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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을 고려한 최적 통화정책 분석

경기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재화시장의 가격경직성과 함께 임금경직성이 중
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정책에서 차지하는 실업률의 역할 또한 증
대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확률적 동학 일반균형(DSGE) 모형에 관한 우리나
라의 기존 연구들은 금리준칙의 실물변수로 주로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생산갭 또는 실업률갭이 불확실하게 관측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동 변수
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원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
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경기변동에서 노동시장이 차지하는 역할 증
대와 갭변수의 관측 불확실성 문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금리준칙의 형태는 무
엇인가를 엄밀한 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실업
률이 포함된 뉴케인지안 DSGE 모형을 설정하는 한편,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
여 모형을 추정한 이후 최적 통화정책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실업률 변수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의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실업률갭보다는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이 사회후생 손실
을 축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실업률 증가율이 중앙은행
의 목적함수에 포함되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및 생산갭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갭과 실업률갭이 오차를 포함하여 관측되는
경우에는 동 변수에 대응하는 금리준칙보다는 관측오차가 없는 증가율 변수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이 사회후생 손실을 더 축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적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물가 및 경제성장 지표
와 더불어 실업률도 중요한 지표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 최적 통화정책, 실업률, 소비습관, 확률동학일반균형 모형
JEL Classification: E12, E24, 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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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경기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재화시장의 가격경직성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내 임금경직
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Smets and Wouters 2003, 2007). 반면, 전통적인 확률적 동학 일반균형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이하 DSGE)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은1) 중앙은행 금리준칙의 실물변수로 주로 재화시장과 연관된 생산을 고려하고 있
다. 본고에서는 중앙은행이 활용 가능한 변수로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 중
실업률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동 변수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할 경우, 기존의 경
우와 비교하여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뉴케인지안(new Keynesian) DSGE 모형, 특히 탐색모형(search
and matching frictions models)이 도입되기 이전의 모형은 실업률 변수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실업률에 대응하는 금리준칙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생산갭과 실업률갭 간의 관계를 상정하는 갭변수 형태의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암묵적으로 가정할 경우 생산갭에 대응하는 것이 실업률갭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실업률이 모형에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더라도 생
산 변수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은 실업률 변수에 대응하는 효과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오쿤의 법칙은 생산과 실업률 두 변수간의 경험적인 관계를 반영
할 뿐이다. 실업률이 임금 상승률 등 생산 이외의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면 중앙
은행의 금리준칙이 생산 또는 실업률에 대응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서 정책효과는 상이하
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
한편, Orphanides and Williams (2002)는 중앙은행의 금리준칙으로 단기금리가 물가
상승률과 함께 실업률갭보다는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테일러 형태의 준칙이 바람직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실업률갭에 대응하는 것이 사회후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실업률갭의 구성요소인 자연 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 실시간
으로 관측 가능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는 중앙은행이 원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는 방안으로 실제 관측 가능한 변수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이 최선은 아니나
차선으로써 가치가 있음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Orphanides and Williams의 논의를 바
탕으로 사회후생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금리준칙이 생산 증가율 또는 실업률 증가율에 대

1) 최적 통화정책 관련한 우리나라 연구들은 2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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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것인지를 DSGE 모형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이후 최적 통
화정책 분석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가격경직성과 임금경직성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뉴케인지안
DSGE 모형에 실업률 변수를 도입한 Gali (2011), Gali, Smets, and Wouters (이하
GSW, 2012a. 2012b) 모형을 활용하였다. 노동이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공급됨으로 인해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가계가 공급하기를 원하는 노동량과 실제로 고용되는 노동량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가 실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모형으로부터 실업
률갭이 생산갭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갭의 함수로 표현되는 수정된 오쿤의 법칙이 유도되
며, 이러한 관계가 최적 금리준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록 이들 모형은 탐색모형에서
와 같이 노동시장의 다양한 동학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노동시장의 마찰요인 비중이 노
동수요 측면보다는 노동공급 측면이 높다는 Karabarbounis (2014)의 실증분석 결과는
Gali 모형의 유용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시장 관련한 변수들
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활용가치가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장에서는 노동시장 동학을 고려하여 최적 통화정책 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들에 관
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실업률이 포함된 뉴케인지안 DSGE모형을 설정하고, 4장에서
는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추정 및 충격반응 분석을 시도한다. 5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
된 모형에 기초한 이론적인 사회후생 손실함수를 도출하고 테일러 형태의 최적 금리준칙
에 관하여 논의한다. 아울러 생산갭과 실업률갭이 불확실하게 관측되는 경우의 바람직한
금리준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추가로 논의하고자 한다. 끝으로 6장에서는 본고의 논의
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기존 연구
본 장에서는 노동시장의 동학을 고려하여 최적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시장을 고려한 DSGE 모형은 크게 탐색모형과 전통적인 뉴
케인지안 DSGE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탐색모형은 Mortensen and Pisarides (1994)의 연구 이후 Merz (1995),
Andolfatto (1996), Shimer (2005), Hall (2005) 등이 주로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탐색모형이 뉴케인지안 DSGE 모형과 결
합되어 최적 통화정책 관련 분석에 이용되었다. 탐색모형은 통상 기업이 일자리 공석을
공고(posting)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등 고용시 마찰(search and matching friction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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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Thomas (2008)는 임금이 신축적인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는 것(inflation targeting)이 바람직하나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경우(staggered
nominal wage bargaining)에는 외부 충격에 대하여 실업률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중앙
은행은 실업률안정과 물가안정 간 상충관계에 직면하게 됨을 지적하였다. Faia (2008)는
가격경직성, 실질임금경직성을 탐색모형과 결합하고 테일러 형태의 최적 금리준칙
(optimal simple rules)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동 모형에서 노동시장의 마찰요인으로 인
해 일자리 일치(matching) 확률이 감소하고 실업이 비효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충격 및 정부지출충격에 대하여 생산보다는 실업률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이 이러한
비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Sala, Söderström, and Trigari (2008, 이하 SST)는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최적 통화정책 분석을 통해 생산갭이나 실업률갭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이 증가
율에 대응하는 정책보다 바람직함을 보였다. 한편, 증가율에 대응하는 통화정책 중에서
는 생산 증가율보다는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자연 실업률
과 자연 생산에 불확실성이 클 경우 갭에 대응하는 금리준칙보다는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이 바람직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SST의 분석은 중앙은행의 손실함
수를 이론모형으로부터 도출하지 않음에 따라 경제를 반영하는 모수가 변화할 경우에도
손실함수 내의 변수에 대한 가중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Ravenna and Walsh (2011)는 뉴케인지안 DSGE 모형 하에서 Rotemberg and
Woodford (1997)와 Woodford (2003)가 제시한 사회후생 손실함수의 2차 근사식을 탐색
모형 하에서 도출하고, 노동시장 변수인 일자리 공석(vacancy)의 변동성 증가가 사회후
생을 감소시킴을 보였다. 따라서 EU와 같이 노동시장 변수의 변동성이 낮은 경우, 사회
후생 손실함수에서 물가 상승률 변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므로 물가 상승률
을 안정시키는 통화정책이 바람직함을 지적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Blanchard and Gali (2010)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상이한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물
가 상승률과 실업률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생산성 충격에 대
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유럽의 최적 금리준칙 실업률 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노동시장을 고려한 뉴케인지안 DSGE 모형은 Erceg, Henderson, and Levin (2000,
이하 EHL)이 Calvo-Yun 형태의 가격경직성을 임금경직성에 적용하면서 시도되었다. 실
업률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임금경직성의 존재로 인해 물가 상승률에 대응
하는 통화정책보다는 임금 상승률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을 보였다. 한편, Casares (2010), Casares, Moreno, and Vazquez (2014), Gali (2011)

실업률을 고려한 최적 통화정책 분석

4

및 GSW (2012a. 2012b) 등은 탐색모형에 의존하지 않고 실업률 변수를 기존의 뉴케인
지안 DSGE 모형에 도입하였다. 특히, Gali (2011)는 EHL 모형을 기반으로 실업은 노동
이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공급됨으로 인해 발생하며, 실업의 단기 동학은 노동의 마크업
이 변동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 통화정책을 분석한 결과, 실업률에 대
응하는 금리준칙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회후생 관점에서 최적 통화정책 관련 분석을 시도한 국내 연구는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가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모형2)과 폐쇄경제 하에서 은행의 역할 또는 금융마찰의 역
할3)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추정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보다는 이론모형을 중심으로4) 주로 논의가 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
장의 비효율성을 도입하고 최적 통화정책에서 노동시장이 차지하는 역할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은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한편, 장민·임진(2002)과 정용승(2007)은 불확실성 하에서 최적 통화정책 분석을 시도
하였다. 장민·임진(2002)은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 VAR 모형을 추정하고 모수의 불확실
성 등 승법적 불확실성(multiplicative uncertatinty) 하에서는 점진적인 통화정책 운용
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용승(2007)은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모
형을 바탕으로 주요 경제변수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가 존재할 경우 충격의 지속성이 크고
정보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중앙은행의 공약정책(commitment)이 재량정책(discretion)에
대하여 우월함을 보였다.

2)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반영한 연구로는 환율정책별 사회후생 손실을 비교한 연구로
Gertler, Gilchrist, and Natalucci (2007), 유가충격이 최적 통화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정용성
(2013)을 들 수 있다.
3) 김현의・엄상민(2011)은 은행의 대출 생산함수를 도입 및 추정을 통해 통화정책에서 은행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을 논의하였다.
4)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최적 통화정책 분석을 시도한 국내 연구로는 교역조건 변동에 따른 최적 통화정책을
분석한 정용승(2008)과 이한규(2011), 효용함수에 화폐를 도입한 박형수・신관호(2000), 금융마찰 효과를
분석한 정용승(2010), 금융마찰이 존재하는 경우 내구재와 비내구재 간의 비대칭적인 가격경직성 효과를 분
석한 박형수・김광한(2014),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개방도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한경수
(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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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형 설정
본 장에서는 Gali (2011) 및 GSW (2012a, 2012b)5)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업률이 포함
된 뉴케인지안 DSGE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대표 가계는  ∈    형태의 노동을 공
급하는 구성원들의 합이라고 가정한다. 가계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p    
 

∞







 



 


(1)



여기서 형태의 노동을 공급하는 구성원들은 ∈     만큼 고용되었을 경우 노동으로
부터의 비효용(  )이 발생하는 반면, 고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효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가정한다. 따라서 각  형태의 구성원은   의 비효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가

계 구성원들 간에 소득변동 위험은 완벽하게 공유된다고 가정한다.   는 소비,  는
AR(1) 과정을 따르는 선호충격을 의미한다. , ,  , 는 양(+)의 값의 모수이며, 특히
소비습관 모수는  ≤  ≤ 의 범위를 갖는다. 가계의 예산 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2)

  ,  ,   ,   및   는 무위험 채권, 채권 가격, 소비재 가격, 형태의 고용(   )에
대한 임금 및 기업으로부터의 이윤을 각각 의미한다. 또한 재화시장 청산조건     
가 만족된다.
각 변수의 소문자는 정상상태(steady state)로부터의 차이(deviation), 상첨자 이 부
과된 변수는 가격과 명목임금이 완전히 신축적인 경우 정상상태로부터의 차이로 정의된
다. 소비재와 무위험 채권에 대한 1계 조건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갭형태의 IS 곡선이 도
출된다.

5) 본고의 모형은 주로 Gali (2011)를 참조하였다. Gali 모형과 차이점은 생산 증가율과 여타 변수, 특히 실업
률 간 교차상관관계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 소비습관을 도입한 것이다. GWS (2012a,2012b)와의 차이점은
GWS가 외부 소비습관(external habit)을 이용한 반면, 본고에서는 내부 소비습관(internal habit)을 도입하
였다. 또한 GWS와 달리 본고에서는 가격 및 임금경직성의 과거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덱스는 도입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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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 
  ≡      은 생산갭으로, 실제 생산과 가격 및 명목임금이 완전히 신축적인 경우
의 생산 간 격차로 정의된다. 또한 금리    log , 물가 상승률은         을
의미한다. 한편,

    
    


 ≡ 
,  ≡ 
,  ≡  ,  ≡ 
,

    
    
    
     

        

 ≡ 
,  ≡                을

     

각각 의미한다.

고용된 가계 구성원은 특화된 노동서비스,     를 노동 총공급자(labor aggregator)





      
를


   

에게 공급하며, 노동 총공급자는 개별 노동을 CES 생산함수   






이용하여    를 생산하고 재화 생산 기업에 공급하게 된다. 여기서   는 이질적 노동
서비스 간의 대체탄력성을 의미한다. 노동 총공급자는  형태의 노동을 임금(  )을 지
불하고 고용한 이후 총임금  을 받고 기업에 공급한다. 가계는 개별 노동서비스에 대
하여 독점력이 존재하는 반면, 노동 총공급자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에게 노동을 공급
하게 된다. 노동 총공급자의 1계 조건을 통해 기업  에게 공급하는  행태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같이 결정된다.

   로 결정되며, 개별노동 서비스 의 총수요는 다음과

 
    


 

 








  

(4)



여기서     를 의미하며, 총노동은     로 정의된다. Calvo-Yun의 가




격경직성 모형을 활용한 EHL (2000) 형태의 임금경직성을 도입하여     만큼의 노동자
가 임금을 매기에 최적화를 통해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총명목임금은 다음과 같
이 매기에 최적화를 통해 결정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 간 가중평균으로 결정된다.
  



   

     

            

  

(5)

여기서 임금비용 충격  는 Casares (2007)를 참조하였으며, Smets and Wouters
(2007)와 GSW (2012a, 2012b)와 같이                     를 따르며,    는
임금비용 충격의 오차항을 의미한다. MA항이 추가된 이유는 명목임금 상승률의 고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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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적절히 설명해 주기 위함이다.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임금수준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임금 필립스 곡선이 도출된다.

                       

여기서

      
   ,
    

(6)

  는 명목임금 상승률이다. 평균 임금 마크업( )은 아

래와 같이 실질임금( )과 한 단위 고용에서 발생하는 가계의 한계 비효용 즉, 고용과 소
비의 한계대체율(  ) 간의 차이로 정의된다.

      
                        

여기서

  
   

 ≡  ,  ≡  ,  ≡  를
    
    
  

(7)
(8)

의미한다. 가계의 노동

공급은 실질 임금이 가계가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 )의 한계 비효용과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지며, 노동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다.
                        

(9)

실업을       로 정의하고, 식 (8)과 (9)를 식 (7)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평균
임금 마크업과 실업 간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10)

임금이 완전히 신축적인 경우에는 임금 마크업이           로 결정되므로
실업률 또한 양수로 남아있게 된다. 한편, 실업률의 단기 동학은 임금 마크업의 단기 동
학에 의해 식 (11)과 같이 결정된다. 즉, 식 (7), (8) 및 (10)과 생산함수의 선형식
         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실업과 생산 간에 부(-)의 관계가 성립함
을 알 수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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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제변수와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인 경우의 변수 간 차이인 갭변수 형태로 표현하
면, 다음과 같이 실업률갭과 생산갭 간에 부(-)의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자연 실업률은 상수이므로 1차 선형화한 실업률과 실업률갭은 동일하게 된다.






   
      
    
       
 


(12)

한편, 경제 내에는 완전경쟁 시장에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최종재화 생산기업
과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중간재화(   ) 생산기업이 존재한
다. 최종재화 생산기업은 중간재화를 투입요소로 하는 Dixit-Stigliz 생산함수



  



      
      










를 이용하여 최종재화(  )를 생산한다. 여기서   는 중간재화

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의미한다. 최종재화 생산기업의 중간재화에 대한 수요함수는 중간재
화 가격(   )이 주어진 상태에서 최종재화 생산기업 이윤극대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다.

  



  
 




 

 



    
로


정의된다.

여기서 일반물가는  ≡    




(13)

중간재화 생산기업  ∈ 는 노동    를 투입요소로 하는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중간재화     exp     를 생산한다. 여기서  는 AR(1) 과정을 따르는 기술 충
격을 의미하며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의미한다. 중간재화
생산기업은 Calvo-Yun을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무작위로 결정된     만큼의 기업은
매기에 가격을 변경하는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가격을 변경하지 않는다.   를 한계생
산비용이라고 하면, 중간재화 생산기업은 식 (13)을 조건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가격    를 결정하게 된다.
∞



   








      

             

(14)

  
  

여기서   ≡    는 확률적 할인인자(stochastic discount factor)이고,

   는 소비의 한계효용을 의미한다. 일반물가는 다음과 같이 매기에 가격을 바꾸는 기업
들의 평균가격과 바꾸지 않는 기업의 가격 간 가중평균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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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기서   는 기에 최적화된 물가수준을 의미하며,   는 비용충격으로 임금비용 충격과
같이                     의 ARMA(1,1)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이윤극
대화 1계 조건에 대하여 로그 선형화하면 다음과 같은 물가 필립스 곡선이 도출된다.
                       

단,

        
  
     

(16)

이고,  는 가격 마크업으로 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성

간의 차이(         )로 정의된다. 실질 한계비용( )은 다음과 같이
실질 임금갭과 생산갭 간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17)

실질 임금갭(
  )과 자연임금, 물가 상승률, 명목 임금 상승률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8)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이 과거 금리수준, 물가 상승률 및 생산 증가율에 대응하여 금리
수준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는 AR(1) 과정을 따르는 외생적인 통화정책 충격을 의미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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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형의 추정과 충격반응함수 분석
4.1. 모형의 추정
추정은 생산 증가율, 물가 상승률, 명목금리, 명목임금 상승률 및 실업률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다. 생산 증가율은 실질 GDP의 전기대비 로그 차분값, 물가 상승률은 CPI의 전
기대비 로그 차분값을 이용하였다. 명목금리는 콜금리를 이용하였으며 연율로 표시된 자
료를 4로 나누어 분기율로 전환하였다. 명목임금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10인 이상 규모
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대한 분기평균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명목임금의 전기대비 로그
차분값을 명목임금 상승률 자료로 이용하였다. 실업률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률을
활용하였다. 즉, 1-고용률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실업률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경제
활동인구에 대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문제를 줄이기 위함이다.6) 금리를 제외
한 모든 변수는 계절조정 하였고, 모든 변수들은 평균을 차감한 값을 이용하였다. 추정
기간은 1993년 1분기부터 2013년 4분기이며, Bayesian 추정 기법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
정하였다.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Figure 1>에 도시하였다. 생산 증가율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의 경우 외환위
기 기간 중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2000년 이후 물가안정 목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한 이후 크게 안정되었으며, 금리 또한 외환위기 이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금 상승률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기간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업률의 경우는 외환위기 기간 중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도 외환위기 기간보다는 작지만 상승한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에 존재하는 확률 충격 중 기술 충격( ), 선호 충격( ) 및 통화정책 충격( )은
AR(1) 과정을 따르며, 비용 충격(  )과 임금 상승률 충격(  )은 전술한 바와 같이
ARMA(1,1)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6) 고용률은 ‘취업자/15세 이상 인구’로 정의되는 반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경제활동인구’로 정
의된다. 고용률의 경우 는 측정오차가 적은 반면 실업률을 구성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경우는 실제로 노동시
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고(report)에 의존하므로 측정오차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제 실업률을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였을 경우에도 최적 통화정책에 대한 본고의 주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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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ata D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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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librated Parameters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0.9927



9



0.4



5.8357

         

   ∼    

(20-1)

         

   ∼    
   ∼    

(20-2)

          

                    
                    

   ∼    
   ∼    

(20-3)
(20-4)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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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모수는 확률 충격 모수인 AR 또는 ARMA 모수 및 각각의 확률 충격의 표준편차
들과 민간 경제주체 부문에서 , , ,   ,   , 중앙은행 부문에서  ,  ,  이다.
추정에 앞서 일부 모수들은 추정 시 식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수
활용되는 값들로 고정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는 실질금리의 추정기간
평균이 2.9%(연율)임을 반영하여 0.9927로 설정하였다. 노동소득 분배율(  )은 1993
∼2012년 중 평균값인 0.6으로 설정하였고, 재화의 대체탄력성(  )은 Gali (2011)를 따
라 비확률 정상상태(non-stochastic steady state)에서의 가격 마크업( )이 1.11이 되
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노동의 대체탄력성(  )은 추정기간 중 실업률 평균 3.41%를 반영
하여 5.8357로 설정하였다. 이는 임금 마크업( )이 1.21임을 의미한다.

Table 2: Estimation Results
mean

st.dev

posterior
mean

normal
normal

1.0
5.0

0.5
0.5

2.10
5.42

1.45
4.63

2.76
6.19

beta

0.70

0.1

0.35

0.28

0.40

beta

0.70

0.1

0.58

0.47

0.70

beta

0.70

0.1

0.39

0.30

0.48

beta

0.70

0.10

0.74

0.69

0.78
2.49

Parameters

type








prior

90% interval



normal

1.50

0.25

2.18

1.87



normal

0.50

0.10

0.25

0.13

0.38



beta

0.50

0.20

0.99

0.98

0.999



beta

0.50

0.20

0.72

0.55

0.89



beta

0.50

0.20

0.88

0.84

0.93



beta

0.50

0.20

0.14

0.05

0.24



beta

0.50

0.20

0.51

0.18

0.83



beta

0.50

0.20

0.31

0.12

0.49



beta

0.50

0.20

0.51

0.18

0.84



inv. gamma

0.10

2.00

1.61

1.36

1.84



inv. gamma

0.10

2.00

0.93

0.64

1.25



inv. gamma

0.10

2.00

3.67

2.38

4.98



inv. gamma

0.10

2.00

0.34

0.29

0.39



inv. gamma

0.10

2.00

0.08

0.02

0.16



inv. gamma

0.10

2.00

1.92

1.67

2.16

Note: Estimation is performed with DYNARE. 100,000 samples were drawn and the first 20% are ign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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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가계의 기간간 대체탄력성의 역수()는 2.1, 노
동공급 탄력성의 역수()는 4.2로 추정되었으며, 소비습관 모수()는 0.35로 추정되었
다. 가계가 과거의 총소비에 의존하는 외부 소비습관(external habit)이 아닌 개별 가계
가 과거 개별 소비에 의존하는 내부 소비습관(internal habit)을 가정함에 따라 IS 곡선
이   기의 소비뿐만 아니라   기의 소비의 함수로 도출되어 소비습관 모수가 0.5
이하로 추정되었다. 이는 Levin, Onatski, Williams, and Williams (2006)가 내부 소비
습관을 상정하고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0.29보다는 다소 높은 값이다.
한편, 가격경직성 정도(  )와 명목임금경직성 정도(  )는 각각 0.58과 0.39로 추정되
어 가격경직성이 명목임금경직성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명목임
금이 빠르게 상승한 것을 반영한다. 김현의·엄상민(2011)도 유사한 결과와 도출하였으며,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GSW (2012a)의 경우도 가격경직성이 0.58로 임금경직성
(0.47)과 비교하여 높게 추정되었다. 한편 금리준칙의 과거 금리에 대한 계수( )는
0.74, 물가 상승률 계수( )는 2.18, 생산 증가율 계수( )는 0.25로 각각 추정되었다.
<Figure 2>는 실제 자료와 추정 결과로부터 도출된 변수 간 교차상관관계(cross
correlations)를 생산 증가율을 중심으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생산 증가율과
실업률 간에는 약 3∼4분기 가량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추정 결과 또한
이러한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반면,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및 금리는 시차
없이 생산 증가율과 정(+) 또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충격반응함수 분석
본 절에서는 추정된 모수를 바탕으로 개별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시도하였
다. <Figure 3>는 개별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를 도시한 것이다. 우선, 기술 충격의
경우 실제 생산(  )은 증가하나 자연 생산(  )이 실제 생산보다 더욱 증가하여 생산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의 기술 충격에 따라 주어진 노동 투입으로 생산
증가가 가능하므로 기업의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가계의 노동공급 또한 감소하나 노동수
요 감소폭이 노동공급 감소폭보다 크므로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정(+)의 기술 충격에 대
하여 실업률이 상승한 이유는 식 (12)로부터 생산갭과 실업률 간 부(-)의 관계가 도출되
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소비습관이 없다고 가정하
면(=0), 실업은 다음과 같이 실질 임금갭(
  ≡      )과 생산갭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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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의 기술충격으로 생산갭이 감소하여 실업률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명
목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하다. 식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기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다음기의 명목임금 상승률과 당기의 임금 마크업의 합으
로 표현된다. 당기의 실업률 증가는 임금 감소를 유발하는 반면 생산성 증가로 인하여 미
래에 실업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발생하고 이는 다음기의 임금 상승의 기대치를 증
가시킨다. 추정된 모수 하에서는  =0.0293 이므로, 다음기의 명목임금 상승률 가중치
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당기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상승하게 된다. 아울
러, 기업의 한계비용이 하락하여 물가 및 금리가 하락한다.
선호 충격( )의 경우 소비의 증가로 인해 생산이 증가하고 물가 및 임금과 금리는 상
승하는 반면 실업이 감소한다. 정(+)의 비용 충격(  )과 임금 상승률 충격(  )은 생산비
용을 증가시켜 생산 감소 및 실업을 증가시키는 한편 물가와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끝으
로 통화정책 충격(  )은 금리 인상에 따라 생산이 감소하면서 물가 상승률 및 임금 상승
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게 된다.

Figure 2: Dynamic Correlations
<   ±  >

<   ±  >

<   ±  >

<   ±  >

Note: Solid lines represent cross-correlations from data, and doted lines are those from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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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mpulse Responses (A)
Technology Shock: 

Preference Shock: 

Note: Labor and labor force mean labor demand(  ) and labor supply(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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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mpulse Responses (B)
Cost Push Shock: 

Wage Inflation Shock: 

Note: Labor and labor force mean labor demand(  ) and labor supply(   ), respectively.

17

BOK 경제연구 제 2014-36 (2014.12)

Figure 3: Impulse Responses (C)
Monetary Policy Shock:  

Note: Labor and labor force mean labor demand(  ) and labor supply(   ), respectively.

Ⅴ. 최적 통화정책 분석
본 장에서는 중앙은행의 목적함수인 사회후생 손실함수를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테일
러 형태의 실행 가능한 금리준칙을 바탕으로 하는 최적 금리준칙에 관하여 분석해 보고
자 한다. 또한, 소비습관과 가격 또는 임금경직성이 생산 증가율과 실업률 간 교차 상
관관계 및 최적 금리준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불확
실하게 측정되는 변수에 대응하는 경우의 최적 통화정책에 관하여 추가로 분석해 보고
자 한다.

5.1.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도출
본 절에서는 최적 통화정책에 관한 분석을 위해 중앙은행의 목적함수인 사회후생 손실
함수를 이론적으로 도출하기로 한다. 우선 사회후생함수는 Rotemberg and Woodford
(1997), EHL (2000) 및 Woodford (2003)를 참고하여 소비자의 기간 간 효용함수를 2차
선형화 하였다. 소비자 효용함수 식 (1)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실업률을 고려한 최적 통화정책 분석

18

∞

 ≡  


  


 

  

 



  

(22)







   를 의미한다. 식 (4)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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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dispersion)로 표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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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의미한다. 사회후생 손실은 가격과 임금경직성으로부터 발

생하는 비효율이 포함된 식 (22)의 사회후생 수준과 가격 및 임금경직성으로부터 발생하
는 상대가격의 왜곡이 없는 경우의 사회후생 수준 간의 차이로 정의된다. 사회후생 손실
함수 또는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2차 근사값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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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미하며, 는 2차 다항식

해 중에서 작은 값을 의미한다.7)

한편 식 (10)과 (12)로부터 평균 임금 마크업은 다음과 같이 실질임금갭과 현재, 과거
및 미래의 생산갭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25)

식 (17)을 식 (25)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생산갭이 가격 마크업 및 임금 마크업의 함수
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Woodford (2003)와 Casares (2007)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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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식 (26)으로부터 생산갭의 동학이 재화시장 및 노동시장의 상대가격 왜곡으로부터 발생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식 (24)와 임금 필립스 곡선(식 (6)), 물가 필립스 곡선(식 (16))
및 식 (26)으로부터 최적의 자원배분은 한계비용과 실업이 정상상태에서 고정되어 있을
경우 달성됨을 알 수 있다.
식 (17)과 (25)를 이용하여 물가 필립스 곡선 및 임금 필립스 곡선을 생산갭 및 실질
임금갭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재정리 할 수 있다.






            
   
            
 



   

 



(27)
(28)




  
      
   
     
          


중앙은행이 금리 이외에도 여타 경제 변수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 경제에 발생하는 외
생적 충격에 대응하여 사회후생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개별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이 최적
의 통화정책(optimal monetary policy 또는 Ramsey policy)이 된다. 이 경우 중앙은행
은 식 (3), (18), (27)과 (28)을 조건부로 하여 손실함수 (24)를 최소화하도록   ,   ,

 , 
  및  를 선택한다. 최적 통화정책(optimal monetary policy)은 식 (3), (18),
(27), (28) 및 다음과 같은 최적화 1계 조건식으로 도출된다.
    
   
      
   
(29-1)










 ℒ      ℒ     ℒ    
ℒ      ℒ 










      ℒ        ℒ        ℒ     

 



       ℒ   ℒ      ℒ    ℒ   
(29-2)









         ℒ   ℒ     ℒ   
(29-3)









    ℒ  ℒ  ℒ      ℒ     
(29-4)















  










  ℒ   

(29-5)

ℒ  , ℒ  , ℒ  , ℒ  는 제약식 (3), (18), (27), (28)의 라그랑지안 승수를 각각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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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테일러 형태의 최적 금리준칙
식 (24)는 아래와 같이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및 소비습관을 반영한 생산갭에 대한
변동성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30)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테일러 형태의 금리준칙을 따라 통화정책을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31)

중앙은행 손실함수 (30)을 최소화하는 테일러 형태의 금리준칙 계수를 격자탐색(grid
search)을 통해 시산하여 최적 금리준칙(optimized instrument rule)을 도출하였다. 실
업률 증가율에 대응할 경우 생산 증가율(  ) 대신   로 대체하였으며, 생산갭 또는
실업률갭에 대응할 경우는   대신 
 와 
  를 각각 대입하였다. 격자탐색 범위는 과
거 금리의 반응계수는 (0,2), 물가 상승률 반응계수, 생산 및 실업률 반응계수는 (0,20)
으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ure 4>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우선 <Figure 4>는 금리준칙의 전기금리 앞의 계수( )를 최적 금리준칙 수준에 고정
한 이후, 물가 상승률과 생산 증가율, 실업률 증가율, 생산갭 및 실업률갭의 반응계수가
달라짐에 따라 사회후생함수(또는 음의 사회후생 손실함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최적 금리준칙 반응계수 값을 정점으로 사회후생함수
값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최적 금리준칙의 반응계수와 주요 변수들의 표준편차 및 중앙은행 손실함
수 값을 정리한 것이다. 표의 마지막 열은 개별 최적 금리준칙의 손실함수 값을 최적 통
화정책(optimal monetary policy)과 비교한 것이다. 최적 통화정책의 경우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값은 0.323으로 시산되었다. 물가 상승률의 표준편차는 0.65, 명목임금 상승률
0.37,생산갭 0.40, 소비습관이 반영된 생산갭 0.37, 실업률 0.63 및 금리 표준편차는
1.71로 시산되었다. 금리 표준편차가 높은 이유는 중앙은행이 금리 변동을 통해 물가 상
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및 생산갭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정된 금
리준칙은 손실함수 값이 0.596으로 최적 통화정책과 비교하여 약 84.6% 높게 시산되었
다. 주요 변수들의 표준편차는 금리를 제외하면 최적 통화정책과 비교하여 약 두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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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elfare and Optimized Interest Rate Rule Coefficients
Responding to Output Growth

Responding to Unemployment Growth

Responding to Output Gap

Responding to Unemployment Gap

Note: Interest rate smoothing parameters are fixed at  =0.66, 0.93, 0.97, and 1.01 for the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rowth, output growth, output gap, and unemployment
gap, respectively.

생산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들을 살펴보면, 생산갭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
(optimized rule responding to output gap)의 손실함수 값은 0.389로 최적 통화정책
대비 약 20.6% 높게 시산된 반면, 생산 증가율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optimized
rule responding to output growth)의 손실함수 값은 0.411로 최적 통화정책 대비 약
27.2% 높게 시산되었다. 또한 두 준칙 모두 금리 표준편차가 0.74로 동일한 반면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여타 변수들의 표준편차는 생산갭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이 낮게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생산갭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이 동일한 금리변동을 통해서 여타
변수의 변동성을 보다 많이 축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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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formance of Optimized Instrument Rules: Baseline Model


 

 

0.65

0.37

0.74

Rule responding to output growth
(  = 0.93,  = 0.8,  = 0.3)









0.37

0.41

0.63

1.71

-

0.75

0.77

0.85

1.49

0.91

84.6

0.60

0.64

0.90

0.98

1.65

0.74

27.2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rowth
(  = 0.66,  = 5.3,  = -20.0)

0.65

0.44

0.33

0.37

0.41

1.39

4.5

Rule responding to output gap
= 0.3)
(  = 0.97,  = 0.6, 


0.64

0.57

0.55

0.60

1.11

0.74

20.6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ap
= -0.4)
(  = 1.01,  = 0.7, 


0.67

0.40

0.44

0.47

0.82

0.78

8.8

Optimal monetary policy
Estimated rule
(  = 0.74,  = 0.58,

 =0.07)



(%)

Note:1)  = 0.6392,  = 0.0452, and  = 0.1131.

다음으로 실업률에 대응하는 금리준칙들을 살펴보면, 실업률갭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
준칙(optimized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ap)의 과거 금리 반응계수가 1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super-inertia로 명명되며, 동 형태의 금리준칙이 안정적일 수 있
음을 Rotemberg and Woodford (1999)가 지적한 바 있다. 실업률갭에 대응하는 최적 금
리준칙의 손실함수 값은 0.352로 최적 통화정책 대비 8.8% 높게 시산되었으며,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optimized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rowth)의 손실함수 값은 0.337로 최적 통화정책 대비 4.5% 높게 시산되었다. 또한, 실
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의 손실함수 값이 생산 증가율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의 경우보다 최적 통화정책 손실함수 값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탐색모형을 이용하여 최적 통화정책 분석을 시행한 SST (2008)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특히,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의 손실함수 값이 여타의 준칙과 비교하
여도 최적 통화정책의 손실함수 값과 가장 근접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설
명이 가능하다. 식 (11)을 1차 차분한 후 실질임금 정의식(             )을 대입
하면 일반화된 오쿤의 법칙이 도출된다. 즉, 실업률 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실질임금 상승
률(     )과 생산 증가율의 합으로 나타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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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업률과 실업률갭은 동일하므로 식 (32)는 다음과 같이 갭변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8)






            
   
     
  


(33)

상기의 식으로부터 중앙은행이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경우 실업률 자체의 변동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목적함수에 포함되는 변수인 생산갭과 명목임금 상승률 및 물가 상승
률의 변동을 동시에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5.3. 민감도 분석
본 절에서는 앞 절의 기준모형(baseline model)에서 도출된 최적 금리준칙의 결과가
주요 모수 값들이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점검하였다. 소비습관이 없는 경
우(=0), 가격경직성이 낮은 경우(  =0.1), 임금경직성이 낮은 경우(  =0.1) 및 노동
공급 탄력성이 높은 경우(=0.1)를 각각 상정하였다. <Figure 5>는 각 모수들이 앞서 언
급한 대로 기준모형과 다르게 설정되었을 경우 생산 증가율과 실업률 간의 교차 상관관
계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자료에서 보여지는 생산 증가율과 실업
률 간의 시차는 주로 소비습관()과 노동공급 탄력성 관련 모수()에 크게 좌우되는 것
으로 보인다.
먼저 <Table 4>는 소비습관이 없는 경우(=0) 최적 통화정책 및 최적 금리준칙의 결
과를 비교한 것이다. 소비습관이 없는 경우는 중앙은행의 손실함수에서 물가 상승률 변
동성이 차지하는 비중( )은 0.64로 기준모형과 동일한 반면, 생산갭 변동성의 가중치
( )가 0.045에서 0.035로 다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적 통화정책의 경
우 생산갭 표준편차가 0.46으로 시산되었으며, 이는 기준모형의 0.41보다 다소 높아졌으
나 큰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8) 중앙은행이 생산갭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을 고려하더라도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
의 손실함수 값이 최적 통화정책의 손실함수 값과 가장 근사하였다. 생산갭 증가율에 대응하는 경우의 최적
반응계수는  =0.4,  =5.3,  =20 이었으며, 손실함수 값은 0.345로 최적 통화정책 대비 약 6.7% 높
은 것으로 시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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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ross Correlations with Different Parameter Values
 =0

 = 0.1

 = 0.1

 = 0.1

Note: Solid lines, dotted lines, and solid lines with circle represent data, estimation, and
simulation, respectively.

Table 4: Sensitivity Analysis: No Habit Formation ( =0)


 

 

Optim al monetary policy

0.67

0.40

Rule responding to output growth
(  = 0.92,  = 0.7,  = 0.3)

0.63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rowth
(  =1.17,  = 4.3,  = -20.0)









0.46

0.46

0.68

0.76

-

0.70

1.15

1.15

1.88

0.71

32.7

0.68

0.46

0.38

0.38

0.43

0.70

5.8

Rule responding to output gap
= 0.3)
(  = 1.01,  = 0.5, 


0.68

0.55

0.66

0.66

1.21

0.62

17.9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ap
= -0.3)
(  = 1.03,  = 0.6, 


0.69

0.42

0.57

0.57

0.96

0.63

7.7



(%)

Note: 1)  = 0.6392,  = 0.0356, and  = 0.

개별 최적 금리준칙을 비교한 결과 소비습관이 없는 경우는 기준모형과 같이 여타 금
리준칙들과 비교하여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과 최적 통화정책 간의 손
실함수 값 차이가 가장 작았으며, 주요 변수들의 표준편차도 최적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
들의 표준편차와 유사한 크기로 시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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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nsitivity Analysis: More Flexible Prices ( =0.1)


 

 

Optimal monetary policy

1.10

0.08

Rule responding to output growth
(  = 0.96,  = 1.0,  = 0.9)

1.17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rowth
(  = 0.99,  = 0.1,  = -20.0)









0.12

0.13

0.38

2.09

-

0.16

0.26

0.27

0.59

0.81

40.9

1.18

0.14

0.08

0.08

0.08

1.56

28.1

Rule responding to output gap
= 20.0)
(  = 1.16,  = 1.1, 


1.12

0.12

0.07

0.07

0.23

1.51

9.1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ap
= -20.0)
(  = 1.70,  = 4.5, 


1.11

0.12

0.07

0.07

0.24

1.70

8.0



(%)

Note:  = 0.0610,  = 0.1177, and  = 0.1131.

<Table 5>는 여타 모수들은 기준모형과 동일하면서 가격경직성(  )이 0.58에서 0.1로
낮아진 경우를 상정하여 최적 금리준칙들을 비교한 결과이다. 가격이 보다 신축적인 경
우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물가 상승률 가중치가 0.06으로 기준모형의 0.64와 비교하여 크
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격경직성이 낮아짐에 따라 재화의 상대가격 왜곡에
따른 비효율이 감소하고, 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왜곡의 정도가 높은 임
금경직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사회후생 손실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적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 상승률의 표준편차는 기준모형의 0.65에서 1.10으
로 높아진 반면, 임금 상승률의 표준편차가 기준모형의 0.37에서 0.08로 낮아졌다. 소비
습관을 반영한 생산갭 가중치( )는 기준모형의 0.045에서 0.12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적 통화정책의 생산갭과 소비습관이 반영된 생산갭 표준편차는 기준모형의 0.41
및 0.37에서 0.13과 0.12로 크게 낮아졌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가격경직성이 완화될 경
우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 가중치를 낮추어 물가 상승률 변동은 허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과 생산갭 안정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사회후생 손실을 줄이게
됨을 알 수 있다.
개별 최적 금리준칙들을 비교한 결과, 증가율 준칙의 경우 기준모형과 같이 생산 증가
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보다는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의 손실함수 값이 최
적 통화정책의 손실함수 값에 근접한 것을 알 수 있다. 갭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의 경우도
실업률갭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의 손실함수 값과 최적 통화정책의 손실함수 값 간의 차이
가 생산갭에 대응하는 금리준칙과 비교하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본모형과는
다르게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보다는 실업률갭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이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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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손실함수 값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실업
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과 실업률갭에 대응하는 금리준칙만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로 한다. 두 금리준칙 간 개별 변수의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
는 금리준칙의 경우 실업률과 금리의 표준편차를 제외하고 생산갭, 물가 상승률 및 명목
임금 상승률의 표준편차는 실업률갭에 대응하는 금리준칙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준칙이 물가 상승률과 생산갭 및 임금 상승률 변동을 희생하
여 실업률 변동을 크게 줄이게 된다.
<Table 6>은 여타 모수들은 기준모형과 동일하고 임금경직성(  )이 0.39에서 0.1로 낮
아진 경우 개별 금리준칙의 결과들을 비교한 것이다. 임금경직성이 낮은 경우는 가격경직
성이 낮은 경우와 반대로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물가 상승률 변동성에 대한 가중치( )가
기준모형 0.64에서 0.94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적 통화정책의 경
우 임금 상승률 표준편차가 기준모형의 0.37에서 1.13으로 크게 높아진 반면, 물가 상승
률 표준편차는 기준모형 0.65에서 0.52로 낮아졌다. 즉, 중앙은행은 노동의 상대가격 왜
곡에 따른 비효율이 낮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효율 정도가 높아진 물가 상승률 변동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소비습관을 반영한
생산갭 변동성에 대한 가중치( )는 기준모형의 0.045에서 0.066으로 상승하였는데, 가
격경직성이 낮은 경우(  =0.1)와는 달리 최적 통화정책에서 생산갭과 소비습관을 반영한
생산갭 표준편차는 0.44와 0.40으로 기준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최적 금리준칙을 비교한 결과는 기준모형과 유사하게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의 경우 최적 통화정책의 손실함수 값과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주요 변

Table 6: Sensitivity Analysis: More Flexible Wages ( =0.1)


 

 

Optimal monetary policy

0.52

1.13

Rule responding to output growth
(  = 0.91,  = 1.0,  = 0.1)

0.48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rowth
(  = 0.89,  = 7.9,  = -20.0)









0.40

0.44

0.35

1.45

-

1.79

0.67

0.73

0.89

0.81

29.7

0.52

1.16

0.42

0.46

0.33

1.27

1.0

Rule responding to output gap
= 0.3)
(  = 1.03,  = 0.9, 


0.51

1.56

0.55

0.60

0.72

0.76

20.1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ap
(  = 1.12,  = 1.5, 
= -0.9)


0.53

1.30

0.47

0.51

0.60

0.85

11.0

Note: 1)  = 0.9376,  = 0.0663, and  = 0.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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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표준편차 또한 최적 통화정책의 표준편차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준모형의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 반응계수( =5.3, 
=-20)와 임금경직성이 낮은 경우의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의 반응계
수( =7.9,  =-20)를 비교해 보면, 임금경직성이 낮은 경우 실업률 대비 물가상승률
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Blanchard and Gali (2010)가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의 경우 최적 금
리준칙의 실업률 계수가 물가 상승률 계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Table 7>은 노동공급이 매우 탄력적인 경우(=0.1) 최적 금리준칙 결과를 나타낸다.
노동공급 탄력성이 높아지더라도 노동 타입 간 대체탄력성(  )은 기준모형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노동공급 탄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앙은행 손실함수의 임금 상승률 변
동성 가중치(   )는 0.0267로 기준모형 0.3608과 비교하여 크게 낮아졌다. 이는 임금
경직성이 낮은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0.1인 경우 임금경직성은 높으나 작은 임
금 변동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이 크게 변동하므로 임금경직성이 낮은 경우와 유사한 효
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임금 상승률 변동성을 희생하면서 물가 상승
률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려고 한다.
개별 최적 금리준칙의 경우는 기준모형과 동일하게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최적 금
리준칙의 손실함수 값이 여타 금리준칙과 비교하여 최적 통화정책의 손실함수 값과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 (26)을 통해 노동공급이 탄력적일 때 경제 내의
비효율은 주로 재화시장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임금 상승률이 초래하는 사
회후생 손실은 작아지게 되며, 실업이나 생산갭에 대응하는 금리준칙 계수값이 0에 근접

Table 7: Sensitivity Analysis: Elastic Labor Supply ( =0.1)


 

 

Optim al m onetary policy

0.46

1.58

Rule responding to output grow th
(  = 1.04,  = 1.3,  = 0.1)

0.46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rowth
(  = 0.98,  = 4.1,  = -0.2)









1.23

1.64

13.8

0.77

-

1.72

1.24

1.64

18.7

0.84

3.68

0.46

1.59

1.30

1.73

13.3

0.85

0.74

Rule responding to output gap
(  = 1.03,  = 1.1, 
= 0.0)


0.46

1.76

1.25

1.65

19.0

0.84

4.08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ap
(  = 1.03,  = 1.1, 
= -0.0)


0.46

1.76

1.25

1.65

19.0

0.84

4.08

Note:  = 0.9733,  = 0.0268, and  = 0.2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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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 경우도 기준모형과 같이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준칙이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재화시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하여 동시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사회후생 손
실이 가장 작아지게 된다.
이상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모형에서 도출된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
리준칙이 생산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과 비교하여 최적 통화정책에 가까운 정책이
라는 결론은 소비습관, 가격경직성, 임금경직성 및 노동공급 탄력성 변화 여부와 관계없
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생산갭 및 실업률갭 측정오차와 최적 금리준칙
본 절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 시 집계오차 등으로 인해 자연생산 수준과 자
연실업률 수준이 불확실하게 측정되는 경우 최적 금리준칙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SST (2008)를 참고하여 실제 생산과 자연생산 수준 간의 차이인
생산갭과 실제 실업률과 자연실업률 간의 차이인 실업률갭이 다음과 같이 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를 동반하여 관측된다고 상정한다.




     




     

(34)
(35)

여기서 
 와 
  는 각각 측정오차가 없을 경우의 생산갭과 실업률갭을 의미하며, 

 과


  은 측정오차가 포함된 생산갭과 실업률갭을 각각 의미한다. 생산갭과 실업률갭의 측
정오차는 AR(1)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36)

 

(37)



    

 

여기서  와  는 인 측정오차 충격이며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와   값을
갖는다. 측정오차의 자기상관계수는  = =0.9라고 가정하였다. 측정오차 충격의 표준
편차는 기준모형에서 도출된 생산갭과 실업률갭이 측정오차가 없이 관측된다고 가정한



후, 

 과   의 분산 중   와   의 분산이 설명하는 부분이 각각 75%가 되도록 설정
하였다. 이는   =0.21과   =0.37을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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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 of Uncertainty on Output Gap and Unemployment Gap,
A. Rule Responding to Output Gap

B.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ap

Note: Y-axe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and losses and x-axes represent degrees of
uncertainty measured by standard deviations of output gap measurement error in
panel A and by those of unemployment gap measurement error in panel B.
Optimized interest rate rules responding to output gap and unemployment gap under
certainty assumption are used:  = 0.97,  = 0.6, and  = 0.3 for panel A and 
= -0.4 for panel B.
= 1.01,  = 0.7, and 


<Figure 6>는 생산갭 또는 실업률갭에 대한 측정오차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변수들의 표준편차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세로축은 우하단의 손실함수 값을 제외하고는
변수들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가로축은 불확실성 정도(s)를 나타낸다. 불확실성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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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갭 또는 실업률갭의 측정오차 표준편차의 크기로 측정하였다. 불확실성 정도가 가장
낮은 경우(s=0)는 측정오차가 없으며, 가장 높은 경우는(s=20) 불확실성이 포함된 생산
갭 또는 실업률갭 분산의 약 72%가 측정오차의 분산이 설명하도록 설정하였다. 금리준칙
의 반응계수는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의 생산갭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과 실업률갭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을 각각 이용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은행이 불확실
하게 관측되는 변수에 대응할 경우, 불확실성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의 변동성이 증
가하고 중앙은행 손실함수 값 또한 증가한다. 특히 생산갭 측정오차의 분산이 측정오차
를 포함한 생산갭 분산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측정오차가 포함된 생산갭에 대응하
는 금리준칙의 손실함수 값이 생산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의 손실함수 값(0.4108)
보다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9) 이는 측정오차의 분산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최적 금리
준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이 불확실하게 관측되는 생산갭 또는 실업률갭에 대응할 경우의 최적
금리준칙을 시산하고, 그 결과를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고자 한다. 중앙은행 목적함
수는 식 (30)과 동일하며, 최적 금리준칙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격자탐색을 통해 시산하였다.
모의실험 결과는 <Table 8>에 정리하였다. 우선, 증가율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의
결과는 생산갭과 실업률갭이 측정오차 없이 관측되는 경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생산갭과 실업률갭의 측정오차는 금리준칙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은행이 측정오

Table 8: Performance of Optimized Policy Rules under Uncertainty


 

 

O ptim al m onetary p olicy

0.65

0.37

R ule responding to output gro w th
(  = 0.93,  = 0.8,  = 0.3)

0.60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rowth
(  = 0.66,  = 5.3,  = -20.0)









0.37

0.41

0.63

1.71

-

0.64

0.90

0.98

1.65

0.74

27.2

0.65

0.44

0.33

0.37

0.41

1.39

4.5

R ule responding to output gap
= 0.2)
(  = 0.97,  = 0.6, 


0.62

0.63

0.66

0.72

1.31

0.73

27.3

Rule responding to unem ploym ent gap
= -0.1)
(  = 0.99,  = 0.5, 


0.63

0.60

0.64

0.70

1.23

0.66

22.8



(%)

Note: As in the baseline model, policy weights in the loss function are  = 0.6392,  = 0.0452,
and  = 0.1131.

9) 측정오차 분산이 측정오차가 포함된 생산갭 분산의 25%인 경우, 측정오차가 포함된 생산갭에 대응하는 금
리준칙의 손실함수 값은 0.4112으로 시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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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무관한 증가율 변수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최적 금리준칙이 측정오차가 포함되지 않
은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다음으로 갭변수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의 반응계수를 살
펴보면, 기준모형의 결과인 <Table 3>의 생산갭과 실업률갭이 오차없이 관측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확실하게 관측되는 변수에 대응하는 경우의 반응계수가 작지만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생산갭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의 경우 생산갭에 대한 최적 반응계
수는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 0.3에서 불확실성이 포함된 경우 0.2로 감소하였으며, 실업
률갭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의 경우 실업률갭에 대한 최적 반응계수 또한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 -0.4에서 불확실성이 포함된 경우 -0.1로 그 절대값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증앙은행이 불확실하게 관측되는 변수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사회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Orphanides and Williams (2002)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금리준칙 간 손실함수 값의 비교를 통해 생산갭과 실업률갭에 불확실성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바람직한 금리준칙 형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생산갭과 실업률갭에 측정오차가 포
함되는 경우에는 금리준칙이 생산 또는 실업률에 대응하는 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갭변수
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증가율 변수에 대응하는 것이 사회후생 손실을 줄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중앙은행이 생산갭에 대응하는 경우 손실함수 값이 0.411인 반면 생산 증가
율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0.410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실업률갭에 대
응하는 경우에는 손실함수 값이 0.397인 반면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0.338
로 감소하였다. 또한 생산 증가율에 대응하는 최적 금리준칙과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
는 최적 금리준칙의 손실함수 값을 비교해 보면, 중앙은행이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을 운영하는 것이 최적 통화정책에 보다 근접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각 최적 금리준칙 하에서 주요 변수들의 표준편차 크기를 살펴보면,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은 물가 상승률과 금리 표준편차를 제외하면 여타의 금리준칙과 비교
하여 모든 변수들의 표준편차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
하는 금리준칙이 금리조정을 통해 물가 상승률 변동을 다소 희생하면서 실업률 등 여타
변수들의 변동을 축소시킴으로써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 이러한 결과는 측정오차 분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측정오차 분산이 측정오차를 포함하는 생산갭 분산
의 25% 이하의 경우에는 기본모형의 결과와 동일하게 생산갭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이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보다 손실함수 값이 작게 시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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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본고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준칙 운영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물변수로서 실업률의 역할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측정오차로 인한 생산갭과 실업률갭의 불확실성이 최적 금
리준칙에 미치는 영향을 아울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노동이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공
급되는 것을 가정하는 뉴케인지안 DSGE 모형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모
형의 모수를 추정한 후 최적 통화정책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이 여타의 금리준칙과 비교하여 사회후
생 손실을 효과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실업률 증가율이 중앙은행
목적함수에 포함된 물가 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및 생산갭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함으로써 물가 상승률과 명
목임금 상승률 및 생산갭 변동을 동시에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생산 변수에 대응
하는 금리준칙의 경우에는 생산갭이 불확실하게 관측되는 정도에 따라 최적 금리준칙의
결과가 달라졌다. 즉, 생산갭이 오차 없이 관측되는 경우에는 생산갭에 대응하는 금리준
칙이 생산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과 비교하여 사회후생 손실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산갭에 측정오차가 발생하고 측정오차의 크기가 일정 수준보다 크게 되
면 중앙은행이 불확실하게 관측되는 생산갭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측정오차가 없는 생산
증가율에 대응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
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물가 및 경제성장 지표와 더불어 실업률도 중요한 지표변수
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의 분석틀은 기존의 뉴케인지안 DSGE 모형에 실업률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주요 변수인 실업률을 고려한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고는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임금노동자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실
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동학과 이에 대한 논의는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
다. 또한 본고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만을 고려하여 노동이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공급됨
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고 상정하였다.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는 탐색모형 등을 활용
하여 노동수요 측면의 마찰요인까지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본
고에서는 재화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만을 고려하여 최적 통화정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
였으나, 자본 또는 자본의 가동률과 금융시장의 마찰 요인 등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통화
정책 관련 보다 다양한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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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and Optimal Monetary Policy
This paper studies the role of unemployment as a feedback variable in
monetary policy interest rate rules. While labor market variables are
perceived to be important ingredients to explain business cycle fluctuations,
many new Keynesian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literatures based on Korean economy consider output for the real sector
variable in the feedback rule. We build a DSGE model with sticky prices and
wages and unemployment, estimate the model using Korean data, and
compare welfare losses between the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and
the rule responding to output.
We find that the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rowth is more
welfare improving than other rules. It is because unemployment growth
contains information on not only output gap, but also price inflation and
wage inflation which are components of welfare loss function. Therefor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rowth mitigates inefficiencies from sticky
prices and wages at the same time. This result holds with and without
uncertainty in output gap and unemployment gap. While, in case of
certainty, the rule responding to output gap is more welfare improving than
the rule responding to output growth, the result is reversed in case of
uncertainty because the rule responding to uncertain output gap measure
misleadingly increases fluctuations of other variables. These results imply
that, when central banks practice monetary policy, unemployment can be
used as a useful

feedback variable together with inflation and outpu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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