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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ametric Estimation of the Policy Stance from
the Central Bank Minutes

(중앙은행

의사록을 사용한 기준금리 정책기조의 모수적 추정)
정동재⁕‘

(연구 배경)
□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등 문
서화된 수단으로부터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통해 심리지수
(sentimental index)를 추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심리지수에 비해 정책금리와 보다 밀접한 개념
에 해당하는 정책기조(policy stance)*를 정의하고 이를 기존 연구와 차
별화되는 모수적 추정법을 활용하여 추정
* 정책기조를 기준금리 결정의 잠재요인(latent factor)이 되는 금통위 의사결정의 컨
센서스(consensus)로 정의

ㅇ 본 연구에서 추정한 정책기조는 다른 심리지수에 비해 개념적으로
명확하며 %p단위의 기수적(cardinal)인 의미를 갖는다는 장점을 보유
ㅇ 여타 사전(dictionary) 의존적인 접근법*과는 달리 명시적인 통계적 모
형에 근거하고 있어 추정의 주관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음
* 심리사전(sentiment dictionary)을 비롯한 의사록 이외의 텍스트 자료를 추가적으
로 활용하여 심리지수를 도출하는 방법

ㅇ 또한 우리말 어순을 고려하는 새로운 연어 매칭(collocation matching)
알고리즘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분석의 질을 제고
□ 추정한 정책기조를 벡터자기회귀 (Vector-AutoRegression) 모형에 투입한
결과, 물가 퍼즐(price puzzle)이 해소되는 등 통화정책 충격의 식별이
개선
* 문의처: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 과장 정동재(☎ 4997)
※ 집필자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근무시 작성한 논문으로서,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
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
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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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금통위 회의에서 형성된 정책기조로부터 기준금리 결정과
의사록의 텍스트가 도출되는 의사결정 체계를 상정(그림1 참고)
ㅇ 그 중 의사록의 텍스트는 정책기조 의존적인 다항분포로부터 생성되
는 모수적인 모형구조를 가정

<그림1> 금통위 의사결정 체계 흐름도

□ 방대한 텍스트 자료로부터 다항분포를 추정하는 것은 계산상의 부담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Taddy(2015)에 따라 도출한
충분차원감소량(sufficient reduction)을 통해 정책기조를 추정
□ 텍스트 자료로는 두 음절 연어(bigram)를 주된 분석단위로 활용하였으며 우
리말 어순에 기반한 연어 매칭(collocation matching) 알고리즘을 통해 자료의
질을 제고
(분석 결과)
□ 추정된 정책기조가 실제 정책금리 변화방향을 대체로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텍스트 단위(token)가 시사하는 정책기조의 방향이 사전
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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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실제 기준금리 결정과 정책기조 추정치

□ 다양한 평가 준거*를 통해 표본 외 데이터 예측(out-of-sample prediction)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모형의 정책기조 예측치가 실제 정책금리 변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시장의 예측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모형 예측치를 실제 기준금리 결정치 및 금융시장 기대에 해당하는 기준금리 BMSI(Bond
Market Survey Index)와 비교하여 평가

<그림3> 표본 외 예측 결과

□ 또한, 본 연구의 연어 매칭(collocation matching) 알고리즘은 이러한 평가 준
거상의 지표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텍스트 분석의 질을 실질적으
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
□ 추정한 정책기조를 금통위의 경제전망이 반영된 정보변수로서 해석하여
기본적인 VAR 모형에 투입한 결과, 정책기조가 반영된 모형은 물가 퍼
즐(price puzzle)*이 해소되는 등 통화정책 충격의 식별이 개선
* VAR모형에서 흔히 경제이론과는 반대로 긴축적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
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

- 3 -

(시사점)

□ 본 연구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추정한 기준금리 정책기조는 해석상
여타 심리지수에 비해 장점을 갖는 것은 물론, 뚜렷한 모수적인 가정에
기반함으로써 그 평가와 한계를 논함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

□ VAR 모형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텍스트 분석 기법을 통한 추정치가
기존 경제지표를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어 매칭(collocation matching) 알고리즘은 비단 의사록
분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여타 우리말 텍스트 분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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