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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정 보

2020.9.22(화)

제 목

워싱턴주재원

연준 의장, 코로나19 관련 하원 보고(9.22일)

◆ Powell 연준 의장은 9.22(화)~24(목)일에 걸쳐 미 의회*에 출석하여 코로나
19에 대한 연준의 정책대응을 보고(update)
* 9.22(화)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9.23(수) Coronavirus Response, 하원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소위원회
9.24(목)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상원 은행위원회

― 9.22일(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에 출석하
여 발언한 내용과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

1. 주요 모두발언 내용
(경제 상황 및 전망)

□ 경제활동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다수의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던
(shut down) 2분기 의 침체수준에서 회복 (picked up)되어 많은 경제지표 가
뚜렷한 (marked) 개선 을 보이고 있음

o (가계 지출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실업수당 확대 등에 힘입어 이전
감소분의 약 3/4 을 회복하고 주택부문의 반등과 기업 고정투자의 개선 조
짐이 보임

∼

o (노동시장) 지난 3 4월중 잃어버린 2,200만개의 급여 일자리 중 약 절반
이 회복

→

그러나 고용과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모두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매우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

― 경제적 부담을 잘 견딜 수 없는 이들이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실
업의 증가는 특히 저임금 근로자, 여성, 히스패닉과 흑인들에게서 심각

□ 완전한

회복 은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 에 다시 참여 하는 것이 안전 하
다고 확신 할 때 가능할 것이며, 앞으로의 전망(path forward)은 바이러스
의 통제 지속 여부, 정부 의 정책 조치 수준 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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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정책 대응)

□ 연준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으며, 경제의 강한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활
용 가능한 정책수단 을 사용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

o 연준은 3월 중순 이후 제로금리 수준으로 정책금리를 운용하고, 자산
보유 를 확대하였으며 위기 대응을 위한 13개의 대출제도 (facilities)를 운용

― 이를 통해 금융상황 전반의 개선과 가계, 기업 및 지방정부 등에 대
한 보다 직접적인 신용흐름을 지원*

* 1조 달러 이상의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어, 기업 등의 영업정지를 방지하고 경
제 회복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도움

o Main Street Lending Program (MSLP) 의 경우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다수 기업이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소규모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
한 신용흐름을 촉진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대출기관 및 이용자의 피드백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과 교육기관, 병원
등의 비영리기관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조정

― 약 600개의 은행(은행 총자산의 과반 이상)이 MSLP에 등록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이며,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230건의 대출이 실행되거나 진행중

□ 연준이 운영하는 대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재무부의 지원과 승인이 필요
하며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긴급대출 권한에 의존함

ㅇ 주요 신용시장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연준의 대출프로그램은 민간 대출

기관의 신용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

― 연준의 대출프로그램은 안전장치로서 민간시장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연준은 지출(spending)의 권
한이 아닌 대출(lending)의 권한을 가질 뿐임

ㅇ 또한 대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대출자와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
겠지만, 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

할 수 있음

□ 미국 경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것이며,

연준은
경제의 지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
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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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의원들은 CARES Act에 의한 재정보증으로 설립된 5개 긴급대출프로그
램의 대출한도가 2조달러에 달하는데 대출취급액이 200억달러에 불과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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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SLP는 총
달러 한도중 10 달러만 소진되었고, ML 도 총
달러 한도중 대출 급실적이 2건에 과

불

5천

□ 이에 대해 파월 연준의장은 기존 연준의 긴급대출프로그램을 재조정하
기 보다는 정부 가 추가 보조금 을 통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산업계와
근로자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
o 1백만달러 이하 소규모 차입기업들은 MSLP에 큰 관심이 없는 상황이므
로 최소대출금액을 2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낮추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음
o 소규모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잔액 5400
억달러) 등 보조금 성격의 접근법을 고려하는 것이 나음
□ 한편 의회에 함께 출석한 Mnuchin 재무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연준과 도입한 긴급대출프로그램을 확대 할 계획 이
없으며, 미소진 예산중 2천억달러를 다른 재정프로그램에 유용하자고 제안
o 재무부는 의회가 연준 대출프로그램 손실보전을 위해 배정한 총 4,540
억달러중 1,950억달러만 연준의 긴급대출프로그램을 위해 승인한 상황
이며, 미소진 예산 2,590억달러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힘
□ 또한 파월 의장은 경제재개(reopen) 및 추가 재정 부양책 필요성에 대한
의원질의에 대해,

일부 주에서 추진하는 빠른 경제 재개는 미국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필
요하겠으나 마스크의 착용 등 적절한 보건조치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추가 재정부양책이 없을 경우 가계는 최근 몇 달간 재정지원 등으
로 모아둔 저축을 소비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연준의 주요 긴급대출제도1) 취급 실적
구분

대출한도

MLF

5천억달러

MSLP

6천억달러

SMCCF

7.5천억달러

PMCCF
TALF

1천억달러

대출실적(9.18일)
지방정부채 17억 달
러 매입
은행의 중소기업 대
출채권 10억달러 매
입
ETF, 회사채 등 128억
달러 매입
전무

기여
3월말 이후 지방정부들이 2,500억 달러 이상의 지방정부채를
역대 최저 금리수준으로 발행하는데 기여
대출기관 등록과 대출취급이 지속적으로 증가중. 프로그램
이용도는 경제의 흐름, 중소 사업체의 신용수요 및 대체신
용의 제공여력 등에 좌우
도입발표 직후 투자등급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큰 폭으
로 하락하는 등 시장기능을 제고하여 3월말 이후 정부의 직
접 개입 없이 8,000억달러 이상의 회사채가 발행되는데 기여

대출 29억달러 실시

CMBS 및 CLO를 포함하는 ABS시장의 유동성 향상에 기여

주 : 1) CARES Act에 의거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1950억달러)이 있는 연준의 긴급대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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