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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통화정책 결정 내용 및 금융시장 반응

1. ECB 통화정책회의 결정 내용

□ ECB는 1.24일(목) 개최된 정례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① 주요 정책금리*
를 동결하고 ② 금년 여름까지(through the summer of 2019) 현 정책금리수
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③ 채권만기자금 재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는 지난
해

12월의 결정 내용을 유지

* 기준금리(main refinancing operations rate): 0.00%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facility rate): 0.25%
수신금리(deposit facility rate): -0.40%

o 보유채권의 만기상환자금 재투자는 ‘정책금리 인상 시점 이후에도(past
the date when it starts raising the key ECB interest rates)’ 계속될 것이라는 기
존 표현을 계속 사용*
* 그러나 시장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재투자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구체
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2. ECB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 ECB는 최근 유로지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판단하면서도 중기적으로 물가수준이 목표치(2.0%를 근접 하회)에 수렴
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

o 중기적으로 역내 물가 압력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significant) 정도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금리에 대한 포
워드 가이던스와 만기자산의 재투자 등을 수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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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지역 경제는 3/4분기에 전기대비 0.2% 성장하여 이전 두 분기(각각
0.4% 성장)에 비해 둔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대외수요 감소, 일부 국
가 또는 특정 부문의 특이요인에 주로 기인

o 이러한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은 조만간 상당 부분 완화되겠지만 단기
적 성장 모멘텀이 기존 예상보다 약화된 것으로 평가

o 향후 유로지역 경제는 우호적인 금융환경,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 저
유가 그리고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활
동 확대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할 전망

o 한편 현재 유로지역을 둘러싼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면 지정학적 위험,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흥시장국 취약성 부각,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하방위험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음

□

2018.12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HICP 기준, 전년동기대비)*은 유가하락 등으
로 전월보다 0.3%p 낮아진 1.6%를 기록하였으며 유가전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수개월 동안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18.9월 2.1%

→ 10월 2.2% → 10월 2.0% → 11월 1.9% → 12월 1.6%

o 근원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따른 가동률 및 임금 상승 등으로 높아질 전망

□

2018.11월중 M3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전월보다 0.2%p 하락한 3.7%를
기록

* 2018.7월 4.0%

□

→ 8월 3.4% → 9월 3.6% → 10월 3.9% → 11월 3.7%

2018.11월중 기업대출 증가율(전년동월비)*은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
으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월 수준을 유지
* 2018.7월 4.1%
** 2018.7월 3.0%

→ 8월 4.1% → 9월 4.3% → 10월 3.9% → 11월 4.0%
→ 8월 3.1% → 9월 3.2% → 10월 3.3% → 11월 3.3%

o 한편 ECB의 2018.4/4분기 은행대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이 양호한 대출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은행대출 수요가 늘어나
는 가운데 대출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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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질의응답

□ [유로지역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었다는 평가가 포워드 가이던스
등과 관련하여 갖는 시사점은?]
금일 회의에서는 유로지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 상황과 그 원인
을 진단하고 둔화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등에 대한 평가
(assessment)에 초점이 모아졌으며, 이것이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갖는

시사점(implication)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유로지역 경제성장의 하방위험 증대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회복되고
근원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는?]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확장세(economic expansion)가 지속
되고 있고 고용시장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가운데 협약임금 및 명목임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근원인플레이션으로의 파급이 지연되는
것은 기업이 임금 상승 등 원가상승압력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단
기적으로 이익 축소(profit squeeze)를 통해 해소하고 있기 때문임

□ [이탈리아와 독일의 technical recession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recession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적어도 유로지
역 전반적으로 recession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recession이 발생할 것
특정 국가의

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함

□ [미 연준과 ECB의 금리인상 시작시기가 약 4년여의 시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유로지역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갖는 함의는?]
통화정책 시행 시기는 기본적으로 경기사이클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됨. 미국은 유로지역보다 경기사이클 면에서 수년 앞서 있음. 고용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과 유로지역은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
슷한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유로지역의 경우 일부 회원국의 실
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

(heterogeneity)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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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TRO가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라고 보시는지?]
LTRO*와 TLTRO**는 지난 수년 간 경험을 통해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
인 정책수단임을 입증해 보였음. 정책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인하, 대출
확대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TLTRO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회복하기
위해 그만큼 시행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 ECB가 유로지역 거래은행에 저리로 제공하는 장기유동성 공급수단(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 LTRO에 민간대출(주택대출 제외)을 연계시켜 거래은행의 동 대출실적에 따라
ECB가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Targeted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 [2018.4분기 유로지역 은행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은행의 대출태도가 이
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조사된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은행의 대출태도 강화는 지역적으로 이탈리아에 편중되어 있으며 여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아님. 자산매입프로그램
종료에도 불구하고 ECB의 통화정책기조는 여전히 매우 완화적이며 유
동성도 매우 풍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이탈리아와 독일 주요 은행의 수익성이 부진하고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기자본비율규제 강화 등에 힘입어 유로지역
은행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 일부 은행이 수익
성 부진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행 자체의 위험관리, 비즈니스 모델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함

□ [ECB는 no deal Brexit 발생을 상정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ECB는 영란은행과 협업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몇 가지 영역별로 대응방안을 마련 중임. 잠재적 위험이 가장 클 것으
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는 파생상품시장 부문인데, 기본적으로 Brexit
이후에도 영국의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y)가 EU 고객에게 계속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임. 기타 중앙청산소를
통하지 않는 결제나 보험계약 등은 민간부문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Brexit은 매우 중요한 이벤트이며 영국은 물론 EU 회원국에 상

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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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금융시장 동향 및 시장참가자 반응
(금융시장 주요 지표 동향)

□ 금일 독일 국채금리(10년물 기준)는 장초반 유럽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

으로 하락한 후 Draghi 총재의 기자회견 이후 하락폭을 확대 (런던시간 오
후 3시 30분 기준 0.19%, 전일대비 3.4bp)

–

o 유로화 환율(U$/€)은 소폭 하락(전일 1.1381 → 1.1366, -0.1%)하였으며 주가
(독일 DAX 지수 기준)는 보합세(11,072

→ 11,076, +0.04%)

유럽 금융시장 주요 지표 추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유로화 환율)

(주요 투자은행 반응)

□

주요 투자은행들은 금일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다소 dovish 했던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인상 시기 등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보임

o 경기 전망의 리스크가 하방으로 기울어졌다고 인정한 점, TLTRO 도입
이 논의되었다는 점 등에서 금일 회의 결과가 다소 dovish했던 것으로
평가 (Morgan Stanley)

o 경기 회복세 지속에 대한 ECB의 확신이 약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것으로 평가 (Natwest)

—

3월 회의에서 경기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TLTRO 추가 도입을 발표하고
금년 중반경 금리 관련 forward guidance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Barclays)

o ECB의 경기판단 기조가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어려우며 최근
의 지표 부진이 지속될 것인지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임. 이
에 따라 금년말경 금리인상을 개시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 유지 (DZ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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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Introductory statement to the press conference

Mario Draghi, President of the ECB,
Luis de Guindos, Vice-President of the ECB,
Frankfurt am Main, 24 January 2019
Ladies and gentlemen, the Vice-President and I are very pleased to welcome you to our press
conference. We will now report on the outcome of today’s meeting of the Governing Council,
which was also attended by the Commission Vice-President, Mr Dombrovskis.
Based on our regular economic and monetary analyses, we decided to keep the key ECB
interest rates unchanged. We continue to expect them to remain at their present levels at least
through the summer of 2019, and in any case for as long as necessary to ensure the
continued sustained convergence of inflation to levels that are below, but close to, 2% over
the medium term.
Regarding non-standard monetary policy measures, we intend to continue reinvesting, in full,
the principal payments from maturing securities purchased under the asset purchase
programme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past the date when we start raising the key ECB
interest rates, and in any case for as long as necessary to maintain favourable liquidity
conditions and an ample degree of monetary accommodation.
The incoming information has continued to be weaker than expected on account of softer
external demand and some country and sector-specific factors. The persistence of uncertainties
in particular relating to geopolitical factors and the threat of protectionism is weighing on
economic sentiment. At the same time, supportive financing conditions, favourable labour
market dynamics and rising wage growth continue to underpin the euro area expansion and
gradually rising inflation pressures. This supports our confidence in the continued sustained
convergence of inflation to levels that are below, but close to, 2% over the medium term.
Significant monetary policy stimulus remains essential to support the further build-up of
domestic price pressures and headline inflation developments over the medium term. This will
be provided by our forward guidance on the key ECB interest rates, reinforced by the
reinvestments of the sizeable stock of acquired assets. In any event, the Governing Council
stands ready to adjust all of its instruments, as appropriate, to ensure that inflation continues
to move towards the Governing Council’s inflation aim in a sustained manner.
Let me now explain our assessment in greater detail, starting with the economic analysis. Euro
area real GDP increased by 0.2%, quarter on quarter, in the third quarter of 2018, following
growth of 0.4% in the previous two quarters. Incoming data have continued to be weaker
than expected as a result of a slowdown in external demand compounded by some country
and sector-specific factors. While the impact of some of these factors is expected to fade, the
near-term growth momentum is likely to be weaker than previously anticipated. Looking
ahead, the euro area expansion will continue to be supported by favourable financing
conditions, further employment gains and rising wages, lower energy prices, and the ongoing
albeit somewhat slower
expansion in global activity.

–

–

The risks surrounding the euro area growth outlook have moved to the downside on account
of the persistence of uncertainties related to geopolitical factors and the threat of protectionism,
vulnerabilities in emerging markets and financial market vola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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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area annual HICP inflation declined to 1.6% in December 2018, from 1.9% in November,
reflecting mainly lower energy price inflation. On the basis of current futures prices for oil,
headline inflation is likely to decline further over the coming months. Measures of underlying
inflation remain generally muted, but labour cost pressures are continuing to strengthen and
broaden amid high levels of capacity utilisation and tightening labour markets. Looking ahead,
underlying infl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over the medium term, supported by our monetary
policy measures, the ongoing economic expansion and rising wage growth.
Turning to the monetary analysis, broad money (M3) growth moderated to 3.7% in November
2018, after 3.9% in October. M3 growth continues to be backed by bank credit creation. The
narrow monetary aggregate M1 remained the main contributor to broad money growth.
The annual growth rate of loans to non-financial corporations stood at 4.0% in November
2018, after 3.9% in October, while the annual growth rate of loans to households remained
broadly unchanged at 3.3%. The euro area bank lending survey for the fourth quarter of 2018
suggests that overall bank lending conditions remained favourable, following an extended
period of net easing, and demand for bank credit continued to rise, thereby underpinning loan
growth.
The pass-through of the monetary policy measures put in place since June 2014 continues to
significantly support borrowing conditions for firms and households, access to financing
in
particular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credit flows across the euro area.

–

–

To sum up, a cross-check of the outcome of the economic analysis with the signals coming
from the monetary analysis confirmed that an ample degree of monetary accommodation is
still necessary for the continued sustained convergence of inflation to levels that are below,
but close to, 2% over the medium term.
In order to reap the full benefits from our monetary policy measures, other policy areas must
contribute more decisively to raising the longer-term growth potential and reducing
vulnerabilities. The implementation of structural reforms in euro area countries needs to be
substantially stepped up to increase resilience, reduce structural unemployment and boost euro
area productivity and growth potential. Regarding fiscal policies, the Governing Council
reiterates the need for rebuilding fiscal buffers.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countries
where government debt is high and for which full adherence to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is critical for safeguarding sound fiscal positions. Likewise, the transparent and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EU’s fiscal and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over time and across
countries remains essential to bolster the resilience of the euro area economy. Improving the
functioning of Economic and Monetary Union remains a priority. The Governing Council
welcomes the ongoing work and urges further specific and decisive steps to complete the
banking union and the capital markets union.
We are now at your disposal for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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