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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C 결과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및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1. 금융시장 반응

□ 정책결정문 및 경제전망(대체로 dovish)과 Yellen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다

소 hawkish)
*에 대한 평가가 상반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FOMC 결과에 

대한 주요 금융시장 가격의 반응은 대체로 제한적이었으며 FOMC 회의

결과 발표전 러시아 루블화 절하 및 유가 급락세 진정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확대로 금리와 주가는 상승

* “patient“라는 표현은 다음 두 차례의 회의(”next couple of meetings“, ”couple

means two“)에서는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란 점을 의미한다는 발언 이후 금리 상승
폭이 다소 확대되고 주가 상승폭은 축소되는 등 4월 이후 회의에서의 금리인상 가
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는 모습

ㅇ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경우 정책결정문 발표 직후에는 발표 이전의 수준인 

2.11%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상승폭을 확대

▪다만 정책결정문 발표 직후 최근의 만기간 교체매매(장기물 매수, 단기물 매도)

에 대한 반대거래가 활기를 띄면서 2~3년 만기의 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음

□ 외환시장에서는 기자회견 진행과 함께 미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폭

을 확대하였고 상품시장에서는 유가가 소폭 상승한 반면 금가격은 하락

금일중 뉴욕 금융시장 주요 가격지표 변화

2013말 14.11말 12/16 12/17 전일대비 전월말비 전년말비

미국채
(%, %p)

 Tsy, 2yr 0.38 0.47 0.55 0.62 0.06 0.15 0.24

     10yr 3.03 2.16 2.06 2.14 0.08 -0.03 -0.89

주식
(point)

DJIA 16,576.7 17,828.2 17,068.9 17,356.9 288.0 -471.4 780.2

S&P500 1,848.4 2,067.6 1,972.7 2,012.9 40.2 -54.7 164.5

외환

USD/EUR 1.3763 1.2452 1.2511 1.2338 -0.0173 -0.0114 -0.1425

JPY/USD 105.25 118.63 116.41 118.59 2.18 -0.04 13.34

NDF,KRW/USD 1,051.3 1,114.6 1,082.7 1,101.8 19.1 -12.8 50.6

상품
 WTI, U$/bbl 98.42 66.15 55.93 56.09 0.16 -10.06 -42.33

Gold, U$/oz 1,200.9 1,167.4 1,196.9 1,189.3 -7.6 21.9 -11.6



2.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 “patient”와 “considerable time”을 함께 사용한 forward guidance 변화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한 정책결정문은 대체로 dovish하였다는 

견해가 우세하였고, 기자회견시 차후 2회의 회의에서는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

라는 “patient” 관련 Yellen 의장 발언은 다소 hawkish하였다고 평가 

ㅇ일부 시장참가자들은 앞으로 “patient”라는 표현의 유지 여부가 금리인상시

기를 예측함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분석

ㅇ한편 경제전망 및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 등은 대체로 기대에 부합하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시장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음

ㅇ정책결정문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에 따라 아직까지 금리인상시기

에 대한 예상을 변경하는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음

<투자은행 주요 코멘트>

▪ (Barclays) FOMC가 forward guidance로서 “patient”라는 용어를 추가하면서도 

“considerable time”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 급변을 막기 위

해 두 용어간의 전환을 몇차례로 나누어 진행하려는 의도일 뿐이며 “patient”가 

추가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변화임 

다만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가 확대된 것으로 보아 연준이 부양책을 충분

히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임. 이를 감안하여 금리인상시기 전망은 6월

로 유지하되 6월보다 늦어질 위험이 커진 것으로 평가

근원 PCE 전망치를 소폭으로만 하향조정한 점은 낮은 에너지가격의 물가에 대

한 영향이 곧 잠잠해질 것이라는 FOMC의 기대를 반영

▪ (Deutsche) “patient”와 “considerable time”을 함께 사용한 것은 2004년 금리인상

전의 같은 용어 사용시와는 달리 금리인상이 목전에 와있음을 시사하지 않는다

는 점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해석하며 정책결정문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로의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않을 경우 연준이 금리인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도 효과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 (Goldman Sachs) forward guidance의 중심이 “considerable time”에서 “patient”로 

옮겨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최초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FOMC의 기대 변화 때

문이라기보다는 시간의 자연적 경과를 반영한 것에 불과함

인플레이션이 정책목표치를 꾸준히 하회할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삭제한 대

신 인플레이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dovish한 변화임

▪ (BNP Paribas) dot chart가 전체적으로 하향조정된 가운데 dot간의 분산이 줄어든 

점은 금리전망에 대한 FOMC 내부의 컨센서스가 좀 더 강화되었음을 의미

▪ (Morgan Stanley) “patient”와 “considerable time”로의 전환에 대한 기본적 아이디

어는 그린스펀 전의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FOMC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calendar 방식의 guidance를 벗어나는 데 있는 것이지만 Yellen 의장은 “patient”

가 갖는 calendar상의 의미를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해서 강조하였음. 이에 따라 

차후 회의에서는 또다시 “patient”라는 표현의 유지여부가 금리인상 신호와 관련

하여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