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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ll 연준 의장의 연설*에 대한 시장반응 및 평가 
             * The Economic Club of New York 연설

1. 금융시장 반응

□ 금융시장은 정책금리가 중립수준 범위의 바로 아래(just below)에 머무르고 

있다는 연설문 내용에 주목하며 금리가 단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미달

러화는 약세를 나타내었으며, 주가는 큰 폭 상승하는 등 dovish하게 반응

※ 연설문 주요 내용
   정책금리가 역사적 기준에서 여전히 낮으며 광범위한 중립금리 수준 추정치

의 바로 아래(just below the broad range of estimates of the level that 
would be neutral)에 머무르고 있음. 점진적 금리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불확
실하며 완전히 실현되기까지 일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음. 최근의 금융
시장 변동성이 연준 중립금리 및 자연실업률 추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엔 너무 이름(too soon)

  o 미국채 금리는 Powell 의장 발언이 dovish하다는 인식으로 향후 연준 금

리인상 기대가 약화*되면서 단기금리(2년물)가 연설문 발표 직후 갭하락

(-4bp)하였다가 장후반 낙폭을 다소 축소하여 마감(장기금리는 보합)

      * 선물시장 반영 2019년 연준 금리인상 횟수: 11.27일 1.4회 → 11.28일 1.2회

  o 주가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업종 전반에 걸쳐 큰 폭 상승

  o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는 dovish한 연설문 내용에 즉시 반응하며 약세를 

나타내었으며, 금가격은 미달러화 약세 움직임에 영향받으며 상승

- 원화(NDF)는 달러화 약세 영향 등으로 대부분 통화와 함께 강세 시현

주요 금융지표 동향 미 국채금리 및 주가지수 일중변동 추이    

‘17년말 ‘18.10말 11.27 11.281) 전일
대비

미
국
채 

2년물 1.88 2.87 2.83 2.81 -2bp

10년물 2.41 3.14 3.06 3.06 0bp
주  
가 

다우 24,719 25,116 24,749 25,366 2.5%
S&P500 2,674 2,712 2,682 2,744 2.3%
DXY 92.1 97.1 97.4 96.9 -0.5%

달러/유로 1.2005 1.1312 1.1289 1.1368 0.7%
엔/달러 112.7 112.9 113.8 113.7 -0.1%

원/달러(NDF)1,066.81,140.81,130.31,122.2-0.7%
WTI U$/bbl 60.4 65.3 51.6 50.3 -2.4%
금($/온스당) 1,303.11,214.81,215.01,221.2 0.5%

주: 1) 뉴욕 16:50분 기준

연설문 발표(12:00pm)

미국채(2년)금리

다우존스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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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범위 바로 아래(just below the broad range of estimates)에 

있으며 정책금리 인상효과의 시차가 일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는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Powell 의장의 입장이 지난 10월(10.3일)*에 비해 보다 중립적

인 방향으로 선회(hawkish → more balanced)하였다는 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

     *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를 상회할 수도 있지만 중립금리가 상당히 멀리 있다고 언
급(we may go past neutral. But we’re a long way from at this point)

<주요 투자은행 코멘트>

￭ (Goldman Sachs) 통화정책 전망에 있어서 대체로 균형잡힌(roughly balanced) 연
설이었음. 중립금리 관련 언급은 현재 정책금리가 FOMC 중립금리 추정치 최하단
(2.5%) 및 연준의 다양한 모델 중립금리 추정치의 최소값(2.4%) 바로 아래인 점과 
일치함. 8월 Jackson Hole 연설에서와 같이 중립금리 추정치를 둘러싼 높은 불확
실성을 강조하였는데, 현재 정책금리가 여전히 연준 중립금리 median 추정치
(3.0%) 보다는 한참 아래 수준인 점에 주목해야 함

￭ (BoAML) 지난 10.3일의 언급과 비교해서 기본적인 전망은 동일하나 위험은 양방
향으로 인식하여 보다 균형 잡힌(more balanced) 언급으로 평가

￭ (Morgan Stanley) 현재의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범위 바로 아래에 있다는 언급은 
Clarida 부의장의 최근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임. 전체적으로 볼 때 기
존 10.3일의 발언과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번 연설은 dovish한 것으로 
판단

￭ (HSBC) ‘중립금리가 상당히 멀리 있다’는 지난 10.3일의 언급과 비교시 상당한 
변화로 평가. 12월 FOMC에서 예정대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후의 금리인상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Wells Fargo) Powell의 경제전망 변화는 거의 없지만 이번 연설은 다소 dovish

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평가. dot chart상의 정책금리 장기전망 범위(2.5~3.5%)와
현재의 정책금리 상단(2.25%)을 비교하여 정책금리가 다소 아래에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10.3일 연설 대비 금번 Powell의 연설은 다소 일관성이 떨어짐

￭ (TD) Powell 의장의 연설 이후 금리하락은 과도한 시장반응임. 이번 Powell의 연
설을 연준이 금리인상을 잠시 중단(pause)할 수 있다고 잘못 해석하는 것은 곤란

￭ (RBC)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에서 아래에 있다는 발언을 근거로 연준이 곧 정책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임. 추정 중립금리 범위
(2.5%~3.5%)를 감안할 때 단순히 현재의 정책금리가 범위 하단의 바로 아래에 있음
을 언급한 것에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