 재차 확인

  ㅇ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는 상한(ceiling)이 아니며 향후 실업률 하락세가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오버슈팅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는 등 앞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임을 시사

□ 또한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Yellen 의장은 최근 대형은행의 해체 필요성에 관한 
논의*에 대해 자본 및 유동성 위험관리 등 금융권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로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의 금융개혁 조치
로도 충분하다는 입장 

   * 최근 Minneapolis 연준 총재인 Kashkari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대마불사 문제 
등을 안고 있는 대형 금융회사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 

□ 한편 Bernanke, Greenspan 등 전직 의장들은 이미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하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정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함을 강조

□ 아울러 참석자들은 중국경제의 성장 및 둔화가 미국경제에 위협이라기보다는 
기회요인이라 평가하고 최근 위안화 가치변동은 중국의 개방경제로의 이행이 
더욱 진전되고 있다는 긍정적 의미라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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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사정 : 개선 지속

□ 2016.3월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시장 예상치(+20.5만명)를 상회하는 21.5만명

(전월대비) 증가*

   * <참고 2>‘2016.3월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평가’참조

  ㅇ 경제활동참가율(63.0%)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실업률(5.0%)은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

      * Nomura(4.1일)는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핵심노동인구(25~54세)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내 유휴인력(slack)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

  ㅇ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3% 상승(시장 예상치: +0.2%)하였으며 주당 

평균노동시간(34.4시간)은 전월수준 유지

   

15.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3월
►비농가취업자수 증가(만명) 15.0 14.9 29.5 28.0 27.1 16.8 24.5 21.5 
►실업률(%) 5.1 5.1 5.0 5.0 5.0 4.9 4.9 5.0 
►경제활동참가율(%) 62.6 62.4 62.5 62.5 62.6 62.7 62.9 63.0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m/m) 0.4 0.1 0.3 0.2 0.0 0.5 -0.1 0.3 
►주당 평균 노동시간(시간) 34.6 34.5 34.5 34.5 34.5 34.6 34.4 34.4

□ 2016.3월중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자수(4주 평균)는 26.3만명으로 전월(4주 평균 

26.1만명)대비 소폭 증가

2016.2월중 평균 3월 1주 2주 3주 4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자수(만명) 26.1 25.3 25.9 26.5 27.6 

                              (고용 및 실업률)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자수)

 자료: BLS  

⇒ 앞으로도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노동시장의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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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2016.3월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평가

□ 대부분 투자은행들은 헤드라인 취업자수 및 시간당 평균임금 예상치 상회, 경제
활동참가율의 6개월 연속 상승에 주목하며 3월 고용지표가 노동시장의 개선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존 전망은 유지하는 모습

  ㅇ 실업률의 소폭 상승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직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하며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모습

  ㅇ 그러나 금번 고용지표의 내용이 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FOMC 이후 
보였던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기조에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이 중론

  (Citi) 취업자수 증가 20만명 이상 유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 전반적으로 고용지표 
내용이 긍정적이었으며 앞으로도 고용시장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실업률 상승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따른 결과로 우려할 부분은 아님. 평균임금상승이 2개월 연속 
2.3%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최근 몇 개월을 제외할 경우 지난 몇 년간 평균상승률 
보다 높은 수준임. 다만 평균노동시간이 지난 2년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이는 1분기 성장률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 [차기 인상 9월 또는 12월, 연내 1회 
인상 전망 유지]

  (Goldman Sachs) 예년에 비해 3월 기온이 높았던 점 등을 배경으로 건설, 여가‧숙박 등 
서비스업 부분에서 취업자수 증가가 컸음. 실업률 및 U-6 실업률 상승은 신규 구직자수 
증가에 기인. 경제가 완전고용 수준에 있으며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금융상황이 
연초 대비 상당히 완화적으로 개선되었으며 Core인플레이션도 견조한 상승세를 시현. 
따라서 최근 Yellen 의장의 dovish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dot plot에서 나타난 연내 
두 번 인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 [차기 인상 6월, 연내 3회 인상 
전망 유지]

  (UBS) 취업자수가 21만명 이상 증가한 점, 평균 노동시간이 전월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평균임금이 2.3% 상승(전년동월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양호. 
다만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가 두드러짐.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실업률 상승을 견인. 최근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세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실업률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 고용지표 내용은 긍정적이었으나 연준의 입장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차기 인상 9월, 연내 2회 인상 전망 유지]

  (JP Morgan) 취업자수의 증가세는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양호
함을 입증.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Yellen 
의장의 예상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임. 평균임금 상승폭이 
예상보다 컸으나 16.1분기 평균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3%로 노동비용 상승압력을 우려
하게 만들 수준은 아님. 제조업 및 에너지 부분의 부진이 경제 전체로 파급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 [차기 인상 7월, 연내 2회 인상 전망 유지]

  (BoAML) 3개월 평균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20만명 이상인 점, 실업률 상승이 주로 경제
활동참가율 상승에 기인한 점, 경제활동참가율이 6개월 연속 상승한 점, 평균임금 상승
폭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시장 개선세가 견조한 것으로 판단.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 [차기 인상 
6월, 연내 2회 인상 전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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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시장 : 회복세 지속

□ 2016.1월중 20대 도시 평균 주택가격(S&P Case-Shiller지수)은 전년동월대비 
5.8% 상승(전월대비 +0.8%)

  ㅇ 2월중 기존 및 신규 주택가격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4.4%, 2.6% 상승

S&P 20대 도시 평균 주택가격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1)

  자료: S&P  주: 1) 중위수 기준   자료: 상무부, NAR

□ 2월중 기존주택판매는 전월대비 7.1% 감소, 신규주택판매는 2.0% 증가

  ㅇ 주택허가건수는 전월대비 2.2% 감소, 주택착공건수는 전월대비 5.2% 
증가*

      * JPMorgan(3.31일)은 낮은 수준의 모기지 금리와 더불어 최초 주택구매 연령(중위수 기준 
32.5세)이 속한 25~39세 인구가 올해 큰 폭 증가(2013년중 +40만명, 2013~15년중 +108
만명, 2016년중 +122만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시장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

                                                                (전월대비, %)
15.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기존주택판매 1.3 -3.5 2.8 -2.8 -8.1 12.1 0.4 -7.1
▪신규주택판매 6.6 1.4 -9.9 5.0 6.5 5.7 -7.0 2.0
▪잠정주택판매 -0.1 -1.0 -1.2 0.7 -0.4 0.9 -3.0 3.5
▪주택허가건수 -15.5 2.7 -4.8 5.1 10.4 -6.1 0.0 -2.2
▪주택착공호수 -4.9 -3.1 8.2 -11.3 9.8 -1.4 -3.4 5.2

신규 및 기존 주택판매 잠정 주택판매, 주택 허가 및 착공

 자료 : 상무부, NAR

⇒ 앞으로도 견조한 주택구매 수요 및 선행지표 흐름 등으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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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가 : 근원 PCE 물가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 2월중 근원 PCE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전월에 이어 1.7%를 나타냄

  ㅇ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0% 상승
                                                                        (전년동월대비, %)

15.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근원PCE 물가 1.3 1.3 1.3 1.3 1.4 1.4 1.7 1.7 

(0.1) (0.1) (0.2) (0.1) (0.2) (0.1) (0.3) (0.2) 
►PCE 물가 0.3 0.3 0.2 0.2 0.5 0.7 1.2 1.0 

(0.1) (0.0) (-0.1) (0.1) (0.1) (-0.1) (0.1) (-0.1) 
►소비자물가 0.2 0.2 0.0 0.2 0.5 0.7 1.4 1.0 

(0.1) (0.0) (-0.1) (0.2) (0.1) (-0.1) (0.0) (-0.2) 
  주: (  ) 내는 전월대비(%)

□ 2016.3월중 단기 및 장기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은 모두 전월

대비 0.2%p 상승하여 2.7%를 나타냄

   ◾ JPMorgan의 2016.3월 기대인플레이션(core CPI 기준) 서베이 결과를 보면, 단기
(1년)의 경우 1.75%(2014.9월 이후 최고 수준)로 지난해 9월 조사결과 대비 
30bp 상승(2011.3월 이후 최대 오름폭)하였고 중기(2~5년)의 경우에도 2.28%(2015.9월: 

1.90%)로 조사되었음

  ㅇ BEI(Break-Even Inflation Rate, 일반 국채금리와 물가연동 국채금리간 차이)는 

1.51%로 전월대비 25bp 상승

15.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3월
►BEI1),2)(%) 1.40 1.29 1.08 1.19 1.29 1.28 1.20 1.26 1.51 

      주: 1) 월말 기준          2) 국채 5년물 – TIPS 5년물

물가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BEA  자료: 미시건대 서베이

⇒ 3월 들어 기대인플레이션이 회복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강달러 및 

저유가의 영향력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시장 내 유휴

인력(slack)의 잔존 등으로 임금상승세는 다소 제한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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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시장

① 금리 : 전월 대비 소폭 상승

□ 2016.3월중 시장금리(국채 10년)는 고용 등 경제지표 호조, 유가 및 주가 

상승에 따른 경기개선 기대감 등이 상반월에 집중되면서 전월대비 상승

(2월말 1.73% → 3월말 1.77% → 4.12일 1.78%)

  ㅇ 장래의 정책금리 기대를 보다 잘 반영하는 2년물 금리는 예상보다 

완화적인 FOMC 회의(3.15~16일) 결과 등으로 오히려 전월대비 하락(2월말 

0.77% → 3월말 0.72% → 4.12일 0.74%)

  

15.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16.1월말 2월말 3월말 4.12일
►국채 10년물(%) 2.04 2.14 2.21 2.27 1.92 1.73 1.77 1.78 
►      2년물(%) 0.63 0.72 0.93 1.05 0.77 0.77 0.72 0.74 

□ 단기금융시장 유동성 지표인 회사채 스프레드(2월말 214bp → 3월말 171bp 

→ 4.12일 167bp)는 하락, TED 스프레드(2월말 0.318%p → 3월말 0.430%p → 

4.11일 0.416%p)는 상승

   
15.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16.1월말 2월말 3월말 4.12일

►회사채 스프레드1)(bp) 175 162 164 168 204 214 171 167
     주 : 1) 투자등급 회사채의 정부채 대비 스프레드

국채 금리 TED 스프레드1)

  자료: Bloomberg  주: 1) 3개월물 Libor - T-bill 수익률

② 주가 : 상승

□ 3월중 주가(다우존스)는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 국제유가 회복 및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기대 등으로 연중 최고치 경신을 거듭하며 상승세(2월말 

16,517 → 3월말 17,685 → 4.12일 1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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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가 변동성지수(VIX)는 안정세를 보임

  

15.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16.1월말 2월말 3월말 4.12일
►다우존스 16,285 17,664 17,720 17,425 16,466 16,517 17,685 17,721
►나스닥 4,620 5,054 5,109 5,007 4,614 4,558 4,870 4,872 

주가지수 VIX

  자료: Bloomberg

③ 美 달러화 : 약세

□ 2016.3월중 미 달러화는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냄

  ㅇ 유로화에 대해서는 Draghi 총재의 추가 금리인하 불필요 언급 및 dovish한 

FOMC 회의 결과로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가 크게 약화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감(2월말 1.087 → 3월말 1.138 → 4.12일 1.139)

  ㅇ 엔화에 대해서도 FOMC 회의 이후의 차익실현,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수요 확대에 따라 약세를 보임(2월말 112.7 

→ 3월말 112.6 → 4.12일 108.5)

 

15.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16.1월말 2월말 3월말 4.12일
►달러/유로 1.118 1.101 1.057 1.086 1.083 1.087 1.138 1.139
►엔/달러  119.9 120.6 123.1 120.2 121.1 112.7 112.6 108.5

미 달러화 환율 달러 인덱스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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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준 통화정책

□ 2016.3월 FOMC 회의 의사록을 보면 미국경제는 완만한 확장세를 유지
하면서 고용사정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기적 전망이 지난 
12월 회의시에 비해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것으로 평가

  ㅇ 가계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투자는 에너지 산업 부문 
부진 및 대외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약세

  ㅇ 노동시장은 완전고용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제한적인 임금상승 압력 
등은 유휴인력(slack)의 잔존 가능성을 시사

  ㅇ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2% 수준을 하회하겠지만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몇몇 참석자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하락(disinflationary) 압력 등을 우려한 
반면 일부는 생산성 상승이 부진한 상황에서 유휴자원이 지나치게 감소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

  ㅇ 대외여건에 대해서는 연초 이래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 불안이 전반적 
경제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ㅇ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대부분 참석자는 해외에서 취해진 완화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12월 회의시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정책금리 경로가 향후 
연준의 양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

    ◾ 차기 회의에서의 금리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상 주장과 신중론이 
함께 제기*

        * 향후 노동시장 개선,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보여주는 지표가 추가될 경우 4월 
인상도 타당할 수 있다는 의견과 금리인상이 불필요하게 시장에 위기감을 조성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

FOMC 위원별 성향

       주: 1) v 표시는 voting 멤버를 의미           자료: Barclays(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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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는 향후 정책금리 전망치(dot plot) 중간값이 예상보다 큰 폭 하향 

조정된 가운데 물가전망이 예상과 달리 상향 조정되지 않았고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상황과 관련된 리스크를 재차 강조한 점 등에 주목하며 

전체적인 정책 메시지 기조가 예상보다 dovish하였다고 평가

  ㅇ 금리선물(fed fund futures) 시장에 반영된 2016년중 연준의 예상 금리인상 

횟수는 약 0.7회(4.12일 기준)로 금년초 중국 금융불안 등으로 금리인상 

기대가 크게 낮아진 후 다소 상승하다가 dovish한 3월 FOMC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

  ㅇ 2016년중 연준의 예상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주요 투자은행들(18개)의 

공식 전망을 자체 조사한 결과 다음번 금리인상 시기로는 6월 인상을 

예상하는 기관이 다수를 차지

    ◾ 올해 총 인상횟수에 대해서는 2회 인상을 전망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인상(‘16년중) 횟수 투자은행의 연준 금리인상 전망

2016년중
금리인상 시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당분기 중 
인상 전망기관수

0 10 4 15

2016년중
금리인상 횟수

4회 3회 2회 1회 0회

전망기관수 0 1 10 6 1

  자료: Bloomberg(4.12일 기준)   자료: 뉴욕사무소 자체 조사(4.12일 기준)

⇒ 미국내 경제상황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전망 격차도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차기 금리인상은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지켜본 후 6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Yellen 연준 의장은 최근(The Economic Club of New York 연설, 3.29일) 점진적 

금리인상의 필요성 및 근거를 설명하며 일부 지역연준 총재들의 금번 4월에도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중화시키는 dovish한 정책 메세지를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