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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수 ) 동 향 분 석 뉴욕사무소

최근 연준 지도부가 정책금리 최초 인상시점을 
2015년 중반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하는 배경

 최근 정책금리 최초 인상시점에 관한 연준 지도부의 발언 내용

□ 최근 연준 지도부*는 2015년 중반(mid-2015)에 정책금리를 최초 인상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꾸준히 표명

* 시장에서는 통상 Yellen 의장, Fischer 부의장 및 Dudley 뉴욕 연준 총재(FOMC
부의장 겸임) 등을 지칭

 ㅇ 금년 10월초 이후 세 차례(10.7일, 11.13일, 12.1일)에 걸친 강연회에서 
Dudley 뉴욕 연준 총재는 2015년 중반에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

 ㅇ 또한, 지난 12.2일 Fischer 연준 부의장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정책금
리 인상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hawkish하게 발언함
으로써 시장에서는 그가 정책금리 최초 인상시점을 2015년 중반으로 
시사한 것으로 판단

   ― FT는 금년 6월 취임한 이래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거의 밝히지 않았던 Fischer 부의장이 예상외로 hawkish한 견해를 
표명한 것은 Yellen 의장의 통화정책 판단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평가(12.8일) 

     ․ 아울러 정책금리 최초 인상시점을 2015년 중반 이후로 늦추는 기
준(hurdle point)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임

<참고>
최근 연준 통화정책 관련 Fischer 부의장의 주요 발언내용

■ 비록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금리는 정상 수준보다 훨씬 낮음

■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하락하지 않고서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기가
늦춰지지 않을 것임

■ 연준 정책결정문상의 ‘considerable time’ 문구를 삭제할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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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아울러 지난 12.8일 연준 지도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중립적 정책성향
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Williams*(2015년 voter)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및 Lockhart**(2015년 voter) 애틀란타 연준 총재도 2015년 중반에 정책금
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각각 언급

* Yellen 연준 의장이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재임(2004～2010년)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등 Yellen 연준 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짐

**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Lockhart 총재의 견해를 FOMC 위원들의 합의된 견
해를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전정보(bellwether)로 평가(WSJ, 12.8일)

시장의 정책금리 최초 인상시점 전망(단위 : %)

(Primary Dealer survey) (WSJ survey) (federal funds futures)

자료 : 뉴욕 연준(2014.10월) 자료 : WSJ(11.13일)  자료 : Goldman Sachs(12.5일)

FOMC 위원들의 정책성향

       자료 : HSBC(9.24일)

 연준 지도부의 발언에 대한 시장의 평가
 
□ 시장에서는 연준 지도부가 정책금리 최초 인상시점으로 2015년 중반을 

예상한다고 지속적으로 발언하는 배경에는 ①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낙
관적 전망 및 ② 향후 정책금리 인상경로에 대한 시장의 과소평가 해소
에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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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

□ 최근 미국경제가 지난 1/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GDP성장률이 큰 폭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며 고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강한 회복세를 
시현함에 따라 연준 지도부는 2015년에도 이러한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
질 것으로 전망

 ㅇ 지난 12.1일 Dudley 뉴욕 연준 총재는 지난 6년간 연평균 GDP성장률이 
2.3%로 부진하였으나 2015년에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초래한 요인들
(headwinds)*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5~3.0%의 양호한 성장률
이 예상된다는 견해를 피력 

* 가계의 디레버리징, 주택경기 부진 및 fiscal drag 등

   ― 현재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유가하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경기회
복세 강화, 노동시장의 slack 감소 및 안정된 인플레이션 기대 등에 
힘입어 2015년에는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점차 다가설 것으로 전망
한다고 덧붙임

실업률 및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증감 GDP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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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최고, 최저치 각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중심치 전망

 ㅇ Fischer 연준 부의장은 미국경제 회복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실업
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는 점이며 유로존 등 주요 지역의 경제둔
화는 미국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12.2일) 

   ― 또한, 최근의 유가하락은 경상수지 개선 및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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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향후 정책금리 인상경로에 대한 시장의 과소평가 해소

□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연준 지도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2015년 중반을 정
책금리 최초 인상시점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향후 정책금리 예상경로에 
대한 연준과 시장간의 인식차이가 상당한** 수준을 보이자 연준이 이를 
조속히 시정하고자 했을 가능성을 거론 

* Goldman Sachs는 연준이 정책금리 최초 인상시점을 시장예상과 다르게 가져갈

경우 상당한 시장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정책금리 인상시점을 2015년 중

반으로 결정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이 더욱 하락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될 시에는

정책금리 인상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federal funds futures에 내재된 정책금리 예상경로가 가장 dovish한 것으로 평가되

는 FOMC의 90분위보다 상당히 완만한 것으로 나타남

 ㅇ FT는 현재 연준이 커뮤니케이션 재앙으로 평가하고 있는 2013년의 taper 
tantrum을 다시 반복하길 원치 않기 때문에 연준 지도부가 정책금리 인
상에 대한 시장의 과소평가를 선제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책
금리 인상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12.8일)

   ― 특히, Dudley 뉴욕 연준 총재가 정책금리 인상시점 및 속도를 결정하
는 데 있어 금융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2.2~2.3%대의 낮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것은 정책금리 인상시점을 다소 앞당길 필요성이 있음을 강
하게 시사한다고 주장

* 정책금리 최초 인상 이후 주가, 금리 및 환율 등에 있어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

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금리가 빠르게 인상될 것이며 반면 주가가 하락하고 금

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혼란해질 경우에는 인상속도가 보다 완만해질

것임

11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federal 
funds futures 금리

FOMC 위원들 및 시장의 federal 
funds 금리 전망

자료 : FT(12.8일)                              자료 : FT(1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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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편, 11.21일 연준은 optimal control rule*로 추정한 정책금리 예상경로
를 공표하였는데 지난 2012년의 추정결과와는 달리 정책금리 최초 인
상시점이 상당히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남 

* 연준의 양대 책무(dual mandate)인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수 백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FRB/US 모델」을 이용하여 인플레이션 및 실업
률의 각각의 목표치로부터의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federal funds 금리의 경로(path)
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2012년 Yellen 연준 의장(당시 부의장)이 세 차례에 걸친 강
연회에서 동 준칙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만큼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12년 처음으로 발표될 당시에는 2016년초에 정책금리를 최초 인상
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실업률 하락 등 
그간의 경기회복세가 반영되어 금년말에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

정책금리 예상경로(추정)

 자료 : 연준(11.21일)

 정책금리 최초 인상시점에 대한 시장전망의 변화 조짐

□ 인플레이션*이 약 30개월 동안 연준의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
는 데다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기대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시장 컨센서스(2015.6월)보다 다소 늦은 2015.9월에 연준이 정
책금리를 최초 인상할 것이란 주장도 꾸준히 제기

* NYT는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야 하는 주요 이유가 ‘실업률’에서 ‘낮
은 인플레이션’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11.21일)

 ㅇ BAML의 Michael Hanson(US Economist)은 내년중 core PCE가 연준의 기
대(1.6~1.9%)와 달리 1.4% 상승에 그쳐 정책금리 최초 인상이 9월 FOMC
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견해를 피력(뉴욕사무소 면담시, 1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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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Goldman Sachs도 미 달러화 강세 및 유가하락의 부정적 영향으로 내년

도 core PCE가 1.5% 상승하여 연준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함으로써 정

책금리 인상시점이 9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12.7일)

 ㅇ 또한, Economist紙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발

생할 경우에는 금리가 다시 zero lower bound로 하락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바 2015년 중반에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상당한 

실책이 될 수 있다고 경고(12.9일) 

   ― 특히, 과거 연준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도 전에 자산매입을 

중단하였다가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다시 자산매입을 추진

한 뼈아픈 전례가 있는 만큼 서둘러 출구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향후 

더 많은 자산매입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 

인플레이션 기대
미 달러화 강세 및 유가하락이 

core PCE에 미치는 영향(단위 : %p)

자료 : U of Michigan                           자료 : Goldman Sachs(1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