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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cess Sensitivity of Long-term
Interest rates and Central Bank Credibility
(장기이자율의 변동성과 중앙은행 신뢰도)
박광용

( 연구 배경 )

장기이자율이 거시경제환경이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기존 합리적 기대를 반영한 거시-금융
모형을 통해 잘 설명되지 않음

□

ㅇ

ㅇ

기존 모형에서는 부정적 충격으로 인한 경기후퇴가 오랜 기간 지속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단기이자율
역시 짧은 기간 안에 장기균형상태로 회귀
기대가설에 따라 미래 기대 단기이자율의 평균으로 나타나는 장기
이자율 역시 만기가 길어질수록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거시경제 충격
에도 불구하고 장기균형상태에 가깝게 유지

기존 실증연구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상승할 경우 장기이자율의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ㅇ

⇒

기존 합리적 기대를 가정한 모형들은 암묵적으로 완전한 중앙은행
신뢰도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이자율의 변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

본고에서는 중앙은행 신뢰도를 도입한 거시모형을 구축하여 장기이자율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문의처: 박광용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02-759-5452)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
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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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모형 )

정책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새케인즈모형에 ① 불완전 정보로 인한
주관적 기대와 ② 중앙은행 신뢰도를 포함
① 민간 경제주체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와 경기 동향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 기간 경제성과를 토대로 자신의
기대를 갱신
② 중앙은행 신뢰도는 민간 경제주체의 기대형성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발표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로 측정되며 중앙은행 발표에 대한 의존
도가 높을수록 중앙은행 신뢰도가 높다고 가정
— 한편, 모형에서 중앙은행의 완전 신뢰를 가정할 경우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한 기존 거시모형으로 수렴
□ 1973.1/4분기~2007.4/4분기 미국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모수를 추정
ㅇ 동 모형은 제로금리하한(ZLB) 제약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정기간
에서 2008년 이후를 제외
□

( 분석 결과 )
□

충격반응 분석결과 중앙은행 신뢰도 수준에 따라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
변수의 반응폭과 지속성이 뚜렷한 차이를 보임
비용상승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의 반응

주) : 초록점선, 파란실선, 빨간점선은 각각 초기 신뢰도가 1, 0.8, 0.2인 경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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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승 충격 등 부정적 거시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신뢰도가 높을
수록 민간주체의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비관적 기대 형성을 방지할
수 있어 경기 변동폭과 회복기간이 축소
ㅇ 반면 신뢰도가 낮을수록 민간주체의 비관적 기대가 확대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생산갭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발생
□ 특히 중앙은행 신뢰도가 높을수록 경제 충격에 대한 수익률곡선의 변동
폭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ㅇ

ㅇ

신뢰도가 높을수록 거시경제변수들의 거시경제 충격에 대한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미래 기대 단기이자율의 변동이 작아지고, 미래
단기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장기이자율 역시 변동성이 축소
경제주체의 경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변화(e.g., 장기 인플레이션 기
대)가 수익률곡선에 미치는 영향 역시 신뢰도가 높을수록 축소
—

→

신뢰도가 높을수록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착되면서 경제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변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소폭 변화시키는
경향

기존 거시-금융모형이 중앙은행에 대한 완전 신뢰를 암묵적으로 가정
함에 따라 장기이자율의 변동성이 작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
비용상승 충격)

(

수익률곡선의 반응
(인플레이션목표에 대한 주관적 기대 충격)

주) : 초록점선, 파란실선, 빨간점선은 각각 초기 주) :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신뢰도가 1, 0.8, 0.2인 경우를 나타냄
0.1%p 상승했을 때 수익률곡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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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

□

기존 거시-금융모형에서는 설명이 어려웠던 장기이자율의 변동을 이해
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장기이자율의 과도한 변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

ㅇ

이는 중앙은행의 신뢰도 제고가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거시경제의 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함을 시사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