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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소규모 개방경제 DSGE 모형 추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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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hristiano et al.(2011)에서 소개된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적 확률일반균형
모형(a small open economy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DSGE) model)을
미국 통화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제시하고, 2000년 1분
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의 한국과 미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모형의 추
정 결과로 얻은 모형의 파라미터들의 값들(estimated structural parameter values)은 기
존 연구들의 추정 값들과 유사하며, 미국과 국내 통화충격을 포함한 추정된 모형의 충
격들(estimated structural shocks)은 직관적으로 설명되는 거시경제변수들(예를 들어,
국내총생산, 소비, 노동시간, 실질환율, 순수출)의 충격반응함수들을 도출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핵심주제어: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 동태적 확률일반균형 모형, 베이지언 추정, 통화정책
충격,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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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2007～2009 글로
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 불황이 끝나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기에 들어선 2016
년도 이후 기준금리인 연방자금 금리(federal funds rate)의 목표치를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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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시켜 오고 있으며, 이러한 금리인상 기조는 2018년도 말까지 이어져, 연방공
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2018년 12월 정기회의에서 연방
기금 금리의 목표치를 25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s) 올린 2.25%에서 2.50%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야기된 미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산으로 연방준비제도는 2019년도에 금리인하 정책으로
선회하여 2019년도 하반기에 세 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2019년도 10월에 있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기회의가 설정한 기준금리 목표
치는 1.50%에서 1.75% 수준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한 틀로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하나의 확률일반균형 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DSGE) model)을 제시하고 추정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DSGE 모형은 Christiano et al.(2011)에서 소개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
(a small open economy model)으로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들의 경기변
동 예측 및 대내외 거시조건들의 변화가 소규모 개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Adolfson et al.(2005, 2007a, 2007b,
2008)와 조장옥․정용승․김형석(2015) 등이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본 연구가 채택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이 기존 문헌에서 널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본 모형이 가진 몇 가지 특성 때문이다. 우선, 본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이
자 특성은 경제 분석 모형으로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다. 본 모형은 뉴케인스
학파(New Keynesian) 경제 모형으로서, 소비재 생산, 투자재 생산, 수출재 생산
그리고 수입재 생산에서 각각 다른 가격 경직성이 허락되는 생산 부문, 명목임금
의 경직성이 도입된 노동시장 및 테일러 준칙하에서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정
부 부문 등 광범위한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및
해외 생산성 충격, 투자재 가격 및 통화정책충격 등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모형을 통해 얻은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치들은 다른 모형들의 추정치
의 벤치마크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는 본 모형의 간결성
과 관련이 깊다. 본 모형은 주인-대리인 관계나 비대칭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서의 마찰(financial market frictions)이나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탐색 마찰(search friction) 등을 직접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모형
의 간결성 및 그 함의 때문에 본고에서 추정된 모형의 파라미터 값들이 한국 경
제나 혹은 다른 소규모 개방경제를 대표하는 벤치마크 값으로 활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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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크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간결한 본고의 모형 자체가 현실설명력이 부
족함을 의미하지 않을 여지가 크다. 우선 금융가속기(financial accelerators)와 같
은 금융시장 마찰 모형은 Brunnermeier and Sannikov(2014)의 이론적 논의에서
밝히듯 오히려 역설적으로 금융위험의 파급효과를 현저히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투자의 한계효율성이나 생산성과 같은 다른
파라미터 추정 역시 이 약화된 파급효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금융가속기와 같은 금융시장 마찰 모형의 도입 및 그 파급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는 본 모형과 같이 이러한 금융시장 마찰이 없는 벤치마크 경우와의 비교 분석
이 필수적이며, 충격반응함수들 등을 분석해 보았을 때 금융시장 마찰 모형보다
본 모형이 국내 경기변동 설명에 있어서 보다 적합할 가능성이 크다.
본 모형에서 도입한 임금경직성을 고려한 노동시장 형태는 한국 노동시장의
데이터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권규백․김형석․이윤수(2015)의 실증연구 등
에서 논의되듯, IMF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한국의 자연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이
고, 반면에 총노동공급량(=총노동시간×근로자수)은 추세와 변동성 모두 한국 주
요 거시변수의 동조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탐색 마찰 등 노동시장 마찰이
실제 경기변동에 주는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임금경직성
모형이 오히려 한국의 데이터를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설득력
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조장옥․정용승․김형석, 2015). 따라서 한국 경제 분석에
있어서 벤치마크가 되는 파라미터 설정에는 노동시장의 구체적인 마찰을 제외하
여 보다 간결하지만 오히려 데이터 적합성도 높을 수 있는 본 모형의 선택이 더
타당해 보인다.
본 연구가 제시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은 기본적으로 소비와 노동공급을 담
당하는 가계(households) 부문,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firms) 부문, 통화정책과 재
정정책을 담당하는 정부(government) 부문, 그리고 해외(foreign country) 부문으
로 구성된다. 모형에서 기업의 생산 부문은 국내 동질재(the homogeneous
domestic good)를 생산하는 부문, 수입재를 생산하는 부문, 수출재(the export
good)를 생산하는 부문,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부문, 그리고 최종투자재(the
final investment good)를 생산하는 부문으로 총 다섯 형태의 기업 생산 부문들
이 존재한다. 특히, 국내 동질재, 수출재, 그리고 수입재를 생산하는 부문들에서는
각 형태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특수 중간재(differentiated intermediate goods)
생산이 존재한다. 이러한 중간재들의 가격들은 Calvo-Yun의 가격 경직성 제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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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결정된다.
본 모형에서 가계들은 최종소비재를 소비하고 개별 특수 노동(specialized labor)
을 공급한다. 개별 특수 노동에 대한 임금 결정은 Erceg et al.(2000)을 따른다.
즉, 완전경쟁적인 대표 노동조합이 가계들의 개별 특수 노동을 조합하여 동질의
노동서비스(homogeneous labor services)를 국내 동질재 생산에 이용되는 특수
중간재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며, 이 개별 특수 노동의 임금 결정은
Calvo-Yun의 임금경직성 제약하에서 결정된다.
소비 및 개별 특수 노동 공급역할 외에도, 가계들은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을 보유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최종투자재를 구입하며, 자본가동률(utilization
rate of capital)을 결정한다. 따라서 가계들은 자본서비스(capital services)를 국
내 동질재 생산에 이용되는 특수 중간재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또
한 완전 국내 금융시장 가정하에서 가계들은 조건부 자산들을 구입할 뿐만 아니
라, 가계들은 국내 무위험 채권과 국외 무위험 채권도 구입한다.
본 모형에서 정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담당한다. 통화정책은 테일러 준
칙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정부의 재정지출은 외생적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
으로 가정한다. 한편, 본 모형은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 가정을 따르고 있으며 이
에 따라 국내 부분의 결정은 해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외 GDP, 해
외 물가상승률, 그리고 해외 무위험 명목이자율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한국 경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파라미터들(structural parameters)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경제를 해외 부문으로 설정하고 베이지언 기술(Bayesian
technique)을 이용하여 모형의 파라미터들을 추정한다.1) 이와 같이 현실 데이터
에 기반한 추정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파라미터들의 값들
과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한 값들과 비교 분석하고, 이를 추정된 파라미터를 바탕
으로 다양한 경제충격들에 대한 반응함수들을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채택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2000년 1분
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의 한국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해외 부문으로는 미국 경
제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추정을 위해
국내총생산, 소비, 투자 등 총 13개의 한국 거시변수들과 미국의 국내총생산, 물
가상승률, 명목이자율로 구성된 총 16개 시계열이 사용된다. 추정방법으로는 무작
1) 본 연구가 도입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추정함에 있어서 해외 부분을 미국으로 한정하
여 미국 자료만으로 해외 부분을 추정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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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보 메트로폴리스-헤이스팅스 연쇄(a random-walk Metropolis-Hasting chain)
를 바탕으로 한 베이지언 기술이 이용된다. 무작위 행보 메트로폴리스-헤이스팅
스 연쇄 기법 이용시에 추정할 모형의 파라미터들을 총 100,000번 추출하고, 이
중 첫 20,000개는 파라미터 분포 수렴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burn-in). 이 경우
에 파라미터 허용률(acceptance rate)은 약 30% 정도로 조정된다.
모형의 파라미터들의 사후 평균값(posterior means)들은 대부분 기존 국내외
연구들의 추정치들과 유사하다. 가격 경직성 파라미터들 대부분은 0.75에서 0.81
사이에서 추정된다. 이는 상당한 가격 경직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지난 물가상
승률에 대한 연동(indexation to lagged inflation)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들의 추정
값들은 모두 0.4 이상이므로, 상당한 연동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
히, 임금이 지난 물가상승률에 대하여 연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의 추
정치가 가장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역 탄력성(trade elasticity)으로
알려진 국내 동질재와 수입재 간의 대체탄력성 파라미터들의 추정 값들은 1보다
크거나 1에 아주 근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의 습관(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파라미터의 추정 값은 0.78이고, 노동의 임금 탄력성 역수(the
inverse of Frisch elasticity)의 추정 값은 2.05로 노동이 임금에 대하여 비탄력적
임을 시사한다. 테일러 준칙의 계수 파라미터들을 살펴보면, 기존 이자율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0.96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된다. 물가상승률과 GDP에 대한
계수들의 추정 값들은 각각 1.63과 0.20이다. 특히, 물가상승률에 대한 계수의 추
정치로부터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을 정책목표로 삼아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된 파라미터들의 사후 평균값들로부터 얻어진 충격반응함수들(impulse
response functions)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상적인 기술충격(a
stationary TFP shock)과 투자한계효율성 충격(a MEI shock)에 대한 충격반응함
수들은 상당히 일반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술충격의 증가에 대
하여 물가상승률은 즉각적으로 하락한 후에 정상상태/균제상태(steady state)로
천천히 회복하며 이러한 물가상승률의 변화에 따라서 명목이자율도 낮아지게 되
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명목이자율의 하락으로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므로 최종
소비재와 최종투자재는 증가하게 되며 국내총생산(GDP) 역시 증가하는 형태를
지니게 된다. 국내총생산의 증가로 인하여 노동수요는 증가하나, 기술충격의 양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로 총노동시간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수요의 증가와 노동공급의 감소로 실질임금은 상승한다.
본 연구는 또한 국내와 해외의 통화정책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들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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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내외(한국과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한국)
통화정책충격의 증가에 대하여, 명목이자율은 즉각적으로 상승한 후에 천천히 정
상상태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명목이자율 반응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은 즉각적으
로 하락한 후에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반응을 나타낸다. 통화정책충격의 증가로
인한 명목이자율 상승은 총수요를 감소시키므로 최종소비재와 최종투자재는 즉
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반응을 보인다. 국내
총생산(GDP)이 감소해도 정상상태로 복귀한다. 이와 같은 국내총생산 변화에 따
라 총노동시간과 실질임금은 감소하게 된다. 국내 명목이자율 상승으로 명목환율
은 절상되고, 따라서 실질환율 역시 즉각적으로 절상된 후에 정상상태로 복귀하
는 반응을 보인다. 실질환율의 절상에도 불구하고 순수출은 증가하는 반응을 보
인다. 이러한 이유는 최종소비재와 최종투자재 생산에 이용되는 수입재가 감소하
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외(미국) 긴축적 통화정책의 국내 경제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들을
살펴보면, 해외 통화정책충격의 증가에 대하여 국내 물가상승률은 즉각적으로 상
승하고 따라서 국내 명목이자율도 상승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최종소비재와 최종투자재는 감소하게 되고, 국내총생산도 하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 해외 명목이자율의 상승폭이 국내 명목이자율의 상승폭보다 크기
때문에 명목환율은 절하되고 따라서 실질환율도 절하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와
같이 해외 통화정책충격 증가가 국내 물가상승률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소비재
생산에 이용되는 수입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입재 가격 상승은
수입자들이 운전자금 대출(working capital loans)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이자
율이 해외 명목이자율에 의존하여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모형은 중규모 경기변동 모형을 소규모 개방경제 환경으로 확장한 모형이
라는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표준 예측 및 추정 모형인 New BOK-DSGE 모형과
도 유사성을 갖는다(배병호,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국은행의 예측 모
형과 구별되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우선 본 모형의 추정에 있어서는
New BOK-DSGE 모형과 달리 생산자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 부분적 물가연동제
(price indexation)를 도입함으로써 가격 분산 측도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
려하여, 이에 따른 가격 경직성의 왜곡 현상과 변동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New
BOK-DSGE 모형에서는 유가라는 특수한 재화의 변동의 영향 평가를 중요하게
고려한 반면, 본 모형에서는 이와 같은 특수한 재화의 영향력을 배재하고 해외
부문의 거시변수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편, New BOK-DS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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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금융가속기 모형을 직접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이 금융
가속기 모형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으며, 이는 금융가속기 과정 모형이 역설적
으로 금융위험의 파급효과를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Brunnermeier
and Sannikov(2014)의 논의에 기인한 것이다. 그들의 이론적 연구에 따르자면,
금융가속기 모형에 따라서 경제주체가 파산위험을 인지할 경우 경제의 균형 레
버리지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경제 전체에 대한 금융시장 충격의 파급
력이 낮은 균형 레버리지로 인해 상쇄되거나 오히려 크기가 금융가속기가 없는
모형에 비해 더 작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이한규(2013)가 제시한 한국 거시경제의 DSGE 모형과는 그
추정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이한규(2013)의 모형은 캘리브레이션을
바탕으로 한국 개방경제의 모수를 추정하고 충격반응 분석 등의 정책효과를 분
석하였으며, BOK-DSGE 모형에 비해 교역조건 충격 및 국제금리 충격조건을 보
다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한규(2013)의 모형과 달리 현
실적인 경제 모형의 모수 설정에 있어서 베이지언 추정법에 의거한 계량경제학
적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캘리브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정책 분석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Laxton et al.(2010)이 제시한 GIMF 모형과도 큰 차이점을 보
이고 있다. 본 모형은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으로서 외부 경제의 동태적인 움직임
을 VAR 형태로 간소화시켜 모형화했다. 반면 GIMF 모형은 글로벌 동태 확률일
반균형 모형으로 분류된다. 이 글로벌 모형은 전 세계의 경제를 몇 개의 지역 및
권역으로 나누어 직접 모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규모 개방경제 모
형이 아닌 다국가(multi-country) 모형이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권역은 주로 유
로존, 아시아 신흥국 등과 같이 특정 경제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 경제의 동
태적인 부분을 모형화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는 GIMF 모형과 큰 차이점을 보인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본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정책효과 분석의 틀로 제
시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설명한다. 모형 설명시에 생산 부문을 담당하는 기
업들, 소비와 노동공급을 담당하는 가계들,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그리고 해외
부문과 경제충격들의 외생적 확률과정들로 나누어 설명한다. 제Ⅲ절에서는 소규
모 개방경제 모형을 추정한다. 모형의 파라미터들 중에 균제상태와 관련된 파라
미터들의 값을 먼저 설정(calibration)한 후에 16개의 관측변수들을 이용하여 모형
의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추정(estimation)한다. 그리고 추정 결과를 분석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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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제Ⅳ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Ⅱ.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
본 연구에서는 Christiano et al.(2011)에서 소개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a
small open economy model)을 거시정책효과 분석의 틀로 채택하였으며, 한국과
유사한 소규모 개방경제들의 경기변동 예측 및 대외 조건들의 변화가 소규모 개
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Adolfson
et al.(2005, 2007a, 2007b, 2008), Christiano et al.(2011)와 조장옥․정용승․김형
석(2015) 등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기존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의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그 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우선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본 거시경제 모형은 소비와 노
동공급을 담당하는 가계 부문,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부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을 담당하는 정부 부문, 그리고 해외 부문으로 구성된다.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
가정에 따라서, 본 모형에서 해외 부문이 외생적인 확률과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채택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에서는 총 다섯 형태의 생산 부문들이 존재한다.
즉, 국내 동질재를 생산하는 부문, 수입재를 생산하는 부문, 수출재를 생산하는
부문,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부문, 그리고 최종투자재를 생산하는 부문이다. <그
림 1>은 모형에서 생산 부문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첫째, 국내 동질재(the domestic homogeneous good)를 생산하는 부문에서는
자본과 노동을 이용하여 특수 중간재를 생산하는 독점적 기업들이 중간재들
(intermediate goods)을 생산하고, 이를 완전경쟁적인 대표기업에 제공한다. 이 대
표기업은 특수 중간재들을 이용하여 국내 동질재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국
내 동질재는 최종소비재 생산, 최종투자재 생산, 수출재 생산, 그리고 정부지출에
이용된다.
둘째, 수입재(the import good)를 생산하는 부문에서는 국내 수입자들(domestic
importers)이 외국 기업들(foreign firms)로부터 구입한 외국 동질재(the foreign
homogeneous good)를 이용하여 특수 중간재(a specialized input)로 일대일
(one-for-one) 변환한 후에 독점적으로 완전경쟁적인 국내 소매업자(the competitive
domestic retailer)에게 공급한다. 완전경쟁적인 국내 소매업자는 국내 수입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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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구입한 특수 수입 중간재들을 이용하여 수입재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수입재는 최종소비재 생산, 최종투자재 생산, 그리고 수출재 생산에 이용된다.
셋째, 수출재(the export good)를 생산하는 부문에서는 독점적 국내 수출자들
(domestic exporters)이 국내 동질재와 수입재를 이용하여 특수 수출재들
(specialized export goods)을 생산하고 완전경쟁적 시장을 통해 대표 외국 소매업
자(the competitive, representative foreign retailer)에게 수출한다. 최종적으로 완
전경쟁적인 외국 소매업자가 특수 수출재들을 조합하여 수출재를 생산하게 되고,
이렇게 생산된 수출재는 외국(the foreign country)에 의해서 소비된다.
마지막으로, 최종소비재와 최종투자재를 생산하는 부문들에서는 각 부문의 완
전경쟁적인 대표기업이 국내 동질재와 수입재를 이용하여 소비재 또는 투자재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소비재와 투자재는 가계의 소비와 자본축적을 위한 투
자에 이용된다.
<그림 1> 생산 부문들 간의 관계도

위에서 설명한 국내 동질재 생산에 이용되는 특수 국내 동질재 중간재들의 가
격들은 Calvo-Yun의 가격 경직성 제약하에서 결정된다. 또한 수출재 생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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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지는 특수 수출 중간재들의 가격들과 수입재 생산에 이용되어지는 특수
수입 중간재들의 가격들도 Calvo-Yun의 가격 경직성 제약하에서 결정된다.
모형에서 가계들은 최종소비재를 소비하고 개별 특수 노동을 공급한다. 개별
특수 노동에 대한 임금 결정은 Erceg et al.(2000)과 유사하다. 즉, 완전경쟁적인
대표 노동조합이 가계들의 개별 특수 노동을 조합하여 동질의 노동서비스
(homogeneous labor services)를 생산하고, 이를 국내 동질재 생산에 이용되는
특수 중간재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개별 특수
노동의 임금 결정 역시 Calvo-Yun의 임금 경직성 제약하에서 결정된다.
한편, 가계들은 물리적 자본을 보유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최종투자재를 구입
하며, 자본가동률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가계들은 자본 서비스(capital services)
를 국내 동질재 생산에 이용되는 특수 중간재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
게 된다. 한편, 완전 국내 금융시장(the complete domestic financial markets) 가
정하에서 가계들은 조건부 자산들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국내 무위험 채권과 국
외 무위험 채권도 구매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통화정책(monetary policy) 결정은 테일러 준칙(a Taylor
rule)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재정지출은 외생적 확률과정을 따른다. 소규모 개
방경제 가정에 따라서 해외 부문과 관련된 외국 GDP, 외국 물가상승률 그리고
외국 무위험 명목이자율은 외생적 확률과정을 따르게 된다.
1. 국내 동질재 생산

국내 동질재(the homogeneous domestic good,  )는 다음과 같은 대체탄력
성이 일정한 CES(constant elasticity substitution) 생산함수에 의해 생산된다.





  









 
   ≤   ∞







 

여기서  는  번째 중간재이며  는 중간재 간의 대체탄력성을 나타낸다.
국내 동질재는 완전경쟁적인 대표기업(the competitive, representative firm)에 의
해서 생산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대표기업은 국내 동질재 가격( )과 생산요소
인 개별 중간재의 가격들( )에 대하여 가격수용자이다. 대표기업의 이윤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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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문제(the profit maximization problem)로부터 각 중간재에 대한 수요함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  , 그리고  는 최종소비재, 최종투자재, 그리고 수출재 각각의 생
산에 수요되는 국내 동질재 수요량을 나타내고,  는 국내 동재질의 정부소비량
을 나타낸다. 참고로  는 외생적 확률과정을 따른다. 또한 국내 동질재 가격
(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참고로 모형에서 국내 동질재를 가치측도 재화(numeraire good)로 간주한다. 국
내 동질재 가격 상승률(the rate of inflation of the domestic homogeneous good,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다음으로, 국내 동질재 생산에 이용되는 중간재들의 생산을 살펴보자.  번째
중간재 생산자(the  intermediate good producer)는 다음과 같은 콥-더글라스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개별 중간재( )를 생산한다.


 

                    

여기서  와  는  번째 중간재 생산자가 수요하는 자본 서비스 양과 동질
적 노동 서비스(homogeneous labor services) 양을 나타내며,  는 고정생산비용
을 나타낸다.2)  와  는 정상적인 기술충격(a stationary technology shoc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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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기술충격(a non-stationary technology shock)을 나타내며, 두 기술충격
은 모든 개별 중간재 생산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별 중간재 생산자
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빌려서 지불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한 단위 동질적 노
동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동질적 노동에 대한 명목임금(the aggregate nominal wage)을, 
는 운전자본 대출(working capital loans)에 적용되는 무위험 이자율(the risk-free
interest rate)을, 그리고  는 빌려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개별 중간재 생산자(the  producer)는 개별 중간재(the  good) 생산에 있
어서 독점기업이다. 따라서 각 생산자는 각 중간재 가격( )을 결정하며, 가격
결정은 Calvo-Yun 가격 경직성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즉, 매  기에  의 확률
로 가격조정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은 가격 연동(price
indexation)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는 전기의 개별 중간재 가격을,  는 국내 동질재의 물가상승률
을,  는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그리고 는 물가연동 기준(indexing
base)을 나타낸다.      ∈는 물가연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
(parameter)들이다.
    의 확률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윤
의 현재가치의 합을 최대화시키는 수준에서  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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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가계의 명목 예산제약식(the household’s nominal budget constraint)


2) 의 값은 생산기업의 이윤이 영(zero)이 되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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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붙는 라그랑지 승수(Lagrange multiplier)이다.  는 통화로 측정된 한 단위
이윤으로부터의 한계 가치를 측정한다. 그리고     는 명목한계비용
( )을 국내 동질재의 가격( )으로 나눈 실질한계비용(real marginal cost)을
나타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3)

















 

 

          
    
  

  

 

여기서  와  는 국내 동질재로 표시된 실질 자본임대료(real rental rate of
capital services)와 실질임금(real wage)을 나타내고,  는 생산함수에는 포함되
지 않은 한계비용에 대한 충격(a shock to the marginal cost)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가격 경직성으로 인하여 개별 중간재 가격 간의 분산이 존재하게 되기 때
문에, 가격분산 측도(a measure of price dispersion, ∇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본고에서는 가격결정과 관련된 균형조건식들(equilibrium conditions)의 나열을
생략한다. 균형조건식들은 부록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 최종소비재 생산과 최종투자재 생산

가계는 최종소비재(the final consumption good)를 구매하고 소비한다. 그리고
완전경쟁적 대표기업이 다음과 같은 CES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재를 생
산한다.
3) 모형에서 국내 동질재를 가치측도 재화로 간주한다. 따라서 관련된 실질변수(real variables)
는 대응되는 명목변수(corresponding nominal variables)를 국내 동질재의 가격( )으로 나
누어서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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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최종소비재 생산에 이용되어지는 국내 동질재(domestic
homogeneous goods)와 수입재(import goods)를 나타내며,  는 국내 동질재와
수입재 사이의 대체탄력도(elasticity of substitution)를 나타낸다.  는 최종소비
재 생산에서의 수입재 비율을 나타낸다. 완전경쟁적 대표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
제로부터 국내 동질재 수요량과 수입재의 수요량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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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최종소비재 생산에 이용되어지는 수입재( )의 가격이다.  는
최종소비재의 가격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다.



  

        

     







           



소비재 가격 상승률(the rate of inflation of the consumption good,  )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    

가계는 또한 최종투자재(the final investment good)를 구매한다. 구매된 투자
재는 투자( )와 자본가동률에 따르는 비용(capital utilization costs,   )으
로 이용된다. 여기서  는 물리적 자본량(physical capital)을,  는 자본가동률
(capital utilization rate)을, 그리고 ∙는 자본가동률에 따른 비용함수를 나타
낸다.4) 참고로 자본서비스량(capital services,  )은 다음과 같다.










4) Christiano et al.(2011)에서와 같이 자본가동률에 따른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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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종투자재의 생산량은 투자와 자본가동률에 따르는 비용의 합
(    )이다.
최종소비재 생산과 유사하게, 완전경쟁적인 대표기업이 다음과 같은 CES 생
산기술을 이용하여 최종투자재를 생산한다.






   
       

 

 

      

 

  

 

              



완전경쟁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로부터, 투자재 생산에 이용되는 국내 동질
재 수요( )와 수입재 수요( )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의 가격이고,  는 최종투자재의 가격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다.









    

        

          

     



그리고 투자재 가격 상승률(the rate of inflation of the investment good
good,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3. 수출재 생산

독점적 국내 수출자들(monopolistic, domestic exporters)이 특수 수출재들을
완전경쟁적인 대표 외국 소매업자(the competitive, representative foreign retailer)
따라서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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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수출한다. 먼저 완전경쟁적인 대표 외국 소매업자를 고려하자. 외국 소매업
자는 개별 특수 수출 중간재(specialized intermediate goods for export good
production,   ∈ )를 이용하여 수출재( )를 다음과 같이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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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매업자의 이윤 극대화로부터 각 특수 수출 중간재의 수요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여기서  는 외화 표시(foreign currency)로 표시된
 의 가격인  는 다음과 같다.

 

  

의 가격을 나타낸다.








  






 
  



 




  






 
  





또한 수출재( )에 대한 외국의 총수요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여기서  는 외국 화폐로 표시된 수출재( ) 가격을 나타내고,  와  는 외
국 화폐로 표시된 외국 동질재의 가격과 GDP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특수 수출재들을 생산하여 외국 도매업자에게 제공하는 독점적 수출
자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개별 특수 수출재를 생산하는 독점적 수출자는 다
음과 같은 CES 기술을 이용하여  번째 특수 수출재(the  specialized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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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한다.

         

  

 

      

  

 

   

              



여기서  와  는  번째 수출자(the  exporter)에 의하여 수요 되는 국내
동질재 양과 수입재 양을 나타낸다. 또한  시점 초기에 개별 수출자는 국내 동질
재와 수입재 구매자금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the working capital loan in the
foreign currency)을 받아야 하고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율( )을 지급한다
고 가정한다.

 


 






        

여기서  는 무위험 명목이자율이다. 한편, 수출자의 비용 최소화 문제(the cost
minimization problem)로부터 수출자의 자국통화(the home currency)로 표시된
명목한계비용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여기서  는 국내 동질재 가격을 나타내고  는 수출재 생산에 이용되는 수
입재 가격을 나타낸다. 참고로 수입재 가격은 국내 화폐로 표시된다.  는 생산
함수에는 나타나지 않은 한계비용에 대한 충격을 나타낸다. 그리고 개별 수출자
에 의해 수요되는 국내 동질재량( )와 수입재량( )은 각각 다음과 같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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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수출자들에 의해 수요 되는 국내 동질재( )와 수입재( )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그리고
  







 



번째 독점적 수출자는 Calvo-Yun의 가격 경직성에 제약하여 개별 수출재의
가격을 결정한다. 즉,    의 확률로 수출자의 가격( )을 최적화할 수 있다.
반면에  의 확률로 수출자는 다음과 같이 가격을 결정한다.



 







     


  
         
           







여기서        ∈ 는 물가연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들이고  
 
는 수출재( )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가격결정과 관련
된 균형조건식들의 나열을 생략한다. 균형조건식들에 관해서는 첨부된 부록을 참
고하기 바란다.



















4. 수입재 생산

외국 기업들은 국내 수입자들에게 외국 동질재(a foreign homogeneous good)
를 판매한다. 국내 수입자들은 이러한 동질재를 특수 중간재로 일대일 변환하여
독점적으로(monopolistically) 완전경쟁적인 국내 소매업자들(competitive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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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ers)에게 공급한다. 이때 특수 중간재 가격 결정은 Calvo-Yun의 가격 경직성
에 제약된다. 이러한 국내 수입자들은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된다. ① 소비재
(consumption goods) 생산에 이용되는 수입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특수재
를 국내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입자들, ② 투자재(investment goods) 생산에
이용되는 수입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특수재를 국내 소매업자에게 공급하
는 수입자들, ③ 수출재(export goods) 생산에 이용되는 수입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특수재를 국내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입자들로 구분된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①의 경우를 고려해 보자. 완전경쟁적 국내 소매업자가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소비재 생산에 이용되는 수입재( )를 생산
한다.





 


  


 

 






 








 ≤     ∞

여기서  는  번째 국내 수입자(the  specialized domestic importer)가 제
공하는  번째 특수재를 나타낸다.  번째 특수재의 수요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

 



  



      
    
 



  



여기서  는  의 가격이고,  는  의 가격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다.

 





 



    



  
   
  



 
 

    
   






 











참고로  들이 Calvo-Yun 가격 경직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들 간의
가격분산이 존재한다. 따라서 특수재 가격분산 측도(a measure of price
dispersion, ∇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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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독점적 수입자(the  specialized importer)를 고려해 보도록 한다. 이
수입자는 외국 동질재를 외국 화폐로 표시된  의 가격으로 구입하고, 외국 동
질재를 특수재( )로 일대일 변환한다. 이때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
해서  시점 초기에 외화대출(the working capital loan in the foreign currency)
을 받아야 하고 외화대출에 대한 이자율( )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수
입자의 자국통화로 표시 명목한계비용(the nominal marginal cost in the home
currency,  )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여기서  는 한계비용충격을 나타내고  는 한 단위 외국 화폐의 자국 화폐
가격으로 정의된 명목환율을 나타낸다.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는 외국 무위험 명목이자율이다. 또한 소비재 생산에 이용된 수입재의
총 가치(the total value of import goods for the production of consumption
goods)는 다음과 같다.




    



∇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②의 경우를 고려하자. 완전경쟁적 국내 소매업자가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투자재 생산에 이용되는 수입재( )를 생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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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경우와 같이,  번째 특수재의 수요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그리고  는 다음과 같다.





    










  
  
   
    
 
    
   








또한 특수재 가격분산 측도(a measure of price dispersion, ∇ )를 다음과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    



  
  
  



 

    
      
 



  



 











이 경우에 수입자의 자국 통화로 표시 명목한계비용( )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한계비용충격을 나타낸다. 투자재 생산에 이용된 수입재의 총 가
치는 다음과 같이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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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된 ③의 경우를 고려하자. 완전경쟁적 국내 소매업자
가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수출재 생산에 이용되는 수입재( )를 생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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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 ②의 경우와 같이,  번째 특수재의 수요량( ),  , 그리고 특수재 가
격분산 측도(a measure of price dispersion, ∇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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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수입자의 자국통화로 표시 명목한계비용(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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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한계비용충격을 나타낸다. 수출재 생산에 이용된 수입재의 총 가
치는 다음과 같다.




    



∇   



  
 
    








위의 세 가지 타입(     )의 수입자들은 Calvo-Yun의 가격 경직성에 제약
된다. 즉,    의 확률로  번째 타입의 수입자들은 가격( )을 최적화할
수 있다. 반면에,  의 확률로 수입자들은 다음과 같이 가격을 바꾼다.

 





     
        


  
여기서      
는각
  이며, 
타입의 수입재마다 물가상승률을 나타내고,        ∈ 는 물가
연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들이다. 본고에서는 가격결정과 관련된 균형조건식
들의 나열을 생략한다. 균형조건식들에 관해서는 첨부된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5. 가계

가계들은 개별 특화노동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이 노동에 대한 임금을 결정
하며 완전 국내 금융시장을 참여하는 것을 가정한다. 즉, 각 개별 가계는 상태조건부 재정보증들(state-contingent securities)의 포토폴리오를 구입함으로써 개
별 위험(idiosyncratic risk)에 대하여 보험을 들 수 있다고 가정한다. 모든 가계들
은 사전적으로(ex ante)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계약을 모두 체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가계들은 동일한 예산제약식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완전 국
내 금융시장 가정은 대표 대리 구조(the representative agent framework)를 유지
시킨다.5)
5) 완전 국내 금융시장 가정하에서, 개별 특화 노동을 제공하는 것 외에 모든 가계가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특화 노동을 공급에만 아래에 적는 문자인  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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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선호체계(household preferences)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log         
   
 

 



∞

여기서  와  는 소비선호충격(a consumption preference shock)과 노동의 비효
용충격(a disutility of labor shock)이다.  는 소비습관 계수를,  는 Frisch 탄력
도의 역수 계수를, 그리고  은 노동의 비효용 계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가계는
소비( )로부터 효용을 얻고 개별 특화 노동(the  specialized labor,  )으로
부터 비효용을 얻는다. 가계는 외국 자산을 보유하고 축적한다. 또한 가계는 물리
적 자본(physical capital,  )을 소유하고 축적하며 그 축적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투자의 한계효율성 충격(the marginal efficiency of investment
shock)이고 ∙는 투자조정비용 함수이다. 가계는 자본가동률(utilization rate
of capital,  )을 결정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투자재 형태(  )로 발생한
다.6)
완전 국내 금융시장 가정하에서 모든 가계는 동일한 예산제약에 직면한다. 다
음은 가계의 명목 예산제약식이다.






            
              

   
            
     ′        

   

6) Christiano et al.(2011)에서와 같이 투자조정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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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 그리고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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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소비세율(consumption tax rate)을,  는 자본세율(capital tax rate)
을,  는 급여세율(payroll tax rate)을,  는 노동소득세율(labor income tax
rate)을, 그리고  는 채권세율(bond tax rate)을 나타낸다.  는 새로 설치되는
자본의 가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 실제 국내 통화 가격이다.  는 
기의 국내 채권 보유량을 나타내고  는 채권에 대한 무위험 이자율을 나타낸다.
 는 명목환율을, 
는 외화표시 외국 채권 보유량을, 그리고  는 외국 무
위험 이자율을 나타내다.  는 국내 채권에 대비하여 외국 채권수익률의 상대적
위험을 조정하는 변수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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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기술충격( )으로 나누어 준 실질 순외화자산
수준(net foreign asset position)을 나타낸다.    과    는 탄력도를 나
타내는 계수들이고,  는 평균이 영(zero)인 충격으로 국가 위험 프리미엄 충격
(the country risk premium shock)으로 부른다.
특히, 국내 채권에 대비하여 외국 채권수익률의 상대적 위험을 조정하는 변수
인  의 도입(따라서 국가 위험 프리미엄 충격인  의 도입)은 유위험 이자율
평가(uncovered interest parity)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 준 기존의 실증적 연구
들과 일치한다.7)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채권 보유량( )과 외화표시 외국 채
권 보유량( )에 대한 일계조건식들(first order conditions)은 다음과 같은 관
계를 지닌다.








 


















                   

,

7) 국내 이자율(the domestic interest rate)은 국외 이자율(the foreign interest rate)과 예상되
는 국내 화폐의 평가절화율(expected depreciation rate of the exchange rate)의 합과 같다
는 것이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uncovered interest pari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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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가계의 명목 예산제약식에 붙는 라그랑지 승수이다. 채권세율(bond
tax rate,  )이 영(zero)일 경우에, 위의 일계조건식들을 로그 선형화(log-linearization)
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식을 얻게 된다.






     
     
  
  


여기서,          는 균제상태에서 백분율 편차를 나타낸다. 따라서 
의 도입(따라서 국가 위험 프리미엄 충격인  의 도입)으로 인하여 모형에서 유
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8) 본고에서는 가계의 다른 일계조건식들
나열을 생략하며, 첨부된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제 가계의 임금결정 과정을 고려하자. 임금결정 과정은 Erceg et al.(2000)과
같다. 완전경쟁적인 대표 노동조합(the competitive, representative labor union)이
특화된 노동(specialized labor,  )을 가계로부터 공급받고, 특화된 노동을 동일
한 노동서비스(homogeneous labor services,  )로 경제에 공급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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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특화된 노동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같다.
 

 
 





 
  

 





8) 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과  는 균제상태에서의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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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동질 노동서비스( )에 대한 명목임금(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계들의 임금은 Calvo-Yun의 타입의 임금경직성에 제약된다. 즉,    의
확률로  번째 가계는 자기의 명목임금( )을 최적화할 수 있다. 반면에  
의 확률로 가계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명목임금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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ℵ





여기서   ℵ    ℵ ∈ 는 임금연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들이다.
매  기에  번째 가계가 임금을 최적화할 수 있다면, 최적화된 임금을 
 라고
하자. 
 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계는 미래에 최적화하지 못할 경우의 할인된 효
용을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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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는 가계의 명목 예산제약(the household’s nominal budget
constraint)에 붙는 라그랑지 승수이다. 본고에서는 임금결정과 관련된 균형조건
식들의 나열을 생략한다.


6. 경상수지와 순수출

매  기에 수입비용( )과 해외 자산 구입비용(  )의 합은 수출 수입
( )과 전기에 구입한 해외 자산으로부터의 수입(    )의 합과 동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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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출 수입( )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그리고 수입비용( )은 소비재 생산에 이용된 수입재의 총 가치, 투자재 생산에
이용된 수입재의 총 가치, 그리고 수출재 생산에 이용된 수입재의 총 가치의 합
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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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기술충격( )으로 나누어 준 실질 순외화자산
수준(net foreign asset position)을 나타내고     국내 동질재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다.  는 환율의 평가절하율(the depreciation rate of the
nominal exchange rate)이다.     . 그리고 
 과 
 는 기술충격
( )으로 나누어 준 실질 수입비용과 실질 수출수입을 각각 나타내고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그리고









남덕우․이정환


 

       ∇   

여기서
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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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그리고  는 실질환율(the real exchange rate)이며 다음과 같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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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다음과 같은 테일러 준칙으로 가정한다.

   

  
 
log    log        log    log     


 


 

 





 

 

여기서  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CPI inflation)이고,  는 중앙은행의 소비
자 물가지수 상승 목표치(the central bank’s CPI inflation target)이며 이는 실제
균제상태의 값과 같다. 즉,    .  는 실제 데이터에서의 국내총생산
(GDP)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본가동비용에 사용되어지는 국내 동질재 수요
량을 제외하여 정의된다.













 

  

     
 
 
    
  



정부지출(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는 비정상적인 기술충격(a non-stationary technology shock)이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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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적 확률과정을 따른다. 모형에서 도입된 세율들은 이미 설명된 다섯 종류이
다(         ).










8. 외국 변수들과 경제충격들의 외생적 확률과정

모형에서 노동 증가 기술충격(labor-augmenting technology shocks)인  는
확률적 추세(stochastic trend)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의 성장률(the
gross rate of growth of  )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자.






  ≡       

또한 국내 수출재량( )이 외국 GDP( )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가 확률적 추세를 갖는  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세 개의 외국 변수들(     )과  의 외생적 확률과정을 다음과 같
은 벡터자기회귀과정(vector autoregressions: VAR)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들과  들에 대한 식별조건은 Christiano et al.(2011)와 동일하다.
다음으로  외의 다른 국내 외생적 충격들을 살펴보자.  로 나눈 정부지출
(    )은 다음과 같은 AR(autoregressive) 확률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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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기술충격들(the neut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shock,  ; the marginal
efficiency of investment shock,  )은 다음과 같은 AR(autoregressive) 확률과정
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log    log      
log    log      

2개의 선호충격들(consumption and labor preference shocks,    )과 5개의 한
계비용충격들(marginal cost shocks,          )은 다음과 같은 외생적
확률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log  log         
log            

여기서 한계비용충격들은 독립적이고 동등하게 분포한(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 확률과정으로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위험 프리미엄 충격
(the country risk premium shock,  )은 다음과 같은 외생적 확률과정을 따른다
고 가정한다.



  
   

참고로 모든  들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가우시안(Gaussian) 과정들이며 서
로 독립적이다. 따라서 3개의 외국 변수들을 포함하여 총 15개의 외생적 확률과
정들이 모형에서 존재한다.


Ⅲ. 모형 추정
본 연구는 베이지언 방법들(Bayesian techniques)을 제시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추정한다. 추정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국내 부문으로서 2000년 1분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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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까지의 한국 분기 데이터(quarterly data)이며 해외 부문으로서는 해
당 미국 분기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추정시에 한국 거시경제의 구조적인 파라미
터들(deep structural parameters) 중의 일부를 먼저 설정한 후에 베이지언 방법
을 이용하여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추정한다.
1. 설정된 모형 파라미터들

거시 모형의 파라미터들(deep structural parameters) 중에서 설정되는 파라미
터들은 주로 거시 대비율(macroeconomic great ratios, 예들 들어, GDP 대비 정
부지출) 및 정상상태/균제상태의 값들과 관련된 변수들과 관련된다. <표 1>은 설
정된 파라미터들의 값들(calibrated parameter values)을 요약하고 있다.
먼저 주관적 할인요소( )와 채권세율( )은 실질이자율이 연 2%가 되도록 설
정하였다. 균제상태에서의 기술성장률( )과 물가상승률 목표치(  )는 샘플기간
동안의 GDP 성장률의 평균값인 1.0066과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의 평균값인
1.0051로 각각 설정하였다. 물가연동기준()의 값은  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노동의 비효용 파라미터( )의 값은 균제상태에서의 노동시간( )이 0.2406이 되
도록 설정하였다.9) 자본의 감가상각비()의 값은 균제상태에서의 GDP 대비 투자
    가 0.2537이 되도록, 균제상태에서의 정부지출(  )의 값은 GDP
대비 정부지출( )이 0.1911이 되도록, 그리고 균제상태에서의 실질환율()의
값은 GDP 대비 수출(    )이 0.4327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에 자본소득 비율( )은 0.4로 설정하였다. 기
존 연구들을 따라서 균제상태의 가격 마크업이 20%가 되도록 가격 마크업 파라
미터들(     )은 1.2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특수 개별 노동들
간의 대체탄력성이 3이 되도록  는 1.5로 정하였다. Christiano et al.(2011)의
논의에 따라 소비재의 수입재 비중( ), 투자재의 수입재 비중( ) 그리고 수출
재의 수입재 비중( )은 각각 0.25, 0.43 그리고 0.35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본세
율( ), 소비세율( ), 소득세율( ) 그리고 노동임금세율( )은 각각 0.22, 0.10, 0.12,
그리고 0.10으로 설정하였다. 순해외자산에 대한 국가 리스크 탄력성( )의 값
은 0.01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균제상태에서의 가격분산과 임금분산을 피하기












































9) OECD의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의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구한 값이 0.24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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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목표물가상승률에 대한 연동 파라미터(        )는
   로 설정하였다.




<표 1> 설정된 파라미터들

Parameter
























Value
0.995
44.94
0.22
0.10
0.12
0.10
0
0.25
0.43
0.35
0.4
1.2
1.5
0.0079
1.0066
1.0051
1.0051
0.2725
0.5271
0.01

Parameter Description
subjective discount factor
scaling of disutility of work; such that   
capital tax rate
consumption tax rate
payroll tax rate
labor income tax rate
bond tax rate
import share in consumption goods
import share in investment goods
import share in export goods
capital share in production
price markups for   
wage markup
depreciation rate of capital; such that     
steady state growth rate of neutral technology
steady state gross inflation target
third indexation base
steady state government spending; such that   
steady state real exchange rate; such that








     

elasticity of country risk to net foreign asset position


indexation to inflation target for   
주:  , ,  및 는 균제상태를 균형식을 통해 계산되었음. 이에 따라 이들 파라미터에 대한
보고 결과는 사후 평균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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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추정에 이용된 데이터

본 모형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한국 경기변
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외국 부문으로 간주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본기간은 2001:Q1부터 2017:Q4까지이며 총 16개의
관측변수들을 이용한다.10)
16개의 관측변수들 중에서 다음의 여섯 개의 변수들에 대해서는 변수의 수준
(level)을 일치(match)시켰으며, 이 여섯 변수로는 명목이자율(the nominal interest
rate), 국내 물가상승률(domestic inflation), 소비자물가상승률(CPI inflation), 투자
재 물가상승률(investment inflation), 외국 명목이자율(the foreign nominal
interest rate), 그리고 외국 물가상승률(foreign inflation)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10개의 관측변수들에 대해서는 로그 차분(log first differencing)된 값
들을 사용하였다. 로그를 취하여 차분된 변수들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민간
소비(consumption), 민간 투자(investment), 정부 지출(government expenditures),
수출(exports), 수입(imports), 실질임금(real wages), 실질환율(the real exchange
rate), 총노동시간(total hours worked), 그리고 외국 국내총생산(foreign GDP)이
다. 여기서 총노동시간과 모든 실질 수량변수들(all real quantity variables)은 일
인당(in per capita term)으로 표기된 값을 이용한다.11) 또한 로그 차분한 변수들
에 대해서는 그 변수의 평균을 제거한다. 이러한 이유는 데이터에서는 로그 차분
한 변수들이 서로 다른 추세 성장(trend growth)을 나타내는 반면에 모형에서는
하나의 추세 성장만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만일 데이터에서 보이는 다른 추세 성
장들을 일치(match)시키려면, 추정은 외생적 확률과정에서 추세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로그 차분된 변수들에 대해서는 평
균을 제거한 값을 일치시킨다. <그림 2>는 앞서 설명한 16개의 관측변수들을 보
여 준다.12)
10) 추정시에 로그 차분된 변수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추정에 사용된 샘플은 2000:Q2부터
이다.
11) 본 연구는 일인당 노동시간변수에 대해서 로그 차분한 값을 이용하는 대신에 균제상태로
부터의 편차 값(deviation from the steady state)을 계산하여 추정에 관측변수로 이용하였
다. 추정 결과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국 일인당 노동시간의 편차 시계열을 이용하
지 않은 이유는 노동시간의 편차 시계열이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12) 총노동시간과 임금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원자료(raw data)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으로부터 입수하였다. 총노동시간과 임금 데이터는 고용노동통계
(laborstat.moel.go.kr)로부터 입수하였다. 미국 데이터는 FRED(fred.stlouisfed.org)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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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생적 경제충격들과 관측오차들

모형에는 외생적 확률과정을 따르는 총 16개 경제충격들이(shocks) 존재한다.
즉, ① 3개의 기술충격은 단위근 기술충격(an unit-root technology shock,  ),
정상적 기술충격(a stationary technology shock,  ), 그리고 정상적 투자 한계
효율충격(a stationary marginal efficiency of investment shock,  )이다. ② 2개
의 선호충격은 소비선호충격(a consumption preference shock,  )과 노동선호충
격(a labor preference shock,  )이다. ③ 2개의 정책충격은 통화정책충격(a
monetary policy shock,  )과 정부지출충격(a shock to government
expenditures,  )이다. ④ 국가 위험 프리미엄 충격(a country risk premium
shock,  ), ⑤ 5개의 한계비용 또는 마크업 충격들(shocks to marginal costs or
markup shocks,         ), ⑥ 3개의 외국 변수들에 대한 충격들
(shocks to foreign GDP, inflation, and nominal interest,      )이다. 여기
에 기술된 총 16개 경제충격들의 외생적 과정은 Ⅱ절 8항에서 기술되었다. 참고
로 통화정책충격( )은 독립적이고 동등하게 분포한(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 확률과정으로 가정한다.
Adolfson et al.(2007a, 2008)과 Christiano et al.(2011)이 유사하게 국내 명목
이자율과 해외 변수들을 제외한 모든 관측변수들의 경우에 관측오류(measurement
errors)를 허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 데이터에 상당한 측정 오류
들이 존재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표본기간 동안 총노동
시간의 측정기준이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측정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
측된다. 이를 고려하고자 표본기간 동안에 각 관측변수의 분산의 10%를 관측 오
류의 분산(the variance of measurement errors)으로 설정한다. 단, 실질환율의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경우에는 이들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실질
환율의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분산의 25%를 관측 오류의 분산으로 설정한다.
 











 













입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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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관측변수들

주: 모형 추정에 사용된 16개의 변수에 대해 2000년 2분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 시계열 도표
를 그림.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은 퍼센트 단위, 나머지 모든 변수는 분기별 성장률로 나타
냄. 해외 부분 변수는 미국 변수를 의미함.
4. 추정 결과

본 연구는 베이지언 추정방법의 일종인 마코프체인-몬테카를로법(Markov
Chain Monte Carlo Method: MCMC)을 사용하였다. 이 MCMC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작위 행보 메트로폴리스-헤이스팅스 연쇄(a random-walk MetropolisHasting chain) 추출 기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파라미터들(parameters)에 대한 사

남덕우․이정환

41

후 분포 추정하였다. 추정할 파라미터들을 추출할 때에 총 100,000개를 추출하였
다. 총 100,000개의 시뮬레이션 된 값들 중에서 첫 20,000개는 사후 분포 수렴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이 경우에 허용률(acceptance rate)은 약 0.3 정도 되도록
무작위행보 메트로폴리스-헤이스팅스 시뮬레이션의 변동을 조절하였다. 특히,
Christiano et al.(2011)에서와 마찬가지로, 메트로폴리스-헤이스팅스 추출과정에
서 작동하는 최적화(optimization)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하여, 경제충격들의 편차
들(standard deviations of shocks)이 비슷한 자릿수(order of magnitude)를 가지
도록 편차들의 크기를 조정(scaling)하였다.
1) 사후 파라미터 값

추정 결과로 추정된 파라미터들의 사후(posterior) 값들을 살펴본다. <표 2>는
경제충격들의 표준편차들을 제외한 모든 추정된 파라미터들의 사전-사후 테이블
(the prior-posterior table)이다. 사후 평균값(posterior mean)을 기준으로 추정 결
과를 살펴보면,  와  를 제외한 모든 가격 경직성 파라미터들의 추정 값들
은 0.75에서 0.81 사이에 있다. 이는 상당한 가격 경직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
면에 최종투자재와 수출재 생산에 이용되는 수입재들의 가격들은 대략 1년에 2
번 가격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최종투자재와 수출재 생
산에 이용되는 수입중간재들의 가격들은 상대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임금경직성을 나타내는  의 추정 값은 0.52이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작은 추정 값으로서 임금이 보다 신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물가상승률에 대한 연동(indexation to lagged inflation)을 나타내는 파라
미터들의 추정 값들은 모두 0.4 이상이므로, 상당한 연동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임금이 지난 물가상승률에 대하여 연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의 추정치가 0.63으로 가장 크다.
다음으로 무역 탄력성(trade elasticity)으로 불려지는 국내 동질재와 수입재 간
의 대체탄력성 파라미터들의 추정 값들을 살펴보자.  을 제외하고는 모두 1보다
크게 추정된다.  의 추정 값은 1에 아주 근소한 0.94이다.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무역 탄력성을 추정한 기존 연구들이 보고한 추정치들은 1에 근사한 수치를 지
니던가 아니면 1보다 큰 경우가 많다.13) 따라서 <표 2>에 보고된 모든 무역 탄












13) Corsetti et al.(2008)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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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 파라미터들의 추정 값들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치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추정된 파라미터들

Parameter
















  



″









Prior
Posterior
Parameter Description
Distr. Mean S.D. Mean S.D. 10% 90%
Calvo; domestic
0.500 0.100 0.746 0.059 0.665 0.820

Calvo; exports
0.500 0.100 0.780 0.052 0.711 0.844

Calvo; imports for consumption
0.500 0.100 0.809 0.048 0.746 0.869

Calvo; imports for investment
0.500 0.100 0.394 0.080 0.293 0.501

Calvo; imports for exports
0.500 0.100 0.444 0.089 0.331 0.561

Calvo; wages
0.500 0.100 0.521 0.062 0.440 0.601

Indexation; domestic
0.500 0.150 0.445 0.146 0.263 0.647

Indexation; exports
0.500 0.150 0.444 0.137 0.271 0.631

Indexation;
imports
for  0.500 0.150 0.555 0.148 0.361 0.749
consumption
Indexation; import for investment  0.500 0.150 0.413 0.147 0.227 0.615
Indexation; imports for exports
0.500 0.150 0.413 0.144 0.232 0.609

Indexation; wages
0.500 0.150 0.631 0.134 0.451 0.796

Elasticity of subs.; consumption  1.500 0.250 1.204 0.156 1.007 1.406
Elasticity of subs.; investment
 1.500 0.250 0.935 0.168 0.739 1.165
Elasticity of subs.; exports
 1.500 0.250 1.454 0.192 1.213 1.697
Elasticity of subs.; foreign
 1.500 0.250 1.501 0.142 1.324 1.689
0.500 0.250 0.486 0.250 0.147 0.833

Working capital share for all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0.650 0.150 0.776 0.058 0.698 0.851

Inverse Frisch elasticity
 2.000 1.500 2.047 0.168 0.047 0.422
Capital utilization adjustment costs  0.200 0.075 0.179 0.088 0.083 0.296
Investment adjustment costs
 5.000 1.500 4.398 0.152 0.316 0.694
Country risk adjustment
 1.250 0.100 1.214 0.092 1.101 1.330
Taylor rule; lagged interest rate  0.850 0.100 0.960 0.007 0.951 0.969
Taylor rule; inflation
 1.700 0.150 1.630 0.146 1.441 1.816
Taylor rule; output
 0.125 0.050 0.197 0.049 0.135 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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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Parameter



 
 



















Prior
Distr. Mean
Persistence;
0.500

nonstationary technology
Persistence; stationary TFP  0.850
Persistence; MEI
0.850

Persistence;
0.850

consumption preferences
Persistence; labor preferences  0.850
Persistence;
0.750

government expenditures
Persistence;
0.850

country risk premium
Foreign VAR parameter
0.500

Foreign VAR parameter
0.000

Foreign VAR parameter
0.500

Foreign VAR parameter
0.000

Foreign VAR parameter
-0.200

Foreign VAR parameter
0.000

Foreign VAR parameter
-0.200

Foreign VAR parameter
0.000

Foreign VAR parameter
0.000

Foreign VAR parameter
0.000

Foreign VAR parameter
0.000

Foreign VAR parameter
0.200

Foreign VAR parameter
0.000

Foreign VAR parameter
0.000

Foreign VAR parameter
0.000

Foreign VAR parameter
0.000

Parameter Description

S.D.
0.075
0.075
0.075
0.075
0.075
0.075
0.075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500
0.200
0.200
0.500
0.200
0.200
0.200
0.500
0.500

Mean
0.587
0.721
0.617
0.733
0.716
0.849
0.873
0.967
0.096
0.898
0.061
-0.159
0.059
0.013
-0.227
0.032
-0.020
0.868
0.293
0.068
0.028
-0.126
0.482

Posterior
S.D. 10%
0.072 0.494
0.100 0.581
0.083 0.509
0.100 0.614
0.097 0.580
0.047 0.786
0.058 0.790
0.052 0.899
0.104 -0.038
0.031 0.858
0.124 -0.095
0.141 -0.344
0.043 0.005
0.128 -0.151
0.419 -0.767
0.010 0.020
0.024 -0.051
0.219 0.603
0.086 0.183
0.019 0.045
0.022 -0.001
0.452 -0.709
0.211 0.236

90%
0.681
0.844
0.720
0.883
0.834
0.905
0.943
1.032
0.231
0.939
0.219
0.023
0.114
0.177
0.301
0.044
0.010
1.162
0.405
0.092
0.056
0.45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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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습관(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파라미터의 추정 값은 0.78이다.
노동의 임금 탄력성 역수(the inverse of Frisch elasticity)의 추정 값은 2.05로 노
동이 임금에 대하여 비탄력적임을 의미한다. 이들의 추정 값들 역시 기존 연구들
의 추정치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추정된 경제충격들의 표준편차들

Posterior
Parameter Description Distr. Prior
Mean S.D. Mean S.D. 10% 90%

Unit-root technology
Inv- 0.150 Inf 0.080 0.021 0.057 0.108

Stationary TFP
Inv- 0.500 Inf 1.156 0.133 0.996 1.322

MEI
Inv- 0.150 Inf 0.834 0.122 0.683 0.999
Consumption preference
Inv- 0.150 Inf 0.491 0.149 0.331 0.718

Labor preference
Inv- 0.500 Inf 1.207 0.353 0.799 1.707


Monetary policy
Inv- 0.150 Inf 0.087 0.012 0.073 0.102

Government expenditures Inv- 0.500 Inf 0.827 0.082 0.727 0.935

Country risk premium
Inv- 0.150 Inf 0.426 0.129 0.272 0.608

Markup; domestic
Inv- 0.500 Inf 0.987 0.398 0.536 1.576

Markup; exports
Inv- 0.500 Inf 5.395 2.455 2.826 8.805
Markup;
imports
for

Inv- 0.500 Inf 3.415 1.337 1.997 5.198
consumption
Markup; imports for

Inv- 0.500 Inf 0.434 0.173 0.249 0.684
investment

Markup; imports for exports Inv- 0.500 Inf 0.806 0.437 0.341 1.403

Foreign GDP
Inv- 0.500 Inf 0.665 0.057 0.595 0.742

Foreign inflation
Inv- 0.500 Inf 0.558 0.048 0.499 0.621

Foreign interest rate
Inv- 0.150 Inf 0.047 0.007 0.039 0.056
주: 충격들의 크기는 일계조건을 통한 최적화 계산을 원활하기 위해 비슷한 크기로 표준화되었음.
Parameter
























 





 

 











자본가동효율에 따른 비용 파라미터( )의 추정 값은 0.18, 투자조정비용과 관
련한 파라미터( )의 추정 값은 4.40, 그리고 국가 위험 조정과 관련된 파라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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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추정 값은 1.214이다. 이들의 추정 값들은 스웨덴 데이터를 이용한
Christiano et al.(2011)의 추정치들과 유사하다. 테일러 준칙의 파라미터들을 살
펴보면, 기존 이자율에 대한 계수( )의 추정치는 0.96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
된다. 물가상승률과 GDP에 대한 계수들의 추정 값들은 각각 1.63과 0.20이다. 특
히, 물가상승률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로부터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을 정책목표로
삼아왔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3> 추정된 외생적 경제충격들의 시계열

주: 16개의 경제 충격에 대한 스무딩된 값을 시계열로 표현함.

마지막으로 외생적 경제충격들의 AR(1) 계수들의 추정 값들을 보면, 무작위
행보 기술충격( )과 투자한계효율성충격( )을 제외한 모든 충격들의 AR(1)
계수들의 추정 값들은 0.7 이상이다. 따라서 충격들이 지속성(persistence)을 보이
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작위 행보 기술충격의 AR(1) 계수( )와 투자한계효율성
충격의 AR(1) 계수( )는 각각 0.59와 0.62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해외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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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VAR(1) 과정의 파라미터들의 추정치는 Christaion et al.(2011)의 추정치들과
유사하다.
<표 3>은 16개의 경제충격들의 표준편차 추정 값들을 보여 주는 사전-사후
테이블(the prior-posterior table)이고, <그림 3>은 추정된 16개의 경제충격들의
시계열 값들을 보여 준다.
2) 충격반응함수

추정된 파라미터들의 사후 평균값들(posterior means)로부터 얻어진 충격반응
함수들(Impulse Response Functions: IRFs)을 살펴보자.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 및 <그림 8>은 각각 기술충격(TFP shock), 투자한계효용
성 충격(MEI shock), 통화정책충격(monetary policy shock), 해외 통화정책충격
(foreign monetary policy shock), 그리고 국가 위험 프리미엄 충격(country risk
premium shock)에 대하여 8개 변수들의 균제상태로부터 이탈(deviation from the
steady state) 반응 크기를 나타내는 충격반응함수들이다. 8개 변수들 중에서 명
목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의 반응 크기는 연간 백분율(annualized percentage
deviation)로 표기되고, GDP 대비 순수출과 GDP 대비 순외화자산의 반응 크기는
수준에서의 이탈(level deviation)로 표기되고, 나머지 4개 변수들의 반응 크기는
백분율(percentage deviation)로 표기된다.
먼저 <그림 4>의 기술충격(TFP shock,  )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들을 살펴보
자. 기술충격 증가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은 즉각적으로 하락한 후에 균제상태로
복귀하는 반응을 보여 준다. 물가안정화에 중점을 둔 테일러 준칙하에서 명목이
자율 역시 물가상승률과 유사한 반응을 나타낸다. 이러한 명목이자율 하락은 총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최종소비재와 최종투자재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기술충격
증가는 국내 동질재 생산성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역시 즉각
적으로 증가한 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유지한다. 기술충격의 증가로 인한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수요는 증가한다. 다른 한편으로, 기술충격 증
가가 양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가져오므로 노동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노
동공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노동수요 증가폭보다 크기 때문에 총노동시간은 기
술충격의 증가에 대하여 감소하게 된다. 반면, 노동수요의 증가와 노동공급의 감
소로 실질임금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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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술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주: 기술충격에 대한 모형의 8개의 변수에 대한 충격 반응을 모형 파라미터의 사후 평균값 수
준에서 분석함. 8개 변수들 중에서 명목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의 반응 크기는 연간 백분율로
표기되고, GDP 대비 순수출과 GDP 대비 순외화자산의 반응 크기는 수준에서의 이탈로
표기되고, 나머지 변수들의 반응 크기는 백분율로 표기됨.

한편, 기술충격의 증가는 국내 동질재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
라서 국내 동질재를 중간재로 이용하여 생산되는 수출재는 증가하고, 이로 인하
여 순수출이 기출충격 증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상승하고 순해외자산 역시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그림 5>에서 보이고 있는 투자한계효율성 충격(MEI shock,  )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자.14) 투자한계효율성 충격은 최종투자재를


14) 투자한계효율성 충격의 경기변동에 대한 역할에 관하여서는 Justiniano et al.(2010, 2011)
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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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투자한계효율성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주: 투자한계효율성 충격에 대한 모형의 8개의 변수에 대한 충격 반응을 모형 파라미터의 사후
평균값 수준에서 분석함. 8개 변수들 중에서 명목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의 반응 크기는 연간
백분율로 표기되고, GDP 대비 순수출과 GDP 대비 순외화자산의 반응 크기는 수준에서의
이탈로 표기되고, 나머지 변수들의 반응 크기는 백분율로 표기됨.

물리적 자본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투자한계효율성 충격의 증가
에 대하여, 최종투자재는 즉각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최종투자재 생산에 이용되
는 국내 동질재의 생산 역시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국내총생산(GDP)이 즉각적
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GDP 증가는 노동서비스 증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총노동
시간이 투자한계효율성 충격의 증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
되며, 이러한 노동수요 증가는 실질임금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국내 동질재는
또한 최종소비재 생산의 중간재이므로 최종투자재 증가로 인한 국내 동질재 수
요 증가는 최종소비재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CPI 물가상승률
이 투자한계효율성 충격의 증가에 대하여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명목이자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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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투자한계효율성 충격의 증가에 대하여 최종소비
재는 감소하게 된다. 또한 최종투자재의 다른 중간재인 수입재의 증가로 인하여
GDP 대비 순수출은 감소하며 이에 따라서 순해외자산 역시 감소하게 된다.
<그림 6> 통화정책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주: 통화정책충격에 대한 모형의 8개의 변수에 대한 충격 반응을 모형 파라미터의 사후 평균값
수준에서 분석함. 8개 변수들 중에서 명목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의 반응 크기는 연간 백분율
로 표기되고, GDP 대비 순수출과 GDP 대비 순외화자산의 반응 크기는 수준에서의 이탈
로 표기되고, 나머지 변수들의 반응 크기는 백분율로 표기됨.

<그림 6>은 (국내) 통화정책충격(monetary policy shock,  )에 대한 충격반
응함수들을 보여 준다. 통화정책충격의 증가에 대하여 명목이자율은 즉각적으로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물가상승률은 하락하게 된다. 국내 물가 하락에도 불구하
고 명목이자율의 상승이 명목환율을 절상시키기 때문에 실질환율도 절상, 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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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게 되는 것이다.15) 명목이자율 상승은 국내 총수요를 감소시키므로 최종소비
재와 최종투자재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재와 투자재 생산에 이용되는 국
내 동질재의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하게 된다. GDP의 감소는 노동시간의 감소
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노동수요의 감소는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게
되는 것이다. 최종소비재와 최종투자재의 하락은 이 두 재화들의 생산에 이용되
는 중간재인 수입재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러한 수입재 감소는 순수출을 증가시
킨다. 결과적으로 순해외자산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7> 해외 통화정책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주: 해외 통화정책충격에 대한 모형의 8개의 변수에 대한 충격 반응을 모형 파라미터의 사후
평균값 수준에서 분석함. 8개 변수들 중에서 명목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의 반응 크기는 연간
백분율로 표기되고, GDP 대비 순수출과 GDP 대비 순외화자산의 반응 크기는 수준에서의
이탈로 표기되고, 나머지 변수들의 반응 크기는 백분율로 표기됨.
15) 실질환율의 하락(상승)은 절상(절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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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해외 통화정책충격(foreign monetary policy shock,  )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들을 보여 준다. 먼저 해외 통화정책충격의 증가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해외 통화정책충격( )
의 증가는 해외 명목이자율( )을 즉각적으로 상승시키고, 이러한 해외 명목이자
율 상승은 수입자들이 운전자금 대출(working capital loans)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        )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수입자들의 한계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수입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수입재는 최종소비재 생산
에 이용되어지는 중간재들 중의 하나이므로, 수입재 가격의 상승은 최종소비재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통화정책충격의 증가에 대하여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즉각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국내 명목이자율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명목이자율의 상승으로 총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최종소비재와 최종투
자재는 해외 통화정책충격에 대하여 감소하게 된다. 노동수요는 감소하나 상대적
으로 음의 부의 효과로 노동공급은 증가하게 되어, 총노동시간은 초기에 증가하
게 되는 것이고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또한 해외 명목이자율 상승폭이 국내
명목이자율 상승폭보다 크기 때문에 명목환율이 절하(즉, 상승)되며 이로 인하여
실질환율 또한 절하(즉, 상승)하게 되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8>은 국가 위험 프리미엄 충격(country risk premium
shock,  )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들을 보여 준다. 먼저 모형에서 성립하는 유위험
이자율 평가(uncovered interest parity)에 대한 균형조건식을 살펴보자. Ⅱ절 5항
에서 설명했듯이, 모형에서 성립하는 유위험 이자율 평가에 대한 균형조건식은


   

   
 이고, 국내 채권에 대비하여 외국 채권수익률의 상
 
대적 위험을 조정하는 변수인  는 국가 위험 프리미엄 충격인  에 대하여 일
대일로 변화한다. 이 균형조건식의 좌변( )은 국내 채권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나타내고, 우변(         )은 해외 채권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나타
낸다.  ,  ,    그리고  의 값들이 주어진다면, 유위험 이자율 평가에
대한 균형조건식은 외환시장에서 명목환율( )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 준다.
예들 들어,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everything else constant), 국가 위험 프리
미엄 충격( )이 증가하면, 해외 채권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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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자국 통화 수요 대비 외화 수요가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
치가 절하, 즉 명목환율( )이 상승하게 된다.


<그림 8> 국가 위험 프리미엄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주: 국가 위험 프리미엄 충격에 대한 모형의 8개의 변수에 대한 충격 반응을 모형 파라미터의
사후 평균값 수준에서 분석함. 8개 변수들 중에서 명목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의 반응 크기는
연간 백분율로 표기되고, GDP 대비 순수출과 GDP 대비 순외화자산의 반응 크기는 수준
에서의 이탈로 표기되고, 나머지 변수들의 반응 크기는 백분율로 표기됨.

<그림 8>에서 보여주듯이, 국가 위험 프리미엄 충격의 상승에 대하여 실질환
율이 즉각적으로 상승(평가절하)한다. 또한 명목환율의 상승은 수입재 가격 상승
으로 이어지며, 최종소비재 생산에 수입재를 중간재로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물
가상승률은 즉각적으로 증가한다. 테일러 준칙하에서 명목이자율은 상승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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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로 인하여 국내 수요인 소비와 투자가 감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의 평가절하로 인한 순수출의 상승폭이 소비와 투자의 감소폭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은 즉각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3) 예측오차분산분해

이번 소절에서는 추정된 파라미터들의 사후 평균값들(posterior means)로부터
얻어진 예측오차분산분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결과를 살펴보자.
<그림 9>는 모형에서 고려된 총 16개의 충격들 중에서 11개의 충격들이 국내
총생산, 투자, 소비, 노동시간, 명목이자율, 그리고 물가상승률의 예측오차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고려된 11개의 충격들은 정상적 기술
충격(a stationary technology shock,  ), 정상적 투자한계효율충격(a stationary
marginal efficiency of investment shock,  ), 소비선호충격(a consumption
preference shock,  ), 노동선호충격(a labor preference shock,  ), 통화정책충격
(a monetary policy shock,  ), 그리고 5개의 한계비용 또는 마크업 충격들
(shocks to marginal costs or markup shocks,         )이다. 그
림에서는 수입재의 생산에서의 3개의 한계비용/마크업 충격들이 설명하는 예측오
차분산의 합을 표시하였다.
<그림 9>에서 보여주듯이, 소비선호충격이 모든 예측기간에서 소비의 예측오
차분산을 대부분 설명하고 있다. 투자의 예측분산분해에 관해서는 투자한계효율
충격이 투자의 예측분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비선호충격 또한
경기변동주기 기간에 투자의 예측분산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시간의
예측분산분해는 기대되어지는 것처럼, 기출충격과 노동선호충격이 모든 예측기간
에서 60% 이상의 노동시간 예측분산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 투자, 그리고 노동시간의 예측오차분산분해 결과를 반영하듯,
국내총생산의 예측오차분산 설명에 있어서 소비선호충격, 노동선호충격, 기술충
격, 투자한계효율충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중간재와 수출중간재 생산에서의 한계비용충격 역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출중간재 생산에서의 한계비용충격의 중요성은 실제 데
이터가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잘 추정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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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예측오차분산분해

주: 모형에서 고려된 정상적 기술충격, 정상적 투자한계효율충격, 소비선호충격, 노동선호충격,
통화정책 충격 및 5개의 한계비용/마크업 충격들이 국내총생산, 투자, 소비, 노동시간, 명목
이자율, 그리고 물가상승률의 예측오차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을 보여 주고 있음.

명목이자율의 예측분산분해 결과로는 통화정책충격이 단기예측기간에서는 명
목이자율의 예측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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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계효율충격, 노동선호충격 역시 경기변동주기 기간에 명목이자율 예측분산
설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명목이자율
결정이 국내총생산 수준에 따르는 통화정책 결정 방정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가상승률의 예측오차분해 결과는 국내 중간재와 수입재 생산에
서의 한계비용충격이 물가상승률의 예측오차분산 설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이는 국내 중간재와 수입재를 이용하여 소비재를 생산하고 물가상승률은 소
비재 물가상승률로 정의되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통화정책충격, 기술충격 그리고
노동선호충격 역시 물가상승률의 예측오차분산 설명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그림 9>에 보고된 6개의 중요 거시변수들의 예측오차분산분해
결과는 실제 데이터가 본 연구가 제시한 소규모 개방 모형을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Christiano et al.(2011)의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a small open
economy model)을 미국 및 국내 통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한 틀로 채택하고, 미국과 한국의 분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모형을 추정
한 후 거시경제 충격에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추정방법으로 베이지언 기술
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로 국내 거시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형의 파라미터들의 추정 값
들이 기존 연구들의 추정치들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생산 부문들에
서 생산되는 재화 가격들과 임금이 경직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가격들과 임
금이 지난 물가상승률에 대하여 상당히 연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무역
탄력성(trade elasticity) 파라미터는 1에 근사하는 추정치를 가지며, 소비의 습관
파라미터는 0.78로 추정되어 기존 문헌과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통화정책
에 관한 파라미터들의 추정 값들로부터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을 정책목표로 삼아
왔던 것을 알려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추정된 한국 거시경제의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충격
반응함수를 이용하여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충격들을 포함한 다양한 거시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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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충격반응함수의 분석 결과 국내 통화정책충격의 증
가로 인한 명목이자율의 상승은 물가상승률과 총수요를 감소시킴을 확인하였으
며, 국내 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명목이자율의 상승이 명목환율을 절상시키기
때문에 실질환율도 절상하는 것을 또한 확인하였다. 또한 총수요의 감소는 국내
총생산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실질임금
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통화정책충격의 증가에 대하여, 국내 물가상
승률과 명목이자율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비재와 투자재를 포함한 총수요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수요는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음의 부의 효과
(wealth effect)로 노동공급은 증가하게 되어, 총노동시간은 초기에 증가하게 되
며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미국의 명목이자율 상승폭이
국내 명목이자율 상승폭보다 크기 때문에 명목환율이 절하하고, 이로 인하여 실
질환율 또한 절하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본고의 추정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이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유용한 틀
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제시한 거시경제 모형보다 국
내 경제상황의 특수성을 더 잘 반영하는 모형들을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에 개별 기업가에 주어지는 대출에 대한 제
약이라든지, 혹은 노동시장에서 임금계약의 제약 등을 보다 더 보충하여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율 및 수입비율 등과 같은 파라미터들 역시 평균적인 세
율이 아닌, 직접적으로 한국의 미시적 자료(세율자료 및 input-out table)를 통해
보다 정확한 파라미터 값들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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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mall Open Economy DSGE Model as a
Policy Tool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U.S.
Monetary Policy and Its Estimation*
16)Deokwoo

Nam**․Jeong Hwan Lee***

This paper introduces a small open economy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of Christiano et al.(2011) as a policy tool to study the
effects of the U.S. monetary policy on Korea’s economy, and estimates it by
considering Korea and the U.S. as the home and foreign countries, respectively.
Based on the data that runs from 2000:Q1 to 2017:Q4, we find that estimated
parameter values are close to those reported in the literature and estimated
structural shocks-for instance, domestic and foreign monetary shocks-generate the
intuitive dynamics of macro aggregate variables such as GDP, consumption, hours
worked, the real exchange rate and net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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