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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포워드가이던스의 유형별 효과 분석 및 시사점
Ⅰ

ECB의 포워드가이던스 강화 발표

□ 지난 7.25일 개최된 정례 정책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ECB는 정책금리에 관
한 포워드가이던스를 강화할 것임을 발표
ㅇ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목표치에 계속해서 미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결정하면서 차등부리(tiered) 시스템의 설계, 새로
운 자산매입 방식 등과 함께 포워드가이던스 강화 방안 검토를 시작
ㅇ 한편 7월 ECB 정책위원회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로지역의 물가 및 성장
실적치가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향후(이르면 9월) 정책위원회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짐
* 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은 7월과 8월 모두 1.0%에 그쳤으며 GDP성
장률(전기 대비)도 2/4분기에 0.2%를 기록(1/4분기 0.4%), 한편 독일 GDP성장률은
2/4분기 -0.1%로 3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

ECB 정책위원회의 포워드가이던스 발표형태 추이(2019년 중)

⇒

1.24일

3.7일

현행 정책금리를 적어도
금년 여름까지(through the
summer of 2019) 유지

현행 정책금리를 적어도
2019년말까지(through
the end of 2019) 유지

⇒

6.6일

7.25일

현행 정책금리를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through
the first half of 2020)
유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through the first half
of 2020) 현행 정책금리
또는 더 낮은 수준을 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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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일
3월 포워드가이던스 그

⇒ 대로 유지

9.12일

포워드가이던스 강화 발

⇒ 표 전망

Ⅱ

*

포워드가이던스 유형별 효과 분석 결과

* ECB의 포워드가이던스 강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ECB는 포워드가이
던스 관련 다음 자료들을 발표하였으며, 아래 내용은 이 자료들을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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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워드가이던스 유형을 크게 3가지(세부적으로 4가지)로 나눈 후 해당 유형들
이 국채금리 변동성, 금리예측 전망의 일치성, 장래 금리 관련 불확실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포워드가이던스 유형
유형

내용

예시

조건없이
순전히
정성적
(qualitative)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
2013.7월~2016.1월 ECB에서 사용)

ECB 주요금리가 상당기간 현재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
되기를 기대하며....

개방형 포워드가
기간이나
이던스
(Open-ended
forward guidance)

데이터 기반 포워
경제전망 기초하에 정책경로에 관한 윤 ECB 주요 정책금리가 중기물가
드가이던스
(Data-based
forward guidance)

곽을 제시하는 방식(현재 부분적으로 ECB
가 사용)

목표인 2% 근접 하회하는 수준에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기한 기반 포워드 Calendar를 기반으로 정책경로를 제시하
적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는 현
는 방식(현재 ECB가 주 표현으로 사용)
가이던스
수준이 유지되기를 기대하며...
(C al e nd ar -ba se d
forward guidance)

- 동 방식은 ①장기(1.5년 이상)와 ②단기
(1.5년 미만)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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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1.5년 미만) 기반 사례

(국채금리 변동성)
□ 정책위원회 개최 당일 해당 포워드가이던스 발표 전후 2시간(발표 1시간 전부
터 발표 1시간 후) 동안의 국채금리(2년물)의 변동성을 추적조사한 결과 유형별

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임
(1) 개방형 포워드가이던스 : 동 포워드가이던스가 없는 경우와 비교할 경우
변동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데이터 기반 포워드가이던스 : 해당 포워드가이던스 설계 방침에 대체로
부합하고 시장의 혼선을 완화시키면서 금리 변동성이 상당폭 감소
(3) 기한 기반 포워드가이던스 : ① 장기(1.5년 이상)의 경우 시장의 혼선을 초
래하는 예상들이 대폭 축소되면서 금리변동성도 큰 폭 줄어드는 반면 ②
단기(1.5년 미만)인 경우는 금리 예측 관련 혼선이 확대되면서, 금리변동성
은 포워드가이던스가 없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금리전망 일치성)
□ 각 연구소, IB 등 기관에서 해당 중앙은행의 포워드가이던스 발표 직후 예측
한 1년 후 시중금리의 전망 일치성을 살펴본 결과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효
과를 나타냄
(1) 개방형 포워드가이던스 : 해당 포워드가이던스 발표가 없는 경우와 비교
할 때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2) 데이터 기반 포워드가이던스 : 포워드가이던스가 없는 경우에 비해 일치
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불일치율 대폭 하락)
(3) 기한 기반 포워드가이던스 : ① 장기(1.5년 이상)의 경우 포워드가이던스는
전망 일치성이 가장 크게 호전되어 전망 불일치율은 가장 낮아진 데 반
해 ② 단기(1.5년 미만)인 경우는 금리전망 일치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포
워드가이던스가 없을 때보다 불일치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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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드가이던스 유형별 국채금리 변동성 및 금리전망 불일치율*
국채금리 변동성1)

주 1): 가로축 1.0은 포워드가이던스가 없는 경우
자료: ECB

경제전망 간 금리전망 불일치율1)

주 1): 가로축 1.0은 포워드가이던스가 없는 경우
자료: ECB

* 연구 대상국은 2013.1월~2016.11월 중 1% 이하의 기준금리를 나타냈던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스
웨덴 등임

(장래 금리 관련 불확실성)
□ 향후 금리와 관련한 불확실성*의 경우에도 국채금리 변동성, 금리전망 일치
성 등과 마찬가지로 그 감소효과는 장기(1.5년이상) 기반 포워드가이던스가 가
장 크며 그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 포워드가이던스〉개방형 포워드가이던
스〉단기(1.5년미만) 기반 포워드가이던스의 순서를 보임
* 장래 금리 불확실성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포워드가이던스의 강화는 국채금
리 변동성이나 금리전망 일치성과 달리 상반된 효과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함
중앙은행의 포워드가이던스에 따라 향후 금리 향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지만,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공적 시그널에 대
한 쏠림반응으로 각 개인들의 의견이 줄고 다양한 정보들의 중요도가 저평가되
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여지도 있음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강력한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경우 이로
인한 불확실성 감소효과가 시장정보 제공 및 활용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효
과보다 크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

Ⅲ

종합 및 시사점

 지난번 7월 ECB가 포워드가이던스 강화안을 강구하기로 한 발표는 포워드가
이던스 강도가 높을 수록 금리 변동성은 줄면서 금리전망 일치성이 높아지고
장래 금리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위 분석결과에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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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드가이던스 강도에 따른 각 요소의 반응 정도
국채금리 변동성

자료: ECB

금리전망 일치성

자료: ECB

금리 관련 불확실성

자료: ECB

 한편 다음 ECB 정책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단기(1.5년 미만) 기반 포워드가이던
스 대신 강도가 더 큰 장기(1.5년 이상) 기반 포워드가이던스 또는 데이터 기
반 포워드가이던스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위 자료에서 ECB는 단기 기반 포워드가이던스는 장래 금리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의 약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어 동 방식을 변경할 것임을 시사
ㅇ ECB 의사록에서 정책위원 Philip Lane은 금리인하와 자산매입 등을 포함
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하면서 장래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 수단에 포워드가이던스의 변경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정책위원 Olli Rehn도 9월 결정에서는 상당하고 임팩트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2019.8.15일, WST 저널 인터뷰)

ㅇ Berenberg Bank의 이코노미스트 Florian Hens*는 9월 회의에서 ECB가 단
기전망에서 벗어난 포워드가이던스로의 변경을 발표할 것을 예상
* 금년 3월 및 7월 ECB 포워드가이던스 변경 형태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한 바 있음

ㅇ Barclays는 ECB가 9월 회의에서 종합적인 부양정책 패키지 발표와 함께
기한 기반 포워드가이드 대신 순수한(purely) 데이터 기반 포워드가이던스
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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