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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방법을 고려한 재정지출 효과 분석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 시행 시 재원조달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정
책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기존 실증분석 연구는 재원조달
방법을 정의할 때 이론적인 조건을 엄밀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체계적인 분석이 다소 부족하며, 정의가 각기 달라서 분석결과 비교에 어
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증분석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
으로 엄밀한 재원조달 방법의 정의와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 방법론
을 제시하고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 VAR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추정치의 불확실성 정도를 고려할 때 재원조달 방법 변경에
따라 재정지출의 상대적 효과가 다르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충격 초기
에는 부채로 재원을 조달(debt-financing)할 때의 재정지출승수가 증세로 조
달(tax-financing)할 때의 재정지출승수보다 최대 0.31가량 더 큰 것으로 추
정되었으나, 충격 5년 이후에는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을 이용한 재
정지출승수가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을 이용한 재정지출승수와 비
슷하거나 더 작았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형태, 분석방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체
로 지지되었다. 한편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이 GDP외 다른 경제 변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원조달 방법이 변경되면서 소비, 투자, 순수출
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 방법대로 분석하
는 경우 증세의 반응이 정부의 기간 간 예산제약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증세로 조달할 때 재정지출승수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핵심주제어: 재정승수, 구조 VAR 모형, 반사실적 분석, 재정정책
JEL Classification: C22, E62, H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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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고에서는 재정지출 확대 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달라지
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의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tax-financing)와 신규 국채발행으로 재정지출의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debt-financing)에 재정지출 확대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경우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Barro (1974)의 리카디언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는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함의하나, 리카디언 대등정리
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한 재정지출이라 하더라도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 효
과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 재정지출이 GDP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증분석을 진행한 연구 가운데 이론적으로 엄밀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체계
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연구 결과 간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VAR모형을 이용한 연구 중 본고와 주제가 유사한 연구가 드문 가운데 정부의
기간 간 예산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수행된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와 달리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이론적 엄밀성을
유지하면서도 모형 내에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또한 기존 문헌에서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과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의 정의와 재정승수의 정의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연구 결과 간 일률적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이론과 합치되는 조
세 조달 방법(tax-financing)과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의 정의를 설정하
고 기존에 제시되었던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을 논의한 후 적합한 실증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분석하는 경우 기존 방법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논의하고 또한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과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 간의 실증 분석결과 차이를 미국 자
료를 이용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가 이론적인 예측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살펴보고자 소비, 투자 등 GDP 외 다른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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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
재정지출의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차이 여부는 거시경제학의 중요
한 이슈 중 하나이다. 전통적인 단순 케인지안(Simple Keynesian) 이론에 따르면
균형재정승수는 증세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의 일반적인 재정지출승수에 비해 작다.
이는 증세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균형 재
정의 경우 조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늘리기 때문이다. 다만 증세 조
달 재정지출(tax-financed government spending)에 비해 부채 조달 재정지출
(debt-financed government spending)의 경우 국가부채 수준이 증가하면서 다양
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전통적인 케인지안의 견해에 따르면 가격이 경직적
일 때 부채조달 재정지출의 확대는 조세 조달(tax-financing) 재정지출에 비해 산출
(output)이 더 크게 증가한다. 다만, 부채 조달(debt-financing) 재정지출이 확대되
면 공공저축이 감소하고 공공부채 수준이 상승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민간소비, 투자, 산출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
다. 이는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에 비해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
일 때 장기적으로 승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부부채 수준과
이자율 간의 관계는 관련 실증연구에서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며, 부채 조달
(debt-financing)이 자본소득세율 하락과 동반하여 이루어진다면 조세 조달
(tax-financing)에 비해 순 자본 수익(net return to capital)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투자에 구입효과(crowd- in effect)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Traum and
Yang, 2015)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재원조달 방법이 달라지면서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위의 논의와는 달리 재원조달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기
본적인 리카디언 대등정리에 따르면 민간 경제주체가 합리적(rational)이고 미래 지
향적(forward- looking)이라면 정액세를 가정할 때 재정지출 확대 시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든 증세를 통해 조달하든 결과에 차이가 없으므로 재원조달방법
이 중요하지 않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공 부채를 부(wealth)로 간주하지 않아 부
채 수준이 민간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자금 조달 방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조세의 현재가치와 재정지출의 현재가치가 같다
면 증세 타이밍 변화가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리카디언
대등정리는 충족하기 어려운 엄격한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한
모형에서는 잘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자본시장 불완전성 등으로 소비 평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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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왜곡적 조세가 가정으로 도입된 경우 리카디언 대
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외 근시안적인 경제주체, 소득의 불확실성, 세대 간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는 등 많은 경우에서 리
카디언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Elmendorf and Mankiw, 1998). 이 때문에 기
간 간 선택이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현실적으로 재원조달 방법이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차입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의 소비 평
탄화가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서 제시하는 것만큼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 항상소득가설 하에서는 정부가 증세 조달 재정지출(tax-financed
government spending) 대신 부채 조달 재정지출(debt-financed government
spending)을 하더라도 경제주체는 미래의 증세를 예상하여 현재 소비수준을 유지한
채 저축을 증가(또는 차입의 감소)시킨다. 하지만 차입제약에 직면하여 현재 소비
수준이 제약이 없는 경우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미래 증세가 예상되
더라도 현재 저축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소비를 늘리게 되며 이 경우 부채조달 재정
지출이 GDP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1). 또한, 소득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도 민간에서는 예비적 저축을 늘리면서 소비 평탄화가 이론적 예측만큼 증가
하지 않을 수 있어 이 경우에도 리카디안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Gali
et al. (2007)에서 현재소득에 의존하는 소비자(rule-of-thumb consumers)를 도

1) 단순화된 2기간 모형(정액세를 통한 이전지출 가정)을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차입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최초 소비자의 각 기간에서의 가처분 소득은 a점에서 결정되고 이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소비는 c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하자(왼쪽 그래프). 재정지출의 현재 가치는 동일
한 상황에서 재원조달 방법을 변경하여 t기에 국채를 발행(감세)하고 t+1기에 증세가 이루어지는 경
우,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은 b점으로 변경되어 t기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나 소비는 c점에서 변동
이 없어 t기 차입은 감소(저축증가)한다. 반면 차입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오른쪽 그래프) 최초 소비
는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과 동일한 a점에서 이루어지며, t기의 감세와 t+1기의 증세가 실시되는 경우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지점이 b점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t기 소비는 증가하며 저축은 불변인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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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뉴케인지안 모형을 이용하여 정액세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재정
준칙에서 조세의 재정지출에 대한 반응 계수 값을 낮출수록, 즉 부채 조달
(debt-financing)에 가까울수록 당기승수(impact multiplier)가 상승하는 것을 보였
다.(약 0.7 → 약 2.0) 또한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에 가까운 계수 값이 주
어진 상황에서 현재 소득에 의존하는 소비자(rule-of-thumb consumer)의 비율이
0일 때는 당기승수(impact multiplier)가 0.7 내외였으나 비율이 높아질수록 1.7 내
외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였는데 이는 비리카디언 가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조
달 재정지출의 유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왜곡적 조세가 도입되는 경우 경제주체의 기간 간 선택 유인이 달라지기 때
문에 리카디언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Baxter and King (1993)도 재정지출이
정액세로 조달되면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과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에 차이가 없다는 리카디언 대등정리를 토대로 모형을 구성하되 왜곡적
조세를 추가로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왜곡적 조세로 재원조달시 재정지출이 GDP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였고 이후 Leeper et al. (2010), Leeper
and Yang (2007), Zubairy (2014) 등 다양한 논문에서 왜곡적 조세를 가정하는 경
우 기간간 선택에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재정지출 효과에
차이가 발생함을 보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리카디언 대등정리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문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 조달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표1 참조) DSGE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앞서 소개한 Gali et al.
(2007)과 Farhi and Werning (2016), Hagedorn et al. (2019), Zubairy (2014)
등에서 부채 조달(debt-financing) 승수와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의 차
이를 비교한 결과 부채 조달(debt-financing) 승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Zubairy (2014)에서는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에 가까운 모수 값을 적용하
는 경우 승수를 0.75~1.1로 보고하였고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에 가까운
경우 0.4~1.05의 값을 보고하였다. Hagedorn et al. (2019)는 당기승수 기준으로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는 0.61, 부채 조달(debt-financing) 승수는 1.34의
값을 보고하였고 누적승수 기준으로는 각각 0.43, 0.55의 값을 보고하였다. Farhi
and Werning (2016)은 통화동맹(currency union)가정 하에서 부채 조달(debtfinancing) 승수는 0.65~1.73,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는 0.65~1.00의 값
을 보고하였다. Leeper et al. (2010)에서는 별도의 승수를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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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반응함수를 토대로 추정할 경우 대체로 부채 조달 재정지출의 효과가 증세조달 재
정지출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Traum and Yang (2013)은 재정지출충격이 투자,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일 때 민간 투자의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산출에도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위의 연구
결과는 상시 균형 재정일 때는 정액세로 모든 재원을 조달하였고, 부채 조달
(debt-financing)일 때는 최초 재정지출 충격 이후 왜곡적 조세의 세율을 올려서 재
원을 조달하였을 때의 결과이므로 장기적으로 반드시 부채 조달(debt-financing)
승수가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보다 작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
렵다. 반대로 자본소득세율이 낮아지면서 부채조달을 통한 재정지출을 하는 경우 조
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에 비해 순 자본 수익(net return to capital)이 높기
때문에 민간 투자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는 장기적으로도 부채 조달(debt-financing) 승수가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
보다 클 수 있을 것이다.
VAR을 이용한 분석의 경우 Mountford and Uhlig (2009)에서는 부채 조달
(debt-financing)의 승수가 0.91(최대승수 기준)로,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
의 0.47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하였고 최대승수가 아닌 당기승수, 최소승수 등 다른
기준에서도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의 승수가 더 크다고 밝혔다. Caldara
and Kamps (2008)에서는 승수를 따로 추정하여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충격반응 그
래프를 통해 승수를 유추해보면 축차적 방법, Blandchard and Perotti (2002) 방법
이용 시 승수는 거의 비슷한 반면, 부호제약(sign restriction) 방법을 이용하는 경
우 부채 조달(debt-financing) 승수가 조세 조달(tax- financing) 승수에 비해 매우
크고 일부 시점에서는 부호가 아예 반대로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Ramey
(2012)에서는 VAR 모형에 세율을 포함시킨 후 세율과 관련된 등식에 포함된 계수에
0의 제약을 부과하여 이를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이라고 정의하고 일반적
인 VAR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충격반응함수에 거의 영향이 없는 등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동 논문에서는 도구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세율을 통제하여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일 때의 재정지출 승수를 추정하
였는데 그 결과 조세변수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승수가 0.15가량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 외 실증분석 문헌에서는 Sheremirov and Spirovska (2015),
Barro and Redlick (2011) 등에서 부채 조달(debt-financing) 승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Gemmell el al. (2016)에서는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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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실증분석 문헌 간 결과가 다소 엇갈리나 부채 조
달(debt-financing) 시 거시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가 대체로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선행연구결과 정리
재원조달
방법 변경시
정책 효과
차이 여부

차이 O

연구자

방법론

재정지출승수

비고

Mountford,
Uhlig(2009)

VAR

tax-financing : 0.47
debt-financing : 0.91

maximum multiplier 기준

Barro,
Redlick(2009)

regression

tax-financing : (-)값으로 예측
debt-financing : 0.6

military spending 한정
marginal tax rate 통제

Zubairy(2014)

DSGE
(Bayesian
estimation)

tax-financing : 0.4~1.05
debt-financing : 0.75~1.1

Leeper, Plante,
Traum(2010)

DSGE
(Bayesian
estimation)

재원 조달 별 승수 보고하지 않음
(충격반응함수로 추론시 debtfinancing 승수 > tax-financing
승수)

Farhi,
Werning(2016)

DSGE
(Calibration)

tax-financing : 0.65~1
debt-financing : 0.65~1.73

이론적 논의이며,
currency union 에서의 승수

Heteroge
nous DSGE
Hagedorn(2019)
(Bayesian
estimation)

tax-financing : 0.43
누적승수 기준.
debt-financing : 0.55
당기승수 기준으로는 0.61(tax)
debt-financing(spending
vs 1.34(debt)
reversal) : -0.15

Sheremirov,
panel
Spirovska(2015)

일반적인 분석 결과 : 0.2
debt-financing : 1 이상

military spending

Norman, Kneller,
panel
Sanz(2016)

tax-financing(lump-sum) : 0.02
debt-financing : -0.013

OECD 회원국 대상

Ramey(2011,b)

VAR

일반적인 분석 결과 : 0.6~1
debt-financing : 위와 비슷

deficit-financing과 일반적인 결
과를 비교하였으며 tax-financing
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음

Ramey(2012)

VAR
도구변수
추정

일반적인 분석 결과 : 0.25~0.3
debt-financing : 0.5

도구변수 분석에서만 차이 발생.
VAR분석시 차이 없음

재원 조달 별 승수 보고하지 않음

sign restriction의 경우 차이
발생.
recursive, B&P를 이용하는 경
우 차이 발생하지 않음

차이 X
(혹은 미미)

Caldara,
결과 혼재
Kamps(2008)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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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련 문헌에서 재원조달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주로 조세, 부채, 통화발행 등
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세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재원을 조달
하더라도 정부의 기간간 예산제약을 충족하기 위해 언젠가는 증세가 이루어져야 하
기 때문에 증세의 타이밍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한편 조세의 종류를 바꾸는
것을 재원 조달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실증적으로
보다 엄밀하게 분석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고자 조세의 종류를 바꾸는 것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Ⅲ. 재원조달 방법 정의
1. 기존 연구에서의 정의 및 문제점
본 절에서는 우선 DSGE를 이용한 문헌에서 제시한 각 재원조달 방법의 정의를
살펴본 후, 이어서 여타 실증분석 방법을 이용한 문헌에서의 정의를 살펴보고 마지
막으로 각 연구에서 제시한 정의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DSGE를 이용한 기존 문헌에서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과 조세 조달 방
법(tax-financing)을 비교하는 경우 이를 정의하는 것은 논문마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을 상시 균형 재정을 유지하여 명목 부
채 수준이 일정할 때의 승수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Farhi and Werning (2016),
Hagedorn et al. (2019), Kwaak and Wijnbergen (2013) 등). 또한 상시 균형 재정
은 아니지만 증세의 속도를 기준으로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에 비해 상대
적으로 증세의 타이밍이 빠른 경우를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로 보는 경우
가 있다. 예를 들어 Zubairy (2014)에서는 세율이 전기 부채수준에 따라 달라지도록
하되 계수 값을 조정하여 원래 추정된 계수값보다 더 크게 조정하여 세율이 빠르게
조정되는 경우를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으로, 더 작게 조정한 경우를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 준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세율, :부채, :GD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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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를 추정한 후 값을 임의로 조절하면서 재정
지출 충격시 다른 경제변수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반사실적 분석
(counterfactual analysis)을 실행하였는데 에 대입하는 값이 1이상으로 커질수록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에 가깝다고 분류하였고 작은 값일수록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에 가깝다고 분류하였다.  값이 커질수록 부채 증가에 대응
하는 세율 조정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은 대체로 각 문헌에서 정의한 조세 조달 방
법(tax-financing)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세를 느리게 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Farhi and Werning (2016)은 최초 5분기 동안 재정지출 충격을 부여하고 3년
후에 조세를 5분기 동안 같은 수준으로 증세하는 경우를 부채 조달 방법
(debt-financing)으로 정의하였으며, Hagedorn et al. (2019)은 재정지출 충격 발
생 10년 이후에 실질 이전(real transfer)을 증가시키기 시작하는데, 8분기 동안은
선형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8분기 동안은 증가 수준을 유지한 후 나머지 기간에는
선형으로 감소시켜서 균제 상태(steady state)로 복귀하도록 한다. 또한, Kwaak
and Wijnbergen (2013)에서는 조세가 전기 부채 수준에는 반응하지만 같은 분기의
재정지출 증가에는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으로 분
류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는 앞서 동 연구들이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으로
정의하였던 상시균형재정에 비해 증세를 느리게 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주
목할 점은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의 구체적인 정의는 논문마다 각기 다르
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Kwaak and Wijnbergen (2013)이나 Gali (2019)에서
부채 조달 방법(debt- financing)이라고 정의한 방법은 Zubairy (2014)나 Iwata
(2011) 등에서는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이라고 분류하였으나 해당 논문에
서는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을 상시 균형 재정인 경우로 정의하였기 때문
에 상시 균형 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세가 느린 방법을 부채 조달 방법
(debt-financing)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실증분석 문헌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Mountford and Uhlig (2009)과
Caldara and Kamps (2008)에서는 구조 VAR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를 최초 4분기 동안 재정지출의 반응과 조세의 반응이 모
두 1%가 되도록 구조 충격을 선형 결합하였을 때의 승수라고 정의하였으며, 부채 조
달(debt-financing) 승수는 최초 4분기 동안 재정지출의 반응이 1%, 조세의 반응은
0%가 되도록 재정지출 충격과 조세 충격을 조합하였을 때의 재정지출승수라고 정의
하였다. Ramey (2012)에서는 부채 조달(debt-financing) 승수를 추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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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모형을 추정한 후 조세 관련 계수를 0으로 제약하여 조세의 반응을 제거(mute)
한 뒤 재정지출승수를 추정하였으며 조세 조달 승수는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
Canova and Pappa (2011)의 경우에는 부호 제약(sign restriction)을 이용한 SVAR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과 재정적자가 동시에 (+)로 반응하는 경우를 적자 조달
재정지출 충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다만 조세 조달 재정지출을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기타 다른 실증 분석 연구 방법으로 Sheremirov and Spirovska (2015),
Gemmell et al. (2016) 등에서 이용한 방법으로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에 세율을 포함시켜 통제하는 경우를 부채조달방법(debt-financing)으로 보
고 세율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으로 보는 것이다.
기존 실증분석 문헌의 경우 재원조달 방법을 정의하는 단계에서 정부의 기간간 예
산제약이 지켜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본 논문과 가장 유사한
방법론을 이용하는 연구인 Mountford and Uhlig (2009), Caldara and Kamps
(2008)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 첫째로, 최초 4분기 동안 충격을 조합한
이후에는 충격을 주지 않아 재정지출과 조세의 반응을 따로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두 변수의 증가분의 현재가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임의로 4분기 동안
1%로 변수의 반응을 고정하였기 때문에 재원조달방법을 통제하지 않는 원래 방식과
충격반응이 상이하게 되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로그변수에 대한 충격 반응이므로 수준 변수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환 계수
(conversion factor)로 보정해주어야 한다. 또한 Ramey (2012)와 같은 방법은 조세
증가가 분석대상 기간 동안 0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조세증가분과 재정지출 증가분
의 현재가치가 맞지 않으며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을 따로 정의할 수 없으
므로 두 방법 간의 비교가 어렵다. 또한 일종의 제약된 경제(restricted economy)를
가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약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Canova and Pappa (2011)의 방법은 부호만을 제약하고 재정지출의 크기나 조세의
크기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정교하지 못하며, Favero and Giavazzi
(2007)의 방법은 정부의 예산 제약을 고려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재원조달 방법별 효
과를 분석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또한, Sheremirov and Spirovska (2015),
Norman et al. (2016) 등에서 이용한 방법도 마찬가지로 재정지출과 조세의 현재가
치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DSGE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재정지출에 따
라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바로 다음 기부터 증세를 시작하는데, 이는 경제주체의 시
점간 선택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다소 시차가 짧을 수 있다. 종합하면, 현재까지 실
증분석 연구는 재원조달 방법이나 정부의 기간간 예산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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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엄밀하지 않거나, 재원조달 방법을 고려하여 연구한 실증분석은 재원조달 방법
을 정의하는 단계에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론적인 논의를 토대로 엄밀하게
분석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과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의 정의
먼저 많은 거시경제 모형에서 그러하듯이, 정부의 기간간 예산 제약식이 충족된다
고 가정한다. 따라서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으로 재정 확정 정책을 시행한
경우 정부의 기간 간 예산 제약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증세가 이
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과 부채 조달 방법
(debt-financing)의 차이는 결국 증세 타이밍의 차이이며 재원조달 방법과 관계없
이 조세 증가분의 현재가치가 동일해야 하고 재정지출 증가분과 조세 증가분의 현재
가치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 및 부
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을 정의할 때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이론적인 논의
를 살펴보면 증세 타이밍이 달라지면서 경제주체의 시점 간 선택이 달라짐에 따라
재원조달 방법별로 경제적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경제주체의 선택이 명
확하게 달라질 수 있도록 증세 타이밍과 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재정지출이
동일한 상황에서 재원조달 방법만 바꿔서 분석하는 것이 재원조달의 차이점을 분석
할 때 더 엄밀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경로가 동일한 상황에서 재원조달 방법 간 경
제적 효과 차이를 비교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은 상시 균형 재정을 유지
할 때, 즉 재정지출과 조세의 충격반응이 매기 일치할 때로 정의하였다. 문헌마다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의 정의가 서로 달라서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상시
균형 재정은 가장 확실한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이고 여러 문헌에서도 가
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다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과 분명하게
대비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에 상시 균형 재정을 조세 조달(tax-financing)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재원조달 방법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VAR과의 비교를 용이하
도록 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반응이 일반적인 VAR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조세의 반응
은 재정지출의 반응과 매기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즉, 일반적인 재정지출 충격을 가
정한 후, 재정지출 확대의 재원이 전부 조세로 조달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
해 분석하는 실험이다. 다만, 변수가 로그 변환되어있기 때문에, 각 변수의 반응에
재정지출과 조세의 평균 값을 곱하여 수준으로 변환된 값이 매기 같아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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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은 재정지출 충격 초기에는 증세가 발생하
지 않다가 3년 후 재정지출과 같은 패턴으로 증세가 이루어지되 재정지출의 증가분
과 현재가치가 동일하도록 증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
이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에서 증세의 패턴은 문헌마다 서로 다르다.
Farhi and Werning (2016)과 같이 재정지출과 동일한 패턴을 가정하는 경우도 있
고, 이외의 다른 논문과 같이 재정지출과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선에서 다양한 패
턴의 증세를 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론적인 논의에서 재원조달의 차이는 곧 증세
의 타이밍 차이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므로 증세 타이밍이 달라지는 경우 재정지출
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조세를 재정지출과 같은
패턴으로 유지하되, 일정한 시차를 두고 증세를 시작하도록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
기 때문에 위와 같이 부채조달 방법(debt- financing)을 정의하였다. 시차의 결정은
경제주체의 기간 간 선택의 차이가 충분히 나타나야 하므로 Zubairy (2014)와 같이
재정지출 충격 이후 다음 기부터 증세를 시행하는 경우 증세 타이밍 차이가 두드러
지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 문헌에서는 3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한 차이를 두고 분석
하며, 본 논문에서는 기준(baseline)으로 3년의 차이를 두되, 시차에도 불구하고 조
세 변화의 현재가치와 재정지출의 현재가치가 같도록 전환계수 등을 이용하여 조정
하였다.

Ⅳ. 실증분석 방법 및 자료
1. 실증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를
실시하고자 한다. Bernanke et al. (1997), Kilian and Lewis (2011), Bachmann
and Sims (2012)에서 수행한 반사실적 분석과 유사한 방법론이며, 특정 변수의 반
응을 연구의 목적대로 유도하거나 특정 변수의 영향을 제거 또는 증폭하기 위해 가
상의 구조 충격을 선형 결합하여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Bernanke et al. (1997)은 연준이 유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
하는 상황을 상정하는 경우 유가 충격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 충격을
결합하여 금리의 반응을 0으로 통제하였으며 이를 유가충격에 대응하여 금리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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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경우와 비교하였다. 이에 대해 Kilian and Lewis (2011)은 연준이 유가 충격
발생 시 단순히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거시경제변수의 움직임에는
반응하나 유가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만을 통제하는 가상의 통화정책 충격을 구성하
였다. 즉, 유가 충격 발생 후 유가 변동이 금리에 미치는 동시적, 시차적 영향만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의 Bernanke et al. (1997)에서 유가 충격이 금리에 미
치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다른 변수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동시적 영
향과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영향을 모두 통제한 것과는 다른 것이며 연구자의 고유
연구 목적에 맞게 가상의 구조 충격을 구성하였다.
Bachmann and Sims (2012)는 위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재정지출 충격 시
신뢰(confidence) 변수가 파급경로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하였다. 신뢰
변수가 모든 구간(horizon)에서 고정되어 있을 때 재정지출 충격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상의 충격반응을 설정하였다. 즉, 재정지출충격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의 신뢰 충격을 발생시켜 완전히 상쇄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Mountford and Uhlig (2009)과 Caldara and Kamps (2008)에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원조달별 재정지출승수 도출시 유사한 방법론을 쓴 바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 방법론을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가. 구조충격 식별 및 VAR 모형 추정 방법
구조 VAR모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2)

여기서   는 내생변수 벡터로,         ′ 로 나타낼 수 있다.   는 t기에
서의 재정지출,   는 t기에서의 조세,   는 t기에서의 GDP를 의미한다. 는 시차
(lag),  는 계수행렬,   는 구조 VAR 모형의 오차항으로      ,    ′≡ 
이다. 또한, 모형에 상수항, 선형추세, 비선형(2차) 추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표기 편
의상 이후의 수식에서는 상수항, 선형추세 및 비선형 추세의 표기를 생략하였다. 구
조 VAR 모형은 내생성 문제로 계수를 직접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정을 위해 축약
형 VAR 모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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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

  는 축약형 VAR의 오차항을 의미하며      ,      ′  ≡   이다. 축약형
VAR모형의 오차항은 서로 상관(correlated)되어 있으므로 충격반응 분석을 위해 서
로 상관되어있지 않은 구조충격을 식별해야 하는데 축약형 VAR모형을 이용하여 구
조충격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제약을 부과해야 한다. 구조 VAR모형의 오차항
과 축약형 VAR모형의 오차항 간의 관계인        에서        ′   ′ 이므
로 
  추정 후    행렬에 적절한 제약을 부과하면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Blanchard and Perotti (2002) 방법을 이용하여 제약을 부과하였다. Blanchard
and Perotti (2002)와 동 방법론을 확장한 Perotti (2005)에 의하면, 축약형 VAR
에서 재정변수의 오차항은 다음 세 가지 요소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는 ① 거시경제변수(GDP 등) 변동에 따른 자동안정화 기제로서의 반응 ② 거시경
제변수 변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재량적인 반응 ③ 재정정책에 대한 임의적
(random)이고 재량적인 반응이다. 이를 반영하여 재정변수의 축약형 VAR 오차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4)


      

     


(1.5)


     
 

     

(1.6)

여기서 거시변수에 대한 자동안정화 반응과 관련된 계수에 (-) 부호가 붙은 것은
전체적인 표기 일관성 때문이며 실제 부호와는 관계없다. 구조충격의 식별을 위해
정부의 예산 결정시 재정지출과 조세 중 어느 변수가 먼저 결정되는지에 따라
   혹은   의 제약을 추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모두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거시변수인 GDP의 축약형 오차항을 나타내면
수식 (1.6)과 같다. 여기에 재정당국의 조세, 재정지출 결정시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에 반응하기까지 1분기 이상이 소요된다는 Blanchard and Perotti의 가
정을 반영하여 ②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재정지출의 자동안정화 반응이 동 분기
내에 없다고 가정하여  에 0의 제약을 부과한다. 한편 조세의 자동안정화 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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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반응을 고려하여 조세의 소득탄력성인 - 은 Blanchard and Perotti의 추정
값을 준용하여 2.08로 설정하였다. 위의 논의를 이용하여    행렬을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1.7)

한편, 신뢰구간은 Kilian의 편의를 조정한 부트스트랩(bias-adjusted bootstrap,
반복횟수 1,000회)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나.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방법
충격반응 분석을 위해 축약형 VAR을 companion form으로 나타내면 식 (1.8)과
같다.

         

(1.8)

        
          
     

 
이때  ′ ′     ′ ,         ,    
⋮
⋮
⋮
⋮
⋱ ⋮ ⋮
 
    
   ⋯   







 

를 나타내며       라 표기하기로 한다. 위의 축약형 VAR을 추정한 후, 앞서 설
명한 Blanchard and Perotti (2002)방법을 이용하여 구조충격을 식별하고 재정지출
구조 충격을 부여하여 충격반응을 도출한다. 여기서 도출된 재정지출의 반응이 이후 진
행될 반사실적 분석에서의 목표 반응이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VAR모형에서의 결과와
반사실적 분석의 결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VAR모형
에서 재정지출 충격 발생시 재정지출의 반응의 점추정치(point estimates)와 신뢰구간
(confidence band)이 모두 목표 반응이 되어 반사실적 분석의 기본 모형에서 부채조달
(debt-financing) 재정지출 충격, 조세조달(tax-financing) 재정지출 충격 모두 재
정지출의 반응은 목표반응을 추종하도록 설정된다. 또한 조세의 반응은 재정지출의
반응을 그대로 추종하거나(tax-financing) 특정 기간 후에 그대로 추종하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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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debt- financing), 사전에 정해진 재정지출과 조세의 목표 반응(desired
response)을 추종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충격과 조세 구조충격을 적절하게 선
형조합하여 부여하게 되며 이와 같은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충격반응
에서 변수의 반응을       ′ , 구조충격을           ′ 라 표기하고
′
′
′
companion form으로 표기하기 위해 각각    …       ,           ′

  
라고 표기한다. 1기에서     이므로 이를 목표반응으로 나타내면 각각
⋮
  

 

            

             이다.(  : 행렬

의  번째 행, 번째 열에 위치한 요소,    ,    : 재정지출과 조세의 목표 반응).
위 식을 행렬로 나타내면

   

   
    
    


   

  

 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도

출한    과    으로 새로운 구조충격 벡터        ′ 을 구성하여 충격 반응
을 구하면 GDP의 반응인   과 이에 기초한 재정지출 승수를 도출할 수 있다. 2기
이후에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구조충격과 재정지출 승수를 도출할 수 있다.
Companion form으로 나타낸 식(1.8)을 변형하여 식(1.9)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1.9)

위 식과 재정지출과 조세의 목표반응을 이용하여 각 기에서의 구조충격을 구할 수
있다.
                 

                





(1.10)

이때의  는  번째 요소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행벡터를 의미한다. 위 식을 이
용하여 앞서와 마찬가지로 각 구조충격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 추정된 VAR
모형을 이용하여 새로운 충격반응, 그리고 재정지출승수를 구할 수 있다. 한편,
Mountford and Uhlig (2009)과 같이 최초 4분기 동안만 목표 반응을 달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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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절차대로 도출된 구조충격을 4분기까지만 주고
이후에는 어떠한 충격도 부여하지 않을 때의 충격반응을 구하면 된다. 그리고
Bachmann and Sims (2011)는 조세의 반응만 모든 기에서 0으로 제약하는 구조충
격의 선형 결합을 구하였기 때문에 재정지출충격은 첫 기에만 부여하고 나머지 기에
는 조세충격만 적절히 부여하는 형태로 도출하였다. 이 경우 원래 VAR 모형에서의
반응과는 달라지는데, 본 연구의 경우에는 반응(response)까지 원래 VAR모형과 동
일하게 맞추어서 비교를 더욱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기에서 재정지출충격
과 조세충격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2. 재정승수의 정의
재정승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재정충격 이후 여러 기간에
걸친 GDP의 반응을 분석하기에 가장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현재가치 누적승수
(Present value of cumulative multiplier : C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재가치
누적승수는 Mountford and Uhlig (2009)에서 제안한 이후 관련 문헌에서 가장 많
이 쓰이는 재정정책 효과 측정지표이며, 구조충격 발생 이후 시간에 따른 재정지출
의 효과를 동적으로 파악하기에 유용한 지표이다. 본고에서는 반사실적 분석
(counterfactual analysis)시 부채조달 재정지출과 조세조달 재정지출의 시간에 따
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동 지표를 이용하였으며, 현재가치 누적승수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log   



×
   
≈






      
     log   
 



 

 

(1.11)



 

여기서  는 표본 기간 중 실질이자율의 평균이며, 
 , 
 는 표본 기간 중 GDP,
재정지출의 평균이다. GDP와 재정 관련 변수는 로그를 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충
격반응함수에서 도출한 수치는 재정충격에 대한 GDP의 탄력성과 같은 개념이 되므
로 재정지출 GDP 대비 비중의 역수를 곱하여 재정승수를 도출하였다. 위 식에서
    는 반사실적 분석을 위한 구조충격 발생시 충격반응에서 재정지출, GDP
의 반응의 변화를 나타낸다.   는 충격 당기(0기)부터 T기까지 GDP의 반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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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현재가치를 재정지출 반응 변화분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충격 후 T기동안
재정지출이 1달러 변동하였을 때 GDP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현재가치화하여 나타내
는 측정지표이다. 이외에 관련 문헌에서 많이 쓰이는 지표로 당기 승수(impact
multiplier), 정점승수(peak multiplier)가 있으며, 당기승수는 정의상 현재가치 누
적승수의 충격 당기 값과 동일하고, 정점승수도 누적승수의 기간 중 변화를 통해 어
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3. 자료
본고에서는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정지출은 명
목 재정소비지출 및 투자(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Gross
Investment)를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서 구하였다. 조세는 정부의 경상수입
(government current receipts)에서 순이전(net transfer)을 제외한 뒤 GDP 디플레
이터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으며 GDP는 국민 계정의 실질 GDP로 정의하였다.
모든 변수는 총인구로 나누어 1인당 변수로 정의하였고 자연로그 변환하였다. 표
본 기간은 1960Q1~2019Q3이며 금융위기 기간(2008Q3~2009Q4) 중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자료의 그래프를 아래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자료의 출처는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NIPA)와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FRED)이다.
<그림 1> 분석 대상 자료

주: 모든 자료는 계절조정된 실질 자료이며 1인당 변수로 변환 후 로그 변환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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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 결과
1. 기본 Blanchard and Perotti (2002) 모형 결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Blanchard and Perotti (2002)의 구조 충격 식별 방법을
따를 때, 정부의 예산 결정시 재정지출과 조세 중 어느 변수가 먼저 결정되는지에
따라    혹은   의 제약이 필요하므로 두 제약을 모두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이하에서는 Blanchard and Perotti (2002)의 구조 충격 식별 방법을 따를 때의
모형을 제약 방법에 따라 Model 1(  ), Model 2(  )라 칭한다. 구조 충격
에 대한 모든 변수의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Model 1,2의 충격반응함수
<Model 1>  =0

주: 1)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2)  는 재정지출 충격,  은 증세 충격,    은 GDP 충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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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2>  =0

주: 1)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2)  는 재정지출 충격,  은 증세 충격,    은 GDP 충격을 의미

그래프의 첫 행은 재정지출 충격에 대한 각 변수(순서대로 재정지출, 조세, GDP)
의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두 번째 행은 조세 충격, 세 번째 행은 GDP 충격에 대한 각
변수의 반응을 나타낸다. 우선,   인 경우와   인 경우의 충격 반응 결과
가 거의 유사하다. 재정지출 충격은 GDP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충격 후
상당 기간 통계적으로 유효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조세 충격 시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 재정지출 충격 시 정부의 기간간 예
산제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초 재원조달 방법과 무관하게 궁극적으로는 증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정지출 충격시 조세의 반응은 재정지출의 반응에 비해 상대적
으로 미미한 편이고 재정지출과 조세 충격이 모두 유의하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일종의 정책실험으로서 조세변수에 대한 통제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 그리고 조세충격
에 따른 충격반응과 조세승수를 추정하였다. 우선 재정지출 충격에 따른 충격반응
그래프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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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 그래프
<Model 1>   

<Model 2>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표 2>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Model 1,2)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0

1.44**

1.41**

1.19**

1.04*

0.96*

0.91

0.88

0.86

0.85

 =0

1.42**

1.38**

1.16**

1.02*

0.95*

0.90

0.87

0.85

0.84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두 경우 모두 재정지출 충격시 재정지출과 GDP의 반응이 모두 장기간 지속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승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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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재정지출의 반응이 GDP의 반응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재정지
출 승수는 최초에 1.44로 추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충격 후 32기 후에는
0.85 내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재정지출 충격시 조세가 양(+)의 반응
을 보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재원 일부가 조세로 조달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충격반응 함수를 기준으로 실제로 미국에서의 재정지출 충격시 조세로 재원을 조달
하는 비율을 계산2)할 수 있다.   의 제약을 적용한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재정지출 반응과 조세의 반응을 이용하여 계산해보면 현재가치 기준으로 충격
첫 기에는 총 재정지출의 35.3%를 조세로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그 비
율이 충격 1년 후에는 14.4%, 2년 후 7.2%로 점점 하락하여 충격 7년 이후에는
3.4%까지 하락한다3). 위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해볼 때, 미국 재정 당국은 재정지
출 확대 충격 초기에는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과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의 중간 형태로 재정 정책을 운용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 조달 방법
(debt-financing)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에서 왜곡적인 조세의
증세시 GDP에 부정적인 효과가 예측됨을 고려할 때 직관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정
책은 초기에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과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의
중간 정도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기간간 예산 제
약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의 형태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아 장기적으로는 본고에서 정의된 예산제약을 충족하는 조세 조달 방법
(tax-financing) 혹은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 정책보다 효과가 크게 추
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세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조세승수 그래프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2) 충격반응 함수는 자연로그 변환된 변수 기준이므로 이를 재정지출과 조세의 표본 기간중 평균 값을
각각 곱하여 수준변수로 변환하였다.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한 할인율로는 실질금리(3개월물 미국
채 금리-GDP deflator 증가율)를 이용하였다.
3) 만약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충격반응 함수의 점추정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충격 초기에는 비
슷한 비율을 보이나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충격 4년 후에는 0%내외까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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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세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증세승수 그래프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표 3> 시점별 증세승수 산출 결과(Model 1,2)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0

-0.13*

-0.32*

-0.47*

-0.45

-0.40

-0.35

-0.31

-0.28

-0.26

 =0

-0.15**

-0.36**

-0.51*

-0.49

-0.44

-0.39

-0.35

-0.32

-0.30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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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받으나 그
영향은 충격 후 15기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다. 다만 조세 충격 시 조세의 반응은 상
대적으로 크고 충격 후 30분기 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
라 조세 승수는 음의 값을 보이나 절대값 기준으로 0.5 이하로 추정되어 재정지출승
수보다 작은 모습을 보인다. 다만 GDP가 감소하는 것은 조세 충격 이후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것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으며 순수하게 조세 증가에 따른 GDP
감소분은 더 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약
방법에 관계없이 거의 유사하게 도출된다.

2.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 결과：기준 모형(baseline model)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으로는 상시 균형 재정
(balanced budget)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재정지출 확대 시 같은 시점에 증세로 모
든 재원을 조달하므로 동시에 재정지출과 조세가 같은 크기로 증가한다. 관련 문헌
중 일부(Leeper et al. (2010), Zubairy (2014) 등)에서는 재정지출 증가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증세를 시행하는 방법을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으로 분류하기
도 하나, 이 경우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과 개념적인 차이가 모호해질 수
있다. 부채 조달(debt-financing)의 경우에도 국가부채의 동학(dynamics)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증세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두 방식의 차이는 증세의 타이
밍 차이에서 비롯되는 바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을 상시 균형 재정으로 정
의하는 것이 둘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여 비교가 수월할 것이다.
기준 모형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Blanchard and Perotti (2002)의 방식을
준용한 일반적인 VAR모형(Model 1,2)에서의 재정지출 반응을 그대로 추종하도록 재
정지출충격과 조세충격을 선형결합하는 경우를 선정하였다. 이는 재원조달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VAR모형과의 비교를 엄밀하게 하기 위함이다. 조세의 반응
은 재정지출의 반응과 매기 동일하므로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4)를 이용하여
로그 변수를 수준 변수로 변환한 뒤 두 값을 일치시켜 주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
용할 때 신뢰구간을 도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 앞서 일반적인 VAR 모형
(model 1,2)에서 신뢰구간을 구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을 시행할 때 각 시행마다 서
로 다른 재정지출의 경로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준(baseline) 모형에서는 각각의 재
,
 를 곱해야 한다. 본 연
4) 로그의 반응이므로 이를 수준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의 반응에 


구에서는 조세에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  를 곱하여 동일한 효과를 내었다. 표본 기간 중

 는 약 1.16이므로 조세의 목표 반응이 재정지출의 목표 반응보다 더 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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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출 경로를 그대로 추종하도록 설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신뢰구간까지 그대로 원
래 Model 1,2의 충격반응을 따라가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일반적인 VAR모형
(Model 1, 2)의 충격반응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반응이 일반적인
VAR모형에서 도출된 반응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모형에서
는 신뢰구간도 일반적인 VAR모형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정하였다. 다른 방법으로,
재정지출의 반응이 일반적인 VAR 모형(Model 1, 2)의 충격반응에서 신뢰구간이 아
닌 점 추정치(point estimate)만을 따라가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재정지출승수 추정
치는 점 추정치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같을 것이나
신뢰구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점 추정치만을 따라가도록 하는 방법은 뒤에
강건성 분석에서 살펴볼 것이다. 우선 기준 모형(baseline model)과 승수를 추정한
결과는 <그림 1.4>, <표 1.3>과 같다.
<그림 5>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 그래프(기준 모형)

 =0

 =0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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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반응이 재정지출의 경로와 동일하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기본 VAR모형
(Model 1,2)과 상당히 다르다. 기준모형에서 승수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tax-financing 기준 모형)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0

1.36**

1.25**

0.94*

0.75

0.66

0.64

0.63

0.64

0.64

 =0

1.36**

1.25**

0.93*

0.75

0.66

0.64

0.63

0.64

0.64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분석 결과, 재정지출 승수가 일반적인 VAR모형(Model 1,2)에 비해 낮게 추정되었
다. 상시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증세로 매기 충당하기 때문에 조세의
반응이 크게 나타나면서 조세가 GDP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일반적인 VAR 모형
에 비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승수는 충격 당기에 1.36으로 추정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0.64 내외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Model 1에서
1.44로 추정된 이후 0.85내외에서 안정화 되는 것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추정된
것이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본 B&P 방법과
마찬가지로 제약 방법(   또는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거의 흡사
하게 나타난다.

3.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 결과: 기준 모형(baseline model)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에서의 기준모형(baseline model)으로는 재정지
출 확대 시 특정 기간(3년) 동안 조세의 반응이 0으로 고정되었다가 이후에 증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재정지출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VAR 모형
(Model 1,2)과 동일하게 반응한다. 재정지출과 현재가치가 동일하다는 제약하에 증
세의 패턴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상시 균형 재정 방식의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와의 엄밀한 비교를 위해 재정지출과 같은 패턴으로 증가
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재정지출의 반응과 증세 반응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기 위
해 할인율5), 전환계수, 일정 배수6) 등을 이용하여 여러 조정을 시행하였다.
5) 재정지출의 매기 반응에 대응되는 조세의 매기 반응에    를 곱하였다.( 는 분기별 할인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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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
(debt-financing 기준 모형)

 =0

 =0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표 5>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기준 모형)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0

1.48**

1.48**

1.24**

1.05*

0.85

0.67

0.58

0.55

0.55

 =0

1.48**

1.48**

1.23**

1.05*

0.85

0.67

0.58

0.55

0.55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6) 주어진 기간(32분기) 내에서 재정지출 증가분과 조세 증가분의 현재가치가 동일해야 하는데, 증세
는 재정지출 증가 후 12분기 혹은 20분기 뒤에 실시되기 때문에 1~32기에 걸쳐 증가하는 재정지출
과 달리 13~32기 혹은 21기~32기 중에만 증세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증가분을 할인하여 모두 더
하더라도 재정지출 증가분과 현재가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기 조세의 반응에 일정 배수
(약 1.03)을 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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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승수가 전 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하락하는 패턴은 유사하지만, 증세가 이
루어지지 않는 최초 3년간의 재정지출승수는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일 때나
일반적인 VAR 모형과 비교하여 큰 모습을 보이며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
보다 유의한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 일반적인 VAR 모형의 결
과, 그리고 부채 조달 방법(debt- financing)승수와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
승수의 차이를 <표 1.5>에 나타내었다.
<표 6> tax-financing 승수와 debt-financing 승수의 비교( =0)
당기

승수

승수간
차이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Debt financing 1.48** 1.48** 1.24**

1.05*

0.85

0.67

0.58

0.55

0.55

Tax financing

0.94*

0.75

0.66

0.64

0.63

0.64

0.64

model 1
(재원조달 방법에 1.44** 1.41** 1.19**
제약이 없는 방식)

1.04*

0.96*

0.91

0.88

0.86

0.85

0.12

0.30

0.19

0.03

-0.05

-0.09

-0.09

Debt-Tax

4기

1.36** 1.25**

0.23

8기

0.30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부채 조달(debt-financing) 승수와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는 충격 당기
에 0.12의 차이가 발생하며 충격 10분기 이후에는 0.31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다만
증세가 시작되면서 승수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최초 충격 후 32기 이후에는
0.55까지 하락하여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보다 더 작은 모습을 보인다. 하
지만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 승수가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보다
클 확률을 계산7)한 결과, 부채 조달(debt- financing) 승수가 더 클 확률이 최대
61.7%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재정지출 승수의 추정치는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 충
격 초기에 한해 일부 다르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세조달
승수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며, 단기적으로 부채조달 승수가 더 클 확률 또한 충
분히 크게 추정되지 않았다. 이는 재정지출정책의 효과가 재원조달 방법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정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7) 충격 반응에 대한 무작위 표본을 1,000회 추출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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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61.0

61.7

60.8

58.9

54.0

48.7

48.4

48.1

47.5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으로 재원 조달 방법 변경에 따라 승수 추정치에 차이가 발
생하나 증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재정지출 충격에 따른 영향에 비해 다소 미
약하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원 조달 방법에 관계없이 정부의 기간간 예산제약
을 달성하기 위해 증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정지출이 동일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세 대신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GDP
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명확하지 않다.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시장 이자율 상승,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소비와 투자 및 임금에 대한 왜곡적 조세 부담 일시적 완
화 등 여러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고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는 부채조달 재정지출이 증세조달 재정지출보다 확실한 경기 부양 효
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재원조달방식을 통제하지 않는 Model 1의 경우 충
격 초기에는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과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의
중간 수준의 효과를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두 방식 모두에 비해 효과가 큰 것으로 추
정되는데 이는 직관적인 예측과 일치한다.
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조세 충격을 가하
되 가상의 재정지출 충격을 조합하여 재정지출의 반응을 0으로 제약하는 방법을 실
시하였다. 조세의 반응은 재정지출의 반응과 동일하도록 제약하였다.
<그림 7> 조세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증세승수(재정지출의 반응 소거)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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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점별 증세승수 산출 결과(재정지출의 반응 소거)

 =0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0.13*

-0.22*

-0.30*

-0.30

-0.27

-0.23

-0.19

-0.16

-0.15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조세의 반응이 재정지출의 반응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GDP에 음의 영향을 미
치고 조세승수도 -0.3근방까지 하락한다. 따라서 부채조달 재정지출시 승수의 추정
치가 낮게 나타나는 모습은 증세의 영향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재정지출 충격
에 비해 GDP에 미치는 영향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4.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 관련 논의
한편 본고에서 분석한 구조 VAR모형을 이용한 반사실적 분석의 경우 유사한 방법
론을 이용한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루카스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Hamilton and Herrara (2004)와 Kilian and Lütkepohl (2017)에 따르면 VAR모형
을 이용한 반사실적 분석이 루카스 비판에 크게 저촉되는지 여부를 경제주체가 해당
정책실험에 사용된 충격을 예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충격의 규모
(magnitude)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반사실적 분
석에 필요한 재정지출 충격의 경우 기준모형의 반응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정하였
기 때문에 충격 당기에 1 표준편차 만큼의 충격을 가한 이후에는 거의 충격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점, 경제주체가 정부의 기간 간 예산제약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
에서 재정지출 충격 시 재정지출의 반응에 비해 조세의 반응이 크지 않는 경우 정부
의 추가 증세를 예상할 수 있고, 정책실험에서 사용된 조세 충격의 크기는 정부의
예산제약을 유지하는 수준의 조세 반응만을 야기하는 충격이기 때문에 경제주체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 구조 충격에 따른 변수의 반응이 재원조달
방법을 통제하지 않은 기준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구조충격이 경제구조에 영
향을 미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미루어 볼 때 본고에서의 정책실험은 큰
틀에서 루카스 비판을 크게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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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존 방법과의 비교: 정부의 기간간 예산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재원 조달 별로 경제적 효과를 비
교한 방법은 전환 계수를 누락하거나, 정부의 기간 간 예산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아래에서는 기존 연구의 방법으로 승수를 추정하는 경우 본 논문의
결과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련 실증분석 연구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세 가지 경
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모든 기에서 조세의 반응을 0으로 제약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세의 반응을 0으로 제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며 축약형
VAR모형을 추정한 후 조세와 관련된 계수에 0의 제약을 부과하는 방법과 조세의 반
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충격(재정지출충격, 조세충격)을 선형결합하는 방법이 있
다. 계수에 0의 제약을 부과하는 방법이 Ramey (2012) 등 관련 문헌에서 더 빈번하
게 이용되는 방법이나, 분석 방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여기서는 후자의 방법을 이
용하여 조세의 반응을 제약한다.
<그림 8>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 그래프(조세 반응 소거)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표 9>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조세 반응 소거)

 =0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1.48**

1.48**

1.24**

1.05*

0.93

0.86

0.82

0.80

0.80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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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승수가 기준 모형과는 다르게 상당히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최초 충격 이후 32분기 후 승수가 0.86 부근에서 추정되어 기준 모형의 결과
(0.55 내외)에 비해 크게 추정된다.
두 번째로, Mountford and Uhlig (2009), Caldara and Kamps (2008)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의 경우에는 최초 4
분기 동안만 재정지출과 조세가 각각 1, 0이 되도록 재정지출충격과 조세충격을 선
형결합하고 이후 나머지 분기에는 별도의 충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조세 조달 방법
(tax-financing)은 마찬가지로 최초 4분기 동안만 재정지출과 조세가 각각 1이 되
도록 한다.  =0의 제약을 설정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 그래프(Mountford and Uhlig)
[Tax-financing]

[debt-financing]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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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Mountford and Uhlig,  =0)
재원조달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Tax

1.38**

1.28**

1.00*

0.88

0.83

0.81

0.80

0.79

0.79

Debt

1.48**

1.47**

1.24**

1.09*

1.00

0.93

0.89

0.87

0.86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에 따른 충격 반응을 살펴보면 조세의 반응이 한
동안 음의 영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최초 4분기 이후
에 재정지출을 계속 늘리는 동시에 감세 정책을 실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점간 예산 제약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기준 모형과의 차
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재정지출승수의 결과에서도 앞서 조세를 전기간 0을 제
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충격 32기 이후에도 상당히 큰 수치를 유지하였다.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을 살펴보더라도 재정지출은 최초 4분기 이후 천천히 감
소하나 조세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점간 정부 예산 제약이 충족되
지 않고, 승수도 더 높게 추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할 경우 재정지
출승수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존 연구에서 변수가 로그로 되어있음을 고려하여 전환 계수
를 도입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고 재정지출과 조세반응의 값을 일치시키는 경우에
도 양쪽의 현재가치를 엄밀하게 일치시키기 위해 할인율을 고려하거나 부채 조달 방
법(debt-financing)의 경우 증세 기간이 짧으므로 특정 배수를 곱해주는 경우가 없
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모두 제외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0의 제
약을 설정하여 별도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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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현재가치의 불일치)
[tax-financing]

[debt-financing]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표 11>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현재가치의 불일치)
재원조달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Tax

1.38**

1.28**

0.98*

0.79

0.70

0.67

0.66

0.66

0.66

Debt

1.48**

1.48**

1.24**

1.05*

0.88

0.74

0.66

0.64

0.64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전반적으로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 승수가 기준 모형에 비해 큰 모습을
보이는데, 증세의 현재가치를 엄밀하게 일치시키지 않아 증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채조달(debt-financing) 승수는 3년 이후 기준 모형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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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할인(discount)이 더욱 큰 영향을 발휘하는 먼 미
래의 조세 증가이므로 승수가 커지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
의성은 다소 부족하다. 한편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와 부채 조달
(debt-financing) 승수 간의 차이가 충격 초기에 기준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
고, 장기적으로 부채 조달(debt-financing) 승수가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
보다 더 작아지는 역전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부채 조달시
(debt-financing) 증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비해 과소증세가 이루
어져서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누락하면
분석 결과에 편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Ⅶ. 추가변수를 이용한 분석
1. 부채(debt) 변수를 이용한 분석
가.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과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에서
부채의 반응 분석
앞서 설계한 정책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부채조달 재정지출에서는 초기에 증세 없
는 재정지출 확대시 부채의 반응이 미미하다가 증세가 시작되면서 부채가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며 반대로 증세조달 재정지출에서는 전기간 부채의 반응이 미미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제로 부채조달 재정지출일 때 재정지출 확대와 부채의 증가
가 동반하는지, 그리고 증세조달 재정지출일 때는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4번째 변수로 부채를 도입하였다. 기존 3변수(재정지출, 조세, GDP)
에 마지막 변수로 부채를 추가하였다. 이 경우 축약형 VAR의 오차항과 구조 VAR의
오차항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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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부채를 나타낸다. 위 관계는 부채가 모든 변수 중 가장 내생적인 변수이므로
동 분기의 재정지출, 조세 및 GDP 변동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을 반영하고
있다. 데이터로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채 데이터(Debt Securities
and Loans)를 이용하였으며, 계절조정, 로그변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으며, 이하 추가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제약의 종류가 달라지더라도 정성적
인 차이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바  =0의 제약만을 설정하였다.
<그림 11>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부채 추가)
[tax-financing]

[debt-financing]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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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부채 추가)
재원조달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Tax

1.32**

1.11*

0.78

0.61

0.53

0.50

0.50

0.51

0.52

Debt

1.45**

1.37**

1.16**

1.02*

0.85

0.65

0.51

0.44

0.42

Baseline

1.41**

1.32**

1.13**

1.02*

0.95*

0.90

0.86

0.84

0.83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분석결과,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일때와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
일 때의 부채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채 조
달 방법(debt-financing)일 때 증세가 없는 시기에는 부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증가하는 정도도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보다 더 크다. 충격 3년
후 증세가 시작되면서 재정지출 증가보다 조세가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일때는 부채 증가가 충격
초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증가하는 정도도 더 작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과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 충격에 대한 식별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부채를 이용한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과 조세 조달 방법
(tax-financing)의 새로운 정의
한편, 부채변수를 이용하여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과 부채 조달 방법
(debt-financing)을 이전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즉, 부채가 전기간 변동하지 않
는 것을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으로, 특정기간(3년) 동안 부채와 조세가 동
일하게 움직이고 나머지 기간에는 정부의 기간간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부채의 변동
이 0으로 고정되는 것을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으로 정의하여 새로운 정
의에 따라 분석하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에서 재
정지출의 증가분과 부채 증가분의 현재가치는 일치시켰고, 양쪽이 모두 로그변수임
을 감안하여 전환계수도 고려하였다. 이 때 조세충격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 새
로운 정의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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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재원조달방법의 새로운 정의)
[tax-financing]

[debt-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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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방법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주: 음영은 90%, 점선은 68% 신뢰수준을 의미

<표 13>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재원조달방법의 새로운 정의)
재원조달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Tax

1.41**

1.32**

1.06*

0.90*

0.80

0.73

0.68

0.64

0.63

Debt

1.41**

1.35**

1.16*

1.02*

0.91

0.81

0.75

0.71

0.69

Baseline

1.41**

1.32**

1.13*

1.02*

0.95

0.90

0.86

0.84

0.83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위 식별 방법을 통해 재정지출승수를 도출한 결과, GDP에 미치는 효과가 재원조
달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지 불확실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다. 재정지출승수의 점추정치를 도출한 결과 부채 조달(debt-financing) 승수가 다
소 큰 것으로 보이나, 그 차이가 앞선 기준모형에 비해 다소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의 부채 수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재정정책의 제약을 받는
정도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채 수준이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국가일수록
재원조달 방식의 변경에 따른 부채의 변동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과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 국가의 부채 수준에 따라 위의 분석 결과는 얼마
든지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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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내 정보변수의 추가
앞선 반사실적 분석에서는 경제주체의 미래 정책에 대한 예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
다고 비판할 수 있다.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이나 미래 증세 및 국채 발행 가능성 등
은 경제주체가 다양한 경로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상 가능성을 정부변수의
도입을 통해 일정 부분 모형 내에 반영하여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보
변수가 없는 모형의 경우에는 non-fundamentalness8)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
다. 본고에서는 관련 변수로 미 지방채 스프레드(Municipal bond spread)를 4번째
변수로 추가하였다. 미 지방채 스프레드는 동일 만기 미 지방채 금리와 미 국채 금
리의 차이이며 본고에서는 1년물 금리를 이용한다. 미 지방채는 면세대상이기 때문
에 Leeper et al. (2013)에서는 동일만기의 국채와 지방채의 스프레드가 내재 세율
(implicit tax rate) 변화에 대한 시장의 예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충격
식별과 관련하여는 Leeper et al. (2013)의 분석을 근거로 스프레드에 포함된 뉴스
가 GDP, 재정지출, 조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즉, 지방채
스프레드가 가장 내생적인 성격을 지닌 변수로 보는 것이다. 자료9)는 1960년부터
1994년까지는 Salomon Brothers의 Analytical Record of Yields and Yield
Spreads에서, 이후에는 Bloomberg의 Yields on similarly rated(AAA) municipal
bonds에서 구하였고, 표본기간은 마찬가지로 1960.1/4 ~ 2019.3/4이다.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8) 과거와 현재 관측치로부터 복원할 수 없는 shock을 non-fundamental shock이라고 하는데 경제주체
는 의사 결정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계량모형보다 정보의 집합(set)이 더 커서 발생
하는 문제임.
9) 자료 습득에 도움을 주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원조달 방법을 고려한 재정지출 효과 분석: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0

<그림 13>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Municipal bond spread 도입)
[tax-financing]

[debt-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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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방법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표 14>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Municipal bond spread 도입)
재원조달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Tax

1.34**

1.17**

0.80

0.57

0.45

0.41

0.40

0.40

0.40

Debt

1.52**

1.54**

1.33*

1.15*

0.90

0.62

0.44

0.35

0.33

Baseline

1.45**

1.42**

1.21**

1.08*

1.01*

0.97

0.94

0.92

0.91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미 지방채 스프레드(Municipal bond spread)를 추가하여 모형을 변경하여 분석한
결과, 기준 모형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선 분석의 주요 결론은 대체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증세 없는 구간에서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 승수
가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 승수나 기준 모형의 승수보다 더 크며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 승수와의 크기는 최대 0.59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증세
이후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 승수가 더 작아지는 역전현상 또한 발견되었
으나 앞선 기준모형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정보변수
의 포함 여부는 논문의 주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재정지출승수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약간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 정도도 크지 않고, 정성적인 측면에서 거
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정보변수의 포함은 경제주체의 합리적 기대를 모형 내 반
영하여 non-fundamentalness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문
제를 완화시키더라도 정책실험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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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강건성 분석
1. 점 추정치(point estimate)만을 목표 반응으로 설정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래 충격반응의 점 추정치만을 목표 반응으로 설정하고 실행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정지출의 반응에서 신뢰구간이 하나의 점으로
수렴한다. 이러한 방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 그래프(point estimate)
tax-financing(  =0)

debt-financing(  =0)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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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point estimate,  =0)
재원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tax

1.36**

1.25**

0.94*

0.75

0.66

0.64

0.63

0.64

0.64

debt

1.48**

1.48**

1.24**

1.05*

0.85

0.67

0.58

0.55

0.55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앞선 두 방법은 점 추정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승수의 추정 결과는 동일하
다. 다만 GDP의 반응과 재정지출승수의 신뢰구간이 앞선 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좁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2. Bachmann and Sims (2011)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Bachmann and Sims (2011)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Bachmann
and Sims (2011)에서는 재정지출충격을 최초 1기에만 부여하고 이후에는 부여하지
않았으며 대신 신뢰(confidence)를 0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매기 적절한 신뢰 충격
(confidence shock)을 부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응용하여 재정지출충격은 최
초 1기에만 1 표준편차만큼 부여하고 더 이상 재정지출충격은 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기에서 재정지출의 반응과 조세의 반응이 동일해지도록 하는 조세 충격을 매기
가상으로 생성한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VAR 모형인 model 1과 재정지출의 충격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 그 이유는 최초에 1 표준편차만큼의 충격을 주는 것은 동일
하지만 이후에 조세 충격을 가상으로 생성하면서 재정지출의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앞선 기준 모형에 비해 일반적인 VAR모형과의 1:1 비
교에서는 재정지출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엄밀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재정지출 반응의 경로를 인위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최초 충격 이후에는 자유롭게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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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 그래프(Bachmann and Sims)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표 16>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Bachmann and Sims)

 =0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1.36**

1.25**

0.92

0.73

0.65

0.63

0.63

0.64

0.65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구간이 다소 넓어진 것을 제외하면
결과는 기준 모형(baseline model)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VAR 모형(model 1,2)과 재정지출 반응의 경로가 유사하게 도출되었기 때
문에 유사한 결과가 추정되었으나 만약 다른 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표본 기
간이 달라지는 경우 조세 반응을 재정지출 반응만큼 확대함에 따라 달라지는 조세
충격이 재정지출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3. 조세의 GDP 탄력성을 변경하는 경우
여태까지의 분석은 조세의 GDP 탄력성을 Blanchard and Perotti (2002)에서 추
정한 수치를 준용하여 2.08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표본 기간, 추정 방법,
데이터 등에 따라 탄력성이 다르게 추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연구인 Caldara and Kamps (2017)에서 추정한 값을 이용하여 탄력성에 다른
값을 부여하는 경우 본문의 결과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Cald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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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Kamps (2017)에서는 Blanchard and Perotti (2002)의 구조충격 식별방법을
이용하되 Follette and Lutz (2010)의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의 GDP탄력성을
1.7로 새롭게 추정하였다. 또한 동 논문에서는 비재정변수(non-fiscal variable)를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탄력성을 2.18로 추정하기도 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두 수치를
모두 이용하여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6> 조세의 GDP 탄력성 변경시 부채조달 재정지출 결과

 =1.70

 =2.18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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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조세의 GDP 탄력성 변경시 조세조달 재정지출 결과

 =1.70

 =2.18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표 17>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
재원조달
방법
Debt

Tax

탄력성
수치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1.70

1.45**

1.43**

1.20**

1.04*

0.91*

0.81

0.77

0.77

0.77

 =2.18

1.49**

1.49**

1.24**

1.05*

0.83

0.63

0.52

0.49

0.48

 =1.70

1.42**

1.36**

1.09*

0.94

0.87

0.85

0.84

0.84

0.85

 =2.18

1.34**

1.22**

0.89*

0.69

0.60

0.57

0.57

0.58

0.59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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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탄력성이 변화함에 따라 시기별 승수의 크기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
는 모습을 보였다. 탄력성이 1.7인 경우에는 승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2.18인 경우
에는 기본 결과에 비해 낮게 추정되었다. 다만, 충격 초기에 부채 조달
(debt-financing) 승수가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에 비해 높게 유지되다가
장기적으로는 거의 유사해진다는 핵심 결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
였다.

4. 부채 조달(debt-financing) 재정지출에서 증세 시차의 변경
앞서 부채조달 방법을 3년의 시차를 두고 증세가 재정지출의 패턴과 동일하게 이
루어지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다만 본고에서 정한 3년의 시차는 기존 연구 결과 등
을 참고하여 설정한 것으로 시차가 달라지는 경우 분석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
다. 관련 연구에서는 3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한 차이를 두고 분석하고 있는바 여기서
는 5년의 시차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8> 증세 시차 변경(5년)시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 그래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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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표 18> 증세 시차 변경(5년)시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0
(증세시차 5년)

 =0
(증세시차 5년)

 =0
(증세시차 3년)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1.48**

1.48**

1.24**

1.05*

0.93

0.86

0.73

0.57

0.51

1.48**

1.48**

1.23**

1.05*

0.93

0.86

0.73

0.57

0.51

1.48**

1.48**

1.24**

1.05*

0.85

0.67

0.58

0.55

0.55

주: 1)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시차를 5년으로 변경하여도 재정지출승수가 전 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의 재정지출승수가 조세 조달 방법
(tax-financing)일 때 보다 크며,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 보다 유의한 효과
가 더 오래 지속되는 등 앞선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증세가 이루어지
지 않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승수 추정치의 유의성이 더 오래 지속되다가 증세가
시작되면서 승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Ⅸ. 다른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재원조달 방법의 차이에 따라 재정지출 충격이 GDP 외에 다른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비, 투자 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재원조달 방법이 바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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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체 거시경제적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갈음하는 중요한 요소다. 재정지출의 충
격은 경제변수별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론에 따라 변수의 반응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실증적으로도 분석 결과가 일정하지 않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분석하였던 VAR모형을 확장하였다. 기존 3변수(재정지출, 조세, GDP)에 마지
막 변수로 소비, 투자, 실질임금, 노동, 순수출을 번갈아가며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 경우 축약형 VAR의 오차항과 구조 VAR의 오차항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13)

이는 저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인 소비, 투자, 실질임금 및 노동이 가장 내생
적인 변수이므로 동 분기의 재정지출, 조세 및 GDP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을
반영하고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0 또는  =0를 제약으로 하여 분석할 수 있
으나 결과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0의 제약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방법은 앞서의 기준 모형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즉, 아무 제약이 없는 일
반적인 VAR에서의 충격반응을 구한 다음, 재정지출의 반응이 일반적인 VAR에서의
재정지출 반응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소비와 투자의 경우에는 GDP의
재정지출승수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수를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한편, 본 단락의 소비, 투자 등의 경제변수와 앞선 목차에서의 이자율, 부채 등 변
수를 새로 추가할 때 모두 가장 내생적인 변수로 가정하여 동일한 식별방법을 이용
하고 있는데, 만약 변수의 내생적인 성격에 대한 가정을 달리하더라도 재정지출이
가장 외생적이라는 핵심적인 가정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므로 변수 간 순서를 바
꾸는 등 식별 방법을 바꾸더라도 결국 재정지출 충격에 의한 여타 변수의 영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소비는 미국의 Real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투자는 Real Gross
Private Domestic Investment, 실질임금은 Nonfarm Business Sector: Real
Compensation Per Hour 자료를 이용하였고, 노동은 Nonfarm Business Sector:
Average Weekly Hours 데이터와 Employment level Index(CE16OV)을 곱한 자료
를 이용하였다. 두 자료는 모두 지수이기 때문에 두 지수의 기준연도(2012)를 일치
시켰고, 두 지수를 곱한 뒤 100으로 나누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순수출은 Net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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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oods and Services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1960Q1~2019Q3
이며 소비 및 투자는 1인당 변수, 자연로그로 변환하였으며 노동, 실질임금은 자연로
그 변환하였고 순수출은 GDP대비 비율로 나타내었다.

1. 이론적인 예측
각 경제변수의 반응에 대한 이론적인 예측은 모형의 가정에 따라 다소 다르다. 우
선 신고전학파의 모형(Neoclassical Model)에 따르면 재정지출 확대시 경제주체는
미래의 증세를 예상하기 때문에 부(wealth)의 효과로 소비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
인 결과 경제전체의 GDP, 노동은 증가하고 소비, 실질임금은 하락한다. 다만 각 변
수의 반응과 승수는 왜곡적 조세의 유무, 조세의 종류, 증세 시기, 재정지출의 지속
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재원조달방법 변경에 따른 변수의 반응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왜곡적 근로소득세 증세시 노동공급이 감소하면서
GDP는 음의 영향을 받으나, 정액세 증세시에는 부의 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면서
자본 스톡이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조세 증가일지라도 조세의 종류
에 따라 변수의 반응이 상이할 수 있다. 왜곡적 조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균형재정
의 경우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에 비해 충격 초기 승수가 낮게 추정되는
등 재원조달 방법 변경시 변수의 반응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반면 뉴케인지안 모형(New Keynesian Model)에 따르면 재정지출 충격 발생시 노
동 수요가 증가10)함에 따라 실질임금이 상승하는데, 이는 경기역행적 마크업(mark-up), 명목 경직성 등에 기인한다.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신용할당(credit
constraint), 소비와 여가간 대체효과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
따라서 재정지출 충격시 뉴케인지안 모형에서는 GDP, 실질임금, 민간 소비, 노동이
증가한다.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소득에 의존하는 소비자(rule-of-thumb
consumer)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가계는 미래 소득보다 현재 소득에 더 민감해지므
로 재정지출의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는지 혹은 국채로 조달하는지에 따라 현재 소비
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재정지출 확대 시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에 비
해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인 경우 현재 부(wealth)의 증가로 민간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10) 관련 문헌에서는 재정지출 충격 발생시 상대적으로 현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과점기업 간 담합 가
격을 인하할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 마크업(mark-up)을 감소시키는 경기역행적 마크업을 가정하는
경우, 명목 경직성이 존재하여 재정지출 충격시 산출량 증가로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노동수요가 증가한다고 보았다(Perotti (2007), Rotemberg and Woodford (199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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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조달방법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재정지출 확대가 소비에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이며 충격 후 약 2년 내외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습을 보인다. Gali
et al. (2007) 등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현재 소득에 의존하는 소비자(ruleof-thumb consumers)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지출의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소비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의 경우 재정지출 충격
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소비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다. 이어서 부채 조달(debt-financing)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세 조달(tax-financing)과는 다르게 소비가 충격 초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
가하다가 증세가 시작하고 빠르게 감소하여 소비의 반응이 0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인
다. 다만 재정지출 충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 초기를 제외하면 통계적 유의
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승수를 살펴보면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 승수는 초
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 승수에 비해 큰 모습을 보
이나, 증세가 시작된 이후에는 오히려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 승수보다 작아
지는 역전현상을 보인다.
<그림 19>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승수(소비)
[tax-financing]

[debt-financing]

재원조달 방법을 고려한 재정지출 효과 분석: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52

[재원조달방법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표 19>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소비)
재원조달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Tax

1.20**

0.96**

0.73

0.69

0.73

0.78

0.83

0.86

0.87

Debt

1.29**

1.10**

0.96*

0.94*

0.89

0.78

0.70

0.69

0.70

Baseline

1.26**

1.07**

0.93*

0.93*

0.94*

0.94*

0.94

0.92

0.91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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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시점별 소비승수 산출 결과
재원조달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Tax

0.18*

0.20

0.24

0.32

0.41

0.49

0.56

0.60

0.62

Debt

0.25*

0.39*

0.49*

0.56*

0.54

0.47

0.44

0.45

0.47

Baseline

0.22*

0.35*

0.47*

0.55*

0.61*

0.65*

0.67*

0.67

0.67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투자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경우 재원조달 형태에 무관하게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충격 초기에는 증가
하나 이후 지속적으로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에서는 재정지출 확대 충격 초기에만 잠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68% 수준에서 유의하게 음의 영역까지 감소한다. 한편 재원조달 방법이 국채
발행으로 바뀌는 경우, 재정지출 충격 시 투자는 증세로 재원을 조달하였을 때와 유
사하게 충격 초기에 증가 후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나 하락 폭이 조세 조달 방법
(tax-financing)에 비해 크지 않고 증세가 시작되는 타이밍에 투자가 빠르게 감소
하는 모습을 보인다. 증세 없는 순수한 재정지출 확대 시 투자가 감소하는 모습은
부채 발행으로 재정지출의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중장기적으로
투자에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케인지안 모형의 이론적인 예측과 일
치하는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부족하고 충격 초기와 이후의
투자의 반응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론과 연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
른다. 한편 증세 또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자본소
득세 등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조세의 영향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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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투자)
[tax-financing]

[debt-financing]

[재원조달방법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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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투자)
재원조달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Tax

1.42**

1.35**

1.07*

0.91

0.83

0.78

0.75

0.72

0.71

Debt

1.57**

1.62**

1.42**

1.25*

1.03*

0.82

0.72

0.68

0.67

Baseline

1.51**

1.53**

1.34**

1.21**

1.13*

1.07*

1.02*

0.99*

0.98*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4. 실질임금에 미치는 영향
우선 재원조달 방법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실질임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
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실질임금은 조세 조달(tax-financing)시 양의 영향을 받
으나 일정 시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장기적으로 그 영향이 0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부채 조달(debt-financing)시에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증세
가 시작되는 시점에 임금이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나 그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
다. 종합하면 실질임금은 재원조달 방법 변경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
인다.
<그림 21>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실질임금)
[tax-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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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financing]

[재원조달방법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표 22>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실질임금)
재원조달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Tax

1.37**

1.25**

0.99*

0.83

0.72

0.64

0.58

0.54

0.52

Debt

1.47**

1.43**

1.25**

1.11*

0.94

0.76

0.64

0.55

0.52

Baseline

1.44**

1.39**

1.22**

1.09*

1.00*

0.93

0.88

0.85

0.83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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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으로 부채조달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미래의 증세를 예상한 경제주체들이
노동 공급을 늘리고,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경제의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동 수요
가 확대되어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분석 결과 노동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혼
재된 반응을 보인다. 재원조달 방법이 통제되지 않는 경우 충격 초기에 노동이 증가
하나 이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의 경우 충
격 초기 노동의 증가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증세가 시작되면서 노동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에서는 대부분의 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종합적으로는 재
원조달 방법 변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재정지출 충격시
노동이 증가해야하나, Engemann, Owyang, and Zubairy (2008), Ramey (2012)
등 일부 실증분석 문헌에서는 본고와 같이 노동이 혼재된 반응을 보이거나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Ramey (2012)은 이에 대해 재정지출 충격시 공공부문의 고용은
증가하나 민간부문의 고용은 그렇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그림 22>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노동)
[tax-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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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financing]

[재원조달방법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표 23>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노동)
재원조달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Tax

1.32**

1.24**

0.91*

0.70

0.61

0.56

0.54

0.53

0.53

Debt

1.47**

1.48**

1.22*

1.01*

0.80

0.62

0.52

0.48

0.46

Baseline

1.43**

1.42**

1.18**

1.01*

0.91*

0.85

0.81

0.78

0.77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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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의 경우에는 재정지출 충격 초기에 GDP대비 순수
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받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양의 영향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
을 보이기는 하나, 음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훨씬 길게 지속되어 증세없이 재정지출
만 확대하는 기간 내내 음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부채조달 재정지출이
경상수지 악화를 야기하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twin deficit)’과 같은 이론적인 맥락
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재정지출충격에 따른 충격반응과 재정지출승수(순수출)
[tax-financing]

[debt-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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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방법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주: 굵은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의미하며 음영과 점선은 각각 90%, 68% 신뢰수준을 의미

<표 24> 시점별 재정지출승수 산출 결과(순수출)
재원조달

당기

4기

8기

12기

16기

20기

24기

28기

32기

Tax

1.18**

0.91*

0.44

0.20

0.08

-0.02

-0.11

-0.22

-0.27

Debt

1.37**

1.24**

0.86*

0.65

0.43

0.22

0.08

-0.05

-0.11

Baseline

1.34**

1.19**

0.87*

0.73*

0.66

0.63

0.61

0.59

0.58

주: * 표시는 68%, ** 표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Ⅹ.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재원 조달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재정 정책 관련 실증분석 문헌에서 가장 널리 이용하
는 방법 중 하나인 Blanchard and Perotti (2002)의 구조 충격 식별 방법에 기반한
구조 VAR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론적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재정지출과 조세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 주었고, 비교 가능성을 위해 재정지출의 경로를 일반적인 VAR
모형과 동일하게 두고 증세의 반응 경로만 변경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외 전환계수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출충격 초기에는 부채 조달(debt-financing) 승
수가 조세 조달(tax-financing) 승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최대 0.31가량 차
이 발생), 충격 5년 이후에는 두 승수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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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부채 조달 재정지출승수가 조세 조달 재정지출 승수보
다 클 확률을 계산한 결과 모든 시점에서 62%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정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재원조달 방법 변경에 따른 재정지출정책의 효과 차이가 명확
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기존 문헌과 같이 정부의 기간간 예산제약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아 증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세 조달 승수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GDP 이외에 다른 경제 변수의 반응을 살펴본 것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민간부
문의 반응이 재정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민간 소
비, 투자의 경우에는 부채조달 재정지출 확대 시 비(非)리카디언의 행태를 보였다.
즉, 증세가 시작되는 타이밍에 소비, 투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원조달 방
법 변경에 따른 변화가 나타남을 보였다. 다만 임금, 노동의 경우에는 재원조달 방
법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수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재원 조달 방법이
노동시장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순수출의 경우에는 부채조달 재정지출
확대 시 순수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쌍둥이 적자와 같
은 이론적인 예측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일부 경제변수의 반응은 재
원조달 방법이 달라짐에 따른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대체로 이론적인 예측과 일치
하는 결과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예상된 재정지출 혹은 증세의 효과를 따로 분석하지 못한 점
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 제도적인 제약을 풍부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
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일반회계(General account) 이외에 특별회계
(Special account)와 같이 특정한 세출과 특정한 세입을 연결시키는 경우에는 재원
조달 방법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시차 없이 동 기간 내 세입과 세출이 연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증세와 재정지출간에 시차를 두거나 재원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state and local
government)는 중앙정부와 달리 대체로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등 그 특
성에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경우의 분석 결과는 다소 달라
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한계로는 경기 국면별로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
와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러한 측면까지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와 관련한 사항들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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