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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에서 소득대비 소비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이
른바 ‘소비퍼즐’ 현상의 원인을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이를 유발한다는 견해와 금융제약
(financial friction)과 결합한 일시적 생산성충격이 이를 유발한다는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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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실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흥국의 과도한 소비 변동성은
국가마다 영향을 주는 충격이 달라서 이를 특정한 외생적 충격에 의해 설명하는 일반화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금융제약과 결합한 일시적 생산성충격이 과도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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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에서 소득대비 소비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이른바 ‘소비퍼즐’ 현상의 원인을 기존에 널리 제시된 두 가지 이론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구적 생산성충격의 영향으로 신흥국의 소비
변동성이 과도하게 된다는 견해이고, 두 번째는 금융제약(financial friction)이
존재함으로 인해 일시적 생산성충격의 영향이 증폭(amplification)되면서 이에
따라 소비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난다는 견해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연구 등
에서 널리 활용되는 RBC DSGE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및 멕시코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하였다.1) 주된 분석방법은 예측오차 분산분해 및 역사적 분산분해, 충
격반응분석, 시뮬레이션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RBC 형태의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내에서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식별되거나 또는 모형내에
금융제약이 존재할 경우에는 신흥국의 소비 변동성이 증폭된다는 기존의 이론
이 한국의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도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신흥국의 과도한 소비 변동성은 국가마다 영향을 주는 충격이
달라서 이를 특정한 외생적 충격에 의해 설명하는 일반화는 다소 곤란하다는
점이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Chang and Fernandez(2013)에서 제
1) Aguiar and Gopinath(2007)는 1980.1/4 ~ 2003.1/4중 13개 신흥국의 주요 거시지표를 이용한 2차 모멘
트를 시산하여 신흥국 거시지표에 나타난 평균적인 경험적 특성(empirical regularities)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std(C)/std(Y) std(I)/std(Y) std(NX)/std(Y) corr(C,Y)
‣ 신흥국 평균

1.45

3.91

3.22

0.72

corr(I,Y)

corr(NX/Y,Y)

0.77

-0.51

그런데 멕시코의 경우 소득대비 소비의 변동성이 1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소득과 순수출이 강
한 경기역행적 성격을 보여 신흥국 거시지표 경기변동의 평균적인 특징을 잘 나타낸다. 또한 여타
주요 거시변수간 2차 모멘트 비율, 상관계수 등에서도 신흥국 평균치와 유사한 속성을 보여준다.
std(C)/std(Y) std(I)/std(Y) std(NX)/std(Y) corr(C,Y)
‣ 멕시코

1.24

4.05

2.19

0.92

corr(I,Y)

corr(NX/Y,Y)

0.91

-0.74

이와 같이 멕시코의 거시지표가 신흥국의 특징을 잘 대표하고 있어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멕시코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신흥국 경기변동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일반적인 신흥국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
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의 거시지표는 신흥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분석의 편의상 복수의 신흥국과 비교하는 대신에 멕시코만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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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연구의 결과와 같이 과도한 소비변동성이 대부분 금융제약 및 일시적 생
산성충격의 결합으로 설명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Aguiar
and Gopinath(200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주로 영구적 생산성충격에 의해 과
도한 소비 변동성이 설명되었다.
아울러 금리 시뮬레이션 분석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영구적 생산성충
격이 주어졌을 때 실제 금리와 비슷하게 모형내 금리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동
하면서 소비의 과도한 변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과도한 소비 변동성 원천은 주로 영구적 생산성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각 외생적 충격의 역할은 신흥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과도한 소비 변동성 원천을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내에 금융제약 경로로서 기업의 운영자금차입 제약 및 가계의 대
외자금 차입 제약 두 가지를 고려하였는데, 우선 한국의 경우 운영자금차입 금
융제약 경로는 모형내 충격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한 반면 대
외자금 차입관련 금융제약은 모형내 충격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는 금융제약 경로를 중시한 Chang and Fernandez(2013)에서 분석된 결과와 일
견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금융
제약과 결합하여 소비의 변동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제약 경로는 영구적 생산성충격과 결합할 때 그 효과가 작용하
는 점에서, 한국의 과도한 소비변동성의 원천은 영구적 생산성충격에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비변동성 추
이를 살펴보고 여전히 신흥국 소비변동성 퍼즐이 유효함을 확인한 후, 신흥국
의 소비변동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영구적 생산성충격 및 금융제약이 존재하는 RBC 모형을 구축하였다.
Ⅳ장에서는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비변동성 원천을 고찰
하였으며 이를 멕시코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끝으로 Ⅴ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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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의 배경 및 선행연구 개관
1. 논의 배경
일반적인 거시경제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의 변동성이 소득의 변동성보
다 작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2) 또한 미시적 관점에서도 위험기피적 성향
의 가계는 소비를 평활화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에 소득은 외생
적 충격에 의해 확률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소비의 변동성이 소득의 변동성보
다 작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Uribe and Schmitt-Grohe(2016)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선진국 경제의 경우에는 소득의 변동성보다 소비의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남미, 아시아 등 신흥국의 경우에는 소
득대비 소비의 변동성 비율이 “1”을 상회하여 소비의 변동성이 소득의 변동성보
다 커서 신흥시장국 경제에 이른바 소비퍼즐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이 뚜렷이 강화
되었다가 2010년대 중반경 일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소득대비
소비의 변동성이 재차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1>

The Volatility of Consumption Relative to Income in Korea
(Figure 1-a)

(Figure 1-b)

2) 본 논문에서 소득(  ) 및 소비(  ) 변동성은 전기대비 소득 증가율(∆ ) 및 소비 증가율(∆ )의
변동성을 의미한다. 한편 항상소득의 관점에서 소득(  )는 항상소득(  )과 임시소득(  )으로 구분
되고 소비가 항상소득의 함수로 주어진다면 ∆ =∆ +∆ (corr(∆ ,∆ )=0), ∆ 는 ∆ =c
∆ 이다.

따라서

소득대비


<1

  ∆∆

소비

변동성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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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은 한국의 소득대비 소비 변동성의 추이를 두 가지 접근법으로 시
산한 것이다. (Figure 1-a)은 소득 및 소비 증가율의 표준편차3)를 각각의 변동
성으로 간주한 후에 소득대비 소비 변동성을 시산한 것이다.
이를 보면 1970년대말의 오일쇼크, 1990년대말의 외환위기 시기에 소비변
동성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소득대비 소비 변동성
비율이 2배 내외의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Figure 1-b)는 HP 필터를 이용하여 소득 및 소비의 순환변동치4)를 구
한 후 소득대비 소비 변동성을 시산한 것이다. 이는 첫번째 지표와는 달리 오
일쇼크 당시에는 소비 변동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1998
년 외환위기와 최근의 경우에는 소비 변동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접근법 모두 공통적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 변동성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재차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퍼즐 현상이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보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소비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중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졌으며 대외교역이 활발한 멕시코의 경우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체로 한국에 비해 소득대비 소비 변동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Figure 2> Comparision between Korea and Mexico in terms of
Consumption Volatility
(Figure 2-a)

(Figure 2-b)

3) 1960년부터 소득 및 소비 성장률의 각각의 표준편차를 5년 window rolling 방식으로 구하였다.
4) 1960년부터 소득 및 소비 순환변동의 각각의 표준편차를 5년 window rolling 방식으로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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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a)은 소득 및 소비 증가율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한국과 멕시코의
소득대비 소비 변동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보면 2009 ~ 12년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체로 한국의 소비변동성이 멕시코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소득대비 소비 변동성 비율
이 2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Figure 2-b)는 HP 필터를 이용하여 구한
소득 및 소비 순환변동치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한국과 멕시코의 소득대비 소
비 변동성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소비변동성이 멕시코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소득대비 소비변동성은 최근 들어 절대
적 크기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러
한 현상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이론 및 모형에 대해 다음에 제시되는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2. 선행연구
Mendoza(1991)가 RBC 모형을 이용하여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기변동을 설명
한 이래 신흥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RBC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변동 현상을
분석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모형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첫째는 실제 데이터에서는 소비의 과도한 변동성으
로 인하여 소득대비 소비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지만 모형은 이러한 현상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실제 데이터에는 경기가 개선될 경우 순수
출이 감소하는 특징을 뚜렷이 보이고 있으나 모형에서는 순수출이 경기에 동
행(co-movement)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형이 순수출의 경기역행적 속성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와

모형간의

괴리를

동태일반균형(Dynamic

General

Equilibrium)의 틀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
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번째는 Aguiar and Gopinath(2007)에서 시작된 확률적 추세성장 충격
(stochastic trend growth shock; 이하 ‘영구적 생산성충격’으로 칭한다)의 도입이
다. Aguiar and Gopinath(2007)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 대한
충격을 일시적 생산성충격(temporary shock)과 영구적 생산성충격(perma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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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ck)으로 나누었으며, 영구적 생산성충격은 균형성장경로(balanced growth
path)에서의 추세성장에 충격을 유발하여 가계의 항상소득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았고 이를 확률적 추세성장 충격이라 칭하였다. 이들은 충격의 지속성 정도
에 따라 소득이 반응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일시적 생산성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축이 소비보다 크게 증가하므로 소득대비 소비 변동성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보았다. 반면에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상소
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도 크게 늘어난다고 보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외
부문을 통한 해외차입(경상수지 적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 변동성은 폐쇄
경제(closed economy)일 때보다 더 커지게 되어 소비 변동성이 소득 변동성을
상회하게 되고 순수출은 경기에 역행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5) 특히 이들은 멕
시코의 거시지표를 이용하여 신흥국의 높은 소비변동성 및 경기역행적인 순수
출이 영구적 생산성충격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리고 이들은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비교적 자주 발생
한다는 가정6)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제기하며 분석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두번째는 Neumeyer and Perri(2005)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모형내에 금융제
약(financial friction)을 도입함으로써 신흥국 소비의 과도한 변동성을 설명하는
접근 방법이다. 신흥국의 경우 순수출뿐만 아니라 실질금리도 경기에 뚜렷하게
역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은 운영자금(working capital)7)이라
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의 자금차입에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으로 경기가 개선될 때 기업의 운영자금 제약이 완화되며 실질금
리가 하락하게 되어 실질금리의 경기역행적인 모습이 모형내에 포착된다.
한편 Uribe and Yue(2006)는 금리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대외자금 차입과 관
련한 금융제약이 존재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금융제약이 가계의 대외자
5) Uribe and Grohe(2016)는 대외부문을 통한 자금 차입이 가능할 경우 stationary한 소득 충격에 대해서
는 소득대비 소비 변동성이 안정된 반면 non-stationary한 소득 충격에 대해서는 소득대비 소비 변동
성이 증폭될 수 있음을 다음의 간단한 예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ⅰ) stationary한 소득충격:        (   ),            ( :소득,  :소비,  :대외
차입,

:금리)

 



 ,     ( : 표준편차,  :경상수지)

  
 
 

ⅱ) non-stationary한 소득충격: ∆  ∆     (   ),            (∆: 차분)
∆ 


  
    ,    ∆

∆ 
 
 






6) Aguiar et al.(2007)는 신흥국이 선진국에 비해 재정 및 통화 정책의 기조에 큰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growth trend shock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7) 기업은 임금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보유하고 이 운영자금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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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차입 스프레드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Neumeyer and Perri(2005)와는 차
이를 보인다. 동 접근법은 해외부문의 금리충격이 스프레드의 존재로 인한 유
동성 제약 때문에 파급효과가 커지고 이에 따라 가계가 소비에 활용하기 위하
여 차입할 수 있는 대외자금도 큰 폭 축소되면서 소비의 변동성도 커진다고 보
는 것이다. 금융부문의 제약을 중시하는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남미 국가인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의 거시지표를 이용하여 금융제약 경로가 과도한 소비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끝으로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Chang and Fernandez(2013)는 영구적 생산성충
격과 금융제약을 모두 고려한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소규모 개방경제
RBC 모형에 Aguiar and Gopinath(2007)가 제시한 영구적 생산성충격과
Neumeyer and Perri(2005), Uribe and Yue(2006) 등이 제시한 금융제약을 결합한
종합적인 형태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도 앞선 연
구들처럼 남미 국가인 멕시코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은 특히 소비 및 소득 변수에 대한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분석을 통
해, 대외자금 차입과 관련한 금융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과도한 소비 변동성을 유
발하는 주요 충격은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아닌 일시적 생산성충격이라고 주장하
였다. 특히 이러한 금융제약하의 일시적 생산성충격에 의해 생성되는 시뮬레이
션 결과도 실제 데이터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신흥국의 과도한
소비 변동성 원천은 대외자금 차입관련 금융제약과 결합한 일시적 생산성충격이
라고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금융제약을 통해 파급효과가 증폭되는 충격은
해외부문의 금리충격이 아니라 자국 경제내의 일시적 생산성충격에 기인한 것이
라고 제시한 점에서 Uribe and Yue(2006)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이와 관련한 국내의 최근 연구로는 방홍기ㆍ안지훈ㆍ한채수(2015)가 한국의
소비 변동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1998년 외환위기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현상을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대비
소비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 현상을 Aguiar and Gopinath(2007)의 접근법을 원
용하여 살펴보면 동 기간중 소비변동성 증가는 영구적 생산성충격에 기인한다
고 해석하였다. 동시에 Uribe and Yue(2006)의 접근법에서 살펴보면 동 시기에
는 대외부문의 금리충격이 금융제약을 통하여 파급효과가 커졌기 때문에 소비
변동성이 증가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도 분석하였다. 이들은 특히 외환
위기 전후로 한국의 실질금리가 큰 폭의 변동을 보이면서 이로 인해 가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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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 소비대체가 크게 변하면서 소비의 변동성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은 동일한 외생적 충격을 시기에 따라 영구적 생산
성충격으로, 또는 동시에 금융제약과 결합한 금리충격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발
생한다. 즉, 경제내에 발생한 충격을 모형내에서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가 존재한다. 특히 앞선 Chang and Fernandez(2013)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비변동성 증가를 초래하는 두 가지 요인을 모두 모형에 포함할 경우 두
요인이 동시에 유효한 영향력을 보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결국 한국
의 과도한 소비 변동성 현상을 모형의 정합성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보기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신흥국의 소비 변동성 퍼즐과 관련하여 진행된 국내외의
주요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우선, 앞선 연구
들의 분석은 모두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경상수지가 외생적 충격을 모형내에서
증폭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Aguiar and Gopinath(2007)의 경우에는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발생할 경우 해외차입(즉, 경상수지 적자)을 통하여 소비
를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의 변동성이 커진다. 또한 Neumeyer and Perri(2005),
Uribe and Yue(2006) 등의 경우에는 외생적 충격이 금융제약과 결합하여 가계
및 기업의 차입비용을 높이면서 해외차입이 큰 폭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게 되어 소비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두 접근 모두 소비의 평
활화(smoothing)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상수지의 변동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며 아울러 경상수지의 변동 방향은 소비의 변동 방향과 반대로 변하면서
경기에 역행적인 모습을 띄게 된다. 다음으로는 분석대상 신흥시장국은 대체로
대외채무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Aguiar and Gopinath(2007),
Neumeyer and Perri(2005), Uribe and Yue(2006) 등이 모두 80 ~ 90년대 대외채
무 위기를 경험한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도
1998년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외
취약성을 가진 나라들이 대체로 경상수지가 크게 변하면서 소비변동성도 함께
큰 폭 변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대외부문과 소비변동성간에는 어떠한 구
조적 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8) 끝으로
Mendoza(1991) 이후 동 분야의 주요한 work-horse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규
8) 특히 Neumeyer and Perri(2005), Uribe and Yue(2006) 등은 Calvo(1998)가 제기한 바와 같이 신흥국
자금유입이 갑자기 중단되며 경상수지가 큰 폭 급증하는 “Sudden Stop” 현상과 이로 인한 소비 변동
성 급등 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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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개방경제 RBC 모형을 분석의 주요 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개
방경제 RBC 모형은 불필요한 외생적 충격을 도입하지 않고 분석의 촛점이 되
는 핵심적인 실물 충격의 효과를 크게 복잡하지 아니한 동태일반균형의 틀에
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 또한 이러한 모형
설정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Ⅲ. 모형의 구조
모형의 기본구조는 Mendoza(199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RBC 모형에 대외
부문을 결합한 소규모 개방경제를 바탕으로 하였다. 특히 영구적 생산성충격의
모형내 도입과 관련한 설정은 Aguiar and Gopinath(2007)를 따랐으며, 금융제약
(financial friction)의 설정은 Chang and Fernandez(2013)를 따라 운영자금제약
및 대외차입 관련 금융제약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 밖의 생산함수, 효용함수 등
에 관한 형태 및 가정은 Chang and Fernandez(2013)를 따라 구성하였다.

1. 생산함수
경제내 생산물은 다음과 같은 1차 동차의 Cobb-Douglass 형태의 생산함수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여기서  는 자본 투입량,  는 노동 투입량,  는 Hicks neutral 생산성,

   는 labor-augmenting 생산성을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Hicks neutral 생산성
 는 식(2)와 같은 AR(1)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때  는 일시
적 생산성충격을 의미한다.

ln  ln     ,  ~ i.i.d.(0,  )

(2)

한편 labor-augmenting 생산성(  )은 확률적 성장추세(stochastic growth trend)

 를 가지며,  는 추세성장률 를 평균으로 갖는 AR(1)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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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정한다. 이 때  는 영구적 생산성충격을 나타낸다.


  
     , ln     ln     ,  ~ i.i.d.(0,  )



(3)

따라서 이와 같은 기술 프로세스에 대한 가정하에서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은     으로 표현되며  및  은 총요소 생산성충
격으로 작용하게 된다.

2. 가계의 최적화
대표적인 가계는 다음과 같이 무한기간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효용함수는
GHH(Greenwood-Hercowitz-Huffman) 형태의 효용함수를 따른다. 이러한 효용
함수의 속성으로 가계는 임금인상에 따른 부의 효과는 배제하고 대체효과만을
고려하여 노동공급을 결정하게 된다.9)
∞







       




(4)

여기서  는 소비,  는 노동 공급량을 의미한다.  는 할인율, 는 위험회피
계수,  는 노동의 공급탄력성, 는 노동의 비효용 크기를 조정하는 계수를 각
각 의미한다.
또한 대표적 가계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제자본시장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때 가계의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는 실질임금,  는 자본의 실질 사용비용,    은 t+1기에 재화 1
단위를 갚기로 약정하고 발행하는 부채의 양,  는 부채 1단위의 실질가격을
각각 의미한다.
부채의 가격  은 이자율(  ) 및 부채의 규모(    )와 역의 관계를 갖도록 식
9) 노동공급에 따른 비효용은 소비의 추세 증가수준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균형성장경
로(balanced growth path)에서 모형내의 노동공급이 안정적인 steady-state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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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 같이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부채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신용위험이 높아
지는 점이 금리에 반영된다. 따라서 가계는 차입규모가 커질수록 더 높은 실질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10)







  

   exp     






(6)

여기서 는 부채규모 변동에 따른 이자율 탄력성,  는 steady-state 부채규모
를 의미한다.
한편 Chang and Fernandez(2013)를 따라 자국내 금리는 식(7)과 같이 일정한
스프레드가 대외금리에 반영되어 결정되도록 하였다.

   

(7)

단,  는 해외이자율,  는 스프레드를 의미한다. 여기서 스프레드는 자국
내 금리와 대외금리간 격차를 유발함으로써 가계의 금융시장 접근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스프레드는 식(8)과 같이 생산성에 따라 내생적으
로 결정되도록 하였다.11)

  


  


ln   ln  ,   



(8)

단,  및 은 각각 금리 스프레드 및 솔로우 잔차의 steady-state 값을 나
타내고  는 금리 스프레드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탄력성을 나타낸다.
대외금리는 금리충격이 전달되는 경로로서 작동하며 식(9)과 같은 AR(1) 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때  는 대외 금리충격을 의미하고  는
steady-state 대외금리 수준을 나타낸다.

   


  
  ,  ~ i.i.d.(0,  )
ln    ln 



(9)

10) 금리가 부채 규모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No Ponzi Game 조건인 transversality 조
건을 만족하게 되어 모형내에 해가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11) Chang and Fernandez(2013)는 총요소생산성을 변동시키는 외생적 충격이 일시적인 것인지 또는 영
구적인지와 관계없이 총요소생산성 충격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부도 가능성이 낮아지면 스프레
드가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가정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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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본축적은 식(10)과 같이 이루어지며 특히 투자시에 자본조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반영하였다.

  

               







(10)

여기서 는 자본조정비용 계수, 는 감가상각률을 각각 의미한다.
주어진 효용함수와 제약식을 이용하여 구성한 대표적인 가계의 최적화 식은
다음과 같다.
∞

max



       
           





  

                       



(11)

식 (11)에 대한 소비(  ), 노동(  ), 투자(  ), 부채규모(    ), 자본(    )에
대한 일계조건을 구한 후, 추세를 제거하면 다음과 같다.12)

∙ 소비에 대한 일계조건

        
          

(12)
(12-1)

여기서  는 소비의 한계효용을 나타낸다.

∙ 노동에 대한 일계조건

            
    

(13)
(13-1)

식(13-1)는 노동공급 함수를 나타내는데 GHH 효용함수의 특징으로 인해 노
12) 추세가 제거된 내생변수는 해당 변수의 소문자로 표기하였다. 모형내 기의 내생변수는   기의
추세변수를 이용하여 추세 수준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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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급이 임금만의 함수로 표현되어 전술한 바와 같이 부의 효과가 작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투자에 대한 일계조건

  

(14)

  
    
      




(15)

∙ 부채규모에 대한 일계조건

식(15)은 소비의 기간간 대체관계인 오일러 방정식을 나타내는데, 식(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채의 가격은 금리와 역의 관계에 있으므로 금리상승시 가
계는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늘리는 최적화 행태를 보이게 된다.

∙ 자본에 대한 일계조건

  


              

     
   
            
     
   

(16)

  
               

  
  
   
                     
  
  
   

(16-1)

3. 기업의 최적화
기업은  의 임금으로 노동을 고용하고  의 자본사용 비용으로 자본을 빌
려 생산에 투입하여 이윤 극대화를 도모한다. 한편 Neumeyer and Perri(2005)를
따라 기업은 매기 임금의 일부를 사전적으로 차입해야 하는 운영자금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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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capital constraint)에 직면해 있다고 보았다. 이 때 기업이 사전적으로
차입해야 하는 임금의 비율을  라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기업의 이윤극대화식
은 다음과 같다.13)
∞

max

           







 

   

            

(17)

∙ 노동에 대한 일계조건

               
               

(18)
(18-1)

이는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을 나타낸다. 여기서 식(18-1)의 우변은 노동의 한
계생산성을 나타내는데 운영자금제약으로 인하여 가계의 유보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성간에 임금격차(wage wedge)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외
생적 충격으로 금리가 변동할 경우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비용이 증가하여 노동수요를 감소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ㆍ자본에 대한 일계조건

       


     
   

(19)
(19-1)

이상을 종합하면 가계는 자금의 차입시 금리 경로를 통한 금융제약이 있으
며 기업은 운영자금 차입 경로를 통한 금융제약이 존재한다.14) 그리고, 동 모
형에 나타난 구조적 충격(structural shock)은 식(2)에 나타난 일시적 생산성충격

13) 운영자금을 사전적으로 차입해야 하므로 기업이 차입하는 금리는   기에 주어진 값이 적용된다.
14) 본 논문에서는 차입자와 차주간의 정보 비대칭 등을 통하여 금융제약 경로(financial friction)가 작동
하는 Bernanke, Gertler and Gilchrist(1999)의 뉴케인지언 모형과는 다른 접근법을 통하여 금융제약
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임금 및 금리와 같은 가격 변수의 조정만
으로 즉각적인 모형내 균형 달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Bernanke et.al(1999)의 접근법과 본 논문의 접
근법이 본질적인 공통점을 지닌다. 한편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Neumeyer and Perri(2005), Uribe
and Yue(2006) 등은 비교적 조작이 단순한 형태의 금융제약을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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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3)에 나타난 영구적 생산성충격(  ) 및 식(9)에 나타난 대외 금리충격
(  ) 등 총 3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 모형은 Aguiar and Gopinath(2007)의 영
구적 생산성충격 모형 및 Neumeyer and Perri(2005) 등의 금융제약(financial
friction) 모형을 모두 반영한 종합적 형태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실증 분석
1. 분석대상 자료
본고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의 주요 분석대상 국가인 멕시코의 자
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국가에 대해 모형 추정을 실행하였다.15) 분석자료의 대
상 기간은 1993.1/4 ~ 2017.2/4분기이고 분석자료는 각국의 GDP계정 자료를 이
용하였다. 추정에는 GDP계정 자료중 GDP, 소비, 투자 및 순수출 등 4개의 시
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숫자보다 모형내 외생
적 충격의 숫자가 부족하여 이른바 stochastic singularity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방법으로 제시되는 관측오차(measurement error)를 모
형내에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관측방정식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소득 관측방정식:  ln        ln  

(20)

소비 관측방정식:  ln        ln  

(21)

투자 관측방정식:  ln         ln  

(22)

               
순수출 관측방정식:        
 (23)

  
여기서,  은 차분,  는 GDP,  는 민간소비,  는 총고정자본형성,

 는 GDP대비 순수출 비중을 의미한다.
15) Aguiar and Gopinath(2007), Chang and Fernandez(2013) 등은 모두 멕시코의 경우 분석대상 기간이
2003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가능성 등을 위하여 최근 시계까지 분석기간을 확장
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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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 모형 및 모수
벤치마크 모형으로 Aguiar and Gopinath(2007)가 제시한 실물 생산성 충격만
으로 구성된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Chang and Fernandez(2013)가 제시한
바와 같은 실물 생산성 충격이외에 대외 금리충격, 가계 및 기업 부문의 금융
제약 경로 등을 모두 감안한 종합적 형태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결과
의 비교 및 해석을 위하여 가계 및 기업 부문의 금융제약 경로를 제거한 형태
의 모형을 추가로 추정하였다.
우선 Chang and Fernandez(2013)가 제시한 종합적 형태의 모형은 앞서 살펴
본 식 (1) ~ (3), (6) ~ (10), (12) ~ (16), (18), (19) 등 총 15개의 행태방정식으로
구성되고, 모형의 추정을 위하여 관측식 (20) ~ (23)을 추가로 포함한다. 이를
내생변수(  )에 대한 그 자신의 steady-state값(   ) 근방에서의 로그선형화

  ln  ln  )를 통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16) 동 모형에서 식(8)에 나타
(
난 금리 스프레드의 탄력성 모수   일 때에는 가계의 대외자금 차입관련 금
융제약이 없는 경우의 모형을 나타낸다. 또한 식(18)에서 기업의 사전적인 자
금차입 비율 모수   일 때에는 기업의 금융제약이 없는 경우의 모형을 의미
한다. 따라서 동시에    및   인 경우는 금융제약이 전혀 없는 경우의
모형을 나타낸다. 그리고 벤치마크 모형인 Aguiar and Gopinath(2007)의 모형은

   및    이면서 동시에 금리충격을 제외하여 일시적 생산성충격 및 영
구적 생산성충격의 두 가지 실물충격만이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설정할 수 있
다. 이상의 5가지 모형에 대해 추정을 실행하였다.
한편 추정의 대상이 되는 모수는 외생적 충격과 관련된 모수로서, 충격의 지
속성(  ,  ,  ) 및 충격의 크기(  ,  ,  ) 등을 나타내는 6개의 모수와 금융
제약과 관련된 모수 2개(  ,  )이며 추가로 모형의 추세성장률( ) 및 사전적으
로 캘리브레이션 값을 설정하기 어려운 자본조정비용계수( )를 추정하였다. 이
외에

나머지

모수는

모두

Aguiar

and

Gopinath(2007),

Neumeyer

and

Perri(2005), Chang and Fernandez(2013) 등이 멕시코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설정
한 모수값을 따라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고 이를 한국의 경우에도 동일하
게 적용하였다. 다만 소비의 기간간 대체탄력성과 관련된 모수인 위험회피계수
( )는 소비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모수인 점을 감안하여 한
16) 구체적인 로그선형화 모형식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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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Calibration

Parameter

Description

Value



Elasticity of intertemporal substitution of
consumption(=1/ )

2.01)



Elasticity of labor supply(=1/  )

1.6



Labor share of GDP

0.68
2)

r

Domestic long-run average interest rate

1.01(1.016)

h

Labor supply at steady-state

1/3



Elasticity of interest rate to debt

0.001

2)



Depreciation rate

0.025(0.05)



Long-run debt to GDP ratio

0.1

note: 1) We implemented an additional analysis of Korean model in case of =1.2.
2) The value in parenthesis is used for analysis of mexican model.
3) Interest rate and depreciation rate is calculated on a quarterly basis.

국의 경우에는 추가로 소비의 기간간 대체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경
우(   )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감가상각률은 해당 국가의
선행연구에서 널리 활용된 값을, steady-state 이자율은 해당 국가의 장기 평균
이자율을 사용하였다.

<Table 2>

Prior Distribution
Description

p.d.f.

mean1)

s.t.d.



persistence of transitory shock

Beta

0.8

0.05



size of transitory shock

Gamma

0.007

0.005



persistence of permanent shock

Beta

0.8

0.05



size of permanent shock

Gamma

0.007

0.005



persistence of foreign interest rate shock

Beta

0.8

0.05



size of foreign interest rate shock

Gamma

0.007

0.005



ratio of borrowing fund to working capital

Beta

0.5

0.22

1

0.1

6

3.5



elasticity of interest rate spread to productivity Gamma



capital adjustment coefficient



trend growth rate



size of measurement error shock

Gamma

Gamma 1.011(1.007)

0.022

Gamma

0.01

0.002

주: 1) The value in parenthesis is used to estimate Mexican model.
2)  stands for the size of measurement error shocks and all the measurement error is
assumed to have same prior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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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정방법은 DSGE 모형의 추정에 널리 사용되는 베이지언 추정 방법을
이용하였다.17) 베이지언 추정을 위한 추정대상 모수의 사전 분포는 다음의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구조적 충격(생산성충격 및 금리충격)들의 영향력에 대한 사전적인 편의
(bias)가 개입하지 않도록 동일한 크기의 지속성과 충격의 크기를 갖는 사전분
포를 설정하였다. 한편 운영자금 사전 차입 비율은 분포의 중간값을, 금리 스프
레드는 단위탄력적인 값을 사전분포의 평균으로 설정함으로써 주어진 자료에
의해 금융제약 정도가 결정되도록 하였다. 추세성장률은 분석대상 기간중 GDP
성장률의 장기평균치를 사전분포의 중심값으로 설정하였다. 자본조정비용 계수
는 연구방법에 따라 그 값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여 표준편차가 매우 큰 값
을 갖는 사전분포를 설정하였다. 끝으로 관측오차 충격의 사전분포는 이에 대
한 사전적 정보가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표준편차의 값을 구조적 충격에 비해
2배 큰 수준으로 설정하여 non-informative한 사전분포를 설정하였다.18)

3. 모수추정 결과
한국 및 멕시코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Aguiar and Gopinath(2007) 모형은 “AG model”으로,
Chang and Fernandez(2013)의 종합적인 모형은 “CF model”으로 표현하였다. 특
히 가계 또는 기업 부문의 금융제약이 없는 경우를 각각 “model 2”, “model 3”
및 “model 4”로 표현하였다.
우선 양국 모두 “AG model”에서는 영구적 생산성충격의 크기(  )가 일시적
생산성충격(  )의 크기에 비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19) 다만 그 정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한국의 경우 영구적 생산성충격의 크기가 일시적 기술충격
의 크기에 비해 6배 정도 큰 반면 멕시코는 1.5배 정도의 크기에 그쳤다. 또한
“model 3”과 “model 4”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부문의 운영자금 관련된

17) 베이지언 추정 프로그램은 Dynare를 이용하였으며, Random Walk Metropolis-Hastings 방법을 따라
50,000번씩 2개의 chain을 샘플링 추출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acceptance rate은 32 ~ 38%를 나타
내어 샘플링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18) 특히 Chang 외(2013)는 선진국에 비하여 신흥국의 경우 데이터 특성 등으로 관측오차 문제가 잠재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측오차의 사전분포 분산이 non-informative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19) 이는 모형내에 영구적 생산성충격을 도입한 Aguiar and Gopinath(2007)의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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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Parameter Estimation

AG model
Korea

Mexico

CF model
Korea

model 2

model 3

Mexico Korea Mexico Korea Mexico
<Structural shock parameter>

model 4
Korea

Mexico



0.8037 0.8956

0.8411

0.7985

0.8439

0.7533

0.8070 0.9116

0.8066 0.9090



0.0016 0.0051

0.0042

0.0069

0.0044

0.0072

0.0013 0.0050

0.0013 0.0049



0.7380 0.6083

0.7284

0.7715

0.7232

0.7689

0.7469 0.6162

0.7470 0.6160



0.0096 0.0078

0.0066

0.0009

0.0071

0.0008

0.0096 0.0079

0.0097 0.0079



-

-

0.8001

0.8281

0.8018

0.8172

0.7959 0.8053

0.7937 0.8043



-

-

0.0025

0.0015

0.0027

0.0012

0.0016 0.0006

0.0016 0.0006

<Financial friction parameter>



-

-

0.4602
0.9566

0.3830
0.9337

0.9550

0.8760

0.4717 0.4607
-

-

-

<Capital adjustment and trend growth rate>



16.72 3.0253
1.0107 1.0063

37.34
1.0107

13.07
1.0070

38.66
1.0107

10.07
1.0070

20.80 3.71
1.0101 1.0065

20.87 3.80
1.0101 1.0064



0.0051 0.0025

0.0049

0.0033

0.0049

0.0039

0.0051 0.0026

0.0051 0.0027



0.0091 0.0066

0.0090

0.0069

0.0089

0.0065

0.0090 0.0063

0.0090 0.0062



0.0188 0.0235

0.0193

0.0234

0.0188

0.0239

0.0176 0.0231

0.0177 0.0234



0.0115 0.0040

0.0109

0.0050

0.0109

0.0049

0.0112 0.0036

0.0113 0.0037

<Measurement error shock parameter>

note: 1)  ,  ,  and  stand for measurement error shock of income, consumption, investment and net export
respectively.

금융제약의 존재 유무는 한국 및 멕시코 모두 “AG model”에서 추정된 일시적
생산성충격 및 영구적 생산성충격 크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model 3”을 “model 4”와 비교하였을 때 금리충격의 지속성
(  ) 및 크기(  )에도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금리충격의 파급 효과를 증폭
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CF model”과 “model 2”를 비교해 보면 대외자금의 차입 관련 금융제
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국 및 멕시코 모두 “AG model”에서 추정된 일시적 생
산성충격 및 영구적 생산성충격의 크기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다. 즉, 대외자
금 차입 관련 금융제약 존재시 일시적 생산성충격의 크기는 커지고 영구적 생
산성충격의 크기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동 금융제약은 총요소생산성 충격의
파급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한국의 경우 일시적 생산성충격의 추정값이 “AG model”보다 “CF model”
및 “model 2”에서 약 3배 정도 증가한 반면 영구적 생산성충격의 추정값은
25.7% ~ 32.9% 정도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CF model” 및 “model 2”의 일시
적 생산성충격대비 영구적 생산성충격 추정값 비율은 “AG model”의 약 6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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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5배 내외로 줄어들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CF model” 및 “model 2”에서 일시적 생산성충격의 크기가
“AG model”에 비해 38.0% ~ 46.0% 정도 증가한 데 반해 영구적 생산성충격은
약 1/10 수준으로 큰 폭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CF model” 및 “model 2”의 일시
적 생산성충격대비 영구적 생산성충격 추정값 비율이 “AG model”의 약 1/10 수
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대외자금 차입 관련 금융제약 경로가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발생했을 때보다 일시적 생산성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파급
효과를 더 크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20)
다만, 비록 대외자금 차입 관련 금융제약 경로가 영구적 생산성충격의 크기
를 줄이더라도 한국의 경우에는 “CF model” 및 “model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전히 영구적 생산성충격의 크기가 일시적 생산성충격의 크기를 압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멕시코와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영구적 생산성충
격의 파급 효과가 주요 거시변수의 경기변동을 유발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한다. 이처럼 멕시코와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 경기변동의 원천으로서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한국의 추세성장률이 멕시코에 비
해 큰 폭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내에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발생하여 추세성장 수준이 변하게 되면 자연스
럽게 추세성장률도 변하는 반면 일시적 생산성충격은 추세성장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Figure 3>에는 한국과 멕시코의 GDP추세성
장률을 나타내었는데, (Figure 3-a)은 HP 필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GDP추세의
성장률(전분기대비 증가율 기준)이고 (Figure 3-b)는 BP 필터를 이용하여 추출
한 GDP추세의 성장률이다.
우선 (Figure 3-a)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는 분석대상 기간중 일부를 제외하
고는 GDP추세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멕시코의
20) 이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모형의 가정상 금융제약을 나타내는 금리 스프레드는 영
구적 생산성 및 일시적 생산성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영구적 생산성 충격이 발생할 경우 소득, 투
자, 소비, 부채 등 거시변수의 steady-state이 바뀌며 균형성장경로가 변할 뿐만 아니라 steady-state에
서의 금리 스프레드 수준도 변경되고 이로 인해 steady-state에서의 금리 수준도 영구적으로 변경된
다. 그런데 모형의 가정상 경제주체는 충격의 종류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
측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주체는 바뀐 금리 수준에 맞추어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발생한 시점 T에서
경제주체의 소비 및 투자와 관련한 최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이후 시점 T+1에서는 소비, 투자의 선
택을 변경할 유인이 없다. 한편 일시적 생산성 충격이 시점 T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완화된 금리 스
프레드 수준에 맞추어 소비 및 투자를 늘린다. 그런데 이 경우 금리 스프레드의 steady-state이 변하
지 않았으므로 부채가 점차 늘어나며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리 스프레드가 당초의
steady-state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소비 및 투자를 조정하게 되므로 일시적 생산성 충격이 거
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조정기간 동안 증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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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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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GDP Growth Rate
(Figure 3-a)

(Figure 3-b)

note: 1) We extracted a trend with more than 40 quarters cyclical factors by using
Christiano-Fitzgerald asymmetric band-pass filter.

경우는 대체로 성장률이 연 2.4% 내외에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또한
(Figure 3-b)를 보더라도 한국은 멕시코에 비해 추세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과 멕시코의 이러한 추세성장률 추이는 한국의 경우 성장동력 약화
등과 같이 추세성장률을 빠른 속도로 낮추는 요인들이 영구적 생산성충격으로
서 경제내에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멕시코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추세성장률이 안정되어 있어서 경제내에서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발생할 소지
가 한국보다 더 적었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모수추정 결과 자본조정계수( )는 국별로는 한국이 멕시코에 비해, 모형별로
는 다른 모형에 비해 “CF model” 및 “model 2”에서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
데, 이는 자본조정계수가 순수출의 변동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자본
조정계수가 크면 생산성충격이 발생한 당기의 소득 및 소비 변동폭이 크지 않
아 순수출도 당기에 큰 폭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산성충격의 조정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순수출의 누적 변동폭이 커지게 된다. 그런데 분석
대상 기간중 실제 데이터상의 한국 순수출 변동성은 멕시코보다 약 2배 정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의 특성에 적합되기 위하여 한국의 자본조정계수가
매우 크게 추정되었다. 또한 모형별로 보았을 때 다른 모형에 비해 “CF model”
및 “model 2”에서의 자본조정계수가 더 크게 추정되었기 때문에 이들 모형에
서 순수출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후술하는 <Tabel 5> 참조)
끝으로 금융제약 정도를 나타내는 모수인  (기업 운영자금제약),  (대외자금
차입 관련 제약)의 크기는 한국 및 멕시코간에 비슷한 수준의 값으로 추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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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곤란하였다.
한편 금융제약(financial friction)의 관점에서 ‘AG model’과 ‘model 2’ 및
‘model 3’을 비교해보면 기업의 운영자금차입 제약(  )은 금융제약이 전혀 없는
‘AG model’에 비해 소비 및 소득의 표준편차 추정값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가계의 대외자금차입 관련 제약(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비 및 소득의
표준편차 추정값이 ‘AG model’과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AG model에서는 생산성충격이 주어졌을 때 투입요소의 한계생산성 상
승을 통해 주요 거시변수인 생산 및 소비의 증가를 유도하게 된다. 그런데, 대
외자금차입 제약이 존재할 경우에는 식 (7) 및 (8)에 표현된 바와 같이 생산성
충격으로 금리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금리하락을 가져와 생산 및 소비의 증가
를 가져오는 추가적인 경로가 작동하게 된다. 즉, 대외자금차입 제약은 생산성
충격의 영향을 증폭(amplification)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금리스프레드에 미치는 일시적 생산성충격과 영구적 생산성충격의 영향력 차
이가 발생하며 AG model과는 다른 모수 추정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한편 모형내에 기업운영자금차입 제약 경로는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오직 해외
부문의 금리충격에 의한 금리변동이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한계비용을 변화시킴
으로써 거시변수의 변동을 유발한다. 그런데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을 나타내는
식 (18-1)로부터 노동 수요곡선의 기울기(   )를 구하면 다음 식 (24)와 같다.


           



(24)



단,               이다.21)
따라서 금리충격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노동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작
아지고 이로 인해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수요의 금리변동에
대한 탄력성은 다음 식 (25)와 같다.



  
   

 


              
     



(25)

그런데 식 (25)로 표현된 금리 수준과 노동수요의 금리탄력성 추이는 다음의
<Figure 4>에 나타난 바와 같은 관계를 보이게 된다.
21) 본문의 식 (17)의 금리(   )는 gross rate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금
리를 net rate 개념인      로 표현하였다.

신흥국의 과도한 소비변동성 요인 분석:한국 및 멕시코 비교를 중심으로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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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Labor share( ) is assumed to be 0.68 and interest rate is annualized.

예를 들어 =0.68이고 기업의 운영자금중 차입비중이 50%이며 금리수준이
10%일 때(  =0.5,    =10%(연율)) 노동수요의 금리탄력성은 0.0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22) 즉, <Figure 4>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운영
자금 차입 제약을 도입한 경우 노동수요의 금리탄력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생
산성의 변화 없이 금리충격만에 의해 금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노동
수요는 변동폭이 미미하다. 이로 인해 기업운영자금 차입 제약은 가계의 대외
자금 차입 제약과 달리 거시변수의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다. 따라서 기업 운영자금차입 제약을 통해 금리충격의 파급효과가 증폭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 생산성충격 및 영구적 생산성충격의 영향력에 미치는 파
급효과도 미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업 운영자금차입 제약 존재 여부는
AG model에서 추정되는 일시적 생산성충격 및 영구적 생산성충격의 값을 변
화시키는 데 큰 영향이 없게 된다. 다만, 기업운영자금 차입 비중 및 금리수준
이 높고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은 가운데 큰 폭의 대외금리 충격이 가해질 경우
에는 기업운영자금 차입 제약 경로를 통한 파급효과가 작동할 여지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의 투자결정시 차입금리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지

22) Oviedo(2005)는 기업운영자금 차입 제약 도입시 유발되는 실질임금의 금리탄력성이 매우 작게 추정
됨을 보였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기업운영자금 차입 제약이 신흥국 거시경기 변동을 초래하는
주된 경로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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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연구 결과23)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경
제정책 운용시 기업운영자금 차입 제약 경로보다는 대외자금 차입 제약 경로
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분산분해 분석
모형내 주어진 외생적 충격이 거시변수의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관측변수에 대한 예측오차 분산분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를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에 보고하였다.
먼저 관측오차의 모형에 대한 영향력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에 제시
된 <Table 4>의 ‘CF model’에 멕시코 자료를 적용한 경우에 나타나는 관측오차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Chang 외(2013)에서 ‘CF model’에 멕시코 자료
를 이용하여 실행한 예측오차 분산분해에서 나타나는 관측오차의 영향력이 중요
하지 않았다고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소비 및 투자에 대한
관측오차의 설명력이 멕시코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국의
소득에 대한 관측오차의 영향력은 멕시코의 그것보다 다소 크기는 하지만 그 크
기가 15% 수준으로 여타 주요 외생적 충격의 영향력에 비해 작아 소득의 변동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 변수인 소득 및 소비의
경우에 관측오차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측오차가 분산
분해 분석 결과를 왜곡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24)
<Table 4>를 살펴보면 모수추정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한국 및 멕시코
의 거시지표 경기변동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생산성충격 및 영구적 생산성충격
의 상이한 파급효과는 분산분해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AG
model”에서는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소득 및 소비의 예측오차 분산 결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외자금 차입 관련 금융제약이
반영된 “CF model” 및 “model 2”에서는 일시적 생산성충격이 소득 및 소비 예
측오차의 분산을 대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멕시코의 경우에는

23) 한민 외(2015)는 외감기업 패널분석 결과 기업경기, 불확실성은 기업투자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실질금리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분석하였다.
24) 순수출에 대한 관측오차 영향력이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50%로 나타난 점에 비추
어 볼 때 한국의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 고려한 외생적 충격 이외에도 투자에 대한 충격(investment
specific shock)을 감안하여 모형을 구성하는 것도 의미있는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본 논문에서
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모형 및 국가간 비교가능성 등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 분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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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
ln

AG
model

CF
model

model
2

model
3

model
4

ln

ln

 

Korea

Mexico

Korea

Mexico

Korea

Mexico

Korea

Mexico



6.1

42.7

1.3

16.2

0.1

13.3

1.0

1.0



78.8

53.3

77.8

65.1

67.6

56.6

39.1

78.5



-

-

-

-

-

-

-

-



15.1

4.0

21.0

18.7

32.3

30.1

59.9

20.5



36.3

91.0

23.6

74.9

23.2

61.8

8.3

48.9



47.8

1.1

54.4

2.7

39.6

1.6

32.8

5.1



0.8

0.4

1.8

1.6

6.5

5.9

8.5

20.0



15.1

7.4

20.2

20.8

30.7

30.8

50.3

26.0



36.9

91.9

24.9

76.7

25.1

64.9

9.2

47.1



48.0

1.3

54.8

3.1

38.9

1.8

32.0

5.5



0.0

0.2

1.5

1.6

7.0

6.6

9.4

22.4



15.1

6.6

18.9

18.6

28.9

26.7

49.5

25.0



4.0

42.0

0.8

16.3

0.0

12.3

0.7

1.0



80.4

54.0

78.9

66.0

62.3

50.6

35.6

65.9



0.4

0.2

0.8

0.3

8.9

7.7

7.6

16.0



15.1

3.8

19.5

17.5

28.8

29.4

56.0

17.1



4.0

42.1

0.8

16.6

0.0

12.8

0.7

1.2



80.8

53.4

78.9

65.8

62.2

49.7

36.2

65.3



0.0

0.1

0.5

0.2

8.8

8.0

7.8

16.8



15.2

4.3

19.8

17.3

29.0

29.6

55.3

16.7

note:  in  stands for income, consumption, investment and net export respectively.
After we obtain forecasting error variance for 40 periods, we calculate the average over these periods.

어떠한 모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실물충격을 다르게
포착할 소지가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제약이 없는 모형뿐만 아니라
금융제약을 고려한 어떠한 모형에서도 소득 및 소비 예측오차의 분산에 대한
영구적 생산성충격의 영향력이 일시적 생산성충격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주요 거시변수의 변동을 설명
하는 중요한 외생적 충격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소비의 실제 데이터에 대한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를 실
행한 결과는 <Figure 5>와 같다.25) 대외자금 차입 관련 금융제약이 없는
25) Kalman Filter를 이용하여 모형내 내생변수 값을 평활화한 후, 관측값이 평활화된 값으로부터 이탈한
간격(deviation)이 각 외생적 충격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포착하여 그 값은 백분율로 표현함으로서
역사적 분해를 실행하였다. 관측변수인 소비의 관측오차 충격에 의한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되어 본문에 별도의 설명을 기술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Figure 5 및 Figure 6에 이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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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 및 “model 4”에서는 영구적 생산성충격만으로 소비의 역사적 변동
(historical volatility)이 대부분 설명된다. 또한 대외자금 차입 관련 금융제약을
도입한 “CF model” 및 “model 2”에서도 분석대상 전 기간에 걸쳐 소비의 변동
성은 대체로 영구적 생산성충격에 의해 많은 부분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런데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대외자금
차입 관련 금융제약 경로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일시적 생산
성충격의 설명력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구적
생산성충격에 의한 설명력은 일시적 생산성충격의 그것을 크게 압도하는 것으
로 나타나 한국의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시 거시지표의 경기변동을 초
래한 주된 동인은 영구적 생산성충격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의 변동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의 실제 소비 데이터에 대한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
를 실행한 결과는 <Figure 6>와 같다. (Figure 6-a) 및 (Figure 6-b)를 보면 대외자금
차입 관련 금융제약을 가정한 모형에서는 일시적 생산성충격이 소비 변동의

<Figure 5>

Historical Decomposition of Korean Consumption Volatility

(Figure 5-a. CF model)

(Figure 5-b. model 2)

(Figure 5-c. model 3)

(Figure 5-d. mod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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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istorical Decomposition of Mexican Consumption Volatility
(Figure 6-a. CF model)

(Figure 6-b. model 2)

(Figure 6-c. model 3)

(Figure 6-d. model 4)

분산을 대부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금융제약과 결합한 일시적 생산성충격의
파급효과가 증폭되면서 소비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난다는 Chang and
Fernandez(2013)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Figure 6-c) 및 (Figure 6-d)
에 나타난 것처럼 대외자금 차입 관련 금융제약이 없는 경우에도 일시적 생산
성충격은 소비의 변동성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해 결과를 고려해 보면 한국과 멕시코는 거시변수의 변동을 초
래한 충격의 원천이 각각 영구적 생산성충격과 일시적 생산성충격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모형의 적합성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의 모형에서 유도되는 2차 모멘트와
데이터에서 유도되는 2차 모멘트를 비교하고, 아울러 모형 추정과정에서 시산
되는 posterior marginal likelihood 값도 살펴보았다. 또한 영구적 생산성충격 및
금융제약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일시적 생산성충격 및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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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cond Moments and Marginal Likelihood of Korean Models
Data1)

RBC2)

model 2

model 3

model 4

SD( )

0.0136

0.0119

0.0157

0.0142

0.0147

0.0185

0.0199

SD( )

0.0198

0.0105

0.0204

0.0207

0.0219

0.0245

0.0266

SD( )

0.0292

0.0221

0.0291

0.0353

0.0342

0.0333

0.0372

SD( )

0.0166

0.0042

0.0091

0.0131

0.0130

0.0106

0.0120

SD( )/SD( )

1.4617

0.8793

1.2952

1.4574

1.4965

1.3253

1.3360

SD( )/SD( )

2.1533

1.8523

1.8485

2.4845

2.3306

1.8045

1.8658

Corr( , )

-0.7091 -0.4454

-0.8399

-0.8534

-0.8784

-0.8465

-0.8364

Corr( , )

-0.6293 -0.7335

-0.9217

-0.9455

-0.9491

-0.9270

-0.9369

Corr( , )

-0.6203 -0.3502

-0.7089

-0.6727

-0.7151

-0.7226

-0.7170

Corr( , )

0.8370

0.9932

0.9776

0.9512

0.9573

0.9785

0.9796

Corr( , )

0.7426

0.8916

0.9253

0.8546

0.8848

0.9248

0.9076

Corr( ,   )

0.3790

0.0177

-0.0070

0.0759

-0.0172

0.0048

0.0106

Corr( ,   )

0.2825

0.0121

-0.0837

0.0323

-0.0967

-0.0774

-0.0764

Marginal Likelihood

-

1,077.0

1,064.0

1,062.5

1,070.8

1,071.1

note: 1)
2)
3)
4)

AG model3) CF model

It is calculated based on log difference.
Both transitory productivity shock and interest rate shock are introduced.
Only productivity shocks exist.
 stands for difference.

금리충격만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RBC모형을 이용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특히 모형에서 유도되는 2차모멘트를 시산하는 데에는 모형
의 관측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충격의 영향에만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를 이용
하였다. 이는 앞서 분산분해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측오차의 영향
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데다 본 논문의 주된 분석 대상인 소득, 소비의 관계
에 집중하기 위한 데 기인한 것이다. 우선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각
모형에서 유도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주요 거시변수의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RBC 기본모형에서는 소득 및 소비의
변동성이 실제 데이터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득 및 소비의 변동성은
실제 데이터에 나타난 변동성의 각각 77%, 43% 수준에 그쳤다. 특히 소비의
변동성이 소득의 변동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과소평가됨에 따라 소득대비 소비
의 변동성이 실제 데이터(1.4617)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1”을 하회하는
0.8793을 나타내었다.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 RBC 기본모형이 신흥국 소비의
과도한 변동성을 포착하지 못하는 현상이 한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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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반면 영구적 생산성충격 및 금융제약을 반영한 모형들에서는 소득
및 소비의 변동성이 모두 RBC 기본모형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소비의 변동성
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소득대비 소비 변동성 비율이 모두 “1”
을 상회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이들 모형은 한국 데이터에 나타난 소비의 과
도한 변동성을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구적 생산성충격 및 대외
자금 차입 관련 금융제약을 고려한 경우(‘CF model’ 및 ‘model 2’)가 영구적 생
산성충격만을 고려한 AG model에 비해 실제 데이터에 가까운 소득대비 소비
변동성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순수출의 변동성 측면에서도 ‘CF model’ 및
‘model 2’는 다른 모형에 비해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값을 보였다. 한편 ‘CF
model’에서 유도되는 소득 및 소비의 자기상관계수가 실제 데이터에 비해 작은
값이기는 하지만, 분석대상 모형중 유일하게 실제 데이터처럼 소득 및 소비의
자기상관계수 값이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F model’의
marginal likelihood 값이 벤치마크 모형인 ‘AG’모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CF model’이 ‘AG model’에 비해 금융제약 및 대외 금리충격과
관련된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추정 모수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26) 따라서 이를 근거로 ‘CF model’이 여타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멕시코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각 모형에서 유도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한국과 비슷하게 모형내에 영구적 생산성충격 및 금융제
약이 존재할 경우에 소비 변동성이 커지면 소득대비 소비 변동성 비율이 “1”을
상회하게 된다. 다만, 한국의 경우와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은 소득대비
소비 변동성 비율 측면에서 “AG model”은 실제 데이터의 변동을 과소평가 하
고 있는 반면 대외자금 차입 관련 금융제약이 부여된 “CF model” 및 “model
2”는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멕시코의 경우에
는 소비의 과도한 변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금융제약과 결합한 일시적 생
산성충격의 증폭 과정이 모형내에 포함될 필요성이 큼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
인다.

26) 일반적으로 nested 모형들의 베이지언 추정 비교시 데이터의 posterior marginal likelihood는 추정 모
수가 더 작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Lancaster(2004)). Chang and Fernandez(2013)도 이와 같은 이
유로 대외차입 제약을 고려한 모형의 marginal likelihood값이 여타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
타나기 때문이 이를 근거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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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cond Moments and Marginal Likelihood of Mexican Models
Data1)

RBC2)

AG model3) CF model model 2

SD( )

0.0127

0.0124

0.0168

0.0119

SD( )

0.0151

0.0106

0.0170

SD( )

0.0458

0.0393

SD( )

0.0087

SD( )/SD( )

model 3

model 4

0.0135

0.0148

0.0154

0.0140

0.0153

0.0146

0.0145

0.0362

0.0329

0.0377

0.0308

0.0309

0.0115

0.0085

0.0089

0.0088

0.0075

0.0070

1.1893

0.8570

1.0152

1.1777

1.1366

0.9897

0.9451

SD( )/SD( )

3.6101

3.1633

2.1623

2.7634

2.7975

2.0801

2.0047

Corr( , )

-0.7612

-0.5097

-0.7442

-0.8948

-0.9185

-0.6420

-0.6172

Corr( , )

-0.7468

-0.8848

-0.8518

-0.9584

-0.9592

-0.8075

-0.7534

Corr( , )

-0.6898

-0.2602

-0.5905

-0.8095

-0.8431

-0.4572

-0.4226

Corr( , )

0.8686

0.9598

0.9711

0.9802

0.9854

0.9661

0.9621

Corr( , )

0.8461

0.6779

0.9160

0.9348

0.9581

0.8808

0.8995

Corr( ,   )

0.4364

0.0669

-0.1040

0.0222

-0.1020

-0.0870

-0.0694

Corr( ,   )

0.3216

0.0460

-0.1480

0.0373

-0.1151

-0.1332

-0.1241

Marginal Likelihood

-

1127.8

1149.6

1142.9

1142.8

1137.9

1138.4

note: 1) Both transitory productivity shock and interest rate shock are introduced.
2) Only productivity shocks exist.
3)  stands for difference.

6. 민감도 분석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 소비의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회피계수의 값이 작게 주어질 경우27)(즉, 소비의 기간간 대체탄력성
이 커질 경우)의 모형별 추정 모수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7>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가계의 대외자금차입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 ‘model 3’ 및
‘model 4’에서는 위험회피계수가 작게 주어지더라도 일시적 생산성충격 및 영
구적 생산성충격의 크기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가계의 대
외자금차입 제약을 고려한 ‘CF model’ 및 ‘model 2’에서는 위험회피계수가 작
게 주어질 때 위험회피계수가 큰 경우에 비해 일시적 생산성충격이 더 크게 추
정되고, 영구적 생산성충격은 더 작게 추정된다. 이는 소비의 기간간 대체가 더

27) 여기서는 위험회피계수()가 1.2인 경우를 상정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다수 선행연구들에서 균형성
장경로에 잘 부합하는 =1인 로그 효용함수를 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근사한 값을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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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related to Volatility According to Change of
Risk Aversion Coefficient in Korea

AG model
=2
=1.2

CF model
=2
=1.2

model 2
=2
=1.2

model 3
=2
=1.2

model 4
=2
=1.2



0.7997

0.8016

0.8454

0.8472

0.8469

0.8472

0.8055

0.8025

0.8058

0.8080



0.0016

0.0016

0.0045

0.0053

0.0043

0.0053

0.0013

0.0013

0.0013

0.0013



0.7382

0.7424

0.7367

0.7544

0.7232

0.7389

0.7471

0.7510

0.7472

0.7493

 0.0097

0.0097

0.0063

0.0047

0.0072

0.0056

0.0096

0.0097

0.0097

0.0097



-

-

0.7760

0.7961

0.7761

0.7947

0.7721

0.7951

0.7688

0.7946



-

-

0.0027

0.0023

0.0029

0.0025

0.0016

0.0017

0.0018

0.0017

활발할수록 금리변동의 경로가 더욱 중요하게 되는데, 금리는 일시적 생산성충
격에 더 크게 반응28) 하기 때문에 가계의 대외자금차입 경로를 통한 일시적 생
산성충격의 추정값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점은 위험회피계수 추정값 변화에 따른 예측오차 분산분석 값
의 변화를 시산한 <Table 8>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9) 이를 살펴보면 ‘CF
model’ 및 ‘model 2’에서 일시적 생산성충격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위험회
피계수가 작을수록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금리변동에 대한 영
향력이 커지면서 일시적 생산성충격이 소득 및 소비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
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대외차입 제약이 존재할 경우 소비의 기간간 대체탄
력성이 높아지면 일시적 생산성충격의 영향력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이에 따라
경기변동을 초래하는 생산성충격간의 상대적 중요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실제로 <Table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CF model’ 및 ‘model 2’
에서 소득대비 소비 변동성 비율은 위험회피계수가 낮을 경우 더 커지는 모습
을 보인다.

28) 본문의 식 (7) 및 (8)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각 충격에 대한 금리의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
 
 
일시적 생산성충격에 대한 금리탄력성:        
 
 








 
 
영구적 생산성충격에 대한 금리탄력성:        
 
 








29) 앞선 분산분해 분석의 결과에 따라 관측오차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관측오차
충격을 제외하고 구조적 충격의 영향력만을 반영한 분산분해 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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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nge of Variance Decomposition According to Decrease in
Risk Aversion Coefficient in Korea
(%)

AG
model
CF
model
model
2
model
3
model
4

















Income()
=2
=1.2
2.0
1.9
98.0
98.1
12.1
47.5
86.9
52.4
1.1
0.1
18.8
66.1
81.2
33.8
0.0
0.1
0.8
1.7
98.9
98.1
0.3
0.2
4.9
1.5
95.1
98.4
0.0
0.1

Consumption()
=2
=1.2
0.5
0.5
99.5
99.5
7.6
37.8
89.6
61.9
2.9
0.3
12.8
57.3
86.1
40.5
1.1
2.2
0.2
0.4
98.9
98.5
0.9
1.1
1.2
0.4
98.4
96.6
0.4
3.0

Investment()
=2
=1.2
0.0
0.1
100.0
99.9
9.6
41.1
77.3
58.0
13.1
0.9
17.3
57.9
75.6
34.0
7.1
8.1
0.0
0.0
86.3
88.7
13.7
11.3
0.1
0.0
90.9
71.8
9.0
28.2

Net export()
=2
=1.2
1.3
1.3
98.7
98.7
4.5
29.8
71.3
67.7
24.2
2.5
8.8
40.2
75.8
39.5
15.4
20.3
0.4
1.0
75.9
75.6
23.7
23.4
3.1
0.6
81.1
51.4
15.8
48.0

<Table 9> Change of second moment according to decrease in risk
aversion coefficient in Korea
AG model
 =1.2
SD(  )
0.0157 0.0166
SD(  )
0.0204 0.0216
SD(  )
0.0291 0.0311
SD( )
0.0091 0.0093
SD(  )/SD(  ) 1.2952 1.3039
 =2

CF model
 =1.2
0.0142 0.0150
0.0207 0.0241
0.0353 0.0376
0.0131 0.0145
1.4574 1.6070
 =2

model 2
 =1.2
0.0147 0.0128
0.0219 0.0192
0.0342 0.0301
0.0130 0.0111
1.4965 1.5038
 =2

model 3
 =1.2
0.0185 0.0163
0.0245 0.0216
0.0333 0.0311
0.0106 0.0101
1.3253 1.3259
 =2

model 4
 =1.2
0.0199 0.0136
0.0266 0.0182
0.0372 0.0289
0.0120 0.0104
1.3360 1.3398
 =2

그런데 한국의 자료를 이용한 위 분석을 보면 대외자금 차입 제약이 존재할
경우 일시적 생산성충격의 설명력이 커지기는 하였으나, 경기변동에 있어서 영
구적 생산성충격의 역할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영구적 생산성충격은 위험회피계수 값이 1.2로 낮아지더라도 <Table
8>의 분산분해 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CF’모형에서는 여전히 소득 및 소비
변동의 절반 이상을 설명할 수 있고, ‘model 2’에서도 30 ~ 40%의 설명력을 가
진다. 반면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멕시코의 경우에는 대외자금 차입
제약의 도입만으로도 영구적 생산성충격의 역할이 미미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데이터에 반영된 영구적 생산성충격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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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또한, 한국의 경우 분석대상 기간중 평균적으로 멕시코에 비해 저금리
를 장기간 유지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한국의 실제 위험
회피계수 값이 멕시코에 비해 낮은 수준을 띌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7. 충격반응 분석
주요 모형별30)로 소득 및 소비 변수가 외생적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31) 우선, 일시적 생산성충격에 대한 한국 및 멕시코의 모형별 반응
함수는 <Figure 7>과 같이 나타난다.

<Figure 7>

Impulse Response to Transitory Shock
<Korea>

<Mexico>






/



30) 생산성충격만을 반영하는 벤치마크 모형인 ‘AG’모형과 대외자금 차입 관련 금융제약이 존재하는
‘CF model’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는데, 이는 ‘model 3’ 및 ‘model 4’는 ‘AG model’과, ‘model 2’는
‘CF model’과 비슷한 충격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 모형에 대한 비교를 생략하였다.
31) 모수추정을 통해 추정한 각각의 외생적 충격 1단위의 표준편차를 모형에 투입하였을 때, 각 내생변
수의 이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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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생산성충격에 대해 “CF model”에서는 한국 및 멕시코 모두 소득 및
소비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멕시코의 경우
에는 ‘AG model’에서도 일시적 생산성충격이 가해지면 초기에는 ‘CF model’에
비해 반응의 크기가 약하지만 이후에는 소득 및 소비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AG model”에서는 일시적 생
산성충격에 대한 반응의 크기와 지속성이 매우 작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소비/소득’ 비중의 반응함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멕시코의 경우
에는 모형에 관계없이 일시적 생산충격에 대해 소비 비중이 크게 감소하면서
소비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일시적 생산
성충격에 대해 소비 비중이 멕시코에 비해 작게 반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
의 변동성도 작게 된다.
다음으로 영구적 생산성충격에 대한 한국 및 멕시코의 모형별 반응함수는
<Figure 8>과 같다.

<Figure 8>

Impulse Response to Permanent Shock
<Korea>






/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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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한국 및 멕시코 모두 ‘AG model’에서 충격반응의 변동폭이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CF model’에서도 소득 및 소
비가 영구적 생산성충격에 대해 ‘AG model’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충격의 파급효과도 상당 기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소득’ 비중의 반응함수를 살펴보면 양국이 모두 영구적 생산성충격
에 대해 소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모형별로 반응의 양상 및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CF model’에서 소비
비중이 미약하게 높아지지만 ‘AG model’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비 비중이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모형에 관계없이 소비 비중이 크게
반응하며 그 정도도 멕시코의 ‘AG model’ 반응 크기에 비해 약 2배 정도 더 강
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영구적 생산성충격은 한국의 소
득 및 소비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대외 금리충

<Figure 9>

Impulse Response to Foreign Interest Rate Shock
<Korea>






/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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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대한 한국 및 멕시코의 모형별 반응함수는 <Figure 9>과 같다.32)
대체로 금리충격에 대한 반응은 앞서 살펴본 실물충격에 대한 반응에 비해
그 정도가 1/10 수준으로 반응 정도가 작다. 이는 앞선 예측오차분산분해 분석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리충격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과 동일한 내용을 나타
낸다. 한편 한국 및 멕시코 모두 “model 4”보다 “CF model”에서 금리충격에 대
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이는 대외차입 제약의 존재로 “CF
model”에서 금리충격의 파급효과가 커진 데 기인한 것이다. 다만, 금리충격에
대해 한국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는 반응을 보여 소비/소득 비중
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한국의 소비 변동성이 멕시코에 비
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된다.

8. 강건성 검증
모형 분석대상 기간중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의 두 차례 대외부문 충격을 경험한 반면 멕시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
을 겪었다. 이처럼 분석대상 기간에 포함된 양국간 대외부문 충격의 발생 시점
및 횟수의 차이가 앞의 분석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강건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상 기간을 글로벌 금융위
기 이전(기간Ⅰ: 1993.1/4분기 ~ 2007.4/4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기간Ⅱ:
2008.1/4분기 ~ 2017.2/4분기)로 나누어 분석을 실행하였다.33)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기간Ⅰ’에는 외환위기, ‘기간Ⅱ’에는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
향이 반영되어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기간Ⅱ’에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34) 그러므로 이제 ‘기간Ⅰ’과 ‘기간Ⅱ’를 양국별
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양국의 소비 변동성을 유발하
는 충격의 원천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35)
32) 여기서는 “AG model”이 실물부문의 충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AG model” 대신에
금융제약 없이 실물 및 금리 충격을 반영하고 있는 “model 4”에서 나타나는 반응함수를 살펴보았다.
33) 한국의 경우 1993 ~ 97년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이므로 대외충격의 영향이 없는 기간
으로 볼 수 있어 이 기간에 대한 별도의 추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중 추정 모수의 개수
는 14개인 반면 표본의 개수가 20개에 불과하여 모형의 적합성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및 이후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34) 이러한 기간 구분은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 및 멕시코 경제에 구조적 변화
(regime change)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35)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본 논문의 주된 관심 지표인 소비에 대한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 결과만을
본문에 제시하였으나 여타 주요 거시지표인 소득, 투자 및 순수출의 경우에도 소비와 유사한 형태
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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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Table 10>은 본 논문의 주된 관심 지표인 소비의 변동성에 대한 각
충격별 설명력의 크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 지를
국가별로 보여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히 금융제약 존재 여부가 분석대상 시
기별로 거시변동을 유발하는 충격의 원천이 달라지는 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하여 분석대상 모형중 제약이 전혀 없는 벤치마크 모형인 AG모형
과 금융제약(기업차입 제약 및 대외자금 차입 제약)이 모두 존재하는 CF모형을
중심으로 각 구조적 충격이 소비 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하였다.
우선 금융제약이 전혀 없는 AG model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경우 글로벌 금
융위기 이전에는 일시적 생산성충격(44.0%) 및 영구적 생산성충격(56.0%)의 소
비 변동에 대한 영향력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영구
적 생산성충격(99.7%)의 영향력이 일시적 생산성충격(0.3%)을 압도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소비의 변
동을 대체로 90% 이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10> Comparison of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of
Consumption between Korea and Mexico
(%)
Korea

AG model

CF model

model 2

model 3

model 4

Mexico



BC
0.7

AC
9.5

BC
44.0

AC
0.3



99.3

90.5

56.0

99.7



-

-

-

-



35.9

33.7

97.5

37.5



57.5

49.9

0.5

60.9
1.7



6.6

16.4

2.0



42.4

37.9

99.5

5.6



53.6

61.1

0.3

89.2



4.0

1.0

0.3

5.2



3.3

5.2

9.8

0.0



96.2

89.5

90.0

99.3



0.5

5.2

0.2

0.7



1.3

15.4

61.0

1.1



98.6

79.1

38.9

95.1



0.1

5.4

0.1

3.8

note: BC and AC stand for the periods befor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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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제약을 고려한 CF model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
융위기 이전에는 일시적 생산성충격이 소비 변동을 대부분 설명(97.5%)하고 있
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영향력이 37.5%로 줄어들고 영구적 생산성충
격의 영향력이 60.9%로 증가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외자금 차입 제약 경로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57.5%) 및 이
후(49.9%)에 소비의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앞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멕시코의 경우는 각 시기별로 분석 모형에 따라 경기변동의 주요
원천이 상이하게 작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영구적 생산
성충격의 영향력의 절대적 크기는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영구적 생산성충격은
위기 전후에 관계없이 경기변동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9. 금리 시뮬레이션
전술한 모형의 추정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stochastic singularity 문제 등
으로 금리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소득, 소비, 투자 및 순수출 등 4개의 자료만
을 이용하였다. 여기서는 추정된 각각의 모형 및 충격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의 금리를 생성해 보고 이를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여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금리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충격이 어떤 것
인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실제 데이터로 관찰된 한국의 금리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CD 금리 자료를 이용하였다.36) 한국의 실질금리는 <Figure 10-a>에 나타난 것
과 같이 98년 외환위기 직후 큰 폭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이후로는 기조적으
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시계열이 불안정(non-stationary)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정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37)하기 위하여 실
질금리에서 경기변동 요소를 추출한 순환변동치를 구하였으며 이는 <Figure
10-b>와 같다.

36) 본 논문의 분석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이용가능한 대표금리인 CD금리(3개월)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질금리는 분석대상 기간중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하여 구하였다.
37) 모형에서 생성되는 내생변수는 충격발생시 steady-state에서 이탈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표시
되고 이는 경기변동 요소를 의미하므로 실질금리의 순환변동치와 그 개념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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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terest Rate

(Figure 10-a) Real Interest Rate1)

(Figure 10-b) Cyclical Component of Real Interest Rate

주: 1) CD rate(3month) - CPI inflation

다음으로 모형에서 생성된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의 <Figure 11>와 같다.

<Figure 11>

Simulated Real Interest Rate over the Analyzing Periods
(Figure 11-a)

(Figure 11-b)

(Figure 11-c)

(Figure 11-d)

(Figure 11-e)

(Figure 1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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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a)은 추정된 모든 충격을 모형에 가하였을 때 시뮬레이션된 금리
를 나타낸다. 한편 (Figure 11-b) ~ (Figure 11-d)은 각각의 외생적 충격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충격만을 모형내에 투입하여 생성되는 금리의 반응을
살펴본 것이다.38)39) 예컨대 (Figure 11-b)는 영구적 생산성충격, (Figure 11-c)은
일시적 생산성충격, (Figure 11-d)는 금리충격만이 각각 존재할 경우에 시뮬레
이션된 금리 추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Figure 11-e)는 영구적 생산성충격과 금
리충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Figure 11-f)은 일시적 생산성충격과 금리충격
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생성되는 금리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우선 <Figure
11>을 살펴보면 모형별로는 ‘CF model’ 및 ‘model 2’에서 실제 금리 데이터가
보이는 변동과 비슷한 양상의 금리가 생성되는 반면에 ‘AG model’, ‘model 3’
및 ‘model 4’에서 생성되는 금리는 변동성이 과소평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별 차이를 고려하면 실제 금리데이터의 변동 추이를 포착하
기 위해서는 대외자금 차입 제약과 같은 금융제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Figure 11-d)를 보면 금리충격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금리의 변동 양상
은 실제 금리 데이터에 나타나는 수준의 변동성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금리충
격을 제외하고 생산성충격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실제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을 포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금
리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형내에 생산성충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충격40)이 금리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Figure 11-e) 및 (Figure 11-f)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산성충격 및 금리충격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생성되는 금리의 추이가 금리충격 없이 생산성 충격만으
로 생성되는 금리의 추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금리
데이터와 비교적 유사한 형태의 금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모형내에 대외자금
차입 제약이 존재하고 동시에 생산성충격이 주된 충격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음의 <Table 11>은 모형에서 생성된 금리를 이용하여 시산
한 주요 2차 모멘트이다.

38) Kalman 필터를 이용하여 평활화(smoothed)된 충격의 추정 값을 모형내에 투입하여 도출하였다.
39) 영구적 및 일시적 생산성충격은 대외자금 차입제약을 통하여 국내 금리에 전달되는데 이러한 경로
가 없는 “AG model”, “model 3” 및 “model 4”는 동 충격이 금리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Figure
10-2) 및 (Figure 10-3)에 표시하지 않았다.
40) 금리충격은 금융제약 경로를 거치지 않고 경제에 직접 전달되는 대외부문의 충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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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econd Moments of Simulated Interest Rate
CF model
S.D.
Corr.

model 2
S.D.
Corr.

model 3
S.D.
Corr.

model 4
S.D.
Corr.

    

0.9016

0.12

0.9549

0.10

0.1066

-0.08

0.1104

-0.09



0.4249

0.21

0.4641

0.21

-

-

-

-



0.4195

0.05

0.4519

0.01

-

-

-

-



0.1650

-0.05

0.1970

-0.06

0.1066

-0.08

0.1104

-0.09

  

0.5143

0.16

0.5426

0.16

0.1066

-0.08

0.1140

-0.09

  

0.5285

0.03

0.5744

-0.01

0.1066

-0.08

0.1140

-0.09

Data

0.3383

-

0.3383

-

0.3383

-

0.3383

-

주: 1) A, B and C stand for permanent shock, transitory shock, interest rate shock respectively. 
is a simulated interest rate given shock  .
2) Corr. is a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data and simulated interest rate.

이를 살펴보면 대외자금 차입 제약이 없는 ‘model 3’ 및 ‘model 4’에서 생성
된 금리의 표준편차는 실제 데이터에 나타난 변동성을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CF model’ 및 ‘model 2’에서 생성된 금리의 표준편차는
상대적으로 금리데이터의 변동성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금리데이터와의 상관계수 측면에서 보면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CF
model’ 및 ‘model 2’에 주어졌을 때 생성되는 금리(  )가 다른 충격이 발생했
을 때 보다 금리데이터에 상대적으로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직 금
리충격만이 주어졌을 때 생성되는 금리(  )의 상관계수는 음의 값을 보여 금리
데이터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금리충격의 영향으로 영구
적 생산성충격 및 금리충격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생성된 금리(    ), 일시적
생산성충격 및 금리충격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생성된 금리(    ) 모두 생산
성충격만 존재할 때 보다 상관계수가 더 하락한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실질금리와
같은 금융변수를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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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우선 모형의 추정결과 충격의 지속성 및 크기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에는 외생적 충격 가운데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여타 충격을 압도하고 있어 가
장 중요한 충격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분해 결과를 보면 금융제약의 존재 여
부와 관계없이 영구적 생산성충격은 소비뿐만 아니라 소득, 투자 등 주요 거시
변수의 변동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금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영구적 생산성충격과 결합한 금융제약 모형이 실제 금리 데이터와 가장 유사
한 형태의 금리 자료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영구적 생산성충격이 과도한 소비
변동성을 유발하는 경기변동의 중요한 원천일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의 선행연구인 Chang and Fernandez(2013)가 멕시코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대외자금 차입 관련 금융제약과 결합한 일시적 생산성충격이 신흥국
의 과도한 소비변동에 기여한 것이라는 주장과는 상이하다. 오히려 한국의 소
비 변동성은 Aguiar and Gopinath(2007) 등의 논의에 의해 제기된 바와 같이 영
구적 생산성충격에 근거하여 보다 잘 설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림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외자금 차입 제약의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 ~ 2013년중에 소비변동성이 “1”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나타낸 점을 감안하면, 대외자금 차입 제약에 의한 소비변동성 증가 경
로는 중요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경우 영구적 생산성
충격과 결합한 금융제약이 금리와 같은 금융변수의 추이를 비교적 잘 설명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제약 경로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Aguiar and Gopinath(2007)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소비퍼즐 현상은 여타의 외생
적 충격을 추가하지 않고도 실물 생산성충격만으로도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실물 생산성충격을 영구적 생산성충격 또는 일시적 생산성충격으로
나누어 보면, 이들중 어느 한 가지 충격에 의해서 신흥국의 소비퍼즐 현상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흥국 거시지표의 특성을
감안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소비 변동의 원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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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Log-linearized Equations for C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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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parameters
in estimating CF model using Korean data




























note:  ,  ,  and  stand for standard deviation of observed consumption, observed
income, observed investment and observed net-expor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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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s of parameters
in estimating CF model using Korean data




























note:  ,  ,  and  stand for standard deviation of observed consumption, observed
income, observed investment and observed net-expor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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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Estimated Parameter’s Credible Interval in case of Korea
AG model
P.M.
C.I.

CF model
P.M.
C.I.

P.M.

0.74 [0.69, 0.78]

0.73 [0.65, 0.82]

0.72 [0.64, 0.80]

0.71 [0.71, 0.79] 0.75 [0.70, 0.79]

100 0.96 [0.81, 1.10]

0.66 [0.32, 0.99]

0.71 [0.37, 1.04]

0.82 [0.82, 1.11] 0.97 [0.81, 1.11]

0.84 [0.77, 0.90]

0.84 [0.79, 0.90]

0.73 [0.73, 0.89] 0.81 [0.73, 0.89]




0.80 [0.72, 0.89]

100 0.16 [0.02, 0.28]

100

model 2
C.I.

model 3
P.M.
C.I.

P.M.

model 4
C.I.

0.42 [0.13, 0.68]

0.44 [0.14, 0.70]

0.01 [0.01, 0.23] 0.13 [0.01, 0.23]

-

-

0.80 [0.71, 0.88]

0.80 [0.72, 0.88]

0.71 [0.71, 0.88] 0.79 [0.71, 0.88]

-

-

0.25 [0.11, 0.37]

0.27 [0.12, 0.41]

0.07 [0.07, 0.26] 0.16 [0.07, 0.26]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6.72 [11.1, 22.9]

37.3 [27.8, 46.6] 38.66 [29.1, 48.6] 14.01 [14.0, 28.1] 20.87 [13.6, 27.5]



-

-

0.96 [0.80, 1.12]



-

-

0.46 [0.16, 0.74]

0.96 [0.81, 1.11]
-

-

-

-

0.47 [0.09, 0.82]

-

-

-

-

100 0.91 [0.75, 1.10]

0.90 [0.72, 1.06]

0.89 [0.72, 1.06]

0.90 [0.72, 1.10] 0.90 [0.72, 1.08]

100 0.51 [0.35, 0.68]

0.49 [0.33, 0.67]

0.49 [0.32, 0.66]

0.51 [0.34, 0.68] 0.51 [0.36, 0.67]

100 1.88 [1.59, 2.16]

1.93 [1.60, 2.24]

1.88 [1.57, 2.19]

1.76 [1.44, 2.07] 1.77 [1.46, 2.09]

100 1.15 [0.98, 1.32]

1.09 [0.91, 1.26]

1.09 [0.92, 1.25]

1.12 [0.96, 1.30] 1.13 [0.93, 1.30]

note: P.M. stands for posterior mean and C.I. is 95% bayesian credible HPD(highest posterior density)
interval.

Estimated Parameter’s Credible Interval in case of Mexico
AG model
P.M.
C.I.

CF model
P.M.
C.I.

P.M.

0.61 [0.55, 0.67]

0.77 [0.67, 0.87]

0.77 [0.67, 0.86]

0.62 [0.56, 0.67] 0.62 [0.56, 0.67]

100 0.78 [0.61, 0.97]



model 2
C.I.

model 3
P.M.
C.I.

P.M.

model 4
C.I.

0.09 [0.01, 0.17]

0.08 [0.00, 0.15]

0.79 [0.59, 0.98] 0.79 [0.60, 0.99]

0.90 [0.86, 0.94]

0.80 [0.76, 0.83]

0.75 [0.71, 0.79]

0.91 [0.87, 0.95] 0.91 [0.87, 0.96]

100 0.51 [0.38, 0.64]

0.69 [0.59, 0.78]

0.72 [0.63, 0.82]

0.50 [0.36, 0.66] 0.49 [0.34, 0.66]




-

-

0.83 [0.74, 0.91]

0.82 [0.73, 0.90]

0.81 [0.72, 0.89] 0.80 [0.72, 0.90]

100

-

-

0.15 [0.08, 0.22]

0.12 [0.06, 0.17]

0.06 [0.03, 0.09] 0.06 [0.03, 0.09]

1.01 [1.01, 1.01]



1.01 [1.00, 1.01]

1.01 [1.01, 1.01]

1.01 [1.00, 1.01] 1.01 [1.00, 1.01]



3.03 [2.11, 3.93] 13.07 [10.1, 16.2] 10.07 [7.92, 12.2]

3.71 [2.38, 4.94] 3.80 [2.43, 5.12]



-

-

0.93 [0.78, 1.08]



-

-

0.38 [0.12, 0.64]

0.88 [0.74, 1.02]
-

-

-

-

0.46 [0.10, 0.81]

-

-

-

-

100 0.66 [0.56, 0.76]

0.69 [0.58, 0.81]

0.65 [0.52, 0.75]

0.63 [0.52, 0.73] 0.62 [0.51, 0.73]

100 0.25 [0.11, 0.39]

0.33 [0.18, 0.49]

0.39 [0.25, 0.54]

0.26 [0.10, 0.40] 0.27 [0.10, 0.42]

100 2.35 [2.02, 2.64]

2.34 [2.02, 2.69]

2.39 [2.06, 2.74]

2.31 [1.95, 2.65] 2.34 [1.99, 2.67]

100 0.40 [0.27, 0.52]

0.50 [0.38, 0.63]

0.49 [0.37, 0.61]

0.36 [0.23, 0.50] 0.37 [0.24, 0.50]

note: P.M. stands for posterior mean and C.I. is 95% bayesian credible HPD(highest posterior density)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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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n the Sources of the
Excessive Consumption Volatility in
Emerging countries: Based on the
Comparison of Korea with Mexico
*

**

Kwang Hwan Kim · Taekyung Kim

*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so called 'consumption puzzle' that the volatility
of consumption relative to income is higher in emerging countries than in the
developed countries from the viewpoint of two well-known theories that permanent
shock mainly contributes to this phenomenon or transitory shock can almost
explain the fluctuation of consumption. In order to conduct investigation, we
estimated a small open economy RBC DSGE model using Korean and Mexican
data and analyzed the estimated results through the methods of variance
decomposition, impulse response and simulation. We found that it is hard to say
that the excessive consumption volatility of all the emerging countries are affected
by the same source in that each exogenous shock’s role varies by countries. While
in Mexico transitory shock combined with financial friction induces the excess
consumption volatility, in Korea permanent shock does. Especially in Korea
permanent shock combined with financial friction can explain not only the
excessive consumption volatility but also the change of interest rate, which is
clearly different result from the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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