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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정보처리 능력의 유한성을 반영한

뉴케인지언 모형과 합리적 기대 가설을 부여한 전형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을 비교 분석한다. 정보경직성을 연구한 지금까지의 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연구가 주로 필립스 곡선 도출에 정보 경직성을

반영했다면, 여기에서는 총수요 곡선에도 정보경직성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총수요 곡선에 정보경직성이 반영되면

합리적 기대 가설의 모형과 비교하여 미래 시점의 상황에 부과되는

가중치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통화정책의 실물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속성이 높은 통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경직성이 높을수록 실물 효과는 더욱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주요어 : 정보경직성, 합리적 부주의, 뉴케인지언 모형

학   번 : 2016-2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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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합리적 기대 가설은 널리 알려진 기대 형성 메커니즘이지만

현실에서는 합리적 기대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현실 경제에서 소비자와 기업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지만 정보처리

능력의 유한성으로 인해 모든 가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 결과 소비자와 기업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정보의 양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경직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합리적 기대 가설의 대안으로 정보경직성의 문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필립스 곡선의 도출에서 정보 경직성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정보 경직성의 문제는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필립스 곡선의 도출에만 정보 경직성의 문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보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총수요

곡선에서도 정보 경직성의 문제가 반영된 일반균형 거시모형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정보 경직성 문제의 내생성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정보 경직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정보처리능력의 유한성이라고 강조한다.

내생적 정보 경직성의 모형에서는 정보처리능력의 유한성이 있지만

어떠한 정보를, 어느 정도의 크기를 업데이트 할 것인가를 소비자와

기업이 최적화의 결과로 선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에 외생적 정보

경직성의 모형에서는 통상 정보 업데이트의 여부가 의사 결정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거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습득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내생적 정보 경직성의 모형은 실제 경제 생활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처한 정보 업데이트 과정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형태의 DSGE 모형을 구성하고 총수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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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충격, 이자율 충격의 세 가지 충격이 존재한다고 설정한다. DSGE 

모형은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의 약자로 수요, 공급, 

통화 정책 세 가지 주체를 모두 반영한 일반 균형 모형이다. 이 모형을

가정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제 주체의 행동과 경제에 존재하는

정책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반균형을 달성하고, 확률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 때 정보 경직성의 정도, 외생 변수의 지속성과 이자율 탄력성, 

그리고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에 변화를 주면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의 반응을 충격반응함수와 누적 충격반응계수 두

가지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내생적 정보 경직성을 반영한 최초의 DSGE 

모형분석이다. 이것의 가장 큰 공헌은 정보 경직성을 부여한 모형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실물 변수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 가설의 모형이 성립하는 경우와 달리, 정보

경직성이 존재하는 모형에서는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점진적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가격 조정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통화 정책이 발생했을 때 생산 갭과 같은 실물 변수의

효과가 감소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 경직성 모형은 현실 설명력이

있으며,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합리적 기대 가설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존

연구들을 소개한다. 우선 첫 번째로 외생적 정보경직성을 고려한 모형을

다루는 논문들을 정리한다. 다음으로는 정보경직성을 내생적으로 접근한

합리적 부주의 이론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해 알아본다. 3절에서는

Woodford(2012)를 응용하여 IS 곡선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4절에서는 총수요 곡선을 사용하여 DSGE 모형을 구성한 후 충격이

발생했을 시에 관심 변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후속 연구를 언급하면서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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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 연구

경제 주체는 미디어와 같은 매체를 통해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소비자나 기업은 각각의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미래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때 획득한 정보를 미래 상황

판단에 모두 활용하지 않는 경우 정보 경직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정보

경직성을 설명하는 크게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외생적 정보 경직성 모형, 다른 하나는 내생적 정보 경직성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외생적 정보 경직성 모형은 전체 기업 가운데 일정 비율의

기업에서 정보 경직성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반면, 내생적 정보 경직성

모형은 정보 경직성 정도를 최적화 문제의 결과로 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내생적 정보 경직성 모형에서는 정보 처리 용량의

유한성을 제약으로 두고 최적화 문제를 풀어 최적의 정보 경직성 정도를

구할 수 있다.

제 1 절 외생적 정보경직성을 고려한 거시경제모형

외생적 정보경직성을 고려한 거시경제모형을 다루는 연구들은 기업

의 정보경직성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 경직

성의 정도는 의사 결정자가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주기로 정의된다. 

[Khan and Zhu](2006)는 미국의 데이터로 실증분석한 결과 정보 경직

성이 짧게는 3분기에서 길게는 7분기 이상 지속된다는 것을 밝혔다. 또

한 [Dopke](2008)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데이터로 동일한

분석을 하여 독일, 프랑스, 영국이 일 년에 한 번, 이탈리아는 6개월에

한 번 꼴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고 설명했다. [Caetano](2012)는 브라

질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NLLS 를 한 결과 브라질 기업은 평균적으

로 가격에 대한 정보를 5분기에 한 번 꼴로 업데이트한다는 사실을 밝

혔다. [Carrera](2014)는 12개국 OECD 국가의 분기별 자료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가진 국가일수록 정

보 경직성 정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정보의 경직성에 대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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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매 시점마다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의사결정자의 비중으로 정의할

수 있다.[Carroll](2003)의 논문에서 미디어를 통한 정보 확산을 연구

한 이후 미국과 유럽, 남미 등 각국의 기업 정보업데이트 비율을 추정하

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들은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어

경제에 대한 예측 업데이트 속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정보 경

직성의 원인을 경직적인 정보 업데이트 때문이라고 보는 이론과 노이즈

때문이라고 보는 이론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여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

진다. [Dovern, Fritsche, Loungani, Tamirisa](2014)는 실질 GDP 성

장률에 관한 예측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Mankiw, Reis의 정보경직성

모델보다 Woodford, Sims의 합리적 부주의 모형으로 현실을 더 잘 설

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arratt, Lee, Shields](2016)은 경

제가 경기 순환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경제 주체의 정

보사용이 달라진다고 하며 noisy information 모형이 데이터를 잘 맞추

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기존 연구 결과들의 내용은 <표-1>

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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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보처리의 유한성과 내생적 정보경직성을 고려

한 거시경제모형

합리적 부주의 이론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Sims(2003), 

Woodford(2009,2012), Mackowiak, Wiederholt(2009), Caplin, 

Dean(2013,2015), Gabaix(2016)등이 있다. 

[Sims](2003)은 경제 주체가 정보 처리 용량의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동태적 최적화 문제에서 신호 추출이나 조정 비용

문제와 같은 하나의 제약으로 간주된다고 보았다. 정보처리용량에 대한

제약으로 경제 주체는 정해진 주의(attention)을 적절히 할당하여

행동을 결정하는데, 이 때 주의의 한계 비용이 낮을 수록, 더 많은

주의가 할당되고 최적 행동의 분산이 클수록 더 많은 주의가 할당된다고

하였다. 

[Woodford] (2009)에서도 정보 제약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Sims의 합리적 부주의 가설을 기업의 가격 정책 검토에 적용하여 정보

한 단위를 얻을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며 주어진 비용 하에서 최적의

정보량을 결정하는 문제를 풀게 된다. [Woodford] (2012)은 정보 처리

용량의 유한성 제약이 있을 때, 평균적으로 경제 주체가 인지하는 것은

정확하다는 평가 오류 이론을 주장했다. 경제 주체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 대신 주관적인 인지(subjective perception)에 기반을 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은 확률적으로 이루어진다.

[Mackowiak Wiederholt] (2009)는 합리적 부주의 모형을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에 적용하였다. 그는 독점적 경쟁 시장 하에서 기업은

정보 처리능력 제약이 있으므로, 외생적 충격이 있을 때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주어진 주의를 보다 중요한 충격에

할당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각자의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충격에 더 많은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Caplin, Dean] (2013)는 상호정보 비용을 수반한 합리적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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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풀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정책 결정자의 시그널

선택을 여러 상황에 대한 사후적 분포를 사용하여 해를 구한다. 

그는 ’Invariant Likelihood Ratio’라는 개념으로 사후적 믿음의

불변성을 보여준다. 또한 논문에서 실제로 확률적 선택을 하고 보수를

받는 모의 실험을 통해 경제 주체가 합리적 부주의 모형에서 예견하는

것보다 반응을 보이지 않음(less responsive)을 밝혔다.

[Gabaix](2016)는 경제주체가 근시안적(myopic)이라는 가정

하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그는

주의(attention)을 � 이라는 변수로 표현하여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미래를 완전히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을 반영했다. 행동적 고려를 반영한

뉴케인지언 모델을 구성하여 제한적 합리성이 존재할 때는 ZLB 

상황에서도 기존의 합리적 기대 가설 하에서 만큼 경제가 침체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제 3 장 모    형

이 장에서는 분석을 위해 필요한 IS 곡선을 도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제 뉴스의 발표를 미디어 시그널이라고 보고, 시그널을 받아서

정보 처리하는 소비자의 상황을 가정하였다. 소비자의 정보처리능력이

유한하다는 제약 하에서 시그널과 실제 값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IS 곡선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식을 얻는다. 

이러한 작업은 이산적인 시그널과 연속적 시그널 모두에 대해 적용되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IS 곡선 식을 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도출한

IS 곡선을 가지고 DSGE 모형을 구성하고, 총수요 충격이 존재할 때

생산 갭과 인플레이션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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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보 경직성 모형

[Yun](2017) 의 Economics of Persuasion을 참고하여 IS 곡선을

도출한다. IS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기대함수가 필요하고, 

소비자의 기대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확률 예측함수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필요한 식들을 설명하도록 한다. 본격적인 식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내생적 정보 경직성 모형의 주요 가정을 소개한다. 

우선, 소비자는 정보 처리 용량 제약이 있다. 또한 소비자는 기대 형성

과정에서 미디어에 의존한다. 미디어에서 발표하는 경제 예측을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소비자가 받는 시그널은 이산형 시그널이다. 

확률 예측함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 와 �� 두 가지다. 

먼저 �� 는 미래 시점에서의 생산 갭에 대한 합리적 기대 하에 형성된

기댓값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정보처리능력이 유한하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 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미디어의 경제 예측 기사를

보고 �� 에 각자의 값을 형성하게 된다. 간단한 예를 통해 이 상황을

부연 설명한다. 경제 예측 전문가가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결정하면, 소비자는 미디어를 통해 전문가의 예측을 접하게 된다. 경제

예측 전문가는 다음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 ’중립적인 상황’, ’긍정적인 상황’ 의 세 가지 상황으로

발표한다. 경제 예측 전문가가 예상하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응되는

수치 값을 ��� , ’중립적인 상황’에 대응되는 수치 값을 ��� ,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상황’에 대응되는 수치 값을 ��� 라고 한다. 

이로써 알 수 있듯, �� 은 경제 예측 전문가가 예측하는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응되는 수치 값이다. 이제 ��와 ��를 가지고 확률 예측함수를

구할 수 있다. 

확률 예측함수는 실제 미래 시점에서의 기대 값이 특정 값을 가질

때, 경제 예측 전문가가 발표하는 예측에 대응되는 수치 값이 나올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 확률 예측함수는 미디어가 발표하는 각 경제

상황에 대응되는 수치 값과 실제 값 간의 관계를 규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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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실제 값이 � = 1일 때, ��� , ��� ,��� 이 실현되는 확률은 확률

예측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로 다음 기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을 때, 미디어에서 전문가가 다음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확률은 �(���|� = 1)이 된다. (이 때 � = 1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가정) 

확률 예측함수 가운데 다음의 최적화 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최적

확률 예측함수로 정의한다. 

� 	
�

���
�(���|�)(� − ���)

� + �(�)� 	
�

���
�(���|�)���

�(���|�)

�(���)
− �(�)(� 	

�

���
�(���|�) − 1)

위의 식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부분은 실제 값과 미디어가

발표하는 수치 값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평균제곱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즉 �[(� − ���)
�] 를 최소화하는 �(���|�) 를 구하는 것이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차례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은 관련된 제약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확률 예측함수와

미디어 발표의 수치 값의 비조건부 확률 간의 상대 엔트로피 크기에

대한 제약을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 부분은 확률 예측함수의 합은 모든

실제 값에 대하여 항상 1이 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나타낸다. �(�)는

사전적 분포이자 상대 엔트로피 크기에 대한 제약의 라그랑지 승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상대 엔트로피란 실제 엔트로피를 최대 엔트로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여기서는 �(���|�) 와 �(���) 값 사이의 상대

엔트로피가 사용되었다. 마지막 부분은 �(���|�)의 합이 1이라는 제약을

보여준다. 

위의 식을 �(���|�)에 대해 풀면, 

(� − ���)
� + �(�)(1 + ���

�(���|�)

�(���)
− �(�) = 0

�(�)만 남기고 나머지 식을 넘긴 후, 최적화 식의 �(�)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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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한다. 최적화 식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이 소거되고 남는 것은

(� − ���)
� − �(�)∑ 	�

��� �(���|� + �(�)���
�(���|�)

�(���)
이 된다. 

�(���|�) 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넘긴 후에 로그를 없애면 원하는

해를 얻을 수 있다. 

�(���|�) =
�(��)���(��(�)

��(�����)
�)

∑ 	�
��� �(��)���(��(�)

��(�����)
�)

이렇게 구한 확률 예측함수를 이용하여 소비자 기대함수를

구해보자. 소비자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미래

시점에서의 생산갭에 대한 기대는 미디어에서 발표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 기대 값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소비자 기대함수는 소비자가

미디어에서 발표한 미래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의 수치 값을 사용하여

형성한 기대를 의미한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구한 �(���|�) 를 소비자 기대 함수 식에

대입하면 소비자 기대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IS 곡선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적 확률 예측함수 모형을 IS 곡선에 적용한다. 앞에서 도출한

소비자의 기대함수를 IS 곡선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IS 곡선 식이

된다. 

��=���[����]-�(�� − ��[����] − ��)

Woodford(2012)에서는 최적 확률 예측함수가 비선형함수로

나타나지만 여기에서 구하는 모형은 선형 모형으로 최적 확률

예측함수의 기울기 � 를 IS 곡선에 적용하면, 소비자의 기대함수가

���[����]의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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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미디어의 시그널이 ���, ���,��� 로 이산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미디어의 시그널을 연속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가정한다. 미디어의

시그널 ��는 서로 독립인 두 개의 확률 변수 �와 �의 합으로 정의한다.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 분포를, �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시그널이 연속적인 경우에도 이산적 시그널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기대함수를 구할 수 있다. 소비자 기대함수는 다음과

같이 시그널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과 조건부 분포로 구할 수 있다. 

�(�) =∫ 	�[�|��]�(��|�)���

조건부 기대값 �[�|��] = ��� 과 조건부 분포

�(��|�) =
�

√���
���(−

(����)�

��� ) 를 기대 함수 식에 대입한다. 계산한 결과

소비자의 기대 함수 �(�)=��를 구할 수 있다. 

미디어 시그널 ��이 이산적인 경우와 연속적인 경우를 모두 1차

선형 근사 모형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IS 곡선이 도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IS 곡선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 ��[����] − ��)

제 2 절 내생적 정보경직성을 고려한 DSGE 모형

앞에서 구한 IS 곡선을 이용하여 간단한 DSGE 모형을 구성한다. 

처음에 설명한 것과 같이 DSGE 모형이 성립하려면 수요와 공급, 

그리고 통화 정책의 세 가지 식이 모두 존재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IS 

곡선 식이 수요, 필립스 곡선 식이 공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일러

준칙이 통화 정책에 해당된다. 이들 식은 공통된 변수를 가지고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총수요 곡선 식에는 명목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포함되어, 필립스 곡선 식의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이자율 준칙의 명목 이자율에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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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곡선 식에도 생산갭이 포함되어 있고, 이자율 준칙에는

인플레이션율과 생산갭이 모두 포함되어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 = ���[����] − �(�� − ��[���� − ��]) + ��         (1)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번째 식이 총수요 곡선 식에

해당된다. 생산갭은 미래 시점에서의 생산갭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받고, 

그 정도는 �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값이 크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크게 반영하는 것이고, 반대로 값이 작으면 현재 생산갭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실질 이자율 갭이 작을수록 생산갭은 커진다. �� 는 총수요 충격을

나타낸다. 총수요 충격의 기간간 변화는 다음과 같은 AR(1) 

확률과정으로 표시된다. 

���� = ���� + ��,���

다음은 뉴케인지언 필립스 곡선이다. 인플레이션율 역시 미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생산갭 역시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생산갭이 클수록 같은 기의

인플레이션율도 함께 증가한다. ��는 공급 충격을 의미한다. 

�� = ���[����] + ��� + ��                        (2)

또한 공급 충격의 기간 간 변화는 다음과 같이 AR(1) 확률

과정으로 표시된다. 

���� = ���� + ��,���

마지막은 통화정책에 해당되는 이자율 준칙 식이다.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율과 생산갭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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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화 충격을 가리킨다. 

�� = ���� + ���� + �� (3)

또한 통화 충격의 기간 간 변화는 다음과 같이 AR(1)의 확률

과정으로 표시된다. 

���� = ���� + ��,���

제 3 절 정보경직성의 크기와 외생변수의 경제적 효과

앞의 (1) 식에서 � 값으로 나타나는 정보 경직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자. 

�� = −�(�� − �� − ��[����]) + ��                         (4)

위의 식은 �=0 일 때의 합리적 기대 가설 하에서의 IS 곡선으로, 이는

단기 실질 이자율 갭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IS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미래 시점의 생산갭에 대한 기대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단기 실질

이자율 갭이 생산갭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된다.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는 경제 주체의 행동을 설명하는 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인

경우는 장기 실질 이자율 갭에 의존하는 합리적 기대 가설 하의

뉴케인지언 IS 곡선을 나타낸다. 이는 소비자가 미래 생산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현재 생산갭에 완전히 반영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 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는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하면, 미래 이자율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과 합리적 기대 사이의 절충된 형태의 IS 곡선이 된다.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IS 식을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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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식을 전개하여 더해주면 첫 번째 식 우변의

��[����]과 두 번째 식의 좌변의 ��[����]이 소거되고, 같은 방식으로

이후의 ��[����], ��[����] 이 차례로 소거된다. 이렇게 하여 나온 식들을

연립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 = -� ∑ 	�
��� ��[���� − ���� − ������] + ∑ 	�

��� ��[����]

총수요 충격은 다음과 같이 AR(1)의 과정을 따른다. 

���� = ���� + ��,���

이 식에서 �� 는 1보다 작은 양수이고 ��,��� 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를 나타낸다. 총수요 충격의 식을 총수요함수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제 �가 0과 1 사이의 어떤 값이라고 일반화한다. 식을 전개할 때

��[����] 대신 ���[����] 을 사용한다.이후의 ��[����], ��[����] 에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를 곱해준다. 식들을 전개하여 더해주면 다음과 같이

�가 고려된 식으로 정리된다. 

�� = -� ∑ 	�
��� �

���[���� − ���� − ������] + ∑ 	�
��� �

���[����]

앞에서 와 같이 총수요 충격의 식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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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 = 0의 가정을 모형에 부과한다. 

위의 식에서 � 가 있는 첫 번째 부분이 사라지면 (
�

�����
)��만 남게 된다. 

�� = (
�

�����
)�� 로, 생산갭은 외생변수의 지속성인 �와 정보 경직성의

척도인 � , 그리고 총수요 충격인 �� 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산갭이 이렇게 결정되면 인플레이션율 역시 필립스

곡선 식에 �� 대신 (
�

�����
)��를 대입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정리하면 연립 방정식을 통해 구한 모형의 해는 � = 0일 때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생산 갭에 대한 균형 해는 다음과 같다. 

�� = (
�

�����
)��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균형해는 다음과 같다. 

�� = (
�

1 − ���
)(

��
1 − ���

)

이 식을 보면 정보 경직성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즉 �값이 작을수록

총수요 충격의 생산효과가 감소함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가 ��에

미치는 영향은 �값이 작을수록 �� 앞의 계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정보 경직성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분모가 커지고

계수가 작아져 결국 총수요 충격의 물가 상승효과가 감소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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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DSGE 모형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식을 이용하여 충격이

발생한 경우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는 작업을 해본다. 기본적인 식은 앞

절에서 구한 총수요 곡선 식, 필립스 곡선 식, 그리고 이자율 준칙 의

세 가지 식이다. 

Dynare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앞 절의 세 가지

식을 입력한 뒤, 충격에 대한 관심 변수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내생

변수는 [x, �, i, n, g, u, v] 의 일곱 가지이다. 여기서 g, u, v 는 각각

총수요 충격, 공급 충격, 통화 충격에 해당하는 변수들이다. 또한 모수의

값은 <표-2>에 나타난 값으로 정해주었다. � 는 뉴케인지언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로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미국의 필립스 곡선 기울기

추정 결과를 보면 0.05 내외임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 상승했던

시기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0.05 정도라고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값은 현실적으로 0과 1사이의 어떤 값이라고 보고 중간 값인

0.5로 설정했다.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변수는 정보 경직성 정도를

나타내는 �이므로 이 값은 0.5 외에 0과 1일 때도 나누어서 살펴본다. 

이자율 탄력성을 나타내는 �값은 보통 1에서 2 사이의 값을 선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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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이자율 탄력성이 보다 큰 경우를 가정하고 4라고

설정하였다. �� 와 �� 는 각각 인플레이션 가중치와 성장률 가중치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테일러의 1993년 논문을 참고하여 1.5와 0.5로

정해주었다. 

제 1 절 외생변수의 지속성과 충격의 거시경제적 효과

충격의 지속성의 효과를 보기 위해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에 총수요

충격, 공급 충격, 통화 충격이 가해졌을 때의 반응을 살펴본다. 위 <그림

1>에서 � 는 각 충격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된다. � 값을

0으로 두면, 0기에 발생한 충격이 다음 기인 1기에는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1기가 되는 순간 충격이 발생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간다. 충격의 종류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총수요 곡선 식에서 알 수

있듯 �� 로 인해 생산갭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인플레이션율은 생산갭이 변함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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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총수요 곡선이 발생할 경우 생산갭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보다 크다. 

구체적으로는 � 값이 0일 때, 생산갭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의 15배가 넘는다. 이는 생산갭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생산갭의 계수인 �

값이 0.05로 다소 작기 때문이다.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총수요 충격과 생산갭의 상관계수는 외생변수의 지속성 정도에 관계없이

총수요 충격과 인플레이션율의 상관계수에 비해 크다. 하지만 � 값이

0.95로 지속성이 높은 경우에는 생산갭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보다 크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격의 영향이 감소하는 속도는 두 변수에 대해

비슷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이 근소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급 충격이 있는 경우 필립스 곡선 식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한다.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명목 이자율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를 총수요 곡선 식에 대입하면 생산 갭이 감소한다. 따라서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

방향이다. 필립스 곡선에 따라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인플레이션율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 생산갭은 간접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충격의 효과는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충격의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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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비해 생산갭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공급 충격과 인플레이션율의 상관계수가 공급충격과 생산갭과의

상관계수에 비해 더 큰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그 이유는

이자율 준칙 식에서 인플레이션율의 계수가 1보다 크게 설정되어

인플레이션율의 변화가 명목 이자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외생변수의 지속성이

증가하더라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 값이 증가하면 두 상관계수 간의

차이가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통화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자율 준칙 식에 따라 명목

이자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갭은 감소한다. 생산갭의 감소는

필립스 곡선 식에 의해 인플레이션율의 감소로 이어진다. 생산갭은

인플레이션율에 비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충격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 값이 0인 경우 충격 발생 시 생산갭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보다 열 배 이상 크게

나타난다. 통화 충격이 발생했을 때의 변수 간 상관계수는 다른 충격이

발생했을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통화 충격과 생산갭 사이의

상관계수는 지속성이 커짐에 따라 줄어들고, 통화 충격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는 증가한다. 

충격반응함수 외에 누적 충격반응계수를 확인하는 것도 변수의

반응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표-3>에서는 앞에서 다룬 모형의

충격 직후부터 20기 까지의 충격 반응 계수를 합한 값을 표시하였다. 

외생변수의 지속성이 높은 것( �=0.95)과 낮은 것( �=0)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정보 경직성 정도인 �값의 크기에 따라 나누었다. 각각의

경우에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의 누적 반응계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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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확인하였다. 정보 경직성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 그리고 충격의

지속성이 변함에 따라 누적 충격반응계수는 <표-3>과 같이 나타났다. 

외생변수의 지속성이 0인 경우에는 정보 경직성 정도가 바뀌어도

누적 충격반응계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 기부터 충격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 경직성의

정도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충격반응함수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총수요 충격과 통화 충격 발생 시

생산갭의 누적충격반응계수가 인플레이션율의 누적충격반응계수에 비해

크다. 공급 충격은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성이 낮을 때는 누적 반응계수 값이 크게

차이나는 반면, 지속성이 높을 때는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의 누적 반응

계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총수요 충격에서와

마찬가지로 필립스 곡선에서 생산갭의 계수가 0.05로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4>는 충격의 지속성에 따른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지속성이 전혀 없을 때는 정보 경직성

정도가 바뀌어도 각 변수의 변동성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충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정보 경직성 정도가 낮을수록( � 값이 클수록) 

생산갭의 변동성은 커지는 반면,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성은 줄어든다. 

따라서 정보 경직성 정도가 낮아질 수록 통화 충격 하에서

인플레이션율의 누적 반응계수가 커졌지만, 변동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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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보경직성과 외생변수의 거시경제적 효과

<그림2>에는 정보경직성 정도에 따라 각 충격에 대한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의 반응이 충격반응 함수로 나타나있다. 소비자의 정보

경직성 정도를 나타내는 �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값이 0인 경우는 소비자의 미래 생산갭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 생산

갭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 가 1에서부터

0으로 감소할 수록 미래 생산 갭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근시안적인

소비자가 된다. � 값이 0인 경우에는 충격의 효과가 천천히 감소하고, �

값이 커질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격의 효과가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 

또한 �값이 0 혹은 0.5 일 때는 명목 이자율의 변동성이 가장 크고, 

인플레이션율과 생산갭이 차례로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값이 1이 되면

생산갭의 변동성이 가장 크고, 인플레이션율, 명목이자율 순으로

변동성이 크다. 정보 경직성 정도가 극히 낮은 경제에서는 변수의

변동성이 생산갭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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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명목 이자율의 변동성이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을 때, � 값이 클

수록 최초 충격 발생 시 충격의 크기가 크고, 충격의 효과는 생산 갭에

미치는 크기가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크기에 비해 더 크다. 또한 �

값에 증가함에 따라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의 반응 크기가 더 커지는데, 

이 때 증가 폭은 생산갭이 인플레이션율에 비해 더 크다.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을 때, 경제가 보다 정보 경직적이면 생산갭이나 인플레이션율의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것이다. �값이 0인 경우와 1인

경우를 극단적으로 비교해보면 총수요 충격과 인플레이션율, 총수요

충격과 명목이자율의 상관계수 모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 충격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 값이 클수록 충격의 크기가

크며, � 값이 클수록 충격의 효과가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또한, 

생산갭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더

크다. � 값이 변함에 따라 생산 갭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 비해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인다. 

즉, 인플레이션율의 경우 � 값이 0일 때와 1일 때의 충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생산 갭의 경우는 � 값이 0일 때와 1일 때

충격의 크기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이는 총수요 충격이 있을 때와

유사하다.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 값이 증가할수록 공급

충격과 인플레이션율, 공급충격과 명목 이자율의 상관계수는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통화충격이 발생했을 때, � 값이 클수록 충격의 크기가

크고 빠른 속도로 충격의 영향이 감소한다. 또한 생산갭에 미치는

영향이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비해 근소하게 크다. 미래

생산갭에 대한 기대를 많이 고려하는 경우에는 금 기에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미래 시점과 연결되는 반면 근시안적인 소비자는 충격에

직면했을 때 미래 시점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충격에 대한 반응이 작게

나타난다. 실제로 통화 정책을 실시했을 때, 정보 경직성 정도가

낮으면(� 값이 크면) 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을 예상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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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총수요 곡선이 존재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 경직성 정도가 낮아질수록 통화 충격과 인플레이션율, 통화 충격과

명목 이자율의 상관계수가 증가한다. 

제 3 절 이자율 탄력성과 외생변수의 거시경제적 효과

<그림3>은 이자율 탄력성과 각 충격의 효과 간 관계를 변수의

충격반응함수로 보여주고 있다. � 값은 이자율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0, 1, 4로 값을 달리하면서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총수요 충격이 있는 경우 � 값이 크면 충격의

효과가 상쇄되어 충격의 크기가 작아진다. 생산 갭에 미치는 영향은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그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앞에서와 동일한 원리로 수요 충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생산갭이

영향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해보면 이자율 탄력성이 커질수록 총수요 충격과 생산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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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율, 명목 이자율 사이의 상관계수는 모두 감소하였다. 

공급 충격이 존재하는 경우 � 값이 0이면 충격의 효과가 전달되는

경로가 사라지므로 생산 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 값이 커질수록

충격의 효과가 상쇄되어 생산갭이 감소한다. 공급 충격이 존재할 경우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영향은 � 값과 상관없이 필립스 곡선 식에서

결정되므로 인플레이션율은 충격의 크기만큼 증가한다.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자율 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공급 충격과 생산갭 사이에

상관계수는 0이다. 반면 공급 충격과 인플레이션율, 명목 이자율 간의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운 높은 값이다. 이제 이자율 탄력성이 1로

증가하면 공급 충격과 생산갭 사이의 상관계수가 크게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 과의 상관계수도 작은 폭으로 증가한다. 

여기서 이자율 탄력성을 4로 더 증가시키면 공급 충격과 생산갭 사이의

상관계수는 더 증가하는 반면, 공급 충격과 인플레이션율의 상관계수는

오히려 줄어든다. 공급 충격과 명목 이자율 간의 상관계수는 작은

폭이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화 충격이 있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반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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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가 이자율 탄력성을 거치기 때문에 � 값이 0인 경우 생산 갭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율 역시 반응이 없다. 반면 � 값이 1과 4로 증가하면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 모두 반응하는데, 생산갭의 충격반응 크기가

인플레이션율의 충격반응 크기에 비해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자율 탄력성이 0이면 통화 충격과 생산갭, 인플레이션율의 상관

계수는 각각 0의 값을 가진다. 그러나 이자율 탄력성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통화 충격과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증가한다. 

이번에는 이자율 탄력성을 변화시키면서 변수의 누적 반응계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본다. 정보 경직성 정도가 1일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 �가 0과 0.5의 값을 가질 때를 비교한다.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

모두 �값이 클수록(정보 경직성 정도가 낮을수록) 충격에 대한 반응의

크기가 크다. 또한 총수요 충격 하에서는 이자율이

비탄력적일수록( � 값이 작을 수록) 충격에 대한 누적 반응의 크기가

크다. 반면 공급 충격 하에서는 이자율 탄력성이 높을수록 생산갭의

누적 충격반응 크기는 크고, 인플레이션율의 누적 충격반응 크기는

작아진다.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 모두 이자율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 누적 반응계수의 값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통화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자율 탄력성이 높은 경제일수록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변수의 누적 반응이 크게 나타나 그만큼 실효성은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표-5>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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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있다.

<표-6>에는 이자율 탄력성이 변함에 따라 각 변수의 변동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정보 경직성 정도가 심할수록

생산갭의 변동성은 작게 나타나는 반면,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난다. 이자율 탄력성이 낮은 경우는 생산갭의 변동성이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성에 비해 훨씬 작게 나타나는 반면, 이자율

탄력성이 높을 때에는 두 변수 간의 변동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

제 4 절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

<그림-4>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변할 때 각 충격에 대한

변수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 값이 클수록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성이 감소한다. � 값이 0.05일 때와 0.15일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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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보면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의 표준편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총수요 충격이 있을 때, � 값이 작으면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구체적으로 � 값이 0.05일 때는

총수요 충격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상관관계가 0.0197 이지만 � 값이

0.15로 증가하면 총수요 충격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상관관계가

0.0577로 증가한다. 한편, � 값이 0.05에서 0.15로 변화해도 총수요

충격과 생산갭 간의 상관관계를 변하지 않는다. 반면 총수요 충격으로

인해 생산 갭이 변화하고, � 를 곱한 만큼 인플레이션율이 변화하므로 �

값이 클수록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다. 결국 총수요 충격이

발생할 경우 � 값이 클수록 생산갭의 충격반응 크기는 감소하는 반면, 

인플레이션율의 충격 반응 크기는 증가한다. 

공급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 값이 크면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명목 이자율이 증가한다. 총수요 충격 하에서와 같이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도 � 값에 따라 공급 충격과 생산갭 간의

상관계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반면 공급 충격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상관관계는 � 값이 증가하면서 감소한다. 즉, � 값이 크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이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값이 증가하면 총수요 충격과 마찬가지로 생산갭의

충격반응의 크기는 줄어든다. 하지만 총수요 충격 하에서 와는 달리, 

공급 충격이 있을 때는 � 값이 클수록 충격반응의 크기가 작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통화 충격이 있을 때, 명목 이자율이 증가한다. 증가한

명목 이자율은 생산갭을 감소시키지만 필립스 곡선 식에 따라 � 값이

클수록 크게 변화한다. 따라서 음의 충격이 있고, 그 반응의 크기는 �

값이 클수록 커진다. 반면 생산갭의 경우 필립스 곡선 식에 따라 �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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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수록 명목 이자율이 크게 증가한다. � 값이 0.05에서 0.15로

증가하면 통화 충격과 명목 이자율 간의 상관계수는 -0.0589에서 -

0.1957로 3배 정도 크기로 증가한다. 명목 이자율이 크게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 식에 의해 생산갭이 상쇄되어 생산 갭의 반응 크기가

감소한다. 따라서 생산갭의 반응 크기는 � 값이 작을수록, 

인플레이션율의 반응 크기는 � 값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표-7>은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에 따른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의

누적 반응계수를 정리한 표이다. 앞에서 와 마찬가지로 총수요 충격이

발생한 경우에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 모두 �값이 클수록(정보 경직성

정도가 낮을수록) 충격에 대한 반응의 크기가 크고,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값이 클수록) 인플레이션율의 누적 충격반응계수의

크기가 증가한다. 반면에 총수요 충격이 있을 때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생산갭의 누적 반응계수의 크기가 작다. 기울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 값이 클수록 누적 반응계수의 크기가 크다. 

공급 충격이 존재하는 경우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누적

반응 계수의 크기가 크다. � 값이 커질수록 생산갭의 누적반응계수는

커지는 반면 인플레이션율의 누적반응계수는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통화충격이 발생할 경우 � 값이 클수록 누적 반응계수의 크기는

감소한다. 또한 같은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면 � 가

커질수록(정보 경직성 정도가 낮을수록)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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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반응계수의 크기가 크다. 따라서 정책 효과를 분명하게 얻기

위해서는 정보 경직성 정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표-8>은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커질 때,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 값이

0.05에서 0.15로 증가하면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성이 모두

감소한다. 또한 정보 경직성 정도가 커질수록 생산갭의 변동성은

증가하는 반면,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성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울기가 낮은 경제보다는 기울기가 높은 국가일수록 변수의

변동성이 낮아져 정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정보 경직성 정도는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성이 상충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

제 5 장 결    론

분석 결과 각각의 충격에 대해 생산 갭과 인플레이션율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며, 모수의 값을 달리함에 따라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총수요 충격에 대해서 생산 갭과 인플레이션율은 모두

증가하며, 공급 충격에 대해서 생산 갭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율은

증가한다. 통화 충격에 대해서는 생산 갭과 인플레이션율 모두 감소한다. 

정보 경직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충격의 크기가 크고, 빠른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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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세 가지 충격 모두에 대해, 생산 갭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보다 크다. 

공급 충격과 통화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자율 탄력성에 따라서

생산 갭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자율 탄력성이

0이면 생산 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자율 탄력성의 크기가

클수록 큰 폭으로 생산 갭이 감소한다.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증가하는 반면, 공급 충격 이외의 충격(총수요 충격, 통화

충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 갭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간접적이어서 충격 반응의 크기가 작다. 

총수요 충격과 통화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인플레이션율은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급 충격이 발생한 경우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로 생산 갭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의 감소를 가져온다. 궁극적으로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공급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율의 반응 크기는

작아진다. 각각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생산 갭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작아진다. 

소비자 정보처리능력의 유한성을 반영한 DSGE 모형과 합리적

기대 가설을 가정한 DSGE 모형을 비교하여 총수요 충격이 생산 갭과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충격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모형의 파라미터 값이 변해도 소비자 정보처리능력의

유한성이 미치는 효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 보완할 사항은 소비자 정보처리능력의 유한성을

고려한 DSGE 모형의 현실 설명력을 실증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DSGE 모형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 값을 추정해보고 비교하는 작업을

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DSGE 모형에서

소비자 정보처리능력의 유한성의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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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예를 들어 외생적 정보경직성을 필립스 곡선의 도출에 부과한

모형과 뉴케이지언 모형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 갭과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정보 경직성 정도인 � 를 생산 갭에만 적용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율과 생산 갭 각각에 대해 �� , �� 로 세분화하여 결과를

구하면 보다 엄밀한 분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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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정보경직성 필립스 곡선(SIPC)

[Mankiw, Reis](2002)의 정보 경직성 모형에서 기업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최적 가격을 결정한다. 이 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해당 기에 업데이트 된 것일 수도 있고, 기업이

업데이트하지 않은 과거의 정보일 수도 있다. 즉, 정보는 경직적이라고

가정한다.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기업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 때문에 기업은 매 기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다.

��
� = �� + ���                                        (5)

x는 생산갭, p는 물가 수준, ��
�는 기업의 최적 가격을 나타낸다. 

��
�
= ������

∗                                        (6)

��
�
는t 로부터 j 시점 떨어진 과거에 정보를 업데이트 한 기업의

가격을 의미한다. 이제 � 만큼의 기업만이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나머지 (1- � )만큼은 이전의 정보를 유지한다고 하자. 총 (1 − �)��

만큼의 기업은 t-j 기부터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았고, 따라서

������
∗로 가격을 설정한다. 모든 기업의 가격을 더해보면

�� = ∑ 	�
��� (1 − �)��������

∗ = �∑ 	�
��� (1 − �)�����(�� + ���)   (7)

�� = �� − ���� 로 두고 �� 에 대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Sticky 

Information Phillips Curve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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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1 − �)�������(�� + �Δ��)            (8)

우변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거의 기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 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DSGE 모형을 구성한다. 총수요 곡선

식과 이자율 준칙 식은 동일하고 필립스 곡선 식만 SIPC 를 사용한다. 

�� = ���[����] − �(�� − �� − ��[����]) + ��           (9)

�� =
��

���
�� + �∑ 	�

��� (1 − �)�������(�� + �Δ��) + ��   (10)

�� = ���� + ���� + ��                                (11)

B 모형 간 비교

이번에는 � 값을 0.5로 고정시킨 후 Sticky Information Phillips 

Curve와 New Keynesian Phillips Curve를 비교하는 작업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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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1: 총수요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SIPC와 NKPC 비교)

위 그래프는 총수요 충격이 생산갭에 미치는 반응을 비교한 것인데, 

서로 다른 필립스 곡선을 가정했을 때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충격 반응의

크기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충격 반응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두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NKPC는 기울기인 �값이 0.05로 설정되어

있지만, SIPC는 � 와 � 의 결합으로 0.05보다 큰 값을 가진다. 또한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SIPC를 적용할 경우 이전 기의

인플레이션율과 생산 갭의 영향을 누적해 나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SIPC를적용했을 때, 계속해서

충격의 효과가 증폭되는 구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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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2: 공급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SIPC와 NKPC 비교)

이번에는 공급 충격이 있을 때의 반응을 비교했다. 공급 충격이

존재할 때는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을 때 보다 더 큰 충격 반응의 크기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위의 총수요 충격과 마찬가지로 NKPC의

기울기가 더 커서 명목 이자율을 통해 상쇄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율 모두 충격반응의 크기가 일정 시간

증폭되다가 서서히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총수요 충격 하에서는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만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SIPC를

가정한 경우 생산갭은 음의 충격을 받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욱

충격의 크기가 커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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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3: 통화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SIPC와 NKPC 비교)

보인다. 또한 인플레이션율은 양의 충격을 받는데, 충격 발생 직후 충격

반응의 크기가 줄어들다가 다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다시 충격 이전의 상태로 서서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화 충격이 있을 때의 반응은 위와 같다. 생산갭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필립스 곡선을 가정했을 때, 동일하게 음의

충격을 받고 시간이 지날 수록 반응이 사라져서 0으로 돌아간다. 이 때

SIPC를 가정한 경우 충격 반응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큰 쪽이 명목 이자율을 더 크게 변화시켜

생산갭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SIPC 하에서 생산갭에 대한 충격 반응의 크기는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반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두 필립스 곡선 하에서 방향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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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차이를 보인다. NKPC를 고려한 경우에는 충격 직후 반응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지만 곧바로 충격의 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SIPC를

고려한 경우에는 충격 직후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반응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NKPC를 고려한 모형에서는 이미 충격의 효과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 후에야 SIPC 하에서의 충격의 효과가 서서히 줄어든다. 

서로 다른 모형 하에서 누적 충격반응계수를 구하여 비교했다. 

(’SI’는 Sticky Information의 약자이고, ’NK’는 New Keynesian의

약자이다.) 충격반응 함수 그래프를 통해 본 것과 마찬가지로 공급

충격을 제외하고는 SIPC 일 때 충격반응의 크기가 더 크다. 하지만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수요 충격과 통화

충격 발생 시에 두 필립스 곡선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충격 반응의 크기는 NKPC 하에서 더 컸지만 충격이 오래 지속되고, 

심지어 시간이 지날 수록 충격 반응이 증폭되어 누적 반응계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7

참고 문헌

[Caetano] (2012) "The Phillips Curve And Information Rigidity in 

Brazil" Economia Aplicada Vol. 16, No.1, 2012, pp.31-48 

[Caplin, Dean]  (2013) "Behavioral Implications of Rational 

Inattention with Shannon Entropy" NBER Working Paper No.19318 

[Carrera] (2012) "Estimating Information Rigidity using Firms’

Survey Data" Serie de Documentos de Trabajo Working Paper 

series

[Carroll] (2003) "Macroeconomic Expectations of Households and 

Professional Forecaster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8, No. 1, pp. 269-298 

[Dopke] (2008) "Sticky Information Phillips Curves: European 

Evidence"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40, No. 7, pp. 

1513-1519 

[Dovern, Fritsche, Loungani, Tamirisa] (2014) "Information 

rigidities: Comparing average and individual forecasts for a large 

international panel"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31, 

pp.144-154 

[Gabaix] (2016) "A Behavioral New Keynesian Model" IDEAS 

Working Paper Series from RePEc

[Garratt, Lee, Shields] (2016) "Information rigidities and the 

news-adjusted output gap"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38

control pp.1-17 

[Jalles] (2017) "On the rationality and efficiency of inflation 

forecasts: Evidence from advanced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e 40, pp. 

175-189 

[Khan and Zhu] (2006) "Estimates of the Sticky-Information 

Phillips Curve for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38, No. 1, pp.195-207 

[Mackowiak Wiederholt]  (2009) "Optimal Sticky Prices under 

Rational Inatten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9(3), 

pp.769-803 

[Mankiw, Reis] (2002) "Sticky information versus Sticky Prices: A 

Proposal to Replace New Keynesian Phillips Curv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7(4), pp.1295-1328 

[Sims]  (2003) "Implications of Rational Inatten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0, pp.665-690 

[Woodford]  (2009) "Information-constrained state-dependent 

pricing"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6, s100-s124 

[Woodford]  (2012) "Inattentive Valuation and Reference-

Dependent Choice"  Working Paper, Columbia University 

[Yun] (2017) "Economics of Persuasion: Macroeconomic 

Approach(in Korean)" , Parkyoung Press 



39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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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the two different New 

Keynesian models, one with consumer's limited information 

processing ability and other with 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which consider information 

rigidity in deriving phillips curve. However, I also consider 

aggregate demand curve and

this is what distinguishes my paper from others.

Main result suggests following outcomes. When information 

rigidity is applied to aggregate demand curve, weight on future 

circumstances decreases compared to the one under 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 This leads to reduced real effect of 

monetary policy. For the same reason if monetary policy lasts 

longer, real effect will be reduced with greater extent when 

information is not updated more often.

Keywords : Information rigidity, Rational Inattention,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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