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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정보

뉴 욕 사무 소

연준의 시카고 컨퍼런스 내용에 대한 투자은행의 견해
◈ 연준의 통화정책체계 검토를 위한 시카고 컨퍼런스*(6.4일)의 내용과 관련하여
동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한 주요 투자은행 chief economist**들의 후기를 정리
* 동 컨퍼런스에는 연준의 전‧현직 지도부, 다수의 FOMC 위원, 연준 고위 Staff(50여명), 학계
인사(논문발표 및 토론에 참여한 통화정책/거시경제 부문 저명학자 포함 40여명), 연준 기자단,
Fed Watcher(IB Chief Economist 등 10여명) 등이 참석
** Peter Hooper(Deutsche Bank), Ethan Harris(BofA ML), Lewis Aelxander(Nomura)
(가장 상세한 내용을 남긴 Peter Hooper의 후기를 중심으로 정리)

1. 통화정책 전략 : (비공식적)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도입 가능성
□ 낮은 중립금리(r*) 여건 하에서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제안은 인플레이션 만회(make-up) 전략이었으며 특히 평균 인플레이션 목
표제가 주목받았음
o 일부 학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의 상향조정을 주장하였으나 연준이 이미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한 바 있으며, Bullard 세인트루이스연준 총재 등 일부는 명목
GDP 목표제를 옹호하였으나 이는 연준의 양대책무와 어긋날 소지*
*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넘고 실질GDP나 고용은 부진한 상태에서 명목GDP만 안정될 수 있음

o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만일 자연실업률, 장기기대인플레이션 등 핵심 파라미터
의 정보가 정확하고 연준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다면 평균인플레이션 목표제가
가장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사이클 후기(late cycle)의 명목금리를 높이기 위해
정형화된(formal)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채택하지는 않을 가능성
o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채택시 모형 오류의 가능성*, 동태적 비일관성**의
문제에 유의할 필요성 제기
* 참석자들은 모형에 적용되는 중립금리, 자연실업률 등 추정변수의 내재적 부정확성을 우려
** 미래의 정책에 대한 약속을 실제 미래 시점에 가서는 지키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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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인플레이션이 2%를 하회한 시기 다음에는 2%를 상회하는 시기가 올
것임을 강조하는 비공식적인 make-up 전략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o Powell 의장과 Evans 시카고연준 총재는 동 컨퍼런스에서의 연설을 통해
연준 신뢰 유지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강조하였는데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할 경우 신뢰가 저해될 우려
o 일부 참석자들은 1.5%~2.5%의 범위설정 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으나 리스크가 수반됨에 유의할 필요
— 만일 인플레이션이 2%를 하회하는 시기에 범위설정 전략이 채택되거나
인플레이션 평균 개념이 널리 이해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
를 낮출 우려

2. 통화정책 수단 : 비전통적 수단이 효과 있음에 따라 금리정책 여력 확보를
위한 통화정책체계 개편의 긴급성은 낮음
□ 양적완화 및 포워드 가이던스의 효과가 지금까지 인식되어 온 것보다 크다
는 연구결과는 금리정책의 여력 확보를 위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긴급히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
o Wu & Sim 논문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 및 그 이후의 QE 1~3가
200bp 금리인하의 효과를, 포워드 가이던스는 100bp 금리인하의 효과를 나
타낸 것으로 추정
— Wu & Sim은 은행부문을 반영한 DSGE 모델을 사용하여 QE, 포워드 가이
던스, 마이너스 금리정책(NIRP)의 영향을 비교분석 하였는데 Clarida 연준
부의장은 은행 중개기능을 분석에 성공적으로 반영한 점을 높이 평가
o 비전통적 완화수단은 중립금리 하락 및 제로금리 하한으로 인한 정책제약
을 상당 정도 상쇄하면서 통화정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Brainard 연준 이사가 최근 제안한 바 있는 수익률곡선 관리(Yield Curve
Control)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새로운 정책수단
으로 진지하게 검토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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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익률곡선 관리의 경우 연준이 1940~50년대에 시도하였다가 연준 대차대
조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사례가 있어서 금융위기 당시에는 채택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연준의 대규모 자산매입과 관련하여 신뢰가 형성되어 있음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변동성을 크게 높이지 않고 시행이 가능한 상황
□ 한편 마이너스금리 정책은 은행채널을 통한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큰
지지를 얻지 못하였음
* 마이너스금리 상황에서는 은행 보유 지준에서의 손실로 은행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어
신용창출을 저해

o 초과지준 및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가 작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부양효과가 있겠으나 대규모 초과지준으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크게 확대된 상태에서는 은행채널을 통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음
3. 커뮤니케이션 : FOMC 회의 의결문을 재구성하고 간결화 할 가능성
□ Cecchetti & Schoenholtz는 전직 연준 인사, 시장 참가자 및 학계 인사 24명
에 대한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① FOMC 회의 의결문의 재구성 및 간결화,
② 인플레이션 보고서 발간, ③ 실명이 기재된 경제전망(SEP) 및 점도표(dot)
발표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
① (FOMC 회의 의결문의 재구성 및 간결화) 정책결정 사항을 먼저 제시한
후 그 근거를 설명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간결하게 기술
—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대체로 의결문의 재구성에는 동의하는 반면 의결
문의 가독성 수준을 낮추는 데는 반대하는 분위기
∎ 연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고 의결문 클릭건수는
평균 5만건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0.02%에 불과. 정책파급 경로상에 있는 금융
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의결문이 최대한 명료하게 이해되는 것이 보다 중요

② (인플레이션 보고서 발간) 연준의 팬차트(fan charts)를 영란은행 스타일의
간략한 인플레이션 보고서로 전환하여 발간
— 참석자들 사이에 동 방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나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가운데 Fischer 연준 전 부의장은 다수의 FOMC 위원들이 전망실패를
우려하여 팬차트 공개를 꺼리는 사실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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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명이 기재된 경제전망 및 점도표 발표) 각 전망(forecast)에 위원의 실명
이 기재된 매트릭스 형태의 경제전망(SEP) 및 점도표(dot) 발표
— 이 경우 시장에서 연준 의장의 전망에만 주의를 기울일 것이기에 연준
내부로부터는 동 방안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었음
— 다만 이러한 논의는 여타 중앙은행의 경우처럼 위원회가 합의된 전망을
발표토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임
4. 고용시장 상황 : 고용시장의 실제 강도(tightness)는 표준 지표가 나타내는 것
보다 더 약하며 이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지
□ Abraham & Haltiwanger은 고용시장 강도를 포괄 지표(실효 탐색자 수 대비 실효
일자리 수*)를 통해 보면 표준 지표(실업자 수 대비 일자리 수)가 나타내는 것보다
잔존 유휴인력(slack)이 더 많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많은
관심을 표명
* 실효 일자리 수는 채용 강도를 반영한 일자리 수이며, 실효 탐색자 수는 16개로 세분
화된 근로연령 그룹별 탐색 강도를 반영한 탐색자 수를 의미

o 현재의 고용시장은 표준 지표로 보면 2000년대 초반보다 더 tight한 것으로
보이지만 포괄 지표로 보면 2000년대 초반보다 덜 tight한 상황
o 이러한 사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낮은 이유를 설명하며 완화정책
의 여지를 연준에 제공
o 한편 관련 자료가 2001년 이전까지 소급되지 못해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예기치 않게 더딘 임금 및 물가상승 속도에 대한 포괄 지표의 추가적인 설
명력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Jared Bernstein)
— 또한 포괄 지표가 자연실업률의 움직임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표준 지표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도 지적
□ 미국의 근로자, 가계 등을 대변하는 패널들은 tight한 고용시장 유지의 장점
이 인플레이션 확대로 인한 잠재적인 비용을 훨씬 능가함을 강조
o 가계는 인플레이션보다 고정수입 여부에 더 민감하며 따라서 가계의 일차
적인 관심 사안은 일자리임
o 고용시장을 tight하게 유지함으로써 한계 근로자들(marginal workers)에게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직업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이점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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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안정 : Shadow Banking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필요성에 공감
□ Kashyap & Siegert은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위원회(commission)를 구성하고 연준의 감시(oversight)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o 동 제안은 전직 연준 인사들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음
o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은행시스템과 달리 규제를 덜 받는 그림자금융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확대됨에 따라 제도적인 규제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
며 통화정책에 있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누적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6. 현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 완화적인 통화정책 필요
□ 고용시장 강화를 지속할 여지가 있으며 통화정책도 완화기조를 유지하거나
완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금번 컨퍼런스의 가장 중요
한 교훈인 것으로 평가
o 강한 고용시장과 함께 대칭적(symmetric)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
는 연준의 의지와 dovish한 정책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음
o Powell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
을 강조하였으나 전략 변경에 대한 논의가 현 통화정책에도 dovish한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한편 컨퍼런스의 의제는 아니지만 참석자들 사이에는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된 연준
금리인하 기대의 정도가 실물경제 여건에 비해 과한 것으로 평가
o 불확실성이 높긴 하지만 관세부과의 부정적 영향이 상당 폭의 금리인하가
요구될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
o 최근 둔화되고 있는 실물경제 지표가 고용지표 중심으로 더욱 부진한 모습
을 보일 경우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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