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융시장 요약
□ 금리(국고채 3년물)
전주말
금리
변동
요인

12. 14

12. 15

12. 16

12. 17

12. 18

전주말 대비

1.75
1.73
1.73
1.75
1.73
1.69
-0.06
月 FOMC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국채선물(3년) 대규모 순매수 등으로 하락, 火 보합 유지,
水 美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상승, 木 Dovish한 FOMC 회의결과와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하락, 金 美 국채(10년)금리 하락 등으로 상당 폭 하락하여 전 주말 대
비 6bp 내린 1.69%로 마감

□ 주가(KOSPI)
KOSPI
변동
요인

전주말

12. 14

12. 15

12. 16

12. 17

12. 18

전주말 대비

1,948.62

1,927.82

1,932.97

1,969.40

1,977.96

1,975.32

+26.70

月 美 주가 급락,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하락, 火 기관 중심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소
폭 상승, 水 美 주가 상승,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 등으로 큰 폭 상승, 木 Dovish한 FOMC
회의결과 등으로 상승, 金 美 주가 하락,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소폭 하락하여 전 주말 대
비 26.70포인트 오른 1,975.32로 마감

□원화의 대미달러환율
원/달러
변동
요인

전주말

12. 14

12. 15

12. 16

12. 17

12. 18

전주말 대비

1,179.5

1,184.8

1,183.4

1,176.2

1,180.1

1,183.0

+3.5

月 위안화 추가 절하전망,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으로 상승, 火 유가 반등으로 소폭
하락, 水 유가 및 주요국 주가 상승에 따른 위험선호심리 개선 등으로 하락, 木 역외의 달
러화 매수, 외국인 증권 자금 역송금 등으로 반등, 金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상승하
여 전 주말 대비 3.5원 오른 1,183.0으로 마감

동향 및 분석 자료

국외경제

국내경제
인천경제
참고자료

- 12월 FOMC 결과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및 시장참가자들의 평가(뉴욕사무소 제공)
- 미 연준, 목표 정책금리 인상 결정(워싱턴주재원 제공)
- FOMC 정책결정 이후 유럽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프랑크푸르트사무소, 런던사무소 제공)
-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일본 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동경사무소 제공)
-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북경사무소 제공)
-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홍콩시장의 반응 및 평가(홍콩주재원 제공)
- 일본은행,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 보강(동경사무소 제공)
- 2015년 3/4분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제공 현황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설정
- 2015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
- 2015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 2014년 인천지역 기업경영분석 결과
- 2015년 10월 인천지역 실물겅제동향
- 2015년 하반기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 실시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5-51호(12.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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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2월 FOMC 결과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및 시장참가자들의 평가(12.16일)
1. 금융시장 반응

□ 예상대로

정책금리가 25bp 인상된 가운데 정책결정문, 경제전망(SEP) 및 기
자회견 내용 등이 특별히 hawkish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면서 금리가
회의 결과 발표 이전 수준에 머무르는 등 주요 금융지표에 대한 영향이 제한
적인 모습

ㅇ 미국채(10년물) 금리는 회의결과 발표 전 금리인상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3bp 가
량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발표 후에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
였으나 회의결과 발표 이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

ㅇ 주가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FOMC 결과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
이 완화됨에 따라 회의결과 발표 이후 상승
ㅇ 외환시장에서는 미달러화는 소폭 강세를 나타내었으며 상품시장에서는 회
의결과 발표전 선제적인 숏커버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금가격이 상승

- 반면 유가는 미 주간 원유재고 예상치 상회 소식 등의 영향으로 장초반 큰 폭 하락
출발한 후 FOMC 결과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마감

일중 뉴욕 금융시장 주요 가격지표 변화1)
미국채
(%)
주식
(point)
외환
상품

Tsy, 2yr
10yr
DJIA
S&P500
USD/EUR
JPY/USD
NDF,KRW/USD
WTI, U$/bbl
Gold, U$/oz

2014말
0.66
2.17
17,983
2,080
1.2104
119.7
1,094.4
53.3
1,182

15.11말
0.93
2.21
17,720
2,080
1.0565
123.1
1,161.6
41.7
1,065

12/15
0.96
2.27
17,525
2,043
1.0931
121.7
1,175.8
37.4
1,061

12/16
1.00
2.30
17,749
2,073
1.0910
122.2
1,172.9
35.7
1,074

전일대비
+4bp
+3bp
+1.3%
+1.5%
-0.2%
+0.4%
-0.2%
-4.4%
+1.2%

주: 1) 뉴욕 16:30 기준

ㅇ 한국물의 경우 CDS 프리미엄(5년물)에 변화가 없고 원/달러 NDF 환율(1개월물)
과 외평채 금리(10년물)도 일시 상승 후 하락하는 등 금리인상이 한국 지표에 미
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CDS 프리미엄(5년물, bp)

원/달러 NDF 환율(1개월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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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 금리(10년물, %)

2.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 향후 정책금리 전망치(dot plot) 중간값의 하향조정폭 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으
*

나
두
한
는

인플레이션 부진에 대한 경계감을 표현하고 “점진적인” 금리조정(인상)을
차례 반복적으로 강조한 점 등의 정책결정문 표현 변화는 비교적 dovish
것으로 평가되는 등 전체적인 정책 메시지 기조(dovish/hawkish)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

* dot plot 전망 중심치 변화(’15.9월 FOMC
’16년말: 1.375%
’18년말: 3.375%

→ 1.375%
→ 3.250%(-12.5bp)

→

금번 FOMC)
’17년말: 2.625%
2.375%(-25bp),
long run: 3.500%
3.500%

→
→

ㅇ 한편 정책금리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폭넓게 예상되었다는 점에서 특
별히 주목하지 않았음

<투자은행 주요 코멘트>
▪ (JP Morgan) dot plot 하향조정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정책결정
문의 어조는 dovish하였음. 특히 “인플레이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표
현은 FOMC의 인플레이션 전망치 조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점진적 금리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두 번씩 사용한 점, 정책금리 정
상화가 충분히(well-underway) 이루어질 때까지 재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점도
dovish한 요소임. 2016년중 금리인상은 4차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향
후 근원 PCE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임
▪ (Goldman Sachs) 금리인상이 광범위하게 예상되었고, 정책결정문은 향후 추가 금
리인상을 기본 방향(baseline)으로 설정. 그러나 인플레이션(부진)에 대한 경계심
을 표현하였고, 금리인상 이후에도 통화정책 기조가 부양적이라는 점, 향후 금리
인상 경로가 점진적이라는 점을 강조
▪ (Morgan Stanley) 종전 3천억 달러였던 O/N RRP의 한도를 사실상 폐지한 것은
시장의 기대보다 매우 공격적인 조치였으며 이는 페더럴펀드 금리 하한 25bp를
유지하고자 하는 연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임
▪ (TD Bank) 2016년 dots에 변화가 없었던 점 및 만장일치 인상 등은 시장기대에
비해 hawkish 하였으나 “다음 회의에서의 인상” 여부에 대한 표현을 삭제한 점
등은 시장이 1월 인상에 대비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변화로서 dovish한 요소임
▪ (Barclays) 금리인상은 시장에서 폭넓게 예상되어 온 점에 부합하는 조치였으며
최근 경제의 지속적 개선과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확신이 결합된 결과로 판단.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
겠다는 점 등은 향후 인상 경로가 점진적일 것임을 시사
▪ (UBS) 예상대로 금리가 인상된 가운데 향후 금리인상을 위한 수단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임. RRP 이용이 급증하겠지만 연준
이 정책금리를 목표범위내로 유지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 한편 경제전망의 리
스크에 대한 평가가 “nearly balanced”에서 “balanced”로, 인플레이션이
“toward 2%”에서“to 2%”로 변화한 점은 FOMC의 견해가 종전보다 견고해졌
음을 방증
▪ (BNP Paribas) 연준은 지금까지 형성되어온 시장의 기대를 그대로 따르면서
“soft-lift off”를 하였음.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지표 의존성과 점진적 인
상을 강조한 반면 경제전망은 거의 바꾸지 않음에 따라 좀 더 느린 인상 속도를
기대한 일부 시장참가자들에게 실망감을 줄 것으로 예상. 경제지표가 전망경로를
크게 이탈(sharp deviation)하는 경우에만 연준의 통화정책도 예상 경로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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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 연준, 목표 정책금리 인상 결정(12.16일)
◈ 12.15~16일 회의에서 FOMC는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25~0.5%로
25bp 인상 결정*
* 정책결정문에 대해 10명 전원 찬성(15.7월 회의 이후 처음)

o 고용, 인플레이션 등 미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
◈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경제여건 개선에 맞추어 완만할 것
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o “점진적 인상” 표현을 정책결정문에 명시하는 가운데 기존과 비슷
한 금리전망 경로를 제시
* “warrant only gradual increases in the federal funds rate”

◈ 정책결정문과 별도로 금리인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정책수단의 실
행방안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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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OMC회의 결정사항
1. 정책금리 인상 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
□ 예상되는 경제상황, 정책결정의 실물경제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정책
금리 목표범위를 0.25~0.50%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
o 올해 들어 노동시장이 상당폭(considerable) 개선되고 인플레이션도 중기적
으로 목표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충분히 확신(reasonably confident)
o 통화정책기조는 금번에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화적(accommodative)
□ 향후 정책금리 목표범위 조정의 시기 및 폭을 결정함에 있어서 FOMC는
연준의 양대 목표와 연관된 실제 경제적 상황과 전망을 평가할 것임(will
assess realized and expected economic conditions)

o 현재 FOMC는 향후 경제상황을 볼 때 정책금리를 오직 점진적으로 인
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The Committee expects that economic conditions will evolve in a manner that will
warrant only gradual increases in the federal funds rate;...”

o 정책금리는 당분간(for some time) 장기균형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
으로 기대
□ 그러나 실제 정책금리 경로는 수집되는 경제지표에 기반한 경제전망에
의존할 것임
2. 경제상황 평가
□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확장(economic activity has been expanding at moderate pace,
종전과 동일)

o 소비 및 투자지출이 견조하게(at solid rates) 증가하고 주택시장은 더욱 개선
(종전과 동일)

□ 고용사정은 취업자수 지속적 증가(ongoing job gains), 실업률 하락 등 추가
적으로 개선*
* 종전 : “The pace of job gains slowed and the unemployment rate held steady”

- 5 -

o 노동시장 유휴자원은 연초 이래 상당폭(appreciably) 감소
□ 인플레이션율은 유가하락, 수입가격 하락 등에 일부 기인하여 장기목표
보다 낮은 수준 지속(종전과 동일)
o 시장지표에 반영된 인플레이션 기대(market-based measures)는 낮은 수준을 유
지하였으며, 서베이 기준 장기기대인플레이션(survey-based measures)은 소폭
하락(edged down)*
* 종전 : “have remained low”

□ 앞으로 경제활동은 통화정책 기조의 점진적 조정과 함께* 완만한 속도
로 확장되고 노동시장 지표도 지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
* “with gradual adjustments in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o 인플레이션은 노동시장이 더욱 개선되고 에너지 및 수입가격 하락 등
일시적 요인이 소멸되면서 2% 수준으로 점차 수렴할 것으로 예상(종전
과 동일)

□ 한편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정책결정
문의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실행의 세부방안을 담
은 “Decisions Regarding Monetary Policy Implementation”을 별도로 공표
o Interest On Excess Reserve(IOER)은 0.50%로 운용(The Board of Governors 결
정사항)

o Overnight Reverse Repurchase(ON RRP)의 금리는 0.25%에서 운용
― 총량 운용한도(aggregate cap)은 연준보유 국채금액 이내*이며 개별한
도(per-counter party limit)은 일일당 300억달러를 유지
* the value of Treasury Securities held outright in the System Open Market
Account. 종전에는 3,000억 달러로 사실상 총량한도를 제거

o Term Reverse Repurchase(Term RRP)는 2015.3월 회의에서 결정된 지침대
로 운용
o Discount rate은 1.00%로 운용(The Board of Governors 결정사항, 종전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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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정 경제전망*
* 9월 회의부터 참석자들의 전망치 중간값(median)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으며 옐렌의
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보다 정확한 summary 통계량의 제공을 위해 median을 제
공하지만, 이를 FOMC의 collective view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

□회의 참석자들(총 17명)은 2016년도에 대해 종전(2015.9월)보다 소폭으로 경
제성장률을 상향*, 그리고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은 하향 조정한 전망치
를 제시
* 2.3%(2015.9월 전망) → 2.4%(금번 전망)

o 실질GDP 성장률(4/4분기 전년동기대비 기준): 2015년 2.1%에서 2016년 2.4%로
상승하였다가 2018년에는 2.0%로 장기추세치 수준으로 복귀
o 실업률(4/4분기 기준): 2015년 5.0%에서 2016~18년중 4.7%으로 소폭 하락
o 인플레이션(4/4분기 전년동기대비 기준): 금년에는 0.4% 수준을 기록한 후
2016년에는 1.6%로 큰 폭 상승한 후 2018년까지 장기 전망치 수준으로
점차 상승
(%)
*

중간값(median)

중심전망(central tendency)

2015

2016

2017

2018

장기

2015

2016

2017

2018

장기

실질GDP 성장률

2.1

2.4

2.2

2.0

2.0

2.1

2.3~2.5

2.0~2.3

1.8~2.2

1.8~2.2

(2015. 9월전망)

2.1

2.3

2.2

2.0

2.0

2.0~2.3

2.2~2.6

2.0~2.4

1.8~2.2

1.8~2.2

5.0

4.7

4.7

4.7

4.9

5.0

4.6~4.8

4.6~4.8

4.6~5.0

4.8~5.0

(2015. 9월전망)

5.0

4.8

4.8

4.8

4.9

5.0~5.1

4.7~4.9

4.7~4.9

4.7~5.0

4.9~5.2

물가상승률(PCE)

0.4

1.6

1.9

2.0

2.0

0.4

1.2~1.7

1.8~2.0

1.9~2.0

2.0

(2015. 9월전망)

0.4

1.7

1.9

2.0

2.0

0.3~0.5

1.5~1.8

1.8~2.0

2.0

2.0

실업률

* 최고, 최저치 각 3개를 뺀 나머지 전망치의 범위(range)

□ 정책금리 예상(Dot Plot)은 중립적 금리수준(neutral federal funds rate) 하락이
금융위기 headwind의 영향 지속을 일부 반영하였다는 관점* 등을 반영하여
2017~2018년말 수준을 종전에 비해 소폭(minor) 하향조정된 것으로 평가
* Yellen 의장 기자회견 모두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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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의 정책금리 수준 전망(%, median 기준)

․ 2015.12월(총 17명)
․ 2015. 9월(총 17명)

2015년말
0.4
0.4

2016년말
1.4
1.4

2017년말
2.4
2.6

2018년말
3.3
3.4

장기
3.5
3.5

o 2016년의 경우 금리분포가 1.4% 수준으로 집중되면서 현재는 분기 1회
정도의 금리인상을 점진적 인상(gradual increases)으로 간주하는 경향
2016년말 정책금리 수준 전망 변화
2015.9월 전망시

금번 전망시

o 장기 균형금리 수준(중간값 3.5%)에 대해서도 3.5%를 상회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난번 4명에서 2명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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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옐렌 의장의 기자간담회 주요 질의·응답 내용
□ 대외여건 불안, 저물가 등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한 배경은?
→ 지난 3월 금리인상 전제요건으로 제시한 “노동시장 추가 개선, 인플
레이션의 중기목표 수렴에 대한 합리적 확신”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
→ 매우 낮은 수준에서의 25bp에 불과하며, 향후 경로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상 자체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음
□ 금번 금리인상의 일반적 의의는?
→ 현 금리수준 자체가 이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금리조정이 계속 지
연될 경우 향후 자산가격 overshooting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의 급
격한 조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통화정책 유효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중립(neutral) 금
리 자체가 정책목표로 해석될 수 있는지?
→ 중립금리는 통화정책 기조를 나타내고 평가하는 준거(benchmark)로서
기능할 뿐이지, 그 자체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음
□ “carefully monitor”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 경제 회복에 대한 reasonable confidence가 있다 하더라도 갖춰졌으나
이는 전망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이 실제 2% 목
표에 근접하게 되는지 확인(verifying)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의미
□ 저유가를 일시적(transitory) 현상이라고 계속 볼 수 있는지? 인플레이션이
향후 2%를 넘는 경우도 용인할 수 있는지?
→ 인플레이션의 중기목표 수렴을 위해 유가가 반드시 반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정화되는 것으로 충분함
일시적 인플레이션 상승의 용인(tolerate overshoot) 관련해서는 2004~8년
중에 유가 상승시 경험한 바 있으며, 무엇보다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
□ 정책기조 변경이 가져올 금융시장 반응에 대한 입장은?
→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로서 자산가격 변동 등 금융시장 반응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단기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정책결정에 감안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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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회복이 미흡하면서 조만간 불황이 올 수 있다는 데 대한 견해는?
그리고 이 경우의 정책수단에 대한 내부 논의는?
→ 미국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해 확신(confident)을 가지고 있음. 다만
경제는 끊임없이 긍정적/부정적 충격에 직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 정도의 확률로 불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커뮤니케이션 정책이 시장 예상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미 연준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지는 않지만 ECB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으며, 이밖에도 연준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고 있음
□ 현재의 대규모 B/S 수준에 대한 견해는?
→ FOMC는 통화정책 정상화 후 현재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B/S를 운영
하기 원함. 지금 당장 그 B/S 규모를 말할 수는 없으나 위기 전보다
약간 큰(somewhat larger) 정도 수준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
게 될 것임
□ 금융시장 여건 관련 정크본드 시장 sell off 등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대
해 FOMC에서 고려했는지?
→ Third Avenue focus credit fund는 매우 위험한 채권에 집중하여 투자
한 이례적 경우로서 SEC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FOMC는 금융시장을 매우 주의깊게 살펴보는 가운데 현 여건이
supportive한 수준이라고 계속 믿고 있음. 현 금융시스템은 금융위기
이후 훨씬 resilient한 시스템이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도
부채규모를 줄여서 금융시장의 spillover를 줄이는데 일조하였음
□ 금리인상 이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금리인하를 하게 될 경우 연준 신
뢰성에 미치는 영향은?
→ 경제는 충격에 영향을 받으므로, 여건이 바뀌면 중앙은행도 정책을
해당 충격에 맞추어서 전환할 필요가 있음. FOMC는 경제 변화를 주
의깊게 보고 있으며 필요시 적절하게 정책대응 할 것임(adjust policy in
whatever way is necessary to support the attainment of our objectives.)

□ 금번 금리인상으로 미국인에게 미치는 변화는?
→ 장기시장 상승 등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겠으나, 연준의 금번 인상
결정은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 점이며 향후 고용시장 개선
이 전망된다는 점 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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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업계의 이자율 위험에 대한 견해는?
→ 이자율 위험은 연준이 장기간 모니터링해왔던 이슈로서 대규모 은행
은 스트레스테스트를 받고 있으며 소규모은행도 정책당국이 모니터
링하고 있으므로 문제없다고 봄
□ 저인플레이션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저유가 등 상황 감안하
면 표현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일시적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있는 점은 확실하며, 구조적 변
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것임
□ 경제에 하방위험 뿐 아니라 상방위험도 있는지?
→ 상방위험*도 물론 있으나 연준은 일반적으로 하방위험에 더 집중하
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다고 봄.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상하
방 위험이 균형에 있다고 보고 있음
* 소비자들이 보다 건전한 금융 여건에 있으며, 소득도 개선되었으며, 가계소비도
회복된 등

□ 구조적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9월
에 이어 금번에도 인플레이션을 하향 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달러화 추가 절상이 수입재 가겪을 낮추고 있는 점이 주요 이유이며
이는 core inflation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향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
개인적인 회한(humility)을 말하자면, 통화정책은 경제전망에 근거하는
데 이 근간이 되는 이론은 완벽하지 않으며, 불확실성에 의해 좌우
됨. 따라서 모델을 매번 변경해면 개선해오고 있음
□ 금리인상이 신흥국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것이 다시 미국에 미칠 영향
도 고려하는지?
→ FOMC는 신흥국에 대한 spillover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을 최대한 명료하게 communicate하고 있음. 많은 신흥국이 1990년대
에 비해 훨씬 강한 경제를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원자재 가격 하락
에 따른 불안정성도 갖추고 있음을 잘 알고 불필요한 negative
spillover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임금상승 수준이 예상보다 못한데 향후 정책에 미칠 영향은?
→ 임금상승 수준만이 정책에 결정적(definitive) 요인은 아니며 이 외에도
노동시장 유휴인력 등 많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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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직전 및 금번 FOMC 정책결정문(Statement) 비교
직전 10월(10.28일)

금번 12월(12.16일)

Information received sinc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t in September
suggests that economic activity has been
expanding at a moderate pace. Household
spending and business fixed investment
have been increasing at solid rates in recent
months, and the housing sector has
improved further; however, net exports have
been soft. The pace of job gains slowed
and the unemployment rate held steady.
Nonetheless, labor market indicators, on
balance, show that underutilization of labor
resources has diminished since early this
year. Inflation has continued to run below
the Committee's longer-run objective, partly
reflecting declines in energy prices and in
prices of non-energy imports. Market-based
measures of inflation compensation moved
slightly lower; survey-based measures of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have
remained stable.

Information received sinc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t in October
suggests that economic activity has been
expanding at a moderate pace. Household
spending and business fixed investment
have been increasing at solid rates in
recent months, and the housing sector has
improved further; however, net exports
have been soft. A range of recent labor
market indicators, including ongoing job
gains and declining unemployment, shows
further improvement and confirms that
underutilization of labor resources has
diminished appreciably since early this
year. Inflation has continued to run below
the Committee's 2 percent longer-run
objective, partly reflecting declines in
energy prices and in prices of non-energy
imports. Market-based measures of
inflation compensation remain low; some
survey-based measures of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have edged down.

Consistent with its statutory mandate, the
Committee seeks to foste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he
Committee expects that, with appropriate
policy accommodation, economic activity
will expand at a moderate pace, with labor
market indicators continuing to move
toward levels the Committee judges
consistent with its dual mandate. The
Committee continues to see the risks to the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the labor
market as nearly balanced but is monitoring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Inflation is anticipated to remain near its
recent low level in the near term but the
Committee expects inflation to rise
gradually toward 2 percent over the medium
term as the labor market improves further
and the transitory effects of declines in
energy and import prices dissipate. The
Committee continues to monitor inflation
developments closely.

Consistent with its statutory mandate, the
Committee seeks to foste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he
Committee currently expects that, with
gradual adjustments in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economic activity will
continue to expand at a moderate pace
and labor market indicators will continue
to strengthen. Overall, taking into accou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the Committee sees the risks to the
outlook for both economic activity and
the labor market as balanced. Inflation is
expected to rise to 2 percent over the
medium term as the transitory effects of
declines in energy and import prices
dissipate and the labor market strengthens
further. The Committee continues to
monitor inflation developments clo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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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0월(10.28일)

금번 12월(12.16일)

To support continued progress toward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he Committee today reaffirmed its view
that the current 0 to 1/4 percent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remains
appropriate.

The Committee judges that there has
been considerable improvement in labor
market conditions this year, and it is
reasonably confident that inflation will
rise, over the medium term, to its 2
percent objective. Given the economic
outlook, and recognizing the time it
takes for policy actions to affect future
economic outcomes, the Committee
decided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o 1/4 to 1/2 percent.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remains
accommodative after this increase,
thereby supporting further improvement
in labor market conditions and a return
to 2 percent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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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0월(10.28일)

금번 12월(12.16일)

In determining whether it will be
appropriate to raise the target range at
its next meeting, the Committee will
assess progress--both realized and
expected--toward its objectives of
maximum employment and 2 percent
inflation. This assessment will take into
accoun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measures of labor market
conditions, indicators of inflation
pressures and inflation expectations, and
readings on financi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The Committee anticipates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hen it has seen some further
improvement in the labor market and is
reasonably confident that inflation will
move back to its 2 percent objective
over the medium term.

In determining the timing and size of
future adjustments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he Committee
will assess realized and expected
economic conditions relative to its
objectives of maximum employment and
2 percent inflation. This assessment will
take into accoun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measures of labor
market conditions, indicators of inflation
pressures and inflation expectations, and
readings on financi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light of the current
shortfall of inflation from 2 percent, the
Committee will carefully monitor actual
and expected progress toward its
inflation goal. The Committee expects
that economic conditions will evolve in a
manner that will warrant only gradual
increases in the federal funds rate; the
federal funds rate is likely to remain, for
some time, below levels that are
expected to prevail in the longer run.
However, the actual path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depend on the economic
outlook as informed by incom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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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0월(10.28일)

금번 12월(12.16일)

The Committee is maintaining its
existing policy of reinvesting principal
payments from its holdings of agency
debt and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in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and of rolling over maturing
Treasury securities at auction. This
policy, by keeping the Committee's
holdings of longer-term securities at
sizable levels, should help maintain
accommodative financial conditions.
When the Committee decides to begin to
remove policy accommodation, it will
take a balanced approach consistent with
its longer-run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inflation of 2 percent.
The Committee currently anticipates that,
even after employment and inflation are
near mandate-consistent levels, economic
conditions may, for some time, warrant
keeping the target federal funds rate
below levels the Committee views as
normal in the longer run.

The Committee is maintaining its
existing policy of reinvesting principal
payments from its holdings of agency
debt and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in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and of rolling over maturing
Treasury securities at auction, and it
anticipates doing so until normalization
of th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is
well under way. This policy, by keeping
the Committee's holdings of longer-term
securities at sizable levels, should help
maintain accommodative financi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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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OMC 정책결정 이후 유럽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12.17일)
1. 유럽 금융시장 동향
□ 전일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후 개장된 유럽금융시장에서는 독일 국채금
리가 큰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주가는 상승하고 유로화는 하락세를 지속
o 독일 국채금리(10년물)는 개장초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미 상당부
분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하락 출발한 뒤 금일 발표된 독일
경제지표 부진과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연말 매입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17시 현재(독일시각) 0.61%로 전일대비 7bp 하락
o 독일 주가지수(DAX)는 10,734.00로 전일대비 2.5% 상승한 반면 유로화
환율은 미연준의 정책발표 당시 높은 변동성을 보인 후 하락세를 이어
가면서 1.0832로 전일대비 0.7% 절하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독일 주가지수(DAX)

미달러화대비 유로화

2. 주요 정책당국 반응
□ 유로지역 정책당국자들은 미국 금리인상이 예견된 데다 그 영향을 감안하여
향후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임을 내비치는 등 비교적 차분한 입장을 표명
o 드라기(Draghi) ECB 총재는 12.14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된 Prometeia사
창립 4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의 연설을 통해 “유로경제의 회복을 위해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금리인상 이후의
유로경제를 면밀히 살펴본 후 필요시 추가 양적완화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
음을 시사
o 프렛(Praet) ECB 집행이사도 12.13일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과거에도 있었던 사례인데다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으며,
ECB는 필요시 내일 당장이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히 유연한 정책수단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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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나겔(Nagel) Bundesbank 집행이사는 12.15일 일간지(Boersen-Zeitung)와의 인
터뷰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듯이 인상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원
리이며 미 연준이 이미 오랜기간동안 준비해 온 만큼 1994년의 경우와는
달리 금번 금리인상은 글로벌 유럽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표명

□ 한편 영란은행의 경우 금리인상이 미연준을 바로 뒤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다수
o Carney 영란은행 총재는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결정이 영란은행 정
책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not decisive)고 언급한 바 있음
o 미국과 영국의 성장‧고용 등 경제여건 개선상황 및 공급 측면의 유연성
등이 유사하기는 하나 영국 정부의 재정긴축 지속, 파운드화 강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 Brexit관련 불확실성 등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존
재함에 따라 통화정책이 미연준과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 (Citi)
3. 시장 평가 및 향후 전망
□ 유럽금융시장은 대체적으로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지속에는 다소 우려
를 표명
o 미국 금리인상이 유로지역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지도 모른다는 예상으로
최근 2주간 약 4%정도 올랐던 스위스프랑의 가치가 미국 금리인상이 임박
해서는 반락하여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완화되어 감을 간접적으로 나타냄
* 11.30일 미달러화 대비 스위스프랑의 환율(CHF/달러)은 1.0290이었으나 12.11일에는
0.9826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상승으로 돌아섰으며 12.17일16시 현재(독일 시각) 0.9951
로 추가 상승

o 또한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 흐름은 유로지역 수
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임에 따라 미국 주식투자자금의 서유럽 국가로의
유입을 촉진시켜 미연준과 ECB간 통화정책 차별화(divergence) 효과를 희석
시킬 것으로 예상(12.16일자 유럽판 WSJ)
최근 미국과 서유럽의 주식자금 유출입 규모 추이

자료 : 유럽판 Wall Street Journal(12.16일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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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부에서는 9월 미연준의 정책금리 동결조치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
하였으나 금번 정책금리 인상으로 미연준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credibility)을 회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FOMC 개최 이전에 Fed
Funds Futures 시장에서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76% 기반영한 점을
감안할 때, 시장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임 (Natixis)
o 미국의 금리인상이 수개월 동안 예상되어 온 데다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
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유로지역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Commerzbank)
—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2016년에도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되었던 글로벌 자금이 수익률을 좇아
미국으로 유입되는 등 신흥시장국에게는 자금유출 리스크가 발생될 것
으로 예상
o 미연준의 금리인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용
이하게 금리인상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임(BlackRock)
o 향후 미국의 금리 정상화가 완만히 진행되겠지만 물가‧경기지표에 따른
금리인상 경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Citi)
□ 한편 주요 유럽계 투자은행들은 내년중 차기 정책금리 인상시기 및 인
상속도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리게 전망
o 내년 7월이후에나 차기 정책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당사는 내년 3월이전 한차례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2016년중
정책금리 인상이 네차례에 걸쳐 단행될 것으로 예상 (Commerzbank)
o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미루어 조정속도가 과거 패턴과는 상이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2분기
이후에나 추가 정책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Credit Agricole)
o Yellen 미연준 의장이 통화긴축 속도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경제
지표와 전망에 기초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 점에 미루어 2016년중
세번에 걸쳐 정책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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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일본 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12.17일)
1. 일본 금융시장 반응

□ 12월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 일본 금융시장은 미국 금융정책에 대

한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경향 강화 등으로 닛케이주가
가 상승하고 엔화가 약세를 보임

ㅇ 닛케이주가는 전일 미국주가 상승 및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전일
종가대비 304엔(+1.6%) 상승한 19,353.56엔에 마감

― 오전 한때 전일종가대비 450엔 이상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유가 하
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 축소

ㅇ 엔/달러 환율은 미일간 금리차가 완만히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 등으
로 0.53엔(+0.43%) 상승 (전일 17:00분 121.90엔

→ 금일 17:00분 122.43엔)

ㅇ 한편 국채금리(10년물)는 전일종가 수준에서 횡보하다 마감
(0.295%

→ 0.298%)

[닛케이 주가]

[엔/달러 환율]

[국채(10년)금리]

자료 : Bloomberg, 일본경제신문

2. 시장 평가
[FOMC 결과에 대한 평가]

□ 일본내 시장참가자들은 금번 FOMC 결과에 대해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된 데다 미국경기 회복에 대한 미연준의 자신감이 확
인되었다고 평가(미즈호은행, SMBC닛코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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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정 정책금리 전망이 다소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의장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안도
감을 조성하는 등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노력하였다고 인식
* 2016년말 적정금리 중앙값은 1.375%로서 금리인상이 연중 4차례 실시되는 것에
해당

□

한편 추가 금리인상이 연준의 예상대로 실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고용통계 발표 등에 따라 시장심리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 (노무라증권, 시티그룹 등)

[일본 금융시장 전망]

□ 당분간 일본 금융시장은 미국경기 회복 등을 배경으로 위험자산 선호경

향이 강화되면서 주가 상승 및 엔화 약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미츠비
시UFJ증권, 야마토증권, 다이이치생명 등)

ㅇ 주식시장은 엔화 약세 및 미국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닛케이주가가 2만엔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ㅇ 엔화는 미일간 금리차 확대, 위험자산 선호경향 강화, 일본은행의 추
가 완화 가능성 등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 다만 유가 하락, 하이일드채권 시장 불안, 일부 신흥국의 달러차입금 차
환 문제 등으로 리스크 회피(risk off)로 전환될 가능성에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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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내 투자은행 등의 주요 코멘트

금융기관

FOMC 결과 관련

일본 금융시장 전망 관련

미즈호은행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에 신경 쓴 성
과가 나왔음. 적정금리 전망치, 정책
결정문, 기자회견 내용 등은 매파적
언급과 비둘기파적 언급이 균형잡혀
있음

내년 1~3월은 추가 금리인상 기대로
달러화 강세 기조(128엔 근처)가 이
어질 가능성

SMBC닛코
증권

연준과 시장간 대화가 성공했다고
평가. 추가 금리인상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

내년 닛케이주가는 2만엔을 웃돌 것
으로 예상

내년 금리인상은 2회에 그칠 것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율 둔화 등으로 정
책금리 전망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

엔/달러 환율은 미일간 통화정책 기조
차이 등으로 향후 3개월내에 126엔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 다만 정책
금리 전망을 하향 수정할 경우 120
엔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

미국 금융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옐런 의장은 시장참가자에게

주식 등 리스크 자산을 선호하는 움
직임이 강해질 전망. 닛케이주가는

안심감을 주려고 노력. 다만 내년 3
월의 미 고용 통계 발표가 가까워지
면 시장심리는 유동적으로 변할 것

연내 2만엔대로 회복될 가능성

정책금리 전망치는 매파적으로 해석
가능

완만한 엔화 약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내년 3월경 닛케이주가는 2만
엔을 웃돌 것

미국의 금리정책에 관한 불확실성
해소.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미
연준의 자신감 확인. 향후 금리상승
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예상.
미국경제의 성장 속도 및 인플레이
션율은 미 연준의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내년 6월경 닛케이주가는 2만1,500
엔까지 상승한다고 전망. 일본은행
이 추가완화에 나설 가능성.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정권이 경기대책
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

노무라증권

야마토증권

다이이치
생명

시티그룹

미츠비시
UFJ증권

내년 엔/달러 환율은 추가 금리인상
전까지 오버슈트하면서 130엔 부근
까지 상승할 가능성. 119.5~132.5엔
범위로 예상

-

- 21 -

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12.17일)
[ 금일 금융시장 동향]
□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현지시간 12.16일) 이후 금일 중국 금융시장은 전
일대비 주가가 견조한 상승세(+1.81%)를 보인 가운데 위안화는 소폭 약세
(0.14% 절하)를 보였고 장기금리는 소폭 하락(-1bp)하는 등 대체로 안정적
ㅇ 주가는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선반영 및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최근
의 반등세를 이어갔고, 위안화 환율은 SDR 편입이후의 약세 추세가
지속되었으며 국채금리도 큰 변동 없이 보합세
상해주가지수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

중국 국채(10년물)

[ 향후 금융시장 및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 ]
□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이 글로벌 시장에 선반영된 이슈이고 발표치
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므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중기적인 미
국 금리 인상을 감안할 때 자본유출 압력 지속, 위안화의 완만한 약세, 통화
당국의 지준율 인하 등이 예상(해통증권, 민생증권, 중신증권, 신은만국증권 등)
ㅇ (자본유출 압력 지속) 미 달러화 강세 영향 등으로 기업들의 외화부채
상환, 투기적 자본의 캐리트레이드 청산이 지속되면서 자본유출 압력
이 지속되겠으나 외환보유액 규모, 중국당국의 자본유출입 관리 강화
등을 감안할 급속한 자본이탈 가능성은 제한적
▪ 한편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그림자 금융 위축으로 달러화 채권 발행이 많
았던 부동산 개발업체가 외채상환 압력이 커질 경우부동산 개발투자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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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안화 환율의 완만한 절하) 미국 금리인상의 선반영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위안화 환율 절하폭은 크지 않겠으나 변동성 확대가 예상
되며, 외환 당국이 위안화 환율 바스켓을 중시함에 따라 미 달러화 이
외의 통화 움직임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완만한 절하가 지속될 전망
ㅇ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금융개혁 가속화) 인민은행이 내외금리차 확대
등을 우려하여 기준금리 인하에는 신중하겠으나 자본유출 등에 대해
서는 지준율 인하로 안정적인 유동성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이번 미 금리 인상 이후 자본유출이 재차 확대될 경우 연말 안
정적인 유동성 환경 조성을 위해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큼
ㅇ (주식∙채권시장 영향은 중립적) 자본유출에 따른 유동성 회수 및 글로
벌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외국인 투자비
중이 적고 국내요인의 영향이 크므로 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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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홍콩시장의 반응 및 평가(12.17일)

( 홍콩시장의 반응 )
□ 홍콩시장의 주요 금융시장 가격지표(주가, 환율, 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모습
ㅇ 미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미 예견되어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데다 금리 인상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 데 주로 기인
ㅇ 주가는 소폭 상승하고, 환율은 다소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금리는 소폭
하락
― 항셍지수는 12.16일 21,701 → 12.17일 21,872로 약 171p(0.8%) 상승
― 환율(대미달러)은 12.16일 7.7502 → 12.17일 7.7522로 소폭 상승
― 금리(홍콩정부채 10년물)는 12.16일 1.615% → 12.17일 1.609%로 하락
항셍지수 일중 변동 추이

홍콩달러/미달러 환율 일중 추이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 한편 홍콩통화청(HKMA)도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기준금리(Base Rate)를 0.5%
에서 0.75%로 25bp 인상*
* 홍콩은 미달러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환율 안정을 위해 미국 정책금리와 자
국의 정책금리를 동조화하고 있음

( 홍콩시장의 평가 )
□ 홍콩통화청(HKMA)의 Norman Chan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및 홍콩의
금리인상이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
(South China Morning Post, 2015.12.17일자)

ㅇ 먼저 지난 수년간 들어왔던 1,300억달러에 달하는 투기자금(hot money)
중 일부가 홍콩을 빠져나갈 수 있는데 자금유출 속도는 미국의 금리인
상 속도에 달려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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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소유자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모기지대출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HSBC는 미연준이 2016년에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하여 2차례에 걸쳐
50bp 인상할 것으로 예상
ㅇ 연준이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함에 따라 미달러는 다소 약세를 보일 것
(potential USD weakness)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신흥국 자산도 어느
정도 투자가치를 회복할 것이나 신흥국별로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
ㅇ 한편 홍콩의 경우에는 성장이 양호하고 실업률이 낮아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
□ Nomura는 내년에 미연준이 2차례에 걸쳐 금리를 50bp 인상(0.75∼1.00%)
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2차례에 걸쳐 금리를 50bp 인하(1.00%)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위와 같은 상반된 통화정책이 실시될 경우 외환선물스왑프리미
엄이 없어져 환헤지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자금유출이 일어나 원화가
약세가 되면 명목GDP를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
□ CBA(Commercial Bank of Australia)는 미 연준이 내년(2016)에 금리를 100bp
인상하여 목표 정책금리가 1.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Yellen 의장이 금리 인상이 점진적(gradual)이나 기계적이지는 않
을 것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내년 3월 금리 인상 이후 시장의 변동폭
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 Credit Agricole은 연준이 2016년에 3차례에 걸쳐 75bp 인상하여 내년말
정책금리는 1.00∼1.25%가 될 것으로 예측
ㅇ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도 예상(2%)만큼 높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
□ 한편, 홍콩통화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주요 은행들
(HSBC, Standard Chartered, Hang Seng, Bank of China, Citi 등)은 대출기준금리
(Prime Lending Rate)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
ㅇ 경기 및 부동산 안정 등을 위해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언(South China Morning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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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일본은행,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 보강(12.18일)
1. 12.18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결정사항
◆ 일본은행은 본원통화 증가목표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전대로 유지
하면서 장기국채 평균잔존기간 연장, 2016.4월부터의 ETF 추가 매입
등과 같은 양적· 질적 금융완화에 대한 보완조치 마련
□ 본원통화 증가 목표 : 연간 80조엔 규모(종전과 동일, 찬성 8명․반대 1명)
□ 자산매입 프로그램(찬성 6명․반대 3명)
ㅇ 장기국채 : 연간 80조엔(잔액기준) 매입(종전과 동일)

― 평균잔존만기 : 7~10년에서 7~12년으로 연장

ㅇ ETF 및 REIT : 각각 연간 3조엔 및 900억엔(잔액기준) 매입(종전과 동
일)

ㅇ CP 및 회사채 : 각각 2.2조엔, 3.2조엔 잔액 유지(종전과 동일)
□ 기업의 설비·인재투자에 대한 적극성 제고 및 금융완화정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한 보완조치(신규 마련)

<설비·인재투자를 적극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

·

① ETF 추가 매입 : 2016년 4월부터 설비 인재투자에 적극적인 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한 ETF 연간 3,000억엔 추가 매
입(찬성 6명 반대 3명)

․

② 성장기반강화 지원 자금공급 확충 : 성장기반강화 지원 자금공급대
상기업에 설비 인재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을 추
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전원 찬성)

·

③ 대출지원기금 등의 기한 연장 : 대출증가목적의 자금공급, 성장기반강화
지원 자금공급, 재난피해지역 금융기관 자금공
급 오퍼레이션 등의 기한을 1년 연장(2016년 3월
말 만료 예정, 전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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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질적금융완화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

① 일본은행 적정담보 확대 :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으로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적정담보가 감소함에 따라 외화표시증서대부채권, 주택대출채권(신탁
방식 활용) 등도 적격담보로 인정(전원 찬성)
② 장기국채 평균잔존만기 장기화 : 7~10년에서 7~12년으로 연장(찬성
6명

․반대 3명)

③ REIT 개별종목 매입한도 확대 : 개별종목별 매입한도를 총발행구좌
수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찬성 6

․

명 반대 3명)

□ 이 밖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주식 매각기간 연장
ㅇ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2016년 4월부터 매각하
여 2021년 9월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주식시장에의 영향을 감안하여
완료기한을 2026년 3월말로 연장

2. 경제상황 : 대체로 전월과 동일
□ 최근 일본경기는 수출·생산 측면에서 신흥국 경제의 감속에 따른 영향
을 보이고 있지만 완만한 회복을 지속(전월과 동일)
ㅇ 수출은 일부 둔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개선중(전월“신흥국 경제의 감속에
따른 영향 등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횡보”→ 금월“일부 둔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개선중”)

ㅇ 설비투자는 기업수익의 뚜렷한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만한 증가세
(전월과 동일)

ㅇ 소비는 고용·소득 여건의 착실한 개선을 배경으로 회복중이며 주택투
자도 개선중(전월과 동일)
ㅇ 공공투자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완만하게 감소되는 경향(“감소세로
돌아섬”→ “감소되는 경향”)

ㅇ 광공업생산은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횡보중 (전월 “신흥국 경제의 감속
에 따른 영향 등으로”문구 삭제)

ㅇ CPI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은 전년동월대비 0% 정도(전월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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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경기는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전월과 동일)
ㅇ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상승률이 0% 정도에서 유
지될 것으로 예상(전월과 동일)
ㅇ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는 신흥국·자원국 경제동향, 유럽의 채무위기
전개방향 및 경기·물가의 모멘텀, 미국경제의 회복속도 등을 제시(전
월과 동일)

3. 쿠로다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
□ 오후 기자회견에서 쿠로다 총재는 금번 보완조치의 성격 및 배경,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친 영향, FOMC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 등
에 대해 답변
ㅇ 금번 보완조치의 성격에 대해서는 하방리스크의 확대에 대응한 조치
가 아니라 현행 자산매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이
라고 설명하며 추가 금융완화가 아니라고 강조
― 일드 커브 전체를 하향 유도하는 한편 완화적인 금융여건, 양호한
기업수익을 기반으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라고 부연
― 기업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ETF) 매입 방식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병행하여 주가 상승을 도모
함으로써 기업부문 전반에 대해 투자의욕을 확산시키고자 함이라고
설명
ㅇ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후퇴하고 있으나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
대는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
― 아울러 다수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 기업 가격책정 행태
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언급하며 물가목표 예상 달성시기를 늦출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힘
ㅇ 한편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하는 만큼 세계경제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힘

- 28 -

4. 금융시장 반응
□ [사전 예상] Bloomberg가 이코노미스트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조
사(12.17일)에서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금번 회의에서 금융정책 현상유지
를 예상
ㅇ 금융정책 현상유지를 예상한 배경으로는 ① 쿠로다 총재가 경기회복
및 물가상승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견지해 온 점, ② 7~9월중 GDP성
장률이 전기비 연율 1.0% 증가로 상향 조정된 점, ③ 12월 단칸조사에
서 설비투자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태도가 확인된 점 등이 거론
ㅇ 한편 일본은행이 조만간 추가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예상은 52.4%
로 전월(53.7%)와 비슷한 수준
추가완화에 대한 시장참가자 전망

자료 : Bloomberg 사전조사

□ [결과 발표 후 평가] 금번 보완조치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은 현행 양적·
질적 완화정책에 기술적인 한계가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 선제조치로
해석(일본경제신문, 블룸버그, 골드만삭스 등)
ㅇ 전체 자금 공급량은 변하지 않는 점*에서 추가완화로는 보기 어려우며,
인플레이션 정책보다는 성장정책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 (SMBC닛코증권)
* 신규로 매년 약 3000억엔의 ETF를 사들이지만 일본은행은 내년 4월부터 과
거 금융불안 대책으로 매입한 보유주식을 매각할 예정이어서 효과가 상세

□ [금융시장 동향] 금일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정책 결정문에 대한 해
석을 둘러싼 혼란으로 큰 폭으로 변동

ㅇ 닛케이주가는 금융정책 결정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혼란 등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전일보다 367엔 하락(-1.90%)한 18,986.80엔으로 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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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책 결과 발표 직후 ETF 추가 매입 소식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과거 매입한 주식의 매각에 따른 악영향을 완화하려
는 의도로서 수급측면에서는 중립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락
(장중 최고가 및 최저가 차이 887엔)

ㅇ 엔/달러 환율도 금융정책 결정 발표 직후 일시 급등 후 하락세로 돌아
→

서 전일대비 0.63엔 하락(17:00분 현재 122.43엔 121.80엔)

ㅇ 한편 국채(10년)금리는 매입국채 평균잔존만기 장기화 소식 등으로 전
일종가대비 0.025%p 하락(0.295%
[닛케이 주가]

→ 0.270%)

[엔/달러 환율]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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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10년)금리]

Ⅰ. 2015년 3/4분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제공 현황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2015년 9월말 현재 총 72개의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서비스를 제공
□ 2015년 3/4분기중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의 이
용건수(일평균)는 1,945만건(전분기대비 -4.1%), 이용금액(일평균)은 2,523억원
(전분기대비 +4.3%)을 기록

Ⅱ.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설정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한국은행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2013~15년)이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정부와 협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확정
(금융통화위원회, 2015.12.16.일 의결)하였음

Ⅲ. 2015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2015년 3/4분기중 조사대상 법인기업의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수익성 및 안
정성은 개선
o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총자산은 전분기말대비 1.8% 증가
o 매출액영업이익률(4.5%→5.6%) 및 매출액세전순이익률(4.0%→7.9%) 모두 전
년동기대비 상승
o 부채비율(102.9%→102.0%) 및 차입금의존도(26.4%→26.3%) 모두 전분기말대
비 하락

Ⅳ. 2015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2015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4.6% 하락)
ㅇ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7.3% 하락)
ㅇ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5.6%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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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4년 인천지역 기업경영분석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Ⅱ. 2015년 10월중 인천지역 실물경제동향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 2015년 10월중 인천지역 실물결제는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대형 소매
점 판매는 부진하였으나 수출이 증가하고 건설활동지표가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보합
□ 2015년 11월중 인천지역 고용사정은 개선되었으며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인 모
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택가격은 완만한 오름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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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5년 하반기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 실시
□ 한국은행은 2015년 하반기 중 화폐위조범 검거에 공헌한 경찰서(10개서) 및 시
민(9명)에게 2015년 12월 16일 포상을 실시함

Ⅱ. 해외경제포커스 제2015-51호(12.6∼12.12)
※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세요
<금주의 포커스>
◇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중국 소비구조 변화와 시사점
<글로벌 이슈 브리프>
▷ 미국에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이유
▷ 위안화 환율지수의 주요 내용
▷ 중국의 두 자녀 출산 전면 허용 배경과 효과
<국제금융시장>
▷ 금리
▷ 환율
▷ 주요국 주가
<국제원자재시장>
▷ 원유
▷ 비철금속 및 농산물
▷ 반도체 및 금
※ 경제지표 발표일정 및 시장 전망치
※ 주요국의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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