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이 설비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홍성표*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
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
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화 : 042-821-5591, E-mail : sphong@cnu.ac.kr)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홍승제 금융연구실장과 연구심의위
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차 례 >

Ⅰ. 서 론 ······································································································1
Ⅱ. 선행연구 ··································································································5
Ⅲ. 실증분석 ··································································································8

1. 설비투자함수의 설정과 추정 ······································································8
2. 불확실성의 추정과 설비투자와의 관계 ··················································12
3. 불확실성을 포함한 설비투자함수 ····························································14
4. 회귀계수의 시간적 변화 ············································································16
5. 시변모수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 ··························································23

Ⅳ. 결론 및 시사점 ·················································································26
<참고문헌> ············································································································28

불확실성이 설비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극
도로 위축되었다. 본 연구는 설비투자 결정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효과
적인 투자진작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전통적인 경제적 요
인들 외에 불확실성이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투자결정요인 외에도 경제 내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경
기 불확실성과 환율 불확실성이 모두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과 환율 불확실성은 설비투자에
음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질 때 여타 투자결정요
인들의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도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최근 우리나라 설비투자 침체에 대한
원인중 하나를 규명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해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즉 설비투자와 이자율 등의 관계가 약화되어 일반적인 투자진작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부진 해소를 위
해서는 전통적 투자진작정책과 함께 경제 내 불확실성의 해소가 병행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핵심주제어 : 설비투자, 결정요인, 경기 불확실성, 환율 불확실성, 시변모수모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C4, E5

Ⅰ. 서론
설비투자는 자본저량의 축적을 이루어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능력을 향
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비투자의 변화추이를 보면 <그림 1>에서 보
듯이 1970년대에는 평균 21.1%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고, 이는 당시의 빠
른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부터 약화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때 크
게 위축되었다.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잠시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단기간에 그쳤고 2000년대 들어서 전반적으로 설비투자는 내내 위축된 양
상을 보였다.
<그림 1>

설비투자 추이

주 : 1) 분기별 설비투자금액의 로그값
자료 : 한국은행

설비투자의 위축은 당장의 수요부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투자제고를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게 된다. 실제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초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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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정책당국은 재정확대 및 확장적 통화신용정책
을 최대한 사용하였고 상당부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경기부양정책에만 의
존해서는 경기회복을 지속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부양정책으로 촉발된
경기회복국면을 유지하고자 자생적 투자증가에 의한 민간부문의 회복을 시
급하게 유도하고 있다. 민간부문 투자가 회복되어야 생산이 늘고 고용이 창
출되고 소비가 진작되며 이는 다시 투자확대를 유도하게 되는 선순환적 경
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
게 된다.
최근의 설비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2007년부터 시작된 저조한 설비투
자 증가율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2008년 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무려 -14.0%로 크게 위축된 후 2009년 1분기에는 -23.5%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최근 설비투자는 서서히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
년동기대비 음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고 건설투자에 비교하여도 아직 완연
하게 투자 회복 추세로 보기는 쉽지 않다.
설비투자의 부진은 다른 거시경제변수들의 움직임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다른 형태의 투자지출인 건설투자의 경우 극심한 건설경기 부
진 속에서도 2009년 들어 양의 증가율을 보여 서서히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위축되었다는 것은 민간소비,
그리고 GDP와 비교하면 더욱 선명해진다. GDP와 민간소비의 경우 설비투
자와 마찬가지로 2008년 4분기부터 음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위축의
정도가 설비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고, 설비투자가 음의 증가율을 보
이고 있는 2009년 3분기에 두 변수는 양의 증가율로 전환되어 아직도 음의
증가율을 보이는 설비투자와 뚜렷하게 비교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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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기
2008.1
2008.2
2008.3
2008.4
2009.1
2009.2
2009.3

자료 : 한국은행

국내총생산 및 투자 증가율
(실질, 전년동기대비)

GDP
5.5
4.3
3.1
-3.4
-4.2
-2.2
0.6

민간소비
4.0
2.3
1.4
-3.7
-4.4
-0.8
0.6

설비투자
1.5
1.1
4.3
-14.0
-23.5
-15.9
-8.7

건설투자
-1.9
-0.3
0.2
-5.6
1.6
3.7
2.5

(%)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더딘 설비투자의 회복원인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설
비투자가 예를 들어 생산량, 이자율, 주가지수, 환율 등 전통적인 경제변수
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연구들에 의하면 투자결정요인들의 비우호적 변화
가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대내외 불
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투자가 침체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전통적 투자결정요인과 설비투자간 관계가 불확실성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199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
를 대상으로 설비투자 모형을 설정하되 설비투자모형에 불확실성을 포함하
여 설비투자, 투자결정변수, 그리고 불확실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하고, 전통적인 투자결정요인들의 투자에 대한 영향력이 불확실
성으로 인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다. 예컨대, 경기상황이 설비투
자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변화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경제위기에 정책당국의 투자제고를
위한 정책이 왜 효과적이지 못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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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Ⅱ장에서는 투자변수와 불확실
성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고 제 Ⅲ장에서는 불확실성과 설
비투자 변수간 직접적 및 간접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제 Ⅳ장에서
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제 Ⅴ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본 연구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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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순환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
로 미래 경제성장 잠재력을 결정짓는데 있어 투자변수의 중요성 때문에 그
동안 많은 투자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각 이론에 적합한
다양한 투자함수와 투자결정변수들을 제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투자행위
및 투자진작정책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여러 연구 중에서 선구자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최적자본
스톡이론은 자본재 수요가 생산량과 이자율 등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1)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Hall and Jorgenson, 1967). 이
와는 달리, 미래의 기대수익으로서 자본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의 가치와
자본의 대체비용 사이의 비율인 q에 의해 기업의 투자결정이 이루어진다는
q이론(Tobin, 1969) 이후 많은 이론적·실증적 후속연구가 이어졌다(대표적
으로 Hayashi, 1982). 미래에 대한 기대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취급된 q이론
의 맥락에서 주가와 투자간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도 다양하게 이루어
졌는데(Abel and Blanchad, 1986; Barro, 1990; Blanchard, Rhee and
Summers, 1993), 그 중 Barro(1990)는 미국의 경우 주가수익률과 기업의
현재수익에 의하여 투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관측한 바 있다. 한편, 우
리나라의 경우 자본재 특히 기계설비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환율
의 변화도 투자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최창규, 1999).
즉, 환율이 상승하면 자본재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결국 설비투자를 위축시
킨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생산량, 이자율, 주가,
환율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투자분석 관련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투자의 결정요
인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나, time-to-build technology(Kydland
and Prescott, 1982)나 Pyndick(1988, 1991)에 의하여 집중 조명된 투자의
1) Hall과 Jorgenson이 제시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이자율, 감가상각 및 자본재가격 상승에 따른 이
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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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역성(irreversibility) 등 투자지출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은 투자
지출을 결정함에 있어 미래의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의 불가역성 특성은 많은 연구들에 의하여 검토되어왔는데,
미래가 불확실할 때 불가역성으로 말미암아 경제주체들은 시장 상황에 대
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투자결정을 지연시키는 옵
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가역성 문제로 인하여 투자결정에 있어
미래에 대한 경제환경 불확실성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강조되게 되었다.
사실 투자와 불확실성간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분석되어 왔으나, 분석결
과는 일치되지 않았다. 논의의 중요한 출발로서 Friedman(1977)은 그의 노
벨경제학상 수상 기념강연에서 첫째, 높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둘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높으면 자원배분의 효
율성이 낮아져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Hartman(1972)과 Abel(1983)
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가 증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 이들과 달리
불확실성과 투자간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두 변수 간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Bernanke, 1983; McDonald and Siegal,
1986; Caballero, 1991; Pindyck, 1991).
한편,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의 반응은 불확실성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 OECD 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Hallett, Peersman and Piscitelli(2004)는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의 반응은
불확실성의 종류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불확실성의 원천이 국내
시장인가 혹은 해외시장인가에 따라 투자에 미치는 영항이 다르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와는 달리 불확실성의 성격이 개별기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시장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인지에 따라 그 영향이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Huizinga, 1993).
경제 내 불확실성 중에서 환율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환율의 변동성
과 투자의 관계를 분석한 시도도 있었다. 환율 불확실성과 투자수준과의 관
2)

불확실성의 증가는 자본의 한계수익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투자가 확대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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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특성에 비
추어 매우 흥미롭다. 여러 연구중에서 Goldberg(1993)는 1970∼1990년 동안
미국의 분기별 실질투자에 대한 환율변동성의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주장
하였다3). 이와는 대조적으로, Byrne and Davis(2003)는 환율의 변동성을
영구적 변동성과 잠정적 변동성으로 구분한 후 환율의 영구적 변동성이 증
가하면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확실성이 경제의 여러 분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홍성표·김양우, 1993; 백웅기, 1998; 함준호,
2001; 장민·임진, 2002; 신관호·주원, 2002), 설비투자의 결정에 대한 불확실
성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간헐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예를 들
어, Hong and Kim, 1994; 김병화․임현준, 2002; 김범식, 2009). 본 연구는
경기상황, 이자율, 주가지수 등 전통적인 투자결정요인을 고려하되, 투자의
불가역성으로 인하여 투자결정이 미래 경제상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이 투자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고자 한다. 특히,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전통적 경제변
수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효과적인 투자촉진정책의 방향
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그러나 이에 관한 일련의 연구(Campa and Goldberg, 1995; Campa, 1993)는 환율 변동성의 영향은
투자변수의 통합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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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분석
1. 설비투자함수의 설정과 추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결정에 관한 여러 경제이론 또는 선행연구
결과, 생산량, 이자율, 기업가치, 그리고 환율 등이 설비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한 기본적인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단,  , : 설비투자,  : 국내총생산,  : 이자율,
 : 주가지수,  : 대미환율)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으로부터 GDP,
민간설비투자, 이자율(회사채수익률), 종합주가지수, 대미환율을 추출하였다.
설비투자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으로 구분되는데 민간의 자생적인 설비투
자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의 목적상 민간설비투자만을 분석대
상으로 하였다. GDP와 민간설비투자는 모두 계절성이 제거되었으며, 주가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실질변수이고, 이자율은 생산자물가지수를 이
용하여 실질금리로 변환시켰다. 분석 대상기간은 민간설비투자가 분리 집계
된 1997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이다.
우선, 분석대상 시계열변수가 안정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ADF검정에
의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에 단위근이 존재하였다. 변수에 단위근이 존재하므로 차분변수로 전환
하였는데 이자율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 대하여 로그변환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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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단위근 검정

변수
GDP
I
R
SPI
EX

시차길이
0
2
3
1
1

t값
-1.436
-2.126
-1.146
-1.461
-2.398

p값
0.559
0.236
0.691
0.546
0.147

차분을 취하여 변수를 안정화시킨 후 위 모형 (1)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포괄적인 모형에서 유의한 변수를 가려내어 모형을 설정하는
general-to-specific 접근법을 적용하여 OLS 방법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결
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상수


설비투자함수 추정결과

모형 A
모형 B
모형 C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0.442
0.633
0.372
0.614
1.317** 0.509
-0.005
0.007
-0.012*
0.006
-0.011*
0.006 -0.009
0.005
-0.010*
0.005
-0.000
0.000
-0.000
0.000
-0.421**
0.193 -0.485***
-0.006
0.027
0.009
0.012
-0.018
0.334
0.321
0.26

주 : 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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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설비투자함수의 다양한 설정을 시도하였다. 포괄적인 시차
에서 출발하여 유의한 시차를 선택하였는데 기존의 경제이론에 부합되는지
의 여부를 동시에 감안하여 모형을 결정하였다. 모형 A와 B의 경우 환율이
매우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나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GDP, 투자비용을 대표
하는 이자율이 모두 미약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4)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GDP 및 금리비용을 대표하는 이자
율 변수가 유의하게 추정된 모형 C를 선택하였다.
한편, 설비투자의 불가역성(irreversibility) 및 time-to-build technology
특성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의 변화는 설비투자 시점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 내의 불확실성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여러
형태의 불확실성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수익 측면의 경기 불확실성과
미래비용 측면의 환율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각각의 불확실성이 설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경기 불확실성은 GDP에 내재하
고 있는 불확실성5)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투자에 관한 비용 측면의 불확실성은 이자율의 변동성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리 수준이 2000년대
에 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어서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을 이자율 수준
의 변동성으로 측정하는 경우 금융비용 측면의 불확실성을 적절히 반영하
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환율의 경우 Goldberg(1993), Byrne
and Davis(2003)의 연구에서 불확실성 대리변수로 채택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환율이 중요한 비용요인
을 반영하고 있고 환율의 움직임이 역동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환율의 변
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였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처한 우리나
라의 투자부진 문제를 조명한 김범식(2009)은 환율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환율과 GDP의 경우 다중공선성이 심하여 이러한 현상이 관측된다. 어느 변수를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전통적 이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5) 실물경기상황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가동률, 산업생산지수 등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 실물경제의 상황을 나타내는 GDP변수를 선택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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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자율 1) 변동추이

(%)

주 : 1) 분기별 회사채수익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3>

환율 변동추이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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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2. 불확실성의 추정과 설비투자와의 관계
경제 내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
다. 다수의 설문응답자들의 예측치의 분산으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방법
(Makin, 1982; Mullineaux, 1980; Zarnowitz and Lambros, 1987), 이동표
준편차로 측정하는 방법(Kein, 1975), 관측시점의 전후 일정기간 동안 로그
자승합의 평균으로 측정하는 방법(Merton, 1980), 그리고 매우 보편화된 방
법으로서 ARCH 혹은 GARCH 구조에 의하여 추정된 분산으로 불확실성을
추정하는 방법(Engle, 1982; 홍성표·김양우, 1993)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RCH 구조의 존재를 확인한 후 ARCH모형에 의하여 불확실성을 추정하
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ARCH 구조를 적용하여 추
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 불확실성 :

   
     

 

      
 

환율 불확실성 :

   
     
     

 


      
 

(단,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추정된 경기 불확실성과 환율 불확실성은 다음의 <그림 4>와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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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 있다. 경기 불확실성의 경우 외환위기 때 급증한 후 2000년 중반
부터 2001년 초까지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그 후 2002년에 증가하였다가
내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2008년말 금융위기로 다시 증가하는 형태
를 나타낸다. 한편, 환율변동성으로 포착한 환율 불확실성은 외환위기와 글
로벌 금융위기 때 경기 불확실성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다만, 2000년
과 2002년에 경기 불확실성이 컸지만 환율 불확실성은 2001년에 크게 나타
났다.
<그림 4>

추정된 경기 불확실성

<그림 5>

추정된 환율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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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변수의 활용에 앞서 두 변수의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단위
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단위근이 존재
한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불확실성 변수를 차분하여 모
형의 추정에 사용하였다.
<표 4>

불확실성 변수의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
GDP_UN
EX_UN

시차길이
7
0

t값
-1.075
-2.282

p값
0.717
0.182

주 : 1) GDP_UN : 추정된 경기 불확실성, EX_UN : 추정된 환율 불확실성

3. 불확실성을 포함한 설비투자함수
경제변수의 움직임을 수준(level)과 가변성(variability)으로 구분한 후, 가
변성과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인플레이션을 주제로 매
우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설비투자는 경제변수들의 수준에 따라 결정
되기도 하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은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행위에 제약조건
으로 남기 때문에 설비투자 결정시 경제 내 주요변수들의 가변성 또는 불
확실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경기상황, 이자율, 주가지수 등
설비투자 결정요인들의 수준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투자함수에 변동성을 나
타내는 경기 불확실성과 환율 불확실성의 두 가지 불확실성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   ₋   
 ≥   ≥   ≥   ≥   ≥ 

(단,  ₋ : 경기 불확실성,  ₋ : 금융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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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에서 ARCH 구조에 의해 추정된 불확실성 변수들을 포함한 후
general-to-specific 방법으로 추정된 결과는 다음의 <표 5>에 정리되어 있
다.
<표 5>

불확실성이 포함된 설비투자모형 추정 결과

추정계수

모형 A

표준오차

추정계수
0.0412
0.0059
-0.0082
-0.0001
0.0039
-0.0007**
-0.0075

   
  
  
  
 ₋ 
 ₋ 

상수


-0.0041**
-0.0005***
0.0120

0.3822

0.0019
0.0001
0.0094

주 : 1) ** :    ; *** :   

모형 B

0.4010

표준오차
0.6201
0.0081
0.0058
0.0001
0.0028
0.0002
0.0253

우선 두 불확실성 변수가 설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하여
두 변수만을 설명변수로 포함한 모형 A를 추정한 결과, 두 불확실성 변수
모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불확실성이 증가하
면 설비투자는 위축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식 (2)의 설비투자 모형
에 불확실성 변수들을 포함하여 다시 추정한 결과는 모형 B에 요약되어 있
다. 이 <표 5>에서 정리된 추정결과는 앞에서 모형 (1)을 추정한 <표 3>
의 추정결과와 매우 다르다. 우선 <표 3>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던 GDP,
R 모두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고 심지어  의 계수는 비록 유의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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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계수의 부호가 바뀌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성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킴에 따라 변수 간 다중
공선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투자함수를 위와 같이 설정한 이
유는 각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함이었으나 변수 간 다중공선
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영향력을 포착해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불확실성과
일반적 투자결정변수들을 분리하여 각각 설비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에 직접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통적인
경제변수들이 경제이론에 부합되는 영향을 투자에 미치고 있음은 지금까지
의 추정결과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투자함수를 추정
할 때 변수들의 영향이 모호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
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위의 추정모형에서 불확실성을 배제하여 이들 변
수들의 투자에 대한 영향력을 추정한 후 전통적인 경제변수들의 영향력이
불확실성에 의하여 어떻게 변화하는가 분석함으로써 불확실성의 영향을 조
사하고자 하였다.

4. 회귀계수의 시간적 변화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불확실성을
적절한 방법으로 추정한 후 추정된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는 달리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 접근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확실
성이 경제 내에 상존하는 가운데 각 설비투자 결정요인들이 설비투자 의사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불확실성이 변화하면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에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의 변화에 따른 이러
한 영향력의 변화야말로 불확실성이 경제변수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 파
급경로라 할 수 있다.
경제변수 간의 관계, 즉 모형에서의 기울기계수가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
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가변수가 이용되고 있다. 즉, 기울기계수를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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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요인을 가변수로 설정하고 설정된 가변수 상황에 따라 모형의 기울기
계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것이다(김병화․임현준, 2002). 이 방법의
특성은 호황기/침체기, 고물가/저물가, 고환율/저환율과 같이 양분된 경제
상황에서 관심 있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평균적으로 쉽게 포착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제상황 변화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상황의 변화가 양분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즉, 본 연구의 경우와 같이 불확실성의
변화에 따라 투자함수 내 변수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가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정모형에
서 불확실성 변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설비투자 모형을 추정한 후 변수 간
관계 즉, 투자함수의 기울기계수가 불확실성이라는 연속된 상황변화에 어떻
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림 6>의 벤다이어그램을 살펴보자. 일반
적인 회귀분석에서 변수 X와 Z가 Y를 설명하는 모형에서 회귀분석의 성격
상 변수 X가 종속변수 Y를 설명하는 부분은 변수 Z가 불변이라는 것을 전
제로 하므로 분석변수 X가 종속변수 Y를 설명하는 영향력은 영역 A이다.
같은 논리로 변수 Z가 Y를 설명하는 영향력은 영역 C가 될 것이며 변수 X
와 Z가 합동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B이다. 만약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변수 X
와 Z의 공선성이 심하면 X와 Z를 모형에 동시에 포함한 후 추정하면 변수
X가 설명하는 Y의 설명부분이 실제 영향력인 (A+B)에 비하여 아주 일부
인 A에 지나지 않고, 이 A에 의하여 경제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결
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수 X의 Y 변화에 대한 총 설명력 혹은 총 설명력 (A+B)를
포착하려면 변수 Z를 배제한 상태에서 Y와 X간의 관계를 추정하면 된다.
따라서 분석의 시각이 경제변수 Y에 미치는 X의 영향력 및 경제변수 Y에
미치는 Z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에서, 종속변수 Y에 미치는 X의 영향력이
변수 Z에 의하여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이를 위
하여 변수 Z가 영역(A+B)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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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Y에 대한 X와 Z의 영향력 계수

변수 Y의 변화
A
변수 X의
변화

C

B

변수 Z의
변화

위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우선 투자함수에서 불확실성 변수를 배제하
고 투자결정요소들의 영향력 계수, 즉 기울기계수가 시간이 변함에 따라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간변화에 따라 경기상
황과 이자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력 움직임을 측정하고자 다음과 같
은 시변모수(Time Varying Parameter, 이하 'TVP') 모형을 설정하였다.
    ln            ln    

(3)

시간 t가 첨부된 모수들은 변수들 간의 관계가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
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위 모형(3)의 추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간략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Engle and Watson, 1988; Kim and Nelson, 1990; Evans, 1991).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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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5)

그리고  는 TVP벡터,
 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적 오차항이다.  벡터는 모수벡터  의 확률
적 오차항으로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TVP로 표현된 경제구조를 Kalman필터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Chow, 1983; Wei, 1990), Kalman필터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ln            ln     








(6)
(7)
(8)
(9)

ln      
      

  
   

              

단, 



(10)
(11)

   ′    ′ 

        

은 t-1기에 주어진 정보하에서  의 조건부 공분산 행렬이다. 식
(8)과 식 (9)는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었을 때  의 조건부 분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식 (10)의 Kt+1은 소위
Kalman gain으로 부르는 행렬로서 예측오차에 부과되는 가중치를 결정한
다. 주목할 것은 위의 분산행렬 Q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의 시간이동모수
를 추정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통화량 변화의 효과’를 의미하는  를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거시경제자료를 이용해 식 (6)과 식 (7)을 최우추정법에
의해 (6)～(11)의 알고리즘을 따라 추정하였다. 최우추정법의 초기치로서
OLS 추정결과를 사용하였고, 추정결과는 다음 식 (12)와 같다.
Ω t｜t - 1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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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






   
  

   
  

   
  

   
  

,  
  
로그우도함수값 = 151.591


   
        



단, 는  에 대한 최우추정량이고, 괄호 안의 숫자는 에 대한 각각의
표준오차이다. 위 추정결과 얻은 시변모수 추정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는 다음 <그림 7>부터 <그림 10>에서 볼 수 있다.


<그림 7>





시간 흐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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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동

<그림 8>

시간 흐름에 따른

<그림 9>

시간 흐름에 따른 
  절대값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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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값의 변동

<그림 10>

시간 흐름에 따른


의

변동

위 그림을 보면, 설비투자에 미치는 경기상황 변화의 영향력, 
 는 1999
년에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2000년 들어 빠르게 상승하여 외환위기 기간 동
안 경기변화가 정상적인 투자결정요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를 극복한 후에는 설비투자에 대한 경기상황의 영향력이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이자율의 경우, 이자율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외환위기 상황에서
비용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자율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나 위기극복 이
후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2002년 이후 서서히 상승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
기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계수는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가지수
SPI의 경우 외환위기 기간 동안 주가지수가 급변하면서 영향력이 커졌다가
이후 안정되는 양상은 다른 변수들과 동일한 특성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계
수의 크기가 작고 변동폭이 크지 않아 그 움직임에 유의한 의미를 부여하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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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변모수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각 변수의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 변화가 불확실
성에 의하여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앞에서 추정된 시변모수들을
각각 불확실성에 회귀하였다. 각 시변모수들을 두 가지 형태의 불확실성에
회귀하되 유의한 불확실성 변수의 시차만을 남기는 general-to-specific 방
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시변모수 중 경기상황영향력(
 )과 경기불확실성
( ₋ ) 및 환율불확실성( ₋ )의 관계를 분석한 회귀결과는 <표 6>
에 정리되어 있다.


<표 6>

설비투자 요인에 대한 개별 불확실성 영향

불확실성
영향력계수 시차 경기
추정치*** 표준오차
5 -0.437*** 0.087
경기상황
0.087
변 화 (  ) 6 -0.429
의 영향력, 

1 -0.238*
0.130
3
-0.224
0.134
이자율변화
***
6
-0.468
0.135
(  )의






영향력,




이자율변화
(  )의
영향력, 

주가지수변화
(  )의
영향력, 







3
6

-0.217***
-0.485

0.131
0.131

2
5

-0.366***
-0.462***

0.127
0.127



주 : 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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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불확실성
시차 추정치 표준오차
5
6

-0.290***
-0.769***

0.064
0.064

1
4
5
6

-0.129***
-0.520***
0.833
-0.535***

0.109
0.135
0.140
0.133

4
6

-0.317***
-0.299

0.153
0.153

2
3
5

-0.378**
-0.033***
-0.602

0.145
0.142
0.138

회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관측할 수 있다. 첫째, 경기 불
확실성과 환율 불확실성은 투자결정요인들의 영향력 계수를 크게 감소시키
고 있다. 즉, 설비투자는 경기상황 및 이자율 변수들의 변화에 대하여 정상
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 설비투자에 미치는 결정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둘째, 불확실성과 각 영향력 계수 사이에 상당한 길이의 시차가 존재한
다. 두 가지 형태의 불확실성은 대략 4～6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력
계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불확실성의 증폭이 경제 내 설
비투자결정과정에 긴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위 <표 6>에서는 개별 불확실성의 각 영향력 계수에 대한 관계를 조사
하였다.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영향력 계수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표 7> 참조).
<표 7>

설비투자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 영향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한 경우)

경기 불확실성
영향력계수
시차 추정치 표준오차
경기상황변화
5
-0.022
0.079
(  )
6
0.045
0.090
의 영향력, 

1
-0.163
0.110
이자율변화
(  )의
6
-0.133
0.173

영향력, 
4
이자율변화
3
-0.117
0.140
(  )의
6
-0.556*** 0.174
영향력, 

주가지수변화
2
-0.046
0.144
(  )의
5
-0.179
0.179
영향력, 

















주 : 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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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5
6
4
5
6
4
6
2
5

환율 불확실성
추정치 표준오차
-0.247*** 0.089
-0.801*** 0.109
-0.494*** 0.140
0.768*** 0.165
-0.440** 0.214
-0.256*
0.152
0.102
0.190
-0.066
0.156
-0.419** 0.195

<표 7>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영향력 계수들에
대하여 경기 불확실성보다 환율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영향력 계수에 있어서 환율 불
확실성은 유의하게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은 비
록 음이기는 하나 유의하지 않은 추정결과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이
자율변화( )의 영향력계수 
 에 경기 불확실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는 3분기 전의 이자율 변화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
하고 있으므로 다른 투자결정변수와 설비투자 사이의 관계에 비하여 장기
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영향력을 나타내는 
 에 대하여
환율 불확실성보다 경기 불확실성이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투
자에 대한 이자율의 단기적 영향력에는 환율 불확실성이 중요한 반면, 장기
적 영향력에는 경기 불확실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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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경기를 진작하고 장기적
인 성장잠재력을 축적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설비투자 회복을 유도하고 있
고, 설비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안은 전통적인 수요관리 측면의 거시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경우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이자율을
낮추고 환율이 유리해지는 가운데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여도 기업의 설비
투자는 가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비투자 결정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투자 진작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통적
인 경제적 요인들 외에 투자의 불가역성을 감안하여 불확실성이 투자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투자결정요인 외에도 경제
내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 불확실성 모두 투자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 불확실성은
설비투자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
자결정요인들의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도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비투자 결정요소들의 영향력 자체가 경제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변화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설비투자에 대한 이자율의 영향력이 경제가
불확실할 때 현저하게 작아진다. 따라서 이자율을 낮추는 경제정책을 사용
한다고 해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정책효과는 크게 반감되어 기대했
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함의는 불확실성 속에서 통화신용정책
의 효과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다 하겠다(Baum, Caglayan,
and Ozkan, 2008).
따라서 정책당국이 실질적인 투자진작을 기대한다면 전통적 거시경제정
책의 사용뿐만 아니라 경제안정화를 통한 불확실성의 제거 혹은 축소를 위
한 정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불확실성의 축소방안은 사실 쉽게 제시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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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경기 불확실성이나 환율 불확실성 모두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통제대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행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경기의 안정적 운용 및
환율 안정화 등이 경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므로 이를 위한 정책수립이 수
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정책당국의 투명한 경제정책 시행 및
운용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크게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신뢰성이 오
랜 기간 축적된다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
책당국자 간의 정책혼선 없이 정책집행의 방향 및 세부 내용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이를 경제가 인지하게 된다면 경제 불확실성의 축소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내 불확실성의 해소가 전통적 투자진
작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경제 내 불확
실성을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 불확실성으로 정의하여 추정하였는데, 불확실
성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척도들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본 연구의 강건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ARCH 구조에 의하여
불확실성을 추정하였으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방법을 고루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들은 후속 연구에서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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