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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규모 부양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조 9,000억달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추가 구제책에 이어 다음 달에는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이 새로 나오죠. 여기에 당분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긴축이 이슈가 됐는데요. 최근의 

움직임과 다소 반대되는 분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레이팅스 서비스의 베스 안 보비노 US 선임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인데요. 그는 

미국이 2024년까지 금리를 안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한 번 들어보죠. 

 

연준, 2% 평균 물가 고수…실업문제도 커 

 

보비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26일(현지 시간) 주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2024년은 예전의 시장 예상인 

2023년보다도 더 늦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확대에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인데요. 

 

그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준의 2% 넘는 인플레 용인과 완전고용에 

가까워질 때까지 긴축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그것인데요. 

 



우선 인플레입니다. 보비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평균물가상승률 목표 2%는 

인플레이션이 수개월 동안 2%를 넘어도 용인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연준이 

당분간 방관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S&P 레이팅은 올해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 이상으로 

치솟지만 내년에는 다시 2% 밑으로 내려가 2024년에도 2%를 밑돌 것으로 

봅니다. 이 전망이 맞다면 금리를 당분간 올릴 이유가 없겠지요. 

 

다음은 고용 목표인데요. 지난해 연준은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고용안정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비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실업률을 훨씬 

낮추는데 초점을 잡고 있다”며 “필립스 커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인 만큼 연준이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필립스 커브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곡선인데요. 

코로나 19 전에도 실업률이 낮은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었죠. 

보비노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의 실업률로 복귀하는 것은 

2024년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이는 코로나 19에 다른 고용시장 충격이 생각 외로 크기 때문입니다. 보비노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19 셧다운 이후 아직 1,000만개의 일자리가 되돌아오지 

못했고 이번 사태로 해고자의 31.4%가 완전해고 됐다고 봤습니다. 레저와 접객, 

에너지 분야 타격이 컸죠. 현재 실업률은 6.7%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려…연준 리스크 없어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해볼만 

 

그는 올 1분기를 포함해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하방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비노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미국 

경기는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느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성과가 달렸다”며 “장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3.9%였던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보비노 이코노미스느는 또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하반기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이라며 “의회의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낮아 

(긴축에 따른) 리스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긴축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그럴 가능성도 낮다고 했는데요. 
 

또 다른 중장기 리스크는 무역입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고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보비노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아마도 중요한 두 가지는 비관세 장벽인 투자제한과 수출금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관세보다는 반도체를 포함한 각종 첨단부품과 기술 

수출제한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지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인프라 투자 확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일부는 탄소배출 산업이 있는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다 중간선거를 고려하면 민주당이 원래 의도대로 탄소정책을 

밀어부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고 잘 관리한다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2조달러 수준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향후 10년 동안 

5조 7,000억달러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F23070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F230705


[연합뉴스] S&P 수석이코노미스트 "미 

금리, 2024년 초까지 안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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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2% 하회 전망이 근거…"바이든, 대중관세 유지하고 TPP 복귀할 것"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베스 앤 보비노는 오는 2024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비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6일(현지시간) 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 주최로 

열린 '2021년 미국 하반기 경제전망' 웹 세미나에서 "금리는 시장이 현시점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 같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앞으로 몇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인 2%를 하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된 근거다. 연준이 지난해 가을 도입한 평균물가안정 목표제에 

따라 일정 기간 2%를 살짝 넘는 물가를 용인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었다. 

보비노는 "물가상승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올해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2024년 초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미 

국내총생산(GDP)은 3.9% 감소했으나, 올해는 4.2%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https://www.yna.co.kr/reporter/index?id=39383639393937&site=article_writer
https://www.yna.co.kr/reporter/index?id=39383639393937&site=article_writer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1095300527


그는 "2021년 3분기까지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면서 

"레저, 접객업, 레스토랑, 소매 부문 회복은 여러 해 동안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6.7% 수준인 실업률도 2024년까지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 19 백신 보급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경제에 약속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가계 소비가 늘어나고 고용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뉴스로 분류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25∼30%로 내다봤으나,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약속대로 대규모 추가 재정부양 패키지를 집행한다면 그 확률은 25%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비노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비노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계속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무역 파트너국들과 대중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비노는 덧붙였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7004600072?section=search 

 

 

 



[연합인포맥스] S&P 글로벌 "연준 2024년까지 금리 올리지 못할 것" 

 배수연 

 승인 2021.01.27 02:41 

 

(뉴욕=연합인포맥스) 배수연 특파원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2024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팬데믹(대유행)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아 

조 바이든 정권에서도 경기 침체 위험이 25~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S&P 글로벌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베스 앤 보비노는 27일 주미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가 미국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영상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보비노는 미국 경제의 단기적인 전망은 코로나 19의 재확산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재개의 속도나 코로나 19 백신의 보급도 단기적인 경제전망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지목됐다. 봉쇄 여부에 따라 S&P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 4.2%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진단됐다. 

 

그는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점쳤다. 향후 몇 년 동안 미국의 평균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오버슈팅 해도 상당 기간 금리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평균물가목표제 등을 연준이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4년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9319 

 



 

[이데일리] S&P 수석 “2024년까지 美 금리 인상 없다”  

 

-26일(현지시간) 베스 앤 보비노 S&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 미국 하반기 

경제전망’ 웹 세미나에서 “2024년 초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움직임도 없을 것”이라고 밝혀. 

물가상승률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인 2%를 하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를 

뒷받침.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80966628921984&mediaCodeNo=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