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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FOMC 결과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및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1. 금융시장 반응

□ 미 국내 경기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이 다소 약화된 점,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에 대한 연준의 관심 수위가 높아진 점 등이 통화정책 전망 측면에서 
dovish한 것으로 평가됨과 동시에 위험선호 심리에는 부정적(risk-off)으로 
작용하면서 금리와 주가의 하락요인*으로 작용

* 전일 종가대비 금리 소폭 상승(발표전 대비로는 하락), 주가 큰 폭 하락

ㅇ 미국채(10년물) 금리는 회의결과 발표 전 경계감, 유가 상승 및 국채 입찰 
부진 등을 반영하며 전일 대비 5bp 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발표 후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며 소폭 상승 마감(7년물 이하 금리는 전일대비 소폭 하락)

ㅇ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회의결과 발표 이후 큰 폭의 하락으로 반전

ㅇ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소폭 약세를 나타내었으며 상품시장
에서는 회의결과 발표 후 안전자산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금가격이 상승

- 유가는 미 원유생산업체 투자 예산 감축 소식, 러시아 감산 논의 가능성 보도(Tass 통
신)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후 FOMC 결과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마감

일중 뉴욕 금융시장 주요 가격지표 변화1)

2014말 15.12말 1/26 1/27 전일대비
미국채
(%)

Tsy, 2yr 0.66 1.05 0.85 0.84 -1.3bp
    10yr 2.17 2.27 1.99 2.00 +0.5bp

주식
(point)

DJIA 17,983 17,603.9 16,167 15,944 -1.4%
S&P500 2,080 2,063.4 1,904 1,883 -1.1%

외환
USD/EUR 1.2104 1.0856 1.0870 1.0892 +0.2%
JPY/USD 119.7 120.6 118.4 118.7 +0.2%
NDF,KRW/USD 1094.4 1,176.0 1199.7 1209.0 +0.8%

상품 WTI, U$/bbl 53.3 37.0 31.5 32.1 +2.0%
Gold, U$/oz 1182.0 1,061.4 1119.9 1124.9 +0.4%

주: 1) 뉴욕 16:50 기준  

o 한국지표의 경우 FOMC 결정 이후 원/달러 NDF 환율이 다소 상승하고 한국기업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위험회피 흐름의 영향이 있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

원/달러 NDF 환율(1개월물, 원) CDS 프리미엄(5년물, bp) 한국기업1) 주가 일중 변동

 

종목명 변동률(%)
포스코 -2.9

SK텔레콤 -0.5
KT -0.9

한국전력 -1.4
국민은행 -1.1
신한은행 -1.3
우리은행 +0.8

   주: 1) 뉴욕 상장 기업



2.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 미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다소 약화(downgrade)된 데다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언급한 점이 주목을 받으
면서 전체적인 정책 메시지 기조는 예상에 부합하거나 다소 dovish하였다는 
평가가 중론

ㅇ향후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견해가 일부에
서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기존의 전망을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제 전망 관련 리스크 및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 불안의 영향에 대한 언급
을 유보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 경제지표 동향 및 추후 
있을 Yellen 의장의 의회 증언(2.10~11)을 주목할 필요가 높아졌다는 관망적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투자은행 주요 코멘트>

▪ (JP Morgan) 정책결정문은 대체로 예상에 부합. 글로벌 전망 관련 불확실성의 영
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함이며 동 영향에 대한 판단은 향
후 국내 경제지표 동향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 따라서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여
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지만 현재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만큼 경제지표가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에 따라 기존의 6월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

▪ (Goldman Sachs) FOMC가 최근 금융상황의 악화(tightening) 및 글로벌 리스크 증
대를 인지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경제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
였음. 그러나 금융시장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3월에 금리를 인
상할 것으로 예상

▪ (Morgan Stanley) 경제전망의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표현 및 인플레이
션 목표 달성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한 점 등이 주목
할 만한 점이며 현실적으로 3월 금리인상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시장은 
연준의 정책실패 시나리오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some residual risk)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준은 시장 견해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확실히 반박하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임(6월 인상 전망 유지)

▪ (BoA Merrill Lynch) 이번 정책결정문은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가
하는 등 다소 dovish하였지만 여전히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열어 두면서 
wait-and-see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임. 이번 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
리고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2.10~11일 예정된 Yellen의장의 의회 증언
(Humphrey-Hawkins)에 시장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임(6월 인상 전망 유지)

▪ (Citi) 금번 정책결정문은 미국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downgrade하면서 국제 
경제 및 금융 상황의 중요성을 upgrade한 점이 주목됨. 전망 관련 리스크의 균형
(balance of risks to the outlook)에 대한 기술을 삭제한 부분은 FOMC가 최근 국
제 경제 ‧금융 상황의 불안이 전망에 미칠 영향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을 시사
(3월 인상 전망 유지)

▪ (UBS) 성장 둔화 및 저인플레이션 상황을 언급하였으나 (29일 발표 예정인 4/4분
기 GDP 속보치의 부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재고투자 및 순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돌린 것으로 보아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한편 글로
벌 경제 및 금융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은 통상적인 의미
를 넘어 연준이 현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 향후 FOMC는 지표의존
적인 성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실물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에 
비추어 금리인상 경로에 대한 기존 전망은 유지(3월 인상 전망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