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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세계 및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영향
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서 경제전망의 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이에 본고는 감염병 확산 모형과 거시경제 모형을 연계하여 코로나
19 전개양상에 기초한 경제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동 모형을 활용한 시
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한다.
본고의 주요 특징 및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는 감염병 확
산 연구 및 예측을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모형인 SIR(Susceptible,
Infected, Recovered) 모형을 신케인지언 DSGE 모형에 블록 형태
로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SIR 모형 블록을 통해 도출된 확진자수 및
방역조치의 강도가 DSGE 모형내의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도록 구조화
하였다. 둘째, 코로나19가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경로를 통해
소규모 개방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구조화하였다. 한 경
로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직접적으로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경로(직접경로)이고, 다른 경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세
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경로(간접경로)이다.
이러한 모형 설정과 추정을 통하여 발견한 점은 현재와 같이 확진자수
의 규모가 큰 상태에서는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향후 확진자수 및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
리나라의 경우 국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글로벌 코로나19 전개상황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고의 작성과 관련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김웅 거시모형부장, 이주용 전망모형팀장께 감사드립니다.
** 본
 자료의 내용는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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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머리말

<그림 2>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1)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확진자수 증가에 따른 경제주체의 자발적
인 경제활동 위축뿐만 아니라, 봉쇄조치(lockdown)
와 같은 강력한 확산억제 정책으로 수요와 공급이 위
축된데 주로 기인한다. 향후 세계경제 흐름이 코로나
19의 전개상황과 이에 대응한 방역조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경제전망의 불확실성1)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림 1>

전세계 코로나 확산 현황1)

주: 1) 가로축은 전망 발표 시점을 의미
자료: OECD Economic Outlook(20.6월)
IMF World Economic Outlook(20.4월)

경제전망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자
는 코로나19의 전개상황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경
제전망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정책수립과 커뮤니케이션
에 경제전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주요국 중앙은
행들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감안
하여 코로나19 확산 시나리오에 따른 성장전망을 발
표하였다. 영란은행(20.5월), 캐나다중앙은행(20.4
월), ECB(20.4월)는 각각 단일 시나리오, 낙관·비

주: 1) 잔존 확진자는 현재 감염된 상태이고 아직 완치되기 전 단계의 환자
를, 신규 확진자는 일일 신규 확진자수를 의미 (5월 31일 기준, 중
국 제외)
자료: worldometer

관 시나리오, 낙관·중립·비관 시나리오별로 성장경
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고는 감염병 확산 모형과 거시경제 모형을 연
계하여 코로나19 전개양상에 기초한 전망모형을 구축
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확산 모형을
기존 경제전망 모형에 블록 형태로 포함하였다. 본고

1) 일례로 OECD는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2.9%(2019.11월 전망)에서 2.4%(2020.3월 전망)로, 다시 -7.1%(2020.6월 전망)로 하향 조정하였다. 해외 투자
은행(IB)들의 경우에도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37개 기관 중위값이 1월에 3.1%, 2월에 2.9%, 3월에 2.5%, 4월에 –1.5%, 5월에 –3.3%로 급격히
낮아졌다.(Bloomberg)
감염병 확산 모형을 이용한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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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런 시도가 불확실성이 증대한 상황에서 코로나19

Ⅱ.감염병 확산 모형 및 선행 연구

전개 상황에 따른 성장경로 점검을 가능케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감염병 확산 모형 개요

감염병 확산 모형과 경제모형을 연결시킨 연구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지만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
성을 보여준다. 첫째는 감염병 확산 모형을 실제 경제
전망에 주로 활용되는 신케인지언 DSGE 모형에 포함
시켰다는 점이다. 둘째로 두 모형의 주기(frequency)
를 월 단위로 통일시킨 후 모수 및 충격의 추정을 실시
한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
모 개방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경제적 영향을 시산했다는 점이다. 하
나의 경로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국내경제가 직
접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에 우
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경로이다.
Ⅱ장에서는 감염병 확산 모형을 소개하고, 감염병

본고에서 활용하는 SIR 모형은 감염병 확산에 대
한 연구 및 예측에 주로 활용되는 모형이다.3) 동 모
형은 집단간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일종의 마코프
(Markov) 모형으로 인구는 다음의 세 개의 집단으로
나뉜다. 첫째 집단은 감염대상군(susceptible, S)으
로 아직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 감염대상자를 의
미한다. 둘째는 감염군(infected, I)으로 현재 감염되
어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셋째는
회복군(recovered, R)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이미 치
료된 사람을 의미한다. 편의상 사망자는 회복군으로
포함시켰으며, 회복군은 항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
에 재감염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4) <그림3>은 세 집
단 간의 인구이동을 보여준다.

의 확산과 경제동학을 연계시킨 최근의 연구들을 소개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들과 본고의 차이를 간략히

<그림 3>

SIR 모형의 개요1)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감염병 확산 모형과 경제모형
을 설명하고 두 모형을 연계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Ⅳ장에
서는 모수값 설정 및 추정방법을 설명한 후, 코로나19

주: 1) 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감염에 따른 사망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회복군(R)에 포함
2) 감염병 초기 단계에는 S(감염대상군)와 N(인구)의 크기가 비슷하여 로 표기 가능

확산 시나리오별 세계 및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제시한다.2) 마지막 Ⅴ장에서는 모형의 한계와 향후 개
선방향을 제시한다.

2) 구
 체적인 시나리오와 결과는 본고가 아닌 경제전망보고서(한국은행, 20.5월)의 주요 현안점검(pp.36~43)에 수록되어 있다.
3) 초
 기 SIR 모형은 Kermack·McKendrick(1927)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경제학계에서는 동모형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한 Atkeson(2020)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이 시
도되고 있다.
4) 코
 로나19 완치자의 항체가 영구적인지에 대한 의학적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만일, 항체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면 재감염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확진자가 재증가하는 모
습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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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모형의 인구이동 동학(dynamics)은 대개 아

2. 선행 연구

래의 방정식 체계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감염대상
군(S)은 일정기간 발생하는 감염자수 만큼 감소하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학계에서 감염병 확산 모형

반면 회복군(R)은 감염에서 치료되는 사람의 수 만큼

을 활용하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소수에 불과하였다.9)

증가한다. 감염군(I)은 감염자수 만큼 증가하고, 치료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되는 사람의 수 만큼 감소하는 동학을 보인다.

급격히 커짐에 따라 경제학계에서도 감염병 확산 모형

은인

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관련 연구들은

구를 의미한다.

크게 3가지 부류로 정리된다.
첫째는 과거 펜데믹 상황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
향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대표적으로 Barro et
al.(2020)과 Correia et al.(2020) 등이 있다.
둘째는 감염병 확산 모형만을 활용하여 방역정책에
따른 감염병 확산 추이를 살펴보거나 최적 정책을 찾
는 확산(감염)속도를 결정하는 모수로

는 연구들이다. Atkeson(2020)은 방역정책 강도에

서 감염자 한 사람이 단위 기간당 타인과 접촉하여 바

따라 SIR 모형내에 다양한 확산 모수값을 가정하고

위 식에서

5)6)

다만, 총

그에 따른 확진자수의 추이를 보였다. 또한 Alvarez

이므로,

et al.(2020)과 Gonzalez-Eiras·Niepelt

명이 감염자 한 명으로부터 감염되고, 집단에서

(2020)은 가치함수(value function)를 이용하여 사

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비율을 의미한다.
접촉자 중에서 감염대상자의 비율이

는총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한다. 는 회복

율을 나타내며 기간당 총

명이 감염병으로부터 회

복된다.7)

회계획자(social planner) 차원에서의 최적 방역정
책을 도출하였다.
셋째는 SIR 모형과 거시경제 모형을 연계시켜 감염
병의 확산과 거시경제 동학을 동시에 살펴보는 연구

감염병의 확산 여부는

와

중에 어느 것이

들이다. 이러한 연구들도 두 모형간 영향의 방향에 따

크냐에 달려있다. 전자가 크면 감염병은 확산되고, 후

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유형

자가 크면 감염병은 진정된다. 이 양자의 비율

은 Corsetti et al.(2020)처럼 감염병 변수(확진자수

을 유효 재생산지수(effective reproduction

및 방역정책의 강도)가 경제변수에 단방향으로 영향을

number,

8)

)라고 부른다.

미치도록 설계된 연구이다. 동 논문에서 감염자는 회

5)  는 해당 감염병의 병리학적 특징 및 그 사회의 생활·문화·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모형의 목적에 따라 가 불변하도록 가정하기도 하고, 방역정책에 따라 감염률이 변하는 것
을 강조하는 경우는 시변(time-varying)하는 를 가정한다.
6) 일반적인 SIR 모형의 기간 단위는 하루 또는 일주일이다.
7) 따라서
은 감염자의 평균 회복기간을 의미한다.
8) 감염병 초기 단계에서는 S와 N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재생산지수는
가 되고 이를 기본 재생산지수(basic reproduction number, )라고 부른다.
9) Kremer(1996), Gersovitz·Hammer(2003, 2004) 등이 있다.
감염병 확산 모형을 이용한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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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기 전까지 노동력을 상실하고, 방역정책은 경제

3월 중순부터 하락하여 5월 말까지 1을 약간 넘는 상

활동을 둔화시킨다.10) 다른 유형은 Eichenbaum et

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경제주체의 내생적 선택

al.(2020a,b), Jones et al.(2020)과 같이 SIR 모

의 결과인지 아니면 방역정책에 의한 결과인지 현재로

형과 거시경제 모형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경

선 판단이 어렵다. 또한 방역정책의 경우도 경제에 영

우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동 연구들을 E&J로 표기한

향을 크게 미치는 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사회

다. 확진자수 비율이 높아지면 가계가 감염을 우려하

적 조치’와 검사역량의 확대, 접촉자 추적 및 의심자

여 경제활동(소비 및 노동공급)을 자발적으로 줄이고,

격리, 마스크의 적극적 사용 등 경제에 영향을 덜 미

경제활동이 줄어들면 대면접촉의 빈도가 낮아지기 때

치는 ‘의학적 조치’ 중 어떤 것에 의해 재생산지수가 낮

문에 감염률이 떨어지게 된다. 즉, 경제주체의 경제활

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이론이 없이 한

동 수준이 감염병 확산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동

창 연구가 진행 중이다.11)12)

시에 이러한 감염병 확산이 다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다음으로 E&J의 경우 감염병 확산과 경제변수간

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적인 동학이 동 모형들의 특징

내생적 동학을 도입하기 위한 특별한 모형 구성으로

이다.

인해 가격 및 임금의 경직성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

E&J와 같이 감염병의 확산과 경제변수가 동시에

이다.13) 실제 경제에서는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이고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이 Corsetti et al.(2020)

이러한 경직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E&J

의 단방향 모형보다 진일보된 형태일 수 있다. 그러나

와 같은 모형에 이러한 경직성을 부여하기가 기술적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시되는 경제전망으로 활용

로 난해하다.

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
과 같다.

이러한 일련의 관련 연구들 가운데서 본고가 차지
하는 위치 및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먼저 다른 연구들로부터 지지되거나 아직 데이터로

SIR 모형과 거시경제 모형을 연계하되, Corsetti et

추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E&J는 모형을 설계하고 모

al.(2020)처럼 감염병 확산 정도와 방역조치가 단방

수들을 설정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데이터 부족으

향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연계시켰다. 이

로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며, 감

는 경제주체의 선택에 따른 감염병과 경제 변수간의

염병 확산 데이터와 경제변수의 주기가 달라 하나의

내생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 뒷받침이 부족한 점을 감

모형 내에서 모수들을 추정하기 어려운 데에 기인한

안한 결정이다.

다. 예를 들어, 4를 초과하였던 글로벌 재생산지수가

둘째, 본고는 이론적인 상황에서 감염병과 경제변

10) 방
 역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11) 학
 계에서는 전체 방역조치 중에서 물리적 거리두기와 같은 사회적인 조치에 대해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또는 measure)’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본고에
서는 구분의 편의상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을 ‘사회적 조치’라고 명명하고, 이외의 의료영역에서 행해지는 진단검사 검사,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의 방역조치
를 ‘의학적 조치’라고 표현한다.
12) F
 laxman et al.(2020)과 Imai et al.(2020)와 같은 연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봉쇄 등 사회적 조치가 재생산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고, Berger et al.(2020)과
Grassly et al.(2020) 같은 연구들은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 의학적 조치의 효과 및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였다. 특히 Stutt et al.(2020)과 Chu et al.(2020) 같
은 연구들은 마스크 사용이 재생산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본고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경제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다는 점에서 의학적 조치로 구분한다.
13) 양
 자간의 내생적 동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별로 가치함수(value function)를 설정하고 비선형방식으로 해를 도출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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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형구조

수들의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전망에 활용을 목
표로 한다. 이 경우 모형과 데이터간의 정합성이 매우

1. SIR 모형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인 신케인
지언 모형을 기반으로 추정된 모수와 충격을 사용하
였다.14)

본고에서 활용되는 SIR 모형의 동학은 일반적인 감
염병 확산 모형식(1)~(4)로 나타낼 수 있다. 본절에

셋째, 본고는 감염병이 소규모 개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 영향의 경로를 두 가지
로 분리하고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폐쇄경제 모형과 소규모 개방경제 DSGE
모형을 동시에 사용한다.

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져오는 감염병 확산속도
모수

를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는 감염병의 확산속도를 결정짓는 모수인데,

상수가 아니라 방역조치의 강도 및 효율성에 의해 시
변(time-varying)한다고 가정한다.

넷째, 본고는 집단면역이 아닌 약 1~2년 후 치료제
나 백신이 활용된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로

생산지수인

한 목표하에서는 현재 진행되어온 강력한 봉쇄 및 사
회적 거리두기는 비효율적이며 지속 불가능한 정책으
로 전락된다.16) 모형측면에서도 치료제나 백신 개발
을 가정하지 않으면, E&J처럼 전 인구의 60~80%가
감염되는 집단면역을 염두에 두고 모형 및 모수들을
설정해야 한다.

도 커지게 되어 확산속도가 빨라지게

17)

된다.

둔다15) 만일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정부
의 보건정책은 집단면역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러

가 커지면 재

먼저 관측이 용이한 재생산지수
요소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해
을 보이는
한다.

를 결정짓는
와 밀접한 움직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정하고자
를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방역정책은 그 종

류가 다양하지만 앞서 제시한 대로 사회적 조치와 의
학적 조치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조치는
행정명령으로 빠른 시간내에 실시할 수 있는 조치이지
만 그에 따른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경제에 막대한 손
실이 발생한다. 3월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진자수가 급
증하자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 달 사이에 「권고적 차원
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집회금지 및 학교휴교」로,
이후 「봉쇄(lockdown)명령」으로 사회적 조치의 수위

14) 다만 코로나19 기간이 아직 매우 짧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모수는 추정이 아닌 켈리브레이션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15) 실제로 보건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강도 높은 연구 및 임상실험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2020년 말에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되고 이후 상용
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하에 대부분의 정부들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이전까지 확진자수 곡선을 평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6) 재생산지수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부의 봉쇄정책이 지속되면 집단면역까지 도달하기 힘들거나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동 기간동안 봉쇄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지
속된다.
17)

에서

는 고정된 상수이고, 초기에는

가 거의 인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에 영향을 주는 주요소는

이다.
감염병 확산 모형을 이용한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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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4이상을 크게 웃

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의 곡선을

돌던 재생산지수가 3월 중순부터 하락하기 시작하

평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이나 대만 등 일

였다.18)

부 국가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재생산지수

<그림 4>

글로벌 재생산지수

움직이는

와 밀접하게

도 사회적 방역조치와 의학적 조치의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아래의 식(5)와 같이 가정한다.

여기서

는 사회적 조치(social measures)를,

는 의학적 조치(medical measures)를 각각 나
타내며,

는 모형에서 통제되지 않는 충격을 의미한

다. 는 고정된 감염병 전파율(상수)을 의미한다.
자료: 자체 시산

각종 방역조치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생산지수로부
터

이에 반해 의학적 조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
교적 작지만 즉각적으로 수위를 높이기 어려운 측면
이 있다. 의학적 조치는 진단키트의 확보, 검사기관

는 쉽게 구할 수있다. 예를 들어 기초 재생산지

수(

)가 4라고 가정하자.20) 일반적으로 코로

나19 감염시 회복기간은 약 3주(21일)가 소요되므로
를 1/21이라고 가정하면

는 약 0.19가 된다. 이

의 확대, 마스크 생산 등의 어려움으로 3월중에 충분

후 각종 방역조치의 시행으로 재생산지수가 1로 낮아

히 신속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4~5월에서야 비교적

졌다면 이것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다. 비록 대응이 늦은 측

한다.

면은 있지만 이러한 의학적 조치도 사회적 조치만큼
재생산지수를 낮추는 데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19)

문제는

가 약 0.05로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

(또는

) 변화분 중 얼마만큼이 사회적

조치에 기인하고, 얼마만큼이 의학적 조치에 기인하

심지어 Stutt et al.(2020)과 Chu et

는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21) 사회적 조치

al.(2020)처럼 마스크 착용이나 약한 형태의 사회적

는 그나마 봉쇄지수(lockdown index)로부터 간접적

거리두기(1미터 이상 정도만 거리를 유지)만으로도 감

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의학적 조치의 경우 하

염확산을 80% 이상 감소시킨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

나의 지수로 정리된 연구가 없다. 이는

되고 있다.

18) 사회적

조치가 코로나19의 재생산지수를 얼마나 낮추는 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Flaxman et al.(2020)을 참조하시오.
19) Ⅱ장에서

언급된 Berger et al.(2020), Grassly et al.(2020) 등의 연구들을 참조하시오.
20) 코로나19 초기 일반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재생산지수가 4~5를 넘는 수준이었다.
21) 저자가

아는 한도에서는 두 가지 방역조치의 기여도 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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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을추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적 조치의 강도는 서서히 낮아

는 시간선호율,

은 추세기술수준(labor-

augmented technology),

는 소비,

는 노동공급,

는사

지지만 의학적 조치가 강화되면서 <그림4>에서처럼

회전체의 소비,

현재 낮아진 수준의 재생산지수가 향후에도 지속적으

(consumption habit)을 나타낸다. 예산식에서

로 낮게 유지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하였다.

는 소비세율,

는 채권,

는 명목임금,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그림 5> 봉쇄지수(Effective Lockdown Inedx, ELI)1)

는 소비습관

는 기업

는 정부로부

터의 lump-sum 이전 및 세금을 의미한다. 경제의
생산기술과 추세기술수준의 동학은 다음과 같다.

는 j번째 중간재를 의미하며
위한 상수이다.

는 계산 편의를

는 추세기술수준의 로그

차분으로 추세기술진보율(또는 추세성장률)을 의미한
주: 1) 5
 월 31일 기준
자료: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

다.23)

은 정상상태에서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중

앙은행은 일반적인 테일러 타입의 금리준칙을 따르
며, 정부는 균형재정을 따른는 것을 가정한다. 또한
2. 경제 모형

가격 및 임금의 경직성에 따른 필립스 곡선도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 도출된다.

본고의 글로벌 시나리오 분석에 사용된 경제모형은
신케인지언 DSGE 모형이며, 가계의 생애효용과 예

3. SIR과 경제모형의 연계

산제약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22)
본고에서는 SIR 모형의 변수 중 인구대비 확진자수
비율(

), 사회적 조치(

), 재생산지수(

)가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여 SIR

22) BOKDSGE

모형(조사통계월보 18.1월)에서 해외경제 블록에 사용된 모형과 유사하다.
23) 모형내

모든 변수는 정상변수(stationary variables)이므로, 데이터와 모형변수를 매칭하는 과정(measurement equation)에서 추세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감염병 확산 모형을 이용한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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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과 경제모형을 연계한다. 먼저 E&J에서 제시한
논리대로 인구대비 확진자수 비율(

<그림 6>

VIX와 재생산지수의 비교

)이 경제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동 비율이 높으면
경제주체는 감염 위험을 회피하고자 경제활동(소비 및
노동공급)을 줄이기 때문이다. 동 연구들에서는 경제
주체의 내생적 선택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되지만 본
고에서는 축약형(reduced form)으로 확진자수 비율
이 직접 경제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하였다. 다음으
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봉쇄조치 등 사회적 조치(

)
자료: CBOE, 자체 시산

는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
막으로 재생산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의 확
대와 이에 따른 경제위축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하였

보다 구체적으로는 SIR 모형의 변수인 인구대비

다. Bloom(2009), Christiano et al.(2014) 등은

확진자수 비율(

불확실성(uncertainty 또는 risk)이 경기변동의 주

수(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제내에 동 충격의 중요성을

세성장률(

), 사회적 조치(

), 재생산지

)의 선형결합이 경제모형의 소비세율( )과 추
(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

24)

강조하였다.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코로나19가 급

였다.

격히 확산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VIX지수)이 큰 폭
으로 상승하였고, 이와 함께 경제활동이 큰 폭으로 위
축되었다. 재생산지수는 VIX지수를 선행하면서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초기 큰 폭으로 상승
한 재생산지수는 2월말 정점에 도달 후 점진적으로 하
락하였으며, VIX지수는 보름의 시차를 두고 3월 중
순에 정점에 도달한 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식(11)에서는

가 소비세율에 영향을 주는데, 여

기서 소비세는 실제로 정부가 가계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와 노동의 한계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
종의 wedge를 의미한다. 따라서 wedge가 커질수록
소비 및 노동공급이 작아진다. 이는 소비의 한계효용
과 최적화 결과를 나타내는 아래의 식(13)과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Eichenbaum

et al.(2020a)도 확진자수가 증가할 때 외부성(externality)을 내부화시키는 목적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기 위
해 소비세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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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식(12)는

충격의 종류에 따른 변수 X의 경로1)

가 식(9)와 같은 추세성장률에도 영

향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코로나19 충격 발생 이후
GDP가 기존의 성장경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면 소비세율과 같은 추세안정적(I(0))인 충격만으로
주: 1) 좌측 음영은 X가 I(0)을 따를 경우, 우측 음영은 X가 I(1)을 따르는 경우

도 그 영향을 나타내기가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글
로벌 금융위기 사례(<그림7>)에서 볼 수 있듯이 대
규모 충격 발생시 GDP가 기존의 경로로 돌아가지

덧붙여 식(10)~(12)를 DSGE 모형의 한 블록(외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에 IMF나 OECD도 최근 전

생변수블록)으로 포함하였는데, 이는 식(10)~(12)를

망에서 글로벌 GDP 수준이 상당기간 기존 경로에

DSGE 모형과는 별개로 간주하며 활용하는 경우와 전

서 벗어난 전망을 실시하였다. GDP경로의 영구적

망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1차 차분안정적(I(1)) 충
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

현재가

기일 때 그 다음 기부터의

의 경로의 집합을

)에도 충격이 발

라고 하자.

생한다고 설정하였다.

<그림 7>

금융위기 전후 글로벌 GDP 경로1)

독립적으로 SIR 모형을 통하여

를 구한 후

에 이들을 데이터로 취급하여 DSGE 모형에 별도로
입력하여 조건부 전망을 실시하는 경우, 경제주체는
향후

의 경로에 대한 정보 없이 최

적화 선택을 하게 된다. 즉, 경제주체들은 이번 기의
를 사전에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또
한

가 없는 상태에서

과

고 향후의
주: 1) 금융위기 미발생시 글로벌 GDP: 2008년부터는 2000년~2007년 성장
률의 평균으로 매년 성장한다고 가정
자료: IMF WEO Database

을 선택하
(

을 예측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기인

)
기에도 경

감염병 확산 모형을 이용한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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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들은

을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받아들

인다.

관련 전망치가 일별 모형의 전망치와 유사하도록 모

이와 달리 SIR 모형이 DSGE 모형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모형의 경제주체들은

를 사전에 예측한

상태에서 최적화 선택을 하게 된다. 즉
형성된 상태에서

DSGE 모형에 사용하였다. 이때 월별 모형의 감염병

과

가

을 선택하고 향후의 선택
(

)을 예측하게

수를 일부 조정하였다.25) DSGE 모형의 경우에는 관
측방정식(measurement equation)을 이용하여 주
기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관측 가능한 19.2분
기의 실질GDP 성장률(

)은 다음과 같이

관측 불가능한 월별 실질GDP 성장률로 표현된다.

된다.
따라서 식(10)~(12)를 DSGE 모형의 한 블록(외생
변수블록)으로 포함하는 경우 경제주체들이

에

대해 예측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의 선
택문제를 푼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는 관측변수를 의미하고,

4. 모형주기(frequency)의 통일

은 19년 6월의

월별 성장률(5월과 6월 실질GDP의 로그 차분)을 의미
한다. 동 방법으로 관측방정식을 사용하면 월별 GDP성

SIR 모형을 기존의 경제모형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장률에 대한 데이터 없이도 분기 데이터만을 가지고 추

는 데이터의 주기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정이 가능하다. 다만, 3, 6, 9, 12월에만 분기 데이터

경제모형의 경우 GDP가 분기 단위로 집계되기 때문

가 존재하므로 나머지 월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다.26)

에 일반적으로 분기 단위로 설정된다. 반면 SIR 모형

참고로 세계경제 성장률은 IMF의 연간 자료를 사용

은 코로나19의 회복기간이 약 3주라는 점과 현 시점

하는데, 이를 분기화하기 위해서 주요국 및 주요지역의

에서 5개월간의 데이터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으

분기 성장률 자료를 기반으로 Denton(1971)의 분기화

로 일 또는 주 단위로 설정된다. 본고에서도 SIR 모

방법을 사용하였다.

형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 단위로 설정하
고 모수 및 충격을 추정하였다.

5. 소규모 개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면 두 모형을 연계하는 경우 두 모형의 중간 주기
에 해당하는 월 단위로 설정하였다. SIR 모형의 경우

코로나19가 소규모 개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일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별 모형의 모수와 충격들

할 경우 글로벌 확산과 소규모 개방경제 내 확산을 모두

을 추정한 후, 추정한 모수를 월별로 전환하여 SIR-

감안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소규모 개방경제에 발

25) 다만 SIR 모형의 충격은 월별 모형에서 다시 추정된다.
26) 관
 측방정식의 도출은 <부록1: 분기자료를 이용한 월별 모형의 추정>을 참조하시오. 데이터가 없는 월에 대해서는 자료없음(NaN)으로 처리하더라도 칼만스무더를 통해 모형내에
에서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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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자체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되기도 하며, 코로나

전망한다. 다음으로 전망된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 발생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대외거래

조건으로 사용하여 소규모 개방경제 DSGE 모형을 이

부진으로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되기도 한다. 본고에서

용하여 조건부 전망을 실시한다. 이 경우 세계경제성장

는 전자의 경우를 직접경로로, 후자의 경우를 간접경로

률은 모형내의 해외 수요충격 및 해외 추세성장률 충격

로 표현한다.

의 발생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외 충격들이 모형의 구
조에 의해 소규모 개방경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

<그림 9>

다. 이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직접경로에서처럼 코로나

직접 및 간접경로

19에 의한 세계경제성장률 저하로 국내 GDP 경로가
세계 경제
대외거래 위축
(간접경로)

코로나 19
내수 위축
(직접경로)

영구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서는 해외 추세성장률과 국내 추세성장률이 양의 상관
관계를 갖도록 모형을 설정해야 한다.

우리 경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확진자

Ⅳ. 모수설정 및 시나리오 분석

수가 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어 경제성장률이 코로나
19 미발생 경우에 대비하여 1%p 하락하였다고 가정하

1. 모수설정

자. 이와는 별개로 코로나19의 해외 발생으로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2%p 하락하고 이에 따른 대외거래의 위

SIR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고 해를 구하는 방식으

축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1%p 낮아진다고 가정하자.

로는 ① 잔차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식(MSSE,

우리나라와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을 독립 사건으로 가

minimizing the sum of squared errors)과 ②

정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직접경로를 통해 1%p,

칼만스무더(Kalman smoother)를 이용한 베이지

간접경로를 통해 추가로 1%p 하락하여 총 2%p 하락한

언 추정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목표가

다고 볼 수 있다.

되는 데이터(예:

우선 직접경로를 통한 영향은 앞서 제시된 SIR과 경

)와 모형에서 도출된 변수값(예:

)의 차이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와

를

제모형간 연계방법에 따라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

구하는 것이다. 동 방법은 다양한 모수값에 따라 감염

경로를 통한 영향은 기존의 BOKDSGE 모형(조사통계

병 변수들의 경로를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점

월보, 18.1월)을 이용하여 시산하였다. 구체적으로 설

이 있지만, 정책개입으로 인해 시변하는

명하면 먼저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세계경제성장률을

27) 시변하는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27)

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를 추정하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에 특정한 함수형태를 부여하고 그 함수의 모수들을 추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시는 <부록2: SIR 모형의 추정>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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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모수와 충격들을 동시에 계산하기 때문에 모형에

(target)로 삼아 (

서 도출된 변수값과 데이터에 차이가 없게 된다는 장

경우 20.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1.4%이며, 글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로벌 경제성장률은 주요 국가(미국, 중국, EU, 일본,

의 경우 베이지언 추정을 통

해 의 사후분포를 구하고, 시변하는

를 구한다.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28)

)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인도 등)들의 20.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을 현재가격
(current price) 기준으로 가중합을 실시할 경우 약
–4.3%이다. 또한, <그림7>에서와 같이 대규모 충격
발생시 GDP경로가 영구히 낮아졌기 때문에, 코로나
19 기간에도 동일한 하락 패턴을 갖는다고 가정하였

와

가 시변한다고 가정하고 두 가지 데이터(확

다. 참고로 IMF의 20.4월, OECD의 20.6월 세계

진자수, 회복자수)를 사용할 경우 적도식별(exact

경제전망도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구체적인 모수값

identification)이 가능하므로 확진자수와 회복자

들은 <부록 3>에 수록하였다.

수 데이터와 모형의 값이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또한
DSGE 모형도 베이지언 추정과 칼만스무딩을 이용하

<그림 10>

IMF 글로벌 GDP 전망

여 해를 구하기 때문에 동일한 모듈내에서 동시에 추
정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SIR-DSGE 연계모형의
경우 동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과 동시에 해를 구한다.
DSGE 모형의 모수 추정은 조사통계월보(18.1월)
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월별 모형이므로
분기 모수를 적절히 월별 모수로 변환하여 사전분포의
평균값으로 사용하여 추정한다.29)
식(10)~(12)의 SIR-DSGE 연계 부문의 모수들
(

)은 켈리브레이션 방법으로 설정한다. 코로나

자료: IMF WEO(20.4월)

19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베이
지언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2. 시나리오 분석

는 코로나19 기간이 5개월이고, 그 중 GDP 데이터
는 20.1분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추정이 불가능한

코로나19 전개양상 시나리오별 경제전망은 20.5월

상태이다. 따라서 가용한 자료인 20.1분기 실질 경

말 시점에서 가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한 것으로

제성장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경로를 목표

서 경제전망보고서(한국은행 20.5월)에 발표된 내용

28) 식(3)에서

는 상수로 표현된다. 본고의 일별 SIR 모형에서는 시변하는 를 가정하였고, 월별 모형에서는 고정된 를 가정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는 <부록 2 : SIR 모형의
추정>을 참고하시오.
29) 예를 들어 분기모형에서 충격의 지속성 모수 가 0.91로 추정되었다면, 월별 모수 의 사전분포의 평균을 0.91 로 지정한 후 추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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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보고서의 주요 현안

대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자는 코로나19의 전개상황에

점검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한 가정에 기초해서 경제전망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

다만 현 시점(6월말)에서 보면 5월 기준으로 작성된

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 시나리오보다는 글로벌 확산세 진정 시점이 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감염병 확산 모형과 거시경

연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유럽에서 진정세를 보

제 모형을 연계하여 코로나19 전개양상에 기초한 전

이고 있지만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으로 급격히 확산

망모형(SIR-DSGE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본고에서

되면서 글로벌 신규 확진자수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

소개하였다. 또한 구축된 SIR-DSGE 모형을 활용하

다. 이는 각 국가들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여 코로나19 전개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가정하고 이에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

따른 성장경로를 점검하였다.

하기 위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본고의 기본 시나리오에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국내 코로나19 뿐만

서 제시된 것보다 빠르게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30)

아니라 글로벌 코로나19 전개상황도 면밀하게 고려할

식(5)에서 볼 수 있듯이

가 커지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코로나19 전

서 감염병의 전파속도가 빨라진다. 기본 시나리오상

개상황의 불확실성이 교역경로를 통해 우리경제 성장

에서 가정한 6월의 ELI는 0.75인데 비하여 6월 실적

경로의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

치(6월 22일까지) 평균은 0.63 수준으로 기본 시나리

인다.

가 작아지면

31)

오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SIR-DSGE 모형은 가용 데이터의 부족으

방역조치의 빠른 완화와 이에 따른 확진자수의 증가

로 코로나19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연계식의 모

는 경제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경제활동을

수들을 추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인다. 가용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후자는 경제활동을

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켈리브레이션을 실시하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였으나 실증적으로는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Eichenbuam et al.(2020a,b)이나 Jones et

Ⅴ. 맺음말

al.(2020)처럼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코로나
19의 확산이 영향을 받고 이러한 영향이 다시 경제주
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적 동학이 본고에서는 일부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향후

생략되거나 축약식으로 대체된 한계가 있다.

세계경제 흐름이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이에 대응한
봉쇄조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경제전망의 불
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전망의 불확실성 증

30) 이전에 유사한 흐름을 보이던 각 국가들의 일별 신규 확진자수와 봉쇄조치 강도(ELI)의 흐름이 최근 들어 차별화(decoupling)되고 있다.
31) <그림5>에서 볼 수 있듯이 골드만삭스 발표 ELI는 4월이 정점이었으며, 4월 평균은 62.3이었다. 본고에서 는 4월 평균 ELI를 1.0으로 정규화시킨 지수들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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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Lock-Down’

in

<부록 1>

분기 자료를 이용한 월별 모형의 추정
월 주기 모형 추정 시 분기 성장률 자료를 보간법을 이용해 월별 자료를 전환하거나 월별 자료인 산업생산 지수
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이와 달리, 관측방정식(measurement equation)을 적절히 이용할 경우
데이터 변환 없이 직접 분기 성장률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측 가능한 19.2분기의 실질
GDP 성장률(

이때,

이때,

)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은 19.6월 GDP이지만 관측되지 않는다. 그리고 19.5월 GDP는 다음과 같다.

은 전월 대비 19.6월의 성장률이다. 식(1-2)를 이용하면 식(1-1)의 분기 데이터는 다음과 같

이 월별 데이터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

다만, 분기 성장률은 3, 6, 9, 12월에만 해당하므로 나머지 월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이 추정을 실시한다.
감염병 확산 모형을 이용한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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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SIR 모형의 추정
보건학계 및 경제학계에서 SIR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나, 본고에는 ① 잔차제곱의 합을 최소화
하는 방식(MSSE, minimizing the sum of squared errors)과 ② 칼만스무더(Kalman smoother)를 이
용한 베이지언 추정을 사용한다.

1. MSSE

목표가 되는 데이터(예:

)와 모형에서 도출된 변수값(예:

)의 차이 제곱의 합이 최

소화되는 와 를 구하는 것이다. 목표가 두 개 이상일 때는 각 오차 제곱의 선형결합을 최소화한다. 이 방법은
모수가 상수로 고정된 경우에는 손쉽게 추정이 가능하나, 정책변화나 환경변화에 따른 시변(time-varying) 모
수일 경우에는 특정한 함수형태를 가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월 중에 급증한 신규 확진자수가 적극적 방역조치 실행으로 인해 3월 중순 이후 급격하
게 감소하였다. 이는

가 2월 중에는 높고 3월 이후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는

의 함수로 logit 모

형의 좌우대칭형 함수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은

가 낮아지는 시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2-1)만을 사용할 경우

과

는 상하의 폭을 조정하는 상수이다. 그러나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2월 중순에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이후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급격히 진정되는 현상을 식 (2-1)의
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2월 말을 중심으로

(고점과 저점이 평평)

가 일시적으로 확대되고 수축되는 패턴을 반영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식 (2-1)에 Gaussian 함수 형태를 부가하였다.

여기서

는 확대와 수축 시기를,

는 확대 및 수축의 폭을,

는 그 기간을 조정하는 모수들이다. <그림

2-1>은 식 (2-1)을 사용한 경우 <그림 2-2>는 식 (2-2)를 사용한 경우의 우리나라 확진자수의 데이터와 시뮬
레이션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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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식 (2-1)을 이용한 우리나라 잔존확진자

<그림 2-2>

식 (2-2)를 이용한 우리나라 잔존확진자

다만, 우리나라도 5월 말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50명 내외로 증가함에 따라 재생산지수가 1을 초과(1.4
내외) 하였고 이에 따라 잔존확진자수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고자 식 (2-2)의

에

시간 더미(time dummy)를 포함하였다. <그림 2-3>은 앞으로 현재의 재생산지수 1.4가 지속될 경우 향후 잔
존확진자수 전망이고, <그림 2-4>는 재생산지수가 1.0이 되고 지속될 경우의 전망이다.

<그림 2-3>

우리나라 잔존확진자 전망 (Rn=1.4)

<그림 2-4>

우리나라 잔존확진자 전망 (Rn=1.0)

감염병 확산 모형을 이용한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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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칼만스무더를 이용한 베이지안 추정

칼만스무더를 이용한 베이지언 추정에서는 모수와 충격들이 동시에 계산되기 때문에 모형에서 도출된 변수값
과 데이터에 차이가 없게 된다. 베이지언 추정을 통해 식(18)~(19)의 의 사후분포를 구하고, 시변하는
구한다.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동 방법에서는 칼만스무더를 통해

와

를

의 시변하는 충격을 구하므로, 두

가지 데이터(확진자수, 회복자수)를 사용할 경우 적도식별(exact identification)이 가능하다. 따라서 확진자
수 및 회복자수 데이터와 모형의 값이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동 방법의 단점은 Blanchard-Kahn 조건의 충족을 위해 정상상태(steady-state)의 재생산지수가 1보다
작도록
와

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는 상태가 정상상태이고, 감염병의 확산은
충격을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다. <그림 2-5>는 우리나라 확진자수 데이터의 충격분해이고 <그림2-6>

은 회복자수의 충격분해이다.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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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잔존확진자수 충격분해

<그림 2-6>

우리나라 누적회복자수 충격분해

<부록 3>

모수의 설정
1. SIR 모형

일별 SIR 모형에서 와 의 사전분포와 사후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1> SIR 모형 모수의 베이지언 추정값
모수

<그림 3-1>

사후평균

(감염병 전파율 - 우리나라)

(0.03, 0.01)

0.022

(감염병 회복율 - 우리나라)

(0.05, 0.01)

0.039

(감염병 전파율 - 전세계)

(0.03, 0.01)

0.025

(감염병 회복율 - 전세계)

(0.04, 0.01)

0.031

의 사전 및 사후분포1)

주: 1) 수직선은 MCMC 사후분포의 중앙값을 의미

<그림 3-3>

사전분포

의 사전 및 사후분포1)

주: 1) 수직선은 MCMC 사후분포의 중앙값을 의미

<그림 3-2>

의 사전 및 사후분포1)

주: 1) 수직선은 MCMC 사후분포의 중앙값을 의미

<그림 3-4>

의 사전 및 사후분포1)

주: 1) 수직선은 MCMC 사후분포의 중앙값을 의미

감염병 확산 모형을 이용한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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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R-DSGE 모형 연계식

SIR 모형의 변수들이 DSGE 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식(10)~(12)내의 모수들은 켈리브레이션 방법으로 설정
된다.
<표 3-2> SIR-DSGE 연계식의 모수 설정1)

값

조정기준

800
1.0
3.53
0.052

20.1분기 세계경제성장률(전기비) -4.3% (주요국 및 주요지역 평균)
20.2분기 세계경제성장률(전기비) -4.0% (IMF WEO 20.4월)
21.4분기 세계경제성장률부터 정상상태 성장률 회복

0.0002
주: 1) 단,

기타 DSGE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조사통계월보(18.1월) <붙임2>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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