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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손익분기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김진용, 김준철, 임형준

(연구 배경)
□ 손익분기인플레이션(Break-even Inflation)은 미국 일반국채와 물가
연동국채 간의 금리차로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나 유가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손익분기인플레이션과 유가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할 필요
ㅇ 2014년 중순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함과 동시에 손익분기인플레
이션도 하락하면서 유가의 움직임이 시장참가자들의 기대인플레
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증대
⇒ 본 연구는 다양한 만기의 미국 물가연동국채의 손익분기인플레이
션을 대상으로 유가가 손익분기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분석 방법)
□ 만기별 손익분기인플레이션의 유가에 대한 민감도를 ① 유가만을
포함한 단순회귀 분석, ② 유가 선물곡선에 반영된 정보*를 포함한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
* 유가와 유가 선물곡선의 변화 방향(상승 또는 하락)이 일치하는 경우의 추가
적인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사용

ㅇ 다중회귀 분석 시 거시변수, 거시경제 뉴스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시장의 투자심리(sentiment) 및 뉴스의 영향을 통제
문의처: 김진용 비서실 조사역 (전 외자운용원 투자운용1부, ☎ 4027)
김준철 외자운용원 글로벌정부채1팀 차장 (전 외자운용원 투자운용1부, ☎ 5276)
임형준 강릉본부 기획조사팀장 (전 외자운용원 투자운용1부, ☎ 033-640-0106)
※ 이 연구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
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 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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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은 미국 물가연동국채의 2년·5년·10년 만기 및 5Y5Y* 손익분기인플레
이션으로 각각 해당 만기에 상응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의미함
* 향후 5~10년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인플레이션율로서 시장
참가자들의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으로 해석할 수 있음

(분석 결과)
□ 단순회귀 분석: 유가 변동률이 모든 만기의 손익분기인플레이션의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ㅇ 만기가 길수록 손익분기인플레이션의 유가 민감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는 통화정책의 물가안정목표에 수렴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가능
□ 다중회귀 분석: 유가 변동률이 2년·5년·10년 만기 손익분기인플레이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Y5Y 손익분기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
ㅇ 다만 유가와 유가 선물곡선의 기울기가 하락한 경우에는 유가가 5Y5Y
손익분기인플레이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에 현재의 유가뿐만 아니라 선물가격을 통해 예상되는
미래의 유가 경로(path)도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시사점)
□ 유가 변동은 시장참가자들의 다양한 만기의 기대인플레이션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한편,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에는 미래의 유가
경로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