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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19(화 ) 현 지 정 보 뉴욕사무소

최근 Fischer 연준 부의장의 dovish한 연설에 대한 시장의 평가 

 연설 주요 내용

□ 지난 8.11일(월) Fischer 연준 부의장은 스웨덴 재무부가 주최한 컨퍼
런스에서 부의장 취임(6.16일) 이후 처음으로 미국 경제 및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를 표명

* 연설 제목 : The Great Recession - Moving Ahead

 ㅇ (경제성장) 부진한 주택경기, 긴축적인 재정정책 및 글로벌 성장 둔
화 등이 미국 및 글로벌 경제의 회복 속도를 지연시킴으로써 향후 
성장잠재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우려

   ― 노동시장참가율 하락이 부진한 경기여건에 일부 기인하고 있는 
만큼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집행을 통해 구직을 포기한 근로자들
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일이 긴요 

 ㅇ (통화정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great recession)에 대응하
기 위해 시행된 양적완화정책 및 forward guidance 등 연준의 통화
정책은 현재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ㅇ (금융안정)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로 물가안정 및 완전고용 달성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금융안정 이슈는 통화정책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시장 평가

□ 시장에서는 Fischer 부의장의 연설에 대해 경제 전반에 대한 시각이 
Yellen 연준 의장과 크게 차이가 없었던 만큼 매우 dovish하였다고  
평가

 ㅇ BAML은 경기진단과 처방면에서 Fischer 부의장의 견해가 Yellen 의장
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주장(8.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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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그동안 중립적이거나 또는 다소 hawkish한 정

책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온 Fischer 부의장이 매우 dovish한 성

향을 분명하게 표출한 것은 예상밖이라는 입장을 표명

* <참고> 「Fischer 연준 부의장의 정책 성향에 대한 시장의 최근 평가」참조

 ㅇ Credit Suisse는 지난 2013.9월 Fischer 부의장이 연준의 forward 

guidance가 과도하게 구체적이어서 통화정책의 신축성을 제약할 우려

가 있다고 발언한 점에 주목하여 Fischer 부의장과 forward guidance

를 중시하는 Yellen 의장간에 약간의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예상

한 바 있음(5.21일) 

 ㅇ Potomac Research Group의 Greg Valliere(chief political strategist)는 시장

에서는 Fischer 부의장이 Yellen 의장의 비판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는 우려가 일부 상존하였으나 금번 연설로 이러한 우려가 사라졌다고 

발언(Business Insider, 8.11일) 

□ 한편,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Fischer 부의장의 dovish한 발언으로 현재의 

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견해를 피력

 ㅇ Barclays는 FOMC내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Fischer 부의장이 

Yellen 의장의 입장에 강하게 동조함에 따라 당분간 정책금리 조기 인

상 기대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8.11일)   

FOMC 위원별 정책 성향 평가

  자료 : JP Morgan(6.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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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Fischer 연준 부의장의 정책 성향에 대한 시장의 최근 평가

정책 성향 평가 근거

Nomura(7.11일) 중립
- 연준 부의장으로서 Yellen 의장 및 

연준내 핵심 인사들과 조화롭게 정
책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 

JP Morgan(6.13일) 중립

- 연준내에서 편안하게 토론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식견을 갖춤

- FOMC 위원들 중에서는 금융시장 불
균형에 대해 다소 높은 수준의 우려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Barclays(5.2일) 중립

- 이스라엘 총재 재임시 경제내 수출주
도적인 부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율
의 평가절하를 도모하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활용을 선호하였음

- forward guidance에 대해 비판적 입
장을 갖고 있으나 FOMC내에서 조화
롭게 대처할 것으로 판단

 ㅇ 연준도 향후 저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을 점차 줄여
나갈 것으로 예상  

HSBC(1.15일) 중립

- 통화정책 운용에 대한 견해가 Yellen 
의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ㅇ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로 재임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
여 대차대조표를 크게 확대하는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ㅇ 경제성장이 부진할 경우에는 총수
요 확대를 위하여 가용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 

- 통화정책의 신축성 제약에 대한 우려
로 forward guidance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를 근거
로 ‘인플레이션 hawk’로 평가하는 것
은 적절치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