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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록: 본 연구에서는 Johansen(1988, 1991)의 최우추정법을 통해 얻어진 벡

터가 공 분벡터가 되기 해서는 추정된 벡터로부터 정의되는 오차가 단 근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인 조건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이 조건은 임의의 공 분 

후보벡터로 이루어진 정방행렬로 VAR 모형을 변환(Park-Ogaki, 1991) 한 후 얻어

진, 곧 비정상(non-stationary) 설명변수를 포함한 오차의 자기회귀 방정식에서 얻어

진다. 여기서 Johansen의 추정벡터는 이 방정식에서 비정상변수의 계수를 0으로 

만드는 역할만을 하며 나머지 Johansen의 추정벡터로부터 생성된 오차의 자기회귀

과정이 단 근을 갖는 것을 막지는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VAR 모형 

하에서 공 분 검정을 실시할 경우, 공 분 후보 벡터로부터 정의되는 오차에 해

서 안정시계열을 귀무가설로 하는 단 근 검정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4개

국을 상으로 구매력 평가설에 한 공 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측된 바와 같

이 Johansen 검정은 모든 국가에서 공 분 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 으

나,  KPSS 혹은 Shin (1994) 검정의 경우 공 분 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에 해 

국가별로 상이한 기각사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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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Johansen(1988, 1991)의 공 분 검정법은 Engle and Granger (1987) 이

후 잔차기  검정법 (Residual-based test)와 함께 표 인 공 분 검정법

의 하나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검정의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어

떤 것을 수용해야 되는 지에 한 이론 인 결론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

는 반면 실증 분석들은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Johansen 검정법이 잔차기

 검정에 비해 보다 공 분 계의 존재를 기각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것

으로 보고 하고 있다.   

  를 들면 Cheung and Lai (1993)은 미국을 모국으로 국, 랑스, 독일 

스 스  캐나다를 외국으로 한 2국간 장기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이하 PPP) 계를 분석한 바 있다. 먼  오차수정모형을 이

용한 로그우도 (Log-likelihood) 검정에서는 공 분 계가 없다는 귀무가

설이 5%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검정기간과 물가지표

를 소비자물가에서 생산자물가지수로 바꾸거나 하는 강건성 검증에서도 변

함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잔차기  검정에서는 공 분 계가 없다는 귀무

가설을 동일한 유의수 에서 기각할 수 없었다. Tsurumi (1994) 역시 일본

과 미국과의 PPP 검정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 Hamilton 

(1994) 역시 월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한 미국과 이태리간의 PPP 검정

에서 비슷한 결과를 얻고 있다. 잔차기  검정은 PPP의 주어진 벡터나 

Phillips-Ouliaris의 방법으로 추정된 공 분 벡터를 사용하는 것에 계없

이 모두 공 분 계를 기각하고 있다. 반면 Johansen 검정은 오히려 공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Kim and Park (2007)는 이와 같은 결과가 Johansen (1995)와 박 용․장

유순․한상범 (2002) 등에서 이미 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Johansen의 최

우추정법을 통해 얻어진 벡터가 공 분벡터가 되기 해서는 추정된 벡터

로부터 정의되는 오차가 단 근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인 조건이 필

요한 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PPP와 같이 공 분의 존

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1) Johansen 공 분 검정이 공 분 오차에 한 단

1) 이에 한 논의는 Rogoff (199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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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검정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서 공 분의 존재를 과도하게 보고할 험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 분 검정의 추가 조건은 임의의 공 분 후보벡터를 포함한 정

방행렬로 VAR 모형을 변환(Park-Ogaki, 1991) 한 후 얻어진, 비정상

(non-stationary) 설명변수를 포함한 오차의 자기회귀 방정식에서 유도할 

수 있다. 여기서, Johansen의 추정벡터는 이 방정식에서 비정상변수의 계수

를 0으로 만드는 역할만을 하며 나머지 Johansen의 추정벡터로부터 생성된 

잔차의 자기회귀과정이 단 근을 갖는 것을 막지는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VAR 모형 하에서 공 분 검정을 실시할 경우, 공 분 후보 벡

터로부터 정의되는 오차에 해서 안정시계열을 귀무가설로 하는 추가 인 

단 근 검정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오차수정모형 역시 오차의 정상성(stationarity) 가정 하에 

성립하므로 PPP와 같은 장기균형의 존재가 기각되는 경우 조정과정을 설

명할 수 없게 된다는 도 요하다. 여기서 에서 서술한 Park-Ogaki 변

환모형을 통하여 PPP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오차수정모형을 신하여 환

율의 동태  조정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도 유도할 수 있다.

  한편 14개국을 상으로 구매력 평가설에 한 공 분 검정을 실시한 결

과, 측된 바와 같이 Johansen 검정은 모든 국가에서 공 분 계가 없다

는 귀무가설을 기각하 으나, 안정시계열을 귀무가설로 하는 단 근 검정 

KPSS 혹은 Shin (1994) 검정의 경우 공 분 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에 

해 국가별로 상이한 기각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을 감안하여 아래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장

에서는 벡터자기회귀 모형으로부터 Park-Ogaki 변환 모형을 유도하고 이

를 통한 공 분 벡터 추정  검정의 이론  기 를 소개하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Johansen 공 분 검정법이 갖는 문제 을 지 한다. IV장에서는 

귀무가설을 정상시계열로 하는 단 근 검정을 통해 공 분 검정을 하는 과

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구매력

평가설에 한 검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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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ark-Ogaki 모형 변환

이번 장에서는 Park and Ogaki (1991)의 변환법을 원용하여 VAR 모형을 

변환하고자 한다. 이 변환은 비정상 오차가 모형에 포함된 경제변수와 동태

으로 어떤 상 계를 갖는 지를 분석하는데 기 가 될 것이며, 오차를 

정상시계열로 하는 귀무가설 공 분 검정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사용된다.  

 이를 하여 먼  는 s×1의 평균이 조정된 I(1)인 변수로 다음과 같은 

VAR(p) 모형에서 유도된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   .                (1)

여기서  , ,...,는 각각 s×s 의 자기회귀계수이며 는 독립 동일 분포를 

갖는 오차항이다. 한   ′′′로 정의하되 여기서 는 m×1,  는 
(s-m)×1인 벡터이다.

다음으로 식 (1)에서 주어진 자기회귀계수들의 합행렬을 
 



와 같이 

정의하고 이 행렬이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고 가정한다. 

                       
′.                                (2)

여기서 는 수 (rank) m을 가지며 와 는 각각 s×m의 행렬로 정

의된다. 그러면 모형 내 변수들의 장기균형과 단기 조정과정을 나타내는 통상

인 오차수정모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3)

여기서    ⋯  이다. 그런데 Johansen(1989, 1991) 등

에 따르면 ′ 을 정상시계열로 암묵 으로 가정하는 경우 를 공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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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의 열 수 m은 공 분의 개수를 나타내며 

이 벡터의 추정은 축약 수회귀분석(reduced rank regression) 이라고 불리

우는 최우추정법 (maximum l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추정된 벡터   는 반드시 공 분 벡터로는 볼 수 없는

데 어떤 경우에는 ′ 가 비정상 시계열일 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에 해서는 Johansen (1995, p40)와 박 용․장유순․한상범 (2002, 정리 

8.1.3) 등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데, 가령 행렬  
′의 특성근이 모두 

단 원 안에 존재할 경우에만 ′ 는 안정시계열이 된다. 
 한편 이와 같은 추가 인 제약조건을 무시하는 경우 공 분 검정과 오차

수정 모형을 통한 동태분석은 요한 결함요소를 내포하게 된다. 우선 

′ 가 비정상 시계열일 경우, 식 (3)의 오차수정모형에서 안정시계열인 
종속변수 가 비정상 시계열에 의해 설명되지 않기 해서는 =0와 같

은 제약조건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다시 식 (2)에서   임을 의미하

며 VAR 모형 (1) 자체를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에는  ′ 가 비정상 시계열일 경우에도 오차수정 계가 

정의 되도록 VAR 모형을 변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먼  다음과 같은 s×s 정방행렬을 정의하기로 한다.

   

여기서 는 m×m의 비특이 행렬, 는 m×(s-m)의 행렬이며  ′′′로 
정의한다. 다음은 이 행렬 H를 변수 의 좌측에 곱할 경우, 변수 는 다음과 

같이 행벡터 로 가 평균된 변수   ′와 변수 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변수 로 바 게 된다.

 ≡  ′′′.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변수 의 구성변수인 는 가정에 의해 I(1)인 변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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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변수 의 선형결합이므로 I(1)인 변수라는 이다. 다만 행벡터 가 공

분 벡터일 경우에는 변수 가 I(0)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보기를 살펴 보자.

보기 2.1  (a) Johansen and Juselius (1992)는 1972:I분기에서 1987:III 분기

까지의 국 환율자료를 분석하 다. 그들이 분석한 변수는 국의 로그 물

가지수(), 로그 외국물가지수(), 로그 환율(), 국 재무성증권 3개월

물 이자율()  유로달러 3개월물 이자율() 등이다. 검정하고자 하는 구

매력평가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험이자율평가설(uncovered interest parity, UIP)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이 경우 모형 내에는 5가지 변수    ′가 존재하며 여기서 
균형벡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변수변환이 가능하며

 ≡  ′′′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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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  이고    ′  이다. 그런데 PPP와 
UIP로부터의 불균형 오차인 는 모형 변수들 가 비정상 는 I(1)인지의 

여부와는 상 없이 비정상시계열일 수 있다.                           ■

  다음으로 변환행렬 H를 식 (1)의 VAR 모형의 좌측에 곱하고 모형의 자기회

귀계수들을 변환하면 변수 의 VAR 모형은 변수 의 VAR 모형으로 다음과 

같이 변환되게 된다.

                             
 



                         (4)

                        

여기서   
; k=1,2,...,p 이며  이다.2) 식 (4)는 오차항 가 

정규분포를 할 경우 VAR 모형 (1)의 측 으로 동일한 변환

(observationally equivalent transformation)에 해당한다[Hsiao (1984) 참조]. 

  다음으로는 모형 (4) 역시 하나의 VAR 모형이므로 다음과 같이 변수 

의 오차수정모형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

    

                      
 

 

                        (5)

여기서  
 



  이고    ⋯  이다. 다음은 자기회

귀계수들의 합행렬 와 식 (5)의 우변에서 변수  의 계수인 를 다음

2) Park and Ogaki (1991)에서는 오차수정모형 (3)에서 변환이 이루어지므로 변환 후의 

변수는 ′′′가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VAR 모형에서 직  변환이 이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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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각각 m×m, m×(s-m), (s-m)×m, (s-m)×(s-m)의 부분행렬로 나타내

기로 한다.

 

   ,     
 
 .

한편 의 두행렬 와 의 부분 행렬들 간의 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어진다.

      
  

 ,                                        (6)

        
  

 ,

      
 ,

       
 .

 

다음은 식 (5)를 좌측 변수 의 구성요소인 와 로 구분하여 다시 써보면 

이들 변수 상호간의 동태  계가 더욱 분명하여 진다.

                
 

 

                     (7)

                
 

 

   .       

            

여기서   ′′′  이며   ′′′로 정의한다.     가 

벡터 의 함수임에 유념하자. 

 한편 의 식 (7)은 어떻게 오차 와 비정상시계열 변수 가 동태 으로 

서로 향을 미치는 지를 잘 나타낸다. 오차수정모형과 다르게 가 평균오

차  가 반드시 정상시계열이라는 제는 필요하지 않다. 한 이들은 순

환구조 (feedback structure)를 가지고 있는데 의 시차변수는 재의 에 

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반 의 경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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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식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차 는 모

형 내의 비정상 I(1) 시계열인  의 향을 받지 않는 상태 곧   에

서도 비정상 I(1)인 시계열이 될 수 있다는 이다. 즉 만일 를 미지수로 

하는 특성방정식    의 어떤 해가 단 원 안에 있으면   인 

제약 하에서도 는 비정상시계열이 된다. 

 따라서 가 비정상 시계열이 될 수 있는 요인은 펀더멘탈인 의 비정상

성에 의한 요인과 이에 계없이 자기회귀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모형은 Hamilton (1986)과 같은 비정상 자산버

블 모형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가령 이상 열기(fads)와 같은 심리

 요인은 가 경제의 펀더멘탈 의 비정상성과 계없이 자기회귀과정을 

거쳐 비정상시계열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한편 만일 ≠  일 경우 역으로 비정상 시계열인 가 펀더멘탈인 의 

비정상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비정상시계열

의 경우에 외부의 충격은 사라지지 않으며 구히 향을 미치게 된다. 따

라서 이 모형은 심리  요인 등으로 발생한 오차 의 불안정성이 경제펀

더멘탈의 불안정성을 확 시키는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결론 으로 식 (7)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될 경우 가 평균벡

터 가 공 분 벡터이며 는 동일하게 가 안정시계열임을 알 수 있다. 

제약조건 2.2

 (i)  ,

 (ii) 를 미지수로 하는 특성방정식    의 어떤 해도 단 원 

밖에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의 제약 조건 2.2를 만족시키는 벡터 가 통상 으로 식 

(2)에서 정의되는 벡터 와 어떤 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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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Johansen 공 분 검정의 암묵  제약조건

이번 장에서는 식 (7)을 기 로 기존의 Johansen 검정법이 실제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공 분 계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을 보인다. 이를 

하여 먼  식 (2)에서 정의되는 벡터 는 제약 조건 2.2 (i)를 다음과 같이 

만족시키는 것에 유의하자.

정리 3.1  만일  
′이라고 하면  이다.

증명:  먼  가정에 의하여  
′이 성립하므로 이를 다시 쓰면 다

음과 같다.

    





 ′′.

이 식을 각 부분행렬로 나타내면

 

′,                             (8)

 

′ ,

 

′ ,

 

′

의 계가 얻어진다. 다음은 식 (7)의   계식에 의 (10)에서 제시된 

   를 입하면  다음 식이 얻어진다.


′ ′′′′′


′ ′′′′′ ′

여기서 
  로 정규화 하면 

′ 임이 자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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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벡터 가 제약 조건 2.2 (i)를 만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제약 조건 

2.2 (ii)를 자동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음은 제약조건 2.2 (i)

를 만족시키는 벡터 가 제약조건 2.2 (ii)를 항상 만족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하여 다음의 보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보기 3.2  2변수    ′로 구성된 VAR(p) 모형을 생각하자. 여기서 
  로 정규화된 것으로 가정하면 제약조건 2.2(i) 은 다음과 같이 스칼라 

계수   의 2차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진다.

                     
     .              (9)

여기서      로 정의 되었음에 유의하자. 다음으로 방정식 (9)의 해
는  계수 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를 띤다. 

첫째,   를 가정하면, 식 (9)에서 유일해  


 가 주어진다. 이 

경우 식 (6)으로 부터     가 얻어지므로 가 제약조건 2.2(ii)를 만족

시키는 정상시계열인지의 여부는 벡터 와는 직 으로 계없이   

인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3) 다시 말하면 벡터  


  는    

일 경우에 공 분 벡터가 된다.

둘째, ≠을 가정하면 식 (7)을 만족시키는 의 해는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3) 여기서   인 조건은 변수 가 변수에 하여 그랜  인과성을 갖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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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다음은 VAR 모형 (1)이 단 근을 갖는다는 조건 즉    로부터 다음

의 계식을 얻을 수 있다.

                            

  
.                  (11)

마지막으로 식 (11)를 해 (10)에 입할 경우 식 (10)에서 주어진 해를 아

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는 


.

결국 서로 다른 두 벡터   

 
  는   


가 제약조건 

2.2(i)을 만족시킴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벡터   는 식 (2)에

서 유도되는 벡터 와 같은 것을 보일 수 있다. 즉,     이고 

  

 
일 때   

′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다. 

  한편 
     임을 쉽게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제약조건 

2.2 (ii)를 만족시키기 해서는       이어야 하며 이때 
는 공

분 벡터가 된다.4)                                                 ∎

4) 한편  다른 해로 구성된 벡터 는 
   이므로 제약조건 2.2 (ii)를 만족

시키지 못하며 공 분 벡터의 후보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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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실제 공 분 벡터의 개수는 ‘의 열 수보다 작을 수 있는데 이는 

제약조건 2.2 (ii) 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즉 Johansen 검정

법은 실제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공 분 계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아래에서는 Johansen 검정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식 (7)을 공

분 검정에 이용하되 귀무가설을 정상시계열로 하는 단 근 검정법이 유효

함을 서술하고자 한다.   

IV. 귀무가설을 정상시계열로 하는 오차 단 근 검정  

먼  벡터 가 알려져 있는 경우를 상정하자. 여기서 제약조건 2.2 (i) 나 

(ii)  하나를 반할 수 있는 Johansen 검정 신에, 제약조건 2.2를 모두 

만족하는 것을 귀무가설로 하는 검정법을 생각하여 보자. 이는 통상 으로 

시계열 

 의 단 근 검정을 함에 있어 귀무가설을 정상시계열로 하는 

단 근 검정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귀무가설을 정상시계열로 하는 단 근 검정은 Park and 

Choi(1991)의 G(p,q) 검정, Kwiatkowski, Phillips, Schmidt and Shin 

(1992)의 KPSS 검정 등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 Nabeya and Tanaka(1988)

을 발 시킨 KPSS 검정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  시간추세(trend)

가 없는 경우 KPSS 검정은 가 임의보행  정상오차로 다음과 구성된다

고 가정한다. 

    

                                    .                        (12)

여기서 는 임의보행으로서     인데 는 Phillips and Perron 

(1988, p336)의 강혼합 (strong-mixing)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과정이

다. 한편 기값  는 고정이며 편(intercept)의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가 정상시계열이라는 귀무가설은 장기분산 
이 0이라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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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설정되며 이 경우 제약조건 2.2는 만족된다. 여기서 을 편에 회귀

시킨 잔차를 라 하고 


  를 이 회귀식의 오차분산으로 정의하자. 마지막

으로 부분합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러면 LM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여기서  는 Bartlett 도우 이며   


  




 

 



 
  



 으로 정의된다. 

  한편 의   통계량은 귀무가설 하에서

→




    

의 근분포를 갖는다. 여기서는 라우니안 리지 

(Brownian bridge)를 나타낸다. 이   통계량의 기각역은 Kwiatkowski, 

Phillips, Schmidt and Shin (1992)의 <표1>에 나와 있다.

  다음은 가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자. 이 경우 가 하나

만 존재할 경우 효율  추정 (Efficient estimation) 후 Shin(1994)의 기각역

을 통해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만일 가 한 개 이상 존재할 경우에는 

Johansen의 최우추정법을 통해 식 (2)를 만족시키는 벡터 의 추정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귀무가설을 정상 오차로 하는 단 근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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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식 (7)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       (13)

   식 (13)을 II장에서 제시한 바 있는 오차가 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한 검정 (즉   인지 여부에 한 검정)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Park 

and Phillips (1988, 1989) 는 Sims, Stock and Watson (1990)에 따르면 

식 (13)에서 I(1)인 설명변수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계열  
 이 

안정시계열이라는 귀무가설 하에서 통상의 t-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불안정 시계열인 변수  의 계수의 OLS 추정치가 일치성

(super-consistency)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다. 

  한편 시계열  
 이 불안정시계열이라는 귀무가설 하에서는 t 통계량이 

Brownian Motion의 함수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붓스트랩 등을 이용하여 

가설 검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하여는 Kim and Park (2007)

에 논의되고 있다.       

 

V.  실증분석: 구매력평가설 검정  

  먼  식 (6)과 같은 변환을 통하여 비정상 불균형 오차가 물가에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은 구매력평가설에 하여 귀무가설을 정상

시계열로 하는 공 분 검정을 실시한다. 살펴볼 환율은 미국을 모국으로 하

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14개국6)을 외국으로 하도록 정의된다. 물가지

수는 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생산자 물가지수(PPI) 등이며 자료 기

간은 90.1 -2006.12 사이로 월별자료이다.7) 한편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5) 이에 한 구체 인 논의는 Kim and Park (2006)을 참조.  

6) 라질, 카나다, 덴마크, 인디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 남아 리카, 싱가포르, 스웨덴, 

스 스, 태국, 국, 베네수엘라.

7) FRB St. Louis 의 FRED II와 IFS 자료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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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기 기간을 감안하여 98.1～2006.12 사이의 기간에 하여도 별도의 분

석을 시행하 다. 

  먼    인지의 여부 즉 곧 환율의 균형 오차가 물가에 향을 미치

는 지를 식 (13)을 이용하여 검정해 보았다. 균형오차는 구매력 평가설을 

사용하여 생성하되 안정시계열을 귀무가설로 하 다. 이 경우 통상 인 t 

검정이 유효함은 이미 앞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붙임1>의 추정결과를 보면, CPI의 경우 각각 4개 국가

(98.1-2006.12)와 4개 국가(90.1-2006.12)에서 균형오차가 5% 기각값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계수값을 보 다.  그런데 90.1-2006.12 의 국을 제외

하고는 모두 부호가 양의 추정치를 보여, 이론 으로 부합되는 결과를 보

다. 이는 실질 환율 상승이 수입재 가격을 높이고 인 이션을 가져오는 

과정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PPI의 경우 모두 6개 국가

(98.1-2006.12 기간 )와 2개 국가(90.1-2006.12 기간 )에서 균형오차가 5%

의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수의 부호는 음

과 양의 부호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제시된 분석기간 내에서는 CPI

의 경우가 PPI보다 물가와 환율과의 이론  상 계를 더 잘 나타내고 있

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에 따라 아래의 공 분 검정에서는 CPI를 이용하기

로 하 다.   

  검정 방법은 Johansen 검정, 구매력 평가설  OLS 추정 잔차에 한 

ADF 검정을 각각 실시하 다. 한편 KPSS 검정의 외생변수는 상수항을 사

용하 으며, OLS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Shin (1994)의 검정도 수행하 다.

  공 분 검정결과는 <붙임2>에 나타나 있는데 부분 이론  측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우선 ADF 검정은 기간이나 물가지수의 선택에 계없이 

5% 유의수 에서 구매력평가설을 모든 국가에서 기각하고 있다. 반면 

Johansen 검정은 분석기간에 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구매력 평가설이 성

립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KPSS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오차의 단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귀무가설의 기각율이 Johansen 검정 결과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캐나다, 덴마크, 일본, 한국, 노르웨이, 싱가포르, 국, 베네수엘라 8개 

국가(98.1-2006.12 기간 )와 국을 제외한 13개 국가(90.1-2006.12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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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한편 추정된 벡터를 이용한 공 분 검정은 추가 인 연구를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가령 Shin (1994) 검정과 OLS 추정치를 이용한 ADF 검정은 정

반 의 검정결과를 보 다. 우선 Shin-검정의 경우 안정 시계열인 귀무가

설을 모든 국가들에서 기각하지 않고 있는 반면, ADF 검정의 경우에는 모

든 국가들에서 단 근의 존재를 기각하지 않고 있다. 

  이의 안으로 우리는 Johansen 추정벡터를 이용한 귀무가설이 안정 시

계열인 단 근 검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OLS 추정벡터보다 

Park-Ogaki 변환모형에서 제시된 공 분 검정개념에 보다 부합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정의 근  기각역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

으며 우리는 이를 다음 연구과제로 수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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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환율 균형오차가 인 이션에 미치는 향

분석기간 1998.1-2006.12 1990.1-2006.12
물가지수 CPI PPI CPI PPI

 

BRAZIL
0.0063 0.0179

― ―
(3.031) * (2.639) *

CANADA
0.0051 -0.0696 -0.0022 0.0087

(1.074) (-1.943) (-0.684) (0.550)

DENMARK
0.0030 -0.0009 0.0034 0.0039

(1.060) (-0.140) (1.752) (1.003)

INDIA
-0.0162 -0.0005 0.0049 0.0013

(-1.090) (-0.070) (0.763) (0.264)

JAPAN
0.0092 -0.0020 0.0066 0.0014

(2.383) * (-0.591) (3.350) * (0.841)

KOREA
-0.0040 -0.0064 -0.0024 -0.0035

(-1.449) (-1.020) (-1.161) (-0.914)

NORWAY
0.0071 -0.0728 0.0010 -0.0329

(1.434) (-3.039) * (0.392) (-2.285) *

SOUTH AFRICA
0.0020 0.0043 0.0043 0.0090

(0.758) (0.954) (2.012) * (2.433) *

SINGAPORE
0.0074 -0.0329 0.0004 0.0168

(0.696) (-0.842) (0.146) (1.141)

SWEDEN
0.0140 0.0056 -0.0018 0.0076

(4.246) * (0.560) (-0.679) (1.544)

SWISS
0.0012 0.0029 0.0000 0.0007

(0.515) (1.238) (0.033) (0.542)

THAILAND
-0.0077 -0.0240 -0.0043 -0.0008

(-1.443) (-2.277) * (-1.557) (-0.147)

UNITED KINGDOM
-0.0055 -0.0086 -0.0069 -0.0042

(-1.394) (-2.420) * (-2.197) * (-1.399)

VENEZUELA
0.0311 0.0451

― ―
(3.610) * (2.514) *

 주 1) * 표시는 5%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의 기각을 나타냄 

    2) (  )내는 t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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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 분 검정 결과

1. 분석기간: 1998.1-2006.12

귀무가설 안정시계열 불안정시계열

검정법 KPSS Shin ADF t OLS-ADF t1)  Johansen2)

BRAZIL 0.432 0.287 -0.180 -1.659 44.822
*

CANADA 0.839 * 0.492 -0.937 -1.783 43.666 *

DENMARK 0.472 * 0.251 -0.414 -1.259 51.658 *

INDIA 0.397 0.352 -0.299 -2.779 54.262
*

JAPAN 0.475 * 0.089 0.308 -2.025 45.955 *

KOREA 0.906 * 0.754 -2.264 * -1.997 51.351 *

NORWAY 0.673
*

0.278 -0.433 -2.454 40.895
*

SOUTH AFRICA 0.292 0.299 0.108 -1.660 38.851 *

SINGAPORE 0.862 * 0.295 0.660 -1.675 41.971 *

SWEDEN 0.271 0.243 0.055 -1.476 67.228
*

SWISS 0.446 0.209 -0.413 -2.062 34.163 *

THAILAND 0.245 0.565 -0.519 -1.646 47.471 *

UNITED KINGDOM 0.540
*

0.731 0.482 -0.607 32.004
*

VENEZUELA 0.840 * 0.123 0.146 -1.985 61.795 *

5% 기각역 .46 .89 -1.94 -3.27 24.27

 주 1) OLS 추정벡터로 생성된 잔차를 이용  

    2) 공 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귀무가설로 한 Trace 검정 결과임   

    3) * 표시는 5%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의 기각을 나타냄  

    4) 캐나다, 인도, 남아 리카공화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

여 분석기간이 1998.1~2006.7월까지이며, 일본의 경우 분석기간이 

1998.1~2006.6월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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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기간: 1990.1-2006.8

귀무가설 안정시계열 불안정시계열

검정법 KPSS Shin ADF t OLS-ADF t  Johansen

CANADA 0.818
*

0.344 -0.308 0.212 60.879
*

DENMARK 0.558 * 0.245 -0.086 -2.024 77.139 *

INDIA 0.567
*

0.284 0.921 -1.730 81.544
*

JAPAN 0.842 * 0.216 0.214 -2.836 70.003 *

KOREA 0.846
*

0.267 0.065 -1.225 69.010
*

NORWAY 0.696 * 0.336 0.025 -1.752 57.305 *

SOUTH AFRICA 1.049
*

0.173 0.261 -1.981 59.954
*

SINGAPORE 1.085 * 0.226 0.112 -2.145 55.446 *

SWEDEN 1.173
*

0.289 0.452 -1.575 52.635
*

SWISS 0.649 * 0.183 -0.725 -2.267 53.520 *

THAILAND 1.329
*

0.237 0.318 -2.285 61.736
*

UNITED KINGDOM 0.214 0.294 0.214 -1.821 66.122 *

5% 기각역 .46 .89 -1.94 -3.27 24.27



- 23 -

0.0

0.2

0.4

0.6

0.8

1.0

1.2

1.4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BRAZIL CPI

0.2

0.3

0.4

0.5

0.6

0.7

0.8

0.9

1.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BRAZIL PPI

.0

.1

.2

.3

.4

.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CANADA CPI

.20

.24

.28

.32

.36

.40

.44

.4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CANADA PPI

1.6

1.7

1.8

1.9

2.0

2.1

2.2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DENMARK CPI

1.7

1.8

1.9

2.0

2.1

2.2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DENMARK PPI

<참고>             국가별 실질환율 추이(1990.1-2006.12)



- 24 -

3.68

3.72

3.76

3.80

3.84

3.88

98 99 00 01 02 03 04 05 06

INDIA CPI

3.68

3.72

3.76

3.80

3.84

3.88

98 99 00 01 02 03 04 05 06

INDIA PPI

4.60

4.64

4.68

4.72

4.76

4.80

4.84

4.88

4.92

4.96

98 99 00 01 02 03 04 05 06

JAPAN CPI

4.5

4.6

4.7

4.8

4.9

5.0

5.1

98 99 00 01 02 03 04 05 06

JAPAN PPI

6.8

6.9

7.0

7.1

7.2

7.3

7.4

7.5

98 99 00 01 02 03 04 05 06

KOREA CPI

6.9

7.0

7.1

7.2

7.3

7.4

98 99 00 01 02 03 04 05 06

KOREA PPI



- 25 -

1.30

1.35

1.40

1.45

1.50

98 99 00 01 02 03 04 05 06

MALAYSIA CPI

1.20

1.24

1.28

1.32

1.36

1.40

1.44

98 99 00 01 02 03 04 05 06

MALAYSIA PPI

1.8

1.9

2.0

2.1

2.2

2.3

98 99 00 01 02 03 04 05 06

NORWAY CPI

1.6

1.7

1.8

1.9

2.0

2.1

2.2

2.3

2.4

98 99 00 01 02 03 04 05 06

NORWAY PPI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98 99 00 01 02 03 04 05 06

SOUTH AFRICA CPI

1.6

1.7

1.8

1.9

2.0

2.1

2.2

2.3

2.4

98 99 00 01 02 03 04 05 06

SOUTH AFRICA PPI



- 26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SWEDEN CPI

1.7

1.8

1.9

2.0

2.1

2.2

2.3

2.4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SWEDEN PPI

.0

.1

.2

.3

.4

.5

.6

.7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SWISS CPI

.0

.1

.2

.3

.4

.5

.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SWISS PPI

3.2

3.3

3.4

3.5

3.6

3.7

3.8

3.9

4.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THAILAND CPI

3.3

3.4

3.5

3.6

3.7

3.8

3.9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THAILAND PPI



- 27 -

-.68

-.64

-.60

-.56

-.52

-.48

-.44

-.40

-.36

-.32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UNITED KINGDOM CPI

-.65

-.60

-.55

-.50

-.45

-.40

-.35

-.3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UNITED KINGDOM PPI

6.4

6.5

6.6

6.7

6.8

6.9

7.0

7.1

7.2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VENEZUELA CPI

6.3

6.4

6.5

6.6

6.7

6.8

6.9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VENEZUELA PP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