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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통화정책회의 결정 내용 및 금융시장 반응

는 6.4일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의 ① 규모 확대 (+6,000억 유로) ② 기간 연장 (20.12월 → 최소 21.6
월) ③ 만기자산에 대한 재투자 기간 (최소 2022년말) 등을 결정

◇ ECB

1 결정 사항

코로나19의 진정세에 따른 경제활동의 점진적인 재개를 지원하고 중기 물
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ㅇ 유로경제는 2/4분기에 급락한 이후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에 힘입어 하
반기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지표에 따르면 봉쇄조치 완화로 경제활동이 서서히 재개됨에 따
라 5월까지의 하락세에서 반등하는 모습
ㅇ 인플레이션은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하방압력을 받고 있으며 실질GDP의
급격한 하락과 유휴노동력의 증가로 상방압력은 미약
① (PEPP 규모 확대 ) PEPP 규모를 6,000억 유로 증액하여 총 1.35조 유로
(3.18일 결정 7,500유로 포함)로 확대
② (PEPP 기간 연장 ) PEPP의 순매입을 최소 2021.6월까지 연장 (3.18일 결정 :
2020년말까지)하고, 정책위원회가 팬데믹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할 때까지
지속할 것임
③ (PEPP 만기재투자 ) PEPP로 매입한 만기채권은 최소 2022년말까지 재투
자를 지속하고 PEPP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통화정책 방향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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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입프로그램 규모) 기존 월 200억 유로 및 3.12일 결정에 따른 금
년 중 1,200억 유로 규모(금년중 총 3,600억 유로 규모)로 지난 결정 유지
⑤ (자산매입프로그램 만기재투자 ) 기존 매입한 만기 채권은 ECB가 정책금
리 인상을 시도한 이후에도 전액 재투자를 지속하기로 한 정책 방향도
지난 결정 유지
⑥ (정책금리 동결) 기준금리(0.00%), 수신금리(-0.50%), 한계대출금리(0.25%) 등
주요 정책금리는 동결하고 포워드가이던스도 기존 결정을 유지
④ (

*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전망 시계에서 목표(2% 근접 하회)에 도달할 때까지 정책금리
를 현재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

<참고>

코로나 19위기 대응 ECB의 주요 통화정책결정 내용
~2020.6월
장기물 RP운영
(LTRO)

TLTROs Ⅲ

팬데믹 장기대출
프 로 그 램
(PELTROs)

담보적격 완화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PEPP)

자산매입프로그램
(APP)

~20.12월

~21.6월

~21.9월

~22.12월

￭ 장기물RP
운영(3.12일)
￭대출금리 25bp인하
ㅇ -0.75% ~ -0.25%(3.12일)
￭대출한도 확대
ㅇ 대출잔액 30% → 50%(3.12일)
￭대출금리 25bp 추가 인하
ㅇ -1.0% ~ -0.5% (4.30일)
￭ 팬데믹 장기대출프로그램(PELTROs)(4.30일)
ㅇ 고정금리(기준금리–25bp), 전액할당
ㅇ 총 7회 실시(2020.5월~2021.9월)
￭ 적격담보 기준 완화(4.7일)
ㅇ 낮은 헤어컷 적용, 그리스국채 담보
적격 인정(20.4월 ~ 20년말)
￭ 기준 추가 완화(4.22일)
ㅇ 투자부적격 등급(BB등급~BB+등급) 포함(20.4월~21.9월)
￭ PEPP도입(3.18일)
ㅇ 총 7,500억 유로(20.3월~20년말까지)
(필요시 연장 가능)
￭ 시행기준 완화(3.27일)
ㅇ 적격증권 확대, 탄력적 운용 등
￭ PEPP 규모 확대(6.4일)
ㅇ 6,000억 추가(총 1.35조 유로)
(필요시 연장 가능)
￭ PEPP 순매입 기간 연장(6.4일)
ㅇ 20년말 → 21.6월
￭ PEPP 만기재투자(6.4일) : 최소 22년말까지
￭ 자산매입 규모 확대(3.12일)
ㅇ 총 3,600억유로 규모
(기존 월 200억 유로 + 연간 1,200
억 유로 확대)

주 : 음영은 6.4일 결정 내용

자료 : 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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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상황 판단

경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로지역의 경제활동은 현저하게 수축되고 고
용시장이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

ㅇ

ㅇ

유로지역의 2020.1/4분기 실질GDP성장률(전기대비)은 –3.8%를 기록하였으
며 2/4분기 성장률은 상당폭 더 하락할 전망
유로지역의 경제활동은 완화적 금융여건, 확장적 재정정책 및 글로벌 글
로벌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3/4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 다만 회
복의 속도와 규모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음
―

봉쇄조치의 점진적인 해제로 경제활동이 5월까지의 하향세에서 반등
하는 신호가 있음

경제 전망) 경제전망은 이례적인 불확실성으로 시나리오별로 전망 하였으
며 전체적으로 하방위험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
*

□ (

*

ㅇ

낙관 시나리오(mild scenario)와 비관 시나리오(severe scenario)로 구분

경기수축 및 반등의 범위는 ① 봉쇄조치의 기간 및 유효성 ② 소득 및
실업에 대한 대응 정책의 성공 여부 ③ 공급능력(supply capacity)과 내수
(domestic demand)에 대한 영구적인 영향 정도에 따라 결정

물가) 최근의 유가 전망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상승률 은 당분간 다소
(somewhat <4월 : considerably>) 하락할 것으로 예상
*

□ (

*

ㅇ

ㅇ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 2020.4월 0.3% → 5월 0.1%

중기로 보면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공급측 상
승압력과 수요측 하락압력이 혼재하는 것으로 평가
단기 및 중기 기대인플레이션지표들은 하락하였으나 장기 기대인플레이
션은 그다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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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경제전망

월 전망

실질GDP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월 전망

(%, %p)

전망률 차

2020.6
(A)
2020.3
(A-B)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8.7

5.2

3.3

0.8

1.3

1.4

-9.5

0.3

0.8

1.3

1.1

1.4

1.6

-0.8 -0.6 -0.3

자료 : ECB 하반기전망(2020.6월)

3.9

1.9

통화량 및 대출) 2020.4월중 M3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8.3%를 기록하여
증가세가 확대

□ (

* M3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020.3월 7.5% → 3월 8.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제약, 노동시장 악화 등으로 가계대출 증
가율은 하락(20.3월 3.4% → 4월 3.0%)한 반면 운영자금수요 증가로 기업대
출 증가율은 상승(5.5% → 6.6%)

ㅇ

을 통하여 은행의 민간부분 대출 확대를 유도할 것이며, 각
회원국 및 EU기구의 정책과 함께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임

ㅇ TLTRO Ⅲ

재정부문) 급격한 경제수축 시기에 상당한 규모의 협조적인 재정정책은
매우 중요

□ (

는 근로자, 사업 및 국가를 포괄하는 안전망에 대한 총 5,400억유로
규모의 지원을 결정한 유럽정상회의 합의를 환영하는 동시에 경제회복
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강력하고 시의적절한 노력을 촉구

ㅇ ECB

―

아울러 EU집행위가 단일 시장(Single market)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성
공적인 회복을 위하여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지역 및 부문에 대
하여 경제회복계획(recovery plan)을 제안한 데 대해 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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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질의응답

□

[ 금번에 PEPP 규모가 6,000억 유로 증액되었음. 동 규모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이번 회의에서 매입대상에 정크본드를 포함하는 이슈에 대해서
도 논의가 있었는지? ]

정책위원회는 불확실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 규모의 증액이 인플레이
션을 코로나19 발생 전 경로로 상당 폭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합의(broad consensus)에 이르렀음을 말씀드림
자산매입 기준은 이미 공개되어 있으며, 금번 회의 시 정크본드를 포함시
키는 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 ECB는 시장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
□ [ PEPP 운영기간과 관련한 포워드가이던스가 PSPP와 다른 이유는? PEPP의
유연한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
*

PEPP :
PSPP :

최소
월까지 순매입 종전 년말 최소
정책금리 인상 직전까지 순매입 지속
2021.6

(

2020

),

2022

년까지 재투자

먼저 PEPP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
에서 PSPP와는 본질상 구별됨. PEPP의 순매입 기간 연장(최소 2021.6월)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재투자 기간은 회복
기간까지 충분히 완화적인 금융여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한 것임
PEPP의 유연성은 매입규모와 관련된 시기(time), 매입자산의 종류(market
segment), 매입자산의 지역(jurisdiction)에 적용. 예를 들면 ECB는 PEPP 시
행 초기(3월말) 시장 유동성 부족에 대응하여 대규모 자산매입을 단행했
으며, 기업들의 단기자금 조달이 전례 없이 늘어남에 따라 회사채 및
CP 매수를 크게 늘림. 아울러 회원국별 국채 매입 시 capital key 기준
을 적용하나, 금번과 같이 역내 금융시장 분절화 방지를 위해 긴급 대응
에 나설 경우 동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음
□ [ EU 집행위가 최근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계획(recovery plan)을 제
시했는데, 동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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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 규모는 EU 집행위의 제안으로써 유럽 정상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한 승인과 의회로부터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림. 아울러
본인은 EU 지도자들이 금번 팬데믹 사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과 가장 타격을 입은 지역과 산업 부문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회복 계획
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 그리스의 정부부채 비율이 금년에 GDP대비 19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
고 있음.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 동 요인이 유로지역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

정부부채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팬데믹 대
응을 위해 재정정책에 의지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
부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현재와 같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를 보완해 주는 정책 조합은 경
제회복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함
□ [ 정책위원회는 얼마 전 독일 헌법재판소의 PSPP 관련 판결을 감안하여 어
떤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

먼저 ECB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을 받고 있으며, 동 재판소는 PSPP가
ECB의 책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말씀드림. 독일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독일 정부와 독일 의회를 향한 것임
정책위원회는 통화정책 결정 시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및 비용·효익에
대해 평가하고 토론과 동의를 거쳐 정책을 최종 결정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은 공개되는 의사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 유로존이 디플레이션에 처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ECB는 전략 리뷰(strategy review) 검토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2003년 설정
된 물가안정 목표(below, but close to, 2% over the medium term)를 준수해야
하며, 현재 전망으로는 2022년에 물가상승률이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
상됨
ECB는 인플레이션 경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패키지와
도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신축적으로 적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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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금융시장 동향 및 시장참가자 반응

(금융시장 주요 지표 동향)

금일 독일 국채금리(10년물 기준)는 ECB의 정책결정 직후 하락하였다가 미
금리 상승 등으로 상승 전환(런던시간 오후 4시 30분 기준 –0.32%, 전일대비 +3bp)
ㅇ 이탈리아 국채금리(10년물 기준)는 PEPP(팬데믹 긴급자산매입 프로그램) 증액에
영향을 받으며 큰 폭 하락 (1.41%, 전일대비 -14bp)

□

*

일 현재 PEPP 매입 국채중 이탈리아 국채의 비중이 20.0%로 국가별 매입한도
(capital key, 15.3%)를 상회

* 5.20

ㅇ

유로화 환율(U$/€, 전일 1.1233 → 1.1318, +0.76%)은 ECB의 자산매입규모 확
대 결정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
유럽 금융시장 주요 지표 추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

(유로화 환율)

주요 투자은행 반응)
□ 주요 투자은행들은 금번 통화정책 결정을 PEPP 규모 증액 및 실시시기
연장 등에 비추어 예상보다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시장금리 하
락, 주변국 국채 스프레드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ㅇ 이번 정책결정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대폭 하향 조정(각각 0.8% → -8.7%, 1.1% → 0.3%) 등을 반영한 것
으로 예상보다 완화적이며 향후 경기회복 속도 지연 시 PEPP 규모가
추가 증액될 가능성(HS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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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규모(+6,000억 유로) 및 재투자기간(적어도 2022년 말)은 예상을
상회하는 결정으로 주변국 국채 및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 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기대(Citi)

ㅇ PEPP

가 PEPP 운용조건의 대부분을 대폭 완화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주변국 국채 스프레드의 축소 정도는 ECB의 자산매입 속도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Nomura)

ㅇ ECB

의 상당히 완화적인 정책스탠스를 고려할 때 향후 PEPP의 자산매
입은 보다 과감하게 운용되어 시장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ㅇ ECB

(Deutsch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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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ory statement to the press conference
Christine Lagarde, President of the ECB,
Luis de Guindos, Vice-President of the ECB,
Frankfurt am Main, 4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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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Vice-President, Mr Dombrovskis.
Incoming information confirms that the euro area economy is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contraction. There has been an abrupt drop in economic activity as a result of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and the measures to contain it. Severe job and income losses and exceptionally
elevated uncertainty about the economic outlook have led to a significant fall in consumer spending and
investment. While survey data and real-time indicators for economic activity have shown some signs of a
bottoming-out alongside the gradual easing of the containment measures, the improvement has so far
been tepid compared with the speed at which the indicators plummeted in the preceding two months.
The June Eurosystem staff macroeconomic projections see growth declining at an unprecedented pace in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before rebounding again in the second half, crucially helped by the
sizeable support from fiscal and monetary policy. Nonetheless, the projections entail a substantial
downward revision to both the level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inflation outlook over the whole
projection horizon, though the baseline is surrounded by an exceptional degree of uncertainty. While
headline inflation is suppressed by lower energy prices, price pressures are expected to remain subdued
on account of the sharp decline in real GDP and the associated significant increase in economic slack.
In line with its mandate, the Governing Council is determined to ensure the necessary degree of
monetary accommodation and a smooth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across sectors and countries.
Accordingly, we decided on a set of monetary policy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during its
gradual reopening and to safeguard medium-term price stability.
First, the Governing Council decided to increase the envelope for the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 (PEPP) by €600 billion to a total of €1,350 billion. In response to the pandemic-related
downward revision to inflation over the projection horizon, the PEPP expansion will further ease the
general monetary policy stance, supporting funding conditions in the real economy, especially for
businesses and households. The purchases will continue to be conducted in a flexible manner over time,
across asset classes and among jurisdictions. This allows us to effectively stave off risks to the smooth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Second, we decided to extend the horizon for net purchases under the PEPP to at least the end of June
2021. In any case, we will conduct net asset purchases under the PEPP until the Governing Council
judges that the coronavirus crisis phase is over.
Third, the Governing Council decided to reinvest the maturing principal payments from securities
purchased under the PEPP until at least the end of 2022. In any case, the future roll-off of the PEPP
portfolio will be managed to avoid interference with the appropriate monetary policy stance.
Fourth, net purchases under our asset purchase programme (APP) will continue at a monthly pace of
€20 billion, together with the purchases under the additional €120 billion temporary envelope until the
end of the year. We continue to expect monthly net asset purchases under the APP to run for as long
as necessary to reinforce the accommodative impact of our policy rates, and to end shortly before we
start raising the key ECB interes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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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we intend to continue reinvesting, in full, the principal payments from maturing securities
purchased under th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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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th, we decided to keep the key ECB interest rates unchanged. We expect them to remain at their
present or lower levels until we have seen the inflation outlook robustly converge to a level sufficiently
close to, but below, 2% within our projection horizon, and such convergence has been consistently
reflected in underlying inflation dynamics.
Together with the substantial monetary policy stimulus already in place, today’s decisions will support
liquidity and funding conditions in the economy, help to sustain the flow of credit to households and
firms, and contribute to maintaining favourable financing conditions for all sectors and jurisdictions, in
order to underpin the recovery of the economy from the coronavirus fallout. At the same time, in the
current rapidly evolving economic environment, the Governing Council remains fully committed to doing
everything necessary within its mandate to support all citizens of the euro area through this extremely
challenging time. This applies first and foremost to our role in ensuring that our monetary policy is
transmitted to all parts of the economy and to all jurisdictions in the pursuit of our price stability
mandate. The Governing Council, therefore, continues to stand ready to adjust all of its instruments, as
appropriate, to ensure that inflation moves towards its aim in a sustained manner, in line with its
commitment to symmetry.
Let me now explain our assessment in greater detail, starting with the economic analysis. The latest
economic indicators and survey results confirm a sharp contraction of the euro area economy and
rapidly deteriorating labour market conditions.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the necessary containment
measures have severely affected both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s sectors, taking a toll on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 euro area economy and on domestic demand. In the first quarter of 2020,
when containment measures were only in place from mid-March in most countries, euro area real GDP
decreased by 3.8%, quarter on quarter. Information from surveys, high-frequency indicators and incoming
hard data all point to a further significant contraction of real GDP in the second quarter. Most recent
indicators suggest some bottoming-out of the downturn in May as parts of the economy gradually
reopen. Accordingly, euro area activity is expected to rebound in the third quarter as the containment
measures are eased further, supported by favourable financing conditions, an expansionary fiscal stance
and a resumption in global activity, although the overall speed and scale of the rebound remains highly
uncertain.
This assessment is also broadly reflected in the June 2020 Eurosystem staff macroeconomic projections
for the euro area. In the baseline scenario of the projections, annual real GDP is expected to fall by
8.7% in 2020 and to rebound by 5.2% in 2021 and by 3.3% in 2022. Compared with the March 2020
ECB staff macroeconomic projections, the outlook for real GDP growth has been revised substantially
downwards by 9.5 percentage points in 2020 and revised upwards by 3.9 percentage points in 2021 and
1.9 percentage points in 2022.
Given the exceptional uncertainty currently surrounding the outlook, the projections also include two
alternative scenarios, which we will publish on our website following this press conference. In general,
the extent of the contraction and the recovery will depend crucially on the dur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ainment measures, the success of policies to mitigate the adverse impact on
incomes and employment, and the extent to which supply capacity and domestic demand are
permanently affected. Overall, the Governing Council sees the balance of risks around the baseline
projection to the downside.
According to Eurostat’s flash estimate, euro area annual HICP inflation decreased to 0.1% in May, down
from 0.3% in April, mainly on account of lower energy price inflation. On the basis of curr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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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prices for oil, headline inflation is likely to decline somewhat further over the coming months
and to remain subdued until the end of the year. Over the medium term, weaker demand will put
downward pressure on inflation, which will be only partially offset by upward pressures related to supply
constraints. Market-based indicators of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have remained at depressed
levels. While survey-based indicators of inflation expectations have declined over the short and medium
term, longer-term expectations have been less affected.
This assessment is also reflected in the June 2020 Eurosystem staff macroeconomic projections for the
euro area, which foresee annual HICP inflation in the baseline scenario at 0.3% in 2020, 0.8% in 2021
and 1.3% in 2022. Compared with the March 2020 ECB staff macroeconomic projections, the outlook for
HICP inflation has been revised downwards by 0.8 percentage points in 2020, 0.6 percentage points in
2021 and 0.3 percentage points in 2022.
Turning to the monetary analysis, broad money (M3) growth increased to 8.3% in April 2020, from 7.5%
in March. Strong money growth reflects bank credit creation, which is driven to a large extent by the
acute liquidity needs in the economy. Moreover, high economic uncertainty is triggering a shift towards
money holdings for precautionary reasons. In this environment, the narrow monetary aggregate M1,
encompassing the most liquid forms of money, continues to be the main contributor to broad money
growth.
Developments in loans to the private sector continued to be shaped by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on economic activity. The annual growth rate of loans to non-financial corporations rose further to 6.6%
in April 2020, up from 5.5% in March, reflecting firms’ need to finance their ongoing expenditures and
working capital in the context of rapidly declining revenues. At the same time, the annual growth rate of
loans to households decreased to 3.0% in April, from 3.4% in March, amid consumption constraints due
to the containment measures, declining confidence and a deteriorating labour market.
Our policy measures, in particular the very favourable terms for our 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 (TLTRO III), should encourage banks to extend loans to all private sector entities. Together
with the measures adopted by national governments and European institutions, they support ongoing
access to financing, including for those most affected by the ramifications of the coronavirus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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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cessary for the
robust convergence of inflation to levels that are below, but close to, 2% over the medium term.
Regarding fiscal policies, an ambitious and coordinated fiscal stance remains critical, in view of the sharp
contraction in the euro area economy. Measures taken should as much as possible be targeted and
temporary in nature in response to the pandemic emergency. The three safety nets endorsed by the
European Council for workers, businesses and sovereigns, amounting to a package worth €540 billion,
provide important funding support in this context. At the same time, the Governing Council urges
further strong and timely efforts to prepare and support the recovery. We therefore strongly welcome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a recovery plan dedicated to supporting the regions and
sectors most severely hit by the pandemic, to strengthening the Single Market and to building a lasting
and prosperous recovery.
We are now ready to take your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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