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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임시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6.15일)
1. 임시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ECB는 6.15일 임시 정책위원회 회의*(ad hoc meeting)를 개최하여 최근의 금

□

융 및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조치사항을 발표

* 금번 임시회의는 Lagarde 총재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첫 회의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2020.3월중 개최하여 7,500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 PEPP) 실시를 결정

ㅇ

정책위원회는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의 시장 파편화 위험(fragmentation
risks)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확인하는 한편, 유로지역 내 상이한 취약성으로
인해 정상화 정책의 파급경로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

ㅇ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로서 아래 사항을 결정
①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
(PEPP) 만기도래 채권의 재투자 시 유연성(Flexibility) 적용

② 정책위원회 검토 대상으로 새로운 파편화 방지수단(new anti-fragmentation
instrument) 방안을 조속히 마련

2. 임시회의 개최 배경 및 영향에 대한 시장 평가
□ (배경) 금번 임시회의 개최는 향후 정책금리 인상 경로를 결정한 지난 통화
정책회의(6.9일)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양상에 주로 기인

ㅇ 채권시장에서는 주변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이탈
리아 국채금리가 급등*

* 이탈리아 국채금리(10년물)는 통화정책 회의 이후 임시회의 전일까지 80.4bp 상승하였으
며,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242bp)는 PEPP 결정 직전 수준(2020.3.17일 278.9bp)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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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화 환율은 금리인상 방침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회의 이후 임시회
의 전일까지 계속 하락(약 -2.8%)
이탈리아 국채금리(10년물) 및 스프레드1)

주 : 1)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
자료 : Bloomberg

유로화 환율1)

주 : 1) 6.15일은 18:00 기준
자료 : Bloomberg

□ (영향) 금번 회의 직후 국채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국채시장
파편화 리스크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은행들의
대체적인 평가(Commerzbank, BLB 등)

* 이탈리아 국채금리(10년물)는 6.15일 종가기준으로 전일 대비 36.3bp 하락하였으며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도 전일에 비해 24.9bp 축소

ㅇ PEPP 만기도래 채권 재투자에 대한 유연성 원칙 적용이 기존 방침 과 근
*

본적인 차이점이 없는 데다,

신규 도입을 모색 중인 파편화 방지 프로그램의 경우도 인플레이션 압력
이 상당한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국채 순매입과 관련한 수단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유효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

* 팬데믹과 관련하여 시장 파편화 현상이 재개되는 경우 재투자 관련 시점, 자산종류,
대상국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6.9일 통화정책회의)

ㅇ 한편 일각에서는 파편화 방지를 위한 신규 정책수단 검토 방침이 예상보다

일찍 발표된 점에 주목하면서 ECB가 향후 정책금리 정상화 경로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Deutsch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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