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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조 사 연 구 뉴욕사무소

미국채 기간프리미엄의 추이와 시사점

Ⅰ. 검토배경

□ 미국은 그동안 제로금리 상황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도입과 이의 변화

에 따라 기간프리미엄이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하였으며, 이는 미국

채 금리의 변동을 초래하여 왔음

  ㅇ 특히 미연준이 무기한조건(open-ended)의 자산매입(QE3)을 발표한 

2012.9월 이후에는 기간프리미엄*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거의 일대일

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본 보고서는 BoA Merrill Lynch가 Kim & Wright(2005)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한 기
간프리미엄을 이용하였음. 추정을 담당한 Ruslan Bikbov는 연준 이사회의 이코노미
스트로 있으면서 기간프리미엄 추정 및 모형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음. 추정방법의 
개요는 <참고1>을 참조

     ** 연준의 주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입 내용(일자별)은 <참고2> 참조

미국채 금리와 기간프리미엄
 (%)

 주: 스케일 조정을 위해 기간프리미엄을 좌측의 선형관계를 
이용하여 선형변환

주: 2012.9~2013.11월 기준 

□ 기간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연준 내부에서도 통화정책 전달경로 측면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BoA Merrill Lynch의 Ruslan Bikbov는 2005년경부터 매일 모든 이사회 멤

버들에게 Kim&Wright 모델에 의한 기간프리미엄 추정치가 보고되었고, 

현재도 동 모델이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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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Bernanke 전 연준의장은 연준 이사 재임시절 기간프리미엄에 대한 연구결

과*를 발표하였으며 지난해 3.1일에는 ‘Annual Monetary/Macroeconomics 

Conference’에서 기간프리미엄을 주제로 강연한 바 있음

     * Bernanke, Ben, Vincent Reinhart and Brian Sack(2004), “Monetary Policy Alternatives 
at the Zero Bound”

   - 이 강연에서 Bernanke는 양적완화(이하 QE), Operation Twist(이하 OT) 등 연

준의 대규모 자산매입(Large Scale Asset Purchase, 이하 LSAP)프로그램을 기간

프리미엄 축소 및 장기금리 하락 요인의 하나로 거론

  ㅇ Stein 연준 이사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기간프리미엄이나 신용스프레

드 등 위험프리미엄을 변화시키는 일이므로, 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발언(14.2.28)도 FOMC 내의 기간프리미엄에 대

한 인식의 일면을 반영

⇒ 금년 하반기중 QE의 종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의 정책금리(Federal Funds 

Rate, 이하 FFR) 최초 인상시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간프리

미엄의 변동요인과 과거 금리인상 기대가 높았던 시기의 기간프리미엄의 동태

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Ⅱ. 기간프리미엄의 개념과 변동요인

□ Bernake의 발언 및 기간프리미엄에 대한 주요 연구들에 따르면 기간프리미

엄이 기본적으로 장기채권 보유에 따른 불확실한 수익률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임

  ㅇ 기간프리미엄은 다양하게 정의되나 기본적으로 합리적 기대하의 무차익거

래 가정(arbitrage free condition)
*하에서 추정됨

       * 일정 기간 동안 채권을 보유함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정도가 같다면 보유채권의 만기
를 변화(단기 매도, 장기 매입 등)시킴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는 없음

  ㅇ Bernanke는 기간프리미엄을 ‘짧은 만기의 채권을 특정 장기간 연속적으

로 갱신하여 보유(rolling over)하는 대신 동일한 기간을 만기로 하는 장기채

권을 보유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초과 수익’으로 정의

□ 이러한 보상은 장기채권의 상대적 수급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데, 만기가 긴 

채권의 수요가 공급에 비해 증가하면 프리미엄이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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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기간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

론됨(프리미엄 축소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

(금융위기 이전기간에 대한 설명 - Kim and Wright(2005)를 중심으로)

 ① 거시경제 변동성 및 불확실성

   -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되고 실물 경제활동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경우 장

기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

    ▪ 실제 2004년 금리상승기시 경제전망 전문가 대상 서베이 자료는 당시 실

물 경제지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거

시경제의 불확실성 축소가 기간프리미엄 축소의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2004년 금리상승기의 기간프리미엄 변동은 ‘Ⅲ. 과거 정책금리 인상기

간중 기간프리미엄 변화’에서 별도로 기술)

 ② 외국 공적 기관(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및 저축수요 증가

   - Bernanke, Reinhart and Sack(2004)은 외국 공적 기관의 시장개입, 자국투

자 선호성향 약화, 높은 저축률과 빠른 경제성장률 등이 이들의 미국채 보

유규모를 증가시켰다고 지적

 ③ 기업 저축수요 증가

   - 당시 세계 주요국 기업의 이윤이 높았던 반면, 자본지출 증가는 완만한 수

준에 그침에 따라 기업의 미국채 수요도 증가하였던 것으로 추정

 ④ 인구고령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 기간프리미엄의 단기적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추세 변화를 설명하는 데 적합

 ⑤ 기업 및 정부 재무상황에 따른 장기 회사채 및 정부채 발행량 축소

 ⇒ 이처럼 금융위기 이전에는 기간프리미엄이 통화정책(금리정책)* 기대 외에 미국

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의 집합적 측정치(catch-all-measure) 

또는 잔차(residual)로 이해되었음(Kim and Wright(2005), Bernanke, Reinhart and 

Sack(2004))

      * 당시 논문들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여기서 말하는 통화정책 기대는 비전통적 통
화정책 수단이 아닌 금리정책에 대한 기대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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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변동에 관한 설명 - Bernanke의 2013.3월 강연을 중심으로)

 ⑥ 국채가격 변동성

   - Bernanke는 기본적으로 이자율 위험에 대한 보상 성격인 기간 프리미엄이 

국채가격의 변동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 다만, Move Index*와 기간프리미엄 시계열을 보면 국채가격 변동성과 기

간 프리미엄의 추이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국채가격 변동

성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양자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 Merrill Lynch Option Volatility Estimate. 미국채 2, 5, 10, 30년물 옵션(1개월 만기) 내
재 변동성의 가중평균 지수로서 시장에서 미국채 가격 변동성의 대용지표로 이용

국채가격 변동성과 기간프리미엄
            (%)                                                                           (지수)

 ⑦ 헤지 수요

   - 미국채 가격과 주식 가격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헤지수요 증가

시 미국채의 투자수요를 확대시키며 이 경우 기간프리미엄 축소 요인이 될 

수 있음

 ⑧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지역 재정문제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특히 경상수

지 흑자 지속국 정부와 중앙은행 등으로부터 안전자산인 장기 미국채 매입

수요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음

 ⑨ 비전통적 통화정책: LSAP 프로그램 등 연준의 통화정책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ernanke는 LSAP를 기간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중 하나로 보았는데, 실제 데이터 상으로 동 프로그램이 기간프리미엄

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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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통적 통화정책 가운데서도 OT 및 QE3 등은 QE1, QE2와는 달리 장기

물 국채 수요에 연준이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기간프리미엄의 가

장 큰 결정요인인 수급 상황을 조정하는 정책이었음

    ▪ 즉 OT 및 QE3 발표는 기간프리미엄의 수준을 크게 낮추거나 낮게 유지

하는 역할을 하였고, QE3 축소 발표는 반대로 동 프리미엄을 확대시킴

 ⇒ 금융위기 이전에는 기간프리미엄이 통화정책 이외의 시장기대와 수급요인을 

반영하는 영역(residual)으로 이해되어왔으나 이후에는 제로금리 하에서 LSAP 

시행에 힘입어 가장 직접적인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영역으로 편입

   

미국채 기간프리미엄, 10년물 금리 및 연준의 자산매입프로그램
  (기간프리미엄, %)                                                                             (금리, %)

(시장참가자 견해 및 데이터 상의 특징 등에 의한 추론)

 ⑩ 비전통적 통화정책: 연준의 Forward Guidance(이하 FG)

   - LSAP와 함께 시행된 FG 또한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 뿐 아니라 연준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한 기간프리미엄의 민감도를 크게 높였던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FG 발표 이후 최초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기대와 기간프리미엄

이 거의 완전히 동행하는 모습

    ▪ 즉 ‘장기명목금리=정책금리 기대+기간프리미엄≈정책금리 기대(1+a)’의 

상황이 전개됨

    ▪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장기금리 형성에 연준의 정책이 과도하게 작용하

면서, 금리에 시장의 기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

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참고3> 최근 장기금리 형성 과정에 관한 Torsten Slok(Deutsche Bank)의 견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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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채 기간프리미엄과 FFR 선물가격에 반영된 정책금리 최초 인상 시기 기대
   (기간프리미엄, %)                                                                              (개월)

Ⅲ. 과거 정책금리 인상기간중 기간프리미엄 변화

□ 과거 세 차례의 금리인상 기간* 모두 기간 프리미엄이 통화정책 및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금리인상 시작 2~6개월 이전부터 확대(Ⅱ장의 기간프리미엄 

변동요인 ①, ⑥)

      * 1994.2월 3.00%→ 1995.2월 6.00%(이하 1994년), 
1999.6월 4.75%→ 2000.5월 6.50%(이하 1999년),
2004.6월 1.00%→ 2006.6월 5.25%(이하 2004년)

□ 그러나 실제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에도 기간프리미엄이 계속 확대된 것은 

아니었으며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금리 인상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횡보 

또는 축소

금리인상기별 FFR, 미국채 기간프리미엄 및 2년/10년간 금리스프레드
(1994년)

(%)                           (%,%p)
(1999년)

(%)                           (%,%p)
(2004년)

(%)                           (%,%p)

주: 음영은 정책금리 인상기간

(1994년 및 1999년)

□ 1994년 금리 인상기에는 약 2개월전인 1993.10월경, 1999년 금리 인상기에는 

약 6개월전인 1998.12월경부터 기간프리미엄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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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이와 관련 Bernanke는 지난해 3월 연설에서 1994년 금리 인상기 전후의 예

상보다 빠른 경제성장 속도 및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가 정책금리 인상기대

와 기간 프리미엄을 동시에 확대시켰다고 설명

  ㅇ다만 금리 인상 초기에는 기간프리미엄이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이후에는 

대부분의 금리 인상기간 중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특징적

□ 한편 이 두 차례의 금리 인상 기간중 미국채 2년/10년 금리스프레드(미국채 

10년물 금리 - 2년물 금리)가 초반 횡보(또는 소폭 축소), 후반 축소(커브 

flattening)의 모습을 보였음

  ㅇ금리 인상 초기에는 정책금리 인상 지속 기대에 따른 단기금리 상승기대(스

프레드 축소요인)와 기간프리미엄 확대(스프레드 확대요인)가 상쇄되었음

   - 정책금리 변화에 대해 장기금리보다는 단기금리가 민감하게 변동하기 때문

에 2년/10년 금리스프레드는 정책금리 인하시 확대, 인상시에는 축소되는 

모습

FFR과 만기별 미국채금리 추이

  ㅇ그러나 금리 인상기 후반에는 정책금리 추가 인상기대가 약화된 한편 기간프

리미엄은 축소(스프레드 축소요인)됨에 따라 2년/10년간 금리스프레드가 축소

(2004년)

□ 2004년에는 금리 인상 이전에 기간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가 금리

인상 시작 이후에는 오히려 축소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

  ㅇ실물 경제활동(GDP 성장률)의 변동성 축소와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정이 당시 

기간프리미엄 축소의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지적됨(Ⅱ장의 기간프리미엄 변

동요인 ①, Kim&Wrigh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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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질GDP 전문가 전망치의 표준편차

자료: Kim &Wright(2005)

  

미국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전문가 전망치의 표준편차

자료: Kim &Wright(2005)

  ㅇ또한 Bernanke는 지난해 3월 연설시 향후 정책금리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데 대한 보상인 기간프리미엄도 증가하므로 

일반적으로 정책금리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와 기간프리미엄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

    - 이에 따르면, 기간프리미엄은 정책금리의 변동 방향뿐 아니라 변동 속도 

등 정책금리 경로와 관련된 모든 불확실성에 비례할 것임

    - 즉, 동일한 폭의 금리 인상이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금리 인상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간프리미엄의 확대폭이 상대적으로 작

거나 프리미엄 축소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실제로 2004년 금리 인상기의 경우 Federal Funds Rate이 장기간에 걸쳐 

매 FOMC 회의에서 25bp씩 인상되었는데, 동 기간중 기간프리미엄은 과거 

금리 인상기와 달리 축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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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이밖에 중국 등 외국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미국채 선호 확대 등 수요 

증가도 기간 프리미엄 축소 요인으로 작용(Ⅱ장의 기간프리미엄 변동요인 ②, 

Kim&Wright(2005))

  

미국채의 해외보유 비중(%)

자료: Kim &Wright(2005)

□ 한편 2004년 금리 인상 기간중 미국채 2년/10년간 금리스프레드는 이전 두 

차례의 금리 인상기와 달리 초반부터 축소세가 지속되었음(미국채 금리 만기

곡선 flattening)

  ㅇ금리 인상 초기부터 기간프리미엄이 축소(스프레드 축소요인)되었던 데다 정

책금리 인상 지속에 따른 단기금리 상승기대(스프레드 축소요인)도 상존함에 

따라 2년/10년간 금리스프레드의 축소 추세가 장기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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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 미 연준으로서는 향후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의 

불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연준은 QE 종료 후 정책금리 인상 이전 및 인상 과정에서 장기금

리의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간프리미엄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ㅇ과거 금리 인상기의 경험에 비추어 연준은 2004년 금리 인상기와 마찬가지

로 거시경제의 변동성 축소 및 통화정책 경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불확실성에 따른 프리미엄 확대를 억제하려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Yellen 의장이 Economic Club of New York 강연(4.16일, 뉴욕사무소 현지

정보 참조)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로서의 통화정책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점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함

  ㅇ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경기회복 및 정책금리 인상 임박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부양적 정책기조 지속 필요성과 경제내의 slack이 여전히 상당하

다는 점을 강조하여 시장 기대의 쏠림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

  ㅇ 2004년 금리 인상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속도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

는 방식도 예상 가능

    - 다만, 금리인상 속도 등을 사전에 공표한 이후에 인플레이션의 급등 등 

예상밖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공표된 금리인상 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정책 신뢰성 약화로 추가적인 불확실성과 프리미엄 상승이 초래될 

위험도 있음

    - 또한, 2004~2006년 당시 장기간 일정 속도의 금리 인상이 위험자산 선호

를 높여 자산가격 거품 등 거시경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는 비판도 존재

□ 한편, 금리 인상이 과거 1994년 및 1999년과 유사한 여건하에서 이루어질지, 

2004년의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따라 미국채 2년/10년 금리스프레드(또는 전체적인 

만기별 수익률 곡선)의 동태적 변화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또한 지난해 12월 QE tapering 발표를 전후하여 기간프리미엄이 상당폭 확

대되었는데 QE 종료시까지 기간프리미엄이 추가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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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Kim & Wright(2005) 모형에 의한 기간프리미엄 추정 개요

▪ 기간프리미엄 추정에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으나 실제 추정에 있어서는 다음 세 

가지의 기간프리미엄을 주로 이용(Kim & Orphanides(2007))

   ① return premium: 1년 이상 만기의 제로쿠폰 본드 보유에 따른 연간 기대 수

익률과 1년 만기 국채 수익률간의 격차

   ② forward premium: 선도금리와 미래의 spot 금리 기대치간의 격차

   ③ yield premium: 특정 만기 제로쿠폰 본드의 수익률과 동일만기까지 단기금리 

기대치와의 격차

▪ 이 가운데 Kim & Wright(2005) 방식은 일종의 forward premium을 추정하는데, 

위 세 가지 중 어떤 접근을 취하더라도 추정치의 수준값에 차이가 있을 뿐 동태

적 변화에는 대체로 큰 차이가 없음(Kim & Orphanides(2007))

▪ 회귀모형에 의한 추정

  - 추정의 전제: 합리적 기대가설하에서는 선도금리와 단기금리간 격차가 예측 불

가능해야하나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기간프리미엄으로 간주

  - 10년만기 기간프리미엄은 다음 식으로 정의

    ·10년 만기 순간(instantaneous)선도이자율 – 순간단기이자율 기댓값(식 ①)

  - 위 식의 두 값은 실제로는 관찰되지 않으며 다음의 과정을 통해 이론값을 추정

    ·가정 ①: 이자율 기간구조가 세 가지 미지의 요소(벡터 x)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순간이자율도 벡터 x의 함수로 표현 가능

    ·가정 ②: 벡터 x는 다변수 Ornstein-Uhlenbeck 과정으로 알려진 벡터 자기회귀 

과정을 따름 

    ·가정 ③: 채권투자자의 한계효용은 시간선호 할인율인 순간이자율과 벡터 x의 

변화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의해 결정

    ·가정 ①~③과 채권투자자의 효용극대화 1계조건을 이용하면 현재의 채권가격

을 벡터 x의 함수로 표현 가능(식 ②)

    ·가정 ②로부터 도출되는 벡터 x의 천이방정식(transition equation)을 칼만필터

를 이용하여 추정

    ·추정된 벡터 x와 식 ②를 통해 이론적 채권가격을 추정

    ·순간선도금리와 채권가격간 관계식 및 가정 ①에 따른 순간이자율 계산식을 

통해 10년 만기 순간선도이자율과 순간단기이자율 기댓값을 추정한 후 식 ①

을 이용하여 기간프리미엄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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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금융위기 전후 연준의 주요 통화정책 결정내용

발표일자 종료시한 정책명칭 규모 주요 내용
2007/9/18 금리인하 시작
2008/12/18 제로금리
2009/3/18 2010/3/31 QE1 14,500억달러
2010/11/2 QE2 6,000억달러
2011/8/9 FG At least through mid-2013
2011/9/22 2012/6/30 OT 4,000억달러 6~30년 매입, 3년 미만 매도
2012/1/26 FG late 2014
2012/6/21 2012/12/31 OT 2,760억달러 기한 연장, 금액 추가
2012/9/13 무기한 QE3 매월 850억달러

FG At least through mid-2014

2012/12/12 FG 실업률, 물가상승률 threshold 
설정, 무기한 조건

<참고 3> 

최근 장기금리 형성 과정에 관한 Torsten Slok(Deutsche Bank)의 견해

▪ Deutsche Bank의 Chief US Economist인 Torsten Slok은 장기금리 변동이 기간프

리미엄이 아닌 연준의 금리정책(금리 인상시기)에 대한 기대에 의해 거의 전적으

로 설명된다고 주장

  - 경기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연준 정책에 대한 기대를 결정하는 요인이기는 하나 최근

에는 연준이 자신의 경제전망을 공표하고, 노동시장의 부진(slack)이 상당하다고 주

장하는 과정을 통해 시장의 기대 형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 근접해가는 가운데, 임금 및 단위노동비용이 상승세

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이러한 개선이 시장의 기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또한, QE 뿐만 아니라 forward guidance도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

  - 연준은 forward guidance를 도입하고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FOMC의 전망을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해왔음

  - 이러한 투명성 제고 조치 이전에는 시장이 스스로의 추론을 통한 정책 기대를 

형성하여 왔으나, 현재는 연준이 결론을 시장에 제시하고, 연준 스스로 시장의 

기대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