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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FOMC 결과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및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1. 금융시장 반응

□ FOMC가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일부 정책결정문 변화*가 시장의 예상
보다 hawkish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면서 금리는 상승

*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이 미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인플레이션 하방압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표현 삭제. “현 금리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를 판
단”하겠다는 종전 표현 대신 “다음 회의시 금리 인상이 적절한지를 판단”하
겠다는 표현 추가 등

ㅇ 특히 미국채(10년물) 금리는 회의결과 발표 전부터 입찰(5년물) 부진 영향 등
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며 전일 종가대비 2~3bp 가량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발
표 직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6bp 상승 마감(상승폭이 가장 컸던 5년물은 10bp

상승, 16:30 현재)

ㅇ 주가는 정책결정문 내용이 일시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Apple

의 3/4분기 실적 호조 및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면
서 상승 마감

ㅇ 외환시장에서는 예상보다 hawkish한 정책결정문 내용의 영향으로 미달
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큰 폭 강세를 나타내었으며 상품시장에서 금가
격 하락요인으로 작용

- 원달러(NDF) 환율도 상승(10.27 1,137.7→ 10.28일 1,146.2, 원화 약세)

- 반면 유가는 지난주 원유 공급량 예상치 하회 소식 등의 영향으로 장초반 큰 폭 
상승 출발한 후 FOMC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횡보하며 마감

일중 뉴욕 금융시장 주요 가격지표 변화1)

2014말 15.9말 10/27 10/28 전일대비

미국채
(%)

Tsy, 2yr 0.66 0.63 0.62 0.71 +8.4bp

    10yr 2.17 2.04 2.04 2.10 +6.0bp

주식
(point)

DJIA 17,983 16,284.7 17,581 17,780 +1.1%

S&P500 2,080 1,920.0 2,066 2,090 +1.2%

외환
USD/EUR 1.2104 1.1177 1.1051 1.0923 -1.2%
JPY/USD 119.7 119.88 120.5 121.0 +0.5%
NDF,KRW/USD 1094.4 1,186.8 1137.7 1146.2 +0.8%

상품
WTI, U$/bbl 53.3 45.09 43.2 46.2 +6.9%
Gold, U$/oz 1182.0 1,115.1 1166.9 1156.2 -0.9%

주: 1) 뉴욕 16:30 기준  



2.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 정책결정문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가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downgrade)하
였지만 글로벌 경제 금융상황이 미국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미칠 부정적 영
향에 대한 표현을 삭제한 점, 다음 회의시 금리인상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
급한 점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상당히 hawkish하였다는 평가가 시
장의 중론

ㅇ다수의 시장참가자들이 12월 금리인상 여부가 FOMC 회의 전까지 발표될 물가 
및 고용 등의 지표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면서 향후 경제지표의 중요성을 강조

ㅇ정책결정문의 어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문 발표 이후 금리인상 공식 
전망을 즉각 변경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2016년 이후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투자은행들은 정책결정문 변화에 따른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
한 경계심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경제지표 개선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금리인상시점 전망을 유지

 <투자은행 주요 코멘트>

▪ (Goldman Sachs)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를 downgrade시켰지만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
려가 약화된 데다 특히 “얼마나 오랫동안 현 금리수준을 유지할지 여부”라는 표현 
대신 명시적으로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
에 비추어 이번 정책결정문은 명백히 hawkish하였음(12월 인상전망 유지)

▪ (JP Morgan) “다음 회의”에서의 정책변화 가능성을 이처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
은 1999년 이후 처음이며 이는 연준이 지표가 양호하다는 전제하에 12월 인상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시그널을 최대한 강하게 시사한 것임. 이를 포함한 정책결
정문의 일련의 변화는 시장의 금리인상시점에 대한 기대가 연준이 생각하는 바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해석됨
(12월 인상전망 유지)

▪ (Morgan Stanley)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에 대한 표현이 일부 수정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부 삭제된 점은 놀라움. 다음 회의시 금리인상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표가 양호할 경우 12월 인상의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됨. 이번 정책결정문 변화에 따라 12월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
으로 판단(12월 인상전망 유지)

▪ (UBS) FOMC가 경제전망에 대한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꾼 데다 글로벌 경제 ‧금융상황 
우려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다음 회의시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표현을 추
가함으로써 12월 금리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향후 실업률이 하락하고 기
저효과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12월에 정책금리가 인상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상정(12월 인상전망 유지)

▪ (BNP Paribas) 현재보다 경기 상황이 좋았던 6월 및 9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던 
연준이 지금은 12월 금리인상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
황은 연준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상의 난점과 정책 실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이
번 회의 결과로 정책의 지표 의존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연준이 기대하는 수준의 경
제지표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3월 인상 전망을 유지

▪ (Barclays) 기자회견 등이 없는 이번 회의에서 큰 폭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으
나 이번 정책결정문의 변화는 예상보다 hawkish하였음. 최근 몇주간 시장가격에 반
영된 금리인상 기대가 더욱 낮아진 상황에서 FOMC가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해 좀더 강한 시그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임. 이에 따라 앞으로 
물가 및 고용 등 경제지표가 12월 인상 여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다만 FOMC 내에서 의견이 나뉘어져 있어 인상시점을 뚜렷히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종전의 2016.3월 인상전망을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