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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ll 의장의 Jackson Hole 심포지엄 연설 주요 내용

연준의장은 캔사스시티 연방준비은행 경제심포지엄

에서 「New
라는 제목으로

Powell 美
(8.27일)
Economic Challenges and the Fed‘s Monetary Policy Review」

▣

연설

연설 주요 내용

1

연준은 지난 40여년 간의 통화정책 운용경험 등을 바탕으로 2012.1월
“장기 목표 및 통화정책전략 (Statement on 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을 처음으로 발표
*

□

**

년대의 고인플레이션기와 90년대 대안정기(Great Moderation), 2000년대 이후 신
축적 물가목표제(flexible inflation targeting) 도입 등 연준은 경제 상황에 따라 그에
적합한 통화정책체계를 채택하여 운용해왔음
** 통상적으로 ’consensus statement’라고 지칭
o 연준은 동 발표문에서 장기 물가상승률(PCE 기준) 목표치를 2%로 설정하는
* 80

한편, 완전고용(maximum employment) 및 물가안정(price stability)을 연준이
지향하는 이중책무(dual mandate)로 확인
― 다만, 비통화정책적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
하여 고용과 관련해서는 특정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음
□ ( 경제여건 변화 ) 그러나, 2012년 이후 통화정책을 둘러싼 거시경제 여건에
구조적 변화(new normal)가 관측됨에 따라 그간의 통화정책체계를 재점검
할 필요성이 높아짐
① ( 저성장 ) 인구증가율 하락, 인구고령화 및 생산성 하락 등으로 잠재성
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

참석자들의 잠재성장률 중위 추정치 값이 2012.1월 2.5%에서 2020.7
월에는 1.8%까지 하락
FO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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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하락

② (

§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중립금리(r*) 추정치는 2012년 4.25%
에서 2020년 2.5%로 하락

경제가 양호한 상황에서도 정책금리를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
ELB) 수준에서 운용하게 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여력이 크게
제약받게 됨

―

잠재성장률 및 중립금리 추정치 추이
(잠재성장률)
(중립금리)

주: 1) 검은색 실선은 FOMC, 푸른색 점선은 Blue Chip, 붉은색 점선은 CBO

고용호조 ) 사상 최장기의 경기확장기 동안 미국경제는 전례없는 고용시
장 호조를 경험

③ (

§

실업률이 약 2년간 50년래 최저치 수준을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인구고령화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오히려 상승

이와 같은 고용시장 호조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공급으로 경제성장
의 과실이 고르게 배분되는 결과로 이어짐
④ ( 저물가 ) 고용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안정세를 유지
― 지난 수년간 FOMC는 가까운 장래에 2% 물가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해 왔으나 실제 달성된 바가 없음
―

§

실업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전망의
기초가 되는 자연실업률(u*) 추정치도 2012년 5.5%에서 2020년 4.1%로 동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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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상승률이 장기목표치(2%)를 장기간 미달하면서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물가상승률과 전반적인 이자
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금리정책 여력을 제약
물가상승률 전망 및 자연실업률 추정치 추이
(물가상승률 전망1))
(자연실업률2))

주: 1) 실선은 연도별 FOMC 전망치, 점선은 전문가서베이
2) 검은색 실선은 FOMC, 푸른색 점선은 Blue Chip, 붉은색 점선은 CBO

통화정책체계 재검토 과정 ) 연준은 이와 같은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19년 초부터 ① Fed Listens 행사 ② 학술 컨퍼런스 ③ FOMC 논의 등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재검토 과정을 진행해 왔음

□ (

o

전국의 지역 연준을 통해 그간 15차례 진행된 Fed Listens 행사에서는 중소
기업 대표, 노동조합 관계자, 중 저소득 지역주민, 퇴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로부터 통화정책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연준은 동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노
동시장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o 학술행사를 통해서는 통화정책체계 관련 핵심주제에 대해 전세계 저명 학자
들의 의견을 수렴
―

는 2019.7월 이후 총 5회에 걸쳐 통화정책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였
으며 그간의 논의 결과를 “장기 전략 및 통화정책 전략 발표문” 수정을 통해
반영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2020.8.27일)

o FO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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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내용 ) 수정된 발표문은 실효 하한으로 인해
제약된 금리정책 여건을 넘어 연준이 완전고용 및 물가안정이라는 양대 책무
를 어떻게 해석하고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개략적인 framework을 제공

□ ( 新 Consensus Statement

고용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강한 고용시장이 지역사회 일반에 미치는 중요
성을 감안하여 완전고용(maximum employment)이 연준의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목표(broad-based and inclusive goal)임을 강조

①

연준의 정책결정 기준을 ‘완전고용으로부터의 편차(deviation) 정도’에서
‘완전고용으로부터의 부족 (shortfall) 정도’로 수정

―

§

고용상황이 완전고용을 넘어서더라도 지나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금리인하 등 긴축적 정책대응이 불필요

물가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2% 장기목표치를 평균적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수행방식을 변경(Average Inflation Targeting)

②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2%에 안착되어 있다면 양대 목표의 상하방 위
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으나,
경기침체 시 장기간 2% 목표치를 하회하고 경기회복 시에도 목표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2%를 하회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도 낮은 수준에서 형성

―

따라서 인플레가 상당 기간 2% 목표치에 미달하였을 경우, 평균적으로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역시 상당 기간 동안 2%를 다소(moderately)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을 용인하는 통화정책이 바람직

―

§

③

다만, 평균적으로 2%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평균“을 정의하기 위한 특정한
수리적 공식에 얽매이는 대신 신축적인(flexible) 방식의 평균인플레이션목표
제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수정사항 외에는 그간 연준이 수행해 왔던 통화정책 수행방식
과의 연속성을 대체로 유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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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이 통화정책 이외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이전과 마찬가지로 고용 목표를 특정한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으며,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목표치도 2%를 유지
― 연준의 통화정책은 앞으로도 가계와 기업의 기대와 정책시차(time-lag),
향후 경기전망과 잠재리스크, 금융시스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으로 결정될 것임
―

향후 계획 ) 연준은 정책집행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
하기 위해 앞으로 대체로(roughly) 5년 마다 통화정책 전략과 수단, 커뮤니케
이션 관행 등의 유효성을 재점검할 방침

□ (

2
*

Powell

의장 질의 응답 주요 내용
·

*

진행을 맡은 Susan M. Collins(미시간 주립대 학장)와의 대담 형식

이번 통화정책체계 점검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제고도 중요한 주제였는데, 인플
레이션 관련 통화정책 전략 조정 등 연준의 이번 변화가 대중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 대중들이 이번 변화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이 특정한 공식에 의해 결정되는
(formulaic approach)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람. 연준은 통화정책 결정시 고려
해온 모든 사항을 앞으로도 고려할 것임.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에 지속적
으로 미달한 상황에서 평균물가목표제가 가장 적절한 makeup 전략이라고
판단하였음. 인플레이션이 2%에 지속적으로 미달할 경우 2% 이상을 지향함
으로써 평균적으로 2%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대중들이 잘 이해할 것
으로 봄

□

이번 통화정책 전략 조정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 이번 결정이 앞으로 어떤 특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강제(dictate)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다만 앞으로 연준이 실행할 모든 것들이 이번 변화
를 반영하게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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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체계 점검을 진행해 온 동기(motivation)는 무엇인지?
→ 연준의 통화정책체계 점검은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요청에 부응하여 수년간 진행해
온 보다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임. 전세계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흔들리는(under pressure) 상황에서 연준은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번 점검은 그 핵심임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금융위기의 교훈을 통화정책 체계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답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연설문에서 밝힌 바와 같음
Fed Listens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경기확장으로 인한 고용 개선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뜻깊었음
□ 대중의 의견이 통화정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 연준은 기업활동뿐 아니라 모든 계층의 경제활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완전고용
(maximum employment)이 뜻하는 바를 연구하며, 통화정책 결정시 이를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상황을 고려함.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이하로
하락했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며 2019년에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
것도 이런 맥락임
□ 연준이 인종별 소득차 등 불평등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 팬데믹의 피해는 주로 서비스업종의 대면활동 저임금 노동자에 집중되었음.
연준은 이러한 현상을 연구‧공표해 왔으며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하여 노동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연준은 경기순환주기만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며 노동시장 불균형(disparities)에 대해 정기 의회 보고를 통해
전달한 바 있음. 다만 통화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무딘(blunt) 수단이므로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에는 의회와 사회 전반의 보다
미시적인 정책이 장기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연준이 도입한 비상대출기구들이 소기업 등 가장 피해가 심각한 부문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중소기업대출기구(Main Street Lending Program) 등을 통해 피해 계층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연준의 정책수단은 대출(loan)이지 지원(grant)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소기업 등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6/7 -

연준의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번 위기와 지난 금융위기의 차이점은?
→ 이번 위기는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위험관리가 되는 가운데 발생한
자연재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전례도 없고 미리 마련된 대응
계획도 없었음. 외출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연준의 완화정책은 경제활동을
촉진(stimulate)하기보다는 가계와 기업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비영리단체와
지방정부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도 여기에 기인하며 금융과 신용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 비롯된 위기라는 점이 중대한 차이임
□ 이번 결정 이후 연준의 향후 변화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저성장, 평평한 필립스 곡선 등 변화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시간이 지난 뒤에
평가받게 될 것으로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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