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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최근 미국의 실물경제는 2월 소비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회복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 선행지표도 다소 엇갈리고 있음

 o 고용사정은 비농가취업자수가 시장예상치를 큰 폭 하회하며 회복세
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시간당 임금
이 상승하는 등 앞으로도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주택시장은 최근 한파의 영향 등으로 주택착공이 부진하였으나 주택
가격이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주택판매가 회복추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
회복과 함께 다소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o 물가는 근원물가가 소폭 상승하였지만 물가하락 추세가 근본적으로 
바꿔진 것은 아니며 향후 달러강세 및 완만한 경제성장세 등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에는 완만한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  

⇒ 최근 한파, 달러강세의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상
악화 등 일시적인 요인이 해소되고 고용사정이 개선되면서 향후 개인
소비 등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

□ 금융시장은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 우려 약화 등으로 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는 달러강세 지속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하락

o 최근 달러화 자산시장으로의 국제자금유입 가능성 및 완만한 미국경제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인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연준은 3월 FOMC 회의(3.17∼18일)에서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존의 판단
및 2015년중 수정 경제전망 등을 상당폭 하향조정하면서도 “금리인상
에 신중(patient)할 것”이라는 FG는 삭제

▪ 또한 4월 회의에서는 금리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언급하며 노동시장의 

추가적 개선 확인, 인플레이션의 중기 목표로의 수렴 확신 등을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신규 FG)으로 제시

▪ 최근의 경제상황과 연준이 정책금리 예상경로를 큰 폭 하향조정한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감안할 때 연준은 금년 9월 이후* 최초 정책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완만
한 인상경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

* 정책금리 인상의 두 가지 전제조건 중 물가가 연준의 목표수준인 2%로 수렴
할 것이라는 충분한 확신은 6월 FOMC 회의시까지 달성되지 않을 전망

□ 한편 정책금리 최초 인상시점보다는 인상경로, 최종 금리수준 등이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점에 유의하고 향후 경제 및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적극적인 대비가 긴요 

⇒ 향후 미 연준은 고용 및 물가 등 미국 경제상황 전개에 더욱 주목하는 
가운데 인상속도에 대한 분석 및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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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의 미국경제 동향

1  실물경제

① 경기 : 회복세 주춤

□ 최근 경기는 2월 소비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회복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

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 선행지표도 다소 엇갈리고 있음

 o 소득증가에도 저축률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으로 소비가 하락세로 전환
된 반면 경기선행지수는 상승세를 지속

9월 10월 11월 12월 15.1월 2월
▪제조업 수주(전월대비, %) -0.5 -0.7 -1.7 -3.5 -0.7 0.2
▪개인 소득(실질, 전월대비, %) 0.1 0.2 0.5 0.5 0.9 0.2
▪개인 저축률(%) 4.6 4.5 4.5 5.0 5.5 5.8
▪경기선행지수(전월대비, p) 0.6 0.6 0.3 0.4 0.2 0.2

 o 소비자신뢰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ISM 제조업지수가 
2013.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달러강세에 따른 수출주문 감소,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고용 감소 등 영향

 o 금년 1/4분기 GDP 성장률*은 다소 완만한 소비증가, 순수출 감소 등으
로 1% 내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FRB Atlanta real GDP forecast는 0.1% 수준을 전망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은행
들은 1% 내외 수준을 예상(Goldman Sachs 1.1%, JP Morgan 0.6%, 4.3일)

주요 실물경제 지표1)

                                                                      (전기대비, %)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실질 GDP 2.2 2.4 -2.1 4.6 5.0 2.2 - - - -
산업생산 2.9 4.2 3.3 4.2 4.6 4.8 -0.2 0.-0.3 0.1 ‥
소비(실질) 2.4 2.5 1.2 2.5 3.2 4.3 0.1 0.2 -0.1 ‥
ISM제조업지수 53.8 55.7 53.5 55.5 56.9 56.9 55.1 53.5 52.9 51.5
소비자신뢰지수2) 79.2 84.1 80.9 82.8 83.0 89.8 93.6 98.1 95.4 93.0
소비자신뢰지수3) 73.2 86.9 80.5 83.4 90.9 92.7 93.1 103.8 98.8 101.3

  

 주 : 1) 분기는 연율 또는 월평균(지수) 2) 미시건대 기준  3) Conference Board 기준

⇒ 최근 한파, 달러강세의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상악화 등 일시적인 요인이 해소되고 고용사정이 개선되면서 향후
개인소비 등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 1분기중 미달러 강세 등으로 인한 순수출 감소 또한 성장세 확대를 제약
(<참고 1> “최근 달러 강세가 미국 순수출 및 경제성장세에 미치는 영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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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최근 달러 강세가 미국 순수출 및 경제성장세에 미치는 영향

(최근 미 달러 강세와 미국의 순수출 동향)

□ 지난해 8월 이후 미 연준과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 등으로 미달러 강세
가 심화*되면서 수출 둔화가 지속되고 수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순수출 
마이너스 폭이 다소 확대

* 실질 무역가중 달러지수가 14.8~15.2월중 10% 절상

o 지난 8월 이후 수출증가폭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 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둔화되었으며 금년 1월에는 마이너스(전년동월대비 –1.7%)로 반전

o 내수 증가 등으로 수입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순수출의 마이너스 폭도 확
대(14.8월중: -39억불 → 12월중 –46억불 → 15.1월중 -42억불)

Real trade-weighted USD 미국 수출 추이 미국 순수출 추이

자료: FRB, U.S Census Breau, Bloomberg

o 국가별 수출입(1월중)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7.8%) 유로지역 및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상당 폭 증가(4.6%, 19.3%)

(최근 미 달러 강세와 미국내 금융시장 여건)

□ 시장에서는 장기평균 수준을 큰 폭 넘어선 최근의 달러강세가 저물가에 따
른 실질 Fed funds rate 상승 등과 함께 미국의 금융시장 여건 완화정도를 
급속히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Jp Morgan, 3.16일)

o ECB의 자산매입 실시 이후 추가적으로 달러강세가 확대되고 유가도 재차 

하락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내 수출기업 및 에너지관련 기업실적 악화 
기대 등으로 주가도 다소 하락 후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

미국 실질 실효환율 미국 금융여건지수(MCI) 유가 및 미달러화 지수

자료: JP Morgan(15.3월)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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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달러 강세시기의 경우)

□ 과거의 달러강세*는 대부분 미국경제의 강한 성장세와 함께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내수 증가 및 수입수요도 확대되어 미달러가치와 순수출과는 음의 상관
관계를 시현하였으며 또한 비석유류 수입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으로 수입
물가가 하락하며 근원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하였음(NBER 등, 15.2월)

* 95.7~98.8월(24%), 00.1~02.2월(13%), 08.7~09.3월(14%), 14.7월~최근(10%) 등으로 구분
** 미달러가 큰 폭 절상되고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던 1995~1998년중에는 수출이 큰 폭 감소

하고 수입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순수출이 연간 경제성장에 큰 폭 마이너스 기여

미달러(Real trade-weighted USD) 절상 시기별 주요 지표 변동
95.7월~98.8월 00.1월~02.2월 08.7월~09.3월 14.7월~현재

달러절상폭 24% 13% 14% 10%

GDP성장률(연) 2.7~4.5%
4.1%에서 하락

(recession 2001)
마이너스폭 

확대
2.4%

(13년대비 확대)

ISM 지표상
수출 및 수입주문

수출주문 큰폭 하락,
수입주문 상승

수출주문 
완만히 감소

수출, 수입주문 
동시하락(Great

Recession)

수출주문 
완만히 감소

순수출기여도
제로수준에서 

–1%p(연간)로 확대
00년 2~3분기 

마이너스폭 확대

순수출 마이너스폭 
축소, 성장 

플러스요인 작용

14.4분기 
마이너스폭 확대

Core PCE -0.5~-1.0%p 하락  비슷한 수준 유지 -1%p 하락 -0.2%p 하락

자료: NBER

(향후 달러강세가 성장에 미칠 영향)

□ 시장에서는 대체로 순수출이 GDP에 기여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
음에도 달러강세, 내수증가 및 오일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수출 증가폭을 넘어
서며 순수출을 감소시키고 결국은 경제성장세 확대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

* OECD도 10% 달러강세는 순수출 감소 등을 통해 성장률을 약 0.5%p 감소시키고 물가
도 0.3%p 하락 시킬 것으로 예상

□ 특히 달러강세가 기업실적 악화 우려에 따른 주가하락 등을 통해 금융시장 
완화정도를 축소시키는 등 의도하지 않은 긴축을 가져오는 경로를 통해서도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국 GDP대비 순수출 
기여도 추이

순수출이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미달러지수와 
미국기업의 해외 기업이익

자료: FRB, U.S Census Breau, Bloomberg

⇒ 과거에 비해 경기회복세가 다소 완만한 가운데도 향후 ECB 등과의 통화정책 
차별화 등으로 인해 달러강세가 더욱 심화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성장 및 물

가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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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사정 : 회복세 주춤

□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으로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시간당 임금
도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3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2.6만명 늘어나 
시장예상치(+24.5만명)를 큰 폭 하회하는 등 노동시장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

* <참고 2> “3월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평가” 참조 

o 민간부문의 취업자수가 12.9만명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문은 0.3만명 감소

o 실업률은 신규 취업자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62.8%→62.7%)함에 따라 전월 수준을 유지(5.5%, 2008.5월 이후 최저)

o 다만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은 상승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며(0.1% →

0.3%)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전월 보다 소폭 감소(34.6시간 → 34.5시간)

10월 11월 12월 15.1월 2월 3월
▪비농가취업자수 증가(만명) 22.1 42.3 32.9 20.1 26.4 12.6
▪실업률(%) 5.7 5.8 5.6 5.7 5.5 5.5
▪경제활동참가율(%) 62.8 62.9 62.7 62.9 62.8 62.7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m/m) 0.2 0.4 -0.2 0.5 0.1 0.3
▪주당 평균 노동시간(시간) 34.6 34.6 34.6 34.6 34.6 34.5

□ 3월 평균(4주 이동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자수는 위기 이후 최저수준으
로까지 감소(30.5만명 → 28.6만명)

2월1주 2주 3주 4주 3월1주 2주 3주 4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자수(천명) 302 285 308 327 293 293 288 268

고용사정
                              (고용 및 실업률)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자수)

자료 : BLS 주: 음영은 경기하강기

⇒ 고용사정은 비농가취업자수가 시장예상치를 큰 폭 하회하며 회복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었으나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등 앞으로도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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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3월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평가

□ 시간당 평균임금이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 헤드라인 취업자수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고 직전 2개월 취업자수도 하향조정된 점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고용지
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음

  o 부진의 원인으로는 최근 여타 경제지표 부진과 같은 맥락에서 기조적 고용증
가 둔화 조짐이 있다는 견해, 저유가의 전이효과 약화에 따른 현상이라는 견해 
및 기상 악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 등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

  o 한편 금번 고용지표의 부진으로 6월 금리인상을 주장하던 일부 투자은행들이 
지표 발표직후 금리인상시기 전망을 9월로 조정하였고 기존에 9월 이후를 예상
하던 시장참가자들은 전망을 변경하지는 않으면서도 금리인상이 지연될 리스크
가 커졌다는 견해를 제기

(JP Morgan) 이번 고용지표 부진으로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으로 판단됨
에 따라 최초인상시기는 9월이 될 것으로 전망을 변경(종전 전망은 6월). 특히 노
동시장의 outperformance가 종료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한 
논란의 초점은 9월 인상조차 너무 이른 것이 아닌지 여부로 옮겨질 것임. 고용 
서베이 주간의 날씨가 평년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헤드
라인 취업자수 부진에 대한 날씨의 영향은 서베이 시점에서의 직접 효과보다는 
그 이전의 기상 악화로 건설 및 외식 부문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간
접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Goldman Sachs) 시간당 평균임금 예상치 상회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부진한 지표
로 평가. 9월 금리인상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번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상
시기가 늦춰질 리스크가 더욱 높아졌음

(Barclays) 1/4분기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이 19.7만명으로 지난해 4/4분기의 31.7만
명에 비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저유가의 경기개선 효과가 1/4분기에 약화될 
것이라는 당사 전망에 부합하는 변화임. 그러나 3월 지표 부진을 새로운 추세
의 시작으로 보지는 않으며 금년 잔여기간중 20.0~22.5만명 정도의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한편 임금상승은 금리인상의 선행조건은 아니지만 연준의 
인상 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라 9월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

(UBS) 날씨의 영향이 취업자수를 약 5만명 축소시키고 주당 노동시간에도 부정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그러나 실업급여청구건수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는 데 비추어 이번 지표 부진을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향후 해고율
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소비지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BoA Merrill Lynch) 1개월치의 지표 부진에 민감해 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고용지
표는 최근의 여타 경제지표 부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한편 건설 및 레져 
업종의 부진과 가계서베이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날씨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원유 관련 업종의 감소세 지속(1.1만명 감소)도 부진 요인으로 
작용. 9월 금리인상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만(only if the data accelerate) 실현가능할 것으로 예상

     * 날씨 영향으로 일하지 못한 근로자수가 18.2만명으로 과거 3월 평균치를 약 4만명 상회

(Morgan Stanley) 이번 고용지표 부진은 날씨의 악영향과 함께 기조적인 고용증가 
추세의 둔화가 반영된 결과임. 실업률이 소수점 둘째자리를 기준으로는 하락*

하였으나 이는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라는 부정적 요인(wrong reason)에 기인
     * 2월 5.54%→ 3월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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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시장 : 완만한 회복세 지속

□ 1월 20대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S&P의 Case-Shiller지수, 계절조정 기준)이 전
년 동월대비 4.6% 상승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0.9% 상승

o 반면 2월 기존 주택가격(중위수) 은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신규 주택
가격은 하락(기존 2.5%, 신규 –4.8%)

S&P 20대 도시 평균 주택가격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중위수)

  자료 : S&P    자료 : 상무부, NAR

□ 2월중 기존주택 판매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신규주택 및 잠정주택 판매는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주택관련 거래가 개선되는 모습

o 주택착공은 한파의 영향 등으로 큰 폭 감소하였으나 주택허가건수는 
상승 전환

(전월대비, %)
9월 10월 11월 12월 15.1월 2월

▪기존주택판매 2.0 1.2 -4.1 2.4 -4.9 1.2
▪신규주택판매 1.8 2.9 -4.5 6.9 4.4 7.8
▪잠정주택판매 0.7 -0.1 0.4 -1.5 1.2 3.1
▪주택허가건수 1.7 6.1 -3.8 0.0 0.0 4.0
▪주택착공호수 6.7 6.2 -7.1 6.5 0.0 -17.0

신규 및 기존 주택판매 잠정 주택판매, 주택 허가 및 착공

 자료 : 상무부, NAR

⇒ 최근 한파의 영향 등으로 주택착공이 부진하였으나 주택가격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주택판매가 회복추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회복과 함께 
다소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3월 FOMC 회의 정책결정문상에서도 주택시장이 다소 완만한(slow) 회복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15.3월, FOMC 정책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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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가 : 근원 물가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

□ 2월 근원PCE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전월(1.33%)보다 소폭 상승*
(1.37%)

* 근원물가가 시장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례적인 상품가격의 상승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만한 물가상승의 추세가 근본적으로 바꿔진 것은 아니며 향후 달러강세,
완만한 경제성장세 등에 따라 근원물가는 금년 상반기중 다소의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BNP Pariba,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 3.24일)

o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의료서비스 가격 하락에도 에너지가격 
상승세 전환, 상품가격 및 집세 상승 등으로 하락세를 멈춤(-0.1% → 0.0%)

(전년동월대비, %)
9월 10월 11월 12월 15.1월 2월

▪근원PCE 물가 1.5 1.5 1.4 1.34 1.33 1.37
(0.1) (0.3) (0.1) (0.0) (0.1) (0.1)

▪PCE 물가 1.4 1.4 1.2 0.8 0.2 0.3
(0.1) (0.0) (-0.2) (-0.2) (-0.4) (0.2)

▪소비자물가 1.7 1.7 1.3 0.8 -0.1 0.0
(0.1) (0.1) (-0.3) (-0.3) (-0.7) (0.2)

 주 : (  ) 내는 전월대비(%)

□ 3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5년 기준)은 다시 2.8%로 상승(2.7%

→ 2.8%) 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전월 보다 소폭 상승(2.8% → 3.0%)

o BEI(Break-Even Inflation Rate, 일반 국채금리와 물가연동 국채금리간 차이)는 유가
등락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전월보다 6bp 하락한 1.58%를 나타냄

9월 10월 11월 12월 15.1월 2월 3월
▪BEI1),2)(%) 1.64 1.57 1.40 1.21 1.38 1.64 1.58
  주 : 1) 월말 기준       2) 국채 5년물 – TIPS 5년물

물가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 BEA   주: 점선은 2000년 이후 평균
자료: 미시건대 서베이

⇒ 최근 근원물가가 소폭 상승하였지만 물가하락 추세가 근본적으로 
바꿔진 것은 아니며 향후 달러강세 및 완만한 경제성장세 등에 따라
근원물가는 금년 상반기중에는 완만한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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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시장

① 금리 : 하락

□ 최근 시장금리(국채 10년)는 2월 고용지표 호조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ECB

의 국채매입 개시,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기대 약화* 및 미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다소 하락(2월말 1.99 → 4.3일 1.84, -15bp)

* 3월 FOMC회의 결과 위원들의 정책금리 전망치가 큰 폭 하향조정(1.125% → 0.625%,

‘15년말 중심값)되고 경제상황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도 후퇴(3.18일)

o 향후 정책금리 기대를 보다 잘 반영하는 2년물 금리도 다소 하락
(2월말 0.62 → 4.3일 0.53, -9bp)

10월말 11월말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4.3일
￭ 국채 10년물(%) 2.33 2.16 2.17 1.64 1.99 1.92 1.84
￭       2년물(%) 0.49 0.47 0.66 0.45 0.62 0.56 0.53

□ 단기금융시장 유동성 지표인 TED 스프레드(3개월물 Libor - T-bill 수익률)는 
안정세를 지속하였으며 회사채 스프레드는 상승 전환

10월말 11월말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4.3일
▪회사채 스프레드1)(bp) 104 110 118 126 114 121 119
   주 : 1) 투자등급 회사채의 정부채 대비 스프레드

국채금리 TED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② 주가 : 하락

□ 주가(다우존스)는 미달러 강세에 따른 기업실적 우려 등으로 하락 하였다
가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소 반등 한 후 월말들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 되며 재차 하락(2월말 18,133 → 4.3일 17,763 –2.0%)

*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10개국이 예맨지역 시아파 반군에 대한 공습을 감행(3.26일)

o 주가 변동성지수(VIX)도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등으로 소폭 상승(2월말 

13.3 → 15.4.3일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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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11월말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4.3일
￭ 다우존스 17,391 17,828 17,823 17,165 18,133 17,776 17,763
￭ 나스닥 4,631 4,792 4,736 4,635 4,964 4,901 4,887

주가지수 VIX

자료: Bloomberg

③ 美 달러화 : 강세 지속

□ 미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지속한 반면 엔화에 대해서는 소폭
의 약세로 전환

o 유로화에 대해서는 미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 우려 완화로 3월 FOMC회
의 이후 급격한 강세 추세가 다소 진정

─ 다만 미달러화 자산시장으로의 유로지역 자금 유입*
(자금 플로우) 및 완만

한 미 경기회복세(펀더멘털)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인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2월말 1.120 → 4.3일 1.098, +2.0%)

* <참고 3> “미달러화 자산시장으로의 국제자금흐름 동향 및 전망” 참조 

o 엔화에 대해서도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 등으로 강세를 지속하다 미 경제
지표 부진 등에 따라 소폭 약세로 돌아섬(2월말 119.6 → 4.3일 119.0, -0.5%)

10월말 11월말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4.3일
￭ 달러/유로 1.253 1.245 1.210 1.129 1.120 1.073 1.098
￭ 엔/달러  112.3 118.6 119.8 117.5 119.6 120.1 119.0

미 달러화 환율 달러 인덱스

자료: Bloomberg



- 10/14 -

 <참고 3>

미달러화 자산시장으로의 국제자금흐름 동향 및 전망

(최근 국제자금흐름 동향)

□ 연준과 여타지역 중앙은행간 통화정책기조 차이(policy divergence) 확대 기대,

달러화 강세추세 등을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추구 등을 위한 미달

러화자산 시장으로의 국제자금유입이 확대되는 움직임

o 달러화 자산시장 자금유입은 ⅰ) 미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자금 회수

(repatriation)와 ⅱ) 해외투자자들의 달러화자산 순매입(net buying) 증가의 형

태로 나타나는데, 두 흐름 모두 2014년말 이후 증가하는 모습

o 특히, ECB의 QE프로그램 확대 발표(1.22일) 이후 미-유럽간 정책기조 차이가 

부각되면서 미 채권펀드로의 자금유입* 증가가 두드러짐

* ECB의 QE확대 발표 후 1개월간 미 채권펀드유입규모는 400억달러(회사채 펀드 

150억달러) 수준으로 2014년 이후 월단위로 최대 규모 유입

미달러화시장 
자금유입 추이 

미국투자자들의 
해외자금회수 추이

해외투자자들의
미국 자금유입 추이

주: 1) 직전 1주 유출입 합계
자료: BIS

주: 1) 직전 4개월 유출입 합계
자료: Citi

주: 1) 직전 1년 유출입 합계
자료: Citi

□ 지역별로는 ECB의 QE확대 이후 유럽 경기부양 기대를 배경으로 유입이 증가

하였던 유로화 자산수요중 유로화 채권펀드로부터의 수요 이동(spill-over) 효과

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BIS)

 o ECB의 QE확대 발표가 있었던 1월중 유로존으로의 해외투자자금 유입은 대

부분 ECB의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한 주식투자자금 유입(+493억유로)이었던 반

면 채권부문은 오히려 순유출(-197억유로)

□ 또한 일부 신흥시장국(브라질, 러시아 등)의 불안으로 해외투자자들의 EM 고수
익 자산으로의 자금유입이 다소 주춤하였던 점도 달러화자산으로의 수익률 
추구(search for yield) 투자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BIS)

o 다만, EM내에서도 국별 경제·금융여건의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EM 국별로

는 자금유출입이 차별화되는 현상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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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시장 
자금유입 추이 

유로화 채권시장 
자금유출입 추이

유로화 주식시장 
자금유출입 추이

주: 1) 직전 1주 유출입 합계
자료: BIS

주: 1) 직전 4개월 유출입 합계
자료: Nomura, ECB

주: 1) 직전 1년 유출입 합계
자료: Nomura, ECB

(향후 국제자금흐름 및 미달러 강세 전망)

□ 국제자금이동은 변동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으나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미국-여타지역간 정책기조 차이가 더욱 확대될 경우 수익률 추구 목적

의 달러화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으로의 자금유입 증가세도 지속될 전망

o 유로화자산으로부터의 수요 이동 유인은 (-)수익률, QE유동성에 따른 유로화 
약세압력 등을 배경으로 채권부문을 중심으로 당분간 견조*할 전망

* 최근 일부 real money들의 유로화자산으로부터 달러화자산으로의 자산배분조정
(currency reallocation)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언(IB)되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음

o 다만 EM지역 전체로부터 미국으로의 자금유입폭은 일부 EM 취약국 불안이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질 경우 미달러화 자산 수요의 증가요인이 될 수 있으
나 EM국간 차별화 심화에 따라 크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향후 미달러화는 이러한 자금 플로우 측면 및 미국경제의 펀더멘털 측면

을 고려해 보았을 때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대비 비교적 완만한(제한적) 강세

를 보일 것으로 예상

o 역사적으로 미국경제 성장세가 강할 경우 미달러는 큰 폭의 강세를 시현*하
였는데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견조하지 못하고 또한 저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연준의 빠른 금리인상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Barclays, 15.3월)

* 한편 많은 기관들은 현 달러화 수준이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을 상당 폭 선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하면서 금년중 달러-유로간 parity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전망을 수정하는 분위기

미국 GDP갭과 달러 환율 유로지역 GDP갭과 유로 환율

자료: Barc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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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준 통화정책

□ 연준은 3월 FOMC 회의(3.17∼18일)에서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존의 판단
을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2015년중 수정 경제전망도 상당폭 하향조정하
면서도 “금리인상에 신중(patient)할 것”이라는 FG는 삭제

* 견조한 성장세(expanding at a solid pace) → 성장세가 다소 주춤(economic growth

has moderated somewhat)

o 또한 4월 회의에서는 금리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언급하며 노동
시장의 추가적 개선 확인, 인플레이션의 중기 목표로의 수렴 확신 등을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신규 FG)으로 제시   

□ 시장에서는 경제전망에서의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치와 함께 페
더럴펀드 금리 전망(dot plot) 중심치가 큰 폭 하향조정*된 점이 부각되면
서 당초 예상보다 dovish한 결과였다고 평가

* 2015년말 1.125% → 0.625%(Δ50bp), 16년말 2.500% → 1.875%(Δ62.5bp)

□ 최근의 경제상황과 연준이 정책금리 예상경로를 큰 폭 하향조정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연준은 금년 9월 이후 최초 정책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완만한 인상경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

 * <참고 4> “최근 연준의 경제전망 하향조정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참조 

** “... I expect that conditions may warrant an increase in the federal funds rate target later

this year. ... generally anticipate that a gradual rise in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over the next few years.“(Yellen 연준의장, FRB San Fransisco 연설, 3.27일)

  o 정책금리 인상의 두 가지 전제조건 중 물가가 연준의 목표수준인 2%로 
수렴할 것이라는 충분한 확신(resonable confidence)은 6월 FOMC 회의시
까지 달성되지 않을 전망*

*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등의 근원 PCE로의 파급, 여전히 부진한 임금
상승률 및 유가하락에 따른 시장지표에 반영된 낮은 기대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

  o 한편 정책금리 최초 인상시점보다는 인상경로, 최종 금리수준 등이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점에 유의하고 향후 경제 및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적극적인 대비가 긴요 

⇒ 향후 미 연준은 고용 및 물가 등 미국 경제상황 전개에 더욱 주목하
는 가운데 인상속도에 대한 분석 및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
한 커뮤니케이션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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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최근 연준의 경제전망 하향조정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① 정책금리 최초 인상시점에 대한 영향

□ [연준의 평가] 지난 3월 FOMC 회의 이후 연준의 고위인사들이 금년 6월부
터는 정책금리 인상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

 ㅇ Fischer 연준 부의장은 금년말 이전에는 정책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
만 정확한 시점은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및 금융시장 상황 등에 달려있다
고 언급함으로써 원론적 입장을 견지(3.23일)

 ㅇ Lockhart(Voter) 애틀란타 연준 총재는 6월, 7월 또는 9월 FOMC 회의중 어
느 한 회의에서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3.25일)

   ― 아울러 지속적인 달러화 강세가 물가상승률과 수출을 둔화시키는 등 미
국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 결
정적인 변수(game-changer)는 아니라고 덧붙임

 ㅇ Williams(Voter)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도 금년 중반부터는 정책금리 인상
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3.23일)

   ― 또한 현재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논의는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제로금
리 정책이 더 이상 적절치 않은 점을 감안한 측면이 강함

□ [시장의 평가] 연준이 경제전망과 정책금리 인상 전망을 동시에 하향조정함
에 따라 정책금리 최초 인상시점에 관한 시장의 전망도 금년 6월에서 9월
로 조정되는 분위기

 ㅇ Goldman Sachs가 3월 FOMC 회의 직후 federal funds futures 금리 등에 내
재된 정책금리 최초 인상시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년 6월 인상 확률은 
29%로 대폭 하락한 반면 9월 인상 가능성은 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그동안 금년 6월 인상 가능성을 줄곧 예상해왔던 Barclays가 9월 인상으로 
바꾼 데 이어 JP Morgan도 6월 인상 전망을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9월 인
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입장으로 선회

 ㅇ 특히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연준의 6월 금리인상을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달러화 강세를 지목하는 가운데 물가를 비롯한 여타 경제지표들
도 금리인상을 뒷받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Nomura 등) 

정책금리 최초 인상시점 전망 금융시장 여건지수

자료 : Goldman Sachs(3.19일)  자료 : Goldman Sachs(3.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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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금리 인상속도에 대한 영향

□ [연준의 평가] 3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책금리 
전망을 62.5bp 및 50bp 각각 하향조정함으로 향후 정책금리 인상경로가 완
만할 것임을 시사

 ㅇ 정책금리 인상시 조정폭이 25bp라고 가정할 때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각
각 5회씩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그동안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은 부진한 물가상승률 및 경기회복세 
위축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완만하게 정책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온 바 있음

□ 그러나 연준은 정책금리 인상경로의 변동성은 오히려 다소 확대될 여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인식

 ㅇ 지난해 12월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Yellen 의장은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지난 2004~2006년의 금리인상기에 활용되었던 ‘완만한 속
도(measured pace)’* 방식이 다시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언급

* 매 FOMC 회의시마다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

 ㅇ 아울러 Fischer 부의장도 향후 경제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정책금
리 인상경로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3.23일) 

□ [시장의 평가] 3월 FOMC 회의 직후 시장에서도 연준의 조정내용을 감안하
여 정책금리 인상경로를 상당폭 하향조정 

 ㅇ 이에 따라 향후 정책금리 인상경로에 대한 연준과 시장 전망치간의 갭이 
종전보다 크게 확대

 ㅇ Nomura는 이러한 갭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로 ①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인
식의 차이 및 ② 연준 반응함수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지적

   ① 향후 경기둔화 및 물가부진에 대해 시장이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② 아울러 시장은 향후 경제가 연준의 전망대로 성장세를 유지하더라도 이에 
맞추어 실제로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한편 시장에서는 자연실업률이 하향조정(5.2~5.5% → 5.0~5.2%)된 점 및 실업률
의 급격한 개선세가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경로를 낮추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정책금리 인상경로(연준) 정책금리 인상경로(연준 및 시장)

자료 : Goldman Sachs(3.19일)  자료 : Goldman Sachs(3.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