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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C 결과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및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1. 금융시장 반응

□ FOMC가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정책결정문*과 금리경로 전망(dot

plot)을 포함한 경제전망(SEP) 조정내용** 등이 모두 시장의 예상보다 
dovish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면서 금리는 큰 폭 하락

*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이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인플레이션 하방압력을 확대
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에서 평가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추가 하락

** dot plot 전망 중심치 변화(’15.6월 FOMC→금번 FOMC)

’15년말: 0.625%→ 0.375%, ’16년말: 1.625%→ 1.375%
’17년말: 2.875%→ 2.625%, ’18년말: 3.375%(최초), long term: 3.750%→ 3.500%

ㅇ 특히 미국채(10년물) 금리는 회의결과 발표 3~40분전부터 매수 우위를 보이며 
전일 종가대비 3~4bp 가량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발표 직후 하락폭을 크게 확
대하면서 10bp 하락(2년물은 13bp 하락, 16:30 현재)

ㅇ 주가 또한 정책결정문 발표 후 일시적 상승세를 보였지만 기자회견중 
Yellen 의장이 중국 및 신흥국 동향을 주시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
급하면서 글로벌 성장둔화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하락 전환

ㅇ 외환시장에서도 예상보다 dovish한 정책결과 발표로 미달러화가 주요 통
화 대비 큰 폭 약세를 보였으며 금가격도 상승

- 원달러 환율은 하락(9.16 1,171.6→ 9.17일 1,168.2)

- 반면 유가는 글로벌 경제성장 관련 우려가 강조된 기자회견 내용과 OPEC의 원유
선적 증가 소식 등 수급 기대 악화의 영향을 받으며 전일 종가대비 하락

일중 뉴욕 금융시장 주요 가격지표 변화1)

2014말 15.8말 9/16 9/17 전일대비

미국채
(%)

Tsy, 2yr 0.66 0.74 0.81 0.68 -12.9bp

    10yr 2.17 2.22 2.29 2.20 -9.8bp

주식
(point)

DJIA 17,983 16,643.0 16,740 16,675 -0.4%

S&P500 2,080 1,988.9 1,995 1,990 -0.3%

외환
USD/EUR 1.2104 1.1211 1.1290 1.1423 +1.2%
JPY/USD 119.7 121.23 120.6 120.0 -0.5%
NDF,KRW/USD 1094.4 1,183.7 1171.6 1168.2 -0.3%

상품
WTI, U$/bbl 53.3 49.20 47.2 46.8 -0.7%
Gold, U$/oz 1182.0 1,134.8 1119.5 1131.3 +1.1%

주: 1) 뉴욕 16:30 기준  



2.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 정책결정문상의 미국내 경기상황 판단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중국 및 여타 
신흥국 경제 금융상황이 미국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
조한 점, dot plot이 하향조정된 점 등 금리동결 조치 외에도 전체적인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상당히 dovish하였다는 평가가 시장의 중론

ㅇ이에 따라 9월 인상을 주장하였던 투자은행* 일부가 즉각 최초 금리인상 시
점을 수정하여 발표하는 등 상당수 기관들이 인상 시점 전망과 관련한 추가
적인 논의를 서두르는 움직임

* BoA, JP Morgan, Citi, Wells Fargo, UBS, SG 중 BoA와 UBS가 금년 12월로 변경

ㅇ다만 dot plot 상으로 17명의 위원중 13명의 위원이 여전히 연내 금리인상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는 상존

□ Yellen 의장의 기자회견은 정책결정문 및 경기전망 내용과 대체로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나 정책결정문상의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이 중국 및 신흥국 관련 
우려를 나타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다소 
확대시키기도 하였음

 <투자은행 주요 코멘트>

▪ (Goldman Sachs) 글로벌 경제 ‧금융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정책결정문 뿐만 아니
라 dot plot 하방 이동, Core PCE 및 자연실업률 전망치 하향조정 등 전망변화 내용
도 예상보다 dovish하였음

▪ (BoA) 글로벌 경제‧금융상황이 미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점과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더욱 낮아졌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예상보다 
매우 dovish하였다고 평가되며 이에 따라 금리인상 시점을 12월로 연기. 다만 이후 
인상속도는 시장의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

▪ (Barclays) Dot plot 상으로 여전히 대다수의 위원들이 연내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있
는 만큼 향후 FOMC가 12월 금리인상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인플레이
션 기대가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연내 금리인상이 점차 배제될 것으로 전망(2016.3
월 인상전망 유지)

▪ (BNP Paribas) 페더럴펀드 금리 동결 조치 외에도 글로벌 경제‧금융 상황 불안 등을 
강조한 정책결정문과 dot plot을 비롯한 경제전망치 조정 내용 등이 모두 압도적으로 
dovish한 정책 시그널을 전달하고 있음

▪ (Citi) 성장률, 인플레이션 및 자연실업률의 하향조정과 정책결정문 표현 변화 등은 
이번 금리인상 싸이클의 최종 금리가 종전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며 인상 속도도 훨
씬 느릴 것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강세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다만 정책
결정문상에 드러난 FOMC의 경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약하다는 점은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UBS) FOMC가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글로벌 경제‧금융상황을 언급함에 따
라 동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연내 금리인상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을 갖게 됨. 다
만 2015년 dot plot 상으로 13명의 위원이 연내 1회 이상의 금리인상을 전망한 점 등
에 근거하여 연내 1회의 금리인상이 1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변경(종전 9월 
인상 전망)

▪ (RBC) FOMC 전망에 따르면 미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인데 최근 5년중 3년은 성장
률이 이를 상회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중립수준으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일관성의 부재라고 평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