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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준1월 FOMC 3월 금리인상 시그널 

미 연준은 1 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0.00%-0.25%)를 동결하고 향후 금리 인

상을 시사했다. 주목 포인트는 ① 경제와 물가 판단, ②금리 인상 시기, ③자산축소 일정이었다.  

경기 상황 양호, 정책지원 더 이상 불필요 

1월 성명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정책 도구를 사용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촉

진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점이다.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보여준다.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목표가 모두 덜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신호

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는 조만간 확산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언급

했으며 고용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다(tremendously strong)고 강조했다. 고용시장을 해치지 않

으면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가에 대한 판단도 바뀌었다. 12 월 성명문에서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2%를 웃도는 상황”을 “인

플레이션이 2%를 훌쩍 웃돌고…”로 문구를 수정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자리 잡는(entrenched)

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연준의 우선된 목표이다. 

기준금리 인상 일정 

파월 의장은 상방과 하방 리스크가 모두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은 향후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이 언급한 리스크는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 공급망 차질 지속, 높은 물가상

승률의 지속 등이다. 성명문에서는 기준금리를 조만간(soon)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했으

나 기자회견에서 3 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테이퍼링 종료 시기를 기존의 3 월 중순에서 

3월 초로 앞당긴 것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차대조표 축소(QT) 현실화 

기준금리 조정이 통화정책 조정의 주요 수단이며 대차대조표 축소(QT)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시작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우선시했다. 다만 파월의장이 대차대조표가 필요 이상으로 상당

히(substantially) 크고 언급해 대차대조표 축소도 점차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전망이다. 별개로 발간

한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 원칙” 설명자료에서는 대차대조표 규모를 상당하게(significantly) 줄일 계

획이라고 밝혔다. 조정 방식은 적극적으로 자산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 규모를 조정할 것

이라며 자연스러운 축소 방식을 추구했다. 파월의장은 3월 회의에서 논의 후 최소 1번 더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해 QT시작 시기를 6월부터 열어뒀다.  

예상만큼 매파적인 연준 

미 연준은 성명문에서는 예상보다 비둘기적인 모습이었으나 기자회견에서는 예상만큼 매파적이

었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리스크도 단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최소 3회 금리 인상, 하

반기 대차대조표 축소는 확실해졌다.  

 

 

Macro Economy Check Point 

 1월 FOMC, 금리 동결, 금리 인상 시사 

 물가 전망 높아지고 고용시장은 강하다고 판단 

 기준금리 3월 인상 전망 

 대차대조표 축소도 6월 이후 시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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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FOMC 기자회견 주목 포인트 

1) 최근 금융 시장에 조정 

최근 금융 시장 변동성에 대해 연준은 몇 가지 지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금융 시장 상황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12월 

점도표에서 나타난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이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2) 물가상승에 대한 입장 

미국 물가상승 상황에 대해서는 12 월의 판단과 거의 같지만 조금 더 안 좋아졌다고 언급했다. 물가 

전망이 2022년 근원 PCE물가기준으로 더 높아졌다. 연준이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는 이유이다. 

3) 기준금리 인상 폭과 횟수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과거에 비해 높은 물가상승률, 높은 성장률, 더 강한 고용

시장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4 회 금리 인

상, 연속적 금리 인상, 50bp 금리 인상 등 매파적인 행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4) 물가와 고용 판단 

금리 인상에 대한 규칙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물가상승률은 2% 아래로 낮출 생각은 없으며 기대인

플레이션을 2%에 고정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덜 완화적인 통화정책 하에서도 고용시장은 

엄청나게 강하다(tremendously strong)며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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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미 연준 통화정책회의 성명문 변화: 12월 vs 1월 

12월 1월 

The Federal Reserve is committed to using its full range of tools to support the U.S. 

economy in this challenging time, thereby promoting it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With progress on vaccinations and strong policy support, indicators of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have continued to strengthen. The sectors most adversely 

affected by the pandemic have improved in recent months but continue to be 

affected by COVID-19.  

With inflation having exceeded 2 percent for some time, the Committee expects it 

will be appropriate to maintain this target range until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reached levels consistent with the Committee’s assessments of maximum 

employment. In light of inflation developments and the further improvement in the 

labor market, the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monthly pace of its net asset 

purchases by $20 billion for Treasury securities and $10 billion for agency mortgage-

backed securities. Beginning in January, the Committee will increase its holdings of 

Treasury securities by at least $40 billion per month and of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by at least $20 billion per month. The Committee judges that similar 

reductions in the pace of net asset purchases will likely be appropriate each month, 

but it is prepared to adjust the pace of purchases if warranted by changes in the 

economic outlook. 

The sectors most adversely affected by the pandemic have improved in recent 

months but are being affected by the recent sharp rise in COVID-19 cases.  

With inflation well above 2 percent and a strong labor market, the Committee 

expects it will soon be appropriate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he Committee decided to continue to reduce the monthly pace of its net asset 

purchases, bringing them to an end in early March. Beginning in February, the 

Committee will increase its holdings of Treasury securities by at least $20 billion per 

month and of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by at least $10 billion per month.  

 

연방준비제도는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정책 도

구를 사용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경제활동과 고용 지표가 

계속 강화돼왔다. 팬데믹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부문은 최근 몇 달간 개선

됐으나 코로나19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2%를 웃도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고용시장 상황이 위원회

의 완전고용 평가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이 목표 범위를 유지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플레이션 진전과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개선을 고려해 위원회는 매달 국채 

2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MBS) 100억 달러씩 순자산 매입을 줄이기 시작하기

로 했다. 1월부터 위원회는 국채 보유량을 매달 최소 400억 달러씩, MBS 보유량

은 최소 200억 달러씩 늘릴 것이다. 위원회는 순자산 매입의 속도를 유사한 규모

로 줄이는 것이 매달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경제전망의 변화에 의해 보장될 

경우 매입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  

팬데믹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부문은 최근 몇 달간 개선됐으나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수의 가파른 증가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2%를 훌쩍 웃돌고 강한 노동시장으로 위원회는 연방기금금리 목

표를 인상하는 것이 곧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위원회는 월간 순 자산매입 속

도를 계속 줄여나가기로 했으며, 3월 초에 이를 종료할 것이다. 2월부터 위원회는 

국채 보유량은 최소 월 200억 달러씩, 주택저당증권(MBS)은 최소 월 100억 달

러씩 늘릴 예정이다.  

자료: FED, 인포맥스,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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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12.3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