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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Bank Reputation and Inflation-Unemployment Performance:
Empirical Evidence from an Executive Survey of 62 Countries
( 중앙은행 평판과 정책 성과 : 62개국 고위경영자 서베이 분석 )
황인도

(연구 배경)
□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대한 평판(reputation)은 통화정책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 알려져 있음
ㅇ 중앙은행의 평판이 높은 경우, 민간경제주체들은 중앙은행이 공
표한 정책목표를 신뢰하게 되어 실업률을 크게 높이지 않고 물가
안정 도모 가능(Barro & Gordon, 1983 등)
□ 중앙은행의 평판과 정책 성과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많았지만, 실
증분석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움
ㅇ 이는 주로 평판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재 등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평판과 유사한 개념인 신뢰(credibility) 지표
를 측정하고 이것이 물가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 신뢰는 통상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중앙은행이 발표한 물가목표의
차이’로 측정(차이가 클수록 신뢰 낮음)하나, 기대물가는 다른 요인에 의해
서도 영향 받기 때문에 중앙은행 신뢰 측정에 활용할 경우 측정오차 문제
에 직면

ㅇ 일부 연구는 실험경제학 방법론을 이용하여 중앙은행과 민간의
게임 상황을 상정하여 평판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일관된 결론
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62개국 고위경영자를 대상으로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인
식을 직접 설문한 결과를 이용하여,
중앙은행 평판이 ① 물가 상승률 ② 물가 변동성 ③ 실업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문의처: 황인도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 (☎ 5366)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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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중앙은행 정책에 관해 각국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한 자료를 이용하여 중앙은행 평판을 측정
ㅇ 설문 대상: 현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고위경영자들이 매년 그 나라의
중앙은행 정책을 평가(2016년의 경우 응답자는 총 5,400명)
ㅇ 설문 내용: 중앙은행 정책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Central bank policy has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development”)
* 0~10의 결과로 집계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평판이 높음을 의미

□ 상기 설문조사 결과가 중앙은행 평판의 좋은 대리변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중앙은행 독립성 지수, 커
뮤니케이션 횟수 등과의 관련 여부를 검증
* (i) 설문 응답자의 표본 크기가 작으며(국가별 평균 87명) (ii) 조사 대상이 고위경영
자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편의(bias)가 있을 수 있음

□ 정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1995-2016년 중 62개국의 물가상승률, 물가변
동성, 실업률을 성과지표로 하여 횡단면 및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
ㅇ 평판의 내생성 문제* 를 완화하기 위해 횡단면분석에는 통상최소자승법
외에도 2단계 최소자승법을, 패널분석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에 더하여 일반화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활용
* 설명변수인 평판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값이 아니고 여타 거시경제여건에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

(분석결과)
□ 본고의 설문 결과는 중앙은행 독립성, 커뮤니케이션 횟수 등 평판 관련
변수와 타당한 관계를 지녀 평판의 좋은 대리변수인 것으로 평가
ㅇ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독립성 정도가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을수록,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국가일수록 중앙은행 평판이 높은
수준을 기록
* 중앙은행 총재의 교체 빈도로 측정(교체가 잦을수록 독립성이 낮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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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평판이 정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3가지로 구분
① [평판→ 물가상승률] 중앙은행의 평판이 높을수록 물가상승률이 유의
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평판(scale: 0~10)이 1만큼 상승할 경우 산출갭, 실업률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물가상승률은 약 1.1%포인트(패널데이터 GMM 분석 기
준) 내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판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지 않
은 국가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에서의 평판의 중요성
은 더욱 강조될 필요
— 물가가 안정된 국가(물가상승률이 1995-2016 중 5% 이하로만 유지된 국가)에
서도 평판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저물가 국가에서도 평판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지됨
②

[평판

→ 물가 변동성, 실업률] 평판이 물가의 변동성이나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는 추정 방식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상실되는 등 강건
성이 약하였음
③ [평판 → 기대인플레이션의 물가목표 안착]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24개국에 대한 분석 결과, 평판이 높을수록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목

표에 잘 안착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 본고의 결과는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대한 경제주체(기업인)의 평가가
통화정책의 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
ㅇ 경제주체의 주관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평판지표를 이용하여
평판과 정책 성과의 관계를 확인한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중앙은행 평판은 거시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확인되었
는바,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평판을 높이는 데에도
힘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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