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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8년 Lehman Brothers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심화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재정상태가 취약했던 남유럽 국
가들은 재정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재정건전성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
도록 하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재
정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특히 금융위
기 이후 재정을 둘러싼 경제적 ․ 사회적 환경이 상당한 변화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가장 많이 연구되는 것은 재정승수이다. 대
표적 재정승수로는 재정변수의 한계적 변화에 대하여 GDP의 수준이 얼마나 변하
는가를 나타내는 계수1)가 주로 활용된다.
통상적인 경기순환 국면에서는 경기하강 시 적자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
기상승기에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저성장기에는 경
기부양을 위한 적자재정정책을 시현할 경우 국가채무로 그대로 적립될 위험이 가중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조세 및 재정지출 등 재정정책운용과 관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승수 연구를 통해 지출 및 조세 항목
별 재정효과를 심도 깊게 분석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실물경제충격에 대한 경기안정화를 위해 재정의 안정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반영하여 재정승수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적지 않게 시도되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나
KDI와 같은 국책경제연구소에서는 거시계량모형(주로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활용하여 재정승수를 도출하였고, 한국은행 또한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하
여 재정승수를 연구하기도 하였다(손민규·김대용·황상필, 2013). 그러나 기존 재정승
수 연구들은 주로 Blanchard and Perotti (2002)의 방법에 기반한 구조적 Vector
Autoregressive Models(SVAR)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2) Blanchard and
1) 박형수(2013)
2) Blanchard and Perotti (2002)의 방법을 이용한 기존 문헌의 예로는 김성순(2007), 허석균(2007), 김승
래·송호신·김우철(2009), 백웅기·서은숙(2009), 김배근(2011) 등을 들 수 있다. Bayesian VAR 모형으
로 추정한 국내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며, 해외에서는 Caldara and Kamps (2008, 2012), Ravni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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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otti (2002)는 외생적 재정정책 충격을 식별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수입 변
동 중에서 GDP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부분, 즉 재정변수의 GDP에
대한 탄력성에 제약을 부여하는 방법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지출증가이냐 또는 감세이냐에 따라서 외생적 재정정책의
식별에 큰 차이를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VAR 모형을 추정할 경우 재정승수가 탄
력성 가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식별문제는 특히 조
세수입의 GDP에 대한 탄력성에 대한 불일치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박기백, 박형
수(2002)는 세분화된 세율자료를 통해 1.09의 탄력성 추정치를 보고하는데 반해,
김배근(2011)은 세계경제성장률을 도구변수로 한 추정을 통해 2.067의 탄력성을 얻
었다.
이러한 조세수입 탄력성의 불일치는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유
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박기백·박형수(2002)의 탄력성 가정을 적용하여 분
석한 허석균(2007)에 따르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모두 GDP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더 큰 탄력성을 부여한
김배근(2011)은 지출확대 정책의 효과가 감세의 경제성장 효과보다 크게 추정된다
고 결론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특정한 탄력성 가정에 기반한 Blanchard and
Perotti (2002) 방식의 구조적 VAR 방법론이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유용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변수에 대한 식별제약의 불확실
성을 고려한 베이지안(Bayesian) VAR을 사용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하였다. 베이지
안 추정 기법의 도입을 통해 모수에 대한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를 부과함으로
써 짧은 재정 시계열 문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장점도 활용할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정책의 세부 항목별 재정승수를 시산하였으며 기존연구
결과와도 비교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과 3장에서 베이지안 VAR 모형의 추정법
및 외생적 재정충격의 식별방법에 관해 설명한 다음, 4장에서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를 전체 재정항목 및 세부항목에 대하여 측
정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Žilić (2011), Bobaşu (2015) 등이 있으나 기존 연구는 미국, 크로아티아, 중 ․ 동부 유럽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데 반해 본고는 우리나라의 재정승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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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베이지안 VAR 추정법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및 감세에 따른 경제성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축약형
VAR 모형(reduced-form VAR model)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위 식에서   는 내생변수 벡터,  은 상수 벡터,  는 선형추세 벡터,   는 계수
행렬(  ≤  ≤  )을 나타낸다.  는 잔차항 벡터로써,      ,   ′    , 그
리고   ′    for  ≠  를 만족한다.
이 논문에서는 분기별 조세수입(  ), 재정지출(   ), GDP(   ), 콜금리(  ), 실질환
율(  )로 구성된 5변수 VAR을 구축하고, 2000.1/4-2015.2/4분기를 대상기간으로
추정하였다. 조세수입, 재정지출 및 GDP는 재정정책의 성장효과 분석에 필수가 되
는 변수로써, Blanchard and Perotti (2002)의 기본모형도 이 세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콜금리와 환율변수는 재정정책의 효율성이 각각 통화정책기조(김배근, 2011)
와 해외부문의 상호작용(허석균, 2007)에 따라 달라진다는 기존의 문헌에 근거하여
고려되었다. 재정변수 및 GDP는 log를 취한 후 1인당 실질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
였다.3) 재정변수들은 기발표된 계절조정 통계가 부재하여 1인당 실질변수로 변환시
킨 수치를 X12-ARIMA 방법을 이용하여 계절조정 시행 후 활용하였다. 시차구조
(  )는 다양한 시차선택기준을 고려하여 3기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설정된 모형은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Uhlig (2005)과
Mountford and Uhlig (2009) 등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식 (1)에 주어진 축약형
VAR의 계수행렬과 분산-공분산 행렬의 사전분포는 무한( ∞ )의 분산을 가지는 노
말-위샤트(Normal-Wishart)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사전분포는 최진
호·손민규(2012)에서 한국의 재정정책 실효성 분석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무한( ∞ )
의 분산을 가지는 노말-위샤트 분포 가정은 사전분포로부터 오는 계수에 대한 정보
를 최소화함으로써, 계수행렬과 분산-공분산 행렬의 사후 추정치가 기존의 OLS 추
정치와 가장 비슷하게 한다. 이는 이 논문의 결과가 기존의 연구와 추정방법의 차
이에서 오는 상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4)
3) 이 논문의 추정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A장에 제시되어 있다.
4) 이하 제시될 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실제로 추정된 매기 충격반응함수의 중간값은 OLS 추
정방법을 사용한 VAR 모형의 충격반응함수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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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축약형 모형의 계수행렬과 분산-공분산 행렬의 사후분포에서 2만개의 표
본을 추출한 후, 각 표본에 대해서 외생적 재정충격의 식별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적으로 2만개의 재정지출 및 감세 충격을 도출하였다.

Ⅲ. 외생적 재정충격의 식별
일반적으로 식 (1)에 주어진 축약형 VAR의 잔차항은 상호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축약형 잔차항 분산-공분산 행렬의 비대각(off-diagonal) 원소들은 0이 아닌
값을 보인다. 상호 독립적인 외생적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축약형 VAR을 다음과
같이 구조적 VAR(structural VAR)로 선형변환한다.

                 …         

(2)

위 식에서  는 내생변수 벡터와 같은 차원을 가지는 정방행렬로써,      를
만족한다. 여기서   는 구조적 충격 벡터로써,       ,    ′     를 만족하
며,   는 대각행렬이다. 따라서, 외생적 충격의 식별은  행렬의 원소들을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Blanchard and Perotti (2002)와 이들의 방법론을 확장하여 분석한 Caldara and
Kamps (2008)에 따르면 축약형 VAR의 잔차항과 구조적 VAR의 충격 벡터간의
선형변환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표현될 수 있다.


                     



 
             


       
    



           
     

 


    
                 
     





   

(3)

위의 식에서    은 변수  의 변수  에 대한 탄력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와    는 각각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의 GDP에 대한 탄력성을 의미한다.

식 (3)을 통해  행렬의 유일한 해를 추정할 수 없다. 이는 축약형 VAR 잔차항
의 분산-공분산 행렬이 10개의 상이한 비대각 원소를 가지는데 반해, 식 (3)에서 주
어진  행렬은 16개의 모수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주어진 제약의 개수보다 식별
할 모수의 개수가 더 많으므로  행렬 원소들의 유일한 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약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Blanchard and Perotti (2002)는 재정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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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거시변수들에 대한 탄력성(   ⋅   ⋅ )을 모형의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추정하
여 제약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한국의 재정승수를 SVAR을 이용하여 추
정한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적 감세충격의 식별을 위해 GDP 변동에 대한 조세수입 탄력
성(    )은 1과 3 사이에서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원용되는 박기백·박형수(2002)의 추정치 1.09와 김배근(2011)의
추정치 2.067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재정지출 및 재정지출의 세부항목별
GDP 변동에 대한 탄력성(    )은 0으로 가정한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판
단이 현기의 경기국면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Fatás and
Mihov (2001), Blanchard and Perotti (2002) 및 Galí, Lopéz-Salido, and Vallés
(2007) 등 외국 문헌과 SVAR을 이용한 한국 재정승수 선행연구에서도 빈번히 활용
되는 방식이다.5) 마지막으로, 조세수입 및 재정지출은 동기간 내의 콜금리 및 실질
실효환율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즉,                   의 제
약을 부여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2만개의 재정지출 및 감세 충격을 식별하여, 매기 지출
승수와 감세승수의 사후분포를 도출한 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지출 및 감
세 승수는 재량적 정부지출(  ) 또는 감세(   )에 대한 GDP 변화분(  )의 비
율로 정의되며 재정변수 1원 추가 확대에 따른 GDP 증감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포괄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주로 단기효과를 나타내는 당기재정
승수 (Blanchard and Perotti, 2002)와 장기효과를 나타내는 누적재정승수 (Perotti,
2004, 2005; Woodford, 2011) 등이 주로 활용된다. 당기승수와 누적승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당기승수        또는    


누적승수   

 

 



  

 

 





또는 

 

 



  

 





5) 또한 지출승수는 탄력성 가정에 감세승수보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진호, 손
민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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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정결과
1. 지출승수 및 감세승수
<Figure 1>은 1원 감세충격 및 재정지출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결과를 나타
낸다. <Figure 1>의 총 10개 그림 중 위 6개 그림의 수직축은 원화 표시 변동을,
아래 4개 그림의 수직축은 퍼센트 변동을 의미한다. 수평축은 모두 초기 외생적 충
격 이후 분기별 시간적 흐름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선과 음영은 각 분기별 충격반
응함수의 중간값과 68% 확률구간을 각각 표시한다.
<Figure 1>에 제시되어 있는 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면 감세 및 재정지출증가의
실질GDP에 대한 성장효과는 초기에는 다소 미미한 반면, 1년 이후 2년까지의
GDP 제고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감세충격보다 지출
충격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감세의 경우 초기의 외생적 충격 이후 3분
기 동안 유의미하게 성장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콜금리는 지출증가충격과
감세충격에 대해 모두 초기에는 감소하였다가 1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
내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실질실효환율도 두 재정충격에 대해 초기
에는 증가(환율의 절하)하였다가 2-3분기 이후부터 감소(환율의 절상)하는 비슷한
충격반응함수를 보였다.
<Figure 2>는 그림 1에 제시된 감세 및 재정지출충격에 대한 GDP 충격반응함수
의 분포를 충격기, 1년 이후, 2년 이후, 그리고 3년 이후에 대해 비교하였다.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은 기존 OLS 방법과 본 연구의 방법론의 차이로 인해 충격반응함
수의 분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OLS에 의한 방법론은
각 분기별로 충격반응함수에 대한 하나의 점추정치(point estimate)와 bootstrap 방
법 등으로 계산된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에 반해
본 논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베이지안 추정방법은 각 분기별로 사후분포에서 추출된
샘플의 개수만큼 충격반응함수 추정치를 산출하며, 이를 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
<Figure 2>는 이와 같은 충격반응함수의 분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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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mpulse Responses to Expansionary Fiscal Policy Shocks

[1 won decrease in taxes]

[1 won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Notes: 1) Solid lines and gray areas indicate the median and [16%, 84%] posterior estimates,
respectively.
2) The x-axis is in quarters.

<Figure 2> Distributions of Tax and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over
the Horizons of k=0,4,8,12

Note: The solid and dashed lines indicate the distributions of tax and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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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지출충격은 감세충격에 비해 충격기, 2년후, 3년
후 모두 더욱 오른쪽에 위치하는 분포를 가지며 이는 재정지출증가의 실질GDP 증
가효과가 감세의 효과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충격기에 더
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감세충격은 외생적 재정충격 1년 이후의 당기승
수에서 지출증가충격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는 베이지안 VAR을 이용하여 추정한
당기승수의 중간값(median)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간값 기준으로 지출승수는 초
기 충격부터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에 비해, 감세승수는 충격기에 음(－)
의 값을 보이고 그 이후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표의 마지막
세개의 열에는 모형으로부터 얻은 누적승수가 보고되어 있다. 외생적 재정충격 후
3년동안 지출승수가 감세승수보다 중간값 기준 더 큰 누적 승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감세 충격에 대한 초기 1년간의 실질GDP의 반응이 음인
것에 기인한다.
베이지안 추정방법을 통한 재정승수 분석의 보다 강건한 결론을 얻기 위하여
<Table 2>에 추정된 누적승수의 확률분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먼저 두 번째
부터 다섯 번째 열까지는 각 분기별 지출승수가 감세승수보다 클 확률이 제시되어
있다. 이 확률은 식별된 충격반응함수들 간의 100만 번의 무작위(random) 복원추출
에 의해 추정되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누적승수 기준 지출승수가 감세승수보
다 클 확률은 초기 충격 후 3년간 모두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
정지출의 증가가 감세정책보다 더 큰 경제성장 증가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출확대의 경제성장 효과가 상당히 유의미하며 감세의 경제성장 효
과보다 크다는 김배근(2011)의 결론과 유사하다.

<Table 1> Posterior Median Estimates for the Bayesian VAR Multipliers
(unit: Korean won)
Cumulative multipliers1)

Impact multipliers
Impact

1 year

2 years

3 years

1 year

2 years

3 years

Govt. spending

0.01

0.15

0.13

0.04

0.15

0.78

0.94

Taxes

-0.11

0.24

0.17

0.08

-0.22

0.52

0.56

Note: 1) By construction, cumulative multipliers at the impact period are identical to impact
multipliers of the sa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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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Bayesian VAR Cumulative
Multipliers (unit: %)
Probability of spending multipliers

Probability of multipliers

1)

exceeding tax multipliers
Govt. spending
Taxes

exceeding unity

Impact

1 year

2 years

3 years

Impact

1 year

2 years

3 years

95.5

74.3

55.6

56.3

0.0

0.4

29.5

44.2

0.0

3.1

37.0

41.3

Note: 1) Probability of spending multipliers exceeding tax multipliers is calculated by random
sampling of impulse responses with replacement.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은 누적승수가 1보다 큰지에
대한 여부이다. 지출승수가 감세승수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두 승수 모두 1보다 작
다는 것은 외생적 재정정책 1원의 실질GDP 증대효과가 1원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
하여 재정정책 시행 자체의 효율성 및 타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Table 2>의
마지막 네 개의 열에 재정승수가 1보다 클 확률을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출증
가와 감세 모두 재정정책시행 3년간 누적승수가 1보다 클 확률은 50%를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정책 수단별로 보면 정책시행 2년 동안 감세승수가 1보다
클 확률이 더 높으나 정책시행 3년 이후에는 지출승수가 1보다 클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베이지안 추정법과 기존 문헌의 OLS 추정법 간 방법론적 차이가 연구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Figure 3>은 각각의 방법론에 의해 도출된 충
격반응함수를 비교한다. <Figure 3>에서 실선과 음영은 각 분기별 충격반응함수의
중간값과 68% 확률구간을 각각 나타내며, 두 개의 점선은 OLS로 추정한 충격반응
함수를 의미한다. OLS 추정시 조세수입의 GDP에 대한 탄력성은 각각 박기백·박형
수(2002)의 1.09와 김배근(2011)의 추정치인 2.706을 사용하였으며, 재정지출의
GDP 탄력성은 베이지안 방식과 마찬가지로 0을 가정하였다. <Figure 3>에 나타난
것처럼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의 재정충격에 대한 OLS 추정치는 탄력성 가정과 관계
없이 중·장기에 대해서는 모두 베이지안 방식에서 구한 충격반응함수의 중간값과
유사하였으나, 단기에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였다. 감세충격에 대한 GDP 반응의 경
우 김배근(2011)의 모수제약을 부여했을 때 충격반응함수는 모든 시점에 대해 베이
지안 방식의 중간값과 유사하였으나, 박기백·박형수(2002)의 제약을 부여했을 때에
는 베이지안 방식의 중간값보다 약 10분기동안 더 작게 추정되었다. 지출충격에 대
한 반응의 경우 두 OLS 추정치 모두 약 12분기동안 베이지안 방식의 중간값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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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추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고의 베이지안 추정법에 의한 승수의 중간
값은 3년 이내 단기에 걸쳐 OLS 추정방식에 비해 감세충격에 대한 GDP의 반응을
더 크게, 그리고 지출충격에 대한 GDP의 반응을 더 작게 추정할 가능성이 존재함
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능성이 재정지출의 경제성장효과가 감
세의 경제성장효과보다 크다는 본고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6)

<Figure 3> Impulse Responses to Expansionary Fiscal Policy Shocks
across the Econometric Specifications
[1 won decrease in taxes]

[1 won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Notes: 1) Median and [16%, 84%] of the BVAR responses (solid lines with gray areas), and
OLS-based responses calculated by using the elasticity values in Park and Park
(2002, dotted lines) and in Kim (2011, dashed lines), respectively.
2) The x-axis is in quarters.

6) 본문에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베이지안 추정법에 의한 충격반응함수의 68% 밴드와 OLS 추정치에 대한
동일한 확률의 confidence interval은 장·단기에 걸쳐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베이지안 방식이 OLS에 비
해 1년 이내의 단기 충격반응함수에 대해서는 더 좁게 추정되는데 반해, 1년 이후 중·장기에 대해서는 더
욱 넓은 밴드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지안 추정법이 단기에 한해서는 재정승수에
관한 더욱 강건한 통계적 결과를 제시하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기존 재정정책 효과분석시 주요 기준 중
하나가 초기 충격 이후 1년 누적승수임을 감안할 때, 본고의 이러한 결과는 베이지안 재정승수가 전통적
인 OLS 방식에 의한 추정치에 비해 가지는 장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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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Figure 4>에서 5변수 구조모형 이외에 조세수입과 정부지출, GDP로
만 구성된 3변수 SVAR 모형의 추정치를 보였다. 이러한 3변수 모형은 Blanchard
and Perotti (2002)를 비롯한 이전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기본적인 모형으로, 추정결
과의 비교가 용이하고 금융과 외환 부문의 효과를 통제하는 경우와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Figure 4>에서 나타난 것처럼, 3변수 모형의 추정 결과
는 감세충격에 대해서는 5변수 모형과 거의 동일했으며 정부지출 충격에 대해서만
5변수 모형에 비해 약간 좁은 68% 밴드를 나타내었다. 주목할 점은 정부지출충격
이 GDP이 미치는 영향이 4분기 이내 단기 충격반응에 대해 더욱 크게 추정됨으로
써, 이로부터 시산된 누적승수가 더욱 커지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3변
수 모형에서는 누적승수 기준 정부지출 승수와 감세 승수의 차이가 5변수 모형에서
보다 커지며, 이는 재정지출의 경제성장효과가 감세의 경제성장효과보다 크다는 5
변수 모형의 결론을 더욱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Figure 4> Impulse Responses to Expansionary Fiscal Policy Shocks
across the 3- and 5-variable VAR systems
[1 won decrease in taxes]

[1 won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Notes: 1) Gray areas and dotted lines indicate the [16%, 84%] posterior estimates for the
5-variable and 3-variable VAR systems, respectively.
2) The x-axis is in 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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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Table 3>은 본고에서 추정된 재정승수를 IMF (2012)에 요약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추정치와 비교한 결과이다. 1년간 누적승수를 기준으로
지출승수의 경우 미국이 1.0, 유럽이 0.8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0.15로 이 지역들보
다 낮고, 감세승수는 미국이 0.7임에 반해 유럽은 －0.3, 한국은 －0.22로 미국보다
는 작으나 유럽보다는 높은 것으로 비교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정승수를 결
정하는 요인으로 재정지출 및 세입의 구조, 수입의존도, 경제발전 정도, 재정건전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재정승수 추정치를 해석하는 것이 가
능하다. 재정지출구조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량적으로 운용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및 행정 분야 지출 비중이 낮고 경제성장과 관련이 깊은 경제 분야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SOC 등) 예산비중이 높아 성장 친화적이며 지출승수도
클 가능성 (Leeper, Walker and Yang, 2010)이 있다. 세입구조 측면에서 조세가 경
제행위를 왜곡시키지 않는 간접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장친화적일 가능성
이 높으나, 간접세 위주의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 (Leeper, Plante and
Traum, 2010)일 수 있다. 무역구조 측면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일수록 재
정지출 증가에 따라 발생한 상당부분의 유효수요가 수입품 구매로 누출(leakage)되
면서 재정승수가 낮아질 가능성 (Perotti, 2005; Beetsma, Giuliodori and Klaassen,
2008)이 있다. 한국의 경우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각각 GDP의 40% 정도를 차지하
는 개방형 경제로써 이러한 해석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경제발전 정도 측면에
서 경제발전도가 낮은 국가일 수록 재정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재정승수가
작을 가능성 (Miller and Russek, 1997)이 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가채무가
임계치를 넘을 경우 국채금리가 급상승하고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미래의 조세부담
확대를 예상토록 함으로써 재정승수가 작아질 가능성 (Deak and Lenarcic, 2012)이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의 경우 GDP 대비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그 증가폭이 적으나 (OECD, 2015), 최근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이 높아지는 추세로 보인다.

<Table 3>

1)

Cross Country Comparison of VAR Fiscal Multipliers

Govt. spending multipliers

Tax multipliers

U.S.

Europe

Korea

U.S.

Europe

Korea

1.00

0.80

0.15

0.70

-0.30

-0.22

Note: 1) Mean (U.S. and Europe) and median (Korea) of 1-year cumulative multi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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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재정 항목별 정책의 효과
재정변수의 세부 항목별 성장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을 각각
두개의 세분화된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조세수입은 ‘소득세 및 재산세’
항목과 ‘간접세’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부록 A장에 설명된 바와 같이 소득세 및 재
산세 항목은 소득세 및 이익세 ․ 재산세 ․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되며, 간접세 항목
은 재화 및 용역 ․ 관세 ․ 기타 세금으로 구성된다. 재정지출의 경우 ‘정부소비 ․ 투자지
출’과 ‘이전지출’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정부소비 ․ 투자지출은 재화 및 용역 및 자본
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지출은 보조금 및 경상이전을 의미한다. 통합재정수지
기준상 보조금 및 경상이전에는 이차보전금,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민간경상보조, 민
간위탁금, 출연금, 보상 및 배상금, 포상금, 연금지급금, 보험금, 국제부담금 등이 포
함된다. 이러한 구분은 Leeper, Plante, and Traum (2010)과 Uhlig (2010) 등 미국에
대한 선행연구의 구분과 동일하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재정정책 문헌에서는
소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 왜곡적(distortionary) 조세로써 경제주체들의 정적 ․ 동적
노동공급 및 투자결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간접세의 경우 정액세(lump-sum
tax)로써 비왜곡적(non-distortionary) 조세로 경제주체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어 왜곡
시키는 성격이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질적인 조세충격에 따른 성
장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 조세수입을 ‘소득세 및 재산세’와 ‘간접세’ 항목으
로 나누어 분석한다. Leeper, Plante, and Traum (2010)이나 Zubairy (2014) 등은
GDP 계정의 한 항목으로 포함되는 직접적인 ‘정부소비 ․ 투자지출’의 경제성장효과
가 민간으로 이전되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성장효과와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선
행연구에 따라 재정지출을 ‘정부소비 ․ 투자지출’과 ‘이전지출’ 두 항목으로 구분하였
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지출의 증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복지지출 증가로 경상이전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정부소비 ․ 투자지
출과 이전지출의 성장효과를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더욱 의미를 가진다.
분석결과를 기술하기에 앞서 <Figure 5>는 세부 재정항목의 GDP대비 비율 추이
를 나타내고 있다. 조세수입의 경우 소득세 및 재산세 항목이 GDP대비 뚜렷한 증
가 추세를 나타내는데 비해, 간접세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지출의
경우에는 정부소비 ․ 투자지출이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데 비해, 이전지출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0년 초 GDP대비 10% 이하였으나 2015년초 15%에
근접하였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적연금지출 등 복지지출의 증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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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Shares of Sub-fiscal Variables

Note: 1) GDP share of each sub-category tax and government spending item over time.

세부 조세수입 항목의 성장효과 분석을 위해 먼저 각각의 세부 조세수입변수
(  ),

재정지출(   ), GDP(   ), 콜금리(  ), 실질환율(  )로 구성된 5변수 VAR 모형

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구조적 VAR 모형의 식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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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세부 재정지출의 효과 분석을 위한 VAR 모형은 조세수입
(  ), 세부 재정지출변수(   ), GDP(   ), 콜금리(  ), 실질환율(  )로 구성되며, 구
조적 VAR 모형은 다음과 같이 식별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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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위의 식 (4)와 (5)에 요약되어 있는 두 가지 구조적 VAR 모형의
식별을 위한 모수 제약을 요약하고 있다. 위의 4장 ‘1. 지출승수 및 감세승수’에서
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출 및 지출 세부항목의 GDP, 콜금리 및 실질환율에 대한 탄
력성은 모두 0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모형에 따라 변하는 제약은 조세수입 및 세부
조세수입 항목의 GDP 탄력성이다. 박기백·박형수(2002)에서 이러한 탄력성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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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그 값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간접세,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해
각각 1.4, 1.4, 0.8, 0.7이다.

<Table 4>

Identification Restrictions for Structural Shocks to Sub-fiscal
Variables
Sub-tax shocks

Income and property taxes

  

  

         

Indirect taxes

  

  

         

Sub-govt. spending shocks
Govt. consumption

  

  

         

Transfers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 값을 박기백·박형수(2002)와 김배근(2011)의 전체 조세
탄력성의 비율인 1.09:2.067에 따라 조정하면 각각 2.65, 2.65, 1.52, 1.33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본고의 소득세 및 재산세 항목은 소득세 및 이익세 ․ 재산세 ․ 사
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변환된 탄력성을 각 세부항목의 비중으
로 가중평균하여 구하면 2.62가 된다. 따라서 소득세 및 재산세의 GDP에 대한 탄
력성은 2.62를 평균으로 가지는 1.62와 3.62 사이의 균등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였
다. 간접세의 경우 1.52를 평균으로 하는 0.52와 2.52 사이의 균등분포를 가정하였
다. 이는 위의 4장 ‘1. 지출승수 및 감세승수’에서 가정한 전체 조세수입의 GDP 탄
력성인 1과 3사이의 균등분포 가정과 부합한다. 세부 재정지출 항목의 승수효과 분
석을 위해서는 앞장에서처럼 전체 조세수입의 GDP 탄력성에 대한 1과 3사이의 균
등분포 가정을 유지한다.
<Figure 6>은 세부 조세수입 항목 1원 감세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낸
다. <Figure 6>의 총 8개 그림 중 위 4개 그림에서 수직축은 원화로 표시된 변동
을, 아래 4개 그림에서는 퍼센트 변동을 나타낸다. <Figure 6>에서 실선과 음영은
각 분기별 충격반응함수의 중간값 및 [16%, 84%] 확률구간을 각각 표시한다.
<Figure 6>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간접세가 GDP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세 및 재
산세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세의 감세충격 초기에는 GDP 성장효과가 음
을 나타내나 약 3분기 이후부터 양의 GDP 성장효과를 보이며, 특히 3분기부터 5분
기까지 유의한 경제성장효과를 보였다. 소득세 및 재산세는 3분기 이후 유의미한
양의 GDP 성장효과를 보이나 그 효과는 간접세에 비해 상당히 약하게 관측되었다.
콜금리와 실질환율의 반응도 소득세 및 재산세 감세충격에 대해서는 68% 구간 추
정치가 모든 분기에 걸쳐 0을 포함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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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ulse Responses to Expansionary Sub-tax Shocks

[1 won decrease in income and
property taxes]

[1 won decrease in indirect taxes]

Notes: 1) Solid lines and gray areas indicate the median and [16%, 84%] posterior estimates,
respectively.
2) The x-axis is in quarters.

이에 반해 간접세 충격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콜금리의 하락과 실질환율의 절하를,
2-3분기 이후부터는 금리 상승과 실질환율의 절상을 보이며 그 효과도 상당기간 지
속적으로 유의하게 관측되었다.
<Table 5>에는 재정승수의 중간값 및 확률분포가 요약되어 있다. 항목별 재정승
수 산출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세입항목별로 승수의 상대적 크기가 단기와 중 ․
장기에 걸쳐 다르게 나타난 점이다. 소득세 및 재산세와 간접세의 1년 당기승수는
각각 0.10와 0.41로 추정되나, 간접세의 충격기 승수가 상당한 음의 값을 나타남으
로 인해 소득세 및 재산세와 간접세의 누적승수는 1년후 각각 0.19와 －0.20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igure 6>에서 볼 수 있듯이 2-3분기
이후 GDP 성장효과가 뚜렷하게 양의 효과를 보여 2년 이후의 중 ․ 장기 누적승수는
간접세의 경우가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누적승수가 1보다 클 확률도 소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 3년간 35%를 하회하는데 비해, 간접세의 경우 2년 이후부터 40%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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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sterior Median Estimates for the Bayesian VAR Sub-tax
Multipliers and Their Distributions
Cumulative multipliers1)

Impact multipliers

(unit: Korean won)
Impact

1 year

2 years

3 years

1 year

2 years

3 years

Income & property taxes

0.01

0.15

0.13

0.04

0.15

0.78

0.94

Indirect taxes

-0.11

0.24

0.17

0.08

-0.22

0.52

0.56

(unit: %)

Probability of cumulative
multipliers exceeding unity
Impact

1 year

2 years

3 years

Income & property taxes

0.0

9.4

27.3

32.8

Indirect taxes

0.0

20.2

42.3

44.1

Note: 1) By construction, cumulative multipliers at the impact period are identical to impact
multipliers of the same period.

<Figure 7> Impulse Responses to Expansionary Sub-government
Spending Shocks
[1 won increase in govt. consumption]

[1 won increase in transfers]

Notes: 1) Solid lines and gray areas indicate the median and [16%, 84%] posterior estimates,
respectively.
2) The x-axis is in 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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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부항목별 재정지출 1원 증가에 따른 충격반응함수는 <Figure 7>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세부지출충격에 대한 GDP 성장효과는 이전지출의 경우가 정부소비
․ 투자지출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소비 ․ 투자지출의 경우 중간값 기준 양의 반
응을 나타내는 기간도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68% 구간 추정치가 0을 포함하고 있
어 확률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이전지출은 초기 충격 이
후 2분기에서부터 10분기까지 양의 GDP 성장효과를 나타냈다. 콜금리와 실질환율
에 대해서도 이전지출 충격의 경우가 정부소비 ․ 투자지출보다 상대적으로 큰 반응
을 보였으며, 초기에는 콜금리의 하락과 환율 절하를 보이다 몇 분기 이후 콜금리
는 상승하고 환율은 절상되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결과적으로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당기승수 및 누적승수 모두 이전지출의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소비 ․ 투자지출의 누적승수는 1보다 클 확률
이 3년간 35%보다 낮은 데 반해, 이전지출의 누적승수가 1보다 클 확률은 2년과 3
년에 걸쳐 50%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지출의 GDP 증가 효과가 정부
소비 ․ 투자지출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항목별 재정승수는 기존연구와 유사한 결과도 존재하나, 방법론이 상이함
에 따라 차이 또한 나타나고 있다. <Table 7>에 본고와 선행연구의 세부항목별 감
세승수에 대한 연구결과가 비교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간접세에
대한 감세승수가 음의 값을 가지나, 소득세 및 재산세 등 직접세에 대한 승수가 간
접세보다 크다는 점에서 본고와 기존연구의 결과가 유사한 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Table 6> Posterior Median Estimates for the Bayesian VAR
Sub-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and Their Distributions
Cumulative multipliers1)

Impact multipliers

(unit: Korean won)
Impact

1 year

2 years

3 years

1 year

2 years

3 years

Govt. consumption ․
investment

-0.09

0.35

0.05

0.04

0.31

0.41

0.46

Transfers

0.03

0.26

0.26

0.13

0.37

1.05

1.16

(unit: %)

Probability of cumulative
multipliers exceeding unity
Impact

1 year

2 years

3 years

Govt. consumption ․
investment

0.0

27.1

31.4

33.8

Transfers

0.0

6.1

54.5

65.4

Note: 1) By construction, cumulative multipliers at the impact period are identical to impact
multipliers of the sa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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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le 7>

Comparison of VAR Sub-tax Multipliers
2)

Park (2013)

3)

This paper

Son, Kim and Hwang (2013)

Income & property taxes

0.19

0.27 (income taxes), 0.39
(corporate taxes), 0.27 (VAT)

0.42 (direct
taxes)

Indirect taxes

-0.20

0.27 (VAT)

0.134)

Notes: 1) 1-year cumulative multipliers (this paper’s results are the posterior median estimates).
2) Estimates from the BOK12 fiscal model, which is a medium-scale simultaneous
equation model based on a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3) Estimates from the ‘macro-fiscal’ model o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4) Multipliers for taxes excluding direct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고에서 주지할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간접세 감세의 1년간 누적승수가 소득
세 및 재산세 감세의 1년간 누적승수보다 작게 나타나지만, 2년 이후 중 ․ 장기적 간
접세 감세의 GDP 증대효과는 소득세 및 재산세 감세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Table 8>에 본고와 선행연구의 세부항목별 지출승수에 대한 연구결과가 비교되
어 있다. 재정지출항목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본고에서 추정된 정부소비 ․ 투자지출의
1년 누적승수는 기존연구보다 작으나, 이전지출은 김배근(2011)을 제외하고 기존연
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론의 상이로 발생된 차이도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본고에서 추정을 위해 자료가 기존연구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소비 ․ 투자지출의 GDP 증가효과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론은 재정지출의 성장효과가 2000년 이
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는 최진호 ․ 손민규(2013)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대
비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전지출을 통한 경제성장효과가 기존연구들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이지안 VAR 모형을 통해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정부소비 ․ 투자지출을 증가시켜 단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경기부양정책은
효율성이 이전에 비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전 연구에 비해 이전 지
출을 통한 경제성장효과가 크게 나타난 결과는 미래 재정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Table 8>

Comparison of VAR Sub-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1)
2)

This paper

Son, Kim and Hwang (2013)

Kim (2011)

Park (2013)

Govt. consumption
․ investment

0.31

0.98

1.64

1.11

Transfers

0.37

0.26

0.46

0.21

Notes: 1) 1-year cumulative multipliers (this paper’s results are the posterior median estimates).
2) Estimates from a structural V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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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복지제도를 크게 수정하지 않는 한 향후 시간이 흐를수록 공적연금지출
등 이전지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연구들에 의하면 복지지출 등
이전지출의 증가는 재정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보았
다. 그러나 본고의 결과에 따르면 선행연구들의 경상이전지출승수보다 크게 높지는
않으나 최소한 정부소비 ․ 투자지출보다 경제성장효과가 크며 과거 연구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경상이전지출의 경제성장효과를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Ⅴ. 결론
본 논문은 Blanchard and Perotti (2002)가 제시한 구조적 VAR 모형을 원용하
여, 모수에 구간값 제약을 부과한 베이지안 방법론을 통해 감세 및 재정지출 충격
이 GDP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해 보았다. 감세와 재정지출증가는 GDP에 미치는
영향이 초기에는 다소 미미한 반면 1-2년 사이에 유의미한 성장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이러한 효과는 감세보다는 지출부문에서의 충격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충격반응함수의 분포 분석 결과를 보면 충격 1년 후를 제외하고 모든 기간 동안 지
출증가가 감세충격보다 성장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승수의 중간값 기준으로 시점별 충격반응을 보면 지출승수는 충격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는데 반해 감세승수는 충격발생 초기에는 음의 값을 보
이고 이후 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승수로 살펴보면 지출승수의 누
적승수가 감세승수의 누적승수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감세충격의 초기값이
음인 것에 주로 기인한다. 이는 재정지출의 증가가 감세정책보다 더 큰 성장 제고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김배근(2011)의 결론과도 유사하다.
베이지안 추정법과 기존연구의 OLS 추정법간 방법론적 차이가 연구결과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베이지안 추정법에 의한 결과는 OLS 추정방식에 비해 감세
충격에 대한 GDP 반응을 더 크게, 지출충격에 대한 GDP 반응을 더 작게 추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재정지출의 경제성장효과가 감세의 경제성장효과보다
크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하다시피 지출승수가 감세승수보다 크다는 본고의 결론은 그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는 상당수의 한국 기존문헌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기
존연구와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였을 때도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문헌과의 결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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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은 본고가 기존연구와는 달리 추정을 위해 90년대 말의 아시아 환율위기
(Asian currency crisis) 이후의 자료만을 사용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배근
(2011)도 아시아 환율위기 이후 자료를 이용하여 본고와 비슷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는 아시아 환율위기 이후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성장효과가 기존연구들에 비해 향
상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수입을 ‘소득세 및 재산세’ 항목과 ‘간접세’ 항목으로 구분하고, 재정지출을
‘정부소비 ․ 투자지출’ 항목과 ‘이전지출’ 항목으로 나누어 세부 재정 항목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세수입 항목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간접세 감세
의 경제성장효과가 소득세 및 재산세 충격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점은
간접세의 충격 초기 승수가 상당한 음의 값을 나타내 1년 누적승수는 소득세 및 재
산세가 간접세보다 크나 2년 이후 누적승수는 간접세가 소득세 및 재산세보다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항목별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살펴보면 이전지출 증가가 정부소비 ․ 투자지출 증
가보다 경제성장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세수입과는 달리 단기와 중
장기 모두 이전지출의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세부
항목별 지출승수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정부소비 ․ 투자지출의 1년 누적승
수는 기존연구보다 작으나 이전지출은 김배근(2011)을 제외한 여타 선행연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법론의 상이성에도 초래하나, 기본적으로 기존연구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소비 ․ 투자지출의 GDP 증가효과가 상당히 감소된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성장이 예상되고 세계적인 저금
리(Zero Lower Bound) 등 통화정책의 운용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정의 경제
안정화기능이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7) 부족한 자원제약 하에서 효율적
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승수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되고 폭넓은 논의전개가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가 구조적 VAR 모형의 연구결과를 개선하고 다양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Musgrave (1959)는 재정의 3대 경제적 기능으로서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을 제시
했다. 재정승수를 연구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재정의 기능 중 경제안정
화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위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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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데이터
본고의 베이지안 VAR 모형은 2000년 1/4분기부터 2015년 2/4분기까지의 한국자
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조세수입    log실질조세수입취업자수 
재정지출     log실질재정지출취업자수 

     log실질  취업자수 
콜금리    명목콜금리
실질환율    log원  달러 명목환율 ×     한국  

각각의 실질변수는 해당 명목변수를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한다. 한편, 각
재정변수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조세수입  소득세 및 이익세  재산세  재화 및 용역  관세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 재정지출  재화 및 용역  이전지출  자본지출8)

그리고 세부항목별 재정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9)

⦁ 소득세 및 재산세  소득세 및 이익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
⦁ 간접세  재화 및 용역  관세  기타  조세수입  소득세 및 재산세
⦁ 정부소비 ․ 투자지출  재화 및 용역  자본지출
⦁ 이전지출  보조금 및 경상이전  재정지출  정부소비 ․ 투자지출 

마지막으로 각 데이터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8) 재정지출은 재화 및 용역, 보조금 및 경상이전, 자본지출, 이자지출, 융자지출 등으로 구성되나 여기서는
이자지출, 융자지출 등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 이전지출, 자본지출을 재정지출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9) 변수명은 통계청의 통합재정수지 자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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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 GDP: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GDP)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명목 재정변수: 통합재정수지 (통계청, 통계표ID DT102NAD01)
⦁ 명목 콜금리: 명목금리, 콜금리(익일물), 연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취업자수: 취업자수(천명)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원-달러 명목환율: 주요국통화의 대원화환율 통계자료, 원/미국달러 (기준
환율), 평균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한국 CPI: 소비자물가지수 (2010$=$10)(전국), 총지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 U.S. CPI: Consumer Price Index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 GDP 디플레이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국내총생산 (시장가
격), 2010$=$10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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