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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국문초록) 

 

본고는 통화당국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별 유효성을 점검하였다. 본고의 분석은 총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먼저 Bernanke et al. (2005)의 FAVAR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점검한 뒤, 금융위기 전후로 파급경로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후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실물 

변수의 효과가 약화되었고 산업부문이나 금융부문에 따라 차별화된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Korobilis (2013)가 제시한 TVP-FAVAR 모형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동 분석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 통화정책 유효성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유효성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위 결과를 종합하여 누적충격반응함수의 값을 이용한 

통화정책 유효성 지표를 도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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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통화정책 유효성의 정의와 변화 

통화정책 유효성(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은 근대 거시경제학의 큰 

주제였고, 현재에도 그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1930년 초반, 케인즈의 일반이론이 

주목을 받으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진작이 대공황의 해결책으로 

대두되었고 당시 통화의 공급량증감으로 인식되었던 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 1960년대 이후 프리드만, 슈와츠 등의 통화주의자(Monetarist)들은 

통화정책의 영향이 단지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을 안정화시키는데 그칠 뿐 아니라 

실물경기에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사전트나 왈라스 

등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합리적 기대가설에 의해 도출되는 정책 무력성 

명제(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을 내세우면서 통화정책이 단기는 

물론이고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신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은 단기이자율과 생산갭(output gap), 인플레이션갭(inflation gap)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는 준칙(rule)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유효성을 측정하려는 계량경제학적인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Sims (1980)가 당기제약가정을 기반으로 한 구조 

VAR모형을 제시한 이후 통화정책 충격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연관된 VAR모형 기반 논고가 수없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논고들은 대부분 

통화정책 충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식별(Identify)하는가에 따라 차별화되었다. 

Blanchard and Quah (1989)는 수요충격이 생산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기제약가정을 통해 충격을 식별하고자 하였고, Uhlig (2005)는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진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실물변수변화의 방향을 이용하여 

부호제약가정을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Primiceri (2005) 등은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변수들의 영향과 충격의 공분산 행렬이 시간에 따라 변함을 허용하는 

시변모수 모형을 통해 충격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위와 같은 당기제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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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제약, 그리고 부호제약을 결합하거나 많은 변수의 정보를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압축하여 충격 식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편으로는 경제의 특정시점에서 중앙은행이 정책을 변화시켰을 때 단기적인 

경제변수들의 움직임을 통한 사례연구(Case Study)로 유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Romer and Romer (1989)에 따르면 1930년부터 1980년까지 미 

연준이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펼쳤던 6개 시점을 분석한 결과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실질생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수많은 논고들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재임했을 당시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타겟대상 물가변수의 움직임이 목표치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유효성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Rasche and Williams (2005)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21개 

국가의 인플레이션 변화가 타겟지표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는지를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시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타겟 범위 내에 

들어오는 기간과, 이동평균계열과 원계열간 표준편차를 유효성의 지표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물가안정목표제의 관점에서 유효성이 낮은 축에 

속하였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기인한다.  

본고에서는 제일 서두에 언급한 VAR기반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 충격에 의한 

경제변수들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2 주요국 통화정책 현황 및 제약요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졌다는 가설이 학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둔화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책금리를 0의 하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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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거나 일부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였다. 또한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하여 

장기국채 및 자산담보증권(Asset-backed Security)을 직접 매입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등 팽창적인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에 비해 선진국 경기의 회복세는 금융위기 이후로 다소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에 따르면 미국이 금리를 0의 하한까지 움직인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으나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최근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아울러 일본은 금융위기 이전에도 오랜 

기간 저금리 정책을 사용함과 동시에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0을 중심으로 급등락하였다. 이외의 선진국들도 공통적으로 

저금리·저성장·저물가 현상으로 대표되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 유럽 

  

영국 일본 

  

[그림 1] 선진국 정책금리 및 CPI, GDP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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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통화정책이 실물을 통해 파급되는 전통적인 경로가 미약해진 근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존재한다. 첫번째로 통화정책의 목표로서 금융안정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정책금리에 대한 시각과 운용방향이 바뀐 점이다. 기존의 

통화정책에 대한 시각이 정책 파급시차를 고려한 물가안정 및 잠재GDP 수준의 

생산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새로운 정책목표로 도입하면서 운용상 제약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아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다 각 목표가 금리운용의 딜레마를 유발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 

두번째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이 정책 유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astveit et al. (2013)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경제의 금리인하로 인한 

GDP 증가 효과가 절반 넘게 하락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아울러 

이이수·정원석·정희완(2016)에서는 한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불확실성 확대가 

심리경로, 예비적 저축경로, 실물옵션경로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실물경로를 

제약하고, 신중효과(caution effect)에 의해 통화정책 효과를 제한함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의 주가변동성을 측정하는 VIX 지수나 Baker et al. 

(2015)가 제안한 Bloom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 등 경제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한 뒤에 Brexit나 중국 금융불안 등의 

대외 요인에 의해 급등락하고 있다.  

또한 필립스곡선 평탄화나 제로금리 혹은 실효금리 하한 등의 정책여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Blanchard et al. (2015)는 20개 국가의 과거 50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90년대 초에 크게 낮아졌다고 주장하였다. 

필립스곡선의 기울기 변화는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시켜서 정책 

효율성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만성적 총수요 위축(Secular Stagnation) 

현상과 이에 따른 중립적 실질금리의 하락은 정책여력을 제한시키고, 제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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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실효금리 하한에 도달할 경우 저금리에 따른 금융리스크 확대와 시장참가자의 

위험 추구 성향을 증대시켜서 금융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금융의 글로벌화(Financial Globalization)에 따라 일국 통화정책이 

국제적으로 파급(spillover)되는 과정에서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확대가 환율의 수출탄력성을 저하시켜 

환율경로를 제약한다는 시각이 부각되고 있다. 먼저 Rey (2013)가 언급한 딜레마 

가설에 따르면, 금융의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적 금융사이클의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여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즉 금융위기 이전에 Mundell이 제창한 트릴레마 가설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Rey (2013)는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과도한 글로벌 유동성의 

유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최적 통화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Ahmed et al. 

(2015)에 따르면, 글로벌 생산 체계(Global Value Chain) 확대에 따라 환율의 

수출탄력성이 낮아져서 환율경로가 제약되었다고 한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업체의 환율에 대한 수출탄력성은 글로벌 생산 체계에 참여할 때 22% 정도 

하락하고 참여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하락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질적 경제주체가 통화정책에 상이하게 반응하는 점을 이용하여 

인구구조나 한계소비성향의 변화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낮춘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 Wong (2016)은 고령층보다 청년층이 이자율 하락에 따른 한계소비성향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구구조가 고령사회로 갈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처럼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실물 및 

금융부문에 대한 효과의 크기와 지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정책이 실물변수에 어느정도 효과를 주는지를 파악해야만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통적인 파급경로가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정태적인 

분석에 그쳐왔고, 경로별 유효성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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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통화당국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책 유효성의 동태적인 변화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모형별로 유효성의 변화양상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유효성이 소폭 낮아졌으나 현재에도 높은 수준의 

유효성이 확보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VAR 모형에서는 2014년 

이후로 정책의 유효성이 급격하게 회복되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FAVAR 모형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정책의 유효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TVP-FAVAR 모형을 이용한 통화정책 유효성 지표에 따르면 2010년 

이후로 생산지표의 유효성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생산과 물가 모두에서 통화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 선행연구 

통화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거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Bernanke and Blinder (1992)는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대리변수 

및 실물변수에 대한 정보변수로 Federal Fund Rate를 택한 뒤, 충격이 통화 및 

신용 부문에 어떻게 전파되는지 언급하였다. 또한 Cogley and Sargent (2001, 

2005)는 통화정책의 충격반응함수에 필요한 추정계수가 시변(time-

varying)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정을 통해, Boivin and Giannoni (2006)는 

준구조모형의 추정을 통해 80년대 이후로 통화정책이 실물변수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음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항용∙조동철∙김장렬∙조성훈 (2005)은 한국의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콜금리 충격이 소비나 투자,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반응함수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Sims and Zha (2006), Clarida et al. 

(2000) 등은 다양한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의 충격을 식별하고, 

실물변수에 대한 반응이 시변하는지 여부 등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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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대부분 몇 개의 실물변수와 통화정책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는 

Structural VAR (SVAR) 모형을 이용하고 있고, 이는 Christiano et al. (1999)와 

Sims(1980) 가 제안한 당기 제약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한편 Bernanke et al. (2005)에 의해 제안된 Factor-Augmented VAR (이하 

FAVAR) 모형은 많은 거시변수들이 가진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SVAR 모형에서는 분석대상 변수의 수를 늘려갈수록 추정계수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추정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Curse of Dimensionality의 단점을 

갖고 있다. 중앙은행이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양의 정보를 고려함을 감안하면 위 

FAVAR 모형의 접근방법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 논문에 따르면 많은 

변수를 고려한 FAVAR 모형 분석 시, 기존의 VAR 분석에서 나타나는 가격 

퍼즐(Price Puzzle)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통화정책 충격을 더욱 잘 식별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위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률 이외에도 다양한 

거시변수들의 충격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논문에 의해 FAVAR 모형이 제안된 이후로 각국 중앙은행과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를 이용한 정책분석 논고를 발표해왔다. 김소영 (2009)은 한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변수와 시차를 고려한 FAVAR 모형의 분석을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점검하였다. 동 논문은 한국의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변수와 

시차를 고려한 VAR 모형을 분석한 결과 유동성 퍼즐(Liquidity Puzzle)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후 FAVAR 모형을 소개하고 56개의 

거시변수와 다양한 요인의 숫자를 가정하여 분석하니 이론에서 언급한 바와 대체로 

일치하는 실증결과를 얻었다. 한편 Fernald et al. (2014)는 위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의 통화정책 유효성을 점검하였다. 동 논문에 따르면 FAVAR 모형을 사용할 

경우 중국 데이터가 가진 관측 오차와 짧은 계열의 특성, 그리고 수많은 구조적 

변화에 따른 편의를 극복하여 정책효과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금리변화에 따른 실물효과가 꽤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위에서 소개한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FAVAR 모형은 추정계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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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경제여건과 변수 간 관계가 크게 변하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계수가 일정하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가정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Primiceri 

(2005) 등은 시변모수와 확률적 변동을 가정하여 시간이 변함에 따라 통화정책 

충격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Time-Varying 

Parameter(이하 TVP)-VAR 모형의 충격반응분석을 이용하여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Fed 의장이 바뀜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는지의 분석 또한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기간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 시변모수 및 확률적 변동을 가정한 분석을 

해야 올바른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모형은 Korobilis (2013)에서 사용한 TVP-

FAVAR 모형이다. 이 모형은 Bernanke et al. (2005)에서 사용한 FAVAR 모형의 

two-step 추정방법에 Primiceri (2005)의 시변모수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통화정책 충격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두 모형의 장점을 합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논문에서는 two-step 추정방법을 이용한 BBE 

factors와 Belviso and Milani (2006)에서 제안한 0의 제약 가정을 이용하여 

Block factors를 도출하였고, 각 방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측정한 뒤 

결과를 비교하였다. 두 방법에서 모두 시간에 따라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충격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표적인 세 기간과 각 기간에 재임했던 

Fed 의장의 성향 1과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고에서는 위 TVP-FAVAR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따른 거시변수의 충격반응함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거시변수의 충격반응함수의 

크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1 1975년 1분기 – Burns 의장, 1981년 3분기 – Volcker 의장, 1996년 1분기 – Greenspan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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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방법론 

이번 장에서는 본고에서 사용되는 주된 모형인 FAVAR 모형과 TVP-FAVAR 

모형을 소개하고 각 모형이 가진 특성을 비교한 뒤, 각 모형을 추정하는 베이지안 

방법인 깁스 샘플링(Gibbs Sampling) 알고리즘을 언급하고자 한다. 각 모형은 

Bernanke et al. (2005)와 Korobilis (2013)의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베이지안 

추정을 위한 matlab 코드를 Gary Koop과 Dimitris Korobilis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두 모형 모두 비관측요인 𝐹𝑡 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도출하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그 이후에 시변모수와 확률적 변동을 가정함에 따라 후자 모형의 추정과정이 훨씬 

복잡해진다. 

 

2.1 모형: FAVAR와 TVP-FAVAR 비교 

먼저 FAVAR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모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𝑋𝑖𝑡 = 𝜆𝑖
𝑓

𝑓𝑡 + 𝜆𝑖
𝑧𝑧𝑡 + 𝜆𝑖

𝑟𝑟𝑡 + 𝑒𝑖�̃� , 𝑒𝑖�̃�~𝑁(0, 𝜎𝑖
2) 

(2) 𝐶𝑡 = Φ(𝐿)𝐶𝑡−1 + 𝑢𝑡 , 𝑢𝑡~𝑁(0, Ω), 𝐶𝑡′ = [𝑓𝑡
′, 𝑧𝑡

′, 𝑟𝑡
′] 

 

먼저 (1) 식의 𝑋𝑖𝑡 는 N × 𝑇  크기의 관측 가능한 정보변수들(e.g. 제조업 가동률, 

국내공급물가지수 etc.)의 집합이다. 일반적으로 𝑁은 𝑇보다 큰 값으로 가정하지만 

한국 데이터 특성상 𝑁 의 개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여 충분히 큰 𝑁과 𝑇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한편, 𝑓𝑡는 

K × 𝑇  크기의 비관측요인이고, 𝑧𝑡 와 𝑟𝑡 는 각각 L × 𝑇, 1 × 𝑇  크기의 관측요인이며, 

𝜆𝑖
𝑓

, 𝜆𝑖
𝑧, 𝜆𝑖

𝑟 는 각각 𝑁 × 𝐾, 𝑁 × 𝐿, 𝑁 × 1  크기의 요인 민감도(factor loading) 

행렬이다( K ≪ N) . 특히 𝑟𝑡 는 중앙은행이 직접 결정하는 정책금리(e.g.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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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혹은 초단기 자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내재금리(e.g. Federal Fund 

Rate)을 의미하고 𝑧𝑡 는 그 이외에 정보변수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통요인(e.g. 인플레이션, 실업률)을 뜻한다. 이러한 공통요인 이외에 

변수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개별요인 𝑒𝑖�̃�는 변수간 독립을 가정한다. 한편 (2)식의 

𝐶𝑡 는 공통요인들을 모두 모아 놓은 벡터이고, 이는 VAR(d)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즉, Φ(𝐿)은 차수가 d로 유한한 시차다항식이고 오차항의 공분산 행렬은 

양정행렬이다.  

이제 (1) 식의 𝑋𝑖𝑡 들과 관측요인인 𝑌𝑡
′ = [𝑧𝑡

′, 𝑟𝑡
′] 를 합쳐서 상태공간모형의 관측식 

형태로 만들어보자. 아래첨자 i가 있는 변수들을 열 방향으로 연결하여 연립방정식 

형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1)′ 식을 관측식(observation equation), 

(2)식을 상태식(state equation)이라고 하겠다. 

(1)′ [
𝑋𝑡

𝑌𝑡
] = [

𝜆𝑓 𝜆𝑧 𝜆𝑟

𝟎 𝑰 𝟎
0 0 1

] [
𝑓𝑡

𝑧𝑡

𝑟𝑡

] + [
𝑒�̃�

𝟎
] = Λ [

𝑓𝑡

𝑌𝑡
] + 𝑒𝑡 = Λ𝐶𝑡 + 𝑒𝑡 , 𝑒𝑡~𝑁(0, Θ) 

 

여기서 Θ = 𝑑𝑖𝑎𝑔 ({𝜎𝑖
2}

𝑖=1

𝑁
, 𝟎) 이다. 이제 위 모형을 추정함에 있어서 

식별조건(identification condition)을 확인해야 한다. Bernanke et al. (2005)에 

따르면 FAVAR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2단계 주성분 접근과 1단계 베이지안 

우도 접근법이 존재하고 각 접근법에 따라 다른 식별조건을 적용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계산과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요인의 수가 참값과 다를 경우 추정상의 

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되, 요인 추출시에는 

MCMC 방법 대신에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계산 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추정법에 적용되는 식별조건으로써 𝜆𝑓의 윗 𝐾 × 𝐾 성분이 항등행렬이며 𝜆𝑧와 𝜆𝑟의 

𝐾 × 𝐿, 𝐾 × 1  성분이 영행렬 임이 충분조건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아울러 

Cholesky 당기 제약 구조를 확장하여, 정보변수를 콜금리 충격시 당기에 영향을 

받는 fast-moving 변수(e.g. KOSPI, 국고채 금리)와 당기 이후에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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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moving 변수(e.g. 산업생산지수, 소매액판매지수)로 나누었다. 자세한 

분류는 변수명과 함께 [부록 1]에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TVP-FAVAR 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정한다. 

(3) 𝑋𝑖𝑡 = 𝜆𝑖
�̃�

𝑓𝑡 + 𝜆𝑖
�̃�𝑧𝑡 + 𝜆𝑖

�̃�𝑟𝑡 + 𝑒𝑖�̃� 

(4) 𝑒𝑖�̃� = 𝜌𝑖1𝑒𝑖𝑡−1̃ + 𝜌𝑖2𝑒𝑖𝑡−2̃ + ⋯ + 𝜌𝑖𝑞𝑒𝑖𝑡−�̃� + 𝜀𝑖𝑡 , 𝜀𝑖𝑡~𝑁(0, ℎ𝑖𝑡) 

(5) 𝐶𝑡 = Φ𝑡(𝐿)𝐶𝑡−1 + 𝑢𝑡 , 𝑢𝑡~𝑁(0, Ω𝑡), 𝐶𝑡′ = [𝑓𝑡
′, 𝑧𝑡

′, 𝑟𝑡
′] 

 

X, C 등은 FAVAR 모형과 같은 차원의 행렬 혹은 벡터이다. 위 (3)-(5) 식을 앞의 

(1)-(2) 식과 비교하여 보자. 먼저 (3)식의 오차항 𝑒𝑖�̃� 에 (4)식과 같이 확률적 

변동(stochastic volatility)을 부여하여 추정력을 높이고자 한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3)식과 (4)식을 결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
𝑋𝑡

𝑌𝑡
] = [

𝜆𝑓 𝜆𝑧 𝜆𝑟

𝟎 𝑰 𝟎
0 0 1

] [
𝑓𝑡

𝑧𝑡

𝑟𝑡

] + [
𝛾(𝐿) 𝟎

𝟎 𝟎
] [

𝑋𝑡

𝑌𝑡
] + [

𝜀𝑡

𝟎
] = Λ [

𝑓𝑡

𝑌𝑡
] + Γ(𝐿) [

𝑋𝑡

𝑌𝑡
] + 𝑒𝑡 

= Λ𝐶𝑡 + Γ(𝐿) [
𝑋𝑡

𝑌𝑡
] + 𝑊𝑡𝜖𝑡

𝑔
 

여기서 𝛾(𝐿) = 𝑑𝑖𝑎𝑔 ({𝜌𝑖(𝐿)}
𝑖=1

𝑁
) , 𝜌𝑖(𝐿) = ∑ 𝜌𝑖𝑗𝐿𝑗𝑞

𝑗=1 , 𝑊𝑡 = 𝑑𝑖𝑎𝑔 ({√ℎ𝑖𝑡}
𝑖=1

𝑁
, 𝟎)이고 𝜖𝑡

𝑔
는 

iid 인 표준정규분포의 모임이다. 한편 추정을 위해 log (ℎ𝑖𝑡) 에 다음과 같이 

임의보행과정을 가정한다. 

(6) log (ℎ𝑖𝑡) = log (ℎ𝑖𝑡−1) + 𝜖𝑡
ℎ , 𝜖𝑡

ℎ~𝑁(0, 𝜎ℎ
2) 

 

두번째로 (5)식에서는 (2)식과 다르게 시차계수행렬과 공분산행렬이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부분이 차이점이다. (5)식을 추정하기 위해 Primiceri (2005)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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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시변공분산 행렬 Ω𝑡을 다음과 같이 분해한다.   

𝐴𝑡Ω𝑡𝐴𝑡
′ = Σ𝑡Σ𝑡

′ , 

𝐴𝑡 = [

1 0
𝑎21,𝑡 1 ⋯

0
0

⋮ ⋱ ⋮
𝑎𝑚1,𝑡 𝑎𝑚2,𝑡 ⋯ 1

] , Σ𝑡 = 𝑑𝑖𝑎𝑔 ({𝜎𝑖,𝑡}
𝑖=1

𝑚
) 

여기서 m(= K + L + 1)은 모든 공통요인의 개수다. 이제 𝜖𝑡
𝑦

≡ Σ𝑡
−1𝐴𝑡𝑢𝑡라고 정의하면, 

Var(𝜖𝑡
𝑦

) = Σ𝑡
−1𝐴𝑡Ω𝑡𝐴𝑡

−1(Σ𝑡
′)−1 = 𝐼𝑚이므로 계열상관이 없는 구조적 충격을 식별할 수 

있다. log (ℎ𝑖𝑡) 와 마찬가지로 𝑎𝑖𝑗,𝑡, log(𝜎𝑖,𝑡) , 𝜙𝑡 에 임의보행과정을 가정하고 각각의 

오차항들 간 독립이라 가정한다. 이제 (3)′ 식이 TVP-FAVAR 모형의 관측식, 

(5)식이 상태식이 된다. 

 

2.2 추정표본 및 추정방법 

본고에서는 2000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한국의 월별 데이터 60개를 

이용하였다. 한국에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것은 1998년 후반부터이지만, 

실업률이나 국고채 1년물 수익률 등 필수적이지만 계열이 짧은 정보변수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일부 데이터를 잘라냈다. 데이터의 출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이며, 계절성이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계절조정을 하였다. 

아울러 주성분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변수가 표준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형 추정에 앞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였다. 자세한 데이터명과 변환코드를 앞서 

언급한 [부록 1]에 함께 명시하였다. 

한편 Bernanke et al. (2005)의 경우 원계열에 추세가 있는 변수에 대하여 log 

차분 변환(전월대비 상승률)을 이용하였으나 김소영 (2009)에 따르면 동 변수에 

대해 log 변환을 하면 충격반응분석 등의 추정결과가 더욱 잘 드러난다고 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두 방법을 모두 실시하였다. 또한 김소영 (2009)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관측 공통요인 𝑧𝑡에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추가 여부, 비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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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인 𝑓𝑡 의 개수에 따라 총 8가지 경우를 [표 1]과 같이 상정하였다. 각 

추정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우월한지는 각 방법에 의해 도출된 충격반응함수가 

현실의 현상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였다.  

[표 1] 8가지 추정방법 

 log수준(추세존재) log차분(안정화) 

Y = {Call} 
(방법 1) 

비관측요인수=3 

(방법 2) 

비관측요인수=4 

(방법 5) 

비관측요인수 = 3 

(방법 6) 

비관측요인수 = 4 

Y = {Call, CPI, IIP} 
(방법 3) 

비관측요인수=1 

(방법 4) 

비관측요인수=2 

(방법 7) 

비관측요인수 = 1 

(방법 8) 

비관측요인수 = 2 

 

한편 추정방법은 베이지안 통계기법인 깁스 샘플링(Gibbs Sampling)을 이용하였다. 

동 방법의 구체적인 과정을 언급하기 앞서 추정해야하는 모수행렬이 FAVAR 

모형의 경우 {Λ, Θ, vec(Φ), Ω}로 4개, TVP-FAVAR의 경우 {Λ, 𝑊𝑡 , vec(Φ𝑡), 𝐴𝑡 , Σ𝑡} 로 

5개가 존재한다(vec(∙)는 Lag polynomial의 계수행렬을 열방향으로 붙이는 연산자). 

이때 각 모수마다 특정한 사전분포를 가정한 뒤 모수를 순차적으로 추출하여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하는 과정을 충분히 많이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Bernanke et 

al. (2005)에서 사용한 Multi-move Gibbs Sampling의 기본 아이디어이다(본고의 

경우 10,000번 반복 중 5,000번째 이후의 값을 사용). 동 알고리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2 

 

1) 먼저 각 모수마다 적절한 초기값(starting value)과 사전분포를 정해준다. 

관측식 모수의 초기값은 주로 OLS 추정값으로, 상태식 모수의 초기값은 

0행렬이나 항등행렬로 설정하는게 일반적이며, 비관측요인은 공통요인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사전분포의 경우, 계수행렬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2  자세한 추정 알고리즘은 Kim and Nelson(1999)의 Chapter 8 pp. 194-196, 혹은 CCBS 

Technical Handbook No.4 pp.86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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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고 공분산행렬은 단변수의 경우 역 감마(Inverse Gamma)분포, 

다변수의 경우 역 위샤트(Inverse Wishart)분포를 가정한다. 아울러 분포의 

모수값들은 Bernanke et al. (2005) 및 Korobilis (2013)이 제안한 값을 

따랐다. 

2) 데이터와 요인들을 이용하여 관측식과 상태식의 모수를 업데이트한다. 

관측식의 경우 Bayesian 선형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고 상태식은 

Bayesian VAR 방법을 이용하여 모수를 업데이트한다. 다만 TVP-FAVAR 

모형에서 시변하는 모수들은 Carter and Kohn (1994)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한다.  

3) 2)에 의해 도출된 모수들을 바탕으로 Carter and Kohn 알고리즘을 통해 

요인을 추출한다. 본고에서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위 절차를 

주성분분석으로 간소화한다. 

4) 2)와 3)의 과정을 충분히 반복하면서 모수들과 요인들을 추출하고 각 

모형에 맞게 충격을 식별하여 도출되는 충격반응함수를 매 반복마다 

저장한다. 충격의 식별을 위해 상태식의 공분산 행렬을 촐레스키 분해한 

하삼각행렬을 사용하되, 대각선 성분이 모두 1이 되도록 정규화시킨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 충격의 크기를 1로 고정시킨 상태에서의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 3장 추정결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등 주요 거시변수의 정책금리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의 값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추정모형과 추정방법에 따라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한 뒤, 관측 공통요인과 

정보변수에 대한 5,000회(repetition), 30기(horizon) 이후까지의 충격반응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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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였다. 그리고 30기 중 각 기마다 5,000개의 값 중 중간값 및 (16%, 84%) 

신뢰구간의 값을 그림으로 출력하도록 하였다. 

한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FAVAR 모형의 

추정대상 표본을 이동시키거나 TVP-FAVAR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전체표본에 대한 FAVAR 모형 분석 결과를 제시한 뒤, 금융위기 

전후의 두 표본(2007년 12월 이전, 2009년 7월 이후)에 대한 분석결과를 함께 

출력하여 전체 표본에 대한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TVP-FAVAR 

모형을 추정한 뒤, 결과를 출력하는 시점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전체 표본 대상)과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금융위기 이후)로 

설정하여 각 연도마다 변수내의 시점간 충격반응함수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여기서 연도별 충격반응함수는 월별로 도출한 충격반응함수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마다 30기 이후까지의 충격반응함수 값을 적분한 뒤, 그 값을 

시점의 변화에 따라 제시하여 통화정책 유효성 지표를 만들었다. 참고로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는 특정 horizon 별로 충격반응함수 값을 출력하거나, 모든 변수의 

충격반응함수 적분값을 정책변수 충격반응함수 적분값으로 나누어 정규화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였으나 정규화한 후자의 값이 가장 해석하기 용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3.1 금융위기 전후의 정책 유효성 변화 

먼저 이후의 결과들과 비교될 기준 모형(Baseline Model)으로 3변수 recursive 

VAR 모형을 고려해보자. 김소영 (2009)의 방법을 따라 외생성의 순서를 

산업생산지수(IIP)→소비자물가지수(CPI)→콜금리(CALL) 3 로 설정하고, 안정화를 

                                           
3 Stock and Watson (2001)은 외생성의 순서를 소비자물가지수 → 산업생산지수 → 콜금

리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위 순서를 이용해서도 분석해보았는데, 결과는 기존

과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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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준변수를 로그차분변수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처음 100개 표본(2001년 

2월~2009년 5월)에 대한 팽창적 통화정책의 충격반응함수를 구한 뒤, 각 변수마다 

30기까지의 충격반응함수의 적분값(누적충격반응함수)을 저장한다. 그리고 표본 

수를 100개로 유지한 채 표본의 시작과 끝 시점을 하나씩 뒤로 밀면서, 표본 끝 

시점이 2016년 8월이 될 때까지 진행하는 rolling regression 방법을 적용한다. 그 

값을 표본 끝 시점과 매칭하여 각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그리면 [그림 2]와 같다. 

3변수 recursive VAR의 rolling regression 결과, 산업생산지수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최근 2년간 꾸준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상단을 

보면 금융위기 때의 변동을 제외하면 누적충격반응함수의 크기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말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그림 2]의 하단은 산업생산지수 

와 소비자물가지수의 누적충격반응함수 값을 콜금리의 누적충격반응함수로 나누어 

정규화된 값이다. 이 경우에도 정규화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한 시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몇 개의 표본구간 4
 에 대해서 각 변수마다 95% 

신뢰구간의 충격반응함수를 그려보면 최근에 이자율 상승에 따른 산업생산지수의 

하락폭이 커진 것을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rolling regression 분석의 특성상, 

구조적인 변화의 실현 시점이 실제보다 그림상에서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2015년 초부터 실물부문에 대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고, 유의미한 경우에도 실제나 

이론과 반대로 일어나는 Price Puzzle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국 데이터를 이용한 3변수 recursive VAR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한계이다. 

                                           
4 1구간: 2004년 4월~2012년 7월, 2구간: 2006년 10월~2015년 1월, 3구간: 2008년 7월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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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변수 recursive VAR의 변수별 누적충격반응함수 변화 

  

(a) 1구간(2004년 4월~2012년 7월) 통화정책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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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구간(2006년 10월~2015년 1월) 통화정책 충격반응함수 

  

(c) 3구간(2008년 7월~2016년 10월) 통화정책 충격반응함수 

[그림 3] 표본구간별 충격반응함수 비교 

 

다음으로 FAVAR 모형을 통해 금융위기 전후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자. 위 VAR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전후로의 변화를 

비교해야 하지만, 최근까지의 시계열의 길이가 이전에 비해 짧은 것을 감안하여 

금융위기 전후로 구조적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표 1]의 방법 4에 따라 비관측 공통요인의 수는 2개로 설정하였다. 

충격반응함수를 제시하기에 앞서, 비관측 공통요인이 정보변수의 움직임을 잘 

반영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 따르면 주성분분석에 따른 2개의 비관측 

공통요인이 주요 정보변수의 움직임을 대체로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요인은 산업생산지수 및 경기동행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일치하여 경기흐름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번째 요인은 제조업 자본재 생산지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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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소비재 출하지수와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제조업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요인의 성질은 Korobilis (2013)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전체 표본과 금융위기 전후로 표본을 나누었을 때, 관측 공통요인과 60개 

정보변수의 팽창적 통화정책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는 각각 [그림 4]와 [부록 2]에 

나타나있다. [표 1]의 8가지 모형을 모두 분석해본 결과 Y = {Call, CPI, IIP} 이고 

비관측요인의 수가 2개인 방법 4가 가장 직관과 부합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수준변수를 사용한 방법 1부터 3까지는 방법 4와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안정화변수를 사용한 방법 5부터 8까지는 표본 간 차이가 없고 충격반응함수가 

6개월 이후로는 0으로 수렴하였다.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각 표본별 신뢰구간을 

생략하고 중간값 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4] 금융위기 전후* 및 전체표본 FAVAR 모형 충격반응함수 

* 금융위기 전(pre): 2000년 2월 – 2007년 12월, 금융위기 후(post): 2009년 6월 – 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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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부록 2]에 따르면 전체표본에 비해 금융위기 이후 산업생산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의 충격반응 크기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시 충격반응함수가 hump-shaped 모양으로 추정되는 것은 금융위기 

당시(2008년 1월~2009년 6월)의 급격한 경기변화와 금리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VAR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Prize Puzzle이 

해소되었으며 정보변수들 역시 통화정책에 따른 이론적인 현상이 제시하는 바와 

유사하게 변동한다. 본 절에서는 전체 표본과 금융위기 이후 표본의 추정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에 몇몇 변수들에 대한 충격반응함수의 크기가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산업생산지수의 반응은 전체 표본에 대한 반응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팽창적 통화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반응이 

음수인 것은 최근의 통화팽창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물가 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금융위기 이전에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유의미하지 

않게 추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전체 표본 분석 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정된 것은 

금융위기 기간에 통화정책의 잘 작동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조업(PIMPG, SIMPG) 관련 지표 역시 전반적으로 반응이 

약화되었으나, 금리 지표들(TB1, TB3, TIPS2)의 지속성이 낮은 수준에서 커진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금리 

지표들이 5개월 이내에 가장 크게 떨어지고 그 이후로 빠르게 상승하여 

10개월에서 20개월 사이에 효과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하락폭이 전체 표본에 비해 크진 않지만 지속성이 커져서 30개월까지 

완만하게 상승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금리(Fed Funds) 인하에 따른 효과가 

지속적인 것과 부합하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에 대한 실물경기의 반응은 

약화되었을 지라도, 금융부문 중 채권시장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변해왔다고 해석 

가능하다. 즉, 단기적으로 채권시장 금리는 대외 여건이나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통화정책 변화에 반응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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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편 전체 표본 분석 상에서 채권만기가 단기로 갈수록, 같은 만기에서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효과가 크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걸로 

보아 통화정책이 단기물 국채금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표본을 분할한 FAVAR 모형 분석의 경우 변수들의 충격반응 변화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먼저 정책 유효성의 구조적 

단절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본을 자의적으로 분할했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표본 내에서 급격한 변동이 없는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가 과소추정될 우려가 있다. 특히 시점별로 유효성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매 시점(월)별로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하는 TVP-FAVAR 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3.2 통화정책의 유효성 지표 

다음으로 TVP-FAVAR 모형에 따른 특정 기간의 충격반응함수는 [그림 5] 및 

[부록 3]에 나타나있다. FAVAR 모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림 5]는 관측 

공통요인, [부록 3]은 정보변수들의 충격반응함수이고, 마찬가지로 [표 1]의 방법 

4를 적용하였다. 월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기 때문에 충격반응함수의 값 역시 

월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월별 충격반응함수를 한 그림에 모두 제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같은 연도내에 있는 값끼리 평균을 취하여 연별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체 표본에 대한 결과와 금융위기 이후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의 그림과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의 그림을 나란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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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체표본 및 금융위기 이후 TVP-FAVAR 모형 충격반응함수* 

* 점선은 각각 16%, 84%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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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눈에 띄는 점은 FAVAR 모형의 결과와 반대로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산업생산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의 효과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먼저 산업생산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통화정책 충격에 대하여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더 큰 폭으로 반응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의 반응 역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높아졌고, 통화정책 충격의 지속성 역시 이전에 비해 커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FAVAR 모형에서 나타났던 분할 표본에 대한 Price Puzzle 

현상이 TVP-FAVAR 모형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충격 식별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석방법의 차이 때문에 정보변수의 반응 역시 기존의 

VAR이나 FAVAR 모형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부록 3]의 좌측 그림으로부터 전체 표본에 걸친 통화정책의 반응이 부문별로 

엇갈리고 있지만, 우측 그림은 금융위기 이후 정책에 대한 반응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비스업(IIPSI) 부문을 제외한 

광공업(IIPIP), 건설업(IIPC), 공공행정(IIPPa) 부문 등은 금융위기 이후 정책에 

대한 반응이 상승한 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내에서도 내구소비재 출하지수(SIMPGDC)나 금융보험업(SIAIFI), 

부동산임대업(SIAIRR) 등은 개선되었으나 제조업 출하지수(SIMPG), 소비재 

생산지수(PIMPGC), 전문과학기술(SIAIPST) 등은 악화되는 등 부문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외에도 제조업 가동률(MOR)의 반응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재고율(MIR)은 감소하여 통화정책 충격에 대하여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더욱 많이 돌리고, 경기활성화에 따라 재고율 역시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상품가격(CPIC)이나 서비스물가(CPIS), 

근원물가지수 등은 모두 금융위기 이후 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다. 

금융부문에서도 전체 표본 내 정책의 반응이 크게 변화하여 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채권시장이나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의 유효성이 높게 유지되었다. 

금리지표는 국고채나 통안증권의 단기금리 지표를 중심으로 과거에 비해 

정책변화에 따른 지속성과 반응의 폭이 커졌다. 이는 통화정책의 금리경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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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금리시장보다 단기금리시장에서 잘 전달됨을 시사한다.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통화정책 충격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반응의 

방향이 전환되어 최근에는 반응의 폭이 상승하였다. 주식시장은 과거와 현재 모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화정책의 자산가격경로보다는 대외여건이나 

해외요인에 의해 변동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금리변화에 따라 환율은 상승하지만 

수출총액(EXP)이나 수출금액(EXVALI)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환율경로에 제약요인이 존재함을 뜻한다.  

TVP-FAVAR 모형을 통한 분석은 FAVAR 모형보다 높은 빈도(high 

frequency)의 충격반응함수를 추출하므로 더 세부적인 분석을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충격반응함수를 그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어느 시점에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시점별 

충격반응함수가 가진 정보를 그림이 아닌 숫자로 저장하여 통화정책 유효성과 

연관된 시계열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앞서 월별로 구했던 

통화정책에 대한 개별 정보변수의 충격반응함수를 horizon에 대하여 적분한 값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의 크기라고 가정하여 적분한 값을 시간에 따라 그리면 정책의 

유효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값은 엄밀하게 따지면 

누적충격반응함수이고, 이 경우에도 log수준변수를 사용한다면 누적충격반응함수가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log차분변수를 이용하여 충격반응함수가 수렴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앞선 결과에 따라 log수준변수를 이용하여도 

공통요인의 충격반응함수가 30기 내에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결과 역시 현실의 직관과 더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법 4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부록 4]에 수록하였다. 

누적충격반응함수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현실의 현상을 잘 반영하는 가운데, 

금융위기 전후로 정책유효성이 크게 변동한 후 최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앞서 일부 시점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IIPSI)은 정책 

유효성이 낮아졌으나 광공업(IIPIP)과 건설업(IIPC), 공공행정(IIPPa)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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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이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 부문은 

전반적으로 정책의 전달경로가 다소 제약되지만 내구소비재(SIMPGDC)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책이 잘 전달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대부분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금융과 외환부문 등에서는 모두 정책이 제약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변수가 금융위기 전후로 누적충격반응함수가 크게 변동하였고, 

실물변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위 분석에서 도출한 공통요인의 유효성 변화를 정규화하여 본고의 

목적인 통화정책 유효성 지수를 구성하였다. 통화정책의 누적충격량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위 충격에 따른 공통 요인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누적충격반응함수를 콜금리의 누적충격반응함수 

로 각 시점마다 나눠줘야 한다. 그 결과값은 [그림 6]과 같다. 동 지표는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생산의 변화와 물가의 변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생산지표의 

경우에는 금융위기를 전후로 유효성의 크기가 소폭 감소하여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정규화를 하기전의 분석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충격의 크기를 정규화시킨 경우에는 산업생산의 반응과 콜금리의 반응이 

상쇄되어 유효성의 크기가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도 통화정책의 실물경로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물가지표는 

금융위기를 전후로 급변동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물가의 반응이 유의미하며, 수요측면에 따른 물가의 변화가능성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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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통화정책 유효성 지표(Y/R: 생산지표, P/R: 물가지표) 

 

제 4장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 데이터를 FAVAR 모형과 TVP-FAVAR 모형에 적용하여 

통화정책의 경로별 유효성을 점검하고, 누적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이 통화정책 유효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먼저 3변수 recursive VAR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제시하여 rolling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업생산지수 상승률에 대한 누적충격반응함수 값이 금융위기 이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말부터 급격히 상승하였다. 하지만 위 분석에서 

소비자물가지수의 충격반응함수에 Prize Puzzle 현상이 나타나서 충격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Bernanke et al. (2005)와 

Korobilis (2013)이 각각 제시한 FAVAR 모형과 TVP-FA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FAVAR 모형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저하되었으나 TVP-FAVAR 모형에서는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월별 데이터를 금융위기 전후로 분할한 뒤 각 

표본에 대한 FAVAR 모형 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후 실물변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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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반응함수가 전체 표본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한편 금리 지표의 경우 전체 

표본에 비해 충격의 지속성이 낮은 수준에서 커진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아울러 

TVP-FAVAR 모형 결과 도출된 월별 충격반응함수를 같은 연도에 속한 값끼리 

평균내서 일부 시점에 대해 충격반응함수를 도시한 결과, 금융위기 당시 

악화되었던 충격에 대한 반응이 최근 개선되면서 대부분의 변수에서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충격반응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모형 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분석방법의 차이일수도 있고, 모든 충격반응 결과 중 일부만을 제시함에 따른 

선택편의 문제일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TVP-FAVAR 모형의 충격반응함수를 

누적한 계열을 이용하여 통화정책 유효성 지표를 제시하였다. 앞서 도출한 

공통요인의 30기 누적충격반응함수를 구한 뒤 콜금리의 누적충격반응함수로 

정규화하여 생산과 물가가 통화정책충격에 반응하는 계열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생산지표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시기에 정책의 유효성이 소폭 하락한 이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에 언급한 

충격반응분석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아울러 물가지표는 금융위기를 전후로 

급변동한 뒤에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즉 수요측면의 물가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는 국내외 연구들 가운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지표화하여 제시한 논고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고의 

분석방법이 구조모형을 이용하지 않는 분석이기 때문에 충격반응분석 시 story-

telling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즉, 충격반응의 변화가 어떠한 원인에 

기인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 향후 연구로 위 통화정책 유효성 지표와 

가계부채, 대외 불확실성(e.g. Bloom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 

세계경제활동지수(e.g. Baltic Dry Index) 등의 변동요인에 대한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한 역사적 충격분해를 이용하여 어떠한 요인이 유효성 지표의 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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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데이터 목록 

추정을 위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2000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계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수에 대해서는 

ECOS에서 제공되는 계절조정 후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표기단위가 큰 변수에 

대해서는 2010=100을 기준으로 변환하였다. 변환코드의 경우 Stock and 

Watson(2002)의 전통을 따라 1: 변환 없음(수준변수), 4: log 변환, 5: log차분 

변환으로 표기하였다. Slow 코드는 slow-moving 변수가 1이고, fast-moving 

변수가 0이다. 아울러 관측요인 𝑌𝑡
′ = [𝑧𝑡

′, 𝑟𝑡
′] 로는 (1)전산업 생산지수 (총지수, 

농림어업제외, 계절조정), (29)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 (60) 무담보콜금리 (L =

2의 경우), 혹은 (60) 무담보콜금리 (L = 0의 경우) 만을 택하였다.  

# 변수명(한글) 변수 영문코드 변환 SLOW 

실물경기 및 산업 관련 

1 전산업 생산지수 (총지수, 농림어업제외, 계절조정) IIP 4 or 5 1 

2 전산업 생산지수 (광공업, 계절조정) IIPIP 4 or 5 1 

3 전산업 생산지수 (건설업, 계절조정) IIPC 4 or 5 1 

4 전산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계절조정) IIPSI 4 or 5 1 

5 전산업 생산지수 (공공행정, 계절조정) IIPPa 4 or 5 1 

6 설비투자지수 (계절조정) TEI 4 or 5 1 

7 경기종합지수 (선행) LCI 4 or 5 0 

8 경기종합지수 (동행) CCI 4 or 5 0 

9 제조업 생산지수 (총지수, 계절조정) PIMPG 4 or 5 1 

10 제조업 생산지수 (자본재, 계절조정) PIMPGK 4 or 5 1 

11 제조업 생산지수 (소비재, 계절조정) PIMPGC 4 or 5 1 

12 제조업 생산지수 (출하, 총지수, 계절조정) SIMPG 4 or 5 0 

13 제조업 생산지수 (출하, 자본재, 계절조정) SIMPGK 4 or 5 0 

14 제조업 생산지수 (출하, 중간재, 계절조정) SIMPGM 4 or 5 0 

15 제조업 생산지수 (출하, 내구소비재, 계절조정) SIMPGDC 4 or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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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조업 생산지수 (출하, 비내구소비재, 계절조정) SIMPGNDC 4 or 5 0 

17 제조업 평균가동률 MOR 4 or 5 0 

18 제조업 재고율지수 MIP 4 or 5 0 

19 기계수주액 (2010=100) VMOR 4 or 5 0 

20 국내건설수주액 (2010=100) VDCOR 4 or 5 0 

21 서비스업 생산지수 (도소매업, 계절조정) SIAIWR 4 or 5 0 

22 서비스업 생산지수 (금융보험업, 계절조정) SIAIFI 4 or 5 0 

23 서비스업 생산지수 (부동산임대업, 계절조정) SIAIRR 4 or 5 0 

24 서비스업 생산지수 (전문과학기술, 계절조정) SIAIPST 4 or 5 0 

25 소매판매액지수 (계절조정) SIRBTSA 4 or 5 1 

26 취업자 (계절조정, 2010=100) EP 4 or 5 1 

27 실업률 (계절조정) UR 1 1 

28 고용률 (계절조정) ER 1 1 

물가 관련 

29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 CPI 4 or 5 1 

30 소비자물가지수 (상품) CPIC 4 or 5 1 

31 소비자물가지수 (서비스) CPIS 4 or 5 1 

32 소비자물가지수 (농산물·석유류 제외) CPICOREK 4 or 5 1 

33 소비자물가지수 (식료품·에너지 제외) CPICOREO 4 or 5 1 

34 국내공급물가지수 (원재료) DSPIR 4 or 5 1 

35 국내공급물가지수 (중간재) DSPII 4 or 5 1 

36 국내공급물가지수 (최종재) DSPIF 4 or 5 1 

37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PPI 4 or 5 1 

38 수입물가지수 (총지수) IPI 4 or 5 0 

39 KB 주택매매가격지수  HPPI 4 or 5 0 

40 KB 주택전세가격지수 ChPI 4 or 5 0 

금융 및 통화 관련 

41 M1 (평잔) 증감률 M1 1 0 

42 Lf (평잔) 증감률 Lf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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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종합주가지수 (1980=100) KOSPI 4 or 5 0 

44 CD 유통수익률 (91일물) CD 1 0 

45 CP 유통수익률 (91일물) CP 1 0 

46 국고채 수익률 (1년물) TB1 1 0 

47 국고채 수익률 (3년물) TB3 1 0 

48 국고채 수익률 (5년물) TB5 1 0 

49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1년물) TIPS1 1 0 

50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2년물) TIPS2 1 0 

51 회사채 수익률 (장외3년물, AA-) CB 1 0 

환율 및 수출 관련 

52 수출총액 (2010=100) EXP 4 or 5 0 

53 수출금액지수 (총지수) EXVALI 4 or 5 0 

54 수출금액지수 (공산품) EXVALIM 4 or 5 0 

55 수출물량지수 (총지수) EXVOLI 4 or 5 0 

56 수출물량지수 (공산품) EXVOLIM 4 or 5 0 

57 원/달러 환율 (종가 기준) EXR1 4 or 5 0 

58 원/엔 환율 (종가 기준) EXR2 4 or 5 0 

59 원/유로 환율 (종가 기준) EXR3 4 or 5 0 

60 무담보콜금리 UC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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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시점별* FAVAR 모형 충격반응함수 

* 전체표본: 2002년 2월 ~ 2016년 8월,  

금융위기 전(pre): 2000년 2월 ~ 2007년 12월,  

금융위기 후(post): 2009년 6월 ~ 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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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시점별* TVP-FAVAR 모형 충격반응함수 

* 좌: 전체표본(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우: 금융위기 이후(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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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관측 공통요인 및 정보변수별 통화정책 유효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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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valuates the dynamics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 within Korean economy from using monthly data limited to the 

period after adopting inflation targeting. The research is comprised of two 

parts. First, by applying Factor Augmented Vector Autoregression (FAVAR) 

model, the paper reveals that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 has 

weakened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has differentiated effects on each 

real and financial sector. Next, the paper analyses the dynamics of monetary 

policy through Time Varying Parameter FAVAR (TVP-FAVAR) model, which 

has still significant effectiveness even though it has been decreased after 

crisis. This research concludes with deriving index of monetary policy 

effectiveness by using cumulative impulse responses of TVP-FAV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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