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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중립적 실질금리 추정 및 변동요인 분석

중립적 실질금리(NRIR: neutral real interest rate)는 경제가 잠재수준에서 성

장하고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의 실질금리 수준을 의미

한다. NRIR은 통화정책의 주요수단이 통화량에서 금리로 전환된 이후 통화정

책기조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

은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현실을 고려한 준구조 모형을 설

정하여 우리나라의 NRIR을 추정하였다.

모형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중립적 실질금리는 순수 폐쇄경제 또는 완전 소규

모 개방경제를 전제하는 방식으로는 식별되지 못하며 중간단계의 현실을 반영

하여 추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립적 실질금리의 결정에 있어 글

로벌 요인의 영향력이 최근 들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공적분

관계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유의성이 검증된 우리나라의 NRIR 추정치는

외환위기 이전 6∼8%에서 2000년대 2∼3%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NRIR이 빠른 속도로 낮아진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및 경

상수지 흑자기조의 장기간 지속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선진국들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자본

및 무역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립적 실질금리 결정에 선진국 경제

의 잠재성장률 변동과 같은 글로벌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수행시 선진국의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야 하겠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중립적 실질금리가 하락하

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과 관련하여 비용-편익분석이 필요하겠다.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은 외환부문 건전성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나 중립적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거

시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주제어: 중립적 실질금리(NRIR), 소규모 개방경제, 이자율 평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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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실질정책금리는 1990년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5∼9% 사이

에서 변동하다 빠르게 하락하여 2000년대에는 –2∼2%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실질정책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지

나치게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실질정책금리의 변동이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장기 균형실질금리

(equilibrium real interest rate)의 하락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

장기 시계의 균형실질금리라 할 수 있는 중립적 실질금리((NRIR: neutral

real interest rate)는 GDP갭과 인플레이션갭이 영(0)에 가까운 상황에서 정

책당국자가 설정해야 할 목표금리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중립적 실질

금리의 정확한 추정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중

립적 실질금리(이하 NRIR, 균형실질금리와 혼용한다)가 하락했음에도 불구

하고 정책당국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실질정책금리 수준을 지속

적으로 높게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개방화 진전

으로 글로벌 경제 및 유동성 상황에 국내 금융부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최근 우리나라의 실질정책금리 하락이 중립적 실질금

리의 변동에 기인한 것인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수정된 이자율평형조건(interest parity) 및 글로벌 투자자금

의 행태를 반영, 기존 폐쇄경제 하에서의 중립적 실질금리 결정식을 소규모

개방경제 버전으로 확장한 후 우리나라의 중립적 실질금리를 추정한다. 추

정모형은 경제이론과 통계적 방법론의 장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준구

조(semi-structural) 모형으로 하고 모형설정시 정책금리 변동이 경기에 영

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파

급경로를 고려할 수 있도록 총수요식(IS 곡선), 총공급식(필립스 곡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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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룰(Taylor rule) 형태의 통화정책반응함수를 포함시킨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Ⅱ장에서는 우선 중립적 실질금리의

개념, 폐쇄경제 및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중립적 실질금리의 변동 및 추정

과 관련된 기존문헌 등을 정리한다. 제 Ⅲ장에서는 폐쇄경제, 완전 소규모

개방경제 및 현실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실질금리 또는 중립적 실질

금리의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제 Ⅳ장에서는 NRIR 결정식과 총수요

식, 총공급식 및 통화정책반응식 등 중립적 실질금리 추정을 위한 거시경제

모형을 설정한다. 제 Ⅴ장에서는 NRIR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NRIR의 변동

요인 등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 제 Ⅵ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기존문헌 개관

중립적 실질금리의 개념은 Wicksell(1936)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는데

그는 “상품가격(commodity price)과 관련하여 가격을 상승시키지도 하락시

키지도 않는 중립적인(neutral) 수준의 대출금리”라고 언급하였다1). 동 개념

은 이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이 통화량에서 금

리로 바뀌고 1990년대 들어 일부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도입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Amato(2005)). 인플레이션 타

게팅 하에서는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물가안정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

해서는 경기가 호황(산출갭 > 0)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을 경우(인플레

이션갭 > 0) 실질정책금리를 중립적 실질금리보다 높게, 경기가 불황(산출

갭 < 0)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을 경우(인플레이션갭 < 0) 실질정책금

리를 NRIR보다 낮게, 그리고 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세(산출갭 = 0)를 보

1) “There is a certain rate of interest on loans which is neutral in respect to commodity

prices, and tends neither to raise nor to lower them”(Wicksell,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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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안정된 상황(인플레이션갭 = 0)에서는 실

질정책금리를 NRIR과 비슷하게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2).

Wicksell의 중립적 실질금리는 이후 크게 2가지 개념으로 해석되어 왔는

데 Gali(2002), Woodford(2003)는 뉴케인지안(New-Keynesian)의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서 물가

및 임금이 매기마다 완전히 신축적(perfectly flexible)으로 조정되는 상황에

서의 실질금리 수준을 중립적 실질금리(또는 자연실질금리)로 정의하였다3).

반면 Blinder(1988)는 중립적 실질금리를 중장기 시계에서 실제GDP가 잠재

GDP 수준과 일치하고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상황에서의 실질단

기금리 수준으로 정의하였다4).

이 같은 2가지의 개념적 해석에 비추어 중립적 실질금리의 추정은

DSGE 모형이나 준구조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게 된다. 특히 본고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준구조 모형을 이용할 경우 경제변수들의 확률적 추세

(stochastic trend)를 비교적 쉽게 고려할 수 있고 경제이론과 통계적 방법

론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Larsen & Mckeown

(2004)),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인플레이션 타게

팅 제도와도 잘 부합하는 개념의 중립적 실질금리를 추정할 수 있다. 사실

준구조 모형에서 추정된 중립적 실질금리는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통

화정책반응함수인 테일러 룰의 절편(intercept term)에 해당한다.

준구조 모형을 이용하여 중립적 실질금리를 추정한 기존문헌들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폐쇄경제의 NRIR을 추정한 대표적인 논문으로 Laubach &

Williams(2003)(이하 LW(2003))가 있다. LW(2003)는 미국의 NRIR이 잠재

2) 유가 급등락이 발생하는 등 공급충격이 커서 통화정책 반응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불안이 심화되는 상황 등에서는 통화정책이 이보다는 더 정교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3) “... the Wicksellian natural rate of interest, which may be defined as the equilibrium

real rate of return in the case of fully flexible prices”(woodford, 2003)

4) “I propose to define the neutral real interest rate as the interest rate that equates

GDP along this steady state IS curve to potential GDP implicitly. ... According to my

proposed definition, ”neutral“ monetary policy is consistent with constant inflation in

the medium run(Blind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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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추이에 따라 상당한 변동을 보여 왔으며 2002년 당시에는 3% 정도

라고 추정하였다. 다만 NRIR 추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추정오차가 존재하는

만큼 NRIR 추정치를 통화정책기조 판단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Ferguson(2004)은 닷컴버블 붕괴 이후 기업

들이 고용을 꺼리고 가계부문이 소비를 이연하려고 하는 데다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으로 국내소비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미국의 NRIR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언급하였다. Garnier &

Whilhelmsen(2005)는 LW(2003)의 방법을 활용하여 1960년대 4%대이던 유

로지역의 NRIR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에는 2% 수준까지 낮아졌다

고 주장하였다. Benati & Vitale(2007)은 NRIR 결정식을 잠재성장률의 함

수가 아닌 임의보행(random walk)한다고 설정하더라도 동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유로지역의 NRIR은 잠재성장률과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고 하였다.

한편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NRIR은 폐쇄경제와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실질금리 변동요인 및 NRIR 추정과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우선 Brzoza-Brzezina & Cuaresma(2010)는 자

본이동의 자유화로 국내 금리 변동에서 글로벌 금리가 차지하는 역할이 점

점 커지고 있으며 소규모 개방국가의 지난 수십년간 균형실질금리 하락은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실질금리의 단기 변동에

서 국내요인 및 환율변동 프리미엄과 같은 국가고유요인(country-specific

factor)의 역할이 여전히 높다고 하였다. Bernhardsen(2005), Bernhardsen

& Gerdrup(2007)은 기존 논문들의 서베이를 통해 미국 및 유로지역의

NRIR 즉, 글로벌 NRIR이 2∼3%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노르웨이의 NRIR 또한 글로벌 NRIR이 하락한 영향으로 낮아졌다고 주장

하였다. Fuentes & Gredig(2007)는 소비모형(consumption-based model)에

서 도출된 실질금리 결정식, 이자율 평형조건(interest parity), 공통확률 추

세(common stochastic trend), 준구조 모형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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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RIR을 추정하고 개별 방법간 NRIR 추정치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보였다. Ogunc & Batmz(2011)는 국내경제의 리스크가 높아질 경우 해외자

금의 가용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성장률 이외에 리스크 프리미

엄을 추가로 고려하여 터키의 NRIR을 추정하였는데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은 NRIR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즉 중장기적인 리스크 요인

이 확대(축소)될 경우 NRIR이 상승(하락)한다고 주장하였다.

Ⅲ. 개방도와 실질금리 결정요인

기존문헌 개관에서 이미 인식하였겠지만 실질금리는 경제의 개방도에 따

라 결정요인이 달라진다. 따라서 중장기 시계의 균형실질금리라 할 수 있는

중립적 실질금리도 경제의 개방화 정도에 따라 변동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중립적 실질금리의 추정모형 설정에 앞서 폐쇄경제,

완전 소규모 개방경제 및 현실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로 구분하여 개방도와

실질금리 결정요인 간 관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1. 폐쇄 경제(closed economy)

폐쇄경제하의 실질금리는 국내 투자 및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

과 가계의 시간선호율(time preference)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DSGE 모형에서 도출된 폐쇄경제의 IS 곡선에 따르면 실질금리는 가계의 할

인인자(discount factor)와 소비증가율 전망치에 의해 결정된다
5)
(Gali(2008)).

5) Campbell & Cochrane(1999) 및 Mehra(2006)에 따르면 소비함수의 2차 테일러 근사시

소비에 대한 불확실성도 실질금리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Ford & Laxton(1995),

Woodford(2003)는 재정건전성도 한 나라의 실질금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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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여기서  ,  및   는 각각 실질금리, 가계의 할인인자 및 다음기의

소비증가율 전망치를 나타내며 는 위험회피도(risk aversion)의 역수에 해당

한다6). 위 식에 의하면 생산성(또는 소득)이 증가하여 미래 소비증가율이 높

아질 것으로 기대되면 경제주체들은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를

위해 현재 소비를 늘리려 하나 단기간에는 공급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

문에 과잉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즉, 실물경제의 균형 또는 산출갭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실질금

리가 상승해야 한다. 또한 가계의 할인인자 또는 시간선호율도 실질금리 수

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계가 현재보다 미래소비를 더 선호한다면(즉 할인인

자가 크다면) 저축이 증가하고 따라서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는 실물경제의

균형을 위해서는 균형실질금리가 하락해야 한다.

중립적 실질금리는 중장기 시계의 균형실질금리 수준을 의미하므로 소비증

가율을 잠재성장률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 실질금리는 잠재

성장률의 함수가 된다. 잠재성장률이 낮아(높아)지면 중립적 실질금리도 하락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한편 가계의 할인인자는 통상 단기적으로는 고정된 것

으로 간주되나 금융위기 등 경제충격이나 경제구조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시계에서는 시변변수(time-varying variable)

라 할 수 있다.

6) DSGE 모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위험회피도가 1에서 2 사이임을 감안할 때 순수 폐쇄경

제에서의 동 계수값은 0.5∼1 사이일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LW(2000)는 미국의 NRIR

결정식에서 동 계수의 값이 1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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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

국제적인 자본이동이 완전한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국내 실질금리는

글로벌 실질금리, 실질환율 변동기대 및 환율·국가위험 프리미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자본이동이 완전한 상황에서는 재정거래(arbitrage) 유인에 의

해 다음과 같은 수정된 이자율평형조건이 성립하게 된다(Frankel(1992)).

    7)

위 식에서  ,  ,  및 는 각각 국내 실질금리, 글로벌 실질금

리, 실질환율 변동기대치 그리고 환율·국가위험 프리미엄을 나타낸다. 국제적

인 자본이동이 완전할 경우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재정거래 유인에 의해

소규모 개방경제의 금리는 글로벌 금리에 수렴해야 하나 현실에서는 이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금을 달러 등 국제 통용화폐로 쉽게 유동화하기 어려운 데다 선

진국에 비해 예상치 않은 환율변동 및 국가부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동 요인을 환율·국가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명명한다). 다만 환율·

국가위험 프리미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가치(환율)

가 큰 폭으로 절상될 것으로 기대될 경우 해당국의 금리 수준은 글로벌 금리

에 비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는 비록 국내 금리가 글로벌 금리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차익을 고려하면 국내 및

해외 자산의 총수익률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이동이 완전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개방경제의 실질금리

는 글로벌 금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해당 국가의 실질환율 변동과 환

율·국가위험 프리미엄과 같은 국가고유 요인(country-specific factor)에 의해

글로벌 금리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중장기

7) 이와 같은 실질기준의 이자율평형조건은 명목기준의 이자율평형조건으로부터 피셔방정식

과 실질환율 정의식을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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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균형실질금리인 중립적 실리금리는 글로벌 NRIR, 균형실질환율 변동

기대 및 중장기 시계의 환율·국가 위험 프리미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3. 현실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현실 경제에서는 국제적인 자본이동이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 비록 자본이

동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타국 금융상품에 비해 자국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자

국편향(home bias) 현상이 존재한다(French & Poteba(1997)). 실제로

Obsfeld & Rogoff(2000)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저축률과 투자율의 장기

관계에 대한 Feldstein & Horioka(1980)의 분석을 업데이트 하였는데, 저축률

과 투자율 간에는 여전히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적으

로 자본시장 개방이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도 Feldstein-Horioka 퍼즐8)이 여

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무역거래가 자유로워진 경우 교역재 부

문의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수요와 공급의 격차 즉 글로벌 GDP갭에 의해 영

향을 받으나 비교역재인 서비스 부문의 비중도 크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

을 제외하더라도 국내 균형실질금리와 글로벌 균형실질금리가 다를 수 있다.

이처럼 부분적 자본이동이나 자국편향성이 일반적인 현실 개방경제에서 국내

금리는 아래 식과 같이 글로벌 금리, 환율·국가위험 프리미엄 등 소규모 개

방경제하의 요인뿐만 아니라 폐쇄경제의 주요 결정요인인 국내 경제성장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ln     

여기서 는 글로벌요인에 대한 국내요인의 상대적 가중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8)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글로벌 자금의 유입으로 국내 투자가 국내 저축에 의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내 투자율과 국내 저축률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야 하나 데이터를 통한 분석에서는 둘 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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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규모 개방경제의 실질금리 결정식1)

국제적인 자본이동 가능 여부

불가 완전 제한

소 국

  ln


 


   
2)

  ln


    ln
 

3)

주 : 1)  , ,   ,  및 는 각각 국내 실질금리, 글로벌 실질금리,

소비증가율 전망치, 실질환율 절하 기대치 및 환율·국가 위험 프리미엄을 의미

2) 환율 변동 및 국가위험 프리미엄 등 국가 고유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글로벌 투자자금이 선진국, 신흥시장국 및 후진국으로 일정 금액씩 할당되어 배분

되는 투자방식 고려시

한편 지금까지는 리스크 프리미엄 등이 조정된 국내 금리와 글로벌 금리

수준이 같아질 때까지 국가 간에 자본이동이 무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

정하였으나, 현실에서는 글로벌 자금이 수익률만을 쫓아 고금리 국가로 무제

한적으로 유입되기 보다는 위험관리를 위해 선진국, 신흥시장국 및 후진국으

로 일정 비율로 나눠져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 동 관점에서 본다면 신흥시장

국이나 후진국의 국내금리는 글로벌 NRIR에 큰 영향을 받는 것보다 실질환

율 변동 및 환율·국가위험 프리미엄의 변동과 국내의 경제성장률 변화에 의

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이다.

   ln     

제한적 개방, 자국편향성 및 글로벌 투자자금의 자금배분 전략 등을 고려

할 때 현실적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의 중립적 실질금리는 상기 2개의 식에 의

해 결정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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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립적 실질금리 추정을 위한 준구조 모형 설정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NRIR을 추정하고 NRIR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기 위해 필요한 모형을 설정한다. 분석모형은 경제이론

과 통계적 방법론의 장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중립적 실질금리 결정식과

IS 곡선, 필립스곡선 및 통화정책반응함수를 포함하는 준구조 모형으로 설

계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개방정도, 자국편향성 및 글로벌 투자자들의 행태

등을 사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중립적

실질금리 결정식을 다양한 형태로 설정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절상기대, 환율·국가위험 프리미엄 변동 등을 반영하는 대용변수(proxy)로

경상수지-GDP 비율을 사용한다.

1. 우리나라 실질금리 추이와 경상수지

모형설정에 앞서 우선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9) 및 미국10)의 실질정책금

리 추이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실질정책금리는 5∼9%의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다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2∼2%의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

다. 미국의 실질정책금리 수준과 비교 시 외환위기 이전에는 절대적으로 높

은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격차가 축소되고 시기에 따라 미국

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실질정책

금리의 변동성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11).

9) 실질정책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하여 구하였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데이
터의 가용성에 따라 1999년 이전까지는 소비자물가의 전년동기비 상승률을, 1999.1/4∼
2001.4/4분기 중에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상승률과 한국은행 물가 전망치의 평균을,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인플레이션기대 서베이 조사가 시작된 2002.2/4 및 2005.3/4 이후부
터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상승률과 일반인 및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 서베이 결과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10) 미국의 실질정책금리는 LW(2003)의 방식에 따라 과거 3분기 동안의 인플레이션율을 이용하
여 기대인플레이션을 추정하고 이를 명목정책금리에서 차감하여 구하였다.

11) 우리나라의 명목정책금리 변동폭이 미국에 비해 작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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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및 미국의 정책금리 추이

<명목정책금리> <실질정책금리>

경상수지-GDP 비율은 1990년대 들어 외환위기 이전까지 대부분 마이너

스(적자)를 기록하다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고 수입이 급감한 영향으

로 일시적으로 15%까지 급등한 후 그 폭이 축소되어 대체로 2.5% 주위에

서 움직이고 있다. HP필터링이나 외환위기 전후의 구간 평균값12)을 보더라

도 외환위기 전후 상당한 구조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외

환위기를 전후로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구조로 정착된 데는 ICT, 자동

차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재 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 외환위기 학습 경험

에 따른 대외준비자산 확보 필요성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

12) 경상수지-GDP 비율이 급등한 시기(1998.1/4∼1999.4/4분기)에 대해서는 환율 급등 및 수입

급감에 따른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경상수지-GDP 비율이 선형추세(linear trend)로 증가

(개선)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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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의 경상수지-GDP 비율 추이

한편 우리나라 실질금리 하락과 경상수지 흑자기조 전환과는 상당한 연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외국

에 크게 개방됨에 따라 국내 금리가 글로벌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되고, 경상

수지의 흑자기조 지속은 환율절상 기대와 대외자산 확대에 따른 환율·국가

위험 프리미엄 하락 등의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내 실질금리가 하락했

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Orr, Edey & Kennedy(1995) 및

Hol(2006)은 각각 OECD 17개국 및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경상수지와 실질금리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상수지-GDP 비율 개선(악화)시 실질금리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하락(상승)함을 보인바 있다.

2. 준구조 모형의 설정

가. 거시경제 모형

중립적 실질금리를 추정하기 위한 준구조 모형은 NRIR 결정식을 제외한 나

머지 거시경제모형의 방정식들에 대해 Robert(2001) 및 LW(2003)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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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축약형(reduced-form) 방정식 형태로 설정한다.

우선 총수요(IS 곡선)를 의미하는 GDP갭률식은 자기 자신의 과거 값과 통화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실질정책금리갭의 함수로 설정한다.


  
  


  



    
  (1)

위 식에서   
는 실질GDP의 자연로그값 에서 잠재GDP의 자연로그

값
을 뺀 후 100을 곱해 준 것으로 GDP갭률에 해당한다. 는 사전(ex

ante) 실질정책금리로 명목정책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차이를 나타낸다. 
는

중립적 실질금리를 나타내며   
는 실질정책금리에서 NRIR을 차감한 실질

정책금리갭을 의미한다. 는 GDP갭률에 오는 충격으로 모형내의 여타 충격

들과 독립적인 가운데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통화

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시차(time lag)를 고려하여 당분기의 실질정

책금리갭 대신 1 분기 및 2 분기 전의 실질정책금리갭의 평균값을 설명변수로

이용한다13).

총공급(필립스곡선)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율식은 자기 자신의 과거 값과 수

요압력을 나타내는 산출갭(GDP갭률) 그리고 수입물가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공

급요인의 함수로 설정한다.

       
  


 

 
(2)

위 식에서 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의미하고 
 및 

는 각각 비에너지 및

에너지 수입물가(원화기준) 상승률을 의미한다.   는  기와 기 사이

13) 실제 추정과정에서 당분기의 실질정책금리갭을 이용하는 것보다 실질정책금리갭의 과거값들

을 이용할 경우 파라미터의 유의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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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의미하며 는 인플레이션율에 오는 충격으로 모형

내의 여타 충격들과 독립적인 가운데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다. 또한 과거 인플레이션율 계수들의 합이 1이 되도록 설정하고 수요압력의

물가에 대한 시차를 고려하기 위하여 1기 전의 GDP갭률을 이용한다.

사실 식 (1)과 식 (2)의 설정에 따라 도출되는 NRIR은 Blinder(1998)가 정의

한 개념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식 (2)에 따르면 매기 수입물가 상승률이

CPI 상승률과 같고(유가 급등락과 같은 공급충격이 크지 않음을 의미) 인플레

이션에 오는 수요측면에서의 충격도 없는 가운데 실질GDP와 잠재GDP가 같아

지면(산출갭 0) 인플레이션율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14). 또한 식 (1)에 따르면

매기 산출갭이 0인 상황에서 GDP갭률에 오는 충격이 없을 경우 실질정책금리

는 항상 중립적 실질금리와 같아져야 한다15). 따라서 식 (1)과 식 (2)를 만족하

는 중립적 실질금리는 “중장기 시계에서 실제GDP가 잠재GDP 수준과 일치

하고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상황에서의 실질단기금리 수준”이

된다.

한편 중립적 실질금리는 IS 및 필립스 곡선, 뒤에 살펴볼 잠재GDP 및 잠재

성장률 식만으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나 중앙은행이 경기 및 물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도 거시경제의 주요 관심사중 하나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는 통화정책 반응식에 해당하는 테일러 룰을 추가한다. 즉 중앙은행은 중립적

명목금리(NIR)16), 인플레이션갭 및 산출갭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며 금

리조정 시 금융시장의 급변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목정책금리를 완만하게

조정한다(Clarida, Gali & Gertler(2000)). 본고에서는 Taylor(1993)에 전기 명목

금리 수준을 추가로 포함하는 금리평활화(interest smoothing)를 고려한 확장된

테일러 룰을 활용한다.

14) 매기 
   , 

   및  인 상황에서
이 0일 경우 동 식이 만족되기 위해서

는           이 되어야 한다.

15) 매기 

 및  이면  

 ,  
 가 되어야 한다.

16) 중립적 명목금리(NIR)는 중립적 실질금리(NRIR)에 물가안정목표 중심치를 더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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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 식에서  , 
,   는 각각 명목정책금리, 물가안정목표 중심치 및 향후 1

년 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의미하며 는 통화정책 충격으로 모형 내의 여

타 충격들과 독립적인 가운데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잠재GDP 및 잠재성장률 관련 식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

다. 잠재GDP는 생산성 충격(productivity shock) 등의 영구적인 효과를 고려하

도록 설정하고 잠재성장률도 외환위기(금융위기) 전후로 발생한 구조변화 및

시변(time-varying) 특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임의보행(random walk)을 따르

도록 한다.


   

    (4)

    (5)

위 식에서 
 및 는 각각 잠재GDP 수준의 자연로그값과 잠재성장률을 의미

하고 와 는 각각 잠재GDP 수준 및 잠재성장률에 오는 충격으로 여타 충

격들과 독립적인 가운데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나. NRIR 결정식

NRIR 결정식은 우리나라의 개방정도, 자국편향성 및 글로벌 투자자들의

행태 등을 사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 적절한 모형을 찾아낸

다는 측면17)에서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아직

까지는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17) 실제 실질금리의 장기추세와 중립적 실질금리가 비슷하다면 두 변수간 공적분 관계가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각 모형별 NRIR 추정치와 실질금리간 공적분관계 검증을 통해

적절한 모형을 판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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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R 결정식 □1


  (6-A)

    (6-B)

NRIR 결정식 □2


 

  (7-A)

    (7-B)

우선 중립적 실질금리가 잠재성장률과 기타요인의 함수로 설정되는 폐쇄

경제에서의 NRIR 결정식을 상정한다18). 아래 식에서 
,  및 는 각각 국

내 NRIR, 국내 잠재성장률 및 기타 요인을 나타낸다. 기타 요인은 확률적 추

세(stochastic trend) 또는 구조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임의보행(random

walk)을 따르도록 설정한다.

두 번째로 폐쇄경제의 NRIR 결정식과 정반대로 우리나라의 NRIR이 전적으

로 글로벌 요인 즉 미국의 NRIR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국제

적인 자본이동이 완전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환율변동 및 국가위험 프리미엄

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동 식이 성립하게 된다. 아래 식에서 
 는 글로벌(미

국) NRIR을 나타내며 기타요인 는 NRIR 결정식 □1 에서와 마찬가지로 임

의보행을 따르도록 설정한다.

세 번째로 미국의 NRIR 외에 균형실질환율 변동기대 및 환율·국가위험 프리

미엄이 우리나라의 NRIR 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본고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금리 하락과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관측 불가능한 균형실질환율 변동과 중장기 시계의 환율·국가 위

험 프리미엄의 대용변수(proxy)로 명목경상수지와 명목GDP 비율

18)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폐쇄경제의 NRIR을 추정한 LW(2003)는 NRIR을 잠재성장률과

기타요인(시간선호율, 인구구조 및 재정 여건 등)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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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기추세를 이용하였다19). 한편 경상수지-GDP 비율의 장기추세를

포함하는 NRIR 결정식 □3 부터는 기타요인 을 안정계열(stationary series)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부록 1>에서 설명하는 분산비율(signal-to-noise ratio) 추

정 결과, 경상수지-GDP 비율의 장기추세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기타요인의 분

산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NRIR 결정식 □3


 

 



20) (8-A)

    , 단    (8-B)

네 번째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선진국, 신흥시장국 및 후진국으로 일정 비율

로 나눠져 배분되는 행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 NRIR이 글로벌 NRIR에 직

접 연계되지 않고 국내 잠재성장률 및 소규모 개방경제의 고유요인 즉 경상수

지-GDP 비율에 영향을 받도록 설정한다(NRIR 결정식 □4 ).

NRIR 결정식 □4


  



 (9-A)

    , 단    (9-B)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중립적 실질금리가 폐쇄경제 및 개방경제의 모든 금

리결정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NRIR 결정식 □5 를 추정한다. 여기서 는

19) 경상수지-GDP 비율의 장기추세 즉, 적자 및 흑자 기조 유지가 장기 균형실질금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며 추정된 중립적 실질금리는 장기 균형실질금리 주변에서 움직이게 된

다.

20) 본고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무위험 이자율 평형조건의 성립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 1의 값을 갖도록 파라미터를 제약하였으나 동 파라미터 값을 제약하지 않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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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개방도, 무역개방도 및 자국편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NRIR 결정식 □5


  

 



 (10-A)

    , 단    (10-B)

3. 준구조 모형체계 및 NRIR 식별

준구조 모형에서 식 (1), (2) 및 (3)은 관측 가능한 변수들과 비관측 변수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들로 상태공간모형(state-space model)에서 관측방정식

(measurement equation)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NRIR 결정식 □1 ∼□5 와 식 (4)

및 (5)는 관측되지 않는 변수들의 동학(dynamics)을 나타내는 식들로 상태공간

모형의 전이방정식(transition equation)을 구성하게 된다. 전체 상태공간모형

설정 및 추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준구조 모형에서 중립적 실질금리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 식별

된다. 첫째, NRIR 결정식에 의해 잠재성장률, 글로벌 중립적 실질금리 및 경상

수지-GDP비율의 중장기 추세변화 시 우리나라의 중립적 실질금리가 변하게

된다. 둘째, 총수요식에서 GDP갭률을 안정(stationary) 계열로 제약함에 따라

실질금리 수준에 구조 변화가 발생하여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변동하는 경우

중립적 실질금리의 변화로 귀속된다. 셋째, 총수요식과 총공급식의 관계를 통해

서도 NRIR이 식별된다. 예를 들어, 실질정책금리가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

하는 가운데 산출갭 및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면 이는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NRIR에는 변동이 없

는 것으로 식별한다. 그러나 실질정책금리가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화되지 않는다면 이는

균형실질금리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NRIR 하락으로 식별하게 된다. 따라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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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요압력이 높아져도 노동시장 분화, 기업간 경쟁심화 등으로 임금상승이 억

제되거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 및 투자부진으로 실질정책금리 변동에 대

한 GDP갭의 반응이 축소되는 경우에도 중립적 실질금리의 추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Ⅴ. 중립적 실질금리 추정결과 및 변동요인

1. 자료

준구조 모형 추정을 위해 이용한 자료21)는 1987.1/4∼2012.2/4까지의 분

기 데이터이다. GDP는 계절조정된(seasonally-adjusted) 실질GDP, 인플레

이션율은 소비자물가지수22) 원계열을 BOK-X12-ARIMA를 이용하여 계절

조정한 후 연율화한 전기비 상승률을, 수입물가(에너지 및 비에너지)는 계

절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원계열의 연율화한 전기비 상승률을

사용하였다. 경상수지-GDP 비율은 계절조정된 경상수지를 계절조정된 명

목GDP로 나눈 후 HP필터링이나 외환위기 전후로 구간 평균한 장기추세

값을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명목정책금리23)로는 콜금리(무담보전체)를 사용

하였으며 사전(ex ante) 실질정책금리 산출을 위해 시기별로 소비자물가의

전년동기비 상승률,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및 일반인·전문가의 인

플레이션기대 서베이 결과를 기대인플레이션의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하

였다24). 한편 미국의 NRIR은 폐쇄경제하의 준구조 모형을 설정한

LW(2003)의 방식에 의해 추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21) 통계자료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로부터 다운받아 사용하였다.

22) 2012년도의 경우 학교 급식비 및 보육비 등의 제도적 요인에 의한 소비자물가 변동을
제거함으로써 수요압력에 의한 물가변동을 잘 반영하고자 하였다.

23) 금리 데이터로는 정책금리, 장단기 시장금리 등 다양한 금리지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중립적 실질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시장금리 대신 정
책금리를 사용하였다.

24) 장기추세 경상수지-GDP 비율과 실질정책금리는 <그림 1>과 <그림 2>를 도출한 방식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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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RIR 및 모형의 추정결과

가. NRIR과 결정식

우선 폐쇄경제에 적합한 NRIR 결정식 □1 및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의

글로벌 요인만을 고려하는 NRIR 결정식 □2 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

과 동 모형들로부터 도출된 NRIR 추정치와 실질정책금리 간에는 장기균형

또는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이

는 순전히 국내 잠재성장률 또는 글로벌(또는 미국) NRIR만을 고려하는 방

식으로 도출한 NRIR은 우리나라 실질정책금리의 중장기 추세를 제대로 식

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NRIR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GDP 비

율을 추가한 수정 이자율평형조건으로부터 도출된 NRIR 결정식 □3 을 이용

하더라도 NRIR 추정치와 실질정책금리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립적 실질금리는 순수한 폐쇄경제와

완전 개방경제를 전제하지 않고 중간단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추정해야 함

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국내 요인)과 경상수지-GDP비율의 장기추

세치(국가 고유 요인)로 설정된 NRIR 결정식 □4 를 추정하여 도출한 NRIR

추정치와 실질정책금리 간에는 장기 균형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적시되어 있지만 NRIR 결정식 □4 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잠재

성장률 1%p 하락(상승) 시 우리나라의 NRIR은 0.7∼ 0.9%p 하락(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일러 룰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와 포함하는 경우

각각 5% 및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균형실질환율 변동

및 환율·국가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경상수지-GDP 비율이 장기적으로

1%p 개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NRIR은 0.7∼ 1.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테일러 룰을 포함할 경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운데

25) 실질정책금리의 중장기 추세가 중립적 실질금리와 비슷할 경우 두 변수 간에 공적분 관

계가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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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룰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높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폐쇄경제 하의 결정요인(국내 요인)과 소규모 개방경제의 결정

식(국가고유 및 글로벌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NRIR 결정식 □5 를 추정

한 결과 우리나라의 NRIR 추정치와 실질정책금리 간에 공적분 관계가 성

립하였다. 계수 추정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요인에 대한 국내 요인의 상대적

가중치()는 0.54로 나타났다. 글로벌 요인에 대한 국내 요인의 상대적 가

중치가 0.5 부근이라는 것은 국내 잠재성장률 및 글로벌 NRIR이 동일 수준

으로 변동할 경우 중립적 실질금리에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글로벌 NRIR 및 국내 잠재성장률이 각각 1%p 하락시 국내

NRIR은 각각 0.5%p씩 하락). 이는 자본 및 무역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

의 경우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교역국의 잠재성장률 등에 의해 중립적 실

질금리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글로벌 요인이 중

요한 고려사항이 됨을 시사한다.

<표 2> NRIR 추정치와 실질정책금리간의 공적분 검정 결과1)

데 이 터 옵 션 선형추세 고려 × 선형추세 고려 ○

공 적 분 식 옵 션 선형추세 고려 × 선형추세 고려 × 선형추세 고려 ○

NRIR

결정식 □1
Trace 통계량 0 0 0

Max-Eig 통계량 0 0 0

NRIR

결정식 □2
Trace 통계량 0 0 0

Max-Eig 통계량 0 0 0

NRIR

결정식 □3
Trace 통계량 0 0 0

Max-Eig 통계량 0 0 0

NRIR

결정식 □4
Trace 통계량 1 1 0

Max-Eig 통계량 1 1 1

NRIR

결정식 □5

Trace 통계량 1 1 1

Max-Eig 통계량 1 1 1

주 : 1) 공적분 검정을 위해 Johansen의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동 검정이 데이터 및 공적

분식(cointegrating equation)에 선형추세를 고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결과가 민감하게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1가지 옵션에 대한 공적분 결과를

보여주기 보다는 다양한 옵션에 따른 공적분 식의 개수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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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개방이 큰 폭으로 진전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요인의 상대적 가중치에 구조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

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글로벌 요인에 대한 국내 요인의 상대적 가중치()

를 1998.2/4분기를 전후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대해

서는 동 가중치가 0.81로 나타나고(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외환위

기 이후 기간에는 –0.55로 추정되었다(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부호가 적정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도록 0.1 단위씩 증가시켜 가며 모형을 반복적으로 재추정해 보았다. 추

정 결과 국내요인의 상대적 가중치가 0.5∼0.6 정도의 값을 가질 경우

NRIR 추정치와 실질정책금리 간에 공적분 관계가 가장 강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상의 결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개방이 확대되

면서 중립적 실질금리 결정에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중립적 실질금리(NRIR) 추정 결과1)

<NRIR 결정식 □4 > <NRIR 결정식 □5 2)>

주 : 1) 점선은 NRIR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상·하한을 의미

2) NRIR(구조변화)는 외환위기 전후(1998.2/4분기)로 국내요인의 상대적 가중치에

구조변화가 있었다고 전제한 경우

26) 또한 모형들의 우도값(likelihood value)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

았으나 국내요인에 구조변화를 허용할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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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시모형 추정 결과

중립적 실질금리 결정식 □4 와 □5 를 이용하여 추정한 총수요식, 총공급식

및 테일러 룰의 주요 계수 추정치들을 살펴보면 계수의 부호가 경제이론이

예측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가운데 그 크기도 외국의 문헌들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W(2003), Garnier & Wilhelmsen(2005),

Benati & Vitale (2007)). IS 및 필립스 곡선에서 주요 계수들을 살펴보면

우선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지표인 GDP갭률은 인플레이션에 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또한 중앙은

행이 1분기 동안 실질정책금리를 중립적 실질금리보다 1.0%p 낮게(높게)

유지하는 완화(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GDP갭률은 총 기간에

걸쳐 0.62∼1.16%p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일러 룰을 포함하

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모두 10% 정도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테일러 룰의 계수들을 살펴보면 중앙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물가안정목표 중심치를 1.0%p 상회(인플레이션갭: +1.0%p)할 경우 정책금

리를 1.0∼1.1% 인상하였으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GDP갭률 1%p 확대 시 정책금리를 0.3∼0.4% 인상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크게 높지는 않았다. 금리평활화 계수는 0.6 정도로 추정된 가운

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중앙은행의 점진적인 금리변

화 행태(gradualism)를 반영하였다. 한편 동 구조식들의 추정 결과에 비추

어 볼 때 정책금리 변동이 GDP갭률에 영향을 미치고(IS 곡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필립스 곡선)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28).

27) 필립스 곡선의 계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율을 영구적으로 1%p 낮추는데 필요

한 총생산의 손실을 의미하는 희생률(sacrifice ratio)을 계산(GDP갭률 계수의 역수에 해

당)해 보면 3.7∼4.2로 나타났다.

28) 준구조 모형을 추정한 오금화(2008)는 IS 곡선에서 실질정책금리갭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고 필립스 곡선에서 GDP갭률의 계수도 0.06으로 매우 작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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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준구조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 결과1)

NRIR 결정식 □4 NRIR 결정식 □5

IS,PC곡선
IS, PC &
테일러 룰

구조변화 X 구조 변화 O2)

IS, PC곡선
IS, PC &
테일러 룰

IS, PC곡선
IS, PC &
테일러 룰

IS곡선

 1.21 (0.00) 1.13 (0.00) 1.20 (0.00) 1.09 (0.00) 1.16 (0.00) 1.12 (0.00)

 -0.45 (0.01) -0.32 (0.00) -0.44 (0.01) -0.30 (0.00) -0.40 (0.02) -0.31 (0.00)

 -0.15 (0.13) -0.18 (0.08) -0.16 (0.11) -0.21 (0.07) -0.18 (0.06) -0.22 (0.01)

PC곡선

 0.24 (0.01) 0.24 (0.01) 0.23 (0.01) 0.25 (0.01) 0.24 (0.00) 0.25 (0.01)

 0.53 (0.00) 0.54 (0.00) 0.53 (0.00) 0.53 (0.00) 0.54 (0.00) 0.53 (0.00)

 0.27 (0.06) 0.27 (0.03) 0.28 (0.04) 0.24 (0.04) 0.27 (0.04) 0.24 (0.06)

 0.02 (0.00) 0.03 (0.00) 0.02 (0.00) 0.03 (0.00) 0.03 (0.00) 0.03 (0.00)

 0.06 (0.00) 0.05 (0.00) 0.06 (0.00) 0.05 (0.00) 0.06 (0.00) 0.05 (0.00)

테일러룰

   0.62 (0.00)   0.60 (0.00)   0.56 (0.00)

   0.41 (0.19)   0.27 (0.33)   0.29 (0.25)

   1.06 (0.01)   0.98 (0.01)   0.98 (0.01)

NRIR식

 0.70 (0.05) 0.91 (0.00) 1.003)  1.003)  1.003)  1.003) 

     0.54 (0.24) 0.81 (0.00) 0.814) (0.06) 0.984) (0.00)

 -0.65 (0.35) -1.09 (0.00) -0.77 (0.20) -1.12 (0.00) -0.67 (0.20) -0.79 (0.00)

 0.47 (0.82) 0.87 (0.00) 0.27 (0.78) 0.89 (0.00) 0.22 (0.81) 0.82 (0.00)

분산비율

 0.12  0.12  0.12  0.12  0.12  0.12 

 1.01 (0.00) 1.10 (0.00) 1.01 (0.00) 1.17 (0.00) 1.04 (0.00) 1.12 (0.00)

 2.05 (0.00) 2.07 (0.00) 2.05 (0.00) 2.07 (0.00) 2.06 (0.00) 2.07 (1.00)

   1.41 (0.00)   1.41 (1.00)   1.39 (0.00)

 0.73 (0.00) 0.63 (0.00) 0.72 (0.01) 0.45 (0.00) 0.68 (0.01) 0.59 (0.00)

 0.09 - 0.08 - 0.09 - 0.08 - 0.08 - 0.08 -

우도값 -334.07 -488.29 -333.89 -487.38 -333.65 -486.53

주 : 1) ( )내는 p 값을 의미

2) 국내요인의 가중치에 1998.2/4분기를 전후로 구조변화를 허용하는 경우

3) 의 값을 1보다 크지 않게 제약한 결과 상한인 1.0으로 추정됨

4)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대한 추정계수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동 계수를

0.5로 제약하여 모형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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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질정책금리갭과 산출갭 및 인플레이션갭

공적분 검정을 통과한 식 □4 와 □5 의 중립적 실질금리 추정치가 산출갭

및 인플레이션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론에 잘 부합하는지 보기 위하여

상관계수 분석 및 VAR 모형의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실

질정책금리갭(=실질정책금리-NRIR)과 산출갭간의 상관계수를 시계(time

horizon)에 따라 구해 보았다. 경기가 불황(호황)인 경우 중앙은행은 경기부

양(안정)을 위해 실질정책금리를 중립적 실질금리보다 낮게(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실질정책금리갭은 -(+)가 되고 산출갭은 -(+)가 당분간 지속된다(실

질금리갭과 산출갭간에 양(+)의 상관관계). 그러나 몇 분기 후부터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며 경기회복(둔화)이 시작되고 산출갭이 +(-)로 전환

된다. 따라서 실질정책금리갭과 분기 이후의 산출갭과의 관계를 유추해

보면 초기에는 둘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다가 몇 분기 후부터는 음

(-)의 상관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물론 산출갭과 인플레이션갭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실질정책금리갭과 인플레이션갭은 시차는 다르

나 비슷한 관계를 보일 것이다.

<표 4> 실질정책금리갭과 k분기 후의 산출갭과의 상관관계1)

NRIR식 □4 NRIR식 □5

분 기 
 



   +0.38 +0.45

   +0.05 +0.11

   -0.29 -0.23

   -0.44 -0.37

   -0.46 -0.43

   -0.37 -0.36

   -0.13 -0.13

주 : 1) 
는 각각 당기의 실질정책금리갭과 기 이후의 산출갭을 의미하며

는 와 의 상관계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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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01년 이후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당분기의 실질정책금리갭과 

분기 이후의 산출갭과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실질정책금리갭은 당분기부

터 2분기까지의 산출갭과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다가 3분기부터는 산출

갭과 음(-)의 상관관계로 전환되었다29). 다만 실질정책금리갭과 인플레이션

갭의 관계는 다소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두 변수 간 관계가 약해서라기보

다는 김민수·강규호(2004)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율 변동에 있

어 수입물가 변동과 같은 해외요인, 생산성 향상에 따른 가격하락 등 공급

측면의 역할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정책금리갭 추정치, 산출갭 및 인플레이션갭으로 구성된 3변수

VAR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산출갭 및 인플레이션갭의 반

응을 분석해 보았다.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중앙은행이 외생적으로 1분기

동안 실질정책금리를 중립적 실질금리보다 낮게 유지할 경우 산출갭은 2∼

3분기 이후 최대로 확대되었으며 산출갭의 반응도 종모양(hump-shaped)의

형태를 보였다. 인플레이션갭의 경우에는 실질정책금리갭의 하락에 대해 3

분기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5분기부터 뚜렷하게 상승하기 시

작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실질정책금리갭과 산출갭간의 시차상관관계 및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통해 준구조 모형으로부터 도출한 NRIR 추정치가 통

화정책기조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질정책금리갭

과 인플레이션갭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빈번한 공급충격 등의 영향으로

둘 간의 관계가 다소 불분명하게 나타났으나 공급충격의 영향을 배제한

VAR 모형에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인플레이션갭의 반응은 경제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잘 일치하였다. 따라서 NRIR 결정식 □4 및 □5 를 활용한

준구조 모형의 NRIR 추정치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잘 반영하며 통화정책

기조의 판단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29) IMF에 의해 고금리 정책을 실시했던 외환위기 기간을 포함하여 1991년부터의 자료를 이
용하여 상관계수를 구할 경우 실질정책금리갭과 산출갭간에는 당분기부터 강한 마이너스
(-) 관계가 형성되었다.



- 27 -

<그림 4> 실질정책금리갭 충격(1%p)에 대한 충격반응함수1),2)

<산출갭> <인플레이션갭>

주 : 1) Recursive VAR을 이용하여 1991.1/4∼2012.2/4 기간을 대상으로 모형을 추정

하였으며 변수의 ordering은 산출갭, 인플레이션갭 및 실질정책금리갭 순임

2) 점선은 95% 신뢰구간의 상·하한을 의미

3. NRIR의 변동요인 분석

우리나라의 중립적 실질금리는 <그림 3>에 도시되어 있었던 것처럼 외

환위기 이후 크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외환위기 이전 6∼8%에 달하던 NRIR이 2000년대 들어 2

∼3%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추가적

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NRIR 결정식 □4 및 □5 의

추정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립적 실질금리는

국내 잠재성장률(국내 요인), 글로벌 NRIR(글로벌 요인) 및 균형실질환율

변동기대와 중장기 시계의 환율·국가위험 프리미엄(국가 고유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추정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립적 실질금리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해 보았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중립적 실질금리가 크게 하락한 것

은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장기간 지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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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글

로벌 NRIR의 기여도는 외환위기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잠재성장률

의 기여도는 인구구조 변화, 투자부진 등으로 2∼3%p 정도 낮아졌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되며 NRIR 하락에 –2.5%p 가

량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0). 외환위기 이후 수출주도 성장전

략 채택, 교역재 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기조로 돌아섰

으나31), 유휴노동력 상존 및 유사정규직 양산에 따른 서비스부문의 임금상

승이 제약되고 대외준비자산 확보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실질

환율이 저평가되어 경상수지 흑자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율절

상 기대가 형성되고 환율·국가위험 프리미엄도 낮아져 중립적 실질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32). 이밖에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는 없으

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저가제품이 국내로 대량 공급되는 가운데 기업간

30) 다만 경상수지 개선에 따른 중립적 실질금리 하락 효과가 어느 정도 과대 평가될 개연

성이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도입으로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리스

크 프리미엄(inflation risk premium)도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Bernhardse(2005)). 그러나 오금화(2010)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변동성 자체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이미 상당 수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저자는 인플레이션 변동성 하락과 경상수지 개

선에 따른 효과를 분리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인플레이션 타겟팅 도입 시점과 경상수지

개선 시점이 거의 일치함에 따라 둘 간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리할 수 없었다.

31) 통상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생산성 향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경로

를 통해 경상수지-GDP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첫 번째는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이를 소비평활화를 위해 다른 국가들에게 빌려주게 된다(즉, 경상수지 개선

효과). 두 번째 경로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자본수익률 상승으로 투자 붐이 일어나며 자

본재 수입 등이 늘어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경로이다. 따라서 생산성 충격에 대하여 경

상수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두 경로 중 어느 경로의 효과가 더 크냐에 달려 있다

(Gracia & Cuñado (2001)). 우리나라의 경우 과잉투자에 따른 외환위기의 경험과 대외

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환보유액 축적 등의 목적으로 두 번째 경로가 상당히 제약됨에

따라 교역재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경상수지의 큰 폭 개선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

다.

32) 교역재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발생하면 비교역재 부문의 임금상승을 유발하거나 명목환

율 절상을 통해 실질환율이 절상(Balassa-Samuelson(1964) 효과)됨으로써 경상수지 불

균형이 해소되는데 Lee & Chinn(2006)은 G7 국가의 실질환율 및 경상수지 데이터를 이

용하여 구조 VAR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동 이론을 뒷받침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유휴노동력 상존, 유사정규직 양산 등으로 서

비스부문의 임금 상승이 제약되며 Balassa-Samuelson 효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

외준비자산 확보를 위한 수출주도 성장전략 채택 등의 영향으로 실질환율이 저평가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기조 - 환율절상 기대”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29 -

경쟁은 심화됨에 따라 저금리 상황에서도 임금상승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았고, 국내 설비투자 위축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금

리 하락에 대한 GDP갭의 반응이 축소됨에 따라 중립적 실질금리가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림 5> 중립적 실질금리(NRIR) 변동요인 분해

<NRIR 결정식 □4 > <NRIR 결정식 □5 >

한편 우리나라의 중립적 실질금리는 2008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률이 단기적으로 하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경제의 성

장잠재력도 크게 훼손되며 글로벌 NRIR이 제로금리 수준까지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들어 NRIR 결정식 □5 에 의한 추정치가 □4 에

의한 추정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

기 및 유로존 국가채무 위기의 영향으로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잠재성장률이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의 NRIR 변화를 파악하는 것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NRIR 추정치

의 변화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외환위

기 이후의 NRIR 변화는 외환위기의 영향이 소멸된 2000년대 초중반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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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ex post)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

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

점에서는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변동 등의 불확실성33)으로

NRIR 변동을 실시간(real-time)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개혁 및 담보수요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safe asset)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제약되면서 무위험 이자

율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금융시장의 구조변화를 반

영하는 경우 본고의 NRIR이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편 NRIR은 시간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경우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V. 요약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다양한 NRIR 결정식들을 포함하는 준구조 모형을 설정하여

우리나라의 중립적 실질금리 수준을 추정하였다. 모형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중립적 실질금리는 폐쇄경제(국내 잠재성장률만 포함) 또는 완전 소규모 개

방경제(글로벌 NRIR과 경상수지-GDP비율의 장기추세치만 포함)를 전제하

는 방식으로는 식별되지 못하고 중간단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추정해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국내 요인)과 경상수지

-GDP비율의 장기추세치(균형실질환율 변동 및 환율·국가위험 프리미엄의

대용변수로 국가 고유 요인에 해당)로 설정된 NRIR 결정식 □4 나 폐쇄경제

와 소규모 개방경제의 모든 중립적 실질금리 결정요인들(국내 요인, 글로벌

요인 및 국가 고유 요인을 모두 포함)의 영향을 가중평균한 형태의 NRIR

결정식 □5 를 활용할 때 유의미한 중립적 실질금리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

다. 또한 최근 들어 글로벌 요인이 우리나라의 NRIR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

3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컨센서

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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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NRIR은 외환위기 이전 6∼8%에서 2000년대 2∼3% 수준까

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NRIR이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장기간 지속된 데 주

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노동, 자본 등의

요소투입에 의한 고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며 국내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낮아진 가운데 수출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

되어 환율·국가위험 리스크가 낮아진 데다 임금상승 제약, 외환위기 학습효

과 등으로 실질환율이 저평가되며 환율절상기대가 지속적으로 형성된 것이

중립적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선진국들의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우리 경제의 NRIR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

선, 자본 및 무역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립적 실질금리에 선진

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변동과 같은 글로벌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수행시 선진국의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에 대해 특별

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중립

적 실질금리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

을 수행해야 하겠다. 다만 경제구조 전환기에 직면하여 실시간으로 구해지

는 중립적 실질금리 추정치는 상당한 추정오차를 포함하는 만큼 NRIR 추

정치 이외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통화정책기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Blinder(1998)34), Ferguson(2005)). 마지막으로 장기간 지속되

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관련하여 비용-편익분석이 필요하다. 외환위

기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대외준비자산 확충 등 외환부문 건전

성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중립적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

34) “The neutral real rate of interest is difficult to estimate and impossible to know

with precision. It is therefore most usefully thought of as a concept rather than as

a number, as a way of thinking about monetary policy rather than as the basis for

a mechanic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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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였다. 중립적 실질금리의 하락에 부합하는 통화정책 운용은 경

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나 저금리 지속으로 자산가격 버블 등 거시건전성

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저금리는 가계의 저축의

욕을 위축시킴으로써 중장기적인 자본축적 저해, 고령층 빈곤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비용-편익 분석과정에서

협소한 국내시장, 글로벌 금융안전망 부족, 외환건전성 수단확보 필요성 등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 경제의 환경적 제약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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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준구조 모형 추정방식 및 상태공간모형 설정

1. 준구조 모형 추정방식

우리나라의 중립적 실질금리 추정을 위한 준구조 모형은 칼만필터(kalman filter)를 이용한

최우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관측이 불가능한

잠재성장률 및 중립적 실질금리의 변동은 경제성장률 및 실질정책금리의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따라서 Stock(1994)이 주장한 것처럼 동 준구조 모형을 최우추

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잠재성장률 및 NRIR의 기타요인 분산
 

이 0으로 수렴하

는 문제(pile-up problem)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및 

의 값을 얻기 위해

Stock & Watson(1998)의 중위불편추정량(median-unbiased estimator)을 이용, 각각의 분산비

율(signal-to-noise ratio)을 구하고 
과 

를 바탕으로 
 및 

의 값을 추정하게 된다.

준구조 모형의 추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잠재성장률이 상수라는 가정 하에

준구조 모형을 적용, 잠재GDP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잠재성장률의 충격과 잠재GDP 수준

충격의 분산 비율을 나타내는   


를 구한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를 이용하여 잠재

성장률이 시변하도록 하고 NRIR의 기타요인은 상수라는 가정 하에 GDP갭률을 추정한 뒤 이

를 이용하여 IS 커브를 추정, NRIR의 기타요인 충격과 IS 충격의 분산비율을 나타내는

  


를 구한다. 세 번째 모형에서는 추정된  및  비율을 이용하여 잠재GDP, 잠재

성장률, GDP갭률 및 NRIR을 동시에 추정하게 된다.

한편 NRIR 결정식의 기타요인을 안정적인 계열로 가정할 경우 NRIR 기타요인의 분산이 0

으로 수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를 따로 추정할 필요가 없으며 NRIR의 기타요인

의 분산을 직접 추정하면 된다. 분산비율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Laubach & Williams(2003)의 노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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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구조 모형의 상태공간모형 설정35)

□ 전이 방정식(transition equa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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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방정식(measurement equa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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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NRIR 결정식 □4 에 해당하는 상태공간 모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