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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월 FOMC 회의 결과

◈ 12.10~11일 회의에서 FOMC는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현 수준에서 유지
(1.50~1.75%)하기로 결정(10인 전원 찬성)
o 경제활동이 완만한(moderate) 속도로 상승하였으며 노동시장 여건은
강세를 지속(remains strong)
◈ 정책금리(median 기준) 경우 2020년(1.6%) 동결된 후 2021년(1.9%) 한 차
례 인상되는 경로를 제시(19년말 1.6%, 20년말 1.6%, 21년말 1.9%)

Ⅰ. FOMC 결정사항
1. 정책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

□ 완전고용 및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리 목표범위
를 현 수준에서 유지(1.50~1.75%)하기로 결정

o 현 통화정책 기조는 경제활동의 확장세, 강한 노동시장 여건, 물가의
대칭적 2% 목표 수준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
o 경제전망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

□ 향후 정책금리 목표범위 조정의 시기 및 폭에 있어서 FOMC는 연준의
양대 책무와 연관된 경제적 동향과 전망을 평가하여 결정할 것임

o 이를 위해 노동시장 지표, 인플레이션 압력 및 인플레이션 기대, 금융
시장 및 글로벌 금융 ․ 경제 여건 등을 평가할 것임

□

향후 적절한 정책금리 경로를 평가할 때 새롭게 입수되는 데이터가
경제전망(글로벌 여건 및 낮은(muted) 인플레이션 압력을 포함)에 미치는 의미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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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상황 평가
□ 경제활동이 완만한(moderate) 속도로 상승하였으며 노동시장 여건은 강세
를 지속(remains strong)
o 견조한(solid)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
o 가계지출은 강한 증가세를 보였으나(rising at a strong pace), 기업투자 및
수출은 약세를 지속(remain weak)
□ 인플레이션율(전년동월대비)은 2%를 하회(running below 2 percent)
o 인플레이션 보상에 대한 시장지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서베이지표는 대체로 큰 변화 없음

Ⅱ. 수정 경제전망
□ 회의 참석자들(총 17명)은 2020년도에 대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종전(2019.9월)과 동일한, 실업률은 하향한 전망치를 제시*
* 경제성장률 : 2.0%(2019.9월) → 2.0%
실 업 률 : 3.7%(2019.9월) → 3.5%
물가상승률 : 1.9%(2019.9월) → 1.9%

o 실질GDP 성장률(4/4분기 전년동기대비 기준): 2019년 2.2%를 기록한 뒤 완만한
속도로 낮아질 전망
o 실업률(4/4분기 기준): 2020년 3.5%를 나타낸 뒤 점차 상승하나 상당 기간
장기 전망치(4.1%)를 하회
o PCE 상승률(4/4분기 전년동기대비 기준): 2019년 1.5%를 기록한 뒤 상승하
여 장기 전망치 수준인 2.0%로 수렴할 전망
― 근원 PCE도 2.0%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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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GDP 성장률
(2019.9월전망)
실 업 률
(2019.9월전망)
PCE 상승률
(2019.9월전망)
근원 PCE 상승률
(2019.9월전망)

19
2.2
2.2
3.6
3.7
1.5
1.5
1.6
1.8

중간값(median)
20
21
22
2.0 1.9 1.8
2.0 1.9 1.8
3.5 3.6 3.7
3.7 3.8 3.9
1.9 2.0 2.0
1.9 2.0 2.0
1.9 2.0 2.0
1.9 2.0 2.0

*

장기
1.9
1.9
4.1
4.2
2.0
2.0
-

19
2.1~2.2
2.1~2.3
3.5~3.6
3.6~3.7
1.4~1.5
1.5~1.6
1.6~1.7
1.7~1.8

중심전망(central tendency)
20
21
22
2.0~2.2 1.8~2.0 1.8~2.0
1.8~2.1 1.8~2.0 1.7~2.0
3.5~3.7 3.5~3.9 3.5~4.0
3.6~3.8 3.6~3.9 3.7~4.0
1.8~1.9 2.0~2.1 2.0~2.2
1.8~2.0
2.0
2.0~2.2
1.9~2.0 2.0~2.1 2.0~2.2
1.9~2.0
2.0
2.0~2.2

장기
1.8~2.0
1.8~2.0
3.9~4.3
4.0~4.3
2.0
2.0
-

* 최고, 최저치 각 3개를 뺀 나머지 전망치의 범위(range)

□ 정책금리 예상(Dot Plot)의 경우 기존보다 각각 0.2~03%p 하향 조정
참석자들의 정책금리 수준 전망(%, median 기준)
․ 2019.12월(총 17명)
․ 2019. 9월(총 17명)

19년말
1.6
1.9

20년말
1.6
1.9

21년말
1.9
2.1

22년말
2.1
2.4

장기
2.5
2.5

o 2020년말 적정 정책금리는 회의 참석자 13명이 현 수준(1.5~1.75%)을, 다른
4명은 1회 인상한 수준(1.75~2.00%)을 제시
2020년말 적정 정책금리 평가 수준
2019.9월 전망

금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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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기 균형금리(중간값)의 경우 2019.9월 전망과 동일한 2.5%를 나타냄
장기 정책금리 수준 전망 변화
2019.9월 전망시

금번 전망시

Ⅲ. 파월 의장의 기자간담회 주요 질의·응답 내용
□ 향후 3년 간 실업률이 장기수준을 하회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와 같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움직
임 간 연계성이 단절되었다는 점이 놀라운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유휴자원과 인플레이션 간 관계가 약화 되어 옴. 50년 전에는 노동시장
이 견조해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율이 바로 상승했음. 이후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유휴자원-인플레
이션 간의 관계가 점차 약해지고 최근과 같이 둘의 관계가 매우 미약
한 단계에 이름. 유휴자원과 인플레이션간 관계가 약해짐에 따라 더욱
완화적 통화정책 수단을 수행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함
□ 본 기자의 견해로는 유휴자원과 인플레이션 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
고 이로 인해 정책효과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목표 달
성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지?
→ 그것은 사실이 아님. 유휴자원과 인플레이션 간 관계가 약해진 것은 사
실이나 엄연히 미약하나마 존재함. 계수가 0.1에 그치나 존재함. 임금
상승률이 3~4년 전 2% 정도에서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3~3.5%까지 오
른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어느 정도 견조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물가 분
야는 이보다 약하지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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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ll 의장은 1998년 상황을 빗대어 최근의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하였
는데 우려했던 위험들이 현재화 되지 않음에 따라 금리를 다시 원래대
로 돌려놓을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낮아진 현재 금리가 새로운 균형
수준의 금리인지?
→ 95~98년 확장기와 최근 확장기 간에는 유사점이 있음. 당시에는 장기간
의 확장기 중에서 조금 더 완화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지금도
이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이번에 금리 완화를 시작하면서 98
년과 같은 3회 인하를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었음.
당시와 차이점도 존재함.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구조적인 상황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 실업률이 과거 50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음. 장기간 인플레이션 유발에 대한
부담 없이 실업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리를 높일 유인은 점점 낮아지고 있음. 사실 우리는 인플레이션율
을 목표치인 2%로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 BIS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레포시장에서의 금리 급등
현상은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고 구조적이면서도 제도적 이슈와 연계될
수 있다고 함. 또한 어제 Credit Suisse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쿠
폰을 팔고 싶어 하나 연준은 재정증권만을 매입함에 따라 또 다른 금융
불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함. 연말 레포시장 자금조달 안정화 방안
과 재정증권 이외의 이표 매입 등의 조치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 구체적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함. 지금
질문 내용은 정책운용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나 거시적 경제적 함의는
거의 없음. 지난 1월에 발표하였듯이 연준은 풍족한 지준을 유지해 나
갈 계획임. 이는 우리가 정책금리로서 연방기금금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수시로 지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연방기금금리를 설정하지
는 않겠다는 것임. 즉 통화정책 결정은 연방기금금리로 전이되고 이는
다시 여타 단기금융시장으로 파급되는 경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통화정책 운용의 기본이 됨. 연준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운용 목표가 레포시장 변동성을 없
애자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고 싶음
기자분도 알다시피 연준은 매우 천천히 자산규모를 축소 시켰으며 7월
에 일단락했음. 연준은 대형 은행 등을 상대로 적정지준 규모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취해왔는데 9월 현재 지준규모가 조사된 적정 규모보다
컸었으나 유동성이 레포시장으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서 마치 지준
이 부족했던 것 같은 상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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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결제문제, 감독 및 규제 문제 등이 제기됨. 우리는 시장의 안
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 이와
함께 9.17일 익일물 유동성을 공급하고 10.11일에는 새로운 유동성 공
급을 제공하기 시작함. 이후 시장은 원활하게 작동
연말 자금사정에 대해 우려하였는데 이는 사실 그리 드문 현상은 아니
나 레포거래와 재정증권 매입을 통해 연방기금금리를 관리하고자 함
또한 현재는 재정증권만을 매입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필요시 범위
를 넓힐 수도 있음
□ FOMC 위원 중에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2%로 회복되기 전에는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장의
개인적 견해는?
→

정책금리가

인상되려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persistent)이고
(significant) 상승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함

뚜렷한

□ 오늘 발표된 SEP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2%를 넘지 않으며 2021년말에야
2%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금리는 2021년에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는?
→ 세계경제에 디스인플레이션압력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이며, 중립금리
가 2.5%라고 믿는다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
을 것임
□ 통화정책체계검토에 관한 논의 중 2% 인플레이션목표의 오버슈팅 허용
과 관련하여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머물도록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오
르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 정책
금리 인상 지연(deferring) 이외의 정책수단을 고려하는 것인지?
→ 통화정책체계에서 변화는 정책수단을 통해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신
뢰(credibility)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고안중임.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
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됨
□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오르지 않고 제자리에 머
무르고 있는데, 현재 연준의 정책툴이 인플레이션을 오르도록 할 수 있
다는 자신감(confidence)이 있는지?
→ 실업률과 인플레이션간 관계에 대한 많은 경험적 분석이 있지만 그 관
계가 상대적으로 약함. 이는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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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임. 이는 또한 인플레이션을 상승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가 되기도 함. 현재로서는 자신감이라기
보다는 겸손(humility)이란 표현이 좋겠음. 현재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경
제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타켓을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미국 경제는 2% 목표에 비교적 가까운 1.6%의 인플레이션과 코어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고 있는 좋은 해이며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의 정책 수단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의회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무역협정에 서명했는데 이를 둘러싼 불
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기업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보는지?
→ 무역 정책에 대한 코멘트는 연준의 책무가 아니지만 무역협정이 시행
될 경우 무역 정책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으로 믿음
□ Fed Listens가 고용 측면보다는 인플레이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
로 보임. 연준에서 Fed Listens에서 어느 정도 고용 측면을 고려하고 있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Fed Listens 행사는 연준의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것임. 행사에 참석해 보면 알겠지만 동 행사는 인플레
이션 측면 뿐만 아니라 고용 측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음. Fed
Listens 행사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make-up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데, 고용 측면을 고
려한 새로운 정책체계 개편방안이 있는지?
→ 연준은 고용 측면에서 이미 자연실업률 추정치의 하향 조정 등을 바탕
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연준은 통화
정책체계 검토시 고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의결문에서 경제전망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표현을 삭
제했는데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것인지?
→ 경제전망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글로벌
경제여건 및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번 의결문에서는 두 요인을
다른 곳에서 표현했음. 두 요인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은 아님
□ FOMC 위원들은 내년중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금리인
하를 위한 요건을 너무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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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MC는 7월 회의부터 정책금리를 75bp 인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
음. 통화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정책효
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연준은 향후 경제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데이터를 입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것임
□ 2018년에 인플레이션을 너무 우려하여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오히려 경
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 2018년의 상황을 보면 성장률 3%, 인플레이션율 2%에 더해 확장적 재
정정책의 효과가 있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통화정책이었음.
금리를 인상하였어도 여전히 통화정책기조는 완화적이었으며, 완화정도
를 축소하는 것이었음
□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영향은? 그럴 경우 연준의 정책대
응은?
→ 가정에 근거하여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연준은 다양한 요인
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변동성이 큰 무역협상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일일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FOMC의 Dot Plot이 여전히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보는지?
→ Dot Plot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Dot Plot은 여전히 유용한 커뮤니케
이션 도구라고 생각함. Dot Plot은 적절한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개별
위원의 견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FOMC 회의에서 위원들은
동 Plot에 대해 논의하거나 협의하지도 않고 개별 위원의 견해를 그대
로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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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직전 및 금번 FOMC 정책결정문(Statement) 비교
직전 10월(10.30일)

금번 12월(12.11일)

Information received sinc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t in September indicates
that the labor market remains strong and that
economic activity has been rising at a
moderate rate. Job gains have been solid, on
average, in recent months,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remained low.
Although household spending has been rising
at a strong pace, business fixed investment
and exports remain weak. On a 12-month
basis, overall inflation and inflation for items
other than food and energy are running below
2 percent. Market-based measures of inflation
compensation remain low; survey-based
measures of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are little changed.

Information received sinc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t in October indicates
that the labor market remains strong and that
economic activity has been rising at a
moderate rate. Job gains have been solid, on
average, in recent months,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remained low.
Although household spending has been rising
at a strong pace, business fixed investment
and exports remain weak. On a 12‑month
basis, overall inflation and inflation for items
other than food and energy are running below
2 percent. Market-based measures of inflation
compensation remain low; survey-based
measures of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are little changed.

Consistent with its statutory mandate, the
Committee seeks to foste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In light of
the implications of global developments for
the economic outlook as well as muted
inflation pressures, the Committee decided to
lower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o 1-1/2 to 1-3/4 percent. This action
supports the Committee’s view that sustained
expansion of economic activity,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and inflation near the
Committee’s symmetric 2 percent objective
are the most likely outcomes, but
uncertainties about this outlook remain. The
Committe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implications of incoming information for the
economic outlook as it assesses the
appropriate path of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Consistent with its statutory mandate, the
Committee seeks to foste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1‑1/2 to
1-3/4 percent. The Committee judges that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is
appropriate to support sustained expansion of
economic activity,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and inflation near the Committee's
symmetric 2 percent objective. The Committe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implications of
incoming information for the economic
outlook, including global developments and
muted inflation pressures, as it assesses the
appropriate path of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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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0월(10.30일)

금번 12월(12.11일)

In determining the timing and size of future adjustments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he Committee will assess realized and expected economic conditions relative to
its maximum employment objective and its symmetric 2 percent inflation objective. This
assessment will take into accoun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measures of labor
market conditions, indicators of inflation pressures and inflation expectations, and readings
on financi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Voting for the monetary policy action were
Jerome H. Powell, Chair; John C. Williams,
Vice Chair; Michelle W. Bowman; Lael
Brainard; James Bullard; Richard H. Clarida;
Charles L. Evans; and Randal K. Quarles.
Voting against this action were: Esther L.
George and Eric S. Rosengren, who
preferred at this meeting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at 1-3/4 percent to 2 percent.
-

Voting for the monetary policy action were
Jerome H. Powell, Chair; John C. Williams,
Vice Chair; Michelle W. Bowman; Lael
Brainard; James Bullard; Richard H. Clarida;
Charles L. Evans; Esther L. George; Randal
K. Quarles; and Eric S. Roseng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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