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록 Ⅱ: VAR모형 추정결과

가. 단위근, 공적분 검정결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동태적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 Regression) 모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정의하고 있다.

        ⋯    

여기서    ⋯  ⋯  는 분석대상인 K개의 내생변수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GDP증가율(△lgdp),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lgdpdef), 생산가능인구 1인당 가계부채의 증가율(△hdebtpop), GDP대비 기업

부채 증가율(△bdebtgdp)로 구성되어있다. 벡터자기회귀모형의 경우 더미변수

를 모형에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980년대 오일쇼크, 1998년 IMF외환위

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VAR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별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수

행하였다. 분석대상인 네 변수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결과는 아래의 <부록 표 Ⅱ

-1>에 제시하였다. 변수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 대부분의 변수들이 불안정

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DF 검정을 위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고 귀

무가설은     이다.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단위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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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부채의 경우는 5%에

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변수들은 1% 유의수준에서 귀

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이 시계열 안정적인 

변수들이므로 공적분관계를 고려할 필요 없이 VAR모형을 분석할 수 있다. 

변수 모형설정 시차 검정통계량
임계치

1% 5% 10%

△lgdp 선형추세 0 -5.60 -4.15 -3.50 -3.18

△lgdpdef 선형추세 4 -5.84 -4.15 -3.50 -3.18

△hdebtpop 선형추세 2 -4.29 -4.15 -3.50 -3.18

△bdebtgdp 선형추세 2 -4.22 -4.15 -3.50 -3.18

주: 귀무가설은 불안정적인 시계열, 즉 “단위근이 존재한다”임. 

<부록 표 Ⅱ-1> ADF 검정결과 

VAR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시차를 선택하기 위해 AIC, HQ, SC 등의 정보기준

방법(Information Criteria Method)과 예측오차방법(Final Prediction Error)을 적

용하였다. 최대 시차를 3으로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 네 가지 방법 모두 시차 1을 

제시하고 있다.51) 

이상의 검정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물가상승률), 생산가능인구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 GDP대비 기업부채 증가율 

등으로 구성된 시차 1의 벡터자기회귀모형은 시계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벡터자기회귀모형 추정결과

변수의 순서(Ordering)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dhdebtpop), 

GDP대비 기업부채 증가율(dbdebtgdp), 실질GDP증가율(dlgdp), GDP디플레이

51) 최대시차를 6부터 3까지 선택하여 분석하였는데 최대 시차 6에서 3까지 SC, FPE방
법 모두 시차 1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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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증가율(dlgdpdef)로 두었다. 본 연구에서의 관심은 생산가능인구 1인당 가계

부채 증가율과 기업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외생적으로 결정되고 이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1인당 가

계부채 증가율이 영향을 받고, 이들이 실질GDP와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52) 상수항을 포함한 시차 1인 벡터자기회귀모형 VAR(1)의 

추정결과 네 개의 추정식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VAR(1)의 계수행렬의 고유근이 (0.888, 0.442, 0.304, 0.137)로 모두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VAR(1)모형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치 p-value

종속변수: dhdebtpop 생산가능인구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

dlgdp(-1) 0.749 0.472 1.590 0.122

dlgdpdef(-1) 0.538 0.280 1.920 0.064

dhdebtpop(-1) 0.156 0.176 0.998 0.326

dbdebtgdp(-1) 0.613 0.342 1.794 0.082

외환위기 더미 -0.205 0.080 -2.553 0.016

금융위기 더미 -0.140 0.086 -1.635 0.112

오일쇼크 더미 0.066 0.103 0.637 0.529

상수항 0.074 0.038 1.945 0.061

조정된 결정계수: 0.442

F-통계치: 5.452, 자유도 (7,32), p-value: 0.0003

<부록 표 Ⅱ-2> VAR(1) 추정결과(1)

52) 실질GDP증가율,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생산가능인구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 GDP

대비 기업부채 증가율의 순서로 분석해도 결과는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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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치 p-value

종속변수: dbdebtgdp GDP대비 기업부채 증가율

dlgdp(-1) 0.032 0.241 0.134 0.894

dlgdpdef(-1) -0.044 0.143 -0.317 0.758

dhdebtpop(-1) 0.160 0.090 1.776 0.085

dbdebtgdp(-1) -0.200 0.175 -1.143 0.262

외환위기 더미 0.095 0.041 2.310 0.027

금융위기 더미 0.166 0.043 3.786 0.001

오일쇼크 더미 0.133 0.053 2.519 0.017

상수항 -0.036 0.019 -1.864 0.072

조정된 결정계수: 0.347

F-통계치: 3.964, 자유도 (7,32), p-value: 0.0032

<부록 표 Ⅱ-3> VAR(1) 추정결과(2)

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치 p-value

종속변수: dlgdp 경제성장률

dlgdp(-1) 0.324 0.146 2.210 0.034

dlgdpdef(-1) 0.199 0.087 2.284 0.029

dhdebtpop(-1) -0.085 0.055 -1.553 0.130

dbdebtgdp(-1) 0.118 0.106 1.111 0.275

외환위기 더미 -0.083 0.025 -3.361 0.002

금융위기 더미 -0.069 0.027 -2.586 0.015

오일쇼크 더미 -0.115 0.032 -3.569 0.001

상수항 0.057 0.012 4.886 0.0001

조정된 결정계수: 0.465

F-통계치: 5.839, 자유도 (7,32), p-value: 0.0002

<부록 표 Ⅱ-4> VAR(1) 추정결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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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치 p-value

종속변수: dlgdpdef 물가상승률

dlgdp(-1) 0.783 0.154 5.074 <0.0001

dlgdpdef(-1) 0.863 0.092 9.422 <0.0001

dhdebtpop(-1) -0.169 0.058 -2.950 0.006

dbdebtgdp(-1) 0.337 0.112 3.016 0.005

외환위기더미 -0.031 0.026 -1.186 0.244

금융위기 더미 -0.029 0.028 -1.034 0.309

오일쇼크 더미 0.079 0.034 2.346 0.026

상수항 -0.017 0.012 -1.384 0.156

조정된 결정계수: 0.825

F-통계치: 27.27, 자유도 (7,32), p-value: < 0.0001

<부록 표 Ⅱ-5> VAR(1) 추정결과(4)

VAR(1) 모형의 잔차항에 대한 자기상관 검증결과(Portmanteau Test) 조정된 

카이스퀘어 검정통계량이 61.369로 자유도 48에서 p-value 0.078로 나타났다. 

반면 점근적(Asymptotic) 자기상관 검증결과 카이스퀘어 검정통계량이 57.417

로 자유도 48에서 p-value 0.165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한적이지만 귀무가설인 

“시차 6까지 잔차항에 시계열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기각할 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변량 ARCH 검정결과 카이스퀘어 통계량은 184.45, 자유

도 200으로 p-value는 0.777로 나타나 귀무가설인 “오차항이 동분산(homoskedasticity)

을 따른다”는 가설은 기각할 수 없다. 오차항의 정규분포 여부(귀무가설은 “잔차항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름”)를 검증한 결과 JB 검정통계량은 8.754, 자유도 8, 

p-value 0.3634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오차항의 동태적 안정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 각 축차방정식의 오차항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검정결과에 의하면 추정한 VAR(1) 모형은 예측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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