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이 실물투자에 미치는 영향
손민규*·조항서**
지난해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함
에 따라 일각에서는 저인플레이션이 실물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
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론 및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는 크게 기대수익 경로와 불확실성 경로로 집약된다. 먼저 기대수익 경로의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일정할 경우 실질금리 등을 비롯한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실물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불확실성 경로에서는 인플레
이션이 높을수록 기업의 투자 기회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인플레이션
이 실물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자본의 사용자비용 및 불확실성에 주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은 자본의 사용자비용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나는 반면
투자를 제약하는 불확실성과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경로별 영향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비투자 결정모형 등을 추정한 결과, 인플레이션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수익 경로와 불확실성 경로가 시차를 두고 혼재되어 그 방향성이 불분명하였다.
한편, 수요변화 및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반영하는 GDP 변화는 설비투자의 변화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저인플레이션이 실질금리 상승을 통해 실물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보다는 수요부진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동시에 설비투자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여 인플
레이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내수 진작과 성장동력 강화 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
충하는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손민규 과장 (전화: 02-759-4186, e-mail: mkson@bok.or.kr)
**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조항서 과장 (전화: 02-759-4434, e-mail: hangseo.cho@bok.or.kr)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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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로 고려하여 설비투자 결정모형을 추정하여
인플레이션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석한다. 끝으로 Ⅳ장에서는 분석결과 등을 종

이 둔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반

합하고 국내 설비투자의 회복과 관련한 시사

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점을 첨언한다.

는 저인플레이션이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으
로 작용하여 설비투자의 회복을 상당기간 지
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수요부진은 설
비투자 부진과 저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초래

Ⅱ. 인플레이션과 실물투자간
관계
1. 이론적 파급경로

하는 주된 요인이나 낮은 인플레이션이 실물
투자의 유인을 더욱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인플레이션이 실물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주장이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가 소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실

득 혹은 부를 현금 및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

질금리 등을 감안한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반

유함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비례 관계를 가짐에 따라 실물투자에 정(+)의

기업의 투자비용이라 할 수 있는 실질금리 상

영향을 미치는 기대수익 경로와 인플레이션

승을 통해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

수준이 높을수록 투자이익 산정 등과 관련한

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실물투자에 부(-)의 영

이에 본고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투자에 미

향을 갖는다는 불확실성 경로로 집약된다.

치는 영향을 이론적 파급경로 등에 비추어 다
각도로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1) 기대수익 경로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실물투
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파급경로 개관과

인플레이션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일정하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과 설비투자간 추이

다면 실질금리 등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감소

비교를 통해 점검한다. 이어 Ⅲ장에서는 우리

시켜 기업이 실물투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

나라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실질금리 등 자본

용할 수 있다. Hall·Jorgenson(1967)의 최

의 사용자비용 및 인플레이션 불확실성과 어

적자본스톡이론 등과 같은 전통적 투자이론1)

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인플레

에 따르면 기업의 실물투자는 다음 <식 1>과

이션 요인, 자본의 한계생산성 등을 종합적으

<식 2>로 정의되는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자

1) 최적자본스톡이론 이외 전통적 투자이론에 관해서는 <부록 1>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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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간 격

(2) 불확실성 경로

차, 즉 투자의 기대수익률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은 투자의 기회
<식 1> 자본의 사용자비용

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증대시

(=실질 한계비용)2)

킴으로써 실물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Ball(1992), Holland(1993) 등

3)

:

은 고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경제주체들이 긴
축적 통화정책의 시행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식 2> 기업 투자함수

러한 긴축조치의 시기(timing) 등과 관련된

: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
도 증대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불
단, : 자본재가격, : 일반물가,
: 자본재상대가격,
: 실질금리(
), : 감가상각률, : 기업투자,
: 총수요(GDP),
: 자본의 한계생산성

확실성 증대는 Caballero·Pindyck(1991),
Dixit(1992)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여타
경제변수의 불확실성과 마찬가지로 투자

위의 식에 따르면 자본재가격과 일반물가
간의 비율인 자본재상대가격(=

)과 감가

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으로 인해 기
업의 실물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5) 이

상각률(= )이 일정할 경우 인플레이션율(=

와 함께 Lucas(1972), Barro(1976),

)의 상승은 실질금리 하락을 통해 자본의 사

Sheshinski·Weiss(1977) 등은 인플레이션

용자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과 상대가격의 변동성간의 관계에 주목하였

4)

유인으로 작용한다.

는데,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때 각 부문의
가격조정이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2)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법인세 및 투자세액공제 등에도 영향을 받으나 본고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관련 세
제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3) 동 산식의 유도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이 자본을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명목 비용은 아래의 식과 같이 크게 ①자본재( )의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또는 자본재 구입을 위한 차입비용( )과 ②자본재의 마모에 따른 비용인 감가상각( ), ③자본재가
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으로 구성된다.
·자본의 명목 사용자비용:
이때, 자본재가격의 상승률( )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 )과 동일하다고 가정(
)하고 실물투자의 편익인
자본의 한계생산성과의 비교를 위해 일반물가( )로 실질화하면 본고의 <식 1>과 같은 자본의 사용자비용 또는 실질 한계비용
이 도출된다.
4) 반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더라도 일반물가보다 자본재가격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경우에는 이러한 기대수익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실물투자에 부(-)의 영향을 줄 수 있다.
5) 기업이 사전에 계획된 투자를 일단 실행하게 되면 중도에 오류가 있더라도 투자 중단에 따른 손실로 인해 투자를 취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결정 시점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8

MONTHLY BULLETIN

인플레이션이 실물투자에
미치는 영향

재화별 상대가격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이러
한 상대가격의 변동성 또한 투자의 기대수익
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기업
의 실물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1>

인플레이션율1)과 설비투자증가율2)

(%)
외환위기
외환위기 전
60 (상관계수: 0.27 ) (- 0.89)
80

금융위기 전
(- 0.65 )

40

추이 비교

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설비투자증가율간의

6

0
4

-20
-40

1990년대 이후 분기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8

설비투자
증가율(좌축)

20

2. 인플레이션과 설비투자6)간

(%)
12
금융위기 후
(0.04)
10

-60

2

인플레이션율
(우축)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주 : 1) 소비자물가상승률

0

2) 전년동기대비

추이인 <그림 1>를 보면 두 변수간 관계의 방
향성이 일정하지 않은 모습이다. 먼저 1990
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두 변수간에는 정
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27)를 보이다가
1997~98년 외환위기 기간중에는 환율급등

<그림 2>
90

GDP성장률1)과 설비투자증가율1)

(%)
외환위기전
( 상관계수: 0.82 )

60

외환위기
(0.93)

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급격한 경기침체가

(%)
15
금융위기후
(0.88)
10
GDP성장률
(우축)

금융위기전
(0.55 )

30

5

전환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도 글로벌

0

0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부의 상관관계(-0.65)

-30

동반됨에 따라 높은 부의 상관관계(-0.93)로

를 지속하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약한 상
관관계(0.04)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그
림 2>에 나타난 것처럼 설비투자와 GDP성장

-60

설비투자
증가율(좌축)

-5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0

주 : 1) 전년동기대비

률간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뚜렷한 정(+)의 상

(+)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나 2000년 이후에

관성을 보이고 있다.

는 미약한 부(-)의 상관관계로 전환되는 등
두 변수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모습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율의 추이를 <그림 3>

반면 GDP대비 설비투자비율과 GDP성장률

과 같이 한 나라의 투자수준을 가늠할 수 있

간의 관계는 1990년 이후 전체기간은 물론

는 GDP대비 설비투자비율과 비교해보면

2000년 이후에도 정(+)의 상관관계가 성립하

1990.1분기~2013.2분기중에는 대체로 정

는 모습이다.

6) 본고에서는 기업의 실물투자로서 설비투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건설투자는 제외하였는데, 이는 건설투자의 경우 정부의
SOC 투자지출 등 정부정책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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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비율1)과 인플레이션율 및 GDP성장률간 관계

<그림 3>

(인플레이션율)
15

(GDP성장률)

(GDP대비 설비투자, %)

15

1990.1분기~2013.2분기
y = 0.17 x + 9.37
<2.80> <30.43>

13

1990.1분기~2013.2분기
y = 0.23 x + 8.87
<8.46> <48.68>

13
11

11
9
7

(GDP대비 설비투자, %)

9

y = -0.05 x + 9.72
<-0.43> <32.48>

2000.1분기~2013.2분기

5
0

(인플레이션율, %)
2

4

2000.1분기~2013.2분기

7

6

8

10

주 : 1) GDP대비
2) < >내는 추정계수의 t-값

Ⅲ. 인플레이션이 실물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인플레이션의 파급경로별 영향

y = 0.15 x + 8.93
<6.54> <75.74>

5
-8 -6 -4 -2

0

2

4

6

(GDP성장률, %)
8 10 12 14

주 : 1) GDP대비
2) < >내는 추정계수의 t-값

<식 3> 자본의 사용자비용
:
단, : 설비투자디플레이터, : GDP디플레이터, : 실질
금리로서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AA-)에서 소비자물가상승
률을 차감, : 감가상각률로서 표학길(2000)에 따라 5%를
적용

앞서 제시한 이론적 파급경로에 기초하여
인플레이션이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불확실성
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점검해 보았다.

다음 <그림 4>를 통해 두 변수간 추이를 보
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실질금리 외에 자본

먼저 다음 <식 3>과 같이 자본의 사용자비

재상대가격에도 영향을 받으나 전반적인 움

용을 시산하여 인플레이션율과의 관계를 살

직임은 주로 실질금리의 변동에 의해 좌우됨

펴보았다.

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의 대용지표인 소비자

7) 한편, 자본재상대가격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립된 이론이나 실증
연구가 국내외로 별로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재상대가격이 주로 환
율의 변동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이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에서 수입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자본재상대가격1)과 원달러환율2)
1.4

7.4
7.2

원달러환율(좌축)
1.2

7.0
6.8

1.0
자본재상대가격(우축)

6.6
6.4

00

02

04

06

08

10

12

주 : 1) 설비투자디플레이터/GDP디플레이터
2) 자연대수를 취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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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실물투자에
미치는 영향

물가상승률과는 대체로 부(-)의 관계를 보이
7)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인플레이션 불확

는 모습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

실성간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우 인플레이션율은 실질금리를 통해 자본의

불확실성의 지표로 인플레이션율 자체의 변

사용자비용을 감소시켜 적어도 기대수익 경로

동성과 품목별 상대가격 변동성으로 구분하

로는 실물투자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여 각각 분석해보았다.

예상된다.
첫째, 인플레이션율 자체의 변동성을 측정
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시계열을 대

<그림 4> 인플레이션율1)과 자본의 사용자비용
24

(%)

(%)

21
자본의 사용자비용(좌축)

18
15
12
9
6
3
0

인플레이션율(우축)
실질금리(우축)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20
18
16
14
12
10
8
6
4
2
0
-2

주 : 1) 소비자물가상승률
2) 실질금리는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AA-)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하여 산출

상으로 Bollerslev(1986)의 GARCH모형을 추
정해 보았다. GARCH모형의 경우 관찰기간
에 따라 추정결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는 점
을 고려하여 1990.1월~2013.7월과 2000.1
월~2013.7월로 분석기간을 달리하여 각각
추정을 시도하였다. GARCH모형의 추정8)을
통해 산출된 인플레이션율의 GARCH변동성
추이를 <그림 5>를 통해 살펴보면 1997년 외
환위기의 여파로 인플레이션율이 급등락한
1997~2000년에 인플레이션 변동성도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이후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인플레이션율과 자본의 사용자비용간 시차

서 변동성도 점차 낮아져 최근에는 소폭의 등

상관관계를 보면 1~3분기의 시차를 두고 인
플레이션율이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부(-)의

<그림 5>
10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1)과 GARCH변동성2)

(%)

0.8

8

<표 1>

자본의 사용자비용1)과 인플레이션율1)간
시차상관계수2)

당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12

-0.23**

-0.31**

-0.28**

0.01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2) 당분기(t) 인플레이션율과 (t+i)분기 자본의
사용자비용간의 상관계수
3)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0.6
GARCH변동성(우축)

6
0.4
4
0.2

2
0

인플레이션율(좌축)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0.0
12

주 : 1) 소비자물가상승률
2) 월별 추정치를 분기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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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위의 방식에 따라 산출된 상대가격 변동성
과 인플레이션율의 추이를 <그림 6>과 같이
비교한 결과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결과

둘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과 관련된 또 다

와 마찬가지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두 변

른 지표로서 품목별 상대가격 변동성을 <식

수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상관계수:

4>와 같이 시산하였다. 본고에서는 신선우·

0.293)을 보였다.

구재운(2003), 김치호·문소상(1998) 등을
참고하여 상대가격 변동성을 일정시점의 우
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개별 품목

<그림 6>
10

인플레이션율과 상대가격 변동성1)

(%)

50

의 가격상승률과 전 품목의 평균 가격상승률
8

간 분산으로 정의하였다.9)

40
상대가격 변동성(우축)

6

<식 4> 품목별 상대가격 변동성

4

20

2

:

0

단,

30

10

인플레이션율(좌축)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0
12

주 : 1) 월별 추정치를 분기로 평균

상품의 가격상승률, =전품목의 평균가격상승률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각 품목별 물가지수의 가중치를 동등하
게 설정(
)

결국 앞서 추정한 인플레이션율 자체의 변

8) 각 추정기간별 GARCH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율 GARCH(1,1) 모형 추정

·평균방정식:
·분산방정식:
: 인플레이션율,

: 인플레이션율의 자기시차항(1~7개월), : 오차항,

: GARCH 변동성

추정기간

로그우도값

1990.1월~2013.7월

0.0052
(0.0006)

0.0347**
(0.0151)

0.9422***
(0.0356)

-184.176

2000.1월~2013.7월

0.0025
(0.0034)

-0.0567*
(0.0291)

1.0398***
(0.0528)

-73.637

주 : 1) ( )내는 각 추정치의 표준오차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9) 상대가격 변동성은 이론적으로는 개별 품목의 가격수준이 전체 품목의 평균 물가수준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정도로 정의된다.
그러나 물가지수가 시계열의 특성상 장기적 추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실증분석에는 본고와 같이 품목별
물가지수의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율간의 분산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김치호·문소상(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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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실물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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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과 상대가격 변동성은 서로 다른 추이를

켜 설비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투

보이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두

자를 제약하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 효

불확실성 모두 커지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과가 있으므로 두 상이한 경로의 상대적 크기

파악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인플레이션 불확실

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성 지표와 인플레이션율간의 관계를 보다 명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적으로 살펴보고자 다음 <표 2>와 같이 회
귀식10)을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 설명변수

2. 설비투자 결정모형 등을 통한
분석

인 인플레이션율의 계수값이 모든 회귀식에
서 양의 값을 가짐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상

(1) 설비투자 결정모형

승할수록 인플레이션율의 GARCH변동성과
상대가격 변동성도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

앞서 살펴본 인플레이션의 설비투자에 대

타났다.11)

한 경로별 영향과 자본의 한계생산성 등을 종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플레이
션은 실질금리를 통해 사용자비용을 감소시

<표 2>

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비투자 결정모형을 추
정해 보았다.

인플레이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간 회귀식 추정 결과
불확실성 지표

회귀식 추정결과

·GARCH변동성
(1990년 이후)
(2000년 이후)
·상대가격 변동성

(0.029)***

(0.002)**

(0.041)***

(0.002)*

(1.522)***(0.091)**

(0.235)**

주: 1)
: 인플레이션 GARCH변동성,
: 상대가격 변동성, : 인플레이션율
2) 추정기간은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추정된 GARCH변동성을 이용한 회귀식을 제외하고는 1990.1분기~2013.2분기로 함
3) ( )내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10) GARCH변동성을 회귀식의 종속변수로 둘 경우 GARCH변동성이 이미 특정 모형에서 도출된 추정치로서 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를 지님에 따라 동 회귀식에서 추정된 계수값의 유의성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 신선우·구재운(2003)을 비롯한 일부 기존연구도 본고와 같이 GARCH변동성을 종속변수로 회귀식을 추정
한 바 있다.
11) 덧붙여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지표와 인플레이션율간 그랜저인과검정을 실시한 결과, 검정에 포함된 시차의 수에 따라 다소 결
과가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인플레이션율이 상대가격 변동성에는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GARCH변동
성과는 쌍방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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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설비투자 결정모형의 설명변수로는

－)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모형설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 <식 5>와

정과 관련하여 자기상관 문제를 완화하고자

같이 GDP(수요요인) 외에 자본의 사용자비용

오차항을 AR(1)으로 설정하였으며, 설명변수

을 구성하는 자본재상대가격(비용요인)과 실

와 종속변수간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질금리(비용요인)를 포함하였으며, 인플레이

일부 설명변수에 대해서는 1~2기의 시차를

션 불확실성 지표인 인플레이션율의 GARCH

적용하였다.12) 추정기간은 1990.1분기부터

변동성 또는 상대가격 변동성도 추가하였다.

2013.2분기로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

비용요인과 관련하여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환위기 이후인 2000년을 전후로 설비투자의

자본재상대가격과 실질금리로 각각 구분하여

행태에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

회귀식에 포함한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직접

표 2>와 같이 2000년 이후만을 대상기간으로

적으로 관련이 있는 실질금리의 설비투자에

한 추정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13)

대한 영향력을 보다 명시적으로 점검하기 위
해서이다. 설명변수의 예상부호는 GDP의 경

<식 5 : 설비투자 결정모형>

우 수요요인이자 자본의 한계생산성과도 연
관됨에 따라 설비투자에 정(+)의 영향을, 비
용요인인 자본재상대가격과 실질금리는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
러 인플레이션 불확실성과 관련된 변수는 불
확실성과 투자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가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성립한다면 설비투자에 부(

단,
: 실질설비투자,
: 실질GDP,
: 자본재
상대가격(=설비투자디플레이터/GDP디플레이터),
:3
년 만기 회사채수익률(AA-)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실질화,
: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지표(GARCH 변동성 또는 상대
가격 변동성),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12) GDP의 경우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1990~2013년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 1기의 시차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2000~2013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당기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가 2000년 이후에는 기업들의 보수
적인 경영행태 등의 영향으로 GDP의 변화에 동행 내지 후행하는 특징을 보이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래의 그랜저인과검정
결과에서도 2000년대 이후 GDP성장률이 설비투자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랜저인과검정 결과
귀무가설

F-통계량

P-value

설비투자증가율 ⇒ GDP성장률

0.155

0.960

GDP성장률 ⇒ 설비투자증가율

5.298

0.001

13) 전체 추정기간(1990.1분기~2013.2분기)을 대상으로 Chow 검정을 실시한 결과 2000.1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행태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how 검정 결과
F통계량

3.027 (0.015)

우도비(log likelihood ratio)
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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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결과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을 받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계수값의 부호가 대부분 이론에 부합하나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인플레이션과 설비투자

자본재상대가격과 실질금리 등 비용요인의

간 관계의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인플레이션

경우 해당 계수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추정기

이 기대수익 경로인 실질금리를 통해 설비투

간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구체

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인플레이션

적으로 자본재상대가격과 실질금리는 2000

율의 상승에 따라 야기되는 인플레이션율 자

년 이전 기간을 포함한 전체기간의 경우 계수

체의 변동성 또는 품목별 상대가격 변동성의

값의 유의성이 높은 반면 2000년 이후 기간

증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유의

만을 대상으로 추정할 경우에는 계수값의 유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성도 떨어지고 실질금리의 경우 부호도 이
(2) 부호제약 VAR 모형을 통한 분석

론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수요요인이자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대
용지표인 GDP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앞서 단일 회귀식에 의한 분석은 정태분석

지표인 변동성은 모두 추정기간과 관계없이

으로서 모형 내 변수들간의 장기동학(long-

높은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설비

run dynamics)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

투자 결정요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DP

으며,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 수요충격 혹은

성장률로 정의되는 수요요인과 함께 인플레

공급충격에 의해 초래될 때 실물투자에 대한

이션에 내재된 경제의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

영향이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없

<표 3>

설비투자 결정모형 추정 결과
추정기간
(불확실성 지표)

GDP(-1, 0)1)
자본재상대가격
실질회사채금리(-2)
인플레이션
불확실성(-1)

1990.1분기~2013.1분기
(GARCH변동성)
2.207***

(상대가격 변동성)

2000.1분기~2013.2분기
(GARCH변동성)

(상대가격 변동성)

1.926***

2.608***

2.279***

(0.384)

(0.346)

(0.597)

(0.490)

-1.561***

-1.539***

-0.189

-0.274

(0.238)

(0.240)

(0.307)

(0.293)

-1.400***

-1.284***

0.366

0.804

(0.442)

(0.438)

(0.593)

(0.528)

-34.792**

-0.252*

-51.420**

-0.266**

(14.247)

(0.145)

(20.546)

(0.128)

0.821***

0.825***

0.604***

0.703***

(0.070)

(0.064)

(0.097)

(0.095)

Adj.R2

0.861

0.852

0.762

0.831

D.W.

1.731

1.735

1.802

1.786

AR(1)

주: 1) 추정기간을 1990.1분기~2013.1분기로 할 경우 1기 시차값을, 2000.1분기~2013.2분기로 할 경우 당기값을 적용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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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본고에서는 <식 6>과 같이 모든 관

직임에 부호제약(sign-restriction)을 부과하

련 변수들을 내생화한 VAR모형의 충격반응

는 모의실험을 통해 각각의 충격을 식별하였

함수를 활용한 동태분석을 병행하였다. 본고

는데14), 수요충격은 충격발생 후 첫 2분기15)

에서 설정한 VAR모형에 포함된 변수로는 실

동안 GDP성장률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질GDP성장률, 인플레이션율인 소비자물가

상승하는 충격으로, 공급충격은 첫 2분기 동

상승률, 명목회사채수익률, 인플레이션 불확

안 GDP성장률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실성 지표인 상대가격 변동성, 실질설비투자

상승하는 충격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증가율 등 5개로서 분석기간은 1990.1분기부
터 2013.2분기이며, 시차는 SC와 HQ 기준에
따라 2분기로 하였다.

<그림 7~11>에서 나타난 내생변수들의 충
격반응 결과를 충격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충격의 경우 모

<식 6> VAR모형
:
단, = [실질GDP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회사채수익
률, 상대가격 변동성, 실질설비투자증가율]’
, 대상기간은
1990.1분기~2013.2분기이며, 시차는 2분기로 설정

형설정대로 GDP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이 상
승한 가운데 명목금리의 상승으로 실질금리
도 상승하였으나 인플레이션율 상승의 영향
으로 상승폭은 명목금리보다 작았다. 또한 인
플레이션 불확실성으로 이용된 상대가격 변

VAR모형의 충격반응에서 인플레이션율의

동성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에 따라 증가하

변동요인이 수요충격인가 또는 공급충격인가

였다. 따라서 수요충격에 기인하는 인플레이

에 따라 이에 동반되는 GDP성장률의 변화 방

션율의 상승은 실질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효

향이 다르며 그에 따라 설비투자의 최종적인

과와 불확실성을 높이는 효과가 상충되는 가

변화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

운데 GDP 증가로 나타나는 자본생산성의 증

안하여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요인을 GDP 증

가가 설비투자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

가를 동반하는 정(+)의 수요충격과 GDP 감

났다. 둘째, 공급충격의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소를 동반하는 부(-)의 공급충격으로 구분하

단기적으로 상승하여 실질금리도 명목금리보

여 충격반응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다 단기적으로 더 크게 하락하였으나 GDP성

Canova(2012) 등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충격

장률의 하락에 따른 자본생산성의 감소와 인

발생 초기 GDP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움

플레이션 불확실성 증가가 설비투자를 위축

14) 부호제약 충격반응 도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15) 부호제약 기법을 활용하여 수요 및 공급충격, 통화정책 충격 등을 식별한 Scholl·Ulhlig(2008), Schenkelberg
·Watzka(2011), Canova(2012) 등 기존연구에서는 부호제약 기간을 2~4분기로 설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 제약이 완
화된 경우인 2분기로 설정하였으며, 부호제약 기간을 4분기로 설정하더라도 2분기의 부호제약하에서 도출된 충격반응 결과
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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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DP성장률의 충격반응
(수요충격)

1.2

(공급충격)

(%p)

0.4

0.9

(%p)

0.0

0.6

-0.4

0.3
-0.8

0.0

-1.2

-0.3
-0.6

1

4

8

12

16

20

-1.6

1

4

8

12

16

20

16

20

주 : 1) 점선은 90% 신뢰구간

<그림 8>

인플레이션율의 충격반응
(수요충격)

0.6

(공급충격)

(%p)

0.6

(%p)

0.4
0.4

0.2
0.0

0.2

-0.2
0.0

1

4

8

12

16

20

-0.4

1

4

8

12

주 : 1) 점선은 90% 신뢰구간

<그림 9>

회사채수익률의 충격반응
(수요충격)

1.2

(공급충격)

(%p)

0.8

0.8

(%p)

0.4
명목회사채수익률

0.4

명목회사채수익률

0.0
실질회사채수익률

실질회사채수익률

0.0
-0.4

-0.4

1

4

8

12

16

20

-0.8

1

4

8

12

16

20

주 : 1) 점선은 명목 회사채수익률 반응의 90%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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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상대가격 변동성의 충격반응
(수요충격)

3

(공급충격)

(%p)

3

(%p)

2

2

1
1
0
0
-1

-1

1

4

8

12

16

-2

20

1

4

8

12

16

20

주 : 1) 점선은 90% 신뢰구간

<그림 11>

설비투자증가율의 충격반응
(수요충격)

6

(공급충격)

(%p)

(%p)

2

2

(%p)

(%p)
GDP성장률(우축)

0
3

1

0

0
설비투자증가율(좌축)

1

4

8

12

16

0

-2

-1
설비투자증가율(좌축)

GDP성장률(우축)

-3

1

20

-1

-4

-2

-6

-3

-8

1

4

8

12

16

20

-4

주 : 1) 점선은 설비투자증가율 반응의 90% 신뢰구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

비투자에 미치는 방향성이 불분명한 상황에

션이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인

서 주로 수요요인이자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의 움직임이

결부된 GDP의 변화에 따라 설비투자 변동의

충격의 유형별, 경과시점별로 상이한 양상을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되는 것을 시사한다.

보이는 반면 설비투자의 변동은 충격반응의
전 기간에 걸쳐 GDP성장률의 움직임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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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수익 경로와 불확실성 경로가 각 충격유형별

인플레이션이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로 시차를 두고 혼재되어 인플레이션율이 설

파급경로는 이론적으로 크게 실질금리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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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기대수익 경로와 불확실성 경로

하여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가

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경로의 효과는 서로

운데 내수 진작과 성장동력 강화 등을 통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자본의 한계생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산성이 일정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실질금리

나가야 할 것이다.

를 통해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감소시켜 기
업의 설비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다. 반면 인플레이션율은 상대가격 변동성
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기업의 투자 결정시 기회비용 산정 등에 어
려움을 줌으로써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파급경로별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설비투자 결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인플
레이션의 기대수익 경로로 작용하는 실질금
리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은 2000년대
들어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반면 인플레
이션 불확실성의 영향력은 추정대상 기간과
관계없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
플레이션이 GDP의 변화와 동반되는 점을 고
려한 실증분석 결과 인플레이션의 설비투자
에 대한 영향이 각 경로별로 시차를 두고 혼
재된 상황에서 주로 수요요인이자 자본의 한
계생산성과 결부된 GDP의 변화가 설비투자
의 최종 향방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저인플레이션이 실질금리를 통
해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
는 이와 함께 지속되는 수요부진이 투자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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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통적 기업투자 이론의 개요

본고에서 제시한 최적자본스톡이론 외에 기업의 실물투자에 관한 전통적 이론으
로는 기대수익이론, 가속도이론 및 토빈의 Q 등을 들 수 있다.
▶기대수익이론: 고전학파의 현재가치법과 Keynes의 자본의 한계효율법이 있으

며, 기업의 투자가 기대수익과 자금조달에 따른 시장금리 등 비
용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가속도이론: Clark, Frisch, Koyck 등이 주장하였으며, 균형자본스톡과 GDP간

에는 일종의 선형관계가 성립하여 GDP의 변동폭에 비례하여 자본
스톡의 조정, 즉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토빈의 Q: 투자가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가치와 기업이 보유한 실물자본의

대체비용간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 이론이다. GDP, 금리
등에 초점을 둔 기존 이론들과는 달리 주식시장과 기업투자간의 관
계를 강조한다.
·토빈의 Q = 기업의 시장가치/실물자본 대체비용. Q>1: 투자 증가, Q<1: 투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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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모의실험을 통한 부호제약하 충격반응 도출 절차

1. 다음의 축약형 VAR을 오차항( )의 공분산행렬에 대한 Cholesky 분해를 통해
구조적 충격( )으로 구성된 구조형 VAR로 변환한다.
(1)

·축약형 VAR:
·구조형 VAR:
단,

는 k개의 내생변수 벡터, : 축약형 VAR의 오차항,

,

(2)

: 구조적 충격
(Cholesky 분해)

2. 구조형 VAR를 Wold 정리에 따라 아래의 무한차수 이동평균 형태(VMA:
Vector Moving-Average)로 변환한다.
·VMA형:

(3)

3. 결합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k×k 난수행렬
직교행렬

를 추출한다.(

를 생성하고 이를 QR 분해하여
)

4. 직교행렬 와 VMA식의 계수행렬을 결합한
을 통해 각 내생변수
별 충격반응을 산출한다. 산출된 충격반응 결과 중 부호제약*을 만족할 경우
결과값을 저장한다.
* 본고에서는 충격반응 기간을 20분기로 설정하였고 GDP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첫 2분기 동안의 충격
반응에 대해 부호제약을 부과하였다.

5. 위의 3~4번 과정을 n회(=10,000) 반복하여 부호제약을 충족하는 충격반응 결
과 r개를 대상으로 평균값과 신뢰구간을 계산한다.
* 이때, r/n은 총 실험횟수 중 부호제약을 만족한 횟수의 비율(acceptance rati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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