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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요인활용 다변수 자기회귀모형(FAVAR)과 2000년 이후 한국의 167개 거
시변수를 이용하여 정부지출 증가가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 및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지출의 영향을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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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정부소비지출은 1년여의 시차
를 두고 경기부양효과가 비교적 뚜렷하나, 정부투자지출의 경우 뚜렷한 경기부양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전통적인 민간소비나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채널보다는 수입수요
의 증가로 인한 순수출 감소가 재정지출, 특히 정부소비지출의 승수효과를 감소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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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소비지출의 증가는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도
부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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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율의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전통
적 통화정책의 역할이 감소한 이후로, 경기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
할을 강조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권
고하기도 한 바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Bernanke et al. (2005)가 제시한 요인활용 다변수 자기회귀 모형
(factor augmented vector autoregressive model, 이하 FAVAR)과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축차구조(recursive structure)를 이용하여 한국의 정
부지출의

효과를

살펴본다.

일반적인

VAR모형은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로 인해 모형에 많은 변수를 포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기존의 VAR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제한
적인 변수들로 모형을 구성하여 정부지출의 승수를 측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VAR모형과는 달리 FAVAR모형은 이용
가능한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AVAR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 승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증
가가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FAVAR
의 장점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증가가 산업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좀 더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모형의 추정을 위해
2000년 이후 한국의 167개의 거시변수를 이용하였으며, GDP, 물가, 실업률 등의
주요 거시변수 이외에 금융변수 및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를 통한 민
간에서 예상하는 미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한 자료 등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정부지출의
영향은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영향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
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정부지출을 통째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부적

1)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에 국한하여 효과를 분석한다. VAR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재정지출과 감세
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고 있으나, 최진호․손민규 (2013)에서 언급되었듯 VAR을 이용한 감세 효과의
분석은 많은 문헌에서 충격의 식별과정에 대한 부적절성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VAR을 이용한 재정
지출 충격의 식별은 대부분의 문헌에서 비슷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견의 여지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정부지출의 효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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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부소비지출의 경우 1년 누적 승수가 0.5–0.6으
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부양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정부투자의 경우 추정된 누적승수가 대부분 음의 값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을 제외한 산
업별 부양효과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우선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
지출 모두 민간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간소비의 경우는 정부
소비지출증가에서만 부양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재정지출 증가, 특히 정부소비지
출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가 감소하는 기간이 나타났다. 이는 국내수요증가를
반영한 수입수요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널을 통해 정부지출, 특
히 소비지출 승수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콜금리의 반응으로 측정된
통화정책 반응을 살펴보면,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통화당국이 이자율을 인상하
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동태적 일반균형이론(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DSGE)에서 보이는 반응과 일치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러한 총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뚜렷이 상승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
으며, 특히 정부소비지출의 증가는 경기부양효과가 비교적 뚜렷한데도 물가의
상승이 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반면에, 정부투자지출의 경우 경기부양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상승이 동반되는 경향을 보여 두 가지 정부지출
의 형태 차이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문헌이
늘어났다. 이러한 연구들 중 VAR모형을 이용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
은 Fatas and Mihov (2001)와 Blanchard and Perotti (2002)의 연구를 시초로 꼽
을 수 있다. Fatas and Mihov (2001)는 미국의 데이터와 촐레스키 분해를 적용한
VAR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외생적인 재정지출의
증가가 민간의 소비와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Blanchard and
Perotti (2002)는 외부 자료2)를 이용한 구조적 VAR모형과 미국의 데이터를 이용
하여 재정지출 승수와 조세승수를 추정한 바 있다. Blanchard and Perotti (2002)
의 연구 이후 이러한 식별법이 재정지출 승수와 조세승수를 추정하는 연구에 널
리 사용되었다. Ilzetzki et al. (2013)은 45개국 데이터와 VAR모형을 이용하여
개방경제에서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2) 세목별 조세 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해 VAR모형에 포함된 자료가 아닌 외부자료를 이용하여 동 탄력성
을 계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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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를 겪으면서 VAR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급증하였다. Ramey (2011)의 경우 해외의 전쟁 등으로 발생한 미국의 외생적인
군비지출 증가의 효과를 VA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atas and Mihov
(2001)와는 달리 Ramey (2011)는 재정지출의 증가가 민간소비의 위축을 불러일
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amey (2011)은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기존의 연구가
재정지출의 예상(anticipation)효과를 잘 반영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며, 재정지
출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상효과를 잘 반영한 VAR모형
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일환으로 민간에서 기대(예상)하는 정부지
출의 증가율을 VAR모형에 포함하여 이러한 기대(예상)효과를 통제(control)하게
되면, 재정지출 충격은 민간의 소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3).
이러한 주장은 Auerbach and Gorodnichenko (2012b)에도 반영되었다. Auerbach
and Gorodnichenko (2012b)는 이러한 기대효과를 반영한 비선형 임계 VAR
(threshold VAR)모형과 미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효과가 경기국면
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Auerbach and Gorodnichenko (2012a) 역시
local projection 모형을 이용하여 OECD국가의 정부지출 효과를 분석하며 민간
에서 기대하는 정부지출의 증가율에 관한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여 이러한 기대
효과를 반영한 바 있다4). 이외에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 모형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DSGE)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분
석한 논문 역시 다수 존재한다5).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이론모형에서 정부투자의 승수효과가 다른 지출의 형태보
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Baxter and King (1993)의 경우
정부투자의 증가로 인한 공공자본(public capital)의 축적은 양의 외부효과
(positive externality)를 가지게 되어 다른 정부지출의 형태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Perotti (2004)는 VAR모형과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지출의 다양한 형태 ― 정부소비, 정부투자 등 ― 에 따라 그
승수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특별히 정부투자가 다른 지출형태보다 더 큰 승수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역시 정부지출의
3) 반면, Perotti (2011)은 이러한 기대효과를 반영한 VAR과 기대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인 구조적
VAR (Blanchard and Perotti (2002) 등)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기대효과로 인한 편의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4) Leeper et al. (2013)은 DSGE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기대효과를 무시한 채 재정지출의 효과를 추
정하는 경우 심각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5) Zubairy (2014), Leeper et al. (2010) 등이 대표적이다. Ramey (2019)은 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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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따라 승수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한국의 데이터와 구조적 VAR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김배근 (2011), 허석균 (2007) 등은 Blanchard and Perotti
(2002)의 식별방법을 원용하여 한국의 재정지출 승수와 조세승수를 측정하고 거
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바 있다. 또한 손민규․이종욱 (2014)는 임계
VAR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재정지출 승수의 경기국면별 차이를 연구하였으며,
이강구․허준영 (2017)은 베이지안 VAR와 Blanchard and Perotti (2002)의 식별방
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재정지출 승수와 조세승수를 측정한 바 있다. 특히 김태
봉․허석균 (2017)은 한국의 재정승수 및 조세승수에 관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재정 및 조세충격의 식별방법과 추세가정
에 따른 재정 및 조세승수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6).
이렇듯 다양한 문헌들이 VAR모형과 한국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의 재정지출
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많은 연구가 재정 및 조세승수의 측
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VAR 모형의 특성상 제한적인 숫자의 변수들만을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풍부한 환경(data-rich
environment)에 적합한 요인모형을 사용하여 정부지출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정부지출이 산업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소비와 정부지출을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효용성을 더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사용된 FAVAR모형 및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III장에서는 추정된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관해 논의한다.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실증분석 모형 및 데이터
1. 실증분석 모형: 요인활용 다변수 자기회귀 모형(factor
augmented vector autoregressive model)
본 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FAVAR모형의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본 연구
6) 이외에도 곽노선 (2014), 김홍균․박승준 (2012) 등이 구조형 VAR을 사용하여 한국의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재정정책 효과를 DSGE모형을 통해 분석한 논문 역시 다수 존재한다. 대표
적으로 Hur and Lee (2017)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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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된 FAVAR는 대체로 Bernanke et al. (2005) 및 김소영 (2009)에서 제
시된 논의를 따른다. 먼저 다음과 같은 VAR모형을 고려한다.

  
        
  


(1)

 는  ×의 관측 불가능한 요인(unobserved factor)이며  는 관측 가능한
 × 벡터이다.  은 시차다항식(lag polynomial)을 나타내며,  는 백색잡음
과정(white noise process)을 따르고 공분산 벡터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오차항
(error term)을 나타낸다. 한편 경제 내의 관측 가능한 다양한 변수들인  를 이
용해  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와  ,  의 관계를 아래
와 같은 선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2)

 는 관측 가능한  × 거시변수이며 는  × 의 요인민감도(factor
loading)을 나타낸다.  는  × 행렬이며  는 백색잡음 과정을 따르고 공분산
벡터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 가능한 변수
인  는 정부지출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포함된 변수를 나타내며 기본모형
(baseline model)에서는 정부지출, GDP, 조세수입의 3변수를 포함한다.
이러한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 Bernanke et al. (2005)에서는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한 2단계 추정법과 베이지안 깁스 샘플링
(Bayesian gibbs sampling)을 이용한 1단계 추정법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1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한다7). 상태공간모형(state-space model)을 이용한 1
단계 추정법의 사용을 위해 식 (2)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

     
 
 
       

(3)

여기에서 은 모든 원소가 0인 행렬을 나타내며  는 대각행렬(diagonal matrix)

7) Bernake et al. (2005)는 두 가지 추정방법이 결과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Stock and Watson (2002)와 Bernanke et al. (2005)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에서 추정된 요인
과 요인의 추출에 포함되지 않은  는 직교(orthogona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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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한다8). 식 (1)은 상태공간모형에서의 상태식(state equation)이 되며 (3)은
상태공간모형에서 관측식(observational equation)이 된다. 이러한 상태공간모형에
서 추정해야할 모수는     및   의 공분산 행렬과 비관측 요인  이
다. 이와 같은 상태공간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고에서
는 베이지안 깁스 샘플링을 사용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추정방법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따른다.
1. 각 모수에 대한 초기값과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를 정한다. 요인  에
대한 초기값으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이외
에 공분산 행렬 및 시차항, 그리고 요인민감도에 관한 정보는 Koop and
Korobilis (2010)에서 제시한 방법과 모수를 사용하였다9).
2. 데이터와 요인을 이용하여 관측식과 상태식의 모수를 업데이트한다.
3. 2단계에서 업데이트된 모수를 바탕으로 Carter and Kohn (1994)의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한다.
4. 2단계와 3단계를 충분한 횟수만큼 반복한다. 충분한 반복 이후 추정된 모수와
요인을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고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100,000번의 반복을 실시하여 최초 90,000번의 반복에서 추정된
값들은 버리고(burn-in), 남은 10,000개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사후분포를 계산하
였다.
충격반응분석을 위해서는 충격의 식별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atas
and Mihov (2001), Blanchard and Perotti (2002) 및 이강구․허준영 (2017)을 따라
촐레스키 분해를 사용하여 정부지출 충격을 식별한다10). 촐레스키 분해를 위해
서는 VAR에 포함된 변수의 순서가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에 따라

8) 이와 같은 가정은 공통요인  와 관측가능요인  이외에  를 구성하는 개별요인은 각 변수들간 독
립임을 가정하는 것과 같다.
9) 구체적으로 요인 민감도에 대한 초기값은 주성분 분석으로 추출한 요인과 OLS (ordinary least
square)를 이용하여 정하였으며 사전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관측식의 공분
산행렬의 경우 역감마분포(inverse gamma distribution)을 사용하였으며 상태식의 공분산행렬의 경
우 역 위샤트(inverse wishart)분포를 사용하였다.
10) 이외에 Mauntford and Uhlig (2009)가 제안한 부호제약 역시 유용한 충격의 식별방법이 될 수 있
으나, 김태봉․허석균 (2017)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 데이터와 부호제약을 이용하여 재정지출 충격
을 식별하는 경우 확률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부호제약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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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모형  에 포함된 세변수를 정부지출변수 – GDP – 조세수입의 순서로 설정
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 순서로 촐레스키 분해를 실시하는 것의 의미는 당 분기
의 GDP변화와 조세수입은 당기의 정부지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식별조건은 입법과정에서의 시간지연 (legislative lag)이나 실행과정에서의
시간소모 (implementation lag) 등으로 합리화가 가능하다. 실제 당기의 GDP나
조세수입이 변하더라도 정부의 재량 지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정부지출의 실제 집행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시차로 인해 사회보장보험 지출 등의 이전지출을 제외한 재량
적 정부지출은 GDP 및 조세수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한 식별이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이러한 재정지출은 민간
에서 미리 예상(anticipation)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며, Leeper et al. (2013)는
이러한 예상효과를 무시하고 정부지출의 효과를 추정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편의(bias)가 생길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Auerbach and Gorodnichenko (2012a,b)는 민간에서 예측하는 정부지출 성장률의
기대치를 모형에 포함시켜 정부지출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민간에서 기대하는 정부지출 성장률 등의 미래 정부지출 관련 서
베이 데이터가 이용 가능할 정도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그 대안으로 이러한 미래의 기대와 관련된 부분을 상태식에 포함된  로 해
석한다. 즉 전체 요인에서 민간에서 예상하는 미래의 정부지출 변동에 대한 기대
를 직접적으로 추출해내기 어려운 변수를 제외한 요인을 식 (1)에 포함한다.
Bernanke et al. (2005)는 요인을 천천히 움직이는 요인(slow moving factor)과 빨
리 움직이는 요인(fast moving factor)으로 구분하여 천천히 움직이는 요인을 식
(1)에 포함하였다. 이는 변수순서에 민감한 촐레스키 분해를 사용하는 데 천천히
움직이는 요인만을 식 (1)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과
비슷하게 본 연구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는 대신 미래에 대
한 기대치 정보를 뽑아내기 어려운 요인 (즉 미래에 대한 기대정보를 거의 포함
하지 않아, 미래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관련 정보를 추출하기 힘든 변수)의 영향을
제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Born et al. (2015)에서 주장하듯 서베이 데이터
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정보를 담고 있는
(forward-looking) 변수를 VAR에 포함하는 것은 기대효과로 인한 편의를 줄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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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국
채 이자율이나 한국은행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통한 경기기대지수 등이 사용
되었다. 구체적인 변수목록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촐레스키 분해를 위한 변수
의 순서는 추출된 기대정보를 담고 있는 요인 – 정부지출 – GDP – 조세수입의
순서가 되며, 이러한 순서로 촐레스키 분해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 순서
는 Auerbach and Gorodnichenko (2012b)와 같다. Auerbach and Gorodnichenko
(2012b)는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한 미래 정부지출 기대변수 – 정부지출 – GDP –
조세수입의 순서로 VAR를 구성하여 촐레스키 분해를 실시한바 있다. 본 연구는
서베이를 이용한 미래 정부지출에 대한 기대 변수 대신, 기대정보를 포함하고 있
는 요인으로 대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AR모형에 포함된 요인의 수는 주성분분석을 통한 추정된 요인으로 결정하
였다. 포함되는 요인의 개수를 늘리게 되면 VAR모형에서 추정하여야 할 모수의
수가 늘어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Table 1>에는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추정
된 요인의 고유치(eigenvalue)와 요인이 설명하는 변동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i and Ng(2002) 테스트 결과에 따라 4개의 요인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요인은 전체 변수 변동의 약 44%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에 가까운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VAR모형의 추정을 위한 시차는 AIC기준을 이용하여 4로 결정하였다. 다
만 요인의 개수를 줄여서 추정해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요인의 개수
를 줄여 추정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신뢰구간이 좁아지는 효과는 크게 나타나
지 않아, Bai and Ng(2002)의 테스트에서 지지가 된 4개의 요인을 포함한 모형
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시차의 선택은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
였다. 비교적 짧은 시차(1 또는 2)만을 포함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해석하기 쉽지
<Table 1>

Estimated Factors using PCA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7

Eigenvalue

25.22

19.41

14.71

13.00

7.86

7.08

5.69

Explained
variations
(cumulative)

0.15

0.27

0.36

0.44

0.48

0.53

0.59

Note: Table shows result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Total variations (for
explained cumulative variations) are normalized b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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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결과를 보였으며 본문에 제시한 결과와는 크게 다른 결과를 보였다. 반면
비교적 긴 시차(3 혹은 4)의 경우 결과가 이론모형과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
였다. 이는 재정지출의 회계단위가 1년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출의 계획과 실행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차가 짧을수록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여 결과에 편의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데이터
본 절에서는 FAVAR의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를 설명한다. 우선 데이터는
2000년 1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한다. 2000년 이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서베이를 통한 민간의 미래 경기변동에 관한 기대 변수
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통화정책 역시 이전기간의 데이터를 포함하
는 것 보다 일관적이다. 또한 정부지출 중 정부투자의 경우 2000년부터 공식적
으로 발표가 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데이터를 사
용하기로 하였다.
FAVAR 추정을 위해 총 167개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167개의 변수 일
람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주요한 특징만을 소개하도록 한다.
FAVAR에 포함된 변수는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실물경
기, 금융시장, 경제주체의 기대부분으로 명명할 수 있다. 실물부분의 경우 GDP,
물가지수, 실업률 등의 주요 변수와 산업별 GDP 등의 세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가지수 역시 산업별 물가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업률은 연령별 실업
률 등을 포함하여 경기변동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였다. 금융부분의 경우 주가,
금리, 부동산 등의 국내 금융변수와 주요국 대비 환율 등의 해외부분과의 연계를
모두 포함하여 개방경제의 특성이 있는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금융관련 변수들의 포함은 금융위기 이후 강조되고 있는 금융과 실물간
의 연계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전망지수, 소비자
심리 등 경제주체의 미래인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변수를 포함시켜 경
기주체의 미래기대부분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한국은행의 경
제통계시스템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이용하여 구축되었으며, 일부 데이터는
OECD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167개 변수들 중 정부지출, GDP, 조세수입의 3 변수가 기본모형의 관측요인

 에 포함되었다. 3 변수는 모두 1인당 실질금액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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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변환을 위해 15세 이상 인구를 사용하였고 조세수입의 경우 GDP 디플레이
터를 이용하여 실질금액으로 변환하였다. GDP는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실질
GDP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수구성은 Blanchard and Perotti (2002), Auerbach
and Gorodnichenko (2012a) 등에서 널리 사용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정부지출을
정부소비와 정부투자 2개로 나누어 포함한 3변수 모형 역시 추정하였다. 또한 강
건성 검정을 위해서 앞서 언급한 3변수 이외에 콜금리와 원/달러환율을  에 포
함한 모형 역시 추정하였다. 이강구․허준영 (2017)의 연구에서 역시 두 변수를 포
함시켜 통화정책의 영향과 개방경제의 특징을 반영한 바 있다1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부지출은 GDP에 포함된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합으
로 이전지출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조세수입의 경우 소득세 및 이익세, 재
산세, 재화 및 용역과 관세 및 기타조세 수입의 합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회보
장기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 중 이전지출
의 영향은 분석하지 않는다. Blanchard and Perotti (2002) 등 다수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듯 이전지출의 경우는 자동안정화기능(automatic stabilization)을 포함하
고 있어, 경기의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당기 제약(현기의 GDP변화가 당기의 정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이용하
는 식별과정이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전지출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13).
또한, Bernanke et al. (2005)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요인추출을 위한 변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변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변환(transformation)하여 정
규화(standardize)하는 과정을 거쳐 요인 추출에 사용하였다. 사용된 변수와 각
변수의 변환방법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데이터는 대부분 계절 조정된
시계열을 사용하였으며 공식적으로 계절조정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통
합재정수지의 조세수입 등)는 X-12ARIMA 필터를 이용하여 직접 계절조정을
하였다.

11) 강건성 검정의 결과는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12)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여 조세수입을 구성하여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
13) 재량적 지출 역시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부분이 있으나 많은 경우 재량적 지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실행되는 지출이 대표적으로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량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의회의 동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
아 단기제약을 이용한 식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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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결과 및 논의
<Figure 1>은 추정된 정부지출, GDP 및 조세 수입의 충격반응분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충격은 1원의 정부지출 증가로 정의되었으며, 1 표준편차(68%) 신뢰
구간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또한

정부지출

중

정부소비(government

consumption)와 정부투자(government investment)가 다른 효과를 보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지출을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로 나누어서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
였다14).

<Figure 1>
(a) Government Spending

Impulse Responses
(b) Government Consumption

(c) Government Investment

Note: Figures shows impulse responses of government spending related variable, GDP,
tax receipts to government spending shocks, government consumption shocks,
government investment shocks. The size of shock is normalized by 1 korean won.
black-dotted line is a median response and shaded area means 68% credible sets.
y-axis means Korean won, and X-axis means quarters.

and
and
The
The

14) 즉 정부지출 – GDP – 조세수입, 정부소비 – GDP – 조세수입, 정부투자 – GDP – 조세수입과 요인으
로 구성된 3개의 모형을 독립적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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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정부소비 + 정부투자)의 충격반응분석 결과는 이강구․허준영 (2017)
에서 추정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부지출 1원의 증가에 대해 최
초 GDP는 음의 반응을 보이나, 곧 양의 반응으로 돌아서고 이후 5분기에 최고
점을 찍은 후 서서히 효과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세 수입은 5분기에
최고점을 찍은 후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GDP의 증가에 따른 조세수입의
증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적인 반응들이 확률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에 대한 GDP의 반응은
비교적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4분기에 최고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하여 6분기
에는 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GDP의 증가로 인해 조세수입
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 투자의 경우 최초 4분기까지 GDP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며 이후 양의 반응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반
응이 확률적으로 유의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추정된 충격반응함수를 바탕으로 정부지출 승수를 계산한 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누적지출승수를 사용하였으며, 계
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누적지출승수 (cumulative multiplier):

  




(4)

 





표에서 알 수 있듯 추정된 정부지출의 누적승수는 이강구․허준영 (201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부적으로 정부소비지출 승수는 1년 누적승수가 0.55
로 가장 큰 값을 보이며, 이는 김태봉․허석균 (2017)의 추정결과보다는 비교적 크
다15). 반면, 정부투자지출 승수의 경우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태봉․허석균 (2017) 역시 정부투자지출 승수가 음의 값을 가진다고 추정
하고 있어 기존의 결과와 비교적 일치하는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추정
된 지출승수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정부소비지출 승수만이 단
기에서 유의하나 1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5) 김태봉․허석균 (2017)의 많은 결과들 중 본 연구와 비슷한 조건(축차구조 식별, 로그 차분 데이터)을
이용하여 추정된 정부소비의 1년 누적승수는 약 0.14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정부소비의 누적승수 최
댓값은 0.26정도로 나타난 바 있다. (김태봉․허석균 (2017) pp.139 표 12, Recursive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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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stimated Cumulative Multiplier
Government
Spending

Government
Consumption

Government
Investment

Government Spending
(이강구․허준영 (2017))

Impact

-0.05

-0.07

-0.08

-0.09

1year

0.24

0.55*

-0.14

0.31

2year

0.15

0.02*

-0.26

0.41

3year

0.50

0.08

-0.30

0.46

Note: Figures mean estimated cumulative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from the impulse
response. *: significant at 68% level. Government Spending (이강구․허준영 (2017))
comes from pp73. table 6 in their paper.

충격반응분석에서 볼 수 있듯 단기(1년 이내)에서 정부지출과 정부투자의 경
우 각 충격이 발생한 후 GDP의 변화가 비교적 유의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승수(impact와 1년 승수)가 유의하지 않는 것은 GDP의 반응이 유의
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GDP뿐만 아니라 정부지출과
정부투자의 반응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출과 정부투자의 불
확실성이 큰 것도 정부소비지출 승수 및 정부투자지출 승수가 유의하지 않은 하
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FAVAR의 장점 중 하나는  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에 대한 충
격반응분석을 실시하여 충격의 영향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Figure 2>에서 
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Call은 콜금리이며 Exchange는 원/달러 명목환율, PCON은 민간소비, PINV는
민간투자, GDPdef은 GDP 디플레이터, 마지막으로 CA는 경상수지/GDP 변수이
다16). 우선 정부지출 충격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지출 충격은 수요를 증가시키
고 (앞선 GDP반응을 참고) 이에 따라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반응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충격반응분석
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반응은 많은 DSGE모형에서 나타난 결과와 부
합하는 것이다. 언급할만한 점은 정부지출의 증가는 충격이 발생한 당기에 민간
소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간투자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의 반응은 기존의 Fatas and Mihov(2001)
등 미국의 데이터와 VAR를 사용한 연구들에 나타난 민간소비를 증진한다는 결
과와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민간소비 구축효과는 강건성 검
16) PCON, PINV는 실질금액의 반응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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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mpulse Responses: Selected Macroeconomic Variables

(a) Government Spending

(b) Government Consumption

(c) Government Investment

Note: Figures show impulse response of selected macroeconomic variables to government
spending shock, government consumption shocks, and government investment shocks.
The size of shock is normalized by 1 korean won. Call and CA are measured by
percentage point changes. GDP deflator and Exchange are measured by percentage
changes. PCON and PINV are measured by Korean Won.

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경상수지의 경우 확률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
나 단기에서 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원화의 가치가 국내경기
호황으로 인해 절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출을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
소비지출의 외생적인 증가는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반
응은 약 6분기 이후 음의 반응으로 전환되나 음의 반응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다. 반면, 초기 민간소비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김배근 (2011)의 분석결과와 비교적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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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역시 정부소비지출에 대해 양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소비
지출의 민간소비 및 투자 구축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구간
에서 경상수지가 음의 반응을 보여 전반적인 승수효과의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Ilzetzki et al. (2013)에서 제시된 44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한 결과를 살펴
보면, 개방도가 높은 국가(무역의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에
서 정부지출 승수는 개방도가 낮은 국가보다 작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Ilzetzki et al. (2013)은 이 같은 결과를 정부지출의 증가로 인한 민간수요 증가분
중 일부분이 수입수요를 증가시켜 경상수지 적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바
있다. 한국의 경우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 속하므로 Ilzetzki et al. (2013)의 분석
에서 제시한 채널(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승수효과 반감)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
석할 수 있다17). 또한, 이러한 경기호황에 반응하여 콜금리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이론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환율의 경우 국내경기
호황으로 인한 원화 절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개방거시모형에서
예측하는 바와 일치한다.
정부투자의 경우 충격발생 직후 민간소비를 구축하며, 민간투자는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소비증가와는 달리 정부투자증가에 대해서는 물가가 상승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상수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지출에 의한 민간소비의 구축효과는 대부분 정부투자에서 온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충격반응분석 결과는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증
가가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부지출정책의 도입 및 시행과
이후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좀 더 세분화된 구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부지출이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부지출, 정부소비, 정
부투자의 산업별 GDP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결과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많은 충격반응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산업
의 반응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17) Kim and Roubini(2008)는 재정적자가 경상수지적자의 원인이 되는 것도 가능하나 재정적자가 경상수
지 흑자의 원인되는 경우도 가능함을 설명한바 있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성이 크며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률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Kim and Lee (2018)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정부지출의 증가의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Kim and
Lee(2018)의 결과는 본 연구와는 달리 정부지출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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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mpulse Responses: Industry GDP
(a) Government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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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overnment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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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overnment Investment

Note: Figures show that impulse responses of industry GDP to government spending shocks,
government consumption shocks, and government investment shocks. The size of shock
is normalized by 1 korean won. The responses are measured by Korean won. X-axis
means quarters. Median responses and the associated 68% credible sets are reported.

우선 정부지출의 효과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광업(mining)과 비금속광물제품제
조업 (non-metallic), 건물건설(building), 토목건설(civil) 등이 수혜를 입는 업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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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electronic)은 정부지출로 인해 생산이 감
소하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목건설에서의 수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를 나누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정부소비증가가 산
업별 GDP에 확률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업을 비롯한
부분의 제조업 –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food), 섬유 및 가죽제조업(textile), 목
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wood), 화학제품제조(chemical),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non-metallic), 1차금속제품제조업(basic metal), 기계 및 장비제조업(machine), 정
밀기기제조업(precision) - 과 건물건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wholesale), 운수보
관업(transportation) 등 많은 업종에서 충격발생 4-5분기 이후에 GDP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농업(agriculture),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electronic)의
경우는 GDP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산업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부투자의 경우 많은 산업에서의 반응이 확률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비금속 광
물, 토목, 부동산 및 임대업(real estate) 등이 수혜를 입고 있으며, 전기 및 전자
기기 제조업과 운수 및 보관업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반적인 반응의 결과에 대한 요약이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

Summary of Industry Response

Industry

Responses
(+: positive, -: negative, null: insignificant)
Spending

Consumption

Agriculture (농림어업)

-

-

Mining (광업)

+

+

Investment

+

Manufacturing (제조업)
Food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

Textile (섬유 및 가죽제품제조업)

+

Wood (목재, 종이, 인쇄및복제업)

+

Petroleum (석탄 및 석유제품제조업)

-

Chemical (화학제품제조업)

+

Non-metallic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Basic metal (1차금속제품제조업)
Fabricated metal (금속제품제조업)
Machinery (기계 및 장비제조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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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Electronic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Responses
(+: positive, -: negative, null: insignificant)
Spending

Consumption

Investment

-

-

-

Precision (정밀기기제조업)

+

Transportation equip (운송장비제조업)

+

Other manufacturing (기타제조업)

+

+

+

Electric, Gas, Water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lectric (전기업)
Gas (가스, 증기 및 온수업)
Water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업)
Construction (건설업)
Building (건물건설)
Civil (토목건설)

+
+

Maintenance (건물수선)

+
-

Service (서비스업)
Wholesale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Transportation (운수 및 보관업)

+
-

Finance (금융 및 보험업)

+

-

+

Real estate (부동산 및 임대업)

+

Information(정보통신업)

-

+
-

Business (사업, 서비스업)

+

Public admin (공공행정 및 국방)

+

Education (교육서비스업)

-

Health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Cultural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

-

Note: Table summarizes overall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government consumption,
government investment shocks on industrial GDP. Overall effects are based on first
1.5year responses, +: overall responses are positive and some respons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 overall responses are negative and some respons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충격반응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부지출의 세부 항
목별로 경기부양의 효과가 다르다. 정부소비지출의 경우 비교적 뚜렷한 경기부
양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투자의 경우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를 찾기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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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다. 둘째, 정부소비와 정부투자 모두 민간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소비의 경우 정부소비 증가만이 부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소비의 승수효과는 수입수요 증가에 따른 순수출 감소가 발
생하여 일정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은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경
기호황에 대응하여 긴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국내경
기의 호황으로 인해 원화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소비
의 증가는 경기부양효과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지 않았으나, 정부투자의 증가는 물가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두 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정
부지출의 경기부양효과를 측정하는 경우 최소한 정부소비와 투자를 나누어 측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기부양 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정부소비를 증가시키
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강건성 검정을 위해 환율과 콜금리 변수를  에 명시적으로 포함
한 확장 모형에서도 질적(qualitatively)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모
형은 개방경제인 한국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명시적으로 통화정책의 역할을
고려하기 위해서 추정하였다. 강건성 검정의 구체적인 결과는 부록 2에 제시되
어 있다18).

IV. 결론
본고에서는 2000년 이후 한국의 167개의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FAVAR모형을
구축한 후 한국의 정부지출증가 효과를 분석하였다. 외생적인 정부지출의 식별
을 위해 축차구조를 이용하였으며, Ramey (2011) 등에서 제시한 예상된 충격
(anticipated shock)으로 인한 편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변수에서 추출한 미래
기대요인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
해 정부지출의 증가가 다양한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세부산업별 효과를 분
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출의 효과는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현저히

18) 기본모형에서 환율과 콜금리 등을 포함하여 요인을 구성한 후 FAVAR를 추정하였으므로 이미 이러
한 해외요인이 고려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추정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 해외요인을 명시적
으로 고려한 강건성 검정의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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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소비의 경우 비교적 경기부양효과가 뚜렷한 반면, 정
부투자의 경우는 정부소비에 비해 경기부양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투자의 경우 승수효과가 대부분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구축효과
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지출 효과를 분석하는 경
우 두 가지 유형의 지출 효과가 혼합되어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소비는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토목건
설에 부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의 경우 토목건설을 제외
하면 큰 부양효과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타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출승수, 특
히 정부소비의 승수효과는 민간소비나 투자의 구축보다는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
하는 채널을 통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소비와 정부투자 모두 민간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재정지출의 영향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그 한계가 존재한다. 재정정
책의 한 축인 감세의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전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복지정책의 확대는 이전지출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다는 점에서 이전지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만, 본 연구
에서 감세의 효과나 이전지출에 대한 분석을 배제한 이유는 모형의 한계, 특히
VAR모형을 이용하여 감세나 이전지출의 외생적인 충격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
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외생적인 감세충격이나 이전
지출 충격을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차후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론적으로 정부투자의 승수가 정부소비의 승수
보다 작아지는 경로를 밝히는 것도 차후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정지출의 산업별 효과 역시 이론모형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용한 FAVAR모형
이외의 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지출이 개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교차검증을 통해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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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데이터 출처 및 변환방법
<Supplement table 1>
Variable

Data Source and transformation

정부지출

Source
BOK

정부투자
정부소비
GDP

BOK
BOK
BOK

5
5
5

0
0
0

통계청
BOK
BOK

5
1
5

0
0
0

민간소비
총고정자본형성
GDP deflator

BOK
BOK
BOK

5
5
5

0
0
0

경상수지 (% of GDP)
산업별 GDP
농림어업

BOK

1

0

BOK

5

0

BOK
BOK
BOK

5
5
5

0
0
0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목재,종이,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BOK
BOK
BOK

5
5
5

0
0
0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차금속제품제조업

BOK
BOK
BOK

5
5
5

0
0
0

금속제품제조업
기계및장비제조업
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

BOK
BOK
BOK

5
5
5

0
0
0

정밀기기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BOK
BOK
BOK

5
5
5

0
0
0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전기업
가스,증기및온수업

BOK
BOK
BOK

5
5
5

0
0
0

수도,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업
건설업
건물건설

BOK
BOK
BOK

5
5
5

0
0
0

주거용건물건설
비주거용건물건설
토목건설

BOK
BOK
BOK

5
5
5

0
0
0

건물수선
서비스업
도소매및음식숙박업

BOK
BOK
BOK

5
5
5

0
0
0

도매및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BOK
BOK
BOK

5
5
5

0
0
0

금융및보험업

BOK

5

0

조세수입
무담보콜금리(1일)
원/달러 환율

광업
제조업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Transformation Expectation Factor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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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ource

Transformation Expectation Factor

부동산및임대업
정보통신업
통신업

BOK
BOK
BOK

5
5
5

0
0
0

출판,방송,영화,정보서비스
사업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BOK
BOK
BOK

5
5
5

0
0
0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BOK
BOK
BOK

5
5
5

0
0
0

BOK
BOK
BOK

5
5
5

0
0
0

BOK
BOK
BOK

5
5
5

0
0
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재화와서비스의수출
(재화)F.O.B기준

BOK
BOK
BOK

5
5
5

0
0
0

(서비스)
(공제)재화와서비스의수입
(재화)F.O.B기준

BOK
BOK
BOK

5
5
5

0
0
0

(서비스)
국내총소득(GDI)
국민총소득(GNI)

BOK
BOK
BOK

5
5
5

0
0
0

월평균가계수지(전체가구)
월평균가계수지(근로자가구)
월평균가계수지(근로자외가구)

BOK
BOK
BOK

5
5
5

0
0
0

생산자물가지수
식료품
식료품이외

BOK
BOK
BOK

5
5
5

0
0
0

신선식품
신선식품이외
에너지

BOK
BOK
BOK

5
5
5

0
0
0

BOK
BOK
BOK

5
5
5

0
0
0

주류및담배
의류및신발
주택,수도,전기및연료

BOK
BOK
BOK

5
5
5

0
0
0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BOK
BOK
BOK

5
5
5

0
0
0

통신
오락및문화
교육

BOK
BOK
BOK

5
5
5

0
0
0

BOK
BOK
BOK

5
5
5

0
0
0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및기타서비스업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

에너지이외
소비자물가지수
식료품및비주류음료

음식및숙박
기타상품및서비스
수출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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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ource

Transformation Expectation Factor

수입물가지수
외환보유액 (% of GDP)
대외채무 (% of GDP)

BOK
BOK
BOK

5
1
1

0
0
0

대외채권 (% of GDP)
자본수지 (% of GDP)
금융계정 (% of GDP)

BOK
BOK
BOK

1
1
1

0
0
0

leadingcei
coincidentcei
laggingcei

OECD
OECD
OECD

5
5
5

1
0
0

oecdkorip
제조업생산능력지수
제조업가동지수

OECD
BOK
BOK

5
5
5

0
0
0

Dwellings and Residential Buildings Permits
Sales Volume of Manufactured Investment Goods
Unit labor cost

FRED
FRED
FRED

5
5
1

0
0
0

Harmonized Unemployment, Total
Unemployment Rate, total
경제활동참가율(%),전체

FRED
FRED
통계청

1
1
1

0
0
0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15-19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1
1
1

0
0
0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20-29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1
1
1

0
0
0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30-39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1
1
1

0
0
0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40-49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1
1
1

0
0
0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50-59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1
1
1

0
0
0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60+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1
1
1

0
0
0

실업률(%)
고용률(%)
주택전세가격지수

통계청
통계청
BOK

1
1
5

0
0
0

주택매매가격지수
국민주택채권1종(5년)
통안증권(1년)

BOK
BOK
BOK

5
1
1

0
0
0

회사채(장외3년,AA-등급)
CD유통수익률(91일)
CP유통수익률(91일)

BOK
BOK
BOK

1
1
1

0
0
0

국고채(3년)
reer
원/일본엔(100엔)

BOK
BIS
BOK

1
5
5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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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ource

Transformation Expectation Factor

부도율(장수기준)
본원통화(평잔)
계절조정M1(평잔)

BOK
BOK
BOK

1
5
5

0
0
0

계절조정M2(평잔)
계절조정Lf(평잔)
예금은행총예금(평잔)

BOK
BOK
BOK

5
5
5

0
0
0

예금은행저축성예금(평잔)
예금은행대출금(평잔)
예금은행요구불예금회전율

BOK
BOK
BOK

5
5
5

0
0
0

총저축
Total Credit to Households (% of GDP)
Total Credit to Government (% of GDP)

BOK
FRED
FRED

5
1
1

0
0
1

Total Credit to Private Non-Financial Sector (% of GDP)
업황전망-전산업
업황전망-제조업

FRED
BOK
BOK

1
4
4

0
1
1

업황전망-비제조업
현재생활형편CSI
현재경기판단CSI

BOK
BOK
BOK

4
4
4

1
1
1

생활형편전망CSI
향후경기전망CSI
취업기회전망CSI

BOK
BOK
BOK

4
4
4

1
1
1

물가수준전망CSI
금리수준전망CSI
가계수입전망CSI

BOK
BOK
BOK

4
4
4

1
1
1

OECD
OECD
OECD

5
5
5

0
0
1

house price index
Housing price to rent ratio
stock price index

Note: Table shows name of variables, sources of variables, and their transformation method.
Transformation: 1: level, 4: log level, 5: difference with log level.

2000년 1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 총 167개의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변환방
법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변환 여부 1: 레벨변수, 4: 로그 변환, 5: 로그 변환 후
차분. 기대요인 포함여부는 기대요인추출에 포함된 경우는 1, 아닌 경우를 0으로
표시하였다. 월별 변수의 경우 평균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분기변수로 변환하였
다. 데이터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BOK: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 통계
청 국가통계포털, FRED: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데이터 시스템, OECD: OECD
statistics, BIS: 국제결제은행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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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확장모형을 이용한 강건성 검정 결과
<Supplement Figure 1>

Impulse Responses: Robustness

(a) Government Spending

(b) Government Consumption

(c) Government Investment

Note: Figures show impulse responses of government spending related variable, GDP, and tax
receipts to government spending shocks, government consumption shocks, and
government investment shocks. The size of shock is normalized by 1 korean won. The
black-dotted line is a median response and shaded area means 68% credible sets. The
y-axis means Korean won, and X-axis means quarters.

본 장에서는 강건성 검정을 위해  에 5개의 변수를 포함한 VAR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추가된 두 변수는 콜금리와 원/달러 환율로 콜금리는 통화
정책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소
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해외요인을 고려하는 의미로 포함되었다. 김배근(2011)
은 통화정책의 기조에 따라 정부지출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바 있으며,
허석균(2007)은 해외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가지 변수
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을 추정하여 강건성을 검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 모형
에 4개의 요인과 5개의 변수가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모형에 VAR모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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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변수가 비교적 많은 경우에 속하게 되고, 추정해야할 모수의 개수가 늘어남
에 따라 증가하는 불확실성은 이러한 모형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추가된 2변
수 이외에는 기본분석 모형과 최대한 같은 모형을 사용하였다.
<Figure 1>는  에 포함된 5개 변수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결과이다. 충격반응
분석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앞선 제시한  에 3개 변수를 포함한 모형과 유사하
나, 통계적인 다소 유의성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총지출 충격이 발생
하는 경우 GDP가 증가하고 콜금리가 상승하는 등 앞선 결과와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반응이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소비의
경우 충격발생 4–5 분기 이후

GDP의 반응이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GDP증가에 따른 콜금리의 반응은 양의 반
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호황에 힘입어 원화는 달러대비 절상되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기부양효과의 영향은 길게 나타나지 않으며 4-5분
기 이후의 양의 반응이후 GDP의 반응은 다시 음의 반응을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음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투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부 총 지출 충격과 유사한 모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기 정부투자증가반응을 제외하면 모든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은 강건성 검정에서 나타난 누적지출 승수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
서 알 수 있듯 기본분석의 결과에서 추정된 누적승수보다 낮아진 것을 알 수 있
다. 다만 충격반응분석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추정된 대부분의 지출승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정부소비지출의 1년 누적승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부소비지출의 1년 누적승수 0.58은 기본분
석에서 추정된 값 0.55와 유사하다.
<Figure 2>는  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거시변수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결과
이다. 충격반응분석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앞선 제시한  에 3개 변수를 포함한
모형과 유사하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약간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총지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GDP가 증가하고 콜금리가 상승하는 등 앞선 결과와 비슷
한 모양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반응이 유의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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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1>
Impact
1year
2year
3year

Estimated Cumulative Multiplier, Robustness

Government Spending Government Consumption
0.05
-0.08
0.23
0.58*
-0.15
-0.32
-0.30
-0.84

Government Investment
0.07
-0.11
-0.09
-0.13

Note: Figures mean estimated cumulative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using the impulse
response. *: significant at 68% level.

<Supplement Figure 2> Impulse Responses: Selected Macroeconomic
Variables, Robustness
(a) Government Spending

(b) Government Consumption

(c) Government Investment

Note: Figures show impulse responses of selected macroeconomic variables to government
spending shock, government consumption shocks, and government investment shocks.
The size of shock is normalized by 1 korean won. Call and CA are measured by
percentage point changes. GDP deflator and Exchange are measured by percentage
changes. PCON and PINV are measured by Korean Won.

<Supplement Figure 3>은 산업별 GDP에 대한 반응이다. 전반적으로 기본분석
결과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기본분석 결과에 비하여 확률적인 유의성
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낮아진 유의성은 정부지출, 특
히 정부투자의 경기부양효과가 불확실한 것을 반영하는 부분 이외에, 추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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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사용된 FAVAR에서 추정해야할 모수의 수가 늘어난(4개의 요인과 5개
의  변수, 4개의 시차) 부분으로 인해 확률적 유의성이 낮아진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Supplement Figure 3>

Impulse Responses: Industry GDP, Robustness
(a) Government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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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overnment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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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overnment Investment

Note: Figures show that impulse responses of industry GDP to government spending shocks,
government consumption shocks, and government investment shocks. The size of shock
is normalized by 1 korean won. The responses are measured by Korean won. X-axis
means quarters. Median responses and the associated 68% credible sets are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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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2>

Summary of Industry Response, Robustness

Industry

Responses
(+: positive, -: negative, null: insignificant)
Spending

Agriculture (농림어업)

Consumption

Investment

-

Mining (광업)
Manufacturing (제조업)
Food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Textile (섬유 및 가죽제품제조업)
Wood (목재, 종이, 인쇄및복제업)

+

Petroleum (석탄 및 석유제품제조업)
Chemical (화학제품제조업)
Non-metallic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

+

Basic metal (1차금속제품제조업)
Fabricated metal (금속제품제조업)
Machinery (기계 및 장비제조업)
Electronic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
-

-

+

+

Precision (정밀기기제조업)
Transportation equip (운송장비제조업)
Other manufacturing (기타제조업)

+

Electric, Gas, Water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lectric (전기업)
Gas (가스, 증기 및 온수업)

-

Water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업)
Construction (건설업)
Building (건물건설)
Civil (토목건설)

+
+

+

+

Maintenance (건물수선)
Service (서비스업)
Wholesale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Transportation (운수 및 보관업)
Finance (금융 및 보험업)
Real estate (부동산 및 임대업)

+

Information(정보통신업)

-

+
-

Business (사업, 서비스업)
Public admin (공공행정 및 국방)
Education (교육서비스업)
Health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Cultural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Note: Table summarizes overall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government consumption,
government investment shocks on industrial GDP. Overall effects are based on first 1.5year
responses, +: overall responses are positive and some respons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 overall responses are negative and some respons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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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2>는 강건성 검정에서 추정된 각 산업별 GDP의 반응을
정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나타나듯 정부소비의 경우 많은 제조세부
분야와 건설업에 부양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투자의 경우 건설업에 부양효
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기본분석에서 유의한 부양효과를 가졌던 산업들 중
확률적인 유의성이 사라진 산업들(도소매업, 운수보관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에
속함)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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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AR) and 167 macro-variables in Korea since 2000. The results reveal that the
effects of two types of government spending ― government consumption and
government investment ― greatly differ, therefore it is better to consider the two
types of spending separately for a more precise analysis. The stimulus effects of
government consumption are clear, but those of government investment are not. In
addition, the crowding-out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take place through the
current account deficit channel rather than the traditional crowding-out channel,
reducing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Both types of government spending
show a positive effe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lso, an increase in government
consumption stimulates output in various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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