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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벡터자기회귀(VAR)모형



21. 배경

- 선험적인 경제이론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료분석으로부터 경제

시계열들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을 도출하고자

시도

- 전통적인 Keynesian 거시계량모형의 문제점(식별문제의 부적

합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

- (예)특정방정식의 식별은 ‘0의 제약’을 가해야 함

- 원칙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만 실제적으로

는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변수들만을 선정하여 그들간의 관계

를 분석. 즉, 기본적으로 변수선정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추정

상의 편의를 위해 변수의 수와 시차수를 제약.

- 변수선정은 특별한 원칙은 없으며 특정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모든 변수를 동일방정식에 동시에 포함시킴. 특정변수의 변화

를 자신은 물론 다른 모든 변수의 과거값과 현재의 충격에 의해

설명

- 모형자체가 경제이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결과

에 경제적 의미는 없음

- 추정방법은 OLS 또는 SURE

- 구조모형의 reduced form모형과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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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은 시차연산자(lag operator) L의 다항식 행렬이다. 예를 들어 3변수가 2개의 시차를 갖는다고 할 때

A(L) 행렬은 다음과 같음

2. 모형



43. 분석도구:인과성 검정

(1) 결합검정

- VAR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은 VAR 모형을 추정한 후 인과성 검정(causality test).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예측오차 분산분해(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등의 분석방법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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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ger는 인과성(causal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만약 Y의 과거정보만을 가지고 Y를 예측할 때보다 X와 Y의 과거정보를 동시에 가지고 Y를 더욱 잘

예측할 수 있으면 X는 Y의 원인변수가 된다”

- 예를 들어 생산(Y) 방정식에 포함된 통화량(X)의 과거 값들이 현재 Y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그 계수 값이 전

부 0이 된다면 통화량은 물가의 원인변수가 되지 못함

(2) 인과성 검정



64. 분석도구:충격반응함수

- VAR 모형에서 도출되는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란 다음의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이동평

균모형으로 경제에 예상치 못한 변화(충격)가 주어졌을 때 모형내의 모든 변수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

떻게 각 충격에 반응하는 가를 나타내 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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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분석도구:예측오차분산분해

- 예측오차의 분산분해(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s)란 한 변수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모형

내 각 충격이 설명하는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이용하면 한 변수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모형 내 각 충격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음

- 즉, 예측오차의 분해란 한 변수의 변화에 관한 예측오차를 각 변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율로 분할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한 변수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모형 내 각 충격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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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실증분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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