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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통화정책체계 검토 추진경과 및 주요 논의내용*

연준의
통화정책체계 검토와 관련한 2019.7월 이후 총 6차례 FOMC 정례회의 논의내용
(의사록), Fed Listens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

1. 검토 개요 및 경과

개 요) 연준은 의회가 부여한 최대고용 및 가격안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화정책 전략, 도구 및 커뮤니케이션 관행을 2019년부터 재검토
(review)하겠다고 2018.11월 발표
□ (목 적) 실효금리하단(이하 ELB) 제약하에서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실질금리가
높아지면서 성장 및 노동시장을 제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가 ELB에 도달했을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
o 低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연준의 물가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ELB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2% 물가목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
□ (검토주제) 양대책무 및 2% 물가목표가 주어졌다는 전제하에 다음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
① 현 통화정책전략은 연준의 설립목표를 달성하기 충분한지? 과거 물가목표에
미달한 부분을 보충(make-up)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지?
② 현 통화정책 수단이 연준의 양대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지? 그렇지 않다면
추가 정책수단을 구비해야 하는지?
③ FOMC의 정책체계 및 시행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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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과) 연준은 2019년중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2019년 중반부터 FOMC 정례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결과를 2020년
중반에 발표할 예정
o Fed Listens 행사 : 연준이사회와 각 지역연준이 노동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금리가 다양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2019년 이후 전국적
으로 총 15회에 걸쳐 일련의 행사를 개최(2019.6.4.~5일 시카코 학술컨퍼런스 포함)

□(

*

기업·산업대표, 노동계지도자, 저소득 및 중간소득 지역주민, 퇴직자, 경제개발 관계자,
학계, 비영리단체 임원 등이 참석 (「<참고1> 연준의 Fed Listens 행사」참조)

연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5월에 연준이사회 주관으로 동 행사를
추가로 개최한 후 Fed Listens 행사 결과보고서를 2020.6월에 발표
o FOMC 논의 : 연준은 Fed Listens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2019.7
월 이후 FOMC 정례회의에서 총 6차례 공식 논의하였으며, 이를 FOMC 회의록
을 통해 공개
― 2019.7월 : 향후 검토 주제를 7가지로 구체화
― 2019.12월 : 2012년 이후 매년 1월에 발표해 온 “장기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 성명서(Statement on 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를
2020.1월에 발표하지 않고 통화정책체계 검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
― 2020.6월 : 다수 참석자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모든 정책수단의 효과에
있어 가장 중요하므로 통화정책체계 검토를 단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
―

FOMC 정례회의의 통화정책체계 검토 논의내용

개최시기
회의내용
검토 주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연준의 통화
2019년 7월
정책조치 회고, 향후 논의 주제 정리
① ELB 제약시 통화정책 수행
미래 경기침체시 ELB 제약위험 평가 및 대응 ② 통화정책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의 역할
9월
전략 (Makeup전략)
③ FOMC의 균형있는 접근방식과 인플레이션
ELB 제약시 활용가능 통화정책 수단
목표의 대칭성을 전달하는 최적 방법
10월 (① 포워드가이던스, ② 마이너스금리, ③ 양적완화,
④ FOMC의 전략과 정책도구 설정간 관계
④ 수익률곡선관리)
Fed Listens 결과보고 및 평가, 통화정책의 ⑤ 낮은 중립정책금리 의의, 중립정책금리와
12월
장기 정상실업률 불확실성의 의미
분배적 고려사항
통화정책과
금융안정간
상호작용
, 인플레이션 ⑥ 인플레이션 압력 부재 상황에서 장기 정상수준
2020년 1월
목표범위
보다 낮은 실업률 유지의 잠재적 혜택과 비용
⑦ 연준의 양대책무 달성 목표기간
ELB 제약시 활용가능 통화정책 수단
6월
(① 포워드가이던스, ② 양적완화, ③ 수익률곡선관리)
자료: FOMC 회의록 (2019.7월, 9월, 10월, 12월, 2020.1월, 6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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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연준의 Fed Listens 행사

주최
1

일

Dallas
2.25

구성
참석자
교육
, 노동계, 고령자,
지역참석자프리젠테이션
음식안전
, 교통, 의료,
커뮤니티 방문
주택 관련 대표자
, 싱크탱크, 연준
연구
개) 학계
관계자
정책 패널
패널(2
(2개)
지역 단체, 지
지역 패널(1개) 비영리
방정부, 대표자
Goodwill industries,
재단,
지역 패널(1개) 커뮤니티
식품가공회사
전문서비스기업및대표자
, 소수 민족,
지역 패널(3개) 저소득층
소기업, 퇴직자
대표

주제 및 질문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금리 관련 질문

경기사이클과
대응에 받는지에
따라 다
양한 가계들이통화정책
어떻게 영향을
대해 연준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통화정책
, 노동시장, 임금 및 물가상승의 영향
3 Richmond
물가상승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
5.8일
2% 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Makeup 전략
타이트한
노동시장의
비용과
편익
낮은
실업률과
안정적
가격의
중요성
4 Boston
5.13일
낮은
금리의
장기적
영향
이자율 변화에 따른 비용
현재경기상황
, 노동시장,
저소득층
, 중소기업,
물가안정
대비
최대고용의
중요성
5 Philadelphia 지역패털(2개)
5.17일
고등교육계 대표
통화정책의
일상활동에
대한
파급효과
연준 정책의 개선 방안
노동계
, 비영리단체,
Duel Mandate의 상대적 중요성
6 New York
지역패널
(1개)
지방정부
및
의회
,
비용
5.20일
지역학계, Puerto Rico 대표 타이트한
통화정책의노동시장의
광범위한 효용과
경제 파급효과
학계
및 싱크탱크
연구자 현 경제상황, 노동시장, 연준 커뮤니케이션
Chicago
연구패널
(7개)
민간부문
이코노미스트
7 6.4~5일
금리, 통화정책 파급경로, 신용가용성, 인
지역패널(2개)
노동계
Conference
기업 등, 고등교육
대표자 , 중소 플레이션, 연준 커뮤니케이션
대규모
지역개발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저소득, 중간 계층의 고용상황 및 인플레
8 Cleveland
컨퍼런스의
마지막
테이블별로
6.21일
세션에 추가
대해 논의 두 질문에 이션이 미치는 영향
지역
제조기업
, 노동계, 현 경제상황, 고용시장, 인플레이션, 연준
9 Atlanta
지역패널
(2개)
공립학교
, 지역금융계,
7.16일
지역주택 관련기관 대표자 커뮤니케이션
신용의 비용 및 접근성
자문위원회의
질
농업
, 지역금융기관, 의료,
10 St. Louis
문에
대한
각
기
부동산
, 교통 관련 단체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금리, 연준 커뮤니
9.4일
관의 답변서
및 자문위원회 대표자 케이션 및 역할
현 경제상황, 타이트한 노동시장, 계층상
학계
, 싱크탱크, 연준연구자 승 기회
San Francisco 연구패널(1개)
11 9.26일
노동계
, 지역정부, 지역 장기간의 성장과 타이트한 노동시장에
지역패널(2개)
단체, 기업
대표자
기업가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지역발전기금
, 중소기업, 노동시장과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연준이사회 지역패널(2개)
12 10.4일
제조기업
, GIG 노동자, 인플레이션, 금리와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노동단체, 지역대학 대표자
기업
, 노동자, 지역기금, 노동시장 상황, 임금과 물가, 경제상황,
Kansas City
13 10.9일
지역패널(1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경제발전 제약요인
그룹 대표
노동시장
상황통화정책의
, 취약계층의 장기고용시장
노동단체
, 지역대학,
Chicago
전망에
대한
효과
14
지역패널(2개)
지역단체
, 주택기관,
10.17일
저중소득
계층의
주거
,
중소기업에
있어
지역발전기금 대표자 통화정책의 영향
노동계
, 지역대학,
연준이사회
15 2020.5.21일 지역패널(1개)
주택기관
중소기업,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
지역금융 ,대표자
자료 : Federal Reserve, Fed Listens : Prospectives from the Public(2020.6월)
2

일

Minneapolis
4.9~10

-3/18-

2. 주요 논의내용
(기존 통화정책체계에 대한 평가)

현행 통화정책체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회복 과정에서 미국경제를
위해 잘 작동해왔음
o (전 략) 양대책무(최대고용 및 가격안정)에 대한 FOMC의 균형 있는 접근방식
(대칭적 인플레이션 목표제 등)이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장기간 유지하는데 도움
o (정책수단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책금리가 ELB에 있는 상황에
서도 정책금리 예상경로에 대한 포워드가이던스 와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추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환경을 제공
― 이러한 정책수단은 광범위한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고,
정책효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작은 장점이 있음
― 장기간 비전통적인 정책수단 활용에 수반될 수 있는 금융안정에의 부정
적인 영향,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 대규모 자산매입에 따른 잠재적 비용
문제 등은 현실화되지 않았음
o (커뮤니케이션) 매년 1월 발표하는 “장기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에 대한 성명서
(Statement on 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 매분기 발표하는
개별 위원의 경제전망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등이 통화정책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데 도움
□ 그동안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FOMC는 향후 경제
상황이 다시 이러한 수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보다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와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할 것임
□ 그러나 장기간의 금리하락으로 중립 정책금리가 낮은 상황이므로 향후 대부분의
경기침체시에 ELB 제약이 통화정책의 목표달성을 어렵게 할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전략, 수단, 커뮤니케이션 관행을 제고할 필요
o 기존 비전통적 정책수단은 ELB의 제약의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ELB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하지는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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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양대책무에 대한 중기적인 위험요인으로 ① 정책금리의 유효하한
(ELB) 근접, ② 중립정책금리와 장기실업률 수준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 ③
자원 이용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반응 감소, ④ 인플레이션 기대와 실현치간
불확실성 관계 등을 지목
o 주요국 경제에서 오래 지속되고 있는 ELB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의
유사한 상황 발생을 피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목표 이하로 억제하는 요인에
대해 공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제안
o

(통화정책 전략)
 Makeup 전략
□

정책금리가 ELB에 있는 상황에서 정책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목표에 미달한 부분을 나중에 보충하는 Makeup 전략이 활발히 논의
o 현행 물가목표제(flexible inflation targeting) : 정책의 유연성이 있으나,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음*
*

연준이 2009.6.4.~6.5일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자인 스톡홀름대학 Svensson 교수가 주장
(Fed Listens 결과보고서 : Svensson points out that Flexible inflation targeting does not attempt
to make use of private-sector expectations for future monetary policy to balance the central
bank’s goals over time.)

전략 : 중앙은행이 ELB로 제약된 기간 이후에 인플레이션 부족분을
보상 할 것이라는 시장기대가 형성될 경우 ELB 기간에 현재와 미래의 기대
실질금리를 낮출 수 있어 추가적인 경제부양이 가능
□ Makeup 전략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물가수준 목표
제, 일시적 물가수준목표제 등이 주로 논의
o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 : 정해진 기간의 평
균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전략
― 경기둔화 시기의 낮았던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 위해 경기가 확장기로
전환되더라도 물가목표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일정기간 용인
o Makeu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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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수준 목표제(flexible price-level targeting) : 물가가 목표수준을 계속 유지
했을 때 달성했을 물가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여 과거에 실현된 물가 부족
분을 보충하는 전략
o 일시적 물가수준 목표제(temporary price-level targeting) :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
보다 낮을 때만 부족분을 보충하는 전략 (버냉키 전 연준의장이 주장)
o

현행 대칭적 인플레이션 목표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자료 : 샌프란시스코 연준(2019.5월)

물가수준 목표제

자료 : Goldman Sachs

회의와 연준이 주최한 관련 컨퍼런스(2019.6.4.~6.5일)에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와 일시적 물가수준 목표제가 주로 논의

□ FOMC

3가지 Makeup 전략의 장단점 비교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물가수준 목표제
일시적 물가수준 목표제
- 現통화정책과 크게 다르지 - 관측가능한 과거 실제 인플레이션에 연계하므로 대중에게
않으므로 연준이 실행하기 설명하기 쉽고 이해를 얻는데도 유리
용이
- 기대형성에 대한 가정에 크게 의존하지 않음(robust)
-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 ELB상황에서경제안정효과가
용이하고 신뢰를 얻는다면
있는 반면 ELB가 아닌 상황
자동 안정화기능을 제공
에서는 물가수준 목표제의
장점
단점을 피할 수 있음
- 물가가 목표수준을 오랫동안 - 과거에 달성하지 못한 물가
이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목표에 대한 Makeup 전략을 - 정책금리를 제로이하로 낮출
적극적 대처가 가능
엄격히 실행
수 없는 하방경직성을 감안
하면 물가의 overshooting
- 과거에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대한 Makeup 전략을 엄격히
적절할 수 있음
하지 않을 수 있음
- 갑작스런 물가상승시 이를
중앙은행이금리가제로수준일
- 대중의 기대형성에 대한
상쇄하기 위해 상당기간 - 때만
달성하지 못한 부족분을
가정에 크게 의존 (robust하지 낮은 물가와 높은 실업이 메이크업하고
이후 동 전략을
않음)
필요할 수 있음
단점
버릴 가능성
- 평균 인플레이션 산정 기간에 - 중앙은행이 힘들고 인기가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확보
대한 합의 필요
없는 정책을 선택해야 할 - 하기
어려울 수 있음
수 있음
자료 : 2019.9월 FOMC 회의록, 2019.6월 Fed Listens 컨퍼런스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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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연준의 現 대칭적 인플레이션 목표제(symmetric inflation
objectives)가 양대책무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전달하는데 잘 활용되어 왔으나
ELB 상황에서의 물가와 고용의 하방위험을 감안하여 Makeup 전략이 필요
하다는데 동의
o 인플레이션이 ELB에서 목표수준인 2%를 하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ELB에서 벗어난 시기에 2%보다 높은 것을 용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새로운 통화정책 전략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며, 각
Makeup 전략이 특정규칙에 너무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전략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
o Makeup 전략은 모형이나 이론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
o 또한 미래 FOMC의 정책결정이 과거 결정에 얽매이는(bind) 효과와 합법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
□ FOMC

*

임박한 경기침체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Makeup 전략이 정책대응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음

전략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으나 현재 통화정책 전략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이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계속 연구할 필요
□ 연준이 주최한 Fed Listens 컨퍼런스(2019.6.4.~6.5일)에서 스톡홀름대학 Lars
Svensson 교수는 중앙은행의 목표변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전망경로를 변화
시키기 위해 정책금리 경로 설정을 통한 Makeup 전략 도입을 주장
o 이러한 전략 하에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경로와 목표변수(실업률, 물가) 전망치를
제시하고 새로운 경제정보에 따라 이를 수정함으로써 정책의도를 전달 가능
o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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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목표 범위(target range for inflation)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수 참석자들이 물가목표를 일부 중앙은행의
사례와 같이 특정 수치가 아니라 범위로 설정하는 대안을 제시
o 이는 FOMC가 인플레이션이 2%에서 약간 벗어날 것이라고 판단한 기간이
적절한지 대중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므로 평균적으로 연준의 양대책무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물가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니라 일정 범위(range)로 설정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FOMC 위원간 견해가 엇갈림
o 대부분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수년간 하회하는 시점에서 인
플레이션 범위를 도입하는 것은 연준이 목표수준 이하의 인플레이션을 계
속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
― 불확실성 범위가 무관심 범위로 잘못 해석될 수 있고 정책의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명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Makeup

참고2> 물가목표 범위와 관련된 세 가지 다른 개념과 커뮤니케이션」 참조

* 「<

현재처럼 인플레이션 목표가 2% 전후에 대칭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
의도를 보다 강조할 수 있음
o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의 본질적인 변동성을 고려할 때 대칭적인
범위를 목표로 설정할 경우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
― 비대칭적 목표범위(2%가 그 범위의 하한부근으로 설정)를 일정기간 동안 도입할
경우 중립 실질금리가 낮을 때 완화적인 통화정책효과를 제공하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
―

참고2> 물가목표 범위와 관련된 세 가지 다른 개념과 커뮤니케이션
o 불확실성 범위(uncertainty range) : 위원회의 대칭적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과
일관성이 있는 인플레이션 고유의 변동성의 크기를 전달 가능
o 운영범위*(operational range) : 일부 경제조건하에서 FOMC가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에서 일정기간 벗어나는 것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음

<

*

o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에 기초하는 전략 또는 역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Makeup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 가능

무관심 범위(indifference range) : 통화정책이 그 범위 내에서 인플레이션
편차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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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단)
 포워드가이던스(forward guidance)

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포워드가이던스와 관련해
서는 가지 방식의 상대적인 장점이 주로 논의
o 정성적 방식(Qualitative) : 완화적 정책 수행 기간에 대해 구체적 수치 또는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특정용어나 문구 등을 제시
o 날짜기반 방식(calendar-based) : 완화적 통화정책이 축소되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방식
o 성과기반 방식(outcome-based) :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축소되는 시기를 거시
경제적 성과(예: 실업률, 인플레이션) 달성에 연계하는 방식
□ 포워드가이던스는 정책금리가 ELB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도 금융여건을 완화
하고 경제활동을 진작하는데 유효한 정책수단이지만, 각 수행방식의 정책효과는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o 그러므로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포워드가이던스가
필요하며, FOMC의 경제전망 변경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포워드가이던스
방식과 커뮤니케이션이 조정되어야 함
□ 성과기반 포워드가이던스는 다른 방식의 포워드가이던스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짐
o 성과기반 포워드가이던스는 미래의 통화정책 조치와 거시경제 조건 사이에
명시적 연결을 만들어 경제적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특히 인플레이션 성과와 연계한 성과기반 포워드가이던스는 연준의 2%
목표의 공약을 강화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
o 다만 성과기반의 포워드가이던스는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여타 포워드가이던스 방식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
□ FOM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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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개최된 6월 정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가 현재의
심각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향후
수 년동안 유지해야 하며 향후 몇 달간 정책금리 및 자산매입의 예상경로를
명확히 제공해야한다고 강조
o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참석자들은 대체로 성과기반 포워드가이던스를 지지
― 다수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연계된 포워드가이던스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동 수단이 2% 물가목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으
로부터의 섣부른 중단을 막을 수 있기 때문
― 일부 참가자는 실업률과 연계된 포워드가이던스를 선호했는데 이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노동시장 지표를 이용하면 연준이 오랜 기간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o 일부 참석자들은 날짜기반 포워드가이던스가 성과기반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날짜기반 포워드가이던스가 2011~2012년중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성과기반 포워드가
이던스를 위한 신뢰할 만한 목표를 제시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

양적완화 정책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대규모 자산매입정책은 기간프리미엄과 장기금
리를 효과적으로 낮춤으로써 완화적인 금융상황 조성과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연준의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었다고 평가
o 양적완화 정책이 금리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향후 ELB 상황에서도 장
기금리의 잠재적인 상승압력을 상쇄하고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유지
하겠다는 연준의 정책의지를 강화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가능
o 다만 장기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고 불리한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향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미래에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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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정책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규모까지 자산을 매입
하는 방식(fixed cumulative size)과 특정 거시경제적 성과가 달성될 때까지 일정
한 속도로 자산을 계속 매입하는 방식(flow-based)의 장단점을 논의
o 경제성과 달성과 연계된 flow-based 방식은 경제성과에 따라 자동조정되므로
구현과 의사소통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준의 보유자산이 바람직
하지 않은 수준까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일부 참석자들은 연준이 특정 시장부문에 혼란을 줄 수 있고, 경제 각 분야에
대한 신용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매입대상 채권을
국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수익률곡선 관리정책(yield curve control)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단기 또는 장기 만기
국채의 금리에 상한(cap rate)을 두기 위해 자산매입 정책을 사용하는 수익률
곡선 관리정책이 검토
o 수익률곡선 관리와 관련해서는 과거 미국과 현재 일본과 호주에서 시행되
고 있는 사례중 호주의 사례가 현재 미국의 여건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
□ 수익률곡선 관리정책과 관련해서는 비용과 편익에 대해 주로 논의
o 다수 참석자들은 포워드가이던스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의 추가 도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
o 참석자들은 수익률곡선 관리를 위해 연준의 B/S 규모와 구성을 어떻게 관리
할지? 포워드가이던스를 어떻게 조합하여 사용할지?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연준의 자산규모가 크게 늘어나거나 자산규모 또는 만기구조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금융시장 및 민간부문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침
o 특히 장기금리 상한을 목표로 할 경우 기대이자율 및 자연이자율 등의 측정,
정책 중단시점 판단 등에 있어 어려움이 많고, 국가부채 관리정책으로 오인
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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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참석자들은 단기에서 중기의 수익률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면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
o 동 정책수단이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중단기시계의 금리경로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할 수 있으며 자산매입 필요규모를 축소하는 데도 도움
□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데 동의
□

 마이너스 정책금리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현재 미국에서 매력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아닌 것으로 판단
o 도입국가들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mixed) 상황이며,
미국의 경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고(limited
scope), 금융기관의 대출과 기업 및 가계의 지출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불명확
o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복잡성과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
—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국가들과 다른 상황에서
이를 도입할 경우 시장 기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
□ 다만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효과를 재평가할 수 있는 여건이 도래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 정책수단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음
□

(커뮤니케이션 관행)
 명확한 의사소통 필요성
□

대중과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올바른 기대 형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모든 정책수단의 효과에 있어 가장 중요
o ELB 상황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새로운 정책수단
들은 향후 직면하게 될 여건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커뮤니케
이션의 역할이 더욱 증대
― 특히 포워드가이던스가 부정적인 경제전망 시그널로 인식되면서 가계와
기업들이 지출결정을 더 보수적으로 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FOMC가
발표한 정책이 어떻게 더 나은 경제성과를 촉진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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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화정책의 전략과 어려움*, 그리고 위원회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연성과
정책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통할 필요

참고 3>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Leretta J. Mester)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견」 참조

* 「<

참고 3>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Leretta J. Mester)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견

<

*

이 2019.5월에 개최한 “Strategies
에서 발표한 내용 요약

* Hoover Institution
Conference”

for Monetary Policy : A Policy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제시
o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제의 구조적인 측
면(자연실업률, 잠재성장률, 금융위기로 인한 영구적 손실 보전 등)을 바꿀 수 없음
 통화정책 결정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o 경제주체는 경제데이터에 존재하는 시차 및 수정 가능성,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통화정책 결정자의 경기판단이나 전망이
바뀔 수 있다는 점(통화정책결정과정의 불확실성)을 이해할 필요
o 물가지표의 측정 오류 및 수정 가능성 등 인플레이션 목표치 및 대상 지표 등
에 의한 불확실성도 고려할 필요
 정책결정시 체계적인 접근법을 활용하고 이를 커뮤니케이션에 활용
o FOMC는 통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사용되는 전략을 경제주
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나 FOMC가 발표하는 통화정책전략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통화정책이 재량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
o 통화정책결정시 체계적인 접근법은 통화정책 결정내용과 경제주체의 기대 일
치, 통화정책 결정과정에 존재하는 불확실성 완화, 정치적인 고려 배제 등에
도움
o 통화정책을 체계적으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경제주체에게 효과적으
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


간단한 통화정책 준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위원의 전망치(projections)에 공통된 통화정책 전망 경로(common policy path) 가정
하에서 일련의 경제지표 전망치(a set of economic projections)를 추가
③ FOMC 회의마다 발표되는 의결문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결문에 데이터의 단기 변
화보다는 중기시계의 전망 및 경제지표 변화 추이를 주로 반영

* ①
② FO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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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통화정책 목표 및 전략 성명서” 개정 예정

는 통화정책체계 검토 결과 발표와 함께 개정할“장기 통화정책 목표
및 전략 성명서”개정을 통해 FOMC가 정책목표를 어떻게 보는지 대중에게
알리고, 정책조치에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

□ FOMC

* Such a revised statement would communicate to the public how the Committee views its policy
goals and provide additional context to the Committee's policy actions.(2020.6 FOMC
)

월

회의록

 경제전망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개편 논의
□

연준이 2012.1월 이후 매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 개별위원의 경제전망요약
(SEP)의 개편방안도 활발히 논의
o SEP의 값은 개별 위원의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중간값(median or central
tendency)이 위원회의 공통된 견해(consensus view) 또는 향후 정해진 금리경로
(preset course)로 오해될 소지
o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개별 위원의 전망과 분포 정보를 전달하는 경제전망
요약(SEP)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일부 참가자는 SEP 형식을 수정하고 세부
정보를 제공하면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향상 될 수 있다고 제안
월 FOMC 회의록의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예시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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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금융안정간 잠재적 상호작용)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연준의 양대책무 달성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에 의존
o 현재의 낮은 중립금리 환경에서 연준이 양대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 전략 및 수단과 상관없이 낮은 정책금리가 자주 요구될 것임
o 통화정책기조와 금융취약성 사이에 연관성에 관한 증거가 제한적
o 과거 금융불안은 금리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과도한 리스크 감수행태와
주로 관련
o 연준이 양대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저금리 정책은 강한 경제와 물가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일반적인 상황에서 금융안정성을 제고
― 다만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 이상일 때는 금융취약성을 오히려 증대시켜
연준 양대책무 달성 능력에 저해
□ 그러므로 감독, 규제 및 거시건전성 정책수단들이 금융안정의 위험요인을 다루는
주요 대응수단이 되어야 함
o 경기변동형 자본 완충장치와 같은 거시경제적 도구를 금융안정 위험을 다루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은행권 밖의 취약점을 다루도록 설계되지 않은
데다 FOMC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다른 감독기구와의 조정이 필요
o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해 통화정책의 체계적 대응을 하기에는 이들간 상호
작용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정확
□ 통화정책은 주로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금융위험이 FOMC의 양대목표 달성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대응해야 함
o 금융안정 리스크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통화정책 조치가 상당히 클 수 있으며,
동 조치가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o 다만 금융안정 리스크는 FOMC의 양대책무 달성을 위한 고려사항이므로
금융취약성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와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전달하기 위해 명확한 의사소통 전략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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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분배적 고려사항)

연준의 양대책무를 추구하는데 있어 분배적 고려사항(distributional consideration)의
역할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통화정책이 다양한 인구부문(계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
o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큰 비용을 고려
하여, 통화정책은 애초에 경기침체를 피하거나, 경기침체가 발생하더라도
그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통화정책 조치가 인구그룹에 걸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양대책무 추
구를 위한 통화정책 조치는 궁극적으로 모든 그룹에 이익이 됨
o 통화정책의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강하고 안정적인 경제를 지원
하는 것임
□ 그러나 통화정책은 특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무딘 수단(blunt
instrument)이라고 지적
o 통화정책 조치는 특히 강한 고용시장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상황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감소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
o 그러므로 불평등 문제는 통화정책 이외의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
□ 일부 참석자들은 완화적인 금융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금융 불균형을 부추기고
다음 경기침체를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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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연준이 통화정책체계 점검 결과와 함께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장기 통화정책
목표 및 전략 성명서”를 9월 FOMC 이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
o 2020.7월 FOMC 결과발표 인터뷰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당초 6월 FOMC 이전에
끝낼 계획이었던 통화정책체계 검토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지연
되었으나 이제 이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동 인터뷰에서 “장기 통화정책 목표 및 전략 성명서”수정은 대부분 연준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문서로 체계화하고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언급

주요 투자은행(citi)에서는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논의 범위가
밝혀지고 9월부터 새로운 통화정책체계가 일부 도입될 것으로 예상
□ 그동안의 FOMC 논의내용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완화적인
통화환경이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現 ELB 상황에서의 정책여력을 확보하고, 낮은 기대 인플레이션 대응에 필요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 및 정책수단과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
o FOMC 논의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통화정책체계 검토를 통해 광범위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들의 최적
조합(mix of tools)을 찾아야 함을 강조
□ 현지에서는 이번 연준의 통화정책체계 검토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며, 특히
연준이 Fed Listens 행사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
한 것이 매우 파격적이라는 평가
o 다만 일부 보수진영 싱크탱크(Cato Institute)에서는 연준이 이번 통화정책체계
검토시 기존 양대책무와 2% 물가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통화정책체계를 현재 재량중심에서 준칙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
o

*

o

준칙기반 통화정책의 전문가인 John Taylor는 연준 컨퍼런스에서 2012년에 시작된 연준의
현 통화정책체계는 FOMC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서 포워드가이던스를 처음 도입
했던 2003~2005년의 준칙기반 통화정책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주장

다른 한편에서는 장기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시행에 따른 자산가격 버블,
금융불안, 소득불평등(취약계층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연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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