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을 위한 소규모 동태적 예측모형 개발

박 무 환

  본 연구는 하나의 거시경제 분석틀로서 동태적․확률적․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이 개발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미시적 기초에 근거를 둔 경제

전망을 위한 동태적 예측모형(DPM, dynamic projection model)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및 미국 경제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인 산출량 갭, 실업률 갭, 물가상승률, 단

기 및 시장 이자율, 임금, 그리고 환율에 대한 소규모 분기 동태적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의 구

조를 보면, 국내경제는 신용제약을 포함한 GDP, 물가․임금, 고용, 금리, 대외 등 5개 거시경제변수 블

록의 35개 방정식으로, 미국경제는 신용제약을 포함한 GDP, 물가, 고용, 금리 등 4개의 거시경제변수 

블록의 21개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금융-실물간의 연계를 위하여 은행대출태도 변수 형태

의 금융변수를 모형에 도입하였다. 본 모형은 2001년 1/4분기～2009년 4/4분기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베이지언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되었다. 베이지언 추정모형은 사후적 추정치, 충격반응함수, 그리고 표

본 내 예측에 대한 평방자승근예측오차 관점에서 단․중기 예측에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국민연금재정추계를 위한 연금수리모형(actuarial model)에 외생변수로 투입되는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인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 시장금리에 대한 표본외 전망의 기준선을 구축하는데 본 모

형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하나의 사례로 비조건부 전망을 수행하였다. 

   

*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니

고 전적으로 집필자의 견해임.



I. 서론

 경제의 개방화 및 금융시장의 통합화 진전 등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글로벌 금융충격의 동조화

(synchronization) 현상이 최근 들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는 국내 경제 및 금

융부문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연금재정 추계모형인 연금수리모형

(actuarial model)1)에 외생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미래 예측력 제고를 위

한 예측모형의 개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거시경제계량모형은 단순하면서도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형 내에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 등 미시적 기초 (micro-foundation)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

에서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에 취약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IMF 및 주요국 중앙은행 등에서 경제예측이나 정책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실물경기

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과 뉴 케인지안의 재화가격 및 임금 경직성 등이 고려된 동

태적․확률적․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형태의 모형개발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형은 거시경제 분석의 기본 틀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

세이다. 특히 IMF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메커니즘을 반영한 글로벌 동

태적 예측모형(global projection model)을 개발하고 이를 예측모형으로 활용하고 있다.2)

  한편, 공적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연금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미시적으로 구현하

고 있는 확정적(deterministic) 연금수리모형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연금재정추계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3) 최근 들어 미국 OASDI(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 등 주요국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확정적 모형과 

더불어 확률적(stochastic) 모형을 개발하여 연금재정추계결과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실현 가능성

을 상호 보완적으로 검토하는 추세에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미시경제이론에 기반을 두고 연금수리모형

에 외생적으로 투입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동태적 예측모형(DPM)을 개발4)한

다. 본 모형은 전술한 IMF 및 한국은행의 동태적 예측모형들이 통화정책과 여타 경제부문의 상호작용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데 비해, 국민연금재정추계를 위한 연금수리모형에 주요 입력변수로 작용하

1) 연금재정 추계모형으로는 연금수리모형(actuarial model), 거시경제계량경제모형(macro-econometric model), 중첩세대

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 등이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1988년)의 역사가 짧으며 관련 시

계열  자료가 미흡하고 또한 제도개선 등 재정계산의 목적에 비추어 연금제도의 자세한 부분까지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연금수리모형을 재정추계모형으로 이용하고 있다.

예측중심의 DSGE모형은 경기순환과 경제성장을 수요, 공급, 및 경제정책 충격 등 경제시스템내의 임의 충격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내생적으로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경제충격은 외생변수, 경제주체들의 반

응은 내생변수, 경제시스템은 내생․외생변수로 연계되는 구조식과 각종 시계열 분석을 통한 행태방정식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DSGE모형은 특정 거시경제변수의 움직임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거나 모형

에는 포함되지 않는 변수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한 경제예측을 위하여 시도되

었다는 점에서 연금재정추계와 관련된 주요 가격변수 중심의 소규모 예측모형의 설계에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3년 및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계산이 수행되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이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매년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추계도 실시하고 있다.

4) 이는 주요 거시 및 정책 변수들의 동태적 관계가 DSGE 모형에서 도출되는 구조식과 각종 시계열 분석을 통해 설정한 행태

방정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혼합형(hybrid) DSGE모형이다. 여기에서는 국내경제 및 미국경제

를 대상으로 단․중기 경제전망 및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이 가능한 2국가 모형으로 개발한다. 



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들, 즉 경제성장률,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등을 중심으로 모형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5)

  본 연구의 구성을 보면, 제II장에서는 최근 DSGE에 기반을 둔 IMF, 한국은행 등의 경제전망용 모형

의 특징 및 활용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III장 제1절에서는 국내경제를 

대상으로 GDP, 물가 및 임금, 고용, 금리, 대외 등 5개 부문의 거시경제변수 블록, 미국경제를 대상

으로 GDP, 물가, 고용, 금리 등 4개 부문의 거시경제변수 블록, 그리고 최근 금융위기를 반영하는 대

리변수로 금융기관대출태도지수를 포함하는 소규모 동태적 예측모형을 설계하고, 제2절에서는 모수추

정 방법론으로서 베이지언 접근방법(Bayesian Approach)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공적연

금의 중기재정추계 관련 예측모형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향후 5년간의 중기예측 시계에 대

한 모형의 예측력을 검증하고 본 모형을 이용하여 비조건부 예측(unconditional forecasting)을 수

행한다. 제I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관련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한다. 

II. 기존문헌 검토

  본장에서는 국내외 거시경제계량모형의 발전과정 및 개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본 연구의 

모형구축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연구개관

  거시경제계량모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Klein(1950)의 Interwar 모형을 효시로 1960∼1970년

대에는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s)를 반영하는 케인지언의 총수요체계의 전통적인 케인지

언(Keynesian)의 소규모 거시경제모형이 개발이 주축을 이루었다. 

  1980년대의 모형개발 추이를 보면, 첫째, 경제규모나 범위의 확대, 경제구조의 복잡성, 및 컴퓨터 

연산능력의 발전 등으로 모형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그 구성이 복잡화되었다.6) 둘째,   다양한 독립적

인 모형들을 결합시켜 하나의 거대한 종합모형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예로, 거

시경제모형을 산업연관모형에 접목시키거나,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거시경제모형들과 결합하여 일종의 

세계모형(link model)을 구축한다든지, 경제주체들의 미시적 경제행위를 거시경제모형에 결부시키는 

미시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거시경제모형의 개발이 추진되었다. 셋째, 거시경제모형내의 행태방정식 설

정에 있어서 선형함수 일변도에서 비선형함수(non-linear function)도 상당히 포함되었다. 이는 컴

퓨터 연산능력의 발달에 따라 선형함수의 경우에 비해 비선형함수의 해를 구하는 어려움이 해결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Lucas(1976)가 거시경제모형을 예측이나 정책효과 분석에 이용하는

데 대하여 이론적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후, 대규모 모형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대두됨에 따

라 수백 개에 달하던 방정식의 수를 가능한 줄이려는 경향이 나타났다.7) 

5) 연금수리모형에서 시장금리,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은 각각 기금투자수익률의 대리변수로서 기금투자수입 추

계, 연금 보험료수입과 연금 급여지출을 결정하는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주요 가정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전술한 IMF 및 한국은행의 거시경제블록, 즉 금리블록에 정책금리와 더불어 시장금리 대리변수로 회사채유통수

익률을, 그리고 물가블록에 소비자물가와 더불어 전 산업임금을 추가한 DSGE모형을 구축한다.

6) 예로,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이나 영국 영란은행들의 경우 모형의 행태방정식이 200여개 달하는 등 변수와 행태방

정식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모형의 대형화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이나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현저하

게 어렵게 되었으며, 계량경제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형모형은 일반적으로 통상최소자승추정방법(OLS, 

ordinary least square method), 2단계 최소자승추정방법(2SLS, two stage least square method)을 활용하는데 

그쳤다. 

7) 전통적인 케인지언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행태방정식의 추정계수는 각종 경제정책의 변경이나 경제구조의 변화에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모형 전체에 경제구조를 반영하는 제약을 부과하거나 

경제주체들의 확률적 기대를 반영하는 소규모 모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주요 

전망기관에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모형 추정의 어려움이나 포괄범위 및 활용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는 중대형 거시경제모형이 주류를 이루었다. 

  2000년대에는 거시경제이론과 계량경제학의 발전을 반영하는 동태적․확률적․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이 미국, 일본, EU,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거시경제모형은 거시경제학 및 계량경제학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Lucas 

(1976) 비판에 따라 기존 거시경제모형에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를 도입하려는 노력

이 진행되었다. 기존 거시경제모형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케인지언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외생

변수와 내생변수를 구분하고 식별(identification)을 위해 단기동학에 제약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모형의 추정은 통상최소자승방법(OLS)이나 도구 변수방법(IV, instrument Variables)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Sims(1980) 비판, 즉 기존 거시경제모형의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형의 단기동학

에 불가능한 제약을 설정한다는 주장에 따라 거시경제 분석에서 벡터자기회귀모형(VAR, vector 

autoregressiv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Doan, Litterman and Sims(1984)의 방법론

에 따라 무 제약, 베이지언, 구조화된 VAR모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모형은 전통적인 케인지언 모형

의 함수식처럼 특정 거시경제 변수가 다른 거시경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과관계를 가정하지 않

고, 모형 내 모든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내의 모든 변수들의 

현재 관측치는 내생변수가 되고 모든 시차변수들은 설명변수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VAR모형은 

그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모수가 최적화 과정에서 도출된 불변적 모수가 아니라 벡터자기회귀 

방정식을 추정하여 얻은 추정치라는 점에서 Lucas 비판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VAR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예측이나 충격반응 분석에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변수간

의 관계식 형태로 경제구조를 모형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평가 목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셋째, Kydland and Prescott(1982)의 실물경기변동이론(RBC, real business cycle 

theory)에서 유래된 가계부문과 기업의 최적화 이론(optimization theory)을 모형 내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동태적․확률적․일반균형모형(DSGE)이다.8) 실물경기변동이론에 의해 도입된 DSGE 모형은 당초 

그 주안점이 생산성 충격과 같은 실물적인 요인에 있었으나, 조정비용, 특이성 및 내생적 기술진보 등 

명목적인 요인들도 분석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나 기대를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초기모형은 통화적인 요인이 단기적 경기변동에 영향이 없다는 화폐의 단

기적 중립성(short-run neutrality of money) 등 현실과는 괴리된 점 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1990년대에 들어 뉴 케인지언 모형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RBC 모형의 DSGE 방법론을 이용하되 비

현실적인 완전경쟁과 신축적 가격이라는 기존의 두 가지 가정을 완화하였다. 즉, 시장구조는 불완전 

경쟁적이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적 경쟁기업들이 제품가격을 결정하며, 또한 가격은 신축적이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경제예측이나 거시경제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Lucas(1976)는 이러한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비판은 Sims(1980)로부터 제기되었다. 즉, 전

통적인 케인지언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식별조건(identification condition)은 미시적 기반(micro- foundation)

이 결여된 데에다 직관 등에 의존한 매우 단순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으로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시경제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8) 전통적인 케인지언 모형의 소비나 투자함수식은 가계나 기업의 최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출되는 1계조건(first 

order condition)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1계 조건에 나타나는 모형의 모수들(parameters)은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위로부터 유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정책변경이나 경제구조의 변화와는 무관한 이른바 불변적 모수(deep or 

structural parameter)가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Lucas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지 않으며 독점적 경쟁기업들이 가격을 조정하는 주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됨으로 이른바 가격 

경직성(price rigidities)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도출된 케인지언 모형은 Lucas 비판

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이자율 또는 통화량이 소비나 투자 등의 실질변수에 영

향을 미친다는 화폐의 단기적 비 중립성(short-run non-neutrality of money)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현대 화폐경제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거시경제 분석방법은 단기적인 케인지언 분석과 

장기적인 고전학파 분석을 결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신신고전학파 결합(NNS, new neoclassical 

synthesis)이라고 지칭되었다.9)

   2000년대에 들어 뉴 케인지언 유형의 재화가격 및 임금 경직성, 미래 기대변수 등이 포함된 DSGE 

모형은 학계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 IMF 등 국제기구 등에서도 거시경제 분석의 기본 틀로서 널

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10) 그러나 아직 전통적인 케인지언 체계의 거시경제모형에 비해 모형

의 유연성(flexibility)이 부족하고 개발 역사가 짧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주 모

형으로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진국 중앙은행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거시경제모형을 주 모형으로 하고11), DSGE모형이나 

VAR 모형 등을 보조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한

국은행 및 KDI를 중심으로 거시경제모형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최근에 이르기까지 경제전망, 

정책효과 분석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모형들이 개발되었다. 한국은행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전통

적인 거시경제모형에 대한 보조모형으로 DSGE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2. 국내외 경제전망용 DSGE 모형 개발 사례

  2000년대 후반에 들어 경제전망을 위한 DSGE모형의 개발 및 활용 사례로는 Carabenciov et al. 

(2008a, 2008b,2008c) 등이 개발한 IMF의 GPM(global projection model), 강희돈․편도훈 (2009)

이 개발한 한국은행의 BOKDPM(BOK dynamic projection model)모형을 들 수가 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GPM(Carabenciov et al., 2008a)은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기존 DSGE모형에서 

추세성장률을 고정시키고 장기추세를 선형화했던 것과는 달리 추세 내생화 기법을 통해 장기추세 자체

가 변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측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단순모형에서는 각 부문별로 원 시계열의 정의, 추세 내생화, 증감률, 순환변동 등을 묘사하는 4∼

5개의 행태방정식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변수와 16개의 모수로 구성되어 있다. 모수는 1994∼1997년 

기간의 계절조정 실질 GDP,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정책금리 분기 시계열 자료에 베이지언 추정방

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러한 단순모형에 이어 Carabenciov et al. (2008b, 2008c)은 개별국가의 GPM을 연결하여 미국, 

유로지역, 일본경제를 포함하는 다국가 모형으로 확장하였다. 확장모형은 4개의 방정식을 추가하여 총 

9) Goodfriend and King (1997) 참조. 

10) 주요국의 중앙은행 및 국제기관들의 DSGE모형 개발현황을 보면, Bank of Canada (ToTEM), Bank of England(BEQM), 

Central Bank of Chile(MAS), Central Reserve Bank of Peru(MEGA-D), European Central Bank(NAWM), Norges 

Bank (NEMO), Sweden Sveriges Riksbank(RAMSES), USA Federal Reserve(Edo, SIGMA), IMF(GEM, GIMF, GPM), 일

본은행 JEM, 한국은행(BOKDSGE, BOKDPM) 등이 있다. 

11) 전통적인 케인지언 대 형 거시경제모형의 구조방정식 체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형을 개발․운용하는 이유

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경제 현상과 그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장․단기 예측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정책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운용 시나리오의 현실 

부합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분석주체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체계적이며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측과정이 및 절차의 투명성과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이 구조방정식의 

체계가 가지는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구조방정식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지향적 기대 형성 등을 보완하는 방식으

로 모형을 개선하여 활용하고 있다.  



구분
IMF(2008b) 한국은행(2009)

행태방정식 정의식 소계 행태방정식 정의식 소계
GDP 블록 1 5 6 5 3 8
물가 블록 1 1 2 4 6
고용 블록 1 2 3 3 1 4
금리 블록 1 3 4 4 5 9

대외거래 블록 1 5 6 4 1 5
합계 5 15 20 18 14 32

15개 방정식, 24개 변수와 18개의 모수로 구성되었으며,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을 연계하고 유가를 설

명변수로 추가하였다. 모수는 1994Q1∼2008Q1 기간의 계절조정 실질 GDP,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정책금리 분기 시계열 자료에 베이지언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한편, BOKDPM(강희돈․편도훈, 2009)은 IMF의 GPM을 기초로 이론적인 정합성을 가진 일반적인 DSGE

모형 구조에 대외충격의 주요한 국내경제 파급경로로서 미국경제를 국내경제에 추가한 2국가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의 구조를 보면, 국내경제는 GDP(신용제약 포함), 물가, 고용, 금리 및 대외거래(환율 포함) 

등 5개 거시변수 블록, 32개 방정식, 44개의 모수, 18개의 외생충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경제는 

대외거래 블록 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국내경제와 같은 구조로 설계되었는데, 총 4

개 블록, 19개 방정식, 20개 모수, 11개의 외생충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수는 2000∼2008년 기간

의 국내 및 미국의 계절조정 실질 GDP,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정책금리, 및 대출태도지수, 그리고 

국내경제의 경상수지, 원/달러환율, GDP 디플레이터, CD 유통수익률 등 총 14개의 분기 시계열 자료

에 베이지언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IMF의 확장모형 및 한국은행의 국내경제에 대한 BOKDPM 모형의 기본구조를 비교하

면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IMF 및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중심모형 비교

  전술한 IMF 및 한국은행의 활용사례와 관련된 시사점으로 먼저, 경제전망 중심모형의 경우 주요 거

시 및 정책 변수들의 동태적 관계가 DSGE 모형에서 도출되는 구조식과 각종 시계열 분석을 통해 설정

한 행태방정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설계 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혼합형(hybrid) DSGE모형이

다. 이와 같은 비모형적 접근법(atheoretical approach)은 DSGE모형이 특정 거시경제변수의 움직임

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거나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는 변수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한 경제예측을 위하여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연금재정추계와 관련된 주요 가

격변수 중심의 소규모 예측모형의 설계에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III장에서는 연금재정추계 시 외생변수로 투입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인 물가, 

시장금리, 및 임금상승률 등 주요 가격변수를 중심으로 소규모 동태적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예측모형

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살펴본다.12)

12) 전술한 IMF 및 한국은행의 동태적 예측모형은 통화정책과 여타 경제부문의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

면, 본 연구는 연금수리모형에서 보험료수입 및 연금급여지출 재정추계에 있어서 주요 가정변수들인 시장금리, 물

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등 가격변수 중심으로 모형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즉, 시장

금리는 기금투자수익률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기금투자수입을 산출하고,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은 연금 보험

료수입과 연금 급여지출을 결정하는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주요 가정변수로 작용한다.   



III. 동태적 예측모형(DPM)

  본장에서는 동태적 예측모형의 구조, 균형, 모수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 그리고 모형의 충격반응함

수를 살펴본다. 

1. 모형의 구조

  본 모형은 전술한 IMF(2008b)을 토대로 연금재정추계에 외생적으로 투입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 

GDP, 소비자물가, 실업률, 임금, 시장금리 및 정책금리 등 주요 거시 및 정책변수들의 동태적 관계가 

미시적 기반 하에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는 혼합형 DSGE 형태로 구축한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금융․실물변수간의 연계를 명시적

으로 고려하는 한편, 추세 내생화 기법을 적용하여 모형의 추정치가 그대로 경제  전망에 활용되도록 

모형을 설정한다.13) 

  모형의 구조를 보면, 국내경제는 신용제약을 포함한 GDP, 물가․임금, 고용, 금리, 대외 등 5개의 거

시경제변수 블록, 35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경제는 신용제약을 포함한 GDP, 물가, 고

용, 금리 등 4개의 거시경제변수 블록, 21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변수간의 관계를 도

시하면 다음의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모형내의 주요 변수간의 관계도

13) 기존의 대부분 DSGE모형에서는 원 계열 자료를 사전 필터링 등의 추세 제거를 통해 순환 변동치로 변환시킨 자료

를 사용하였으나, 이 경우 추세치는 별도 모형에 의한 추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형간의 일관성 결여 측면에

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전술한 IMF 및 한국은행 경우에는 추세의 내생적 변화와 순환변동을 동시에 고

려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세복원 등의 과정 없이 모형 추정치를 그대로 경제전망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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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국내경제(이하에서 상 첨자 로 표기)를 대상으로 모형의 기본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GDP 블록

  GDP는 인구증가, 생산성 향상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선(trend)을 중심으로 순환변동

을 하는 불안정(non- stationary) 시계열 변수이다. 자연대수를 취한 GDP()는 추세변동(잠재GDP,

)과 순환변동(GDP갭,)의 합,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성장률() 및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잠재GDP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로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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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잠재GDP()는 임의보행과정(random walk)을 따르면서 변동할 수 있도록 가정한다. 경제체제의 전

환이나 경제위기 발생 등 잠재GDP 추이 자체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요인은 식 (5)을 상 ․하방으로 이

동하게 하는 수준 충격(level shock,
)으로, 생산성 향상 등 장기적․누적적으로 발생하여 잠재GDP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증감률 충격(growth rate shock, 
)으로 반영한다. 즉, 잠재GDP()

는 시차 종속변수 및 분기성장률(
)과 수준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잔차항(

)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5)

  장기에 있어서 잠재GDP의 성장률(
)는 정상상태 성장률(

)와 동일하지만, 잔차항(



)의 양

(+) 혹은 음(-) 값에 따라 이러한 정상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복귀속도()와 더

불어 정상상태 성장률(
)에 복귀한다고 가정한다.





 
 









                  (6)           

  전술한 식(1)의 GDP 갭()은 기존 DSGE모형 등에서 가계의 효용극대화 문제로부터 도출되는 미래

지향적 IS곡선(forward- looking IS curve)을 기초로 하되, 현실 설명력과 금융․실물 부문 연계성

(macro-financial linkage) 등을 감안하여 행태방정식을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GDP 갭과 연계된 

행태방정식은  종속변수의 선행 및 후행 시차(leads & lags), 실질이자율 갭(), 국내신용충격

의 가중평균(), 및 총수요충격(
)의 합으로 다음의 식(7)과 같다.14) 

  종속변수의 시차 항은 현실 경제에 대한 동태적 적합성 및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습관가설

14) 실물부문만을 고려한 GDP갭은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을 바탕으로, 선행 항은 동태적인 순환과 총수요의 미래 지향적인 요소로서 포함한다. 

  GDP 주요 구성 항목인 소비와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책금리가 아닌 시장금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이자율 갭은 회사채유통수익률 갭을 설명변수로 활용하며, 이는 경제와 통화정책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금융기관대출태도지수(BLT, bank loan tightening)15)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가용규

모(credit availability) 변동이 경기변동 발생과 증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통화

정책 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포함한다.16) 그럼으로 미래 경제에 대한 은행들의 기대에 기초한 것보

다 대출조건이 강화될 경우, GDP 갭은 낮아지고, 경제는 약세를 보이게 된다. 





 











 
 





             (7)     

       

  BLT 식(8)은 식(9)의 임의보행과정을 따르는 BLT 균형수준() 및 은행들이 향후 4분기 이후 경

제의 움직임에 대한 그들의 기대에 따라 대출조건을 강화 혹은 완화시키는 경향을 반영한다. 즉, GDP 

갭이 양(경기호전)으로 기대 시 대출조건을 완화시키는 반면, 음(경기침체)일 경우 대출조건이 강화되

는 경향이 있다. 한편, 식(10)에 부과된 계수는 총수요충격의 증가는 최초에 영향이 커지다가 점차 

효과가 감소되는 혹 형태(hump- shaped fashion)로 기업 및 가계의 지출에 영향이 기대된다는 경향

을 반영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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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 

나. 물가․임금 블록

  먼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불완전 경쟁과 명목가격의 경직성하에서의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도출되는 혼합 뉴 케인지언 필립스 곡선(NKPC, hybrid new Keynesian Phillips curve)을 토대로 

설정한다.18) 인플레이션 방정식은 종속변수의 선행 및 후행 항, 시차 GDP 갭, 환율 갭, 그리고 잔차

15) BLT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2008.10월 기준)을 대상으로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

를 한국은행이 매월 조사․발표하고 있는 통계로, BLT(%)=100×[{크게 완화 응답비중(A)×1.0+다소 완화 응답비중

(B)×0.5}-{크게 강화 응답비중(D)×1.0+다소 강화 응답비중(E)×0.5}] /(A+B+C+D+E), C=변화 없음, BLT값이 높

을수록(낮을수록) 대출태도 약화(강화)를 의미한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2009) p.79 참조.

16)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변화가 신용가용규모 변동에 따르는 실물경제로의 2차 파급효과를 나타낸다는 전술한 

IMF의 (2008a), 한국은행(2009) 등 기존연구결과를 반영하였다.

17) 식(10)은 미국경제 대상의 IMF (2008a)에서와 같이 1∼9분기 이전 국내은행대출태도지수 가중평균이 GDP 순환변

동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식(9)은 관련 선행연구(한국은행 2009)에 의하면 2000∼2008년 중 국내은행 대출

태도가 GDP의 변화에 선행하면서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 지속(1∼9분기 중 4분기 최대)및 동 변수의 변동을 유발하

고 있다는 결과를 반영한다. 그러나 경제의 금융 및 실물의 연계의 복잡성 하에서 BLT는 모든 형태의 연계를 포착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위험 스프레드(risk spread)와 같은 다른 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18) NKPC는 명목가격이 경직적이어서 매 시점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 기대이윤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

서 최적가격을 결정하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도출된다, 이와 같은 가격결정방식을 따르는 인플레이션은 



항으로 연계되어 있다. 의 크기는 인플레이션 전개과정에서 미래 및 과거 지향적인 요소의 상대적인 

가중치로 간주한다. 후행 요소는 과거 인플레이션에 그리고 실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래 기대 인

플레이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가격 설정자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11)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연간상승률로 표시한 전기 대비 인플레이션(), 전년 동기대비 인플레이션

()은 다음의 식(12∼13)과 같이 정의한다.  

 

           
  

 
                               (12)  


  

 
  

  
                         (13)           

  다음으로,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킨

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금과 물가간의 동학적 상승현상(dynamic wage-price spiral), 자연실업률 가

설에 바탕을 두고 설정한다. 임금상승률은 자연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의 차이와의 관계, 즉 필립스 곡

선을 원용하여 명목임금()은 실업률 갭() 및 기대 물가상승률(), 명목임금의 장기

추세()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행태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는 명목임금

의 확률적 추세치()에다가 단기적 임금상승률과 실업의 상충관계를 반영한 임금의 변동분을 

더한 것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는 장기적 추세치와 단기적 변동분을 함께 고려한 임금의 이

론 가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 임금의 계산은 전분기의 임금 이론가격에다가 실제 임금의 전기 대

비 증가율의 분기 증가분을 더 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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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6)  

  전기 및 전년 동기대비 임금상승률은 각각 식(17～18)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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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다. 고용 블록

  GDP불록과 유사하게 실업률 및 임금의 추세변동과 순환변동 부문으로 구성한다. 첫째, 실업률 추세

변동 부문(실업률 장기추세,)은 균형 혹은 자연실업률(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순환변동 부문(실업률 갭,)은 실업률 갭과 GDP 갭 간의 경험적 관계

미래인플레이션과 현 시점의 실질한계비용의 함수형태를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기업의 실질한계비용 대리변수로 

GDP갭을 이용하였다. 



를 설명하는 동태적 오쿤의 법칙(dynamic Okun's law)을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먼저, 실

업률 갭의 행태방정식은 종속시차변수, GDP 갭, 및 고용충격의 함수로 동태적인 오쿤의 법칙을 나타

내고 있다. 





 










               (19)  

  다음으로, 식(19)에서 실업률 갭은 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의 차이로 정의한다. 자연실업률은 시차종

속변수, 추세변화(
), 및 실업률 수준 충격(




) 과의 합으로 정의되는 식(21), 그리고 실업률 

추세변화는 AR(1)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을 따르는 식(22)으로 정의한다. 








                           (20)
















                    (21)







 








                            (22)

라. 금리 블록

  금융시장 내에는 만기시점에 따라 정책금리로부터 장기채권유통수익률 등 다양한 금리가 존재하며, 

각 금리의 수준은 시장참가자(중앙은행, 금융기관 및 민간 경제주체)간 의사결정을 반영한다. 먼저, 

정책금리는 수정 Taylor 준칙을 따르는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다.19) 

  아래의 식(23)은 단기 명목이자율(정책금리 혹은 정책금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단기 시장금리, 

)을 결정하는 Taylor 형태의 방정식이다. 이는 단기 이자율의 움직임에 대한 평탄화(smoothing) 

기제로서의 종속시차변수, GDP 갭에 대한 중앙은행의 정책반응, 및 정책목표로부터의 기대인플레이션

율의 편차( 
), 및 통화정책 충격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부언하면, 중앙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균형 명목 이자율(균형 실질이자율 및 전 분기 기점으로 4분기 미래 기대인플레이션)의 한 측도

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GDP 갭 및 인플레이션 목표치()로부터의 미래에 있어 

기대 4분기 인플레이션과의 편차에 대한 반응에 따라 균형 이자율은 조정된다.20)


  

 
 





 
 

 








      (23)           

  실질 정책금리()는 명목 정책금리에서 기대 물가상승률()의 차이, 실질 정책금리의 장기추

세()는 실질 정책금리의 장기평균(

)과 시차종속변수, 추세충격(

)의 함수로 각각 다음의 

식 (24∼25)으로 정의된다.  

19) Taylor‘s rule은 전반적인 경제안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 시점 정책금리의 장기균형수준을 고려하면서 물가 갭과 GDP 

갭에 대응하여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체계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단순화하여 잘 묘사한 규칙으로 평가받고 있다. 

20) 한국은행(2009)은 미래 4분기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한 반면, IMF(2008a)에서는 Orphanides(2003) 연구를 토대

로 미래 3분기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고 있다.




  


                                    (24)     



 



 






              (25)           

  한편, 경기위축과 이에 따른 담보자산의 부실화 등 경제 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예상치 못한 금

리변동에 따라 자본손실이 발생할 위험 증대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위험프리

미엄(risk premium)이 상향조정되면서 시장금리는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시장금

리인 회사채유통수익률()과 단기금리(정책금리,)간 격차를 위험프리미엄()으로 정의하고, 

이는 국내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설정한다. 실질 회사채유통수익률

()은 명목 회사채유통수익률()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하고, 전술한 

GDP블록의 GDP순환변동 식(7)의  주요 설명변수로 작용하는 실질금리 갭()은 실질 회사채유통수

익률()과 이의 장기추세()와의 차이로 정의한다.


  


                                                      (26)          


  


                                                        (27)          

        





 






                                (28)

         
  





 

  


 
 


         (29)     


  




                                                   (30)   

마. 대외 블록

  국내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환율 등 대외거래 블록 내 변수들이 여타 내생변수와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환율은 IMF의 GPM과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GDP 블록과 유사하게 설정한

다. 즉, 환율의 순환변동은 현․선물환율과 내외 금리차를 고려한 유 위험 재정거래(uncovered 

arbitrage)를 묘사하는 이자율 평가이론을 중심으로 하되, 글로벌 자본시장 내의 신용가용량 규모(미

국 금융기관의 대출태도지수로 대용변수로 사용) 등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서정

한다. 또한, 환율 변동에 대한 현실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해 1계 시차변수도 설명변수로 포함한다. 원

/달러 환율()의 장기추세()와 환율 갭의 합, 그리고 장기추세는 1계 시차함수와 환율 변동

률(
) 및 수준 충격(

)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31)



 












                          (32)

  환율의 장기 추세 변동률은 정상상태 변동률(
)와 동일하며, 변동률 충격(




)의 양(+) 혹은 

음(-) 값에 따라 이러한 정상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복귀속도()와 더불어 정상

상태 성장률(
)에 복귀한다고 가정한다. 








 



 










                         (33) 

  환율 갭과 연계된 행태방정식은 종속변수의 선행 및 후행 시차, 내외 실질이자율 갭() 차이, 

해외 대출태도지수(), 경상수지()및 환율 갭 충격(
)의 합으로 설정한다. 

                    












 


   

 


  
  

  
  




    (34)  

  한편, 경상수지(RCA, 명목GDP 대비 비율)는 구매력 평가설 이나 한국은행 (2009) 등을 토대로 자

기시차변수, 인플레이션 율, 국내 및 미국의 GDP갭, 원/달러 환율 갭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35) 

바. 미국경제 블록

  다음으로, 미국경제(이하에서 상 첨자 로 표기)를 대상으로 모형의 기본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GDP(신용제약포함) 블록은 국내경제와 동일하게 설정하되,  GDP갭 식(42)에서 폐쇄경제

(closed economy) 및 신용제약, 즉 해외경제의 영향이 없으며 금융기관대출태도지수 작성기준이 국

내경제와는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호는 음으로, 또한 BLT 식(43)에서 

부호는 음으로 설정한다.21)  

           






                                              (36)

 
  

 
                                               (37)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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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44)           

                          
   

 
 

 
 


 

  
 

 
 


              (45) 

21) 모형의 충격반응 등 추정결과들에 대해서 국가 간 이러한 통계작성 기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i) 물가 블록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식(46)은 환율부문을 제외하고는 국내경제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

이 설정한다. 


  


 

  
 

 




                        (46)


  

 
                                            (47)


  

  
  

  
                                     (48)           

(iii) 고용 블록은 국내경제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49)  








                                               (50)
















                                       (51)







 








                                               (52)

(iv) 금리 블록에서 단기이자율 식(53)은 Orphanides(2003) 연구를 토대로 미래 3분기 인플레이션율

을 사용한다. GDP블록의 GDP순환변동 식(42)의 주요 설명변수로 작용하는 실질금리 갭()은 실질 

단기금리()와 이의 장기추세()와의 차이로 정의한다.


  

 
 

 



 
 

 








  (53)           

   
  

 
                                                         (54)     



 



 






                                   (55)           

         
  

 


                                                     (56)   

2. 모형의 균형

  모형경제의 균형은 일반적인 DSGE모형과 같이 (i) GDP 갭, 물가 갭, 실업률 갭 등 모든 갭 값이나 

위험프리미엄, 대출태도지수 등이 영(0)이고, (ii)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금리 및 

각종 추세증감률이 일정한 수준(장기평균)을 유지하는 가운데, (iii) 여타 모든 추세변수가 추세증감

률 수준으로 변동하는 상태로 정의된다.22) 다만 현실경제에는 다양한 경제충격(총수요충격, 물가충

격, 통화정책충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중에는 모형의 균제성장경로(balanced growth 

path)에서 이탈하였다가 시차를 두고 복귀하는 단기적인 경기순환이 관찰되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는 각 변수의 추세증감률도 지속적으로 변동함으로 균제성장경로는 직선이 아닌 곡선의 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형 내에 균형해가 존재하고 그 해가 유일(unique)하여 모형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Blanchard-Kahn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23) 

22) 일반적 DSGE에서 균형은 모든 경제주체가 의사결정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 즉 정상상태(steady state, 성장률

=0) 혹은 균제상태(balanced growth path, 성장률>0)로 표시하고, 모든 변수()는 ==

 =⋯ 조건을 만족하고 이때의 는 시점에서의 동 변수의 증감률을 의미한다. 



변수명 정의

 국내/미국 실질 GDP, 100×log(GDP)




 국내/미국 잠재GDP, 100×log(잠재GDP)






국내/미국 GDP 갭()

 국내/미국 금융기관 대출태도





 국내/미국 금융기관 대출태도 추세

 국내/미국 소비자물가지수, 100×log(CPI)

 국내/미국 실업률





 국내/미국 자연실업률






국내/미국 실업률 갭()

 국내/미국 분기물가상승률 연간상승률로 표시 ×      

 국내/ 미국 전년 동기대비 물가상승률 (    )

 국내 전 산업임금, 100×log(WAGE)

 국내 전년 동기대비 임금상승률 (   )

 국내/미국 명목금리(단기금리)

 국내/미국 실질금리(단기금리)





 국내/미국 균형실질금리(단기금리)

 국내 명목시장금리(회사채유통수익률 3년,AA-)

 국내 실질시장금리(회사채유통수익률)


 국내 균형실질시장금리(회사채유통수익률)

 국내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 







국내/미국 분기 성장률(  )







국내/미국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









국내/미국 전년 동기대비 잠재GDP 성장률 (
 )











국내/미국 자연실업률 증감률

 국내 원/달러 환율, 100×log(EXR)


 국내 원/달러 환율의 장기추세




국내 환율 갭(


)


 국내 환율 장기추세 변동률

 국내 명목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3. 관측변수, 모수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

가. 관측변수 및 자료 정의

  전술한 모형은 2000년Q1∼2009년Q4 중 9개의 관측변수, 즉 실질 GDP(계절조정), 소비자물가지수, 

전산업임금(계절조정), 정책금리, 실업률(계절조정), 금융기관 대출태도지수, 회사채유통수익률, 원/

달러 환율, 경상수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수의 정의는 다음의 <표 III-1>와 같다.24)

<표 III-1> 자료의 정의

23) Blanchard-Kahn(1980) 조건은 균제상태 혹은 정상상태에서 모형 시스템의 특성 근(eigenvalue) 중 1보다 큰 특성 

근의 개수가 미래 기대변수의 개수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24)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거시경제 시계열에 단절(break)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및  노동지표 관련 시계열의 연속성 차

원,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베이지언 추정방법은 일반적인 회귀분석에 비해 많은 관측치가 필요하지 않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0년도 이후 자료로 한정하였다.



나. 모수 추정방법

  전술한 모형을 경제전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모수 값을 설정하여

야 한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9개 관측변수들의 시계열 자료, 그리고 추정방법으로는 

모형 내의 각 모수 값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 모수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를 가정한 후 칼만 필터를 통해 우도함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모수 값의 사후적인 

평균 및 분포(posterior mean & distribution)를 도출하는 베이지언 추정방법을 이용한다.25)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점차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베이지언 추정방법은 고전적 추정방법과 캘리브

레이션(calibration) 사이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 고전적 추정방법의 사용은 대부분 시계열 경우, 

상대적으로 표본이 작은 상황에서는 경제의 작동에 대하여 거시경제학자들의 견해와 다른 결과를 도출

하기도 한다.26) 한편 캘리브레이션에 의해 설정된 모수를 가지고 있는 모형들은 이러한 문제를 회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모수는 단지 전문가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캘리브

레이션은 전형적으로 경제의 작동에 대한 전문가의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베이지언 추정방법

은 통계적인 관점에서 자료에 부합되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Carabenciov et al. (2008b)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베이지언 추정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전적 신뢰 및 표본기간의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사전적 분포에 제약(표준편차)을 명시함으로써 연구자는 사전적 신뢰 및 사후적 분포를 결정하는 

자료에 상대적인 가중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보부재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분포의 자료에 보다 가중치를 두는 반면, 매우 제약적인 사전분포(매우 작은 표준편차)는 사전적 

신뢰에 보다 가중치를 두게 된다. 

  둘째, 고전적 추정방법과는 달리 관측자료 보다 더 많은 외생적인 충격을 설정할 수 있고, 모수 값

에 대한 점근분석(asymptotic analysis)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잠재 GDP, NAIRU 등과 같은 

비 관측변수(unobserved variables) 관련 방정식을 포함하는 모형도 추정할 수 있으며, 수준변수 자

체를 활용함으로써 전망치에 대한 보다 직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어 경제전망 중심

모형의 모수 추정에 있어서 매우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이지언 추정모형에 대한 평가, 사전적 신뢰, 및 자료에 가중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자료에 상당한 가중치를 허용

함에도 불구하고 추정모형이 사전적 신뢰와 유사한 계수를 산출한다면, 이는 사전적 신뢰가 자료와 일

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 베이지언 기법에 의한 추정모형으로부터의 충격반응함수가 경제작동 

관점에서 연구자의 견해와 부합되는 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iii) 자료에 보다 부합되는 모형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평균자승근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s)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 추정결과

  전술한 모형의 모수들 추정에 사용된 사전 분포,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사후 평균, 및 표준편

차 등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III-2>와 같다.27) 

25) 베이지언 추정(Bayesian estimation)에 채택된 방법론, 사전 및 사후 분포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우도함수를 

추정하는 칼만 필터, MH (Metropolis- Hastings) 알고리듬에 의한 사후적 함수 추정, 그리고 사후적 분포에 기초

한 모형의 비교 등에 대해서는 Tommaso Mancini Griffoli (2009) 참조. 

26) 예로, 총수요 충격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게 때문에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올리게 된

다. 그러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고전적인 추정모형은 때때로 이자율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결과를 보이는

데, 이러한 모형이 정책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하락시

키기 위해 이자율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27) 모수의 사전적 분포는 IMF(2008a), 한국은행(2009)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예로, 모수가 일정한 구간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정의역이 [0,1]인 베타분포(beta distribution)나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 모수가 양수인 



  먼저, 전술한 모형에는 19개의 미래 기대변수가 존재하는데 추정 결과 1보다 큰 특성 근

(eigenvalue)의 개수도 19개로 나타나 균형 해의 유일성 조건, 즉 Blanchard-Kahn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전분포에 기초한 베이지언 추

정 결과 모수들의 부호는 모두 이론적 방향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58개의 모수 가운데 




, 


,
, 



, 
 6개를 제외한 52개 모수의 t-통계량이 임계치(유의수준 

95%, 1.6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사후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매유 유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특

정 모수(


)의 경우에는 사전 분포 평균과 사후 추정치 평균간 차이가 임계치(0.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모수 추정과정에서 통계자료로부터 모수 업데이트(update)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습

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및 미국의 경우 GDP갭 식(7)의 사후적 계수는 사전적 계수

보다 모두 작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종속변수의 후행계수()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주어져 있

는 반면, 종속변수의 선행계수() 및 실질이자율 갭 계수() 비중은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

션 식(11)에서의 GDP 갭의 비중()은 사전적 경우에 비해 다소 작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인플레이

션의 경우 사후적 계수는 사전적 계수에 비해 과거 지향적 요소보다 미래 지향적 요소에 보다 많은 비

중이 주어져 있다(
=0.7719>

=0.2281, 
=0.7638>

=0.2362). 명목임금 식(15)에서

는  사전적 경우에 비해 기대 인플레이션 계수(
) 및 실업률 갭 계수(

)는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자율 식(22)에서는 사전적 경우에 비해 인플레이션 갭 추정치(
,

)는 낮은 반면, GDP갭의 추

정치(
) 및 종속변수 후행 계수의 추정치(

,
)는 다소 높다. 실업률 갭 식(18)에서 GDP갭의 

사후적 추정치(
)는 미국의 사후적 추정치(

)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전적 경우에 비해 상당히 작

게 나타고 있다. NAIRU 식(21)에서 종속변수의 후행 계수(
,

)는 기대치보다 높거나 낮게 나타

나는 등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경우 감마(gamma distribution) 또는 역감마(inverse gamma distribution), 특정구간으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를 주로 사용한다. 본 모형의 추정은 최근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Dynare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개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IMF의 web site인 http://

www.douglaslaxton.org, 혹은 www.cepremap.cnrs.fr/dynare에서 Dynare manual이나 Dynare user guide(Tommaso 

Mancini Griffoli 2009) 등을 download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활용사례 등은 Dynare forums에서 찾을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의 Dynare 4.1.2 및 Matlab R2009a를 이용하여 추정한 모수 분포는 <부록-1> 참조.



한국 미국

모수
사전(prior) 사후(posterior)

t-값 모수
사전(prior) 사후(posterior)

t-값
분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분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beta 0.800 0.1000 0.7922 0.1249 6.34 

 beta 0.800 0.1000 0.7144 0.0467 15.3


 gamma 0.300 0.2000 0.0562 0.0206 2.72 

 gamma 0.300 0.2000 0.2525 0.0300 8.40


 beta 0.500 0.2000 0.7245 0.1848 3.92 

 beta 0.500 0.2000 0.3354 0.1969 1.70


 norm 4.282 0.3500 4.3391 0.2616 16.5 

 norm 2.131 0.2500 2.2479 0.0940 23.9


 norm 0.985 0.2000 0.9478 0.1875 8.59 

 norm 0.125 0.3000 0.1517 0.2392 0.63


 norm 2.585 0.2000 2.5950 0.1961 13.2




norm 3.210 0.2000 3.2297 0.1936 16.6 


norm 2.789 0.2000 2.7939 0.1895 14.7


 norm 1.600 0.1500 1.6000 0.1500 10.6




norm 6.500 0.2500 6.4627 0.2439 26.5




norm -0.005 0.0100 -0.0056 0.0099 0.56

 beta 0.900 0.0500 0.9241 0.0461 20.0  beta 0.900 0.0500 0.9241 0.0461 20.0

 beta 0.100 0.0500 0.0758 0.0461 1.65  beta 0.100 0.0500 0.0870 0.0474 1.83


 gamma 0.500 0.1000 0.3642 0.0574 6.34 

 gamma 0.750 0.1000 0.6814 0.0497 13.7


 beta 0.100 0.0500 0.0598 0.0359 1.67 

 beta 0.150 0.1000 0.0828 0.0757 1.09


 gamma 0.200 0.0500 0.1258 0.0315 3.99 

 gamma 0.200 0.0500 0.1693 0.0346 4.88


 beta 0.500 0.1000 0.4239 0.0882 4.80


 beta 0.500 0.1000 0.7719 0.0421 18.3 

 beta 0.500 0.1000 0.7638 0.0495 15.4


 gamma 0.250 0.0500 0.1559 0.0282 5.52 

 gamma 0.250 0.0500 0.2226 0.0364 6.11


 beta 0.040 0.0100 0.0398 0.0102 3.89


 beta 0.500 0.0500 0.5999 0.0420 14.2 

 beta 0.500 0.0500 0.7410 0.0315 23.5


 gamma 1.000 0.5000 0.4582 0.2319 1.97 

 gamma 1.500 0.3000 0.9700 0.1869 5.19


 gamma 0.200 0.0500 0.2757 0.0623 4.41 

 gamma 0.200 0.0500 0.1834 0.0464 3.95

 gamma 20.00 0.5000 19.922 0.4962 40.1  gamma 20.00 0.5000 19.991 0.4922 2.67

 gamma 1.000 0.5000 1.3623 0.5679 2.39  gamma 1.000 0.5000 1.5271 0.5702 2.67


 beta 0.500 0.2000 0.3080 0.2110 1.46


 beta 0.450 0.2000 0.3789 0.2633 1.44


 gamma 0.020 0.0100 0.0319 0.0096 3.31


 beta 0.030 0.0100 0.0171 0.0054 3.16

 beta 0.100 0.0100 0.0171 0.0100 9.88


 gamma 0.900 0.1000 0.8890 0.0993 8.94


 beta 0.100 0.0100 0.1064 0.0105 10.1


 beta 0.500 0.0500 0.4452 0.0622 7.15


 gamma 0.100 0.1000 0.0199 0.0232 0.85


 gamma 0.200 0.0500 0.0661 0.0144 4.59


 gamma 0.015 0.0500 0.0024 0.0011 2.23


 gamma 0.450 0.0500 0.4009 0.0436 9.20


 gamma 0.050 0.0100 0.0480 0.0098 4.89


 gamma 2.000 0.2500 1.6897 0.2016 8.38


 gamma 0.500 0.1000 0.5234 0.0958 5.46


 gamma 0.250 0.0100 0.2132 0.0425 5.05

<표 III-2> 모수 추정결과 (한국 및 미국)



한국 미국

모수
사전(prior) 사후(posterior)

t-값 모수
사전(prior) 사후(posterior)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100 infinity 0.5780 0.2265 2.56 



0.050 infinity 0.0230 0.0094 2.45






0.050 infinity 0.0230 0.0093 2.45 




0.100 infinity 0.0435 0.0164 2.65





0.500 infinity 0.7843 0.1848 4.24 



0.250 infinity 0.4825 0.0628 7.67




0.500 infinity 1.3917 0.5328 2.61 


0.400 infinity 0.5795 0.2253 2.57






0.100 infinity 0.0461 0.0188 2.45 




0.200 infinity 0.0924 0.0380 2.43




0.500 infinity 2.0931 0.2396 8.73 


0.700 infinity 2.4110 0.2659 9.06




0.200 infinity 0.0916 0.0370 2.47






0.500 infinity 1.7027 0.1866 9.03






0.200 infinity 0.1387 0.0225 6.17 




0.200 infinity 0.0976 0.0215 4.53






0.100 infinity 0.0480 0.0215 2.23 




0.100 infinity 0.0471 0.0199 2.36







0.100 infinity 0.0511 0.0199 2.56 





0.100 infinity 0.0685 0.0293 2.33




0.500 infinity 0.2646 0.0421 6.28 


0.700 infinity 0.6001 0.0889 6.75






0.100 infinity 0.0462 0.0189 2.44 




0.200 infinity 0.0922 0.0377 2.44




0.500 infinity 0.6118 0.0673 9.08






0.500 infinity 0.2411 0.1083 2.22






0.200 infinity 0.0799 0.0255 3.13







0.200 infinity 0.0909 0.0362 2.51






2.000 infinity 0.2887 0.0357 8.08




2.000 infinity 2.0028 0.2357 8.49

  다음의 <표 III-3>은 구조적 충격의 표준편차에 대하여 사전적 분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28) 실업률과 관련된 식(실업률 갭 
, NAIRU의 수준 

, 성장률 



), 

그리고 이자율 관련 식(이자율 , 단기 및 장기 균형이자율 
 및 
)에서의 구조충격의 표준편

차는 한국과 미국에 있어서 사전적 계수에 비해 상당히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션 식 및 산출량

과 관련된 식(인플레이션 , 잠재GDP갭 
) 사후적 계수는 사전적 계수에 비해 상당히 큰 반면, 잠

재산출량의 성장률(



)의 사후적 계수는 사전적 계수에 비해 상당히 작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명

목 임금 관련식에서 임금 수준변수()의 사후적 계수는 사전적 계수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으

나, 균형임금(
)의 사후적 계수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전적 기대와 비교할 때, 물가 및 대외 블록 등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서 이들 충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예상한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외생충격 표준편차 추정결과(한국 및 미국)

   <표 III-4>는 구조적 충격(structural shocks)의 교차상관관계(cross correlation)에 대한 추

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잠재GDP 성장률에 대한 충격(



)과 GDP갭 충격(
)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

관계(미국, 0.2311, 한국, 0.2173)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잠재GDP 수준변수에 대한 충격(
)과 인

28) 한국 및 미국의 경우, 외생적 표준편차의 사전분포는 역 감마(inverse gamma)를 가정한다. 



모수
사전(prior) 사후(posterior) 

t-값
분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beta 0.2500 0.1000 0.2311 0.1085 2.12








beta 0.0500 0.0200 0.0421 0.0187 2.25










beta 0.2500 0.1000 0.2173 0.1038 2.09








beta 0.0500 0.0200 0.0422 0.0187 2.25









beta 0.0500 0.0200 0.0454 0.0200 2.26

플레이션 충격(), 명목임금 수준변수 충격()과 실업률갭 충격(
) 사이의 상관관계는 작

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4> 구조적 충격의 교차상관관계 추정결과(한국 및 미국)

4. 모형의 충격반응

  모형의 충격반응함수(IRF, impulse response function)는 합리적이고 기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9) 

  첫째, [부도 3a-3b]는 국내 및 미국의 경우 수요충격(demand shock)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30) 한

국에 있어서 수요충격은 GDP, 인플레이션, 명목 및 실질 이자율 증가시키고, 실업률 감소 및 원/달러 

환율 하락(원/달러 환율의 평가절상),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감소시키고, BLT를 완화시키는 역할

을 기대하게 한다. 미국의 수요충격이 국내에 미치는 효과는 대부분 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양적으로 상

대적으로 작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부도 4a-4b]는 국내 및 미국의 경우 공급충격(supply shock)효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 인

플레이션 식에서 잔차항의 충격(인플레이션 상향 충격)은 명목 및 실질 금리의 상승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시차를 두고 GDP갭을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원/달러 환율의 평가절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공급충격이 국내에 미치는 효과는 GDP갭, 물가, 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경우에 비추어 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양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 및 경상수지는 국내 수요충격효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부도 5a-5b]는 국내 및 미국의 정책금리 충격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책금리의 

충격효과는 통화정책의 긴축효과, 즉 시장금리 상승을 통하여 GDP, 물가, 임금 하락을 유도하고 실업

률이 상승하는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통해 경상수지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정책금리 충격효과는 대부분 국내경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금리는 

29) 충격반응함수는 모형의 내생변수들 각각에 잔차항 표준편차의 1%p 증가라는 외생적 충격이 주어졌을 때, 개별변수들의 

동태적인 충격반응 유형, 즉 변화방향 및 크기를 의미한다. [부록그림 3～11]에서 수직축은 외생적 충격에 의한 개별변

수의 %p 변화, 수평축은 충격이후의 시간경로(time horizon)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정변수의 충격효과는 대부분 5년

(20분기)이내 0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형의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 수요충격, 즉 GDP갭 식(한국 7, 미국 42) 잔차항(



, 



)의 양의 충격에 대한 개별 변수들의 파급 메카니즘

은 다음과 같다. 예로 한국의 경우 GDP는 전술한 식(7) 및 (1), 물가는 식(11), 이자율은 식(22), BLT는 식(8)

에 의해 양(+)의 방향으로 반응하는 한편, 실업률은 (식 18), 환율 및 경상수지비율은 식(34) 및 식(35)에 의

해 음(-)의 방향으로 반응하는 형태로 모형이 설계되어 있다. 



시차를 두고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부도 6a-6b]는 국내 및 미국의 BLT충격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BLT 완화는 BLT 시차

분포함수()에서 부과된 GDP갭 식에서 혹(hump shaped) 형태의 시차분포를 반영하는 형태로 국내경

제의 상당한 강세를 유도함에 따라 물가, 금리, 임금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경상수지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BLT 강화는 미국경제의 상당한 약세를 유

도함에 따라 물가, 금리 등이 다소 높은 비율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 충격효과

는 물가, 금리, BLT 등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는 등 국내 BLT 충격과 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부도 7a-7b]는 국내 및 미국의 잠재GDP 성장률에 대한 충격효과이다. 잠재GDP 충격은 잠

재GDP 충격과 대출태도지수 사이의 교차 상관관계 때문에 GDP 갭의 증가가 수반되며, 이러한 효과는 

한국에 비해 미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긴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간 동안 기대되

는 잠재GDP 성장에 대한 양의 충격은 BLT 완화와 결합되어 GDP 성장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감소시키

며, 인플레이션 상승, 명목 및 실질 이자율 증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평가절상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부도 8a-8b]는 잠재GDP 수준에 대한 충격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술한 잠재GDP 성장

률 충격효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잠재GDP 수준

에 대한 충격효과는 GDP갭 혹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미국의 경우 잠재GDP 수준과 

인플레이션 식 잔차항간의 교차상관관계에 의해 인플레이션 하락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모형의 예측력

  본장에서는 동태적 예측모형의 단․중기 예측력을 살펴보고 실제 활용의 유용성 측면에서 관련 시사점

을 살펴본다. 

1. 모형의 단․중기 예측력

  추정기간(2001Q1～2009Q4)을 대상으로 모형의 추정치가 실적치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 지를 평가하

기 위해 평균자승근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IV-1, IV-2>

와 같다.31) 추정기간에 걸쳐 각각 주요 관심변수에 대한 RMSE를 보면, 예측기간이 길수록 대부분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원/달러 환율은 8분기 이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든 기간에 걸쳐 입력 자료에 어떤 판단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요 관심변수에 대한 표본 

내 평균자승근예측오차는 BLT를 제외하고는 한국은 4.7, 미국은 2.9 이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

정모수가 국내외 경제를 설명하기에 적합하게 설계․추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2) 

 RMSE=





 






 , 단, =예측치, =실적치, =추정기간.

32) BLT 경우, 한국은행(2009) 및 IMF(2008c) 모형에서 도출된 RMSE는 각각 1분기 이후 10.0, 7.56, 8분기 이후 

27.0, 16.80, 12분기 이후(미국) 17.10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 모형은 이들 모형과는 달리 글로벌 금

융위기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  분 1분기 4분기 8분기 12분기 16분기 20분기

GDP갭

GDP성장률(연간)

0.92

1.26

1.44

2.31

1.76

2.89

2.00

2.86

2.06

3.15

2.24

3.49

소비자물가상승률 0.57 0.94 0.92 1.16 1.16 1.30

단기금리

회사채유통수익률

금융기관대출태도

0.42

0.56

9.65

0.82

0.99

19.6

1.02

1.15

26.4

1.12

1.44

22.2

1.13

1.46

20.1

1.30

1.24

23.6

실업률 0.16 0.34 0.34 0.36 0.33 0.43

임금상승률 2.42 4.05 3.80 3.93 4.22 4.69
원/달러 환율 0.12 0.26 0.34 0.31 0.29 0.24
경상수지 2.09 2.26 2.54 2.58 2.51 2.73

구  분 1분기 4분기 8분기 12분기 16분기 20분기

GDP갭

GDP성장률(연간)

0.59

0.58

1.09

1.22

2.00

2.21

2.34

2.31

2.56

2.56

2.82

2.84

소비자물가상승률 0.74 1.33 1.40 1.62 1.75 1.95

단기금리

금융기관대출태도

0.58

7.14

1.11

21.3

1.58

31.5

1.84

35.9

1.87

37.3

2.10

37.0

실업률 0.19 0.69 1.37 1.64 1.75 2.05

<표 IV-1> 주요 관심변수의 예측오차(RMSE, 한국)

<표 IV-2> 주요 관심변수의 예측오차(RMSE, 미국)

  한편, 단․중기예측을 목표로 구축된 본 모형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방정식

의 이론적 정식화와 통계적 적합도 그리고 모형 전체로서의 동태적 안정성과 예측력이 보장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실적치와 전술한 모수 값을 기초로 향후 1분기 앞

선 주요 내생변수들의 예측치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다음의 [그림 IV-1, IV-2]와 같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주요 내생변수에 대한 모형의 예측치가 실적치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과

잉반응(over-shooting)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본 모형은 잘 구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1] 주요 관측변수의 실적치와 예측치 비교(한국)

          <GDP성장률(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시장금리(회사채유통수익률)>                       <정책금리(콜금리>

                  <임금상승률>                                       <실업률>

             <GDP대비 경상수지비율>                                 <원/달러 환율>

              <금융기관 대출태도지수>                                 <GDP 갭>  

           



[그림 IV-2] 주요 관측변수의 실적치와 예측치 비교(미국)

          <GDP성장률(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정책금리>                                           <실업률>

            

            <금융기관 대출태도지수>                                    <GDP 갭>  

2. 전망 시계별 예측력

  본 모형이 재정추계 관련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전망치에 대한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본 외 

기간(out of sample period)에 대한 사후 예측력 검정을 수행한다. 추정기간을 대상으로 매 시점별

로 본 모형에 의한 전망치를 5년(20분기)까지 생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중기예측력(medium term 

forecast power), 각 전망 시계별(1～20분기) 예측력과 유효 전망시계(forecasting memory) 등 예

측력을 살펴본다.

  첫째,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모수 값 추정치를 기초로 매 분기별 5년 시계에 대한 표본 외  전망을 

실시한 결과 [그림 IV-3]의 예측경로가 도출되었다. 재정추계 관련 주요 관심변수 대부분에 대하여 

예측력의 방향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시장

금리, 및 임금상승률 등은 각 시점별 전망치가 실적치와 비슷한 수준에서 변동하는 가운데 등락 패턴

도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33)           



[그림 IV-3] 국내 주요 관심변수의 중기(5년) 예측력

           <GDP 성장률(전년 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대비)>

            <시장금리(회사채유통수익률>                            <정책금리>

               <임금상승률(전년 동기대비)>                          <실업률>

주 : 굵은 실선은 실적치, 얇은 실선은 각 분기마다 예측한 5년 시계의 비조건부 전망 경로

  다만 2007년 4분기 이후의 낮은 경제성장률 및 임금상승률, 높은 물가상승률 및 시장금리 등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미국을 추가한 개방경제를 대상으로 설정된 본 모형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7년 하반기～2008년 상반기 중 GDP 성장률의 경우 본 

모형에서는 4%대 후반으로 추정되었는데, 그러나 실제 GDP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4분기 -3.3%까지 급속하게 하락하였다. 또한, 2008년 중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으로 물가와 시장

금리는 급등세를 시현하였는데, 이는 미국경제를 포함한 개방경제 2국가 모형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

운 현상으로 보인다.34) 

  둘째, 경제전망모형으로서의 유용성 평가는 각 전망시계별 예측력 검정, 즉 유효 전망시계35)로 수

33) 이는 추정기간 동안의 시계열 자료 및 기존 연구 등을 토대로 설정한 추정모수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미국경제

의 경우에는 폐쇄경제를 가정한 IMF의 GPM(2008a)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34) 이와 관련 IMF는 개별 국가의 GPM을 연결하여 글로벌 전망모형을 구축하는 GPM 프로젝트를 통해 다국가 버전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미국, 유로지역, 및 일본경제를 포함하는 IMF(200b)를 발표하였으

며, 또한 IMF(2008c)에서는 이러한 GPM 모형에 환율, 국제유가 등을 추가하여 동 기간 중 높은 인플레이션을 설

명하려는 노력을 수행한 바 있다.   

35) 유효 전망시계는 경제전망의 평균적인 예측오차를 나타내는 RMSE가 실적치의 표준편차보다 작은 최대 전망시계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등에서도 전망모형에 대한 유용성 평가의 일환으로  유효 전



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IV-4]와 같다. GDP 연간 성장률은 6분기 이하, 소비자물가 상승

률은 2분기 이하, 시장금리 및 정책금리는 각각 12분기 및 7분기 이하, 임금상승률은 3분기 이하, 그

리고 실업률은 18분기 이하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그림 IV-4] 주요 변수들의 실적치 표준편차 및 RMSE 비교

주 : 실선은 실적치 표준편차, 점선은 RMSE 값임

3. 베이지언 추정에 의한 예측

  표본외 예측(out of sample forecasting)에 사용될 수 있는 모형들은 다양하지만, 가장 단순하지

만 적어도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는 어떤 판단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생변수들의 미래에 움직임

에 대한 모형 자체에 의한 예측, 즉  비조건부 예측(unconditional forecasting)이다.36) 

  이하에서는 모형에 의해 예측이 수행되는 비조건부 예측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한국과 미국의 내생변

망시계를 검정하고 있다.  

36) 이는 제반 경제여건 하에서 외생충격의 실현치가 향후 균형수준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내생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보다 세련된 예측기법은 모형의 내생변수에 대한 처음 1～2분기 

정도 예측은 관련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즉 조건부 예측(conditional forecasting)이다. 이

의 기본적 개념은 이러한 매우 단기적 예측은 경제의 기본적 요인뿐만 아니라 많은 특별한 요인들에도 의존한

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인들에 의한 영향은 전형적으로 기본 거시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전문기

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의 지식 기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예측에 

있어 어떤 모형에 비해 우월할 수가 있으며, 그들의 예측치는 중기예측을 위한 모형에 좋은 출발점을 설정할 

수 있다. 



수들에 대한 비조건부 예측결과를 살펴본다. [그림 IV-5] 및 [그림IV-6]은 각각 우리나라 및 미국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향후 24분기, 즉 2010년1/4분기～2015년4/4분기까지의 평균치 전망

(mean forecasting)에 대한 비조건부 예측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수평축의 0은 2009년 4/4분기, 25

는 2015년4/4분기 표시). 비조건부 예측을 위한 모든 자료의 실적치는 2009년 4/4분기까지 이용 가

능한 정보에 기초한 자료이며, 모든 그림은 중심 예측치(실선)에 대한 2×표준편차를 반영하는 30%, 

50%, 70%, 95% 신뢰구간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신뢰구간은 다양한 값의 예측치 및 기대되는 예

측치의 범위의 신뢰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국내경제의 비조건부 예측결과를 보면, 실질 GDP의 연간 성장률(YGROWTH4_KR)은 2009년 4/4

분기 5.9%에서 2010년 1/4분기 7.9%를 기점으로 다소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2015년 4/4분기 4.3%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DP갭(Y_HAT_KR)은 2012년 2/4분기 0에 근접하다가 이후 미

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음(-)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PIE4_KR)은 2010년 1/4분기 

2%대 초반에서 2015년 4/4분기 3.2% 수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금리(RS_KR)는 

2010년 1/4분기 2.2%에서 2015년 4/4분기 4.1%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

며, 시장금리(RCB_KR)는 2010년 1/4분기 5.5% 수준에서 상승하다가 2012년 4/4분기 6.6%를 고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2015년 4/4분기에는 6.4% 수준에 달하고 있다. 임금상승률(WGROWTH4_KR)은 

2011년 4/4분기 6.5%까지 상승하다가 이를 고비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4/4분기 6.4% 수준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LEXR_KR)은 지속적인 절상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

라 GDP 대비 경상수지비율(RCA_KR)은 3.3%에서 1.4%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

관대출태도지수(BLT_KR)는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여 2011년 3/4분기 11.3 수준까지 증가하고 이를 기

점으로 2013년 3/4분기 8.2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은행대출태도(BLT_US)의 완화로 인해 GDP 성장률

(YGROWTH_US)은 2010년 3/4분기 6.3% 수준까지 성장하였다가 이를 기점으로 하락하여 2015년 4/4분

기 2.2% 수준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UNR_US)은 2010년 1/4분기 9.9%를 고비로 점차 

하락하여 2015년 4/4분기에는 6.9%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PIE4_US)은 2010년 1/4분기 2.2%에서 다소 등락을 보이다가 2012년 2.9%까지 상승하였다가 이를 

기점으로 하락하여 2015년 4/4분기 2.7% 수준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DP 갭(Y_HAT_US)은 

2009년 4/4분기를 저점으로  2010년 음(-)으로 유지되다가 이후 양(+)으로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0년도에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하향 압력으로, 이후에는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

을 시사한다.  정책금리는 2010년 1/4분기 0.1% 수준에서 2013년 1/4분기 3.1%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를 고비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4/4분기에는 2.9% 수준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IV-5] 주요 거시경제변수 예측(한국, 2010～2015년)

[그림 IV-6] 주요 거시경제변수 예측(미국, 2010～2015년)



  국민연금재정의 중기추계 등과 관련된 시사점을 살펴보면, 경제의 단기예측은 소규모 거시경제모형

에서 포착하는 것보다 전문예측기관의 전망결과나 최근 실적치, 경제의 특정 부문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들의 전망 등을 토대로 조건부 예측(conditional forecasting)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기에 대해서는 예측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모형 자체에 의한 비조건부 

예측(unconditional forecasting)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V. 요약 및 관련 시사점

  본 연구는 글로벌 예측모형(global projection model)을 구축하는 연구의 두 번째 단계로 국내 및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연금재정 추계모형인 연금수리모형(actuarial model)에 외생적으로 투입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인 GDP, 소비자물가, 임금, 시장금리 등의 동태적 관계가 미시적 기반

(micro-foundation) 하에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는 혼합형 DSGE(hybrid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금융․실물변수간의 연계를 명시

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추세 내생화 기법을 적용하여 모형의 추정치가 그대로 경제전망에 활용되도록 

모형이 설계되었다. 

  모형의 구조를 보면, 국내경제는 신용제약을 포함한 GDP, 물가․임금, 고용, 금리, 대외 등 5개의 거

시경제변수 블록, 35개의 방정식으로, 미국경제는 신용제약을 포함한 GDP, 물가, 고용, 금리 등 4개

의 거시경제변수 블록, 21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장기추세 내생화 기법 및 베이지언 모수 추정법 등 최신 계량기법을 활용하

여 모형의 예측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추정방법의 장점은 신축적인 확률과정을 지닌 모형의 추

정이 가능하고, 적시성 및 모형 내의 잠재GDP 및 기타 은닉인자변수들의 추정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경제예측모형으로서 유용성에 초점을 둔 예측력 검정결과 모든 내생변수의 유효 전망시계

(forecasting memory)가 4분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모형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

된다. 이론적 정합성에 기초한 구조모형은 향후 재정추계 관련 주요 관심변수들에 대한 중기추계에 있

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력의 정도를 높이고 모형의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보완이 필

요한 내용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개방화 및 금융시장의 통합화 진전 등으로 세계경제의 

동조화(synchronization) 현상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국제유가 및 자산가격 등 블록을 추가하는 

등 모형의 확장을 통하여, 현실 설명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모형으로서 완성도를 높이는 지속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및 미국 경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2국가 모형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국내경제와 수출입, 

자본거래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 일본, 중국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외충격이 파급

되는 영향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글로벌 모형으로 확장하여 도출된 시사점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경제전망에 내재된 불확실성(uncertainty)을 베이지언 (Bayesian) 접근법에 의해 보다 정교

하게 추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의 중기재정추계와 관련하여 연금수리모형에 외

생변수로 투입되는 주요 가격변수들에 대한 전망 시 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았지만, 베이지언 

접근법을 활용할 경우 특정 시나리오에 기초한 복합적인 상황의 발생확률 시산 등으로 전망의 불확실



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매 5년 시행되는 연금재정의 장기추계는 확정적(deterministic) 방

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기추계의 가능한 값들의 범위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적 시나리오에 의한 추계치는 미래 발생 가능성을 수

량적 측도로서 나타내지는 못하고, 또한 시나리오 구성의 임의성이나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민감도 분석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

우 공적연금 장기재정추계 시 확정적 방법과 더불어 확률적(stochastic)인 방법을 병행 사용하고 있

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추계도 기존의 확정적 방법에 의한 추계결과의 시현 가능

성, 시나리오 구성 등에 대한 검증역할로 확률적인 추계방법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형의 균제상태 가정 시 향후 예상되는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 추세 등을 모형

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본 연구의 분기모형을 연간모형으로 구축하는 등 확률적 장기예측모

형의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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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사전적 및 사후적 모수분포 추정 결과

[부도 1] 추정계수(한국 및 미국) 



[부도 2] 외생충격 표준편차(한국 및 미국) 





2. 충격반응함수(IRF)

[부도 3a] 수요 충격 (



) 

[부록그림 3b] 수요 충격 (



) 



[부록그림 4a] 공급 충격 (


) 

[부록그림 4b] 공급 충격 (


) 



[부록그림 5a] 정책금리 충격 (


) 

[부록그림 5b] 정책금리 충격 (


) 



[부록그림 6a] BLT 충격 (


) 

[부록그림 6b] BLT 충격 (


) 



[부록그림 7a] 잠재GDP 성장률 충격 (




) 

[부록그림 7b] 잠재GDP 성장률 충격 (


 

) 



[부록그림 8a] 잠재GDP 수준 충격 (



) 



[부록그림 8b] 잠재GDP 수준 충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