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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정도(精度) 높은 경제전망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하여 초단기 시계
부터 장기 시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해왔다. 특히 경
제전망에서 주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BOKDPM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4년 이
론적 정합성이 높은 BOKDSGE 모형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밸류
체인 강화, 유가 변동성 확대, 추세성장률 저하 등 그동안 우리 경제에서 나타난 구
조적인 변화는 기존 BOKDSGE 모형의 자료 적합도 및 전망 정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동 모형의 자료 설명력 및 예측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은 개선 작업을 실시하였다.
첫째, 가계를 금융접근 제약·비제약 가구로 구분하고 정부 이전지출을 포함하
는 등 재정부문을 강화하였다. 둘째, 기존 3변수 VAR 모형으로 구성된 해외경제
를 독립적인 DSGE 모형 구조로 변환하여 이론적 정합성과 자료 설명력을 제고하
였다. 셋째, 우리 수출의 결정요인으로 세계교역신장률 변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
여 수출 변동 요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수출 전망의 정확도를 높였다. 넷째, 원
유 수급구조를 모형에 포함하여 유가 변동의 영향을 측정하고 관련된 전망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소비·투자 등 각 지출부문별 추세를 반영하였다. 마지막
으로, 모형 내 추세보정을 통하여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저성장 및 저인플레이
션 현상을 반영함으로써 구조적인 전망 오차의 발생을 축소시켰다.
이와 같은 BOKDSGE 모형의 개선으로 향후 경제전망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더
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
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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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은 최근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BOKDSGE
모형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동 모형이 전망에서 유용하

1. 연구 배경

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개선내용들을 정리하고 수정된

한국은행은 2009년에 BOKDPM(BOK Dynamic

BOKDSGE 모형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Ⅰ장 2절

Projection Model)을 개발하여 전망 및 정책분석을

에서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BOKDSGE 모

위한 주(主)모형으로 사용하여왔다. BOKDPM은 미

형의 한계점들을 살펴보고, Ⅱ장에서 기존 모형을 어

래 기대변수가 포함된 필립스 곡선 및 IS 곡선 등 신

떻게 개선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Ⅲ장에서는 개선된

케인지언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모형의 자료 설명력과 예측력을 평가하고 마지막 Ⅳ장

Equilibrium)의 장점을 포함하여 이론적 정합성을 높

에서 본고를 요약하며 향후 모형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인 동시에 우수한 예측력을 보유한 시계열 기반 전망

간략히 제시하였다.

모형이다.1) 그러나 시계열모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함
에 따라 여전히 루카스 비판에 일부 취약하며, 구조충

2. 기존 BOKDSGE 모형의 한계

격 식별이 어려워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상에 제
약이 존재한다.2) 이러한 BOKDPM의 제약 사항들을

첫째, 기존 BOKDSGE 모형에서는 정부지출 증가시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이론적 정합성이 높고 구

과도한 민간소비 구축(crowding-out)이 발생하고 따

조충격 식별이 가능한 New BOK-DSGE 모형(이하

라서 정부지출 승수가 낮게 측정된다.4) 이는 정부소비

BOKDSGE(2014)로 표기)을 2014년에 추가적으로

지출이 민간소비를 확대시키거나 최소한 구축하는 정도

구축하였다.3)

가 크지 않다는 주요 실증분석들과 일부 대치되는 결과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및 물

이다.5)

가상승률의 추세변화, 재정정책 역할의 증대, 글로

둘째, 해외 경제가 3변수 VAR 모형으로 이루어진

벌 밸류체인(GVC) 강화, 유가 변동성의 확대 등은

기존 BOKDSGE 모형에서는 해외 경제블록의 예측

BOKDSGE(2014) 모형의 자료 적합도 및 전망 정확

력이 낮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한국은행

결과가 초래되었다.6) <그림 1>에서와 같이 동 모형에

1) BOKDPM(조사통계월보, 2009.1월)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 이후 2회에 걸친 개선 작업으로 우수한 예측력을 유지하고 있다.
2) DSGE 모형의 경우 방정식의 계수들이 정책변화 및 그에 따른 경제주체의 기대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련의 근원적 모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루카스 비판에 비교적 자유로우
며, 방정식 내에 구조충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모형에서 구조충격(기술·선호·통화충격 등)이 식별되어질 경
우 경기변동이 어떤 요인(충격)에 기인하고 이러한 충격에 의해 향후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야기식 설명(story-telling)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한국은행은 2007년에 BOKDSGE 모형(조사통계월보, 2007.1월)을 개발하였으나 모수 설정시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외부문 등에 대한 정책파급경로 설정의
제약 등으로 현실 설명력이 높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편이었다. 이에 실제 전망 및 정책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형의 데이터 부합성을 높인 동시에 이론 구조를 강화한 New
BOK-DSGE 모형(조사통계월보, 2014.5월)을 개발하였다.
4) 리카르디안 동등성(Ricardian Equivalence)이라고 불리는 민간소비 구축현상은 BOKDSGE(2014) 모형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DSGE 모형에서 발생한다.
5)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Blanchard·Perotti(2002), Gali·Lopez-Salido·Valles(2007), 김배근(2011) 등을 참조
6) BOKDSGE 모형(2007)에서 해외 변수들은 상호 연관성이 없이 외생적(AR(1))으로 결정되도록 설정되어 이론적 정합성이 낮았다. 그러나 BOKDSGE(2014) 모형에서는 3변수
VAR 구조로 해외 경제를 모형화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금리·해외GDP·해외물가가 경제 이론에 부합하는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에서 해외
를 3변수 VAR 모형으로 구조화하는 방식은 BOKDSGE(2014) 모형뿐만 아니라 스웨덴 Riksbank의 RAMSESⅠ·Ⅱ 등 각국의 중앙은행 및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을 위한 BOKDSGE 모형 개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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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성장률)

서는 음영기간 중 지속적인 해외 금리 상승으로 인해
해외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
었고 이후 금리 하락 기간에는 해외 경제성장률이 상
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해외 경제성장률 예
측 오차의 확대로 인하여 2005~08년 중 국내 경제성
장률 전망에는 지속적으로 하향편의가, 2009년에는 상
향편의가 발생하였다.

<그림 1>

해외 3변수 모형에 의한 1분기앞 전망1)2)

주: 1) 해외변수는 우리나라 교역비중을 고려한 해외국가들의 가중평균
2) 원계열에서 평균을 차감
자료: 한국은행 ECOS, Datastream (이하 본문 그림 및 표에서 한국은행 ECOS는 생략)

(해외정책금리)

셋째, 기존 BOKDSGE 모형에서는 수출함수가 그동
안 변화된 수출환경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여 우리나라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었다. 구체
적으로 동 모형에서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변화의 절반
정도(47%)는 해외나 국내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지만 나
머지는 그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수출충격으로 설명되
고 있다.
(해외경제성장률)

넷째, 기존 모형에는 유가가 고려되지 않아 유가 변
동의 영향 평가 및 관련 전망에 한계가 있었다. 2014
년 이후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모형 예측
력 향상을 위해 BOKDSGE 모형내에 유가를 명시적
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졌다.7)
다섯째, 기존 모형에서는 GDP의 각 지출부문이 경
제성장률과 정상상태에서 동일한 증가율을 갖는다고
가정함에 따라 실제 데이터와의 괴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8)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였으나 모형에 이러
한 추세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7) 유가

DSGE 모형(조사통계월보, 2016.11월)에 따르면 2015~16년 물가상승률 하락의 대부분이 유가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된다. Kang·An(2014)은 우리 경제 데이
터로 추정한 DSGE-VAR 모형 비교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경우 원유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모형이 그렇지 않는 모형에 비해 데이터 적합도가 높음을 보였다.
8) DSGE 모형은 소위 균형성장경로(balanced growth path)를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DP와 각 지출부문의 추세성장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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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망 시계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았다. BOKDSGE(2014)의 경우 이러한 추세변화를

수준으로 높아지려는 전망의 상향 편의가 발생하게 된

반영하기 위해 I(1) 과정을 따르는 기술진보충격을 도입

다. 특히 투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낮은 성장률을 보이

하였지만 성장률의 정상상태 값이 여전히 전(全)기간의

다가 다시 급속히 회복하는 등의 불규칙한 양상을 보

평균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임에 따라 이의 보정이 더욱 요구된다.

의 저성장은 일시적인 음(陰)의 기술진보충격이 연속적
으로 발생한 결과로 해석되며,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은

<그림 2>

지출항목별 추세1) 및 비율
(민간소비)

과거의 높은 정상상태 수준으로 복귀하는 경향을 갖게
되어 구조적인 전망오차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었다.9)

<그림 3>

성장추세 변화1)
(경제성장률)2)

(투자)2)

(물가상승률)

주: 1) HP필터를 이용한 추세 (실질)
2) 여기서 투자는 총고정자본형성을 의미

마지막으로 기존 DSGE 모형에서는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이 추세적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구조적인 전망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주: 1) 모든 기간(2000.1~2017.1분기) 평균을 정상상태로 간주할 경우 전망시계에서 주황
색 화살표가 표시하는 것처럼 전(全)기간 평균으로 과도하게 회복하려는 전망을 하게 됨
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경제성장률

9) Edge et al.(2007)에 따르면 추세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추정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추세 미고려시 생산성이 구조적·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모형에서 일
시적인 음(陰)의 생산성 충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으로 식별된다. 이 경우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주체가 생산성 하락이 추세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 향후 소득의 지속적 감소를 예상하여 소비 감소의 폭을 늘릴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인 경우 소비 평활화를 통해 소비 감소의 폭을 줄이게 된다.
이렇듯 구조적인 현상을 연속적인 단기 충격으로 구현할 경우 잘못된 경제주체의 반응을 유도하여 모수 및 충격의 식별에 편의(bias)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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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고 가정하였다.11)

Ⅱ. BOKDSGE 모형의 주요 개선내용

명목변수의 변화가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
1. 모형의 전체 구조

로 일정한 확률로 가격조정의 기회가 주어지는 Calvo
타입의 명목 경직성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간

주요 개선내용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 절에서는 개

재 가격, 임금, 수입물가, 수입유가, 수출물가의 변화

선된 BOKDSGE 모형의 전반적인 구조를 간략히 소

에 경직성을 부여하였다. 수입·수출 물가 경직성은

개한다.10) 국내는 가계, 기업, 정부(중앙은행 포함)로

환율 변화의 불완전 전이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입유

구성된다. 가계는 금융시장 접근 가능성을 기준으로

가의 경직성도 국제유가 변화에 대한 불완전 전이를

제약·비제약 가계로 구분되며, 기업은 노동과 자본

위하여 도입되었다.12) 명목 경직성 이외에도 투자조

을 이용하여 국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중간재 생산자

정비용, 자본가동비용, 운전자금(working capital)

와 국산중간재·비원유수입재·수입원유를 이용하여

차입 등의 실물경제의 마찰적 요소를 포함하여 모형의

최종재를 생산하는 최종재 생산자로 구분된다. 중앙

데이터 적합도를 높였다.

은행은 준칙에 의거 금리를 결정하고 정부는 재정준칙

모수값들은 캘리브레이션 및 베이지안 추정을 이용

에 의거 정부소비와 가계로의 이전지출을 시행한다.

하여 결정되며 외생충격 및 비관측변수들은 칼만필터

국내 경제가 해외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모

를 이용하여 추정된다. 주요 모형의 수식은 <붙임 1>,

개방경제를 가정하며 해외 경제는 국내 경제처럼 가

추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 및 모수들의 추정치는 <붙임

계·기업·중앙은행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DSGE

2>에 기술되어 있다.

모형으로 구성된다. 유가도 해외 원유시장에서 결정
되는데 본고에서는 간결하게 유가가 AR(1) 과정을 따

<그림 4>

모형 구조1)

주: 1) 중앙은행과 정부는 모형에 포함되나 본 모형도에서는 생략

10) DSGE

모형의 기본 개념,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에 있어서 DSGE 모형이 필요한 이유, 경제주체(가계·기업 등)의 최적화 과정 및 시장청산은 강희돈·박양수(조사통계월보,
2007.1월), 배병호(조사통계월보, 2014.5월)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1) 본고에서의 원유는 원유 및 원유 1차 정제제품을 포함하는 석유류를 의미한다.
12) 수입유가의 경직성은 환율의 불완전 전이뿐만 아니라 사전 선물계약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국내 도입단가와의 시차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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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그림 5>는 정부소비지출을 일시적으로 5% 증

2. BOKDSGE 모형의 주요 개선내용

가시키는 충격에 대한 민간소비의 반응이다. 개선된
(재정부문 강화)

모형에서는 제약가계가 초기에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정부지출에 따른 민간소비 구축현상을 완화하기 위

초기 1년간 민간소비 구축 규모가 기존 모형의 22%

해 Gali·Lopez-Salido·Valles(2007)과 같이 가

수준으로(4.1%→0.9%) 줄어들었다.14)

계를 금융시장 접근성을 기준으로 제약·비제약가계

또한 정부(소비 및 이전)지출 준칙과 각종 세금(임금

로 구분하였다. 정부지출 증가시 저축을 통하여 소비

소득세, 자본소득세, 부가가치세)을 도입하여 각종 재

를 이연시키는 비제약가계와는 달리 금융시장 접근이

정정책 변화의 파급효과 측정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제한되는 제약가계는 주어진 소득과 정부이전을 모두

재정정책 분석 단일화를 통하여 <그림 6>과 같이 보다

소비하기 때문에 정부지출 증가와 함께 소비를 확대시

정확한 통화·재정정책의 조합 분석도 가능해졌다.

키거나 최소한 소비구축 정도를 낮추는데 기여하게 된

기존 모형과의 비교1)

<그림 5>
(제약가계 소비)2)

(비제약가계 소비)

(민간소비)3)

주: 1) 모든 변수는 정상상태 대비 % 차이(percentage deviation)를 표시
2) 기존 모형에서는 제약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정색 실선이 없음
3) 민간소비는 제약가계와 비제약가계 소비의 가중합

통화·재정정책의 조합 분석1)2)

<그림 6>
(정책금리)

(GDP)3)

(누적승수)

주: 1) 1년간 연간 GDP 1%에 해당하는 재량적 정부소비지출 확대시 결과
2) 검정 실선은 정부지출 증가시 중앙은행이 금리준칙을 따르는 경우, 점선은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를 고정시킨 경우, 회색 실선은 오히려 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경우
3) GDP는 정상상태 대비 % 차이(percentage deviation)를 표시

13) 비제약가계는 문헌에서 리카르디안(Ricardian) 가계로 불기기도 한다. 당행 재정DSGE 모형(조사통계월보, 2016.2월)을 참조하여 전체 가계의 약 1/3이 제약가구라고 가정
하였다. 확장된 모형에서는 가계 효용함수 내에 정부소비와 민간소비의 결합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논의는 <붙임 3>에 서술되어 있다.
14) 초기 1년간은 기존 모형의 경우 정상상태 대비 평균 4.1% 민간소비가 감소하나 개선된 모형에서는 평균 0.9%만 감소하였다. 초기 2년간의 평균 민간소비 감소 규모는 기존
모형에서 3.2%, 개선된 모형에서 1.6%로 나타났다. 다만 <붙임 3>의 그림과 같이 확장된 모형에서는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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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문 강화)

을 알 수 있다. 이는 DSGE 모형의 경우 내재된 이론

해외를 기존 3변수 VAR 모형에서 가계·기업·중

적 모형구조를 통하여 구조충격이 식별되고 동 충격이

앙은행이 명확히 존재하는 DSGE 모형으로 대체함

모형구조 동학에 따라 소멸되므로 큰 충격이 발생하

으로써 해외 경제 자체의 전망력이 높아졌으며, 이에

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예측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 수출 및 경제성장률 전망의 정확도가 제고되었

그러나 VAR 모형의 경우 변수의 방향을 안내·통제

15)

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09년 중

(guide·control)할 수 있는 이론 부재로 큰 규모의

3변수 VAR 모형에서 발생했던 해외경제성장률 예측

충격 발생 시 경제 예측이 이론이 제시하는 방향에서

오차가 개선된 모형에서는 대부분 사라지면서 동 기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간 중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도 비교적 정확해졌음

1분기앞 모형전망 비교1)2)

<그림 7>
(해외 VAR 모형)

해외
경제
성장률

국내
경제
성장률

주: 1) 해외변수는 우리나라 교역비중을 고려한 해외국가들의 가중평균
2) 정책금리 및 경제성장률은 평균을 차감한 계열
자료: Datastream

15) Smets·Wouters(2007)를 바탕으로 구성된 폐쇄경제 DSGE 모형이며 단순화를 위해 생산요소로 노동만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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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DSGE 모형)

(수출증가율과의 상관계수)1)

(수출부문 강화)
수출에 대한 설명력 향상을 위해 수출결정 요인으로
사용되던 세계경제성장률을 세계교역신장률로 대체하
였다. 이는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들어 우
리나라 수출증가율은 세계경제성장률보다 세계교역신
장률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
라 식(1)과 같이 수출함수는 지난 기 수출, 수출재의
상대가격, 세계교역량, 수출충격으로 구성되며, 세계
교역량은 지난기 교역량, 해외GDP, 세계교역충격으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로 계산

16)

로 설명되도록 구조화하였다.

(1)
<그림 8>

수출증가율과 세계교역신장률 간 비교

단,  는 실질수출,

(수출증가율과의 비교)

는 수출충격,

외통화표시 국내수출가격,

는해

는 해외물가,

는 세계교역량을 의미

(2)

단,

자료: Central Planning Bureau, Datastream

는 세계교역충격,

는 해외GDP를 의미

이러한 개선을 통해 기존 모형에서 수출변동의 18%
만을 설명하던 해외변수(세계교역신장률 및 세계경제
성장률)의 역할이 개선된 모형에서는 36%로 확대되었
으며 외생적인 수출충격의 비중도 53%에서 38%로 축
소되었다.

16) 본고에서는 ‘해외’와 ‘세계’를 혼용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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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출 기여도 분해
기타해외충격

국내충격

개선 전 (%)

수출충격
53

세계교역충격
0

18

29

개선 후 (%)

38

21

15

16

수출 증가율1) 충격분해 비교

<그림 9>
(개선 전)

(개선 후)

주: 1) 정상상태 값을 차감한 계열

수출을 설명함에 있어서 수출충격이 차지하는 비중

경제성장률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수출이 증가하

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 변동에서 경제 내

는 모형 전망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예시로 <그림

의 다른 내생변수(수출충격 이외의 구조충격)의 변화

10>은 2017년 1분기까지의 실적치가 주어진 상황에

로 설명되는 부분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 2017년 2분기부터 2018년까지의 조건부 전망을

또한 세계교역신장률과 세계경제성장률을 분리함에

나타낸다. 회색 실선은 2017년 4월의 세계교역신장

따라 전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

률 전제치를 사용한 기준전망을 나타내며 점선은 기준

어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대비 2017년 교역신장률이 1%p 추가 상승한다

전망에서 세계경제성장률 전제치는 연중 큰 변화가 없

고 가정한 경우의 전망을 나타낸다.

었으나 세계교역신장률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
다. 이전 모형처럼 세계경제성장률을 수출변화의 주
요인으로 삼는다면 수출증가율 전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나 세계교역신장률을 사용함으로써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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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은행 전망의 전제치 변화
4월 전망

7월 전망

10월 전망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

3.4

⇒

3.4

⇒

3.5

2017년 세계교역신장률(%)

3.1

⇒

3.6

⇒

4.0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7년 4월, 7월, 10월)

<그림 10>

교역신장률 전망 변화시(1.0%p 추가 상승) 경제 전망의 변화1)2)
(수출증가율)

(경제성장률)

주: 1) 2017.1분기까지의 실적치가 주어진 상태에서 2017.2분기부터 전망
2) 회색 실선(시나리오 1)은 기준(baseline)전망이며 점선(시나리오 2)은 기준전망 대비 2017년 세계 교역신장률이 1%p 추가 상승(2,3,4분기에 각각 0.33%p)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전망

(유가부문 강화)

(3) 소비재( ) 생산함수 :

수입을 원유와 원유외 수입으로 구분하고 원유가 명
시적으로 생산단계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유가를 모
형에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유가는 해외에서 결정
되며 우리 경제는 국내생산 중간재, 원유, 원유외 수
입중간재를 결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단,  는 소비재 생산을 위한 국산중간재,

다만 전망모형으로서의 간결성 유지를 위해 유가는 외

은 수입중간재,

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7)

른 지출 항목인 투자재, 정부소비재, 수출

은 수입원유를 의미. 다

재 생산함수 형태는 소비재 생산함수와 동
일하나 투입요소비율( ,

) 및 탄력성 계

수( , )가 상이

17) 당행 유가 DSGE 모형(2016)에서 최근 유가변동의 대부분은 원유의 펀더멘털 수요·공급의 변화와 무관한 투기·예비적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14.3분기~2016.1분기까지 유가변동의 68%가 투기·예비적 충격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에 현 상황에서 유가가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가정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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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2)

또한 산유국 등 원유관련 산업의 경기변화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식 (1)의 수출함수를 우리나라 수출이 유가에 반응하
도록 식 (4)와 같이 수정하였다.18)

(4) 수출( )함수:
이와 같이 원유부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모
형의 자료 설명력이 한층 향상되었다. <그림 1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충격분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에서 정상상태 값을 차감 (기간: 2000.1분기~2017.1분기)
2) 동기간 중 유가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상관계수는 0.46

해 결과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이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 상승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

또한 모형 전망시 유가 전제치 활용이 가능해짐에

다. 특히 2015~16년 중 물가상승률 하락의 절반 정

따라 예상 유가 경로별 경제전망 시나리오 분석도 가

19)

도가 유가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능하게 되었다. <그림 12>는 2017년 1분기까지의 실
적치가 주어진 상황에서 유가 전제치 변화시 모형에
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예측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 11>

1)

역사적 충격분해
(경제성장률)

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4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
고서에서 배럴당 원유도입단가는 2017년과 2018년
에 $53로 동일하게 전제되었다. 회색 실선은 2017년
4월의 원유도입단가 전제치를 사용한 기준전망을 나
타내며 점선은 기준전망 대비 2017년 원유도입단가
가 $10 추가 상승한다고 가정한 경우의 전망을 나타
낸다.

18) 산유국

재정은 주로 원유매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유가변화에 따라 건설·플랜트·조선 관련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유가 + 1분기 전 유가 + 당기 유가 + 다음 분기 예상 유가)/4.
19) <그림 11>의 결과는 당행 유가 DSGE 모형(2016)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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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년간 평균 유가를 의미.

=(2분기 전

국제유가 전망 변화시(유가 $10 추가 상승) 경제 전망의 변화1)2)

<그림 12>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주: 1) 2017.1분기까지의 실적치가 주어진 상태에서 2017.2분기부터 전망
2) 회색 실선(시나리오 1)은 기준(baseline)전망이며 점선(시나리오 2)은 기준전망 대비 2017년 원유도입단가가 2018년까지 추가로 $10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전망
유가전망($/배럴)
2017.4월 전제치
전제치 변화시

`17.1Q
53
53

`17.2Q
53
56

`17.3Q
53
59

`17.4Q
53
63

`18.1Q
53
63

`18.2Q
53
63

`18.3Q
53
63

`18.4Q
53
63

단, 2017.4월 전제치는 연평균 유가 전제치를 저자 임의로 분기별로 분할한 것임

(지출부문별 추세 반영)

장률의 평균치로 나눈 값으로 설정하였다.

각 지출부문(소비와 투자) 추세의 특징에 상응하

다 작은 경우 민간소비 추세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는 고정추세(deterministic trend) 또는 확률추세

가 1보

지고 가격은 높아짐을 의미한다.20)

(stochastic trend)를 지출부분식에 도입하였다.
민간소비의 경우 앞의 <그림 2>에서처럼 민간소비

(5) 소비재 생산함수: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낮았고 동시에
소비디플레이터가 GDP디플레이터보다 높았다. 이러
한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재 생산함수에 고정추세

(6) 소비재 가격:

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식 (3)과 같이 소비재( )
가 국산재(

), 수입재(

), 수입원유(

)의 결합

으로 생산된다는 가정 하에 식 (5)와 같이 고정추세를
갖는 소비재 생산기술(

(7) 고정추세:

)을 도입하여 소비재 성장

률과 가격을 GDP 및 다른 지출부문과 차별화하였다.
이때, 식 (7)의

는 소비증가율의 평균치를 경제성

20) GDP대비 정부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2000년 약 11% → 2017년 약 15%)함에 따라 고정추세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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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경우 Justiniano et al.(2011)과 같이 1

특성상 이러한 구조변화를 직접적으로 모형내에 반영

차 차분안정적(difference stationary, I(1)) 확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23) 그러나 1장 2절에서 언급하

추세를 갖는 투자고유충격(

)을 투자재 생산함수에

였듯이 추세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모수추정과 모

도입하였다.21) <그림 2>의 우측 그림처럼 투자증가율

형전망에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은 그 추세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다가 대

해 개선된 BOKDSGE 모형에서는 구조 변화(경제성

략 2012년 이후로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장률, 물가상승률, 금리 등) 이후의 상태를 정상상태로

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하락과 상승을 고려하여

간주하는 방식으로 영구적 추세성장률 변화를 반영하

투자고유충격을 1차 차분안정적 확률추세로 설정하였

였다.24) 또한 이전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다.22)

지속성이 큰 장기추세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여
추세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반응이 왜곡되는 정도를

(8) 투자재 생산함수:

완화하였다.

【경제성장률】
(9) 추세안정적 확률추세를 사용할 경우: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같은 물량변수의 경우
2010년 이후의 잠재성장률 평균을 정상상태의 추세
성장률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추세성장률 변화를 보정
하였다. 지속 하락하던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잠재성

(10) 1차 차분안정적 확률추세를 사용할 경우:

장률(전분기대비)이 2010년 이후 약 0.46~0.56%
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일반적으로 장기 잠재
성장률이 경제의 정상상태로 간주됨에 따라 추세가 안

(추세변화 보정)

정된 2010년 이후의 1인당 잠재성장률 평균(0.54%)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

을 모형의 정상상태로 사용하게 되었다.25)26)

상승률 등이 추세적으로 하락해왔으나 DSGE 모형의

21) 일반적으로 문헌에서 투자재 생산충격을 투자고유충격(investment specific technology)로 불린다.
22) 투자고유충격이

추세안정적이라면 <붙임 4> 그림의 왼쪽 음영 부분처럼 충격이 와도 투자수준(검정색 실선)은 다시 원래의 경로로 돌아가기 때문에 GDP 대비 투자비중은 이전의 수
준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가운데 음영 부분처럼 1차 차분안정적 확률추세의 경우 충격 발생시 투자수준은 영구적으로 경로를 벗어나고 투자비중도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23) DSGE 모형과 추세변화에 대한 내용은 <붙임 4>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4) 추세변화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추세를 제거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붙임 5>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5) 동
 기간 중 전분기대비 1인당 경제성장률도 평균 0.54%를 중심으로 안정적이었다. 2016~2020년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전분기대비)의 평균이 0.16~0.18%로 예상됨
에 따라 전분기대비 1인당 경제성장률 0.54%는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로 환산시 2.8%~2.9%를 의미한다. 김도완·한진현·이은경(조사통계월보, 2017.8월)에 따르면
2016~2020년의 연간 잠재성장률은 2.8~2.9%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정상상태 1인당 경제성장률을 전분기대비 0.54%로 설정한 것은 향후 2~3년 시계에서
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6) 김도완·한진현·이은경(조사통계월보,2017.8월)에서는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 달하였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하였고 2016~2020년
중에는 2.8~2.9%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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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인당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1)2)

(기간별 1인당 잠재성장률 평균)

주: 1) 음영 부분은 2010년 1분기~2017년 1분기
2) 잠재성장률은 김도완·한진현·이은경(2017)에서 시사한 자료를 사용

이 같은 정상상태 성장률 보정은 그렇지 않을 경우

(11) 생산함수:

발생할 향후 전망의 상향 편의(upward bias)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전

(12) 기술진보 동학(기존 모형):

의 높은 성장률이 모형내에서 일시적 기술(생산성)충

)

격의 연속적 발생으로 설명되는 문제점을 여전히 내재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형 내 경제주체들이 2010년
이전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13) 기술진보 동학(개선 적용):

경우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과소평가하여 소
비, 투자 등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모수추
정 및 충격의 식별에도 편의(bias)를 가져오게 된다.
이 문제는 비단 부의 효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

(14) 기술진보율추세의 동학:

형내 전반적인 모수 추정 과정상에 발생하게 된다. 비
록 DSGE 모형의 한계로 이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
으나 개선된 BOKDSGE 모형에서는 충격 발생시 기
술변화율이 고정된 상수값(

)이 아닌 시변하는 기술

진보율추세(또는 생산성증가율추세,

)에 회귀하도

록 모형화함으로써 상기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였다.

단,  는 부가가치,

는 자본, 은 노동,

은 기술수준(노동부가 생산성, laboraugmented technology),
기술진보율충격,

은 일시적

은 기술진보율추세충

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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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식 (13)과 식 (14)를 포함한 개선된 모

비교적 높은 값으로 추정된 점을 고려할 때, 2010년

형의 경제성장률의 충격분해 결과를 보여준다. 기술

이전에는 모형내의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높은 생산성

진보율추세(

)는 <그림 14>의 우측 그림과 같이 막

증가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게 된다.

대그래프로 식별되는데, 대략 2010년을 기점으로 이

따라서 부의 효과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전에는 높은 추세를, 이후에는 낮은 추세를 보이는 것

관련 모수 추정시 편의(bias)가 줄어들게 되고 기타

으로 나타난다. 식 (14)의 지속성계수(

모형내 모수 및 충격 추정이 보다 정확해진다.

)도 0.84의

경제성장률 충격분해1)

<그림 14>
(경제성장률 충격분해)2)

(경제성장률과 기술진보추세)3)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에서 정상추세 성장률(0.54) 차감 (기간: 2001.1~2017.1분기)
2) 기술진보충격은
과
의 기여도를 의미. 금융위기 이전(2001.1~2007.4분기) 기술진보충격의 평균은 0.28, 금융위기 중 (2008.1~2009.4분기)에는 0.15, 금융위기 이후
(2011.1~2017.1분기)에는 –0.05로 나타남
3) 막대그래프는 칼만필터로 추정된 기술진보율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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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며 2010년 이전 평균은 0.39, 이후는 –0.20

【물가상승률】

(17) 물가목표의 차이를

로 사용하는 경우:

경제성장률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은 2016년도
부터 새롭게 설정된 연 2%(분기 환산시 0.5%)의 목표
를 정상상태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추세의 변화를 보정

(18) 모형이

를 추정하는 경우:

하였다. 또한 물가상승률의 추세변화와 정상상태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추세(목표)충격을 도
<그림 15>

입하였다.

물가상승률 실적치와 물가목표1)2)

모형에서 시변하는 물가목표( )는 정상상태의 물
가목표( )와 인플레이션추세(
27)

된다.

)의 합으로 구성

참고로 모형 내에서 물가목표( )는 금리준

칙, 독점적 경쟁기업들의 가격설정, 가격왜곡(price
distortion) 동학 등에서 사용된다.

(15) 물가목표:
주: 1) 원계열에 정상상태(0.5%)를 차감한 계열
2) 점선은 한국은행 물가목표제의 중심치

(16) 금리준칙:

문제는 인플레이션추세(

)를 어떻게 결정하냐

는 것이다. 만약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목표와 정상상
태의 물가목표( )차이를

로 사용할 경우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물가목표가 바뀌는 구간에서
단절점(kink point)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개선된 BOKDSGE 모형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을 AR(1) 과정을 따르는 확률변수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7) 정확한 표현은 ‘물가상승률목표(inflation target)’이나 본고에서는 ‘물가목표’로 간결하게 명명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을 위한 BOKDSGE 모형 개선 결과

31

이와 같은 일련의 추세보정 작업을 통해 <그림 16>
과 같이 전망의 정확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최근 들어

<그림 16>

(음영 부분) 1분기앞 전망의 정확도가 뚜렷이 개선되
었다.

추세변화 반영 전(상단) / 후(하단) 모형 전망1)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

(후)

주: 1) 상단의 그림과 같이 기존 모형의 경우 높은 추세 성장률로 복귀하려는 성향 때문에 최근(음영 부분)에 들어 지속적이며 규모가 큰 상방(upward) 전망편의가 발생

32

논고

Ⅲ. BOKDSGE 모형의 설명력 및 예측력 평가

률을 끌어올리는 힘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1. 주요 변수의 역사적 충격분해
<그림 18>

물가상승률의 역사적 충격분해1)

경제성장률의 경우 공급충격이 경제성장률의 흐름
을 주도하는 가운데 금융위기 시에는 해외충격의 기여
도가 크게 작용하였고 2015~16년에는 유가 하락이
성장률 상승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28) 아
울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위기 이후로는 대체
적으로 완화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경제성장률의 역사적 충격분해1)2)
주: 1) 원계열에서 정상상태 값을 차감한 계열 (기간: 2002.1~2017.3분기)

마지막으로 정책금리 변동은 주로 해외충격에 의해
설명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의 저
물가 기간에는 물가추세충격에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정책금리의 역사적 충격분해1)

주: 1) 공급은 노동부가 생산성(기술진보) 충격, 중립적 총요소생산성 충격, 마크업 충격의 합
이며, 수요는 가계의 선호 충격과 정부소비지출 충격의 합임. 또한 해외는 해외공급,
해외수요, 해외금리, 세계교역신장률 충격들의 합
2) 원계열에서 정상상태 값을 차감한 계열 (기간: 2002.1~2017.3분기)

물가상승률의 경우 인플레이션추세충격, 환율충
격, 해외충격 등이 물가상승률 변동을 주로 설명하며
2014~15년에는 유가하락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통화정

주: 1) 원계열에서 정상상태 값을 차감한 계열 (기간: 2002.1~2017.3분기)

책이 최근 몇 년간의 저인플레이션 기간 중 물가상승

28) 당행 유가 DSGE 모형(조사통계월보, 2016.11월)에 따르면 2014~2016년 유가 하락의 약 65%가 투기·예비적 수요충격, 25%가 글로벌 수요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투기·예비적 수요 감소에 의한 유가 하락은 비용감소의 측면 강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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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충격반응

약요인이 반영되면서 금리충격에 대한 반응 폭이 경제
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30)

(금리충격)
재량적 통화정책으로 금리 25bp 인하시 연평균 경

(유가충격)

제성장률은 1차년도에 0.03%p, 2차년도에 0.01%p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10% 상승시 연평균 경제성

높아지며 물가상승률은 각각 0.02%p, 0.05%p 상승

장률은 1차년도에 0.05%p, 2차년도에 0.04%p 낮

하였다.29) BOKDPM과 비교시 정책금리에 대한 반

아지며, 물가상승률은 각각 0.1%p, 0.05%p 상승

응이 작게 나타나는 것은 최근의 저성장 기조가 반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은행 유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민간소비의 경우 구조적 제

DSGE 모형 결과와 유사하다.31)

금리 25bp 인하1)

<그림 20>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비증가율)

주: 1) 현재 수준에서 재량적 통화정책으로 내린 금리를 지속적으로 고정시킨 경우(예: 정상상태의 금리 수준이 연간 4%인 경우 3.75%로 지속 유지)

유가 10% 상승1)

<그림 21>
(유가수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주: 1) 검정색

실선은 일시적으로 유가를 10% 상승시키는 충격을 부여한 후 추정된 충격 프로세스에 따라 유가가 변하도록 한 경우이며, 점선은 10% 상승 후 그 수준에서 고정시킨 경우, 회색 실
선은 1년 후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킨 경우

29) BOKDSGE

모형의 유용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EU의 모형들과 금리충격 결과를 <붙임 6>에 기술하였다. <그림 20>은 단지 모형상의 결과들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님.
30) 고점(4분기)에서 경제성장률이 0.04% 증가할 때 소비증가율은 0.02% 증가하였다.
31) 당행 유가 DSGE 모형(조사통계월보, 2016.11월)에서는 경제성장률이 0.06%p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이 0.09%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차년도와 2차년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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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충격)

UIP 경로 외에도 해외물가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해외금리가 25bp 인상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국내

으로 국내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경제성장률이 저점기준 0.003 ~ 0.009%p 정도 낮

있음을 보이고 있다.

아지고, 물가는 고점기준 0.006 ~ 0.026%까지 상
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중앙은행의 재량적
통화정책으로 해외금리가 상승한 경우 UIP 조건에 따
른 환율절하가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다. 반면 <그림 22>은 다른 충격들(예를 들어 음(陰)
(-)의 생산성 충격)로 해외금리가 상승한 경우 상기의

해외금리 25bp 인상1)

<그림 22>
(실질환율)2)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주: 1) 검정색 선은 해외 통화정책 충격만으로 해외금리를 25bp 인상시키고 유지한 경우이며 주황색 선은 모든 해외충격을 이용하여 해외금리를 25bp 인상시킨 경우임. 구체적으로 해외수요, 해
외공급, 해외통화정책 등 해외의 모든 충격을 사용하되 각 충격의 분산의 합이 최소화가 되도록 각 충격들의 크기를 선택
2) 환율은 분자가 국내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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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측력 평가

그 결과 경제성장률의 경우 단기(4분기 이내)에서
는 BVAR 모형의 예측력이, 1년 이상의 시계에서는

개선된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5년 1

DSGE 모형의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기부터 2017년 3분기를 대상으로 DSGE 모형과

는 Del Negro·Schorfheide(2012) 등 모형전망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며 시차(lag)가 4분기로 설정

관련 문헌에서 DSGE 모형이 비록 단기 예측력은 떨

된 Bayesian VAR(BVAR) 모형의 무조건부 표본외

어지나 중장기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보인 것과 유사

(unconditional out-of-sample) 전망의 RMSE

한 결과이다.33)

를 비교하였다.32)

경제성장률 전망 RMSE 비교1)2)

<그림 23>
(2005.1분기~2017.3분기)

(2010.1분기~2017.3분기3))

주: 1) 전분기대비이며

시계에 따른 표본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예측시점은 2014. 3분기까지 사용
2)

( : 예측치, : 실적치, : 대상기간)

3) 2010년 이후 RMSE가 축소된 것은 성장률의 변동폭이 그 이전에 비해 작아졌기 때문

32) 표본수

제약을 감안하여 개별 시점에서 모수(계수) 값을 재추정하는 대신 전(全)기간을 이용하여 추정된 값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유사 표본외 전망(pseudo out-ofsample forecast)을 실시하였다.
33) Del
 Negro·Schorfheide(2012)는 1992년~2011년 사이의 미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DSGE 모형 전망과 BLUE CHIP 전망의 RMSE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4
분기까지는 BLUE CHIP의 예측력이, 그 이후부터는 DSGE 모형의 예측력이 우수함을 보였다. 또한 1992~2004년 사이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DSGE 모형 전망과
GREENBOOK 전망의 RMSE 비교시 2분기까지는 GREENBOOK이, 그 이후부터는 DSGE 모형의 예측력이 우수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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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GE 모형 전망이 BVAR 모형과 같은 시계열모

석되었다. 이러한 음(陰)의 충격들은 모형이 전제한

형 전망과 비슷한 예측력을 보여도 전망치에 대해 스

조건을 따르면서 2009년 1분기부터 소멸된다.34) 특

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예를 들

히 공급충격 중에서도 지속성이 가장 낮게 추정된 중

어, <그림 24>의 왼쪽 그림은 2008년 4분기의 급락

립적 기술(factor-neutral productivity)충격이

이 실현된 후의 회복과정을 나타내며 오른쪽 그림은

2008년 4분기의 급락과 이후의 회복을 주도하면서

BOKDSGE 모형에서 식별된 2008년 4분기의 충격

전망 시계에서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빠르게 반등함을

분해를 보여준다. 모형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제성장

볼 수 있다.35)

률 하락은 해외, 수출, 공급충격이 주도한 것으로 분

금융위기 기간 전후 경제성장률 전망1)

<그림 24>
(`08년 4분 시점 전망)2)

(`08년 4분기 시점 전망의 충격분해)

주: 1) 전분기 대비 원계열에서 정상상태 값을 차감한 계열
2) 2008.3분기까지의 실적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2008.4분기 이후의 전망을 의미. 음영 부분 내의 검정색 실선은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후 실적치를 표시

34)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리먼파산 등 해외에서 시작되었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충격식별로 볼 수 있다. 또한 금
융위기 중 금융섹터의 급격한 위축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음(陰)의 공급충격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구체적으
로 경제가 동일한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해도 금융섹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산출량이 작아졌기에 모형에서는 전형적인 음(陰)의 중립적 기술충격(또는 총요소생산성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35) 모형의 역사적 충격분해에 따르면 2008년 4분기에 성장률이 –4.2%를 기록할 때 당시 음(陰)의 공급충격의 기여도가 –2.0%p였으며 그 중 중립적 기술충격의 기여도가 공
급충격 기여도의 85%인 –1.7%p였다. 그 다음 분기인 2009년 1분기에는 중립적 기술충격의 기여도가 0.1%p가 되어 성장률 반등의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붙임 2>에서와 같이 중립적 기술충격의 지속성 계수는 0.32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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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물가상승률 전망 RMSE 비교1)

<그림 25>
(2005.1분기~2017.3분기)

(2010.1분기~2017.3분기)

주: 1) 전분기대비이며 시계에 따른 표본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예측시점은 2014.3분기까지 사용

물가상승률의 경우 전(全)기간에서는 BVAR 모형

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변수 전반의 모형 설명력이 향

이 DSGE 모형보다 대체로 우수한 예측력을 보이는

상되었으며 전망의 정도(精度)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전망의 경우

음을 확인하였다.

두 모형간의 RMSE 차이가 최대 0.02로서 예측력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제환경 변화 및 이론 발전에 맞추어 주
모형인 BOKDSGE 모형과 BOKDPM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위성모
형들을 구비하여 세부 분야별로도 엄밀한 분석과 전망

Ⅳ. 맺음말

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미 재정 DSGE 모형, 유가
DSGE 모형 등의 위성모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

본고에서는 기존 BOKDSGE 모형의 일부 한계점

로도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에 특화된 DSGE 모형을

들을 개선하면서 필요 부분을 보완한 BOKDSGE 모

추가 개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전반에 고루 걸친 모형

형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모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이러한 모형들의 개발과 활

형에 재정부문 및 유가부문을 추가하였으며, 해외 및

용은 향후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 개선에 기여할

수출부문을 재설계하고, 주요 관측변수에 대한 추세

것으로 판단된다.

변화를 체계적으로 보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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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모형의 주요 구조

(가계)
가계는 ① 금융시장에 접근이 가능하며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최적소비가계(비제약가계)와 ② 금융시장에
접근이 불가능한 단순소비가계(제약가계)로 구분

① 최적소비가계의 효용함수 및 제약식

(효용함수)
(예산제약)

(자본축적)

○  , ,

,

,

,

, 는 각각 최적소비가계의 소비, 설비투자, 자본, 노동, 국내순자산, 해외순자

산, 자본가동률이고

,

는 각각 소비와 투자디플레이터, 는 명목환율,

의 비효용에 모두 영향을 주는 선호충격,

은 국내 위험프리미엄 충격,

는 소비의 효용과 노동
은 한계투자효율 충격,

, , , , 는 각각 소비세, 투자세, 노동소득세, 자본소득세, 이자소득세,
장의 명목임금,

는 자본의 명목순수익,

자산수익의 프리미엄,

는

의 외환표시 수익률,

는 자본가동비용(capital utilization cost),

(investment adjustment cost),
tax), 는 시간할인인자,

는 명목이자율,

는 소매업자와 노동조합의 총이윤,

는 소비습관계수,

는 완전경쟁 노동시
는 해외

는 투자조정비용
는 정액세(lump-sum

은 노동의 비효용정도, 은 노동탄력성의 역수, 는 감

가상각률을 의미

(선호충격)

(국내 위험프리미엄 충격)

(한계투자효율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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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순소비가계의 효용함수 및 제약식

(효용함수)
(예산제약)

○  ,

는 각각 단순소비가계의 소비, 노동이고

은 정부이전지출

(국내 중간재 생산기업)
국내 중간재 생산기업 은 노동

과 자본

을 결합하여 중간재

를 생산한 뒤 독점적 경쟁시장에

판매

(중간재 생산함수)

(이윤함수)

(중간재 수요함수)

(최종재 CES 결합)

,

○ 가격 설정 시 Calvo 타입의 명목경직성과 가격연동방식(Price indexation)을 따름

-

-

:

의 확률로 설정된 t기의 최적가격

:

의 확률로 최적가격 설정 기회 미부여시 t기의 가격

○  는 국내 중간재 가격지수,
간재 간 시변 대체탄력성,

는 중간재 기업의 한계비용,
는 총요소생산성 충격,

율, 는 가격 최적화를 하지 못하는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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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률적 할인인자,

는 국내 중

은 노동부가 생산성(기술)충격, 는 자본소득분배

는 전기 인플레이션, 는 물가목표,

는 전기 물가수준

(총요소생산성 충격)

(기술진보율 충격)

(기술진보율추세 충격)

(최종재 생산기업)
민간소비( ), 투자( ), 정부소비( ), 수출( ) 최종재는 ① 국내재와 해외수입재의 CES 결합 후, ② 해당
중간재와 유가의 CES 결합으로 구성

(중간재)

,

(최종재)
○  ,

,

,
,

, 는 각각 지출부문 에 대한 국내 중간재, 해외 중간재, ①에 의한 국내해외 중간재,

원유류, 최종재이고, ,

○  ,

,

는 중간재 결합비율, ,

는 해당 지출부문에 대한 고정추세이나

는 각 CES 결합 및 지출부문별 대체탄력성

는 1차 차분안정적 확률추세를 가정

(투자고유충격)

(정부와 중앙은행)
정부와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준칙에 따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수행

○ 통화정책은

일반적인 테일러 준칙을 따름

(통화정책)
- 

,
는 총산출 의 추세계열이므로 는 의 순환계열이고 와 은 각각 와

의

정상상태 값, 은 통화정책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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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은 정부소비정책과 이전지출정책으로 나뉘며, GDP 수준에 따라 정부소비를 조절하는 안정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정부소비정책)

(이전지출정책)
(정부예산제약)

-  와

은 각각 와

-  , ,

,

의 정상상태 추세, 은 정부지출 충격

등은 제약가계와 비제약가계의 합을 의미

즉,

,

(단, 는 제약가계의 비중)

(해외부문)
해외 가계는 노동을 공급하여 수입을 얻으며 자국 채권에 투자

(효용함수)
(예산제약)

○  ,

,

는 각각 해외가계의 소비, 자국순채권, 노동이고

노동시장의 해외 명목임금,

는 해외 명목이자율,

는 해외 소비디플레이터,

는 해외 선호충격,

는 해외 소비습관계수, 은 해

외 노동탄력성의 역수

해외 중간재 생산기업은 노동

(해외 중간재 생산함수)

(해외 생산성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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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입하여 중간재

는 완전경쟁

를 생산한 뒤 독점적 경쟁시장에 판매

<붙임 2>
데이터 및 모수 추정 결과

추정에 사용되는 자료는 국내GDP, 민간소비, 소비자물가, 투자(총고정자본형성), 투자디플레이터, 정부
소비, 수출, 콜금리, 명목실효환율, 해외GDP, 해외금리, 해외물가, 세계교역량(수입), 유가(두바이기준)
로서 총 14개

○ 모든

물량변수는 실질이며, 금리를 제외한 모든 시계열 자료는 전기 대비 증가율을 사용

○ 해외GDP,

해외금리, 해외물가는 우리나라 교역 대상 국가들의 가중 평균치를 사용

추정에 사용되는 데이터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모수들의 경우에는 다른 통계 또는 관련 문헌을 참
고하여 캘리브레이션을 하였으며 나머지 모수들은 베이지안 추정을 실시

소규모개방경제 모형 특성상 해외의 주요부문은 국내경기와 무관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해외부문의 모수들
은 별도로 추정

<주요 캘리브레이션>

,

,

모수

값

(시간할인률)

0.99

연간 명목금리 3.1%

조정기준

(감가상각률)

0.025

연간 감가상각률 10%

(영구적 기술충격 성장률)

0.054

1인당 경제성장률 연간 2.2%

(물가상승률 목표수준)

0.05

연간 2% 물가상승률 목표

(정부소비지출 비중)

0.14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소비 비중

(정부투자지출 비중)

0.32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비중

(제약가계 비중)

0.36

재정 DSGE 모형 참조

(국내지출 중 원유비중)

0.025

OECD전체 국가들의 연간GDP 대비 원유소비량 2.5%

(수출재 중 원유비중)

0.164

전체 수입대비 원유수입 비율 21.6%

(소비재 중 국산재 비중)

0.738

민간소비의 부가가치 유발 계수 0.72

(투자재 중 국산재 비중)

0.667

투자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0.65

(정부소비 중 국산재 비중)

0.913

정부소비의 부가가치 유발 계수 0.89

(수출재 중 국산재 비중)

0.595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0.58

(해외 노동소득 비중)

0.65

문헌 평균

주: 1) 마크업의 크기를 결정하는 각종 대체탄력성의 크기는 문헌을 따라 6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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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추정>
모수
(노동공급 탄력성의 역수)

0.68

(소비습관계수)

B(0.65, 0.05)

0.69

(투자조정비용)

(1.7, 0.25)

2.04

(차입비중)

B(0.5, 0.1)

0.52

(해외차입비중)

B(0.5, 0.1)

0.51

(국산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소비)

(1.0, 0.1)

1.08

(국산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투자)

(1.0, 0.1)

0.96

(국산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정부)

(1.0, 0.1)

0.91

(국산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수출)

(1.0, 0.1)

0.87

(소비중간재와 원유의 대체탄력성)

(0.5, 0.1)

0.49

(투자중간재와 원유의 대체탄력성)

(0.5 0.1)

0.49

(정부소비중간재와 원유의 대체탄력성)

(0.5, 0.1)

0.49

(수출중간재와 원유의 대체탄력성)

(0.2, 0.1)

0.15

(리스크프리미엄내 환율변화 탄력성 계수)

(0.4, 0.1)

0.35

(수출의 가격 탄력성)
(수출의 원유가격 탄력성)

B(0.7, 0.1)
(0.8, 0.1)

0.50
0.80

N(0, 0.02)

0.02

(국산 중간재 가격 조정확률)

B(0.75, 0.05)

0.80

(임금 조정확률)

B(0.80, 0.025)

0.80

(수출가격 조정확률)

B(0.70, 0.1)

0.79

(수입가격 조정확률)

B(0.70, 0.05)

0.76

(소비재 가격 조정확률)

B(0.70, 0.05)

0.67

(수입유가 조정확률)

B(0.75, 0.1)

0.70

(금리준칙 지속성)

B(0.8, 0.03)

0.83

(금리준칙 GDP 탄력성)

B(0.15, 0.1)

0.25

(금리준칙 물가 탄력성)

(1.5, 0.1)

1.38

N(0.2, 0.1)

0.20

(가계이전 경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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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균

(0.65, 0.1)

(수출지속성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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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분포

(정부소비준칙 지속성)

B(0.5, 0.05)

0.51

(정부소비 경기안정)

N(0.2, 0.1)

0.24

(가계이전준칙 지속성)

B(0.5, 0.1)

0.50

모수

사전분포

사후평균

(노동생산성충격 지속성)

B(0.6, 0.1)

0.49

(투자충격 지속성)

B(0.6, 0.1)

0.50

(중립적 기술충격 지속성)

B(0.5, 0.1)

0.32

(선호충격 충격 지속)

B(0.7, 0.1)

0.63

(자본재 생산 충격 지속성)

B(0.6, 0.05)

0.65

(국산 중간재 마크업 충격 지속)

B(0.6, 0.025)

0.60

(수입재 마크업 지속성)

B(0.7, 0.1)

0.87

(수출재 마크업 탄력성)

B(0.8, 0.1)

0.92

(환율 리스크 프리미엄 충격 지속성)

B(0.8, 0.1)

0.90

(임금 마크업 지속성)

B(0.7, 0.1)

0.70

(추세 인플레이션 충격 지속성)

B(0.9, 0.1)

0.95

(추세 성장률 충격 지속성)

B(0.9, 0.05)

0.84

(해외 노동공급 탄력성의 역수)

(0.75, 0.1)

0.85

(해외 소비습관계수)

B(0.70, 0.1)

0.75

(해외 중간재 가격 조정확률)

B(0.75, 0.05)

0.68

(해외 임금 조정확률)

B(0.80, 0.05)

0.79

(해외 중간재 가격 indexation)

B(0.5, 0.1)

0.43

(해외 임금 indexation)

B(0.5, 0.1)

0.51

(해외 금리준칙 지속성)

B(0.8, 0.01)

0.81

(해외 금리준칙 GDP 탄력성)

B(0.15, 0.1)

0.12

(해외 금리준칙 물가 탄력성)

(1.5, 0.1)

1.45

(해외 선호충격 충격 지속)

B(0.5, 0.1)

0.58

(해외 중간재 마크업 충격 지속)

B(0.7, 0.1)

0.57

(해외 노동생산성 충격 지속성)

B(0.7, 0.1)

0.74

(해외 유가 충격 탄력성)

B(0.7, 0.1)

0.69

(세계 교역신장률 충격 탄력성)

B(0.5, 0.1)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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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민간소비 구축 문제

(문제) DSGE 모형에서는 정부지출이 과도한 민간지출 구축을 야기하여 실증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
우가 발생

○ 정부소비지출 증가시 민간소비는 구축되지 않고 완만한 hump-shape*을 가지나 DSGE 모형에서는
민간소비가 즉각적으로 구축
* Blanchard·Perotti(2002), Gali·Lopez-Salido·Valles(2007), 김배근(2011) 등

- 또한 정부지출 증가시 GDP는 일반적으로 점진적 상승 → 하강 → 수렴의 모습을 보이나 DSGE 모형
의 경우 정부지출 증가 종료시부터 즉각적이고 과도한 수축을 보임

○ 미래기대를

가진 가계(Ricardian households)가 정부지출 증가를 현 시점 혹은 미래 시점에서 세
금의 증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비 및 투자지출을 축소

(대응) Gali·Lopez-Salido·Valles(2007)과 같이 가계를 금융시장 접근성을 기준으로 제약·비제약가
계*로 구분하고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를 가계 효용함수 내에서 보완재로 간주
* 제약가구란 차입제약이나 과도한 비유동성 자산의 구입 등의 원인으로 당기 소득(근로 및 이전)을 모두 소비하는 단순소비 행태의 가계를 의미
(Campbell·Mankiw 1989, Kaplan·Violante 2014 등). 모형상으로는 금융시장 접근이 제약된 가계로 표현

○ 제약가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당기의 소비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부지출 증가로 소비를 줄이지
않음

- 다만 전체 가계의 약 1/3로 추정되는 제약가구의 존재만으로는 민간소비 구축현상이 충분히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BOKDSGE 확장모형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CES 결합을 가계효용에 포함*
* 지정구·한경수(2016), Coenen·Straub·Mathias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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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약가계(i)와 제약가계(ii)의 예산제약식 비교

(i)

(ii)

단,  는 부가가치세,
자산,

는 소비재가격,

는 비제약가계 소비,

은 제약가계 소비,

는 금융

는 이자율

- 가계선호 내의 민간소비(

)와 정부소비( )의 CES 결합

(i) 가계효용함수:

(ii)
단,  는 노동공급,

는 CES 결합묶음 중 민간소비 비율, 는 대체탄력성을 의미. 가 1로 단위탄

력적인 경우 콥더글러스 형태로 변환되기 때문에

가 가계의 소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일반

적인 효용함수 형태로 회귀 (로그함수 시). 자세한 사항은 당행 재정 DSGE 모형(조사통계월보,
2016.2월) 참조

기존 모형과의 비교1)2)
(정부소비)

(GDP)

(민간소비)

주: 1) 정부소비를 1년간 5% 증가시킬 때의 충격반응
2) 주황색 실선은 CES 결합을 반영한 확장 BOKDSGE 모형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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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추세의 종류 및 DSGE 모형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성장 추세에 따라 경제 변수의 수준과 증가율 형태가 결정

○ 추세를 가지는 특정변수 X가 추세안정적(I(0))일 경우 충격 발생 시 수준이 추세로부터 일시적으로 이탈
해도 곧 정상으로 회귀

○ X가 1차 차분안정적(I(1))일 경우 충격 발생 시 수준은 추세로부터 영구히 이탈하지만 성장률은 충격 이
전 정상상태로 복귀

○ X가 2차 차분안정적(I(2))일 경우 수준도 추세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성장률도 영구히 변화

DSGE 모형 내에서 I(0) 또는 I(1) 확률추세를 사용하여 일시적 성장률 변화를 다룰 수 있지만 영구적 성장
률 변화(2차 이상의 차분안정 확률추세 충격, I(2))는 반영 불가

○ 중·단기 경제전망이나 정책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신케인지언 DSGE 모형의 경우 고정된
정상상태를 가정하는 linear perturbation method*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상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추세성장률 변화를 모형 자체에서 고려할 수 없는 한계

* 모형을 선형화시키고 정상상태로부터의 이격을 관찰하는 방법

추세충격별 수준과 증가율1)

주: 1) 왼쪽 음영 부분은 추세안정 확률충격(I(0) 충격) 부여시 반응, 중간 음영 부분 1차 차분안정 확률충격(I(1)) 부여시 반응,
오른쪽 음영 부분은 2차 차분안정 확률충격(I(2))을 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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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영구적 추세 변화의 미반영시 문제

영구적 성장률 변화를 직접 반영할 수 없음에 따라 일반적인 DSGE 모형은 (i) 추세성장률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전(全)기간 평균을 정상상태의 성장률로 간주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ii) 추세를 제거한 계열을
사용

○ 그러나

추세성장률 변화를 무시하고 표본평균을 정상상태 값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전의 높은 정상상태
로 과도하게 회복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 구조적으로 전망 오차가 발생하며 모형내의 경제주체가 영
구적인 변화를 일시적인 변화로 해석하여 추정과정에서 편의(bias)가 발생

○ 또한

추세를 제거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추세를 변화시키는 정보를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추세
제거 방식에 대한 논쟁의 여지

- GDP나 각 지출부문은 잠재성장률의 추세를 사용할 수 있어서 비교적 논쟁의 여지가 작을 수 있으나
물가상승률이나 명목금리의 경우 추세를 선택하기가 난이

-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의 경우 HP필터로 추세제거 시 최근의 저물가 정보가 사라지며, 물가목표중심
치로 추세제거 시 목표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물가상승률 순환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단 우측 그
림의 원표시 점선)

물가상승률과 추세1)

추세가 제거된 물가상승률

주: 1) 점선은 물가목표제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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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모형의 유용성 점검*

정책금리 충격에 대한 BOKDSGE 모형의 반응이 주요 중앙은행 및 학계에 사용되는 모형들의 반응 범위
내에 위치함에 따라 본 모형의 구조가 이론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범주 내에 있음을 확인
* 일반적으로 정책금리 충격 발생시 거시경제모형(DSGE, 거시계량구조, VAR 등)내 내생변수의 충격반응 비교를 통해 해당 모형들의 유용성과 강건성을 점검

정책금리 100bp 상승 충격시 반응1)2)3)
미국

유럽

한국

(명목금리)

(명목금리)

(명목금리)

(국내생산)4)

(국내생산)4)

(국내생산)4)

(물가상승률)5)

(물가상승률)5)

(물가상승률)5)

주: 1) 미국과 EU는 Wieland et al. (2017) 1284쪽의 그림이며 한국은 BOKDSGE 모형 결과
2) Wieland,

Afanasyeva, Kuete, and Yoo(2016, Handbook of Macroeconomics)는 국제기구, 중앙은행, 또는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국과 EU의 주요 모형들의 충격반응을 정리
3) 좌측은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모형의 충격반응이며, 중간은 유렵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모형들의 충격반응임. 우측은 BOKDSGE 모형의 충격반응
4) 국내생산은 GDP수준을 의미하며 수치는 정상상태로부터의 로그차분(log deviation)에 100을 곱한 값, 즉 퍼센트(% deviation)를 의미
5)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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