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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en 의장 미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1. 금융시장 반응

□ 3월 FOMC에서 금리인상에 관한 “patient” 문구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forward guidance의 변화가 반드시 일정기간 

내의 금리인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증언내용 등으로 조기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약화되면서 금리는 하락, 주가는 상승하였고 미달러화는 주

요 통화 대비 약보합

ㅇ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증언문 공개 직후에는 2.103%까지 상승하였으나 증언

이 진행됨에 따라 증언 내용 자체가 연준의 정책기조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

다는 안도감이 확대된 가운데 대기성 월말 매입수요 유입 등으로 하락폭이 확

대되어 전일 대비 약 8bp 하락

◾ 만기별로는 7년 만기를 중심으로 대체로 긴 만기 구간의 금리가 짧은 만기 구

간 금리보다 큰 폭 하락

□ 외환시장에서는 미달러화가 주요 통화대비 약보합세를 나타내었고 상품시

장에서 유가가 공급 조정기대 약화 등으로 하락하는 한편 금가격은 제한

적 변동을 보인 가운데 약보합

금일중 뉴욕 금융시장 주요 가격지표 변화

2014말 15.1말 2/23 2/24 전일대비 전월말비 전년말비

미국채
(%, %p)

 Tsy, 2yr 0.66 0.45 0.60 0.55 -0.05 0.10 -0.11

     10yr 2.17 1.64 2.06 1.98 -0.08 0.34 -0.20

주식
(point)

DJIA 17,983.1 17,165.0 18,116.8 18,209.2 92.3 1,044.2 226.1

S&P500 2,080.4 1,995.0 2,109.7 2,115.5 5.8 120.5 35.1

외환

USD/EUR 1.2104 1.1291 1.1335 1.1343 0.0008 0.0052 -0.0761

JPY/USD 119.74 117.49 118.81 118.90 0.09 1.41 -0.84

NDF,KRW/USD 1,094.4 1,104.2 1,110.3 1,107.0 -3.4 2.8 12.5

상품
 WTI, U$/bbl 53.27 48.24 49.45 49.12 -0.33 0.88 -4.15

Gold, U$/oz 1,182.0 1,283.8 1,201.6 1,200.1 -1.5 -83.7 18.1

주: 뉴욕 현지시각 16:30 기준



2. 증언 내용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 Yellen 의장의 금리인상 이전에 forward guidance를 수정할 것이라는 언급은 

3월 FOMC에서 금리인상에 관한 “patient”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다수

ㅇ그러나 이러한 기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forward guidance의 수정이 특정 시

점에서의 금리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증언 내

용이 예상보다 덜 hawkish하였다는 평가가 근소한 우세를 보임

*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a modification of the forward guidance should not be read
as indicating that the Committee will necessarily increase the target range in a couple of
meetings. Instead the modific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reflecting the Committee’s judgment
that conditions have improved to the point where it will soon be the case that a change in
the target range could be warranted at any meeting.”

◾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3월에 “patient”가 삭제되더라도 이는 통화정책의 지표 의존

성을 제고하기 위한 변화일 뿐이며 이에 따라 정책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으나 이에 따라 6월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 다른 시장참가자들은 forward guidance 변경 가능성이 시사된 것 외에 물가상승

률에 대한 우려가 깊지 않은 점, 세계경제의 긍정적 요소들을 언급한 점 등이 금

리인상이 임박하였음을 나타낸다고 평가

<투자은행 주요 코멘트>

▪ (Goldman Sachs) “patient”의 삭제가 반드시 이후 두 번째 회의안에 금리를 인상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증언 내용에 비추어 3월 회의에서 동 문구의 수
정이 이루어지더라도 6월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아님

▪ (Morgan Stanley) 1월 FOMC 의사록과 마찬가지로 이번 증언도 금리인상을 시작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선세 지속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추세 전환을 보여
주는 구체적 지표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였음. 3월 회의에서 
“patient” 문구를 삭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6월 금리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임

▪ (Citi) 금일 증언내용은 3월 FOMC에서 “patient”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사전조치
로 보이며 금리인상과 관련된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지표의존성을 강조하
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됨. 이로 인해 금리인상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Deutsche) 인플레이션 하락요인(주로 유가하락 등 일시적 요인)에 관한 평가에 
비추어 연준이 이를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 Forward 
guidance 변경 언급은 다음 회의에서 연준이 이를 변경할 것임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함. 또한 이번 증언은 연준이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시기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음

▪ (UBS) 국내 경제여건에 초점을 두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평가한 점 등은 연준이 금리 정상화를 시작함에 있어 인내심을 갖지 않을 것임을 
시사. Forward guidance와 관련한 언급들은 Yellen 의장이 “patient” 문구를 삭제
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것이 금리인상의 시점과 관련된 공언으
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