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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뉴 케인지언 이론의 특징을 토대로 하는 동태적․확률적․일반균형(DSGE) 모형을 설정하

고, 베이지언 추정방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 국내 GDP갭의 추정 및 전망을 시도하

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DSGE 모형을 이용한 글로벌 위기 전후 

잠재GDP 성장률 추정 및 전망 결과를 보면, 위기 이전 4.2～4.5%(2002～2007년), 위기 이후 3.2～

3.7%(2008 ～2011년), 2012년을 고비로 하락하여 2012～2016년 평균 4.0～4.1% 수준에 이를 것으

로 분석되었다. 둘째, DSGE 이론모형에 의해 추정된 GDP갭은 가계 및 기업의 최적화 행위로 부

터 도출되었기 때문에 정책당국자에게는 복지 측면에서 유용한 척도로 판단된다. 셋째, 베이

지언 추정방법에 기초한 GDP갭 추정결과는 거시경제 상황을 설명하는데 대한 수용성이 있는 

지표로 나타났다. 넷째, 모형의 불변 모수 및 기본적인 충격들은 추정된 GDP갭의 움직임에 대

하여 경제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모형에 대한 대안모형이나 다양한 

모수의 사전분포 설정을 통해 추정결과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필립스 곡선에서의 

과거 지향적 요인 및 소비행태에서의 습관 형성 등이 국내 거시경제의 동태적 양상을 설명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니

고 전적으로 집필자의 견해임.



I. 서론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로 정의되는 GDP갭은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태의 중요한 지표이며,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유용한 척도이다. 양의 GDP갭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고 이는 통화당국으로 하여

금 긴축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는 신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잠재 GDP에 대한 어떤 엄격한 정의

는 없다. 더욱이 잠재 GDP는 비관측인자(unobservable factor)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그것의 추정치

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Kiley (2010)에 의하면 GDP갭은 다음의 세 가지 부류로 정의될 수 

있다. 첫째는 Beveridge & Nelson (1981)이 정의한 바와 같이 실제 GDP와 그의 장기 확률 추세

(long-run stochastic trend)의 차이이다. 둘째는 미국의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활용하는 생산함수 접근법에 의한 정의인데, 이는 실제 GDP와 현재 기술수준과 더불어 자본 및 노동의 

정상적인 가동에 일치하는 GDP 수준과의 차이이다. 셋째는 실제 GDP와 신축적 가격 균형(flexible 

price equilibrium) 혹은 자연율(natural rate) GDP 수준과의 차이로 정의된다.1) 

  한편,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경기부양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해 세

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기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

비자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정부의 물가목표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유로지역의 재정위

기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의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

내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물가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시행

이 지연되고 있다.2) 향후 국내 경제의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대외 악재가 단기간에 해소되

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3) 한편, 이러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4)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래 예측력 제고는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재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플레이션 예측인자로서 초과수요 압력지표인 GDP갭의 유용성에 대하여 지

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잠재GDP는 실제 관측이 불가능한 비관측인자라는 점에서 

이의 추정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5)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다양한 잠재GDP 추정방법이 개

1) 이러한 개념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Plosser & Schwert (1979)는 정책 적용에 있어 생산함수접근법의 어려

움을 강조하였는데, 초점은 경제의 공급측면에서 균형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허용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Gordon (1977)은 바람직한 경제의 산출량, 즉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에 부합되는 수준을 

자연 산출량(natural rate output)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관련 Woodford (2003), Edge, Kiley, & Laforte 

(2008) 등은 미시경제학에 보다 명확한 초점을 가진 자연 산출량에 대한 개념을 채택하였다.

2)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이전의 상적인 상태로 경제정책을 되돌리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단계

적으로 인상[2.0%(2010.7월)→3.25% (2011.1월)]하였지만, 대외 악재에 따른 국내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2012

년 2월 현재까지 3.25%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Global Insight(2012.1, World Overview)에 의하면, 선진국의 경우 

2014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정책금리의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IMF (2012.1, World Economic Outlook) 및 Global Insight (2012.1, World Overview) 등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중

기전망에 의하면, 세계적인 물가상승률은 2013년 이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이라는 두 가지 장치(관계법

령: 국민연금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두고 있는데,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2011년 경우를 보면,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9%

를 반영하여 2011년 4월부터 기본연금액을 2.9% 인상하였다.

5) 1970년대 이후 물가와 실물경제의 안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잠재GDP는 경제안정화 측면에서 생산요소시

장이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경제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수준 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생산 수준으

로서 의미가 중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들어 경기변동(business cycles)과의 연관성을 중시하여 잠재GDP의 절대적 



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의 추정방법은 크게 추세추출법․생산함수접근법․구조벡터모형․은닉인자모

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6) 이러한 전통적인 잠재GDP 추정모형은  대부분 축약형태(reduced form)

의 행태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 등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Lucas 비판(Lucas Critique, 1976)에 취약하다는 한계

를 지니고 있다.7) 이에 따라 최근 IMF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 등에서 경제전망이나 정책 시뮬레이

션 등을 위해 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과 뉴 케인지언의 이론을 토대로 동태

적․확률적․일반균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모형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형은 거시분석의 기본 틀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DSGE 모형 개발을 통한 거시분석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특히 DSGE 모형을 이용한 GDP갭 추정 및 전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고는 Kiley (2010)의 세 번째 정의에 초점을 두고 전형적인 뉴 케인지언 

DSGE모형에 베이지언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경제에 대한 GDP갭을 추정하고 전망한다. 베이지언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본 DSGE모형의 잠재GDP는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optimization) 행

위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하는 신축적 가격 균형(flexible price equilibrium) 수

준에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출된 잠재GDP는 복지(welfare) 측면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8) 모형에 기초한 GDP갭은 보다 전통적인 HP 필터에 의한 추정치에 

비해 변동성(volatility)을 보이기는 하지만 국내 경기순환을 매우 잘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구성을 보면, 제II장에서는 잠재GDP 추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다양한 추정방법론의 장단점 

및 추정사례 등을 비교․서술한다. 제III장에서 본고의 분석에 사용된 전형적인 뉴 케인지언 모형

을 살펴본다. 제IV장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 및 베이지언 추정방법, 그리고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제V장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robustness)을 검정하고, 제VI장에서는 결론 

및 관련 시사점을 살펴본다. 

II. 기존연구 검토

  1. 잠재GDP 개념 및 추정방법

  잠재GDP에 대한 정의나 추정방법, 그리고 이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경제여건이나 거시경

제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에 따라 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잠재GDP의 개념과 추정방법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Okun (1962) 연구인데, Okun은 고용안정과 경제안정화 정책의 기준지표로

서 잠재산출량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국민경제의 잠재생산능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생산과 

실업률 사이의 안정적인 관계식, 즉 Okun의 법칙을 제안하였다. Okun의 잠재GDP 추정방법은 

그 이후 Phelps (1967), Friedman (1968) 등에 의해 국민경제 공급측면에서 인플레이션과 실

수준보다는 변동 추이나 실제GDP와의 차이인 GDP갭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6) 이러한 다양한 추정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추정방법에 따라 잠재GDP의 추정치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또한 

잠재GDP 추정치는 경제정책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인 추정방법에 대한 주요 특징 및 

장․단점 비교는 김치호․문소상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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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경제전망이나 거시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Lucas (1976)는 이러한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결과

의 신뢰성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였다.

8) 이와 유사한 해외연구로는 Edge, Killey, and Laforte (2007), Smets and Wouters (2003,2007), Hirose and Naganuma 

(2007), Herber & Nemec (2009), Kiley (2010), 국내연구로는 황영진 (2009) 참조.



업률 사이의 경험적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에 접목되어 자연실업률에 

대응하는 잠재(혹은 자연)산출량 이론으로 발전하였다.9)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합리적 기대

가설(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 등 새로운 분석체계에 힘입어 장기 필립스 곡선은 단

기와는 달리 수직선 형태, 즉 장기적으로 실제생산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잠재생산과 일치된다는 사실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인

플레이션은 가속되지 않고 안정된다는 점에서 잠재생산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최대 생산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잠재생산에 대한 정의는 거시경제 환경과 정책운용의 형태변화와도 접한 관계

가 있다.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하였던 1950～1960년대에는 생산, 고용, 인플레

이션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가 상호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경제안정화나 인플레이션

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잠재생산은 노동․자본 등 가용생산요소를 투입

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수준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1, 2차 석유파동 등으로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경험한 1970년대 이후에는 물가와 실물경제의 안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잠재생산은 경제안정화 측면에서 생산요소시장이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경제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수준 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생산 

수준으로서의 의미가 중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들어 경기  변동(business cycles)과의 

연관성을 중시하여 잠재GDP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변동추이나 실제산출량과의 차이인 산출량 

갭(gap)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10) 

  이러한 경제정책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하는 잠재GDP 수준의 정확한 추정은 매우 중

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잠재GDP는 비관측인자(unobservable factor)라는 점에서 

이의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잠재GDP 추정방법이 개발되어 사용

되고 있다. 잠재GDP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추세추출법(순수시계열기법), 생산함수접근법, 경제이

론에 근거한 구조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기법 등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이러한 방법이 개발되고 활용되

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GDP 시계열자료만을 대상으로 하

여 단일변수(univariate) 변동성을 이용하여 잠재GDP를 추정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형

추세(linear)를 이용하거나 경기변동의 정점을 연결하여 잠재GDP를 추정하는 것인데, 이는 잠재GDP를 

국민경제의 최대 생산수준으로 정의한 1970년 초반까지 널리 이용한 방법이다. Hodrick-Prescott 

9) 이에 따르면 총공급곡선(aggregate supply curve)에 내재되어 있는 생산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의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또는 안정적인 생산수준이라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잠재생산 개념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다.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

를 시현하였던 1950～1960년대의 초기 필립스 곡선 논의에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 또는 실질생

산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경험적 관계에 주목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경기침체

(stagnation)와 인플레이션의 동시적 진행현상, 즉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함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

이에 1:1 대응관계가 존재한다는 초기 필립스 곡선은 더 이상 현실 설명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 

필립스 곡선은 적응적 기대를 반영한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expectation augmented Phillips curve)으로 대체되었다. 기대

부가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식에 기대인플레이션()이 가법적으로 추가(즉 

  , 단 ′   ), 이는 Friedman과 Phelps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케인지언모형에서는 물가조정이론으로 활용

된다.  

10) 이와 관련 Scacciavillani and Swagel (1999)은 다음의 두 가지 부류로 잠재GDP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경기변동

이 총수요의 변동에 의해 주로 야기된다는 케인지언의 전통에 의거하여 잠재GDP를 정의하는 것이다. 즉 경기가 침체상태

에 있을 때에는 잠재적 혹은 자연적 수준에 미달하여 활용되는 생산요소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임금 및 물가상승

률이 낮아진다는 케인지언 이론의 시사점을 토대로 잠재GDP를 정의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기변동이 총공급 측면에서의 충

격 및 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신고전학파적인 전통에 입각하여 잠재GDP를 정의하는 것이

다. 여기에서 잠재GDP는 공급측면에서의 충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추정과정에 있어서 잠재GDP는 산출량의 

영구적인 요소(permanent component)와 동일시되고, 산출량 갭은 일시적인 요소(transitory component)에 해당된다.



(1997) 이후 최근 들어 많이 이용되고 있는 HP필터법11), Watson (1986), Clark (1989) 등에 의한 

은닉인자모형((unobserved components model)12) 등도 기본적으로는 단일변수 시계열 분석에 의한 

잠재GDP 추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모형의 간명함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잠

재GDP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노동, 자본, 인플레이션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경제이론의 토대가 약한 

순수 통계기법이라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는 생산함수접근법인데, 이는 경제의 장기공급능력은 생산함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기술수준과 산출량 사이의 기술적 관계를 이용하여 잠재GDP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13)에도 불구하고 경제이론에 가장 충실하다는 점에서 지금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Perry (1977), Clark (1979),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나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ors) 등에서 잠재

GDP 추정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14) 우리나라에서는 김병화․김윤철 (1992), 장동구 (1997), 김치호․
문소상 (2000), 한진희 외(2002), 박양수․문소상 (2005), 곽노선 (2007), 황종률 (2009), 이재준․이
준상 (2011) 등이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였다.

  셋째는 경제이론에 근거한 구조모형을 이용하는 시계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잠재GDP를 추정하는 방

법이다. 이러한 방법에는 단일변수 HP필터법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확장한 다변수 필터법, 오

쿤의 법칙을 이용한 방법, 다변수 은닉인자모형,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VAR,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모형, 동태적․확률적․일반균형(DSGE)모형 등 매우 다양하다. 다변수 필터법은 단일

변수 HP필터기법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로 인플레이션을 필터의 순

환적 요인의 함수로 설정하는 한편 이 함수식의 오차를 필터의 목적함수에 포함시켜 잠재GDP가 인플레

이션과 실업률 등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구조를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터링 방법에 따라 순환변동

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추정치의 일관성(consistency)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15) 오쿤의 방법은 산출량과 실업률 사이의 경험적 관계식, 즉 오쿤의 법칙을 이용

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에서는 자연실업률을 추정하는 것이 핵심 사항인데, 자연실업률은 직접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분석대상기간에 따라 실업률 갭과 산출량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오쿤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및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구조

가 안정적일 경우 잠재GDP의 장기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다는 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변수 

은닉인자모형은 단일변수 은닉인자모형을 인플레이션과 총수요압력간의 관계식인 필립스 곡선, 혹은 

오쿤의 법칙을 이용한 자연실업률을 추정모형 등을 이용하여 잠재GDP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른 

모형과는 달리 잠재GDP 추정치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잠재GDP에 대

11) 이는 추세의 변동 폭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면서 순환변동의 진폭을 최소화하는 값()을 잠재GDP로 추정하는 방식, 

즉          , 단,=실질GDP, =추세, =평활계수이다. HP필터는 변수의 추세를 매

우 부드럽게 추적한다는 점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기계적으로 단순 적용할 경우 적분 시계열의 허구적 현상이 나타

나며 구조적 변화를 과도하게 평탄화(smoothing)하는 문제점이 있다. 

잠재GDP와 같이 비관측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관측된 변수와 관측되지 않는 변수간의 관계를 상태공간모형(state 

space model)으로 구축한다. 모형은 관측변수를 비관측변수의 함수로 나타낸 관측방정식과 비관측변수들의 자기회귀식인 

전이방정식으로 구성되며, 비관측변수는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추정된다.

13) 생산함수를 먼저 추정한 후 자연취업률(=1-자연실업률) 및 자연가동률 수준의 노동과 자본을 추정식에 대입하여 잠재GDP

를 산출한다. 이는 생산이론을 바탕으로 잠재GDP에 대한 생산요소별 기여도 또는 변동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지만, 직접 관측이 불가능한 자연실업률 등에 대한 추정의 필요성 및 잠재GDP 개념에 있어서 순환성(circularity) 발생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관련 문헌은 Adams & Coe (1989) 참조.

14) 외국의 경우는 Roldos (1997) 참조.

15) 관련 문헌은 Laxton & Tetlow (1992), Hostland & Cote (1993), Kuttner (1994) 등 참조.



한 요인별 분석이 불가능하고 추정해야할 모수가 많아짐에 따라 모형의 해(solution)가 불안정해지고 

초기 모수 값 설정에 따라 해가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잠재GDP 추정에 있어서 물가추

세를 고려한 Kuttner (1994) 이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잠재GDP를 추정한 연구로는 

김치호․문소상 (2000), 박원암․허찬국 (2007) 등이 있다. 구조적 VAR모형은 실제GDP를 예측하기 위하

여 설정된 축약형(reduced form) VAR모형에다 수요측면의 충격에 의한 단기변동은 장기적으로 잠재

GDP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공급측면의 충격만이 잠재GDP에 영향을 준다는 식별조건

(identification condition), 즉 모형의 구조제약을 부여하여 잠재GDP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전술한 필터링기법과는 달리 잠재GDP 추정과정이 보다 경제이론에 부합되는 장점이 있지만, 추정된 잠

재GDP가 구조제약이나 VAR모형의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외생적 충격이나 단기 경제변

동에 추정결과가 다소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이용한 연구로는 

Blanchard and Quah (1989), King et al. (1995), 황종률 (2009) 등이 있다.

  동태적․확률적․일반균형(DSGE)모형은 단기적인 케인지언 분석과 장기적인 고전학파 분석을 결합한 것

이라는 점에서 Goodfriend and King (1997)은 신신고전학파(NNS, new neoclassical synthesis)의 

결합이라고 지칭하였다. DSGE 모형 접근법은 뉴 케인지언 이론을 바탕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베이지언 

추정방법을 통해 잠재GDP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Carabenciov et al. (2008)에 의하면, DSGE 접근법

은 전통적인 추정방법과는 달리 관측 자료 보다 많은 외생적 충격을 설정할 수가 있으며, 신축적 확률

과정을 지닌 모형의 추정 및 모형내의 잠재GDP와 같은 은닉인자변수의 추정이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접근방법에 비해 모형의 유연성(flexibility)이 다소 부족하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로는 Hirose and 

Naganuma (2007), Carabenciov et. al. (2008), Herber and Nemec (2009), Kiley (2010), 강

희돈․편도훈 (2009), 황영진 (2009), 박무환외 (2009, 2010) 등이 있다.

  2. 잠재GDP 추정 및 전망 사례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생산함수접근법에 의해 주요 선진국들의 잠재GDP 성장률을 추정․전망한 

OECD 발표 자료(2009.6,2010.5)를 보면, 2006～2008년까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는 각각 

2.4%, 1.0%, 1.2%, 2.2%. 1.7% 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2010년에는 각각 1.5%, 0.6%, 

0.8%, 1.3%, 1.2% 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2025년까지의 

중장기 잠재GDP 성장률 전망치도 미국 2.3%, 일본 0.9%, 독일 1.3%, 영국 1.8%, 프랑스 1.5%로 금

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2010～2011년 4.0%, 중장기 

2012～2025년 2.4%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으로,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국내 잠재GDP 성장률을 추정․전망한 국내 연구자들의 

결과를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국내 잠재GDP 성장률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

며, 2000년대에는 4～5%대, 2010년 이후에는 3%대 중․후반～4%대 중반 수준이 전망되고 있다. 이를 

경제위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1997년 외환위기를 고려한 2008년 이전 연구결과, 예로 1991～1997년 

6%대 중․후반에서 그 이후 5%내외 수준으로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잠재성장률 추세가 추정방법에 따

라 차이는 있지만 현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고려한 2009년 이

후 연구결과에 의하면 잠재GDP 성장률은 2001～2008년 4%대 초반에서 2009년 이후 향후 2015년까지 



연구자 추정방법
기간별

1970～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2015
한진희외(2002)1) 생산함수접근법 7.8 6.3 5.2*

김치호․문소상

 (2000)2)

생산함수접근법 7.8 6.7
은닉인자모형 7.6 6.5
구조VAR모형 7.6 6.5

박양수․문소상

 (2005)3)

생산함수접근법 6.1(6.9) 4.8*  4.6**
은닉인자모형 6.8(7.8) 4.7*
구조VAR모형 6.1(6.4) 5.0*
HP필터법 5.8(6.4) 5.0*

박형수․류덕현

 (2005)4)
생산함수접근법 8.6 6.3 4.4*

곽노선(2007)5) 생산함수접근법 6.7 8.1 5.6(6.6)  4.7*

황종률(2009)6)
생산함수접근법 8.1 6.1 4.3*   3.7**
은닉인자모형   3.7**

국회예산정책처

(2011)7)
생산함수접근법 4.3/4.0* 3.7

현대경제연구원

(2010)
생산함수접근법 9.5 9.1 6.7 4.3 3.5

이재준․이준상8)

(2011)
생산함수접근법 4.3

주 : 1) p.18 <표 4> 및 p.69 <표 27> * 2003～2012년 

    2) 1980～1999년까지 분석결과, p.18 <표 3>

    3) p.30 <표 2> 각주 6) ( )값은 1991 ～1997년 * 2001～2004년

   p47 <표 12> ** 2005～2014년 중립적 전망

    4) p.49 <표 III-1-1> * 2001～2005년    

    5) p.579 <표 4-4> ( )값은 1991～1997년 * 2005～2015년

    6) p.41 <표 27>, p.70 <표 33> * 2001～2008년, ** 2009～2013년

    7) * 2004～2007년/2006～2010년 중 평균

    8) 2011～2012년   

3%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연구결과에 

비해 1%p내외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 국내 잠재GDP 성장률 추정 및 전망결과

(단위 : %)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전술한 기존 국내 연구들은 전통적인 추세추출법, 생산함수접근법, 경제이론에 근거한 구조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기법을 이용하여 잠재GDP를 추정․전망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최근

의 국내연구는 경제이론에 가장 충실한 것으로 알려진 생산함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Cobb- 

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이나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방법에 의하여 국내 잠재GDP

를 추정․전망하고 있다. 한편, 베이지언 DSGE모형에 의한 GDP갭 추정에 관한 국내 연구는 비교적 단순 

모형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황영진 (2009)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는 전통적인 GDP갭 정의와는 달리 Kiley (2010)에서와 같이 실제 GDP와 신축적 가

격 균형(flexible price equilibrium) GDP와의 차이로 GDP갭을 정의한다. 뉴 케인지언 모형으로는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GDP갭을 추정한 Hirose and Naganuma (2007) 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연구와는 달리 GDP갭 예측모형으로서 타

당성이 입증된 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국내 GDP갭을 추정․전망한다. 한편, 분

석결과의 민감도(sensitivity) 분석을 위하여 전술한 기본모형(basic model)에다 다양한 정책

함수나 모수의 사전 값에 대한 가정을 달리함에 따른 대안모형(alternative model)에 대한 분

석결과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III. 모형의 구조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전형적인 뉴 케인지언 DSGE 모형으로, 이는 가계 및 가격 경직성에 직면하는 

독점적 경쟁기업의 최적화에 의해 구성되고, 통화정책은 이자율 피드백 룰(interest feedback rule)

을 따른다고 가정한다.16) 

  모형의 균형체계 및 외생충격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균형조건[소비()=생산()]과 균제상태

(steady state)에서의 로그-선형 근사식17)은 각각 다음의 식 (1)～(3)과 같다. 식 (1)은 뉴 케인지

언의 IS곡선(소비에 대한 오일러 방정식), 식 (2)는 가계의 노동공급곡선(실질임금,   ), 식 

(3)은 소비의 한계효용( 
 )을 나타내고 있다.18) 

 
       

                                            (1)

        
                                                (2)  

 
 


                       (3)  

  둘째, 식 (4)는 뉴 케인지언 필립스곡선이다. 여기에서 는 인플레이션율,       는 실질 

한계비용, 는 생산성 충격, 는 기업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 가격을 변화시킬 수 없는 확률, 는 

기업의 가격책정에 대한 비용인상 충격으로 간주되는 시간가변 마크업(markup)이다. 실질한계비용과 

식 (2)를 결합하면 는 식 (5)로 나타난다.   

     
  

 


                    (4)   

       
                                              (5)  

  셋째, 잠재GDP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Woodford (2003) 경우와 같이 비용충격

이 없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신축적 가격균형(flexible price equilibrium) 산출량을 잠재GDP로 

정의한다.19) 생산함수로부터 실제GDP 및 가계의 실질임금과 여가간의 한계대체율과 기업의 실질한계

16) 이하에서 모형의 정상(stationarity)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실질변수들은 일정한 증가율()을 가진 생산성 과

정(productivity process,)의 비정상(non-stationarity) 추세부문에 의해 추세를 제거한다. 1계조건(first 

order condition)유도 및 선형대수화와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부록 참조.

17) 이하 시간 하첨자 소문자는 그들의 균제상태 값(steady state values)로부터의 %차이를 의미한다. 

18) 여기에서 는 기대 연산자(expectation operator), 는 이자율, 는 IS 혹은 실질수요 충격으로 해석되는 선호충격

(preference shock), 는 노동공급, 는 소비습관 형성 파라미터(   ),     는 효용할인인자,   은 

기간 간 대체탄력도,   은 소비 및 실질 유동성 간 대체 탄력도,    소비 및 노동 간 대체 탄력도,   및 

   는 각각 실질 유동성 및 여가()에 대한 선호율이다. 

19) Woodford (2003)는 정부가 적절한 보조에 의해 독점적 경쟁의 왜곡을 상쇄한다는 가정 하에 신축적 가격 균형 산출량은 

최선(best outcome)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축적 가격 균형 산출량은 하나의 최적 통화정책을 묘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당국으로서는 유용한 복지 척도로서 정의될 수 있다. 



모수 내용 범위 도함수 모수 내용 범위 도함수

 소비의 기간간 대체탄력도 ℝ+ 감마  공급충격 지속성 [0,1) 베타

 할인율 (0,1) 베타  생산성 충격 지속성 [0,1) 베타

 소비습관 [0,1) 베타  균제상태의 실질이자율 ℝ+ 감마

 소비와 노동간 대체탄력도 ℝ+ 감마  균제상태의 성장률 ℝ+ 감마

 Calvo 모수 [0,1) 베타  균제상태의 인플레이션율 ℝ+ 감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자율 탄력도 ℝ+ 감마  통화충격의 표준편차 ℝ+ 역감마

 GDP갭에 대한  이자율 탄력도 ℝ+ 감마  수요충격의 표준편차 ℝ+ 역감마

 이자율 평탄화 [0,1) 베타  공급충격의 표준편차 ℝ+ 역감마

 수요충격 지속성 [0,1) 베타  생산성충격의 표준편차 ℝ+ 역감마

비용이 일치하는 신축적 가격균형(위 첨자 f)하에서 로그 선형 근사식, 즉 , 
 각각    , 


  

 와 같다.20)

   
 

 
                                  (6)

식 (3), 식 (6) 및 
  

 , 그리고 균형조건 
  

를 결합하면 
 및 

는 각각 식 (7), 식 

(8)과  같다. 신축적 가격 균형 산출량은 생산성 교란항 뿐만 아니라 수요 충격, 즉 선호 충격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7) 

 
 


   

    
    

            (8)           

GDP갭은 실제산출량과 신축적 가격 균형 산출량의 차이(gap)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9)

  넷째, 통화정책 룰은 표준적인 Taylor 형태, 즉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및 GDP갭이 각각의 목표수

준으로부터의 변화에 따라 명목이자율을 조정한다.  ≦   은 이자율 평탄화 정도,   , 

  ,  는 통화정책의 비체계적 요소인 외생적 정책 충격이다. 

             
    ,     ∼

         (10) 

  다섯째, 동태적 균형 요인으로서 수요충격(), 비용충격(), 생산성 충격()은 정상적인 1차 자

기회귀(AR(1))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    ∼
                              (11) 

      ,    ∼
                              (12) 

      ,    ∼
                              (13) 

  일반균형모형은 전술한 식들, 즉 (1), (3), (4), (5), (6), 잠재GDP 식 (7), 신축적 가격 균형 

하에서의 소비의 한계효용 식 (8), 통화정책 룰 (10) 및 기본적인 충격 과정 식들인 (11)～(13)으로 

구성된다. 위 모형에서 추정하여야 할 모수는 18가지인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모수의 내용 및 분포

20) 각 독점적 경쟁기업은 중간재[ ∈]에 대하여 외생적 생산성 교란()을 고려한 노동투입()에 선형인 생산

함수는  이다. 



IV. 실증분석 결과

1. 베이지언 추정방법(Bayesian Estimation Methodology)

  전술한 DSGE모형의 불변모수(structural parameters)를 추정하기 위해 방정식간 제약을 지

닌 DSGE모형의 설정오류 및 식별 문제 등 해결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베이지언 기법을 사용

한다. 사후적 분포(posterior distribution)로부터 자료추출을 위해서는 MCMC (Markov Chain 

Monte Carlo)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토대로 모수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21) 추정된 모수

에 기초하여 은닉인자변수인 잠재GDP는 칼만 필터에 의해 추정하고, GDP갭은 실제GDP와 잠재

GDP의 차이로 계산한다.

  합리적 기대 체계(rational expectation system)의 표준적 형태를 구하기 위해 모형변수들

의 벡터형태()22),    
 

 
       

    
    ′, 예측오차 

벡터,             
    

  
     

 ′, 외생충격 교란항 벡터, 

       ′, 그리고 , , , 는 불변모수에 상응하는 계수행렬로 정의할 때, 

방정식 체계 및 이의 해(solution)는 각각 다음의 식과 같다.23) 

                         (14)

                                  (15)

  관측 자료의 집합을 ()라고 할 때, 합리적 기대의 해(식 31) 및 모형의 변수, 에 연계

시키는 관측방정식들은 상태 공간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도함수, 는 칼만 필터에 

의해 구할 수 있다. 베이지언 접근법에 의해 모형()에 의존하는 모수()의 사전분포, 즉 

 는 우도함수를 이용하여 업데이트된다. 여기서 ⋅는 정규, 감마, 역 감마, 베타, 

균일분포와 같은 확률 도함수이다. 베이즈 정리(Bayes' theorem)에 의해 모수의 사후분포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즉 관측자료()의 우도함수는       

   
  



    인데, 관측 자료에 부합되는 사후 도함수는 베이즈 정리 

즉  


, 단    


⇔    ×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이러한 항등식을 이용하여 전술한 사후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 사전 도함수 및 우도함수를 

결합하면     

   
∝   와 같다. 칼만 필터를 이용

하여 우도함수가 추정되면, 사후 분포로부터 MH(Metropolis- Hastings) 알고리듬과 같은 몬테

21) 베이지언 추정방법은 모형 내 각 모수 값을 확률변수로 취급하여 사전분포를 가정한 후 칼만 필터를 통해 우도함수를 극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모수 값의 사후적인 평균 및 분포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모형개발 과정에서 연구자는 통계자료를 

입수하기 이전 모형 내 모수 값에 대한 사전 믿음을 토대로 임의의 사전분포를 설정하고, 실제 통계자료로부터 얻은 새로

운 정보를 이용하여 기대치를 갱신하여 사후 믿음(posterior belief)을 형성하게 된다. 다만 사후 분포를 나타내는 수학

공식(analytical form)의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MCMC 등과 같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다. 특히 DSGE모형 추정 관

련 다양한 MCMC 기법 중 Schorfheide (2000)에 의해 도입되었던 임의보행 메트로폴리스-해스팅스(random walk 

Metropolis-Hastings) 알고리듬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22) 몇 개의 변수들은 균형조건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으며, 은 이하에서 설명하는 상태 공간(state space) 표현

에서 GDP 성장률 자료와  벡터를 연계시키기 위하여 포함한다.  

23) 합리적 기대 해는 Blanchard & Kahn (1980)의 기법을 일반화한 Sims (2002) 및 로그 선형화 모형의 해 관련 사례 분석 등

은 G. McCandless (2008) 참조.



칼로(Monte Carlo)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게 된다.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한 

한계 도함수는   


 이다. 

  2. 자료 및 사전 분포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명목이자율( )

이다. 경제성장률은 실질GDP의 분기 성장률,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CPI)의 연간 상승률, 

명목이자율은 연간 콜금리이다. 모든 자료는 2000.I～2011.IV 기간 동안의 분기 시계열이며, 

자료출처는 한국은행의 경제정보시스템(ECOS)이다. 전술한 모형의 상태변수들(; state 

variables)과  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실질이자율의 균제상태 값(steady state value), 즉 

,  및  연계된 측정방정식(measurement equations)은 다음과 같다.24)


                                        (16) 


                                         (17)

 
                                       (18) 

  불변모수에 대한 사전 값은 기본적으로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되, 기초 통계자료로부터 추

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정결과를 이용한다. 기간간의 대체탄력도 역수 , 소비습관 모수 , 

그리고 다음 기에도 가격이 불변일 확률 , 균제 경제성장률 , 소비와 노동간 대체탄력도 

, 충격항의 자기회귀계수 , ,  및 충격의 분산항 , , ,  등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Lubik & Schorfheide (2004), 통화정책 모수 , 는 Taylor (1993), 김현의․엄상민 

(2011) 연구결과 등을 기초로 설정한다.25) 효용할인인자 는  , 즉 장기 콜금리 

평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한 후 분기화한 값을 이용한다. , ,  는 각각 경제

성장률, 실질 콜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제자료의 역사적 평균치를 이용한다. 

3. 추정결과

  먼저, 모형의 안정성 검정결과를 보면 전술한 모형에는 6개의 미래 기대변수가 존재하는데 추정 결

과 1보다 큰 특성 근(eigenvalue)의 개수도 6개로 나타나 균형 해의 유일성 조건, 즉 Blanchard 

-Kahn (1980)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또한, 

사전 분포에 기초한 베이지언 추정결과 모수들의 부호는 모두 이론적 방향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총 17개의 모수의 t-통계량이 임계치(유의수준 95%, 1.6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사후 추정치

24) 전술한  벡터와 관측변수간의 측정방정식 벡터형태는 다음과 같다.

                           





 

 

 













 







             
             
             






25) 이러한 사전 모수들을 이용한 추정한 본 모형의 현실 경제 설명력이나 경제이론과의 부합 여부 등은 실증분석에서의 충격

반응(impulse response), 역사적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 및 예측력, 모수분포에 대한 대안 가정 설정 

등을 통해 살펴본다.     

26) 모형의 추정은 최근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Dynare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개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http://www.dynare.org 에서 Dynare manual이나 Dynare user guide(Tommaso Mancini 

Griffoli 2010) 등을 download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활용사례 등은 Dynare forums에서 찾을 수 있으며, 본고

에서는 Dynare 4.2.1 및 Matlab R2009a를 이용하였다. 안정성 조건 관련하여서는 Blanchard, and C. M. Kahn (1980) 

참조.



모수

사전(prior) 사후(posterior)

범위
도

함수
모수

사전(prior) 사후(posterior)

범위
도

함수평균
표준

편차
평균 90%신뢰구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90%신뢰구간

 1.86 0.25 1.52 [1.12,1.88] ℝ+ 감마  0.58 0.25 0.71 [0.35,0.99] [0,1) 베타

 0.50 0.20 0.77 [0.61,0.93] [0,1) 베타  0.46 0.10 0.46 [0.30,0.62] ℝ+ 감마

 1.00 0.40 0.59 [0.20,0.97] ℝ+ 감마  1.00 0.30 0.99 [0.93,1.06] ℝ+ 감마

 0.66 0.08 0.87 [0.81,0.92] [0,1) 베타  3.26 0.40 3.30 [2.84,3.74] ℝ+ 감마

 1.50 0.25 1.44 [1.07,1.81] ℝ+ 감마  0.50 0.30 0.14 [0.11,0.17] ℝ+ 역감마

 0.50 0.15 0.65 [0.38,0.91] ℝ+ 감마  0.50 0.30 1.41 [0.63,2.09] ℝ+ 역감마

 0.50 0.25 0.80 [0.71,0.89] [0,1) 베타  0.50 0.30 0.82 [0.42,1.18] ℝ+ 역감마

 0.50 0.25 0.49 [0.30,0.69] [0,1) 베타  0.50 0.30 0.43 [0.20,0.65] ℝ+ 역감마

 0.50 0.25 0.77 [0.62,0.92] [0,1) 베타

로그 우도값  -163.2743

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 모수의 사전 및 사후 분포 추정결과

  둘째, 모형의 구조적 충격의 파급 메카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요․기술 수준․한계비용․통화정책 등 

네 가지 충격에 대한 GDP, 인플레이션, 명목이자율, 및 잠재GDP의 층격반응, 즉 균제상태로부터 %차

이의 1단위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을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소비의 습관형성을 포함한 전

형적인 뉴 케인지언의 DSGE 모형이라는 점에서 충격반응결과는 매우 표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i) 

양(+)의 수요 충격, 즉 선호 충격은 모두 실제GDP와 잠재GDP를 증가시키지만, 잠재GDP가 실제GDP를 

하회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인상한다. (ii) 양의 생

산성 충격은 잠재GDP를 실제GDP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시킴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하락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iii) 비용 충격은 통화당국으로 하여금 이자율 상승을 유발하게 

함으로 인해 경제를 위축시킨다. (iv) 양의 통화정책 충격은 GDP 및 인플레이션 모두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편, 특징적인 사항은 비용 충격 및 정책 충격은 잠재GDP에는 어떠한 효과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림 1] 충격반응함수

<수요,  충격효과>



<생산성,  충격효과>

<비용,  충격효과>                        <정책,  충격효과>

4.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 및 예측력

  먼저, GDP갭의 추정 및 전망을 목표로 구축된 모형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론

적 정식화와 통계적 적합도 그리고 모형의 동태적 안정성과 예측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전술한 모수 값을 기초로 추정기간(2001.I～2011.IV) 동안 관측변

수들 추정치가 실적치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평균자승근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27)를 보면,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콜금리는 각각 0.0180, 0.007, 0.003로 

나타나 본 모형은 국내경제를 설명하기에 적합하게 설계․추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효전

망시계, 즉 전망의 평균적인 예측오차를 나타내는 RMSE가 실적치의 표준편차보다 작은 최대 전망시계

를 보면,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콜금리 모두는 20분기 이상으로 추정되었다.28)

27) RMSE=



 







 , 단, =예측치, =실적치, =추정기간.

28) 표본외 기간(out of sample period)에 대한 사후 예측력, 즉 2001.I～2011.IV 기간을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본 모형

에 의한 전망치를 5년(20분기)까지 생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단․중기 예측력 및 각 전망 시계별(1～20분기) 예측력과 유

효전망시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본기간에 걸쳐 각각 주요 관심변수에 대한 RMSE를 보면, 예측기간이 길수록 

물가상승률 및 콜금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GDP 성장률은 4분기 이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5. GDP갭 추정 및 전망 

  추정된 DSGE 모형을 이용한 GDP갭의 사후 평균(DSGE Gap) 및 90% 신뢰구간, 그리고 비교를 위해 

실제 GDP에서 HP 필터에 의한 추세를 제거하여 구한 GDP갭(HP Gap), 그리고 음영부문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기순환국면 상에서 수축기를 나타내고 있다.29) 

[그림 2] GDP갭 추정 및 전망(2001.I-2016.IV)

  DSGE모형에 의해 추정된 GDP갭은 HP 필터에 의한 추정치보다 변동 폭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SGE 갭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음으로 전환하며,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저

점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던지 양으로 머무는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지표로

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추정된 DSGE모형을 이용한 GDP갭의 향후 2016년까지의 전

망치를 보면, 2010년 3/4분기를 기점으로 음으로 전환하여 2011년 4/4분기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2016년 3/4분기를 고비로 거의 중립적인 수준에 달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전술한 DSGE에 기초한 GDP갭은 관련 거시경제 및 GDP갭을 구조적으로 견인하는 요인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3]은 추정기간 동안 기본적인 충격, 즉 수요 충격(), 생산성 충격(), 

비용충격(), 정책충격()의 역사적 평균 추정치를, [그림 4]는 GDP갭에 대한 이들 충격의 개별 

기여도, 즉 역사적 분해를 나타내고 있다. GDP갭 변화의 주요 요인은 수요충격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 수축기에는 수요의 급격한 위축에 촉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있다. 추정기간 동안 GDP 분기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콜금리 평균치의 표준편차는 각각 1.21, 0.87 및 1.00로 나

타나 모든 기간에 걸쳐 관측변수에 대한 표본 내 RMSE는 역사적 평균치의 표준편차보다 작게 나타났다. 

<주요 관측변수의 예측오차(RMSE)>

구  분 1분기이후 4분기이후 8분기이후 12분기이후 16분기이후 20분기이후

GDP 성장률 0.4277 0.6488 0.6464 0.6451 0.6446 0.6444

물가 상승률 0.0162 0.0586 0.0811 0.0884 0.0908 0.0916

콜금리 0.0045 0.0315 0.0493 0.0550 0.0567 0.0572

29) 시계열 자료의 추세 추출 기법인 HP filter는 분기자료임을 감안하여 평활계수를 1,600으로 설정하였다. 통계청이 발표

한 경기순환국면을 보면, 분석기간 동안 제7순환(1998.8월～2001.7월, 확장기 1998.8월～2000.8월, 수축기 2000.8

월～2001.7월), 제8순환(2001.7월～2005.4월, 확장기 2001.7월～2002.12월, 수축기 2002.12월～2005.4월), 제9순

환(2005.4월～2009.2월, 확장기 2005.4월～2008.1월, 수축기 2008.1월～2009.2월)이다.  



[그림 3] 역사적 충격 추정

 [그림 4] GDP갭의 역사적 분해

  한편, 추정된 DSGE 모형을 이용한 잠재GDP의 향후 2016년까지의 전망치를 보면30) 글로벌 금

융위기 이전 2002～2007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은 평균 4.2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

2011년 3.75% 수준이다. 2012년 평균 4.7%를 고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4.0%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2016년 기간 중 평균은 4.06%로 나타났다.

  

30) 전술한 DSGE모형을 이용한 전망은 외생적 충격의 특정시점 값, 예로 2011년 이후의 전망은 2010년말의 외생적 충격의 강

도를 초기 값으로 부여하고 계산된 전망대상기간의 모형해로서 나타난다. 모형은 추세를 제거한 갭 모형이므로 수준변수

는 균제성장경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자연대수를 취한 GDP는    
,

  ⋯～, 연간 증가율은       
이다. 모형에서 도출한 

( )부분이 0으로 수렴할 경우 연간증가율은 에 수렴하게 된다. 모형의 전망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제성장

률로 수렴, 즉 경제의 추세 성장경로를 바꿀만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중기시계 예측 시 전망치가 모형의 정

상상태로의 복귀(mean-reverting)하려는 성격이 모형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경제구조의 변화로 장기평균성장률이 

변화하였다면 모형에서 설정된 균제성장률의 조정을 통하여 전망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강건성(Robustness) 분석

  전술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하여 대안 모형 및 사전 값의 설정 등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민

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1. 대안적 모형(alternative model)

  완전정보에 입각한 우도함수 접근법의 장점은 암묵적으로 방정식 계수에 대한 하나의 최적 

집합을 생성하는 반면, 약점은 잠재적으로 모형 설정오류에 민감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

안 모형 설정을 통하여 전술한 모형의 추정치에 대하여 강건성 검정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먼저, 대표가계 효용함수에 있어 Walsh (2003) 및 Woodford (2003) 등에서 사용한 전형적인 

뉴 케인지언 모형인 소비습관을 배제(  )한 모형을 설정한다. Gali & Gertler (1999), 

Hirose & Naganuma (2007) 등은 전후 미국의 물가 동학은 기업들 일부는 그들의 가격 책정에 

있어서 과거 지향적 룰을 따르는 것을 허용하는 혼합형 뉴 케인지언의 필립스 곡선에 부합된

다고 주장한다. 최근 가격의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단순 룰을 이용하여 기업들 일부가 그들의 

가격을 책정하는 비율을 라고 정의하면, 혼합형 필립스 곡선은 다음과 같다.  

  

   


    

  
 

 
          (19)

단,     이며, 의 사전분포는 평균 0.5, 표준편차 0.1인 베타분포이다.  

  전술한 통화정책 반응함수, 식(11)은 통화당국자가 정책 의사결정을 할 때 GDP갭에 대해 완

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Orphanides, Porter, Reifschneider, 

Tetlow, and Finan (2000), 김현의․엄상민 (2011) 등은 GDP갭의 측정 오차를 감안할 때, GDP갭 

보다는 실제 산출량 증가율이 보다 선호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GDP갭 대신 실제 산출량 

증가율이 고려된 정책 반응함수는 다음과 같다.    

                                   (20) 

  다음의 <표 4>는 위의 대안 모형에 대한 사후 모수 분포를 요약하고 있다. 혼합형 필립스 

곡선의 경우, 의 사후적 분포는 사전분포와 유사하며, 비용 충격에 대한 자기회귀 계수 는 

혼합형 필립스 곡선에 내재된 내부적 동학구조에 의해 기본 모형의 0.77보다 작은 0.48 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모수들은 기본모형의 경우와 유사하다. 습관형성이 없는 모형 경우 

, , 는 기본 모형의 모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반면, 는 작게 나타나고 있

다. 대안적 통화정책 룰의 경우, 정책 룰에 실제 산출량 증가율을 포함시킨 부가적인 시차의 

영향을 반영하여 습관형성() 및 GDP갭 계수() 등은 기본모형에 비해 작은 값을 보이고 있

는 반면, 인플레이션 계수(), 생산성 충격 표준편차() 등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

다. 각각의 자료의 한계 도, 를 보면, 대안모형이 기본모형 경우에 비해 혼합형 필립

스 곡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적합하게 추정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대안 모형에 의해 추정된 GDP갭, 즉 혼합형 필립스 곡선에 의한 추정치는 기본 모형의 경우

와 거의 같다([그림 5]). 이는 대안 모형에 의한 모수 추정치가 기본 모형의 추정치와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결과로 전반적인 모형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습관형성이 

없는 경우 및 GDP갭 대신 실제 산출량 증가율을 사용한 모형의 경우, 기본 모형과는 큰 차이



모수
소비습관    혼합형 필립스 곡선 실제산출량 룰

평균 90%신뢰구간 평균 90%신뢰구간 평균 90%신뢰구간

 0.55 [0.40,0.71]

 2.19 [1.78,2.58] 1.55 [1.17,1.92] 1.56 [1.19,1.95]

 0.76 [0.58,0.93] 0.53 [0.23,0.86]

 1.97 [0.79,2.73] 0.96 [0.81,1.13] 0.87 [0.28,1.44]

 0.75 [0.63,0.87] 0.81 [0.74,0.88] 0.84 [0.76,0.92]
 1.56 [1.17,1.94] 1.45 [1.06,1.79] 1.69 [1.31,2.08]

 0.59 [0.29,0.85] 0.60 [0.35,0.84] 0.41 [0.23,0.57]

 0.71 [0.59,0.83] 0.81 [0.72,0.89] 0.78 [0.69,0.86]

 0.86 [0.77,1.00] 0.50 [0.29,0.71] 0.66 [0.40,0.89]

 0.79 [0.63,0.95] 0.48 [0.22,0.74] 0.66 [0.32,0.98]

 0.76 [0.48,0.99] 0.72 [0.32,0.99] 0.97 [0.90,1.00]

 0.46 [0.30,0.61] 0.40 [0.01,0.75] 0.45 [0.29,0.60]

 0.98 [0.83,1.12] 0.99 [0.93,1.06] 0.92 [0.70,1.12]

 3.28 [2.86,3.73] 3.31 [2.88,3.78] 3.33 [2.83,3.86]

 0.19 [0.14,0.24] 0.14 [0.11,0.17] 0.17 [0.13,0.20]

 2.17 [1.60,2.73] 1.51 [0.72,2.31] 0.91 [0.49,1.32]

 0.48 [0.23,0.70] 1.43 [0.82,2.04] 0.54 [0.17,1.13]

 0.36 [0.20,0.52] 0.44 [0.21,0.67] 1.57 [0.91,2.37]

 -169.7092 -158.2042 -167.1429

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안적인 성장률 룰 하에서의 GDP갭은 추정 기간에 있어 인플레이션의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DSGE 모형에 기초한 GDP갭은 인플레이션과 접

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책 룰에 GDP갭이 포함될 경우 갭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명목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오일러 방정식(Euler equation)을 통하여 실제 산출량에 전

이된다. 그럼으로, 추정과정에 있어서 GDP갭 추이를 결정하는데 보다 많은 이자율 및 산출량

에 대한 자료가 사용된다. 대조적으로 산출량 증가율 룰 하에서 GDP갭은 단지 인플레이션 채

널을 통해서만 이자율 및 산출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GDP갭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 기존 연구들이 GDP갭 추정 시 단지 필립스 곡선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에 기초한 GDP갭 추정치 성격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2～2007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은 모형에 따라 차이는 다소 

있지만, 평균 4.2～4.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2011년 3.5～3.7% 수준이며, 2012～

2016년 기간 중 평균은 4.0～4.1%로 나타났다.

<표 4> 대안모형들의 모수 사후 분포 추정결과



[그림 5] 기본모형 및 대안모형의 GDP갭 비교

  2. 대안적 사전 모수(alternative priors)

  베이지언 추정방법은 모수의 사전 분포에 의해 우도함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술한 

DSGE 모형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사전 모수의 설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수의 사전 분포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며, 그리고 식별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러나 사전 분포의 변화는 이에 상응하는 사후 분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베이지언 추정결과

는 사전 분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사전 분포의 선택에 대한 전술한 추정결과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가지 대안적모수의 사전 분포, 즉 강화(tight) 및 완화(loose)된 경우를 

고려한다. 전자는 연구자의 사전 믿음을 보다 반영하는 반면, 후자는 실제 자료에 대한 정보

를 보다 반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화 및 완화된 사전분포의 경우, 모수의 한 부분 집합 


 에 대한 표준편차를 기본 모형에 비해 각각 1/2 및 2배로 설정한다. 

  다음의 <표 5>는 대안적 모수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모수는 

약화된 가정 하에서 사전 평균에 비해 사후 평균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강화

된 가정 하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기대에 부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6]은 기본모형 및 대안모형의 GDP갭, GDP 성장률 및 잠재 성장률 추이를 보여주

고 있다. 강화된 가정 하에서 갭은 기본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충격에 의해 내생적으로 생성되는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습관 형성() 및 Calvo 모수

()가 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완화된 경우에는 거의 기

본 모형의 경우와 유사한데, 이는 자료에 내포된 모든 정보를 기본 모형에서 대부분 이용하였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2～2007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은 완화 및 강화 경우 모두   

평균 4.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2011년 3.3～3.7% 수준이며, 2012～2016년 기간 중 

평균은 4.0～4.1%로 나타났다.



모수
완화 경우(Loose priors) 강화 경우(Tight priors)
평균 90%신뢰구간 평균 90%신뢰구간

 1.13 [0.98,1.25] 1.82 [1.66,2.01]
 0.84 [0.66,0.98] 0.36 [0.23,0.52]
 0.40 [0.02,0.81] 0.96 [0.66,1.29]
 0.86 [0.80,0.93] 0.70 [0.64,0.76]
 1.41 [0.98,1.90] 1.55 [1.33,1.72]

 1.07 [0.41,1.70] 0.51 [0.39,0.63]

 0.79 [0.68,0.92] 0.69 [0.59,0.79]

 0.62 [0.44,0.81] 0.72 [0.49,0.93]

 0.76 [0.61,0.91] 0.74 [0.56,0.92]

 0.69 [0.29,0.99] 0.99 [0.99,1.00]

 0.44 [0.16,0.72] 0.45 [0.37,0.53]

 1.00 [0.92,1.08] 1.02 [0.78,1.24]

 3.33 [2.77,3.92] 3.27 [2.96,3.52]

 0.14 [0.11,0.18] 0.20 [0.16,0.24]

 0.79 [0.29,1.33] 0.51 [0.26,0.73]
 0.76 [0.31,1.17] 0.32 [0.22,0.44]

 0.42 [0.20,0.64] 1.78 [1.44,2.16]

 -158.4165 -171.6073

<표 5> 대안적 사전분포 가정에 따른 모수 추정결과

[그림 6] 모수 사전 분포 차이에 따른 GDP갭 

VI. 결론 및 시사점

  본고는 뉴 케인지언 이론의 특징을 토대로 하는 동태적․확률적․일반균형(DSGE) 모형을 설정

하고, 베이지언 추정방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 국내 GDP갭의 추정 및 전망을 시도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DSGE 모형을 이용한 글로벌 위기 전후 

잠재GDP 성장률 추정 및 전망 결과를 보면, 위기 이전 4.2～4.5%(2002～2007년), 위기 이후 3.2～

3.7%(2008 ～2011년), 2012년을 고비로 하락하여 2012～2016년 평균 4.0～4.1% 수준에 이를 것으

로 분석되었다.31) 둘째, DSGE 이론모형에 의해 추정된 GDP갭은 가계 및 기업의 최적화 행위로 



부터 도출되었기 때문에 정책당국자에게는 복지 측면에서 유용한 척도로 판단된다. 셋째, 베

이지언 추정방법에 기초한 GDP갭 추정결과는 거시경제 상황을 설명하는데 대한 수용성이 있는 

지표로 나타났다. 넷째, 모형의 불변 모수 및 기본적인 충격들은 추정된 GDP갭의 움직임에 대

하여 경제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모형에 대한 대안모형이나 다양한 

모수의 사전분포 설정을 통해 추정결과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필립스 곡선에서의 

과거 지향적 요인 및 소비행태에서의 습관 형성 등이 국내 거시경제의 동태적 양상을 설명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SGE 모형을 이용한 거시분석은 특히 

통화정책 룰에 대한 대안적 모형 설정에 따라 추정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이나 국내의 

경우 DSGE 관련 연구가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 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 자료로서 함의가 큰 GDP갭의 추정 및 전망 결과는 매우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 사용한 모형은 국내경제

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경제 모형이다. 국내경제의 개방도가 높다는 점에서 본 모형은 국내 

충격요인들뿐만 아니라 해외 충격요인들의 파급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개방경제모형으

로 확장이 바람직하다. 둘째,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과거에 

비해 국내경제의 구조적 변화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구조적 변화의 성격이나 시사점 측면에서 모형에 다양한 정책반응함수를 추가하여 산출

량 갭, 이자율 갭, 실업률 갭 및 인플레이션 갭 등 통제에 대한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분석은 

향후 매우 유용한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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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1. 대표 가계(The Representative Households)

  가계는 무한생애(infinitely lived) 동안 매 시점마다 소비(), 여가( ), 그리고 실질 

유동성() 확보를 통해 효용을 도출한다. 또한 Fuhrer (2000)의 연구와 같이 소비습관 형

성(consumption habit formation,  
 )을 포함한다. 가계는 다음의 기대효용함수(expected 

utility function)를 극대화한다. 


 

∞

   

  



  
    


 

  
    

 
 

                

단, 는 IS 혹은 실질수요 충격으로 해석되는 선호충격,  
 는 습관형성 파라미터

(    )를 가진 가계소비의 습관 스톡32),     는 효용할인인자,    은 기간 간 대



체탄력도,    은 소비 및 실질 유동성 간 대체 탄력도,     소비 및 노동간 대체 탄력

도,   및    는 각각 실질 유동성 및 여가에 대한 선호율이다. 

  주어진 총계적 가격지수 하에서 예산제약조건(budget constraint)식은 다음과 같다.

 





 


 

 
   

  
                

단, 는 명목이자율 로 지급되는 명목국채, 는 실질임금, 는 가계가 소유자인 기

업들의 실질 이윤이다. 

  (A1)～A(2)에 대한 Lagrangian 함수()는 다음과 같다. 는 예산제약식 (A2)에 대한 

Lagrangian multipli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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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에 대하여 전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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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최적화에 대한 1계조건(first order condition)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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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기 소비()에 습관형성파라미터()를 곱한 것으로 정의한다. 관련 내용은 R. M. Edge et al. (2008), p.2521 참조. 



(A1)과 A(3)로부터 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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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로부터 







   


  




  
 




                         





   


  







                         





   


 




                        




  

  

(A4)에서 
  라 두면, 가계의 최적화에 대한 1계조건(first order condition)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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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9)

(A5), (A7) 및 (A8) 식에 대한 로그 선형화는 다음과 같이 Taylor 정리를 이용한다. 임의의 변수 

에 균제 값()에 대한 로그 차분 값을     라 하면 Taylor 1차 근사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  , ∵

≅         

이를 식 (A5)에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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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A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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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10)



유사하게 식 (A7)에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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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A7)) 

                          
                                                   (A11)

식 (A8) 
     

          
   경우,

            
  


   


        

         
 



 



 




     








  

        
 



     
          

         

           






          

         

         
 


                      

           
                                           (A12)

  A2. 기업(The Firms)

  최종 복합 소비재()는 다양한 중간재(  ∈ )와 CES 생산함수를 통해 독점적 경쟁

기업들이 다음과 같이 생산한다. 

 









 


  







 



                            (A13)

단, 는 각 중간재에 대한 시간가변 수요 탄력도이다. 최종재에 대한 비용극소화에 의해 재

화의 수요함수와 총계적 가격지수()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33)

  기업의 목적함수에 대한 Lagrangian 함수는 다음과 같다. 는 예산제약식 (A13)에 대한 

Lagrangian multiplier이다.  

   




   










 


 


 



 






기업의 최적화에 대한 1계조건(first order condition)은 다음과 같다. 

           





  








 


  


 


 



  
 


  

 




  

                             

 











 


 


 



 


 

    

33) 균형조건은  ,  이다.



                         

 

  










 


 


 

 

 


  

 

      

 

 










 


 


 



  

                       

 

    

(A13)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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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5)   

  각 독점적 경쟁기업은 중간재에 대하여 하향 기울기를 가지는 수요함수(식 8,  )에 직

면한다. 외생적 생산성 교란()을 고려한 노동투입()에 선형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A16)

  위의 주어진 생산함수 제약조건 하에 개별기업의 비용극소화(cost minimization) 문제는 


 


      이고, 는 기업의 실질 한계비용이다. 1계 조건에 의해 도출

되는 는 다음과 같다.34) 

 


                                   (A17)

  Calvo (1983)에 의거, 기업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확률( )에 의해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개별기업 는 기대 할인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  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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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는 동태적 할인인자이다. 수요함수( ) 제약 하에서 균형조건은 

    )이다. 개별기업의 1계 조건에 의해 다음의 최적 가격(
)이 도출된다.35) 

34) 개별기업 총비용()은 실질임금()과 총근로시간( )의 함수, 즉   , 실질한계비

용은 1계조건에 의해     이다. 실질한계비용()의 로그 근사식은 
  



 

,

    이를 정리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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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8)

시간가변 마크업(markup)    


(  ),    일 경우 식 (A18)은 다음과 같다.






  ⇒ 
                                 (A19)

한편, 개별기업은   확률로 매기()에 
로 가격 조정 및 확률로 전기( )에 가격을 조정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식 (A15)와 결합 시 가격수준에 대한 updating식은 다음과 같다.36)

     
   

  
 



                            (A20)

식 (A19)에서 균형     경우 
 
   ,   




 일 때, 식 (A20)은 다음과 같다.

                          
    

   
                                  

                                

  

    





  

            이의 로그 근사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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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1)

할인인자     



 

  
   

    라 하고 이를 식 (A18)에 대입하고 이의 로그 선형화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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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변 식()은, 

               


 

∞


 

 




 


  

               
 

∞

                   

35) 할인 이윤식을 로 미분, 
  

∞

    

  



    


    



     , 이를 재정리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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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36) 관련 세부적 내용은 G. McCandless (2008) p.265 참조. 



              



 

∞

                  .

우변 식()은,

               


 

∞


 

 
 





 




               
 

∞

                       (∵  )

              



 

∞

                     .

이를 재정리(  )하면, 

                  
 

∞

       

식 (A19)로부터   , 로그 근사식으로부터     ,   에 대해 전개하면,

                                

                                    

식 (A21)를 대입하면 다음의 필립스곡선이 도출된다.

     
  

 


                       (A22) 

식 (A17)의 로그 근사식으로부터       이다.

  A3. 신축적 가격 균형(Flexible-Price Equilibrium)

  잠재GDP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비용충격이 없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신축적 가격균형 산출량을 잠재GDP로 정의한다. Woodford (2003)는 정부가 적절한 보조에 의

해 독점적 경쟁의 왜곡을 상쇄한다는 가정 하에 신축적 가격 균형 산출량은 최선이 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축적 가격 균형 산출량은 하나의 최적 통화정책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으로서는 유용한 복지척도로서 정의될 수 있다. 

  비용인상 충격(cost push shocks) 부재 시 모든 기업들이 매기 그들의 가격을 조정하는 경

우를 가정하면, 신축적 가격책정은 식 (A18)에서   ,  ,  
  경우이다. 그럼으로 

식 (A17)로부터 실질 한계비용은 다음과 같다.37) 




 


  

이를 식 (A7)에 대입하면,


 




 



신축적 가격 균형 하에서 이의 로그 선형화는 다음의 식과 같다.

  
   

  
                                    (A23)

생산함수 식(A16)의 로그 선형화는,

37) 식 (A18)에서 ,  
 경우 




  , 이를 식 (A17)에 대입하면 


 .    




  

                                        (A24)

균형조건 
  

 및 식 (A23)과 (A24)를 결합하면, 


   


 
 


                        (A25)

이를 식 (A12)에 대입하면, 


 

            
               (A26)

마지막으로, GDP갭은 실제산출량과 신축적 가격 균형 산출량의 차이(gap)로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A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