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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본 연구에서는 월별 한국과 미국의 거시경제자료를 사용하여 2국 개방거시경제이론

에 근거한 VAR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실질환율변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 공급, 수요, 명목 충격으로 구성된 3변수 

VAR 모형의 경우 기존의 주요 연구결과들과 달리 장기제약조건 또는 부호제약조건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명목충격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목충격

을 통화정책충격과 실질환율충격으로 나눈 4변수 VAR 모형의 경우에도 통화정책충격

이 실질환율변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 공급충격은 장․단기 

환율결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환율

이 충격에 대한 흡수재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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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환율제도가 지난 1990년 3월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시장평균환율제로 이행한 이

후 원/달러환율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변동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선진국 환율의 경우 선형적으로 또는 비선형적으로 예측이 불가

능하며 조건부적으로 이분산성을 가지고 있는데 원/달러환율의 경우도 1997년 12월 

외환위기 직후 시장평균환율제가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함에 따라 이전에 비해 환율의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환율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환율예측이 무엇보

다도 점점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외환 및 금융시

장의 개방 등으로 양국의 통화비율인 환율, 특히 실질환율이 자국의 거시경제변수뿐만 

아니라 외국의 거시경제변수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방경제

하에서 실질환율은 국내 거시경제충격의 파급효과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주요국 또는 

국제적인 펀더멘털한 충격의 국내 파급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실질환율과 기본적인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심

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외교역에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

방경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급효과들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Clarida and Gali(1994)는 장기제약조건을 부과한 산출, 물가, 

환율 등의 3변수 구조형 VAR 모형의 분산분해분석을 통해 명목충격이 실질환율변동

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함을 규명함으로써 주요 선진국 환율이 충격의 

흡인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Farrant and Peersman(2006)는 부호제

약조건을 부과한 3변수 또는 4변수 VAR 모형을 통해 Clarida and Gali(1994)의 실증

분석결과와는 달리 명목충격이 실질환율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입증함으로써 환율이 충격의 흡수재가 아니라 충격의 원천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연구들의 경우에는 실질환율과 산출 및 물가와의 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기제약이나 또는 부호제약과 같은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정에 근거한 분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금융분야에서 널리 인용되는 2국 개방거시경제이론에 근

거한 구조형 VAR 모형을 통해 실질 원/달러환율이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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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산업생산과 물가수준, 그리고 금리 등 기본적인 거시경제변수들과 어떤 상호 연

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촐레스키 분해를 가정한 전

통적인 VAR 모형뿐만 아니라 장기제약조건을 가진 구조형 VAR 모형과 경제이론모형

에 기반한 부호제약을 가진 구조형 VAR 모형을 통해 기존 모형의 제한적인 가정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달러환율과 한•미 양국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와의 명

확한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상반된 실증분석결과를 보여주는 Clarida and 

Gali(1994)와 Farrant and Peersman(2006)의 방법론들을 사용하여 명목충격이 실질 

원/달러환율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즉 환율이 충격의 흡수

재인지 또는 충격의 원천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질환율, 산업생산, 물가 등 3

변수 모형에 금리 변수를 추가하여 4변수 모형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상대적 3변수 모

형에 근거한 실증분석결과가 달라지는가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들 모형들

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내 연구의 특성상 분석기간이 짧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표본 편기라든가 외환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예외적인 기간이 추

정결과에 미치는 왜곡된 결과, 그리고 장기제약의 문제점 등을 회피함으로써 환율과 

주요 국내외 거시경제변수들간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실증분석결과 한국과 미국의 상대적 공급, 수요, 명목 충격으로 구성된 3변수 VAR 

모형의 경우 기존의 주요 연구결과들과 달리 장기제약조건을 사용하거나 또는 부호제

약조건을 사용하거나에 관계없이 명목충격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목충격을 통화정책충격과 실질환율충격으로 구분한 4변수 VAR 모형의 경우에도 통

화정책충격이 실질환율변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 공급충격

은 장•단기 환율결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

/달러환율이 충격에 대한 흡인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Ⅱ절에서는 금리, 환율, 물가간의 동

태적인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VAR 모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제Ⅲ절과 제Ⅳ절에서는 분석모형과 촐레스키 분해, 장기제약조건, 그리고 부호제약조건

에 근거한 VAR 모형의 추정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Ⅴ절에서는 세 가지 VAR 모형에 

이용한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본다. 제Ⅵ절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제Ⅶ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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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ⅡⅡⅡ. . . . 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     

 

VAR 모형을 통해 실질환율과 국내외 거시경제변수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들

로는 Clarida and Gali(1994), Eichenbaum and Evans(1995), Chadha and 

Prasad(1997), Funke(2000), Faust and Roger(2003), Artis and Ehrmann(2006), 

Farrant and Peersman(2006), Scholl and Uhlig(2006) 등이 있다.  

Clarida and Gali(1994)는 Dornbusch(1976)와 Obstfeld(1985)의 모형을 발전시킨 3

변수 개방거시 VAR 모형을 이용해 공급, 수요, 명목 충격이 실질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Blanchard and Quah(1989)와 King et al.(1991) 등이 

제안한 장기 삼각행렬 식별 방식을 사용해 수요충격이 실질환율변동의 대부분을 설명

하고 있으며 실질환율이 충격에 대한 흡수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러한 결과들은 UK-유로지역을 분석한 Funke(2000)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 또한 

Chadha and Prasad(1997)는 Clarida and Gali(1994) 방법을 엔/달러환율에 적용한 결

과 수요충격이 환율변동을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Artis and Ehrmann(2006)은 단기 제로제약조건, 즉 모든 명목충격은 산출에 즉각적인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가정을 통해 환율은 경제적 충격에 대한 흡수재가 아니라 충격

의 원천임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 Eichenbaum and Evans(1995)는 미국통화정책충격

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한 VAR 모형을 통해 분석하

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연구들이 경기변동, 환율, 통화 및 재정정책 등을 포함한 다양

한 분야에서 경제이론에 기반한 부호제약을 이용해 VAR 모형을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Faust and Roger(2003)는 기존 연구들의 식별가정을 완화함으로써 통화정책충격

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으며 Scholl and Uhlig(2006)는 부호제

약을 통해 환율과 선물환할인 퍼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Farrant and 

Peersman(2006)는 소표본 편기나 측정오차 문제, 또는 이론적인 반론을 가진 장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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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부과하는 대신 경제이론에 기반한 부호제약을 통해 동일한 모형을 살펴보고 있으

며 명목충격이 영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Clarida and Gali(1994)의 

분석결과와 달리 환율은 충격의 흡수재가 아니라 충격의 원천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환율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들의 경우에는 소

규모 개방경제 특성상 원/달러환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제약 또는 부호제약을 

부과한 경우조차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 환율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제약조건을 이용하느냐 또는 부호제약

조건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명목충격의 역할이 달라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

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이들 실증분석결과들과는 달리 원/달러환율 분산에 대한 명

목충격 또는 통화정책충격의 영향력이 어느 제약조건을 사용하느냐에 관계없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상이 실제 실증분석결과와 일치하는가

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기로 하며 이 점에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ⅢⅢⅢⅢ. . . . 분석모형분석모형분석모형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Clarida and Gali(1994)를 따라 먼저 다음과 같은 3변수 구조형 VAR 

모형을 고려한다. 

 

Α�� = c + Α����� + ⋯+ Α
���
 + �� ,											E�����
�� ≡ H                           (1) 

Α�� = c + Α����� + ⋯+ Α
���
 + ��/���,			E�����
�� ≡ I                            (2) 

 

식 (1)과 (2)에서 �� =	 �Δ��, Δ�� , Δ���′는 3×1 내생변수이다. 여기서 ��는 한국과 미

국의 산업생산에 각각 대수를 취한 후 뺀 상대적인 변수이며 ��는 한국과 미국의 소비

자물가지수에 각각 대수를 취한 후 뺀 상대변수를 나타낸다. ��는 명목 원/달러환율에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다음 이를 가지고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를 나눈 후 대수를 

취한 실질환율을 표시한다. 공분산 행렬 H와 I는 각각 3×3 대각행렬과 항등행렬을 나

타낸다. �� =  �!,� , �",� , �#,�$′  또는 �� =  �!,� , �",� , �#,�$′은 공급, 수요, 명목 등 세 가지 



 5

충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3×1 잔차항 벡터이고 이들 변수들은 다른 변수들이나 자기 

자신의 과거 변수들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으며 ��= ��/��� 	이다. 식 (1)의 구조형 모형

은 다음과 같은 축약형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Α��c + Α��Α����� + ⋯+	Λ��Α
���
 + Α����                               (3) 

						= d + Β����� + ⋯+	Β
���
 + (� ,			)(�(�
� ≡ Ω                                  (4) 

 

식 (4)는 �� = ��/���을 이용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 = +�
�Θ + (� = +�

�Θ + Α���� = +�
�Θ + Α����/���                                 (5) 

 

식 (5)에서 +� =  1, ����, ⋯ , ���
$′와 Θ =  ., Β�,⋯ , Β
	$′이다. E����
� = �와 (� = Α����

을 이용하여 Ω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Ω = Α����Α���′                                                             (6) 

 

파라미터 Θ와 공분산 행렬 Ω가 상수인 3변수 VAR 모형의 경우 식 (6)에서 미지수

는 9개인 반면 축약형 공분산 행렬 Ω의 추정치로부터 6개의 방정식만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구조형 파라미터 Α가 과소 식별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약이나 가정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Clarida and Gali(1994)

의 장기제약조건을 이용하여 3변수 VAR 모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Farrant and 

Peersman(2006)의 동시기 부호제약조건을 이용하여 Clarida and Gali(1994)의 한계를 

극복한 3변수 VAR 모형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3변수 VAR 모형에 금리 변수를 추

가한 4변수 VAR 모형을 통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가를 분석한다.  

 

1. 1. 1. 1. 촐레스키촐레스키촐레스키촐레스키    분해분해분해분해    

    

많은 연구들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촐레스키 분해기법이다.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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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변수의 순서를 �� = �Δ��, Δ�� , Δ���로 설정하여 촐레스키 분해를 하는 경우 Α

의 우상방 요소인 /01 , /0
 , /1
가 각각 0이라는 세 가지 제약조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위 모형을 적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즉 <표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3

456,3
= 0, 

213

258,3
= 0 , 

2
3

258,3
= 0이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 통화

당국이 1기간 늦게 반응한다는 가정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또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0

의 제약에 기초한 많은 충격반응들이 가능한 충격반응분포의 꼬리 부분에 위치해 있음

을 보여준다(예: Peersman, 2005). 

 

2. Clarida and Gali(1994)2. Clarida and Gali(1994)2. Clarida and Gali(1994)2. Clarida and Gali(1994)의의의의    장기제약조건장기제약조건장기제약조건장기제약조건    

 

Clarida and Gali(1994)의 경우에는 이론모형으로부터 도출한 3개의 장기제약조건을 

추가함으로써 3변수 축약형 VAR 모형으로부터 상수인 구조형 파라미터를 식별해 낸

다. 즉 <표 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구조적 공급충격(�!,� 또는 �!,�) 만이 장기에 상대

적인 산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구조적 수요충격(�",� or �",�)이나 구조적 명목

충격(�#,�  or �#,� )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구조적 공급충격이나 구조적 수요충격은 실질

환율의 장기수준(�� )에 영향을 준다. 반면 구조적 명목충격은 실질산출과 실질환율 등

의 실질변수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세 구조적 충격 모두 장기적인 

상대물가수준(��)에는 영향을 준다.  

  

3. Farrant and Peersman(2006)3. Farrant and Peersman(2006)3. Farrant and Peersman(2006)3. Farrant and Peersman(2006)의의의의    동시기동시기동시기동시기    부호제약조건부호제약조건부호제약조건부호제약조건    

 

Faust and Leeper(1997)는 장기에 0이라는 제약조건이 부과될 때 소표본 편기와 측

정오차 때문에 실질적인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력현상을 주장하

는 모형이나 일부 균형성장모형들에 따르면 명목충격이 실질적인 장기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호제약을 사용하여 세 가지 충격을 식별함으로써 기

존 모형들의 신뢰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전통적인 모형에 근거한 충격반응 결과

가 부호제약을 통해 얻은 충격반응 결과들의 중위수와 유사하다면 이들 결과들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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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결과가 될 것이다. <표 3>은 Clarida and Gali(1994)의 단기동학모형에 근거한 

부호제약을 보여준다.  

<표 3>에서 공급충격(�!,�  or �!,� )은 상대적인 산업생산(�� )을 증가시키는 반면 상대

적인 소비자물가(��)를 하락시킨다. 실질환율(��)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한편 Clarida and Gali(1994)의 단기동학모형에 따르면 수요충격(�",� or �",�)은 상대적

인 산업생산(��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소비자물가(�� )도 상승시키며 실질환율(�� )을 하

락시킨다. 명목충격 (�#,� 또는 �#,�) 또한 수요충격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산업생산(��)

과 상대적인 소비자물가(��)를 모두 상승시키는 반면 수요충격과는 반대로 실질환율(��)

을 상승시킨다. 

3변수 2국 모형은 양국 변수간의 차이로 표시된 상대변수를 사용함에 따라 국내변수

와 해외변수가 따로 표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VAR 모형을 더 경제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시변적인 VAR 모형의 경우 내생적인 변수가 추가될 때 VAR 계수에 대한 

안정적인 제약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 이 

논문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가 실질환율변동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칭적인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ⅣⅣⅣⅣ. . . . 추정방법추정방법추정방법추정방법    

 

여기서는 Clarida and Gali(1994)의 장기제약조건을 부과한 VAR 모형의 추정방법과 

Farrant and Peersman(2006)의 동시기의 부호제약조건을 고려한 VAR 모형의 추정방

법을 살펴본다. 동시기의 부호제약조건을 이용한 충격반응분석은 각각의 충격반응결과

가 개별적인 이론모형에 근거한 반응이기 때문에 구조적 충격에 기인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효과가 불가지론적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호제약은 Clarida 

and Gali(1994) 등의 여러 이론적인 모형들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1. Clarida and Gali(1994)1. Clarida and Gali(1994)1. Clarida and Gali(1994)1. Clarida and Gali(1994)의의의의    장기제약조건장기제약조건장기제약조건장기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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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da and Gali(1994)의 장기제약조건을 충족시키는 3변수 VAR 모형에서 설명의 

편의상 상수항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식 (2)의 구조형 모형은 다음과 같은 

MA(moving average)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 = �Α − Α�: −	⋯− Α
:
����
;
<��  

= Δ=�� + Δ����� + Δ����� +	⋯                                                (7) 

= ∆�L���  

 

식 (7)과 동일한 가정하에서 식 (4)의 축약형 모형은 다음과 같은 MA(moving 

average)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 = �@ − B�: −	⋯− B
:
���(�  

= B� + Γ�B��� + Γ�B��� +	⋯                                                   (8) 

= Γ�L�B�  

 

식 (7)과 (8)에서 (� = ΔD�� = ΔD��/��/� 임을 알 수 있으며 식 (3)과 (4)에 따르면 

ΔD = Α����/� 이다. 또한 E�����
�� ≡ @ 이기 때문에 E�(�B�

�� = ΔDΔD
� = Ω 이다. Δ�L� ≡ ∆D +

∆�: + ∆�E + ⋯로 표시되며 L=0인 당기의 경우에는 ∆�0� ≡ ∆D , L=1인 장기의 경우에는 

Δ�1� ≡ ∆D + ∆� + ∆� +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Clarida and Gali(1994)의 경우처

럼 수요충격이나 명목충격이 장기 산출수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제약을 주는 경우 

∆�1�의 1행 2열과 1행 3열, 즉 F���1� = F�G�1� = 0이 된다. 마찬가지로 명목충격이 실

질환율의 장기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제약을 주는 경우 F�G�1� = 0이 된다.  

식 (8)로부터 도출된 ΓD ≡ @ , Γ� ≡ ∆�∆D
�� , Γ� ≡ ∆�∆D

��을 이용하여 Γ�1� ≡ ΓD + Γ� + Γ� +

⋯⋯ = Δ�1�ΔD
��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행렬 Γ�1�ΩΓ�1�′은 Ω와 축약형 MA로부터 얻은 

Γ�1� 의 추정치로부터 계산된다. 또한 E(�B�
� = ΔDΔD

� = Ω와 Γ�1� = Δ�1�ΔD
�� 을 이용하여 

Γ�1�ΩΓ�1�′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Γ�1�ΩΓ�1�� = Δ�1�Δ�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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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을 Γ�1�ΩΓ�1��에 대한 촐레스키 분해의 하방삼각행렬이라고 가정하면 MM�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M� = Γ�1�ΩΓ�1��                                                          (10) 

 

장기제약조건은 Δ�1�이 하방삼각행렬을 의미하기 때문에 Δ�1� = M이 된다. Δ�1� = M

을 Γ�1� ≡ ∆�1�∆D
��에 대입하면 ∆D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 Γ�1���I                                                              (11) 

 

간단히 정리하면 본 모형에서 주어진 장기제약조건은 Δ�1�이 하방삼각행렬을 따른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점을 이용해 ΔD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ΔD의 추정치가 주어졌을 

때 구조형 충격의 시계열뿐만 아니라 나머지 Δ�, Δ� , …… 등도 구할 수 있다. 식 (7)

과 이 추정치들을 이용하여 한 단위(또는 표준편차)의 구조형 공급, 수요, 명목 충격이 

각각 산업생산, 실질환율,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Farrant and Peersman(2006)2. Farrant and Peersman(2006)2. Farrant and Peersman(2006)2. Farrant and Peersman(2006)의의의의    동시기동시기동시기동시기    부호제약조건부호제약조건부호제약조건부호제약조건 

 

지금까지 살펴본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과 장기제약조건을 부과한 방법 외

에도 경제이론에 기반한 여러 종류의 제약조건을 파라미터에 부과하거나 또는 이분산

성에 근거해 구조적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다. 여기서는 경제이론모형에 근

거해 동시기의 구조적 파라미터에 부호제약을 둠으로써 파라미터가 속해 있는 범위를 

식별하는 Farrant and Peersman(2006)의 방법을 살펴본다. 기존의 방법들은 촐레스키 

분해나 장기제약조건 등과 같은 다양한 가정을 통해 축약형 충격으로부터 구조적 충격

들을 도출해 내는데 이 충격들이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부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방법은 불가지론적인 관점에서 축약형 

충격으로부터 다른 충격이나 자기 자신의 과거 충격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부호를 가진 구조적 충격들을 추정하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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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약형 충격과 구조적 충격들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추정치들을 구할 수 있다. 

 

(� = Α���� = ΔD��/��� = ΔD��                                                (12) 

 

식 (12)에서 Α는 촐레스키 분해에 근거한 하방삼각행렬이라고 가정하며 �� 와 �� 는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해 구한 공분산 행렬이 각각 H와 I인 구조형 충격을 의미한다. 

한편 ��는 Q�Q = QQ� = I의 특성을 가진 정방행렬 Q을 이용하여 다른 충격이나 자기 자

신의 과거 충격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새로운 구조형 충격 ��
∗로 다음과 같이 변형시

킬 수 있다. 

 

(� = ΔDL�L�� = ΔD
∗��

∗                                                        (13) 

 

여기서 ��의 공분산행렬과 QQ′이 항등행렬이기 때문에 ��
∗의 공분산행렬 또한 항등행

렬이 된다. 따라서 ��와 ��
∗는 같은 공분산 행렬을 갖는 반면 식 (1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축약형 충격 (�와 ��에는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호제약방법으로는 Householder 전환방법과 Givens 전

환방법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Householder 방법을 이용해 직교행렬 Q을 구한다. 

3변수 VAR 모형에서 Householder 전환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 즉 

N�0, @G�로부터 3×3 무작위 변수를 구한 후 이를 QR분해한다. 다음 QR분해를 통해 얻

은 LN을 이용해 식 (1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ΔD
∗ 와 ��

∗을 도출한 후 충격반응을 분석

한다. 무작위 추출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얻은 직교행렬들을 통해 다수의 충격반

응함수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동시기의 반응이 부호제약조건을 충족시키는 경

우만을 채택한다.  

 

 

ⅤⅤⅤⅤ. . . . 추정결과추정결과추정결과추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1990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실질 원/달러환율, 한•미 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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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과 소비자물가 자료(자료출처: IMF)를 이용해 3변수 VAR 모형들을 추정한 후 

충격반응과 분산분해 분석을 통해 이들이 함축하고 있는 경제적 의미를 살펴본다. 양

국의 상대적 월별 자료가 사용되며 표본크기는 305개이다.  

 

1. 1. 1. 1. 단위근단위근단위근단위근    및및및및    공적분공적분공적분공적분    검정검정검정검정    

 

추정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다. 단위근 검

정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에서 산업생산과 소비자물가는 각각 대수를 

취한 한국과 미국의 산업생산과 소비자물가의 차이를 표시하며 수준변수인 경우 3변수 

모두 검정방법이나 추세 여부에 관계없이 단위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분변수의 경우에는 3변수 모두 검정방법이나 추세 여부에 관계없이 단위근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3변수에 대한 Johansen 공적분 검정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95% 수준에서 3변수가 공적분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차분변수를 이용하여 VAR 분석을 실시한다.  

 

2. 2. 2. 2. 충격반응분석충격반응분석충격반응분석충격반응분석    

    

여기서는 촐레스키 분해, Clarida and Gali(1994)의 장기제약조건, 부호제약조건 등

을 이용한 3가지 충격반응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시차수로는 AIC, AICc, SIC 등의 기

준에 따라 2가 선택된다. 부호제약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기의 충격반응을 선택하기 

위해 Householder 전환방법과 Givens 전환방법이 함께 사용하였다. 하지만 Givens전

환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표 3>에 나타난 Clarida and Gali(1994)의 동시기 부호제약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충격반응결과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증분석에는 

Householder 전환방법과 <표 6>의 동시기의 부호제약조건을 사용한다. <표 3>에서는 

양(+)의 수요충격은 실질환율을 하락시키는 반면 양(+)의 명목충격은 실질환율을 상승

시킨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표 6>에서는 수요충격과 명목충격이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가정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케인즈언 또는 새케인즈언 

경직가격 환율결정모형과 달리 시카코 학파의 신축가격 환율결정모형에서는 금리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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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충격반응결과는 <표 7>, <표 8>, <표 9>에 나타나 있다. 각 표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충격반응들의 중위수를 표시하며 ( )안의 숫자는 각각 5번째와 95번째 백분

위수를 나타낸다.１ 먼저 <표 7>은 양(+)의 한 단위 표준편차 충격들에 대한 한•미 양

국의 상대적 산업생산 변화율의 누적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0개월은 충격에 대한 동시

기의 반응을 보여준다. 따라서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하는 경우 수요 및 명목 충격에 

대한 산업생산 변화율의 동시기 반응은 0이 된다. 반면 Clarida and Gali(1994)의 장기

제약조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요 및 명목 충격에 대한 24개월 후에 나타난 산업생

산 변화율의 누적반응은 0이 된다. 한편 촐레스키 분해의 경우에는 양(+)의 수요 및 

명목 충격에 대한 24개월 후에 나타난 산업생산 변화율의 누적반응이 모두 음(-)의 값

을 갖는 반면 Householder 전환방법의 부호제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의 값을 

갖는다. 한편 양(+)의 공급충격의 경우에는 모형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생산 변화

율의 누적반응이 양(+)의 값을 보인다.  

<표 8>은 양(+)의 한 단위 표준편차 충격들에 대한 실질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누

적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하는 경우 명목 충격에 대한 실질 원/달

러환율 변화율의 동시기 반응은 0이 된다. 반면 Clarida and Gali(1994)의 장기제약조

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명목 충격에 대한 24개월 후에 나타난 실질 원/달러환율 변화

율의 누적반응이 0이 된다. 한편 촐레스키 분해와 Householder 전환방법에 근거한 부

호제약을 이용하는 경우 양(+)의 명목 충격에 대한 24개월 후에 나타난 실질 원/달러

환율 변화율의 중위수 누적반응이 <표 3>의 경우와 달리 모두 음(-)의 값을 갖는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시카코 학파의 신축가격 환율결정이론에서는 금리와 환율이 같

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양(+)의 수요충격에 대한 24개월 후 실질 원/달러환율 변화율

의 중위수 누적반응은 촐레스키 분해와 Clarida and Gali(1994) 장기제약의 경우에는 

<표 3>의 경우와 달리 양(+)의 반응을 보인다. 반면 Householder 부호제약의 경우에

는 중위수 반응이 음(-)의 값을 가지나 5번째와 95번째 백분위수가 보여주는 바와 같

                                            
１ 촐레스키와 Clarida-Gali의 경우에는 1,000번, Householder 부호제약의 경우에는 100,000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중위수, 5번째 백분위수, 95번째 백분위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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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진다. 한편 양(+)의 공급충격은 유로지역의 경우처럼 모형에 

관계없이 실질 원/달러환율을 하락시킨다. Farrant and Peersman(2006)에 따르면 공급

충격은 영국과 일본의 경우 실질환율가치를 절하시키는 반면 유로지역의 경우는 절상

시킨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는 실질환율의 반응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２  

<표 9>은 양(+)의 한 단위 표준편차 충격들에 대한 한•미 양국의 상대적 소비자물

가 변화율의 중위수 누적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양(+)의 공급충격은 모형에 관계없이 

24개월 후의 소비자물가를 하락시킨다. 반면 양(+)의 수요 및 명목 충격은 모형에 관

계없이 24개월 후의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킨다. 

  

3. 3. 3. 3. 분산분해분석분산분해분석분산분해분석분산분해분석    

    

충격반응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촐레스키 분해, Clarida and Gali(1994)의 장기제

약조건, Householder 전환방법에 근거한 부호제약조건 등을 이용한 3가지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분산분해 추정결과는 <표 10>, <표 11>, <표 12>에 

나타나 있다. 충격반응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표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분산분해의 중위수를 표시하며 ( )안의 숫자는 각각 5번째와 95번째 백분위수를 나타

낸다. 먼저 <표 10>은 산업생산 변화율의 분산분해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인 공급충

격이 24개월 후의 산업생산 변화율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은 어떤 추정방법을 사용

하느냐에 관계없이 60%를 초과하는 반면 명목충격의 설명비율은 3%를 넘지 못한다.  

<표 11>은 실질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분산분해를 보여준다.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상대수요충격이 24개월 후의 실질환율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촐레스키 분해의 경우 96.7%에 가장 큰 반면 Clarida and Gali(1994)의 장

기제약조건의 경우에는 55.6%로 가장 작게 나타난다. Farrant and Peersman(2006)에 

                                            
２ 여러 실증분석에 따르면 공급충격이 실질환율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는 다른 나라들의 실증분석결과에서도 종

종 나타나는데 Detken et al.(2002)은 공급충격이 실질 부의 효과와 소비의 국내 편의의 결과로서 총수요곡선

의 상방 이동에 의해 수반된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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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Clarida and Gali(1994)의 장기제약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수요충격이 실질

환율의 분산 중 각각 84%(영국), 75%(유로지역), 80%(일본), 89%(캐나다)를 설명한다. 

한편 Clarida and Gali(1994)의 장기제약조건대신 부호제약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수요

충격의 역할은 줄어드는 반면 명목충격의 역할을 증가한다고 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는 장기제약조건대신 부호제약조건을 사용할 때 오히려 수요충격의 설명비율이 55.6%

에서 80.4%로 상승하는 반면 명목충격의 설명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공급충격의 설명비율이 높은데, 특히 Clarida and Gali(1994)의 장기제약조건의 경우에

는 공급충격의 설명비율이 43.9%에 이른다. 한편 명목충격의 경우에는 24개월 후의 

실질환율 변화율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이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1%도 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환율이 충격에 대한 흡수인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Farrant and Peersman(2006)은 부호제약조건을 사용함으로써 

Clarida and Gali(1994)와 달리 환율에 대한 명목충격의 중요한 역할을 발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같은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표 12>는 소비자물가 변화율의 분산분해를 보여준다. 공급, 수요, 명목 등 각 충격

이 물가 변화율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이 다른 변수들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난다. 

Clarida and Gali(1994)의 장기제약조건과 Householder의 부호제약조건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수요충격이 24개월 후의 인플레이션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

면 촐레스키 분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목충격의 설명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4444. 4. 4. 4. 4변수변수변수변수    분석분석분석분석        

    

많은 실증연구(예: Artis and Ehrmann, 2000; Farrant and Peersman, 2006)들은 명

목충격을 통화정책충격과 실질환율충격들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미 양

국의 상대적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금리, 그리고 실질 원/달러환율로 구성된 4변수 차

분 VAR 모형을 추정한다. AIC와 AICc 기준에 따라 시차수로는 2가 선택된다. 역사적

으로 환율변동의 일부분은 상대적인 통화충격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될지도 모른다. 또

한 두 충격을 구분하는 경우 실질환율충격은 환율의 시변적인 프리미엄 또는 펀더멘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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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환율의 움직임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환율충격은 실질환율

을 사용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실질일 가능성이 크다. 금리 자료로는 대수를 취하지 않

은 IMF의 money market rate가 사용되며 양(+)의 충격을 확장적인 통화정책충격으로 

해석하기 위해 상대금리충격 변수에 -1를 곱한다. 여기서는 부호제약조건을 사용한 경

우만을 살펴본다. <표 13>이 4변수 VAR 모형의 각 충격에 대한 동시기의 부호제약조

건을 보여준다.  

먼저 <표 14>는 Householder 변환방법을 이용한 4변수 VAR 모형의 누적충격반응 

추정결과들을 보여준다. 양(+)의 공급충격에 대한 상대적 산업생산 변화율의 중위수 

누적반응은 상승하는 반면 물가, 금리, 실질환율 변화율의 중위수 누적반응은 하락한다. 

양(+)의 수요충격에 대한 상대적 산업생산, 물가, 금리 변화율의 중위수 누적반응은 상

승하는 반면 실질환율 변화율의 중위수 누적반응은 하락한다. 양(+)의 통화정책충격에 

대한 산업생산 변화율의 중위수 누적반응은 상승하는 반면 실질환율의 중위수 누적반

응은 하락한다. 금리와 환율의 관계는 케인즈언보다는 시카코 학파의 이론을 따른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양(+)의 실질환율충격에 대한 상대

적 산업생산, 물가, 금리 변화율의 중위수 누적반응은 상승한다. Farrant and 

Peersman(2006)에 따르면 순수한 환율충격의 영향력은 단기에는 강한 반면 장기에는 

약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업생산의 경우 그렇다.  

다음으로 <표 15>는 Householder 방법을 이용한 4변수 VAR 모형의 분산분해 추

정결과들을 보여준다. 먼저 상대적 산업생산의 경우 공급충격이 산업생산 변화율의 분

산을 설명하는 비율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실질환율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와 명목 충격의 설명비율은 매우 낮다. 상대적 물가의 경우에는 실질환율충격과 공급

충격의 설명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 금리의 경우에는 실질환율

충격, 공급충격의 순으로 금리 변화율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난다. 마찬

가지로 실질환율의 경우에도 실질환율충격, 공급충격의 순으로 실질환율 변화율의 분

산을 설명하는 비율이 큰 반면 수요와 명목 충격의 설명비율은 매우 낮다. Farrant and 

Peersman(2006)의 결론과 달리 공급충격의 역할은 큰 반면 명목충격의 역할이 크지 

않음에 따라 원/달러환율이 충격에 대한 흡인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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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 . . 이동회귀분석이동회귀분석이동회귀분석이동회귀분석    

 

마지막으로 이동회귀분석(rolling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해 <표 14>와 <표 

15>의 결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과 

<그림 2>가 각각 이동회귀분석에 따른 누적충격반응과 분산분해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모형으로는 <표 13>의 부호제약을 가진 4변수 VAR 모형이 사용되었다.  

이동회귀분석에서는 305개의 표본중 240개(20년)의 표본이 추정에 사용된다. 따라

서 표본을 1개씩 이동함에 따라 총 65회의 추정결과가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

나 있다. 그림에서 y축의 1은 199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표본을 이용한 추

정결과를 보여주며 마지막 65은 1995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표본을 이용한 추

정결과를 보여준다.３  

먼저 <그림 1>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급충격이 최근에 들어와 원/달러환율을 덜 하

락시키는 반면 수요충격은 원/달러환율을 오히려 상승시킨다. 한편 통화정책충격은 기

간에 관계없이 원/달러환율을 하락시킨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구매력평가 가정이 

단기에도 성립하는 신축가격 환율결정모형에서는 국내금리의 상대적 하락이 원/달러환

율을 하락시킨다. 국내 실증분석결과들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완전 개방된 한국의 경우 

국내금리 하락은 국내주가를 상승시키고 이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해 원/달러환율을 

하락한다. 구매력평가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 공급충격은 상대적인 국내물가 하락을 통

해 원/달러환율을 하락시키는 반면 수요충격은 상대적인 국내물가 상승을 통해 원/달

러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한편 Pavlova and Rigobon(2007)에 따르면 국내재화보다 

외국재화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경우 양(+)의 수요충격은 환율을 상승시킨다. 최근 들

어 공급, 수요, 통화정책, 환율 충격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고 있다. 또한 

공급과 통화정책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작아지고 있다.  

<그림 2>의 경우 <그림 1>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 얻은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추

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분산의 설명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통화

정책충격이 환율변화율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은 기간에 관계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

                                            
３ 120개(10년)의 표본이 추정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상대적으

로 변동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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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면 공급충격의 설명비율은 최근 들어 더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산업생산 

변화율의 분산을 설명하는 공급충격의 비율은 최근 들어 줄어드는 반면 환율충격의 설

명비율은 증가한다. 공급충격이 인플레이션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이 최근 들어 상승

한다.  

 

 

ⅥⅥⅥⅥ. . . .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 

 

충격반응 분석결과는 수요 및 명목 충격과 달리 공급충격만이 확실하게 산업생산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급충격

이 24개월 후 산업생산 변화율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은 어떤 추정방법을 사용하느

냐에 관계없이 60%를 초과하는 반면 명목충격의 설명비율은 3%를 넘지 못한다. 이동

회귀 분석결과 또한 이 결론과 일치한다. 이들 실증적인 결과들은 우리나라가 지속적

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통화확장정책이나 재정정책 등과 같은 수요

증대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공급증대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충격반응의 분석결과는 또한 양(+)의 명목 충격에 대한 24개월 후에 나타난 실질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중위수 누적반응이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음(-)의 값을 갖

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케인즈언이나 새케인즈언의 경직가격 환율결정이론보

다는 시카코 학파의 신축가격 환율결정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리와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경로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국내 실증분석결과들은 어떤 모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정책당국이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집행하는 경우 신

중을 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Farrant and Peersman(2006)과 달리 명목충격의 경

우에는 24개월 후의 실질환율 변화율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이 매우 작은 반면 공급

충격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달러환율이 

충격에 대한 완충재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증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목충격이나 통화정책충격이 환율

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요충격이 금리와 실질환율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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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이나 통화정책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과 국내외 거시경제변수간의 인과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ⅦⅦⅦⅦ. . . . 요약요약요약요약    및및및및    결어결어결어결어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월별 한국과 미국의 거시경제자료를 이용하

여 2국 개방거시경제이론을 정형화한 VAR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실질 원/달러환율이 

양국의 산업생산과 물가수준, 그리고 금리 등의 기본적인 거시경제변수들과 어떤 연관

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촐레스키 분해, Clarida and Gali(1994)의 

장기제약조건, 그리고 Householder 전환방법에 근거한 부호제약조건을 이용한 VAR 

모형들로부터 추정된 충격반응과 분산분해의 결과들을 비교함으로써 실질환율의 변동

원인을 살펴보았다.  

충격반응과 분산분해을 이용한 실증분석결과들에 따르면 명목충격이나 통화정책충

격이 실질 원/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요충격이 

금리와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이나 통화정책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불확실

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상대적 공급, 수요, 명목 충격으로 구성된 3변수 차분 VAR 모

형의 경우 Clarida and Gali(1994)의 장기제약조건 또는 Farrant and Peersman(2006)

과 유사한 부호제약조건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 원/달러환율을 설명하는 명목충

격의 역할이 Farrant and Peersman(2006)의 경우와 달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목충격을 통화정책충격과 실질환율충격으로 나눈 4변수 차분 VAR 모형의 경

우에는 수요충격과 통화정책충격이 실질 원/달러환율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 공급충격은 장․단기 환율결정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 이동회귀

분석 또한 이 결론을 지지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환율이 어느 정도 충격에 

대한 흡수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들은 소규모 개

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총수요증대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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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References 

 

Artis, M. and M. Ehrmann (2006), "The Exchange Rate-A Shock Absorber or Source of Shocks? A 

Study of Four Open Econom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5 (6), 874-893.  

Blanchard, O. J. and D. Quah (1989), "The Dynamic Effects of Aggregate Demand Supply 

Disturbances," American Economic Review 79 (4), 655-673. 

Chadha, B. and E. Prasad (1997), "Real 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the Business Cycle," IMF 

Staff Paper 44, 328-355. 

Clarida, R. and J. Gali (1994), "Sources of Real Exchange Rate Fluctuations: How Important Are 

Nominal Shocks?"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on Public Policy 41, 1-56. 

Cogley, T. and T. J. Sargent (2001), "Evolving Post-World War Ⅱ U.S. Inflation Dynamics," in 

NBER Macroeconomics Annual (Cambridge, MA: MIT Press), 331-373.  

Cogley, T. and T. J. Sargent (2005), "Drifts and Volatilities: Monetary Policies and Outcomes in the 

Post WWⅡ U.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8 (2), 262-302.  

Dornbush, R. (1976), "Expectations and Exchange Rate Dynamic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1161-1176.  

Eichenbaum, M. and C. L. Evans (1995), "Some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Shocks to 

Monetary policy on Exchange Rat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4), 975-1009.  

Engel, C. and J. D. Hamilton (1990), "Long Swings in the Dollar: Are They in the Data and Do 

Markets Know It?" American Economic Review 80 (4), 689-713.  

Farrant, K. and G. Peersman (2006), "Is the Exchange Rate a Shock Absorber or a Source of Shocks? 

New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8 (4), 939-961.  

Faust, J. and E. Leeper (1997), "When Do Long-Run Identifying Restrictions Give Reliable 

Results?"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15, 345-353. 

Faust, J. and J. Rogers (2003), "Monetary Policy's Role in Exchange Rate Behavior,"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0, 1403-1424.  

Funke, M. (2000) "Macroeconomic Shocks in Euroland vs the UK: Supply, Demand or Nominal?" 

Mimeo, Hamburg University.  

King, R., C. Plosser, J. Stock, and M. Watson (1991), "Stochastic Trends and Economic 

Fluctu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81, 819-840.  



 20

Obstfeld, M. (1985), "Floating Exchange Rates: Experiences and Prospects," Brookings Paper on 

Economic Activity 2, 369-450.  

Pavlova, A. and R. Rigobon (2007), "Asset Prices and Exchange Rate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0 (4), 1139-1181. . 

Peersman, G. (2005), "What Caused the Early Millennium Slowdown? Evidence Based on Vector 

Autoregression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0 (2), 185-207.  

Primiceri, G. (2005), "Time Varying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s and Monetary Policy," 

Review of Economic Studies 72 (3), 821-852.  

Scholl, A and H. Uhlig (2006), "New Evidence on the Puzzles: Results from Agnostic Identification 

on Monetary Policy and Exchange R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6 (1), 1-13.  

 

 

 

 

 

 

 

 

 

 

 

 

 

 

 

 

 

 

 

 

 

 



 21

 

 

Table 1 Cholesky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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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rida and Gali (1994)’s Long Run Zero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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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emporary Sign Restrictions Based on Clarida and Gali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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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nit Root Test (Lag= 4) 

Test Method ADF PP 

 Constant Trend Constant  Trend 

Level Industrial Production  -1.264 -1.806 -1.259 -1.781 

Consumer Price -2.973 -2.121 -3.032 -2.102 

Real Won/$ Exchange Rates -2.467 -2.448 -2.456 -2.436 

Difference Industrial Production -7.552** -7.592** -7.565** -7.603** 

Consumer Price -8.176** -8.642** -8.206** -8.718** 

Real Won/$ Exchange Rates -7.246** -7.244** -7.217** -7.215** 

Note: 1) Industrial production and consumer price are expressed as a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U.S., after 
taking logarithm for each variable.  

2) ** denotes significant in the 1% level.  

 

 

Table 5 Cointegration Test: Johansen Test (Lag = 4) 

�D Variables Trend UVWX Criterion 

(95%) 

Trace Criterion 

(95%) 

r=0 Industrial Production, Consumer 

Price, Real Won/$ Exchange Rates 

X 20.676 21.144 30.566 31.618 

O 14.370 24.482 25.208 39.098 

Note: 1) Industrial production and consumer price are expressed as a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U.S., after 
taking logarithm for each variable.  

2) H0: r=0 implies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cointegration vector does not exist.  

 

 

Table 6 Contemporary Sign Restrictions 

 y q P 

Supply 

Shock 

O��

O�!,�
	≥ 0 

O��

O�!,�
	? 

O��

O�!,�
≤ 0 

Demand 

Shock 

O��

O�",�
≥ 0 

O��

O�",�
	? 

O��

O�",�
	≥ 0 

Nominal  O��

O�#,�
	≥ 0 

O��

O�#,�
	? 

O��

O�#,�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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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ck 

 

 

Table 7 Impulse Responses – Industrial Production 

Month Estimation Method Supply Shock Demand Shock Nominal Shock 

0 Cholesky 2.063 
(1.879, 2.24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Clarida-Gali 2.425 
(2.151, 2.801) 

0.943 
(0.504, 1.448) 

-0.032 
(-0.095, 0.026) 

Sign Restrictions 1.400 
(0.458, 2.031) 

0.864 
(0.071, 1.920) 

0.846 
(0.069, 1.900) 

3 Cholesky 2.041 
(1.734, 2.386) 

-0.640 
(-1.010, -0.379) 

-0.097 
(-0.345, 0.157) 

Clarida-Gali 2.170 
(1.838, 2.546) 

0.229 
(0.040, 0.534) 

0.061 
(0.026, 0.105) 

Sign Restrictions 1.579 
(0.506, 2.208) 

0.900 
(-0.563, 2.120) 

0.875 
(-0.563, 2.115) 

24 Cholesky 2.197 
(1.849, 2.655) 

-0.698 
(-1.159, -0.405) 

-0.068 
(-0.362, 0.253) 

Clarida-Gali 2.325 
(1.950, 2.83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Sign Restrictions 1.595 
(0.501, 2.255) 

0.931 
(-0.485, 2.170) 

0.913 
(-0.485, 2.163) 

Note: 1) Numbers in Table present cumulative median impulse responses obtained from simulations.  
2) Numbers in parentheses denote fifth and ninety fifth percentiles, respectively.  

 

Table 8 Impulse Responses – Real Won/Dollar Exchange Rates 

Month Estimation Method Supply  Shock Demand Shock Nominal Shock 

0 Cholesky 0.007 
(-0.244, 0.246) 

2.497 
(1.826, 3.409) 

0.000 
(0.000, 0.000) 

Clarida-Gali -1.591 
(-2.625, -0.942) 

1.369 
(0.628, 2.267) 

-0.129 
(-0.217, -0.061) 

Sign Restrictions -0.173 
(-1.614, 1.312) 

0.074 
(-2.317, 2.484) 

0.382 
(-2.312, 2.493) 

3 Cholesky -1.057 
(-1.633, -0.428) 

3.785 
(2.761, 5.330) 

-0.084 
(-0.495, 0.381) 

Clarida-Gali -1.931 
(-2.932, -1.266) 

3.007 
(2.193, 4.080) 

-0.050 
(-0.129, 0.001) 

Sign Restrictions -0.910 
(-2.842, 1.304) 

-0.605 
(-3.585, 3.159) 

-0.442 
(-3.582, 3.181) 

24 Cholesky -1.127 
(-1.828, -0.509) 

3.367 
(2.444, 4.866) 

-0.197 
(-0.673, 0.325) 

Clarida-Gali -2.096 
(-3.311, 1.377) 

2.893 
(2.187, 3.866)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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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Restrictions -0.859 
(-2.757, 1.297) 

-0.521 
(-3.494, 3.133) 

-0.361 
(-3.493, 3.155) 

Note: 1) Numbers in Table present cumulative median impulse responses obtained from simulations.  
2) Numbers in parentheses denote fifth and ninety fifth percentiles, respectively.  

 

Table 9 Impulse Responses – Consumer Price 

Month Estimation Method Supply  Shock Demand Shock Nominal Shock 

0 Cholesky 0.000 
(-0.036, 0.039) 

-0.001 
(-0.041, 0.040) 

0.397 
(0.365, 0.435) 

Clarida-Gali 0.004 
(-0.206, 0.229) 

0.258 
(-0.053, 0.555) 

0.382 
(0.351, 0.419) 

Sign Restrictions -0.270 
(-0.392, -0.088) 

0.162 
(0.013, 0.369) 

0.165 
(0.014, 0.369) 

3 Cholesky 0.015 
(-0.075, 0.100) 

0.230 
(0.136, 0.356) 

0.528 
(0.453, 0.612) 

Clarida-Gali -0.154 
(-0.282, -0.030) 

0.323 
(0.060, 0.596) 

0.538 
(0.462, 0.624) 

Sign Restrictions -0.379 
(-0.571, -0.076) 

0.261 
(-0.189, 0.581) 

0.272 
(-0.190, 0.582) 

24 Cholesky -0.040 
(-0.145, 0.053) 

0.221 
(0.128, 0.360) 

0.484 
(0.411, 0.576) 

Clarida-Gali -0.123 
(-0.253, 0.005) 

0.157 
(0.047, 0.295) 

0.492 
(0.427, 0.576) 

Sign Restrictions -0.376 
(-0.544, -0.101) 

0.230 
(-0.159, 0.536) 

0.239 
(-0.161, 0.538) 

Note: 1) Numbers in Table present cumulative median impulse responses obtained from simulations.  
2) Numbers in parentheses denote fifth and ninety fifth percentiles, respectively.  

 

Table 10 Variance Decompositions – Industrial Production 

Month Estimation Method Supply  Shock Demand Shock Nominal Shock 

0 Cholesky 0.998 
(0.980, 1.000) 

0.002 
(0.000, 0.002) 

0.000 
(0.000, 0.000) 

Clarida-Gali 0.867 
(0.759, 0.954) 

0.133 
(0.045, 0.240) 

0.000 
(0.000, 0.001) 

Sign Restrictions 0.776 
(0.165, 0.988) 

0.151 
(0.001, 0.779) 

0.025 
(0.002, 0.253) 

3 Cholesky 0.880 
(0.792, 0.950) 

0.120 
(0.050, 0.208) 

0.000 
(0.000, 0.001) 

Clarida-Gali 0.810 
(0.675, 0.931) 

0.188 
(0.068, 0.321) 

0.001 
(0.000, 0.003) 

Sign Restrictions 0.630 
(0.147, 0.896) 

0.202 
(0.102, 0.787) 

0.023 
(0.002, 0.222) 

24 Cholesky 0.870 
(0.777, 0.945) 

0.130 
(0.054, 0.220) 

0.001 
(0.000, 0.003) 

Clarida-Gali 0.796 0.2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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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4, 0.926) (0.073, 0.342) (0.000, 0.002) 

Sign Restrictions 0.628 
(0.147, 0.895) 

0.203 
(0.103, 0.787) 

0.023 
(0.002, 0.221) 

Note: 1) Numbers in Table present median variance decompositions obtained from simulations.  
2) Numbers in parentheses denote fifth and ninety fifth percentiles, respectively.  

 

Table 11 Variance Decompositions – Real Won/Dollar Exchange Rates 

Month Estimation Method Supply  Shock Demand Shock Nominal Shock 

0 Cholesky 0.000 
(0.000, 0.000) 

1.000 
(1.000, 1.000) 

0.000 
(0.000, 0.000) 

Clarida-Gali 0.566 
(0.195, 0.933) 

0.431 
(0.064, 0.797) 

0.004 
(0.001, 0.009) 

Sign Restrictions 0.197 
(0.002, 0.894) 

0.764 
(0.074, 0.991) 

0.006 
(0.000, 0.142) 

3 Cholesky 0.028 
(0.012, 0.051) 

0.969 
(0.946, 0.985) 

0.003 
(0.003, 0.005) 

Clarida-Gali 0.441 
(0.167, 0.702) 

0.555 
(0.294, 0.826) 

0.004 
(0.001, 0.008) 

Sign Restrictions 0.158 
(0.028, 0.733) 

0.804 
(0.238, 0.956) 

0.006 
(0.003, 0.121) 

24 Cholesky 0.029 
(0.013, 0.054) 

0.967 
(0.942, 0.983) 

0.004 
(0.002, 0.006) 

Clarida-Gali 0.439 
(0.164, 0.692) 

0.556 
(0.305, 0.828) 

0.004 
(0.001, 0.010) 

Sign Restrictions 0.158 
(0.028, 0.732) 

0.804 
(0.239, 0.956) 

0.006 
(0.003, 0.121) 

Note: 1) Numbers in Table present median variance decompositions obtained from simulations.  
2) Numbers in parentheses denote fifth and ninety fifth percentiles, respectively.  

 

Table 12 Variance Decompositions – Consumer Price 

Month Estimation Method Supply  Shock Demand Shock Nominal Shock 

0 Cholesky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000 
(1.000, 1.000) 

Clarida-Gali 0.035 
(0.000, 0.252) 

0.289 
(0.008, 0.666) 

0.627 
(0.300, 0.943) 

Sign Restrictions 0.199 
(0.002, 0.899) 

0.758 
(0.066, 0.991) 

0.006 
(0.000, 0.149) 

3 Cholesky 0.081 
(0.006, 0.282) 

0.208 
(0.033, 0.507) 

0.665 
(0.424, 0.885) 

Clarida-Gali 0.104 
(0.025, 0.344) 

0.411 
(0.099, 0.712) 

0.438 
(0.217, 0.726) 

Sign Restrictions 0.167 
(0.036, 0.813) 

0.800 
(0.220, 0.955) 

0.006 
(0.002, 0.121) 

24 Cholesky 0.081 
(0.015, 0.275) 

0.306 
(0.058, 0.612) 

0.570 
(0.3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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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da-Gali 0.101 
(0.027, 0.330) 

0.472 
(0.124, 0.763) 

0.385 
(0.172, 0.694) 

Sign Restrictions 0.166 
(0.037, 0.811) 

0.800 
(0.222, 0.955) 

0.006 
(0.003, 0.120) 

Note: 1) Numbers in Table present median variance decompositions obtained from simulations.  
2) Numbers in parentheses denote fifth and ninety fifth percentiles, respectively.  

 

Table 13 Contemporary Sign Restrictions (4 Variables) 

 y p r q 

Supply 

Shock 

O��

O�!,�
	≥ 0 

O��

O�!,�
	≤ 0 

OY�
O�!,�

	? 
O��

O�!,�
	? 

Demand 

Shock 

O��

O�",�
	 ≥ 0 

O��

O�",�
	≥ 0 

OY�
O�",�

≥ 0 
O��

O�",�
	? 

Monetary Policy 

Shock 

O��

O�#,�
	 ≥ 0 

O��

O�#,�
	≥ 0 

OY�
O�#,�

≤ 0 
O��

O�#,�
	? 

Real Exchange 

Rate Shock 

O��

O�1,�
	≥ 0 

O��

O�1,�
	≥ 0 

OY�
O�1,�

≥ 0 
O��

O�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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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Impulse Responses (4 Variables, Sign Restrictions) 

Variables Month Supply Shock Demand Shock Monetary Policy 
Shock 

Real Exchange Rate 
Shock 

y 0 1.372 
(0.576, 1.947) 

0.547 
(0.048, 1.651) 

0.752 
(0.051, 1.787) 

0.532 
(0.039, 1.720) 

3 1.487 
(0.657, 2.175) 

0.793 
(-0.280, 1.908) 

0.987 
(0.103, 2.029) 

-0.062 
(-0.643, 1.326) 

24 1.500 
(0.624, 2.220) 

0.774 
(-0.191, 1.950) 

1.027 
(0.164, 2.104) 

0.008 
(-0.586, 1.430) 

p 0 -0.258 
(-0.380, -0.103) 

0.115 
(0.011, 0.325) 

0.131 
(0.018, 0.325) 

0.115 
(0.011, 0.361) 

3 -0.360 
(-0.553, -0.103) 

0.075 
(-0.134, 0.430). 

0.088 
(-0.128, 0.418) 

0.357 
(0.130, 0.587) 

24 -0.351 
(-0.528, -0.128) 

0.080 
(-0.108, 0.409) 

0.071 
(-0.114, 0.400) 

0.312 
(0.102, 0.545) 

r 0 -0.119 
(-0.496, 0.296) 

0.325 
(0.022, 0.745) 

-0.515 
(-0.811, -0.161) 

0.366 
(0.030, 0.794) 

3 -0.218 
(-0.667, 0.321) 

0.350 
(-0.060, 0.910) 

-0.616 
(-1.006, -0.133) 

0.632 
(0.210, 1.052) 

24 -0.202 
(-0.635, 0.332) 

0.352 
(-0.030, 0.905) 

-0.605 
(-0.986, -0.137) 

0.598 
(0.192, 1.025) 

q 0 -0.125 
(-1.301, 1.108) 

-0.816 
(-1.933, 2.247) 

-0.641 
(-1.884, 0.786) 

1.925 
(0.200, 2.508) 

3 -0.838 
(-2.466, 1.026) 

-1.640 
(-2.990, 2.620) 

-1.591 
(-3.094, 0.411) 

2.181 
(0.185, 3.290) 

24 -0.782 
(-2.396, 1.049) 

-1.558 
(-2.905, 2.629) 

-1.481 
(-2.979, 0.506) 

2.180 
(0.206, 3.246) 

Note: 1) Numbers in Table present cumulative median impulse responses obtained from simulations.  
2) Numbers in parentheses denote fifth and ninety fifth percentil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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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Variance Decompositions (4 Variables, Sign Restrictions) 

Variables Month Supply Shock Demand Shock Monetary Policy 
Shock 

Real Exchange Rate 
Shock 

y 0 0.771 
(0.261, 0.973) 

0.022 
(0.003, 0.157) 

0.014 
(0.000, 0.146) 

0.132 
(0.001, 0.662) 

3 0.669 
(0.213, 0.884) 

0.021 
(0.003, 0.139) 

0.014 
(0.002, 0.134) 

0.159 
(0.105, 0.684) 

24 0.667 
(0.212, 0.883) 

0.021 
(0.003, 0.138) 

0.014 
(0.001, 0.133) 

0.159 
(0.106, 0.684) 

p 0 0.150 
(0.003, 0.844) 

0.007 
(0.000, 0.138) 

0.043 
(0.000, 0.650) 

0.626 
(0.018, 0.981) 

3 0.135 
(0.015, 0.733) 

0.008 
(0.002, 0.140). 

0.036 
(0.004, 0.607) 

0.697 
(0.109, 0.946) 

24 0.135 
(0.016, 0.732) 

0.008 
(0.003, 0.139) 

0.036 
(0.005, 0.606) 

0.698 
(0.110, 0.946) 

r 0 0.319 
(0.006, 0.889) 

0.009 
(0.000, 0.172) 

0.147 
(0.009, 0.673) 

0.308 
(0.004, 0.859) 

3 0.257 
(0.044, 0.760) 

0.009 
(0.002, 0.144) 

0.118 
(0.008, 0.573) 

0.444 
(0.137, 0.861) 

24 0.256 
(0.047, 0.758) 

0.009 
(0.002, 0.143) 

0.117 
(0.008, 0.571) 

0.445 
(0.139, 0.861) 

q 0 0.086 
(0.001, 0.664) 

0.002 
(0.000, 0.067) 

0.030 
(0.000, 0.554) 

0.816 
(0.079, 0.979) 

3 0.098 
(0.030, 0.626) 

0.006 
(0.003, 0.073) 

0.032 
(0.007, 0.472) 

0.813 
(0.098, 0.942) 

24 0.098 
(0.030, 0.625) 

0.007 
(0.004, 0.073) 

0.033 
(0.007, 0.470) 

0.813 
(0.099, 0.941) 

Note: 1) Numbers in Table present cumulative median impulse responses obtained from simulations.  
2) Numbers in parentheses denote fifth and ninety fifth percentil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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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umulative Impulse Responses (4 Variables, Sign Restrictions) 
 

Supply Shock → y                     Supply Shock → p                   Supply Shock → r                      Supply Shock → q  

    
       

Demand Shock → y                     Demand Shock → p                   Demand Shock → r                      Demand Shock → q  

    
 

Monetary Policy Shock → y            Monetary Policy Shock → p             Monetary Policy Shock → r              Monetary Policy Shock → q  

    
 

Exchange Rate Shock → y               Exchange Rate Shock → p             Exchange Rate Shock → r               Exchange Rate Shock → q  

    
 
Note: It shows the estimation results of rolling regressions. The first number 1 and the last number 65 in y axis presents cumulative median impulse 

responses for the period from January 1990 to December 2009 and for the period from June 1995 to May 2015, respectively.   

Figure 2 Variance Decompositions (4 Variables, Sign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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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Shock → y                     Demand Shock → y                Monetary Policy Shock → y              Exchange Rate Shock → y  

    
 

Supply Shock → p                     Demand Shock → p                Monetary Policy Shock → p              Exchange Rate Shock → p  

    
 

Supply Shock → r                     Demand Shock → r                Monetary Policy Shock → r              Exchange Rate Shock → r  

    
 

Supply Shock → q                     Demand Shock → q                Monetary Policy Shock → q              Exchange Rate Shock → q  

    
 
Note: It shows the estimation results of rolling regressions. The first number 1 and the last number 65 in y axis presents median variance 

decompositions for the period from January 1990 to December 2009 and for the period from June 1995 to May 2015, respectiv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