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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Growth Shocks and Asset Prices

(생산성의 추세성장 충격이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남강

(연구 배경)
□ 최근 소비증가율(consumption growth)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충격
인 장기 소비위험(long-run consumption risks)*을 계량적으로 식별한
실증적 연구들이 발표(Nakamura et al. 2017; Schorfheide et al. 2018)
* 장기 소비위험이란 소비의 추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충격
으로 이해할 수 있음
ㅇ 기존 연구들은(Hall 1979; Campbell and Cochrane 1999; Bekaert and
Engstrom 2017)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는 향후 소비증가율은 장기

평균으로 일정하다고 보아왔으나, 음의 장기 소비위험이 존재
하는 경우 현재 기대하는 미래의 소비증가율이 상당기간 장기
평균보다 낮은 값을 갖게 됨
□ 장기 소비위험은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가격 결정모형」
(consumption-based asset pricing model)에서 높은 주식프리미엄과 낮은

무위험 이자율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Bansal
and Yaron 2004) 장기 소비위험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함

⇒ 본고는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의 아이디어를 활용
하여 생산성 추세성장(trend growth)의 지속적인 충격이 장기 소비위
험의 주요 원인이라는 가설을 세운 후, 동태적 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이 가설을 검증함
문의처: 이남강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5473)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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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① 생산성 변동을 설명하는 시계열 모형으로 기존의 순환(cycle) 또는 임의
보행(pure random walk) 가정에 확률적인 추세성장 프로세스를 추가하여
다음의 네 가지 경우를 고려
ㅇ (1) 지속성을 가지는 확률적 추세성장과 순환, (2) 지속성을 가지는
확률적 추세성장과 임의보행, (3) 순환, 그리고 (4) 임의 보행
② 미국 데이터(1955-2014)를 이용,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
을 통해 각각의 프로세스를 추정한 후, 어느 모형이 데이터를 잘 설명
하는지 우도(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통해 확인
③ 생산경제(production economy)에 반복효용(recursive utility)*함수를 고려한 DSGE
모형에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생산성 모형들을 각각 투입하여 생산성
프로세스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소비-저축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장기
소비위험의 크기 및 자산가격의 영향을 분석
*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효용함수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효용이 미래
효용에 대한 위험에 영향을 받는 효용함수로 가정
④ 모형에서 생성한 거시경제 변수들과 자산 가격들의 움직임이 데이터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평가

(분석 결과)
① 생산성 프로세스에 대한 추정 결과, 생산성 추세성장의 충격의 1차 자기
상관계수는 약 0.7이며 전체 생산성 변동의 9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남
② 우도비율(Likelihood Ratio) 테스트 결과, 생산성 추세성장의 지속성을 반영
한 모형((1)과 (2))가 순환 모형(3) 및 임의보행 모형(4)보다 데이터 부합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지속성을 가지는 추세성장의 변동이 생산성 변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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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SGE 모형에 이상에서 추정한 생산성 모형들을 대입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생산성 추세성장의 지속성을 반영한 모형(1)이 임의보행
모형(4)에 비해 8배, 순환 모형(3)에 비해 12배가 큰 내생적인 장기소비
위험을 생성함을 확인
④ 따라서 생산성 추세성장의 지속성을 반영한 DSGE 모형들이 시장에서
관찰되는 낮은 무위험 이자율과 높은 주식프리미엄을 잘 설명
ㅇ 이는 장기소비위험의 크기가 증가하면 예비적 저축수요가 증가하면
서 무위험 자산의 이자율이 하락하는 반면, 위험자산 보유에 대한
위험이 높아져 위험자산 보유에 따른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

(시사점)
□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추세적으로 지속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소비-저축 행위가 달라짐을 의미하므로 여러
경제 충격들 가운데 추세충격을 식별하여 거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
이 경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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