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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구조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과 정상성 검정을 실시하여 한국 주요 거시경제 

시계열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당수 거시경제 시계열자료에서 구조변화를 고려하

지 않으면 단위근 가설이 지지되지만 구조변화를 고려하면 분절-추세정상 가설이 지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률과 CD 수익률, 원/달러 실질환율이 분절-추세 정상시계열에 가까

운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들 변수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한다. 실업률이 분

절-추세 정상시계열이라는 실증결과는 '실업률에 대한 구조주의적 관점(structuralist view 

of unemployment)'을 지지한다. 원/달러 실질환율이 분절-추세 정상시계열이라는 실증결과는 

일반적인 PPP 또는 TPPP 관계가 아닌 準-TPPP(Quasi Trend Purchasing Power Parity)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CD 수익률이 분절-추세 정상시계열이라는 결과는 인

플레이션율도 I(0)라는 전제 하에서 피셔가설을 공적분 분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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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십여 년 동안 시계열 분석방법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였다. 단위근 검정과 구조변화 

검정은 그 중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단위근/정상성 검정방법과 구조변화 분

석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거시경제 시계열의 특징을 새롭게 밝히고자 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의 거시경제변수들이 시간 의 함수로 표현

되는 확정적 추세(deterministic trend)를 갖고 있고, 그로부터의 이탈부분은 정상적인 확률

과정을 따른다고 생각해 왔다.1)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Nelson and Plosser(1982)의 연구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Nelson and Plosser(1982)는 Dickey-Fuller 검정을 통해 미국 14개의 거시

경제시계열 중 13개의 시계열이 단위근(unit root)을 갖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해당 

변수들을 추세정상(Trend Stationary: TS) 과정이 아닌 차분정상(Difference Stationary: DS)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단위근 검정에서 구조변화의 중요성은 Perron(1989)과 Rappoport and Reichlin(1989)에 의

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들은 경제대공황, 전쟁, 석유파동과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1) Maddala and Kim(1998)와 Perron(2006)은 단위근 검정과 구조변화 분석방법에 대한 기존 문헌을 잘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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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확정적 추세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고, 이를 적절히 감안하지 않으면 단위근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왜곡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Banerjee et al.(1992), Zivot and 

Andrews(1992)는 Perron 검정을 구조변화의 시점이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로 확장하였다. 

한편, Lumsdaine and Papell(1997), Clemente et al.(1998)은 두 번의 구조변화를 고려하는 

경우로 기존의 단위근 검정을 확장하였다.

  지금까지 소개한 검정에서는 대상 시계열이 단위근을 갖는다는 명제를 귀무가설로 한다. 따

라서 강력한 반대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단위근 귀무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높다. 달리 말

해, 대상 시계열이 (추세)정상시계열이라는 대립가설에 대해서는 검정력(power)이 낮다는 것

이다. Kwiatkowski et al.(1992)은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 시계열이 정상시계

열이라는 명제를 귀무가설로 하는 검정법을 제시하였다. 최근 Kurozumi(2002)와 

Carrion-i-Silvestre and Sansó(2005)는 Kwiatkowski et al.(1992)의 정상성 검정을 각각 한 

번과 두 번의 구조변화를 고려하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단위근 검정이 수행되었고, 대부분 

단위근 가설을 지지하는 결론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그러한 단위근 검정에서 구조변화의 효

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국내 거시경제 자료들을 대상으로 Perron(1989) 유형의 단위근 검정을 수행한 연구로는 조

하현(1994)이 있다. 조하현(1994)은 제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 4분기를 구조변화의 시

점으로 간주하고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에도 구조변화를 고려하

면 단위근 귀무가설의 기각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술한 바대로 구조변

화의 시점과 횟수를 달리 가정하거나 단위근 귀무가설이 아닌 정상성 귀무가설을 설정하면 분

석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조하현(1994)의 연구결과는 최근의 분석방법을 이용하

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1997년의 경제위기가 많은 경제변수들의 움직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연장된 표본기간을 이용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시계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거시경제 시

계열의 정상성과 구조변화에 관한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실업률과 명

목이자율, 실질환율의 정상성 여부에 주목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

명할 것이다. 구조변화의 시점은 내생변수로 간주하고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아

울러 한 번의 구조변화와 두 번의 구조변화를 가정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끝으

로, 다수의 구조변화 모형에 대해 붓스트랩  검정을 수행하여 과연 한국의 거시경제시계

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조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실업률, 명목이자율, 실질환율의 정상성 여부를 

중심으로 단위근 검정과 정상성 검정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구조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법과 정상성 검정법을 소개한다. 제 4장에서는 각각의 검정결과를 제시한다. 제 5

장에서는 붓스트랩   검정을 수행하여 구조변화의 발생여부와 횟수를 분석한다. 제 6장에

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 3 -

Ⅱ. 구조변화와 단위근의 경제적 의미

  거시경제변수의 단위근(unit root) 또는 정상성(stationarity) 여부는 경제이론 전개와 실

증분석, 정책 시사점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최근 응용계량경제학 분야에서는 

구조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또는 정상성 검정을 통해 특정 경제이론의 설명력을 재평가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주제가 실업률, 명목이자율, 실질환율의 정상성 여부이

다. 이하에서는 이들 변수들을 중심으로 단위근 검정과 정상성 검정의 중요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전통적인 자연실업률 가설(natural rate of unemployment hypothesis)에 따르면 실업

률은 차분정상(trend stationary: TS) 과정이어야 한다. 해당 이론에서는 실제 실업률이 일종

의 균형 상태를 의미하는 자연실업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일시적 충격에 의한 이탈은 곧 소

멸된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실업률의 이력가설(hysteresis hypothesis)을 지지하

는 연구자들은 실업률에 대한 일시적 충격의 효과가 매우 오랜 기간 지속된다고 설명한다. 이

는 계량경제학의 관점에서 실업률이 차분정상(difference stationary: DS) 과정임을 의미한

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실업률에 대한 구조주의적 관점(structuralist theory of 

unemployment)’이다. Papell et al.(2000)은 Edmund Phelps(1994)의 설명을 빌어 이러한 관

점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충격은 실업률에 일시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간

혹 자연실업률 자체를 이동(shift)시켜 실업률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업률이 분절-추세 정상(broken-trend stationary) 과정임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대상국가와 분석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Blanchard and Summers(1986), Alogoskoufis and Manning(1988) 등 통상적인 단위근 검정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실업률의 단위근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Arestis and Mariscal(2000), Papell et al.(2000) 등 구조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을 사용

한 연구에서는 실업률의 단위근 가설이 상당수 국가에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Arestis and Mariscal(2000)은 22개 OECD 국가 중 9개 국가에서, Papell et al.(2000)은 

16개 OECD 국가 중 10개 국가에서 실업률의 단위근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연

구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에도 구조변화에 대한 접근법에 따라 실업률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명목이자율의 단위근 여부는 피셔효과(Fisher effect)의 설명력을 실증분석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셔효과는 화폐의 중립성으로 인해 명목이자율이 장기적으로 (예상) 인

플레이션율과 같은 폭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Fama and Schwert(1977)와 Mishkin(1981)을 위시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두 변수의 비정상성

을 고려하지 않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대체로 피셔가설에 반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에 반

해 Mishkin(1992)과 Evans et al.(1994) 등 199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단위근 검정과 공적

분 분석을 통하여 대체로 장기 피셔효과의 존재를 지지하는 실증결과를 제시해 왔다.

  그런데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이 공적분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두 변수가 모두 I(1)이

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만약 두 변수의 차수가 다르거나 두 변수 모두 I(0)이라면, 공

적분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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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구조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을 통해 두 변수의 정상성 여부를 재검토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Malliaropulos(2000), Atkins and Chan(2004) 등 상당수 연구

에서 두 변수 모두 분절-추세 정상 과정이라는 실증결과가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김세진․이증락(1994)과 이윤복(1996) 등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을 I(1)로 보고 공적분 분

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 구조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을 통해 두 변수의 정상성 

여부를 재검토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2)

  실질환율에 대한 단위근 검정은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PPP)의 설명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1918년 Gustav Cassel이 처음 제안한 PPP 가설

은 명목환율이 양 국의 상대적인 물가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계량경제학의 

관점에서 실질환율이 평균복귀(mean-reversion) 성향을 가짐을 의미한다. 한편, 

Balassa(1964)와 Samuelson(1964)은 비교역재의 존재와 국가간 생산성 격차로 인해 실질환율

이 일정한 시간추세를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흔히 TPPP(trend PPP) 가설이라 불

리는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르면, 실질환율은 추세복귀(trend-reversion) 성향을 나타내야 한

다. 끝으로, 최근 Hegwood and Papell(1998)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구조 변화로 인하여 실질

환율의 동학에서 절편과 시간추세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準-PPP(Quasi PPP) 가설과 準

-TPPP(Quasi TPPP) 가설을 제기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통상적인 단위근 검정법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PPP 가설과 TPPP 가설에 반하는 결과가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나 Hegwood and Papell(1998), 

Papell and Prodan(2006) 등 구조변화를 고려한 연구에서는 準-PPP 가설과 準-TPPP 가설을 지

지하는 실증결과가 상당수 제시되고 있다. 특히, Papell and Prodan(2006)은 16개 국가 중 14

개 국가에서 準-PPP 또는 準-TPPP 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외국의 선행 연구결과를 볼 때, 한국의 경우에도 구조변화를 고려한 단위근/정상성 검정을 수

행하면 구매력평가설의 설명력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분석 모형

1. 구조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

  우선, 단위근 검정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확장된 Dickey-Fuller(ADF) 검정의 회귀

식은 다음과 같다.

          
 



    , for    ⋯                      (1)

2) 윤종인(2005)은 이상관측치와 계절요인을 고려한 HEGY 검정을 통해 명목이자율이 I(0)이라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

문에서는 그와 달리 구조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정상성 검정과 구조변화 검정을 통해 명목이자율의 정상성 여부를 분석한다. 

전덕빈․박대근(2001)은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에 대해 구조변화 분석을 수행했지만 정상성 여부 자체는 통상적인 ADF 검

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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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무가설은 “ 가 단위근 시계열이다”라는 명제이고, 대립가설은 “ 가 추세정상 시

계열이다”라는 명제이다. 이는 식 (1)에서 귀무가설은   이고 대립가설은  임을 뜻

한다. 검정통계량은 의 OLS 추정량 의 -통계량을 이용한다. 차분변수 과거시차항의 최적

시차 은 Ng and Perron(1995)의 순차적 방법(general-to-specific method)으로 추정하였

다.3)

  다음으로, 한 번의 구조변화를 고려하는 Zivot and Andrews(1992) 모형에서 단위근 검정을 

위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

  식 (2)와 식 (1)의 차이는 절편 변화와 시간추세의 기울기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가변수

(dummy variable) 와 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와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          그렇지 않을 경우.

     ,       인 경우,

             ,          그렇지 않을 경우.

  여기서, 는 구간 

 
 에 속하는 잠재적 구조변화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 

   로 설정하였다.

  위의 모형에서 귀무가설은 “ 가 단위근 시계열이다”라는 명제이고, 대립가설은 “ 

가 절편과 시간추세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추세정상 시계열이다”라는 명제이다. Zivot and 

Andrews(1992)는 위의 모형 외에 절편 변화만 허용하는 ‘평균변화 모형(crash model)'과 시

간추세의 기울기 변화만 허용하는 ’성장률 변화 모형(changing growth model)'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변화의 유형에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평균변화 모형과 성장률 변화 모형은 

검정력 손실(power loss)이 매우 크다는 Sen(2003)의 모의실험 결과를 참고하여, 본 논문에서

는 위와 같은 혼합모형(mixed model)만을 고려한다.

  Zivot and Andrews(1992)는 모든 잠재적 구조변화 시점에 대하여 위의 식 (2)를 연속적으로 

추정한 후,   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의 -통계량이 최소가 되는 분기점을 구조변화의 

시점으로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Zivot and Andrews(1992) 모형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

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분기점이 구조변화의 시점으로 선택된다. 검정통계량은 그러한 구조

3) 순차적 방법은 임의의 최대시차( )를 설정한 후 가장 먼 시차변수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까지 시차변수를 순차

적으로 소거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기별 자료와 월별 자료 모두   로 설정하였고, 시차선택을 위

한 유의수준은 10%룰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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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시점에서의 -통계량인 가 사용된다.

  끝으로, 두 번의 구조변화를 고려하는 Lumsdaine and Papell(1997) 모형에서 단위근 검정을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3)

   ,              인 경우,

              ,           ≤  인 경우.

       ,        인 경우,

              ,           ≤  인 경우.

  Lumsdaine-Papell 검정은 회귀식에 와 를 추가로 포함한다는 제외하면 대체로 

Zivot-Andrews 검정과 유사하다. 검정통계량은 연속적인 방법으로 구한 Dickey-Fuller -통계

량의 최소치 를 사용하고, 구조변화의 시점은 모든 가능한 과 의 조합 중 

Dickey-Fuller -통계량이 최소가 되는 조합을 선택한다. 단, 두 번의 구조변화가 연이어 발

생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 ±).

2. 구조변화를 고려한 정상성 검정

  경제시계열의 정상성 여부를 검토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단위근 가설을 대립가설로 하여 대상 

시계열이 (추세)정상 시계열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Kwiatkowski et al.(1992)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검정법을 제시하였다.

  경제시계열 의 자료생성과정(DGP)이 다음과 같이 확정적 추세 와 확률적 추세 , 확

률적 오차항 의 합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

                                                                 (4)

  여기서,

   

      , ～   
: 정상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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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모형에서 추세정상 귀무가설은 
  , 단위근 대립가설은 

  를 의미한다. 

만약 귀무가설이 성립하면 가 상수가 되어, 가 확정적 요소와 정상 시계열의 합으로 구성

되기 때문이다. Kwiatkowski et al.(1992)이 제안한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는 귀무가설 하에서 구한 회귀잔차 의 부분합(  
 


)이며, 는 의 장

기분산(long-run varinace) 추정량이다. 만약, 가 I(1)이라면 KPSS 검정통계량의 분자 부분

이 발산하기 때문에, KPSS 검정통계량이 주어진 임계치보다 큰 값을 가지면 추세정상 귀무가

설이 기각된다.

  장기분산은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ric method)으로 추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펙트럼 

윈도우(spectral window or kernel), 시차절단모수(bandwidth), 장기분산의 상한 설정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검정의 크기와 검정력 면에서 KPSS 검정의 성과를 높이

는데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Sul et al.(2005)의 방법을 이용하였다.4)

  Kurozumi(2002)와 Carrion-i-Silvestre and Sansó(2005)는 각각 한 번의 구조변화와 두 번

의 구조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KPSS 검정을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이 제시한 다양한 

모형 중 절편 변화와 시간추세의 기울기 변화를 모두 허용하는 경우만 고려한다.

  한 번의 구조변화를 고려하는 Kurozumi(2002) 검정에서 확정적 추세함수는 다음과 같다.

                                                       (6)

  두 번의 구조변화를 고려하는 Carrion-i-Silvestre and Sansó(2005) 검정에서 확정적 추세

는 다음과 같다.

                                     (7)

  회귀방정식, 검정통계량, 장기분산 추정 방법은 KPSS 검정에서와 동일하다. 구조변화 시점

은 두 모형 모두 연속적인 방법을 통해 회귀식의 잔차제곱합(sum of squared residuals)이 최

소가 되는 시점을 선택하였다.

4) Sul et al.(2005)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백색화 과정(pre-whitening)과 Quadratic Spectral 윈도우를 이용하여 KPSS 

검정의 크기 왜곡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장기분산의 상한을 주어진 자료에 근거해 설정함으로써 KPSS 검정의 검정력 

또한 높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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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결과

1. 이용자료

  본 논문에서는 국민소득과 지출, 물가, 산업생산, 노동, 금융 관련 23개 거시경제 변수를 

분석하였다. 부록의 <표 A-1>은 변수들의 목록과 자료의 출처를 보여준다. 되도록 분기별 자

료를 이용하려 했으나, CD 수익률(91일)의 경우에는 표본수가 적어서 부득이 월별자료를 이용

할 수밖에 없었다. 표본의 시작도 변수별로 조사가 시작된 시점이 달라서 일치시킬 수 없었

다. 명목GDP, 실질GDP, 실질민간소비지출, 실질총고정자본형성, M2는 해당 기관에서 발표하는 

계절조정 자료를 이용하였고, 1인당 실질GDP, 산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 취업자수, 실업률, 주당평균노동시간, 노동생산성, 시간당실질임금, 

종합주가지수, 주택가격지수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효과를 조정하였다. 나머지 화폐유

통속도, 명목 및 실질환율, CD수익률은 계절효과를 제거하지 않은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소비

자물가지수증가율, 실업률, 화폐유통속도, CD수익률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로그변환 자료

를 이용하였다.

2. 단위근 검정 결과

  <표 1>은 표준적인 ADF 단위근 검정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5%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총 23개의 변수 중 21개 변수에서 단위근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고 있다.5) 5% 수준에서 단위

근 귀무가설이 기각된 변수는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의 2개뿐이었다.

  특히, 실업률과 CD수익률, 실질환율은 모두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이는 2장에서 설명한 바대로, 표준적인 ADF 검정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

치하는 것이다.

  실업률의 1차 자기회귀계수(first order autoregressive coefficients)는 0.892(=1-0.108)

로 추정되었다. 이는 실업률에 대한 충격의 효과가 상당히 지속적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실업

률에 대한 이력가설(hysteresis hypothesis)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CD수익률의 1차 자기회귀

계수는 0.918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 1과 같다는 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반면 인플레이

션율의 1차 자기회귀계수는 0.572로 비교적 낮게 추정되었고,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화폐의 중립성에 근거한 피셔효과(Fisher effect)에서 설명되

는 것과 달리 실질이자율이 I(1)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원/달러 실질환율과 엔/달러 

실질환율의 1차 자기회귀계수는 각각 0.921와 0.851로 추정되었고, 두 변수 모두 5% 유의수준

에서 단위근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이는 Balassa(1964)와 Samuelson(1964)의 TPPP 가

설에 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소비자물가지수와 주택가격지수는 단위근 귀무가설이 5% 유의수준에서는 기각되지 않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는 기각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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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목GDP 5 -0.006 -1.197

실질GDP 12 -0.012 -0.514

1인당 실질GDP 12 -0.052 -1.428

실질민간소비지출 4 -0.032 -1.267

실질총고정자본형성 12 -0.021 -0.871

산업생산지수 12 -0.053 -3.559 **

소비자물가지수 12 -0.020 -3.404 *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7 -0.428 -4.393 ***

취업자수 9 -0.064 -1.760

실업률 11 -0.108 -2.487

M2 2 0.008 1.620

화폐유통속도 8 -0.037 -2.242

제조업가동률 8 -0.147 -2.667

주당평균노동시간 12 -0.384 -2.362

노동생산성 12 -0.053 -0.986

시간당실질임 8 -0.033 -1.157

명목환율(원/달러) 3 -0.082 -2.331

명목환율(원/엔) 11 -0.149 -1.931

실질환율(원/달러) 3 -0.079 -2.334

실질환율(원/엔) 3 -0.089 -1.980

CD수익률(91일) 7 -0.082 -2.870

종합주가지수 10 -0.069 -2.546

주택가격지수 9 -0.079 -3.358 *

<표 1> ADF 검정 결과

            
 



      

주: 1) 최 시차 는 순차  방법으로 추정함.   로 설정함.

2) 검정통계량의 임계치는 Davidson and Mackinnon(1993)을 이용함.

3) ***,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2>는 한 번의 구조변화를 가정하는 Zivot and Andrews(1992)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Zivot and Andrews(1992) 검정에서는 5%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단위근 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변수가 18개 변수로 줄어들었다. ADF 검정에서 단위근 가설이 기각되었던 소비자물가지수증가

율은 Zivot and Andrews(1992) 검정에서도 단위근 가설이 기각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 실업

률, 주당평균노동시간, 원/달러 명목환율 등 4개 변수는 ADF 검정에서는 단위근 가설이 기각

되지 않았지만 Zivot and Andrews(1992) 검정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 가설이 기각되었

다. 한편, ADF 검정에서 단위근 가설이 기각되었던 산업생산지수는 Zivot and Andrews(1992) 

검정에서는 단위근 가설이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 않았다.

  특히, 한 번의 구조변화를 고려한 결과 실업률에 한 단 근 가설이 1% 유의수 에서도 

기각되고 있다는 에 주목하기 바란다. 실업률의 1차 자기회귀계수 추정치도 0.598로 낮아졌

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Papell et al.(2000)이 제기한 ‘실업률에 대한 구조주의적 관점

(structuralist theory of unemployment)’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CD수익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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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실진환율, 원/엔 실질환율은 여전히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 가설이 기각되지 않았

고, 1차 자기회귀계수의 추정치도 각각 0.843, 0.785, 0.843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구조변화의 시점을 보면, 실질민간소비지출, 취업자수, 실업률, 원/달러 명목환율, 원/엔 

명목환율, 원/달러 실질환율, 주택가격지수는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구조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화폐유통속도는 1979-81년 사이

에 구조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변수     

명목GDP 1973.2 1 0.982 -3.125

실질GDP 1992.4 9 0.858 -3.273

1인당 실질GDP 1987.4 12 0.874 -2.498

실질민간소비지출 1997.3 4 0.834 -3.987

실질총고정자본형성 1992.4 10 0.760 -4.040

산업생산지수 1988.1 10 0.902 -3.805

소비자물가지수 1979.3 12 0.896 -5.608 ***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1981.2 7 0.303 -6.253 ***

취업자수 1997.3 9 0.751 -3.725

실업률 1997.4 9 0.598 -6.939 ***

M2 1989.2 2 0.985 -1.158

화폐유통속도 1979.3 8 0.918 -4.047

제조업가동률 1987.4 2 0.710 -4.422

주당평균노동시간 1983.2 0 0.290 -7.425 ***

노동생산성 1995.1 12 0.274 -3.401

시간당실질임 1988.4 8 0.836 -3.706

명목환율(원/달러) 1997.3 3 0.729 -5.292 **

명목환율(원/엔) 1997.3 11 0.614 -4.124

실질환율(원/달러) 1997.3 3 0.785 -4.673

실질환율(원/엔) 1985.1 3 0.804 -3.688

CD수익률(91일) 1998.9 7 0.843 -4.569

종합주가지수 1986.4 10 0.809 -4.300

주택가격지수 1997.4 9 0.863 -4.623

<표 2> Zivot-Andrews 검정 결과

                 
 



       

주: 1) 최 시차 는 순차  방법으로 추정함.   로 설정함.

2) 검정통계량의 임계치는 Zivot and Andrews(1992)를 이용함.

3) ***,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3>에서 제시되듯이, Lumsdaine and Papell(1997) 검정에서는 5% 유의수준으로 기준으로 

단위근 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변수의 수가 14개로 감소했다. Zivot and Andrews(1992) 검정에

서 단위근 가설이 기각되었던 5개 변수는 Lumsdaine and Papell(1997) 검정에서도 단위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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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기각되고 있다. 실질민간소비지출, 제조업가동률, 원/달러 실질환율, CD수익률 등 4개 

변수는 Zivot and Andrews(1992) 검정에서는 단위근 가설이 기각되지 않았지만 Lumsdaine and 

Papell(1997) 검정에서는 5% 유의 수준에서 단위근 가설이 기각되고 있다. 한편, 1인당 실질

GDP, 실질총고정자본형성, 산업생산지수, 주택가격지수 등 4개 변수는 단위근 귀무가설이 5% 

유의수준에서는 기각되지 않았지만 10% 수준에서는 기각되었다.


    

명목GDP 1978.1 1994.3 5 0.796 -5.923

실질GDP 1979.4 1997.4 2 0.710 -5.640

1인당 실질GDP 1980.2 1997.3 3 0.550 -6.736 *

실질민간소비지출 1984.3 1997.3 11 0.249 -6.925 **

실질총고정자본형성 1980.1 1997.3 6 0.516 -6.768 *

산업생산지수 1977.1 1986.4 11 0.604 -6.588 *

소비자물가지수 1979.4 1998.1 12 0.792 -7.947 ***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1975.2 1981.3 10 0.030 -7.334 **

취업자수 1982.4 1994.4 11 0.439 -5.459

실업률 1986.1 1997.4 10 0.359 -9.970 ***

M2 1979.3 1998.3 12 0.912 -4.838

화폐유통속도 1975.3 1986.3 6 0.760 -6.300

제조업가동률 1986.1 1997.4 7 -0.267 -9.576 ***

주당평균노동시간 1986.1 1986.3 11 -0.152 -8.454 ***

노동생산성 1985.4 1995.4 11 -0.459 -4.549

시간당실질임 1989.1 1997.3 8 0.526 -5.829

명목환율(원/달러) 1987.4 1997.3 3 0.514 -7.842 ***

명목환율(원/엔) 1985.3 1997.3 11 0.403 -5.889

실질환율(원/달러) 1987.4 1997.3 3 0.523 -7.598 ***

실질환율(원/엔) 1985.3 1997.3 12 0.350 -6.217

CD수익률(91일) 1997.10 1999.7 5 0.705 -7.615 ***

종합주가지수 1991.3 2000.1 11 0.506 -5.491

주택가격지수 1989.4 1997.4 9 0.766 -6.684 *

<표 3> Lumsdaine-Papell 검정 결과

       
 



     
 



         
 



        

주: 1) 최 시차 는 순차  방법으로 추정함.   로 설정함.

2) 검정통계량의 임계치는 Lumsdaine and Papell(1997)을 이용함.

3) ***,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놀라운 점은 실업률과 CD수익률, 원/달러 실질환율에 한 단 근 가설이 모두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는 이다. 실업률의 1차 자기회귀계수는 0.359로 한 번의 구조변화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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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보다 40% 가량 낮게 추정되었다. CD수익률의 1차 자기회귀계수 역시 0.705로 비교  낮

게 추정되었고 단 근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는 인 이션율이 I(0)라는 제 하에서 명목이

자율과 인 이션율의 차이로 정의되는 실질이자율이 I(0)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달러 실질

환율의 1차 자기회귀계수 역시 한 번의 구조변화를 고려할 때보다 33% 낮은 0.523으로 추정되

었고, 단 근 귀무가설이 강하게 기각되었다. 이는 두 번의 구조변화를 고려하면 원화와 달러 

간에도 Hegwood and Papell(1998)이 제기한 準-TPPP 가설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 

두 번의 구조변화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엔/달러 실질환율에 해서는 단 근 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끝으로, 두 번의 구조변화를 고려하면 한 번의 구조변화만 고려할 때보다 더 많은 변수에서 

1997년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구조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정상성 검정 결과

  정상성 검정 결과도 단위근 검정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더 많은 구조변화를 고려

할수록 더 많은 자료에서 추세정상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자

료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단위근 검정에서는 일관되게 단위근 시계열로 판명되다가 정상성 검

정에서는 추세정상 시계열로 판명되는 등 접근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

다.

 

명목GDP 187.897 *** 제조업가동률 0.053

실질GDP 0.212 ** 주당평균노동시간 0.287 ***

1인당 실질GDP 0.077 노동생산성 0.333 ***

실질민간소비지출 0.171 ** 시간당실질임 0.335 ***

실질총고정자본형성 0.271 *** 명목환율(원/달러) 0.306 ***

산업생산지수 0.858 *** 명목환율(원/엔) 0.035

소비자물가지수 24.423 *** 실질환율(원/달러) 0.361 ***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0.065 실질환율(원/엔) 0.044

취업자수 0.216 *** CD수익률(91일) 0.877 ***

실업률 0.434 *** 종합주가지수 0.826 ***

M2 2.009 *** 주택가격지수 0.336 ***

화폐유통속도 0.289 ***

<표 4> KPSS 검정 결과

       

주: 1) 장기분산은 Sul et al.(2005)의 방법으로 추정함.

2) 검정통계량의 임계치는 Kwiatkowski et al.(1992)을 이용함.

3) ***,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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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GDP 1982.2 (0.35) 0.158 ***

실질GDP 1997.4 (0.78) 0.031

1인당 실질GDP 1987.4 (0.50) 0.018

실질민간소비지출 1997.4 (0.78) 0.068

실질총고정자본형성 1997.3 (0.77) 0.039

산업생산지수 1979.1 (0.26) 0.099 **

소비자물가지수 1980.3 (0.30) 0.019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1981.3 (0.33) 0.038

취업자수 1997.4 (0.78) 0.109 **

실업률 1997.4 (0.78) 0.032

M2 1991.4 (0.61) 0.239 ***

화폐유통속도 1981.3 (0.33) 0.028

제조업가동률 1988.1 (0.32) 0.011

주당평균노동시간 1988.4 (0.35) 0.036

노동생산성 1994.4 (0.58) 0.037

시간당실질임 1997.3 (0.68) 0.036

명목환율(원/달러) 1997.3 (0.68) 0.030

명목환율(원/엔) 1997.4 (0.69) 0.010

실질환율(원/달러) 1997.3 (0.68) 0.029

실질환율(원/엔) 1985.3 (0.22) 0.018

CD수익률(91일) 1998.8 (0.51) 0.026

종합주가지수 1987.2 (0.26) 0.020

주택가격지수 1992.01 (0.31) 0.042

<표 5> Kurozumi 검정 결과

            

주: 1) 장기분산은 Sul et al.(2005)의 방법으로 추정함.

2) 검정통계량의 임계치는 Kurozumi(2002)를 이용함.

3) ***,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4>는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Kwiatkowski at al.(1992)의 정상성 검정 결과를 보여

준다. 이를 보면, 총 23개 분석대상 중 18개 자료에서 추세정상 귀무가설이 5% 유의 수준에서 

기각되고 있다. 바꿔 말해, 18개 자료에서는 단위근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반면, 1인당 실질GDP,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제조업가동률, 원/엔 명목환율, 원/엔 실

질환율 등 5개 변수는 추세정상 가설이 5% 수준에서 기각되지 않았다. 그 중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은 ADF 검정에서도 단위근 가설이 기각되었던 변수였지만, 나머지 4개의 변수들은 ADF 

검정에서는 단위근 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던 변수였다.



- 14 -

 ()  () 

명목GDP 1980.01 (0.29) 1995.04 (0.72) 0.005

실질GDP 1979.04 (0.28) 1997.03 (0.77) 0.052 **

1인당 실질GDP 1980.01 (0.29) 1997.04 (0.78) 0.033

실질민간소비지출 1980.01 (0.29) 1997.04 (0.78) 0.015

실질총고정자본형성 1980.01 (0.29) 1997.03 (0.77) 0.035

산업생산지수 1979.02 (0.26) 1986.04 (0.47) 0.007

소비자물가지수 1980.03 (0.30) 1990.04 (0.58) 0.013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1975.04 (0.17) 1981.03 (0.33) 0.049

취업자수 1980.01 (0.29) 1997.04 (0.78) 0.057 **

실업률 1997.04 (0.78) 1999.03 (0.83) 0.085

M2 1981.03 (0.33) 1997.04 (0.78) 0.016

화폐유통속도 1975.03 (0.16) 1987.01 (0.48) 0.009

제조업가동률 1988.01 (0.32) 1997.04 (0.69) 0.009

주당평균노동시간 1986.01 (0.24) 1986.03 (0.26) 0.034

노동생산성 1982.04 (0.12) 1995.02 (0.60) 0.015

시간당실질임 1989.01 (0.36) 1997.03 (0.68) 0.047 **

명목환율(원/달러) 1987.03 (0.30) 1997.03 (0.68) 0.026

명목환율(원/엔) 1985.03 (0.22) 1997.04 (0.69) 0.012

실질환율(원/달러) 1987.04 (0.31) 1997.03 (0.68) 0.025

실질환율(원/엔) 1985.03 (0.22) 1997.04 (0.69) 0.014

CD수익률(91일) 1997.11 (0.46) 1998.09 (0.51) 0.04

종합주가지수 1987.02 (0.26) 1997.03 (0.67) 0.144 ***

주택가격지수 1991.04 (0.30) 2001.04 (0.80) 0.008

<표 6> Carrion-i-Silvestre and Sansó 검정 결과

                       

주: 1) 장기분산은 Sul et al.(2005)의 방법으로 추정함.

2) 검정통계량의 임계치는 Carrion-i-Silvestre and Sansó(2005)를 이용함.

3) ***,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실업률과 CD 수익률, 원/달러 실질환율은 추세정상 시계열이라는 귀무가설이 5% 유의수준에

서 기각되었다. 이는 ADF 검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업률의 이력가설, 실질이자율의 I(1) 가

능성, TPPP 가설의 낮은 현실 설명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변수는 엔/

달러 실질환율이다. 엔/달러 실질환율은 다양한 단위근 검정에서는 일관되게 단위근 시계열로 

나타났지만 Kwiatkowski at al.(1992) 정상성 검정에서는 추세정상 시계열로 나타났다. 즉, 

엔/달러 실질환율의 경우에는 접근 방법에 따라 TPPP 가설의 현실 설명력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5>는 한 번의 구조변화를 고려하는 Kurozumi(2002)의 정상성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분

석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총 23개 변수 중 명목 GDP, 산업생산지수, 취업자수, M2 등 단 4개

의 변수에서만 추세정상 귀무가설이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추세정상 귀무가설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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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19개 변수에는 실업률과 CD 수익률, 원/달러 실질환율, 엔/달러 실질환율도 포함되

었다. 따라서 정상성 검정을 이용하면 한 번의 구조변화만 고려해도 이들 변수와 관련된 다양

한 가설의 현실 설명력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구조변화의 시점은 1997년이 가

장 많이 선택되긴 했지만 비교적 넓게 분산되어 있었고 Zivot and Andrews(1992) 검정 결과와

도 차이를 나타냈다.

  <표 6>에는 두 번의 구조변화를 고려하는 Carrion-i-Silvestre and Sansó(2005) 검정 결과

가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총 23개의 변수 중 4개의 변수에서만 정상성 귀무가설이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특히, 실업률과 CD수익률, 원/달러 실질환율, 엔/달러 실질환율은 

모두 5% 유의수준에서 정상성 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단 근 검정

귀무가설: 단 근 시계열

정상성 검정

귀무가설: (분 ) 추세정상 시계열

ADF Z&A L&P KPSS Kurozumi C&S

명목GDP 기각 기각

실질GDP 기각 기각

1인당 실질GDP

실질민간소비지출 기각 기각

실질총고정자본형성 기각

산업생산지수 기각 기각 기각

소비자물가지수 기각 기각 기각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기각 기각 기각

취업자수 기각 기각 기각

실업률 기각 기각 기각

M2 기각 기각

화폐유통속도 기각

제조업가동률 기각

주당평균노동시간 기각 기각 기각

노동생산성 기각

시간당실질임 기각 기각

명목환율(원/달러) 기각 기각 기각

명목환율(원/엔)

실질환율(원/달러) 기각 기각

실질환율(원/엔)

CD수익률(91일) 기각 기각

종합주가지수 기각 기각

주택가격지수 기각

<표 7> 단위근과 정상성 검정 결과 종합 

주: 1) 5% 유의수  기 임.

2) Z&A: Zivot and Andrews(1992), L&P: Lumsdaine and Papell(1997), KPSS: Kwiatkowski et al.(1992), 
Kurozimi: Kurozumi(2002), C&S: Carrion-i-Silvestre and Sansó(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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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표 7>은 본고에서 수행한 다

양한 단위근 검정과 정상성 검정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첫째, 구조변화와 무관하게 다양한 단위근 검정과 정상성 검정 모두에서 단위근 가설이 지

지되는 변수로, 취업자수가 여기에 속한다. 검정방법에 따라 가끔씩 예외적인 결과가 있기도 

했지만 명목 GDP와 실질 GDP, M2, 시간당 실질임금, 종합주가지수도 대체로 이러한 범주에 속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구조변화와 무관하게 모든 검정에서 추세정상 가설이 지지되는 변

수로,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이 유일한 예이다. 셋째,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단위근 가

설이 지지되나 구조변화를 고려하면 추세정상 가설이 지지되는 변수들이다. 실질민간소비지

출,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주당평균노동시간, 원/달러 명목환율, 원/달러 실질환율, CD수

익률이 그에 속한다. 넷째, 정상성에 대한 해석이 구조변화 여부보다는 단위근 검정과 정상성 

검정 중 어느 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들이다. 1인당 실질GDP, 실질총고정자본

형성, 제조업가동률, 노동생산성, 원/엔 명목환율, 원/엔 실질환율, 주택가격지수가 그러한 

예로서, 이들 변수들은 단위근 검정에서는 단위근 가설이 지지되지만 정상성 검정에서는 추세

정상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구조변화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경제변수의 단위근 또는 정상성 여부를 검정할 때 구조변화의 효과

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의 거시경제시계열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조변화가 발생했는가? 사실, 앞서 살펴본 단위근 검정과 정상성 검

정에서는 구조변화의 발생 여부와 횟수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Zivot and 

Andrews(1992) 검정과 Kurozumi(2002) 검정에서는 한 번, Lumsdaine and Papell(1997), 

Carrion-i-Silvestre and Sansó(2005) 검정에서는 두 번의 구조변화가 발생했다고 가정한 상

황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장에서는 구조변화의 발생 여부와 횟수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앞 장의 논의를 보완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이는 Ben-David and Papell(2000)과 Prodan(2003)에서 이용된 것

과 동일한 모형이다.

     
 



   
 



   
 



                             (8)

  우선, 한 번의 구조변화가 발생했다(  )는 대립가설에 대하여 구조변화가 발생하지 않았

다(  )는 귀무가설을 Andrews(1993), Bai and Perron(1998, 2003) 유형의   통계량을 

이용하여 검정한다. 만약, 구조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설이 기각되면, 두 번의 구조변화

가 발생했다(  )는 대립가설에 대하여 한 번의 구조변화가 발생했다(  )는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 에 대하여   ∣ 검정이 기각되지 않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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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구조변화 횟수 을 결정한다.

  그런데, Prodan(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순차적 방법(sequential method)은 구조

변화의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검정력이 현격히 낮아진다는 문제를 갖는다. 즉, 서로 상반된 

방향의 두 번의 구조변화가 발생한 경우 한 번의 구조변화가 발생했다는 대립가설에 하에서는 

구조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귀무가설이 잘 기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6)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 검정이 기각되지 않았을 경우 각각의 

고정된 구조변화 횟수  ≥ 에 대하여   ∣ 검정을 수행하였고, 해당 검정이 기각되면 

주어진  ≥ 에서부터   ∣ 검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구조변화의 횟수 을 결

정하였다. 검정통계량의 임계치는 1000번의 붓스트랩 반복시행을 통해 구하였다.

  과거시차항의 최적시차 은 단위근 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순차적 방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구조변화의 시점은 식 (8)의 잔차제곱합(SSR)이 최소가 되는 시점들로 선택하였다. 단, 본 연

구에서는 Bai and Perron(1998, 2003)과 마찬가지로  번째의 구조변화 시점   추정 시 이

전 단계에서 도출한    ⋯     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순차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구조변화의 시점들이 너무 가깝게 위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 

∈ 의 제약조건을 부과하였고, 의 값은 0.05로 설정했다.

        ∣   -값

실업률

1 1997.04 39.060 10 0.001

2 1999.04 46.438 10 <0.001

3 1986.01 25.142 11 0.074

4 1979.01 15.786 11 0.267

CD수익률

1 1998.03 24.049 8 0.060

2 1997.06 49.834 9 0.002

3 1993.05 22.941 11 0.074

4 1994.01 25.882 11 0.033

5 2002.10 4.303 11 0.864

원/달러 실질환율

1 1997.03 30.419 4 0.131

2 1998.04 71.285 4 <0.001

3 1987.01 11.677 4 0.596

<표 8> 구조변화 검정 결과

주: 1) 원/달러 실질환율의   ∣   통계량은 126.571로 계산됨. 그에 한 붓스트랩 p-값은 0.001보다 작았음.

  실업률과 CD 수익률, 원/달러 실질환율에 대하여 이러한 구조변화 검정을 수행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실업률의 경우 첫 번째 구조변화의 시점은 경제위기 시기인 1997년 

4분기로 추정되었다.   ∣ 통계량은 39.060으로 계산되었고, 구조변화가 발생하지 않

6) Papell and Prodan(2004)은 이와 같은 변화를 "제약된 구조변화(restricted structural change)"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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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는 귀무가설은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구조변화 시점은 

1999년 4분기와 1986년 1분기로 추정되었고,   ∣ 통계량과   ∣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했다. 네 번째 구조변화 시점은 1979년 1분기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은 10% 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업률에서는 총 3번의 구조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실업률 CD수익률 원/달러 실질환율

구조변화 시점:

  1986.01 1993.05 1997.03

  1997.04 1994.01 1998.04

  1999.04 1997.06 -

  - 1998.03 -

회귀계수 추정결과:


1.563

(4.590)

2.11

(2.938)

1.101

(3.267)


0.003

(1.032)

-0.091

(-2.026)

-0.001

(-2.143)

 
-0.538

(-4.329)

1.805

(2.563)

0.376

(10.247)


-0.008

(-1.634)

-0.188

(-1.507)

-0.104

(-8.018)

 
2.96

(10.350)

1.264

(2.464)

0.224

(5.659)


-0.349

(-5.048)

0.269

(2.279)

0.103

(7.958)

 
0.646

(1.730)

1.373

(17.115)
-


0.338

(4.656)

-0.557

(-4.073)
-

  -
0.238

(1.671)
-

 -
-0.19

(-1.350)
-

<표 9> 구조변화 모형 추정 결과

      
 



     
 



   
 



       

주: 1) 호 안의 수치는 -통계량을 나타냄.

2) 에 한 추정 결과는 지면 계상 제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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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업률, CD수익률, 원/달러 실질환율의 추이와 구조변화

a) 실업률

1

2

3

4

5

6

7

8

9

1 9 7 5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5

a c t u a l t r e n d

b) CD수익률

0

4

8

1 2

1 6

2 0

2 4

1 9 9 2 1 9 9 4 1 9 9 6 1 9 9 8 2 0 0 0 2 0 0 2 2 0 0 4

a c t u a l t r e n d

c) 원/달러 실질환율

6 . 7

6 . 8

6 . 9

7 . 0

7 . 1

7 . 2

7 . 3

7 . 4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5

a c t u a l t r e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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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방식으로 CD 수익률에 대한 구조변화 검정 결과를 보면, CD 수익률에서는 총 4번의 구

조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변화의 시점은 1993년 5월, 1994년 1월, 1998년 3월, 

1997년 6월이 선택되었다.

  원/달러 실질환율은   ∣ 검정이 10%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 검정과   ∣ 검정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한편, 

  ∣ 검정은 10%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순차적 분

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 구조변화가 없었다(  )는 가설이 기각되지 않은 것은, Papell and 

Prodan(2004)이 강조하듯이, 실제로 구조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 서로 상반된 

내용의 구조변화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원/달러 실질환율의 구조변화 시점은 

1997년 3분기와 1998년 4분기로 추정되었다.7)

  <표 9>는 각각의 변수별로 구조변화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절편 변화를 

나타내는   뿐 아니라 시간추세의 기울기 변화를 나타내는   항의 설명력도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의 움직임은 절편과 시간추세의 기울기 변화

를 동시에 허용하는 혼합모형(mixed model)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은 실업률, CD수익률, 원/달러 실질환율의 추이와 확정적 추세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8)

  결국, 실업률과 CD수익률, 원/달러 실질환율 모두에서 적어도 2번 이상의 구조변화가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변화를 고려하면 실업률과 CD수익률, 원/달러 실

질환율은 모두 분절-추세 정상 시계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업률의 성격, 피셔효과를 분

석하기 위한 분석절차, 구매력 평가설의 현실 설명력을 이전의 관점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

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실업률의 경우 단순한 자연실업률 가설이나 이력 가설이 아닌 자연

실업률 자체의 이동을 고려하는 실업률에 대한 구조주의적 관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장기 

피셔 가설과 관련해서는 명목이자율이 분절 추세 하에서의 정상시계열이라면 인플레이션율 역

시 I(0)라는 전제 하에서 두 변수 간의 균형관계를 공적분 관계로 접근하는 분석은 잘못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9) 끝으로,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그에 반하는 실

증결과가 우세했던 PPP 가설 및 TPPP 가설과 달리 準-TPPP 가설(Quasi Purchasing Power 

Parity)은 상당한 현실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경제시계열의 정상성 여부는 경기변동모형의 연구와 정책운용 방향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ADF 검정과 KPSS 검정 뿐 

7) 1980년대 중반에 실질환율이 큰 폭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구조변화 검정에서는 해당 시기가 구조변화의 시점으

로 식별되지 않았다. <그림 1>에서도 이 기간에 아무런 구조변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발전된 분석을 통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8) <그림 1>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추세선은 상수항과 시간추세, 그리고 각각의 구조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0 또는 1의 값을 갖

는 절편 변화 및 기울기 변화 가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모형을 통상최소자승법(OLS)로 추정한 결과이다.

9)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피셔 가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들 변수 간의 장기 관계를 공적분 분

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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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Zivot and Andrews(1992), Lumsdaine and Papell(1997), Kurozumi(2002), 

Carrion-i-Silvestre and Sansó(2005) 등 구조변화의 효과를 고려하는 단위근 검정과 정상성 

검정을 이용하여 한국 거시경제 시계열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더 많은 구조변화를 허용할수록 단위근 가설이 기각되고 추세정상 가설이 지지

되는 경우가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실질민간소비지출,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주당평균노동시간, 원/달러 명목환율, 원/달러 실질환율, CD수익률은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

으면 단위근 가설이 지지되지만 구조변화를 고려하면 추세정상 가설이 지지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변수의 단위근 또는 정상성 여부를 검정할 때 구조변

화의 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변화가 실업률과 명목이자율, 실질환율의 단위근 검정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였다. 이들 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는 실업률의 동학에 대한 자연

실업률 가설과 이력 가설,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장기 균형관계에 대한 피셔 가설, 환

율결정이론으로서의 구매력평가설의 현실 설명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표준적인 ADF 검정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이 단위근 시계열로 해석되는 경

우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실업률과 CD수익률, 원/달러 실질환율은 모두 

적어도 2번 이상의 구조변화를 겪었고, 그러한 구조변화를 고려하면 분절-추세정상 시계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기한 이론들의 현실 설명력을 기존의 

관점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근거를 제공한다. 즉, 실업률과 환율의 경우에는 실업

률에 대한 구조주의적 관점과 準-TPPP (Quasi trend PPP) 관계가 강조될 필요가 있고, 피셔가

설의 경우에는 공적분 분석이 아닌 VAR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는 다양한 검정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 경제에 적용하는데 중점을 두었

기 때문에, 부득이 다양한 모형들의 검정 결과들을 비교하여 결론을 추론하는 간접적인 방법

을 택하게 되었다. 이와 달리 단위근 가설과 정상성 가설, 또는 구조변화 가설과 단위근(정상

성) 가설을 결합 검정(joint hypothesis test)함으로써 결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참고로, Carrion-i-Sivestre et al.(2001), Carrion-i-Silvestre and 

Sansó(2006) 등에 의해 제한된 일부 가설에 대한 결합 검정 방법은 제시되고 있으나, 본고에

서 고려한 것과 같은 다양한 가설들에 대한 결합 검정법은 아직까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

이다.

  둘째,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구조변화의 유형들을 고려하여 단위근 검정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방안으로는 구조변화 하에서의 단위근 가설을 귀무가설로 하는 

LM 단위근 검정(Lee and Strazicich, 2003), 지속성 변화에 대한 검정(Harvey et al., 2006), 

분산의 구조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Kim et al., 2002),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비선형 추세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정상성) 검정(Becker et al., 2006)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본고에서는 개별 변수의 구조변화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고의 실증결과를 바탕

으로 필립스 곡선과 피셔 가설, (실질)환율과 거시경제변수 간의 관계 등 경제변수들 간의 관

계를 재검토하는 시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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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기간 표본수 자료출처

명목GDP 분기 1970:1Q-2005:4Q 144 한국은행, ECOS

실질GDP 분기 1970:1Q-2005:4Q 144 한국은행, ECOS

1인당 실질GDP 분기 1970:1Q-2005:4Q 144 필자 가공, 각주 1)

실질민간소비지출 분기 1970:1Q-2005:4Q 144 한국은행, ECOS

실질총고정자본형성 분기 1970:1Q-2005:4Q 144 한국은행, ECOS

산업생산지수 분기 1970:1Q-2005:4Q 144 통계청, KOSIS

소비자물가지수 분기 1970:1Q-2005:4Q 144 한국은행, ECOS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분기 1970:1Q-2005:4Q 144 필자 가공, 각주 2)

취업자수 분기 1970:1Q-2005:4Q 144 통계청, KOSIS

실업률 분기 1970:1Q-2005:4Q 144 통계청, KOSIS

M2 분기 1970:1Q-2005:4Q 144 한국은행, ECOS

화폐유통속도 분기 1970:1Q-2005:4Q 144 필자 가공, 각주 3)

제조업가동률 분기 1980:1Q-2005:4Q 104 통계청, KOSIS

주당평균노동시간 분기 1980:1Q-2005:4Q 104 통계청, KOSIS

노동생산성 분기 1980:1Q-2005:4Q 104 필자 가공, 각주 4)

시간당실질임 분기 1980:1Q-2005:4Q 104 필자 가공, 각주 5)

명목환율(원/달러) 분기 1980:1Q-2005:4Q 104 한국은행, ECOS

명목환율(원/엔) 분기 1980:1Q-2005:4Q 104 한국은행, ECOS

실질환율(원/달러) 분기 1980:1Q-2005:4Q 104 필자 가공, 각주 6)

실질환율(원/엔) 분기 1980:1Q-2005:4Q 104 필자 가공, 각주 7)

CD수익률(91일) 월 1991:3M-2005:12M 178 한국은행, ECOS

종합주가지수 분기 1981:1Q-2005:4Q 100 증권거래소

주택가격지수 분기 1986:1Q-2005:4Q 80 국민은행,

부록

<표 A-1> 이용 자료

주: 1) 1인당 실질GDP=실질GDP/15세이상인구. 15세 이상인구는 통계청, KOSIS에서 구함.

2) 소비자물가지수의 로그차분변화율, 연율.

3) 화폐유통속도=명목GDP/M2.

4) 노동생산성=실질GDP/(취업자수*연평균노동시간). 연평균노동시간은 주당평균노동시간을 이용해 구함.

5) 시간당실질임 =월평균임 총액/월평균노동시간/소비자물가지수. 월평균임 총액과 월평균노동시간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구함.

6) 원/달러 실질환율=명목환율*미국소비자물가지수/한국소비자물가지수. 미국소비자물가지수는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서 구함.

7) 실질환율(엔/달러)=명목환율*일본소비자물가지수/한국소비자물가지수. 일본소비자물가지수는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서 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