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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용 가능한 국내외 금융·실물 상황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GDP 성장률 전망의 리스크 및 불확실성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 리스크·불확실성 변화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월별 성장률 팬차트 작성기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112개 월별 지표를 이용하여 국내 금융·실물 및 해외 금융·실물 등 네
부문의 경제상황지수를 시산한 뒤 다중분위회귀 분석을 통해 개별 지수가 성장률
확률분포의 분산, 비대칭성, 첨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 추정결과를 반영하는 확률밀도함수를 비대칭파워분포를 이용하여 구성
하는 방식으로 팬차트를 작성하였다.
팬차트를 통해 판단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은 경제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3년 이후 성장률이 모형 시
산 조건부 기대값을 하회할 확률이 50%를 초과하여 기대보다 낮은 경기부진 가
능성이 계속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지표들이 팬차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실물여건의 개선은 팬
차트를 상향 이동시키면서 빠른 경제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여건의 개선
은 팬차트의 너비를 감소시키는 등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해외여건 변화는 국내 금융·실물 여건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의 방법을 이용하여 2016년 10월 대비
12월 팬차트의 변화를 시산한 결과 대외여건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국내 실물여건
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 제시한 월별 팬차트를 통해 경제동향 판단과 전망경로 수정, 통화정
책 결정 등에 필요한 즉시성 높은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
확도 개선을 위해 개별 지수들이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
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보변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볼 필요
가 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
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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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경우 경제동향 판단과 전망경로 수정, 그리고 통화정
책 결정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경제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은

대된다.

전망치의 실현 가능성 및 전망오차의 방향에 대한 정

본고의 주 목적은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미

경제성장률 팬차트를 매월 작성하는 기법을 제시하는

연준, 영란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GDP 성장률에

데 있다. 기존의 팬차트 작성 기법은 전망담당자의 판

대한 전망치와 함께 상·하방 리스크 및 불확실성 평

단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나 대내

가와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리스

외 여건 변화에 따른 팬차트 형태의 변화를 직접 추정

크는 향후 실적치가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할 수 없으며 비대칭성과 첨도 등 확률밀도함수 형태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한 평가(상·하방

의 변동에 다소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목적에

리스크)를 의미하며 불확실성은 향후 전망오차가 과거

사용되기에는 거리가 있다. Cornec(2013)은 분위

평균치보다 확대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1)

회귀추정 방식으로 팬차트를 작성하여 이러한 제약을

리스크·불확실성에 대한 중앙은행의 평가를 나타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분위교차(quantile crossing)

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팬차트

의 문제 등으로 실제 활용에는 제한이 많다.3) 이에

가 있다. 팬차트는 3차원으로 나타나는 전망시계별

Adrian et al.(2016)은 분위회귀식 추정과 확률밀도

확률밀도함수2)를 등고선 개념을 이용하여 2차원 평면

함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Cornec(2013)의 제약을

그래프로 묘사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도 연간 네 차

완화하였다. 다만 상기 분석들은 분위회귀 분석시 성

례 공표되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정된 경제성장률

장률을 직접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최근과 같이 구

전망경로와 함께 팬차트를 통해 전망 리스크와 불확실

조변동 등으로 성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경우 추정의

성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일치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대외 경제환경 변화를 비롯하여 가계부채

본 연구에서는 Adrian et al.(2016)이 제시한 2

문제 심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전반의 불

단계 확률밀도함수 추정 방식을 활용하되 종속변수

확실성 요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망 리스크·불확실

를 수정하여 추정의 일치성을 개선하고, 정보변수

성에 대한 평가도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여건 변화를

및 확률밀도함수를 국내 경제상황과 월별 팬차트 작

좀 더 신속히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성이라는 본고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조정하였

따라서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를 매월 작성할

다. 우선 112개 월별 지표를 이용하여 국내 실물·금

1)	Knight(1921)의 구분에 따르면 리스크는 확률분포함수를 통해서 추정 또는 계량이 가능한 경우를, 불확실성은 계량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고
에서는 미 연준 등의 구분 방식을 따랐다.
2)	성장률 수치·확률·전망시계의 3차원 그래프로 <그림 4>와 유사한 형태가 된다.
3)	분위교차는 모형설정 오류 및 추정오차 등으로 인해 하위 분위 추정치가 상위 분위 추정치를 상회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전망시계가 늘어날수록 발생빈도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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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및 해외 실물·금융 등 네 가지 경제상황지수를 시

전망 불확실성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산한 뒤 다중분위회귀 분석을 통해 개별 지수가 성장

기간 중 대외여건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산업생산 등

률 확률분포의 분산, 비대칭성, 첨도 등에 미치는 영

실물여건이 당초 기대보다 낮은 성장을 보인데 주로

향을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시 성장률은 조건부 평균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을 제거한 조정성장률을 사용하여 비정상성을 완화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 팬차트

하고 일치성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 추

작성과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소개하였다. Ⅲ

정결과를 반영하는 확률밀도함수를 비대칭파워분포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팬차트 작성 방법을 설

(asymmetric power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구

명하였다. Ⅳ장에서는 확률분포함수의 추정 결과 및

성하는 방식으로 팬차트를 작성하였다.

개별 지표 변동에 따른 팬차트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팬차트를 통해 판단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 변

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은 시기별로 변동하는 모습을

화를 평가하였다. 끝으로 Ⅴ장에서 결과 요약 및 시사

보였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조정성장률이 0을 하

점을 제시하였다.

회할 확률이 50%를 계속 초과하여 당초 기대에 못 미
치는 GDP 성장세의 약화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
단된다. 개별 지표별로 팬차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Ⅱ. 선행연구

한 결과 국내 지수의 변동은 팬차트에 유의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실물여건의 개선은 팬

팬차트는 확률분포 예측(density forecast)의 한

차트를 상향 이동시키면서 빠른 경제성장 가능성을 높

형태로서 성장률 팬차트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

이고 국내 금융여건의 개선은 팬차트의 너비를 감소시

로 성장률 확률밀도함수의 식별 또는 추정이 필요하

키는 등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

다. 프랑스 경제연구원(INSEE)의 경우 정규분포를

석되었다. 반면 해외여건 변화는 국내 금융·실물 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팬차트를 최초로 작성한 영란은

건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영향이 제한적인 것

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Gibbons and

으로 판단된다.

Mylroie(1973)가 소개한 이분정규분포(Two-piece

본고의 방법을 이용하여 2016년 10월∼12월간 경

normal distribution)를 사용하고 있다(Britten et

제상황 변화에 따른 팬차트의 변화를 시산한 결과 해

al., 1998). 이분정규분포는 정규분포함수에 비대

당 기간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칭성을 도입한 것으로서 최빈값(mode)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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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에 분산이 다른 정규분포함수가 결합된 형태로

않으므로 경제상황 변화가 직접적으로 팬차트에 영향

나타난다. 좌·우의 분산이 같을 경우 일반적인 정규

을 미치지 않게 된다.

분포와 동일하게 되지만 분산이 다를 경우에는 좌·우

Cornec(2013)은 확률밀도함수를 직접 이용하는

의 확률밀도함수 형태가 서로 다른 비대칭성을 띄게

대신 조건부 분위회귀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팬차

된다.

트를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제약들을 완화하고자 하였

이분정규분포는 분산값 설정만을 통해 전망 리스크

다. 구체적으로는 팬차트 상 서로 다른 음영의 경계

에 대한 담당자의 판단을 효과적으로 시현할 수 있다

점들이 확률밀도함수의 분위에 상응한다는 점을 이용

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리스크를 직접

하여 분위회귀를 통해 음영 경계점들을 추정하는 방

추정하는데 사용될 경우에 몇가지 제약이 발생하게 된

식인데 분위회귀의 설명변수가 정보변수 역할을 함으

다. 첫째, 최빈값과 중간값(median)간 거리 제한으

로 세 번째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확률밀도함

로 인해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상회(하회)할 확률을

수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첫째 및 둘째 문제 역시 발생

의미하는 상방(하방) 리스크가 55% 미만으로 제한되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위회귀식을 이용할 경우 추정

어 큰 폭의 상·하방 리스크 변동을 반영할 수 없다.

오차로 인해 각 분위값들이 부드럽고 일관성 있게 이

둘째, 분포 꼬리의 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거시,

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Lee and Yoon, 2016) 분

금융 변수에서 흔히 발생하는 특이치(outlier)의 발생

위회귀식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위교차(quantile

가능성을 반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Dowd, 2007).

crossing) 문제 등으로 분위값만을 가지고 실제 팬차

제곱의 지수(

)라는 정규분포 확률밀도함수의 형

트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아울

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적치 확률은 평균에서

러 Cornec(2013)은 성장률의 확률분포와 유사하다

멀어질수록 기하급수 제곱(exponential square)의

고 판단되는 기업실사 자료를 정보변수로 사용하였으

속도로 감소하게 되어 특이치의 발생 확률이 0에 근접

나 실제로 조건부 확률분포에서는 정보변수의 분포는

하게 된다. 또한 꼬리가 낮은 확률분포는 팬차트의 너

사용되지 않으며 실현치만 사용된다. 따라서 정보변

비를 제한하여 전망의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게 될 우

수 선정에 있어 성장률과 정보변수간 분포상의 유사성

려도 있다. 셋째, 확률밀도함수가 비조건부 확률의 형

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어 정보변수의 선택을 개

태로 정의됨에 따라 대내외 금융·실물 상황을 직접

선할 여지가 있다.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확률밀도함수의 형태를

Adrian et al.(2016)도 분위회귀 방식을 활용하여

결정하는 좌·우 분산이 정보변수의 함수로 설정되지

확률밀도함수의 시변성(time-variation)을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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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분위회귀와 확률밀도함수를 결합하는 방식으

첨도 조정이 가능하여 이분정규분포의 제약들을 대부

로 Cornec(2013)의 제약들을 완화하였다. 동 분석은

분 완화시켜줄 수 있다. Adrian et al.(2016)의 경

팬차트 작성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확률밀도함

우는 비대칭 t-분포를 이용하였다. 다만 t-분포 형식

수의 추정이라는 점에서 팬차트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의 경우 로그(log)-오목 형태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최

할 수 있다. Adrian et al.(2016)은 2단계의 과정을

우추정법의 정규조건(regular condition)을 만족하

통해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였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지 않으며 일반화 t-분포의 경우 자유도가 늘어날수

분위회귀식을 통해 거시·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조건

록 비대칭성이 소멸하게 된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 지

부 분위값들을 추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수함수형태는 로그-오목성을 만족하는 데다 비대칭

단계에서 추정된 조건부 분위값들에 가장 잘 조응하는

파워분포의 경우 두 개의 파라미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한다. 분위회귀식의 설명변수로

비대칭성과 첨도를 결정하여 파라미터 추정치에 대한

는 시카고 연준의 全美금융상황지수(NFCI) 및 全美

해석이 용이하다는 편의성이 있다.

경제활동지수(CFNAI)를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

한편 Adrian et al.(2016)은 분위회귀시 전기대

에서 사용된 확률밀도함수는 기존의 이분정규분포보

비 GDP 성장률을 사용하였는데 최근 거시변수들의

다 일반화된 함수를 이용하였다.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추정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

일반화된 확률분포함수는 비대칭성과 첨도가 모

을 소지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

두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크게 t-분포에 기

에서 성장률이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는 등 I(1) 경로

반한 경우와 지수분포에 기반한 경우 등 두 가지 형태

를 따르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로 개발되어 왔다. t-분포 기반 함수로는 비대칭 t-

한 Elliott & Muller(2006)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분포(skewed t-distribution; Fernandez and

성장률 경로에 구조충격(structural breaks)이 다

Steel, 1998; Azzalini and Capitanio, 2003)

수 발생하는 경우에도 성장률이 Ⅰ(1) 과정을 따르게

와 일반화 t-분포(generalized t-distribution;

된다.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간에 누적차수(order of

Theodossiou, 1998) 등이 있으며 지수함수로는 일

integration)가 다를 경우 양자간에 안정적인 관계

반화 지수함수(generalized power distribution;

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일치된 추정량이 존재하지 않

Ferdandez et al, 1995), 비대칭파워분포

는다. 성장률이 I(1)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 I(1)

(Asymmetric power distribution; Komunjer,

(local to unity) 수준의 지속성을 띄고 있을 경우 유

2007) 등이 있다. 두 형태 모두 신축적인 비대칭성 및

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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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팬차트 작성 방법

및 공통요인으로 구성된 베이지언 FAVAR(Bayesian
Factor Augmented Vector Autoregression) 모

본고에서는 Adrian et al.(2016)의 2단계 확률밀

형을 이용하였으며 공통요인은 독립적인 추정 없이 본

도 추정 방식을 팬차트 작성에 활용하는 한편 분위회

고에서 시산한 4개 경제상황지수를 이용하였다. 나머

귀식 추정의 일치성(consistency) 및 국내 여건과의

지 3개 과정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개괄적으로 설명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하였다.

하기로 한다.

첫째 성장률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를 시산하는 대신 성
장률의 조건부 평균을 제거한 성장률(이하 조정성장

1. 경제상황지수 시산

률)에 대하여 확률밀도함수를 시산한 후 다시 조건부
평균을 복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 경우 성장률의

지수의 시산을 위해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112개 월

지속성(persistency)이 매우 높더라도 제거된 조건부

별 지표를 각각 국내실물(45개), 국내금융(50개), 해

평균에 반영되어 단위근 문제로 인한 비일치성 문제가

외실물(8개) 및 해외금융(9개)으로 나누었다. GDP

해소될 수 있다. 둘째, 우리 경제의 경우 대외여건 변

성장률은 분기 단위이지만 본고의 목적 중 하나가 정

화에도 민감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경제상황을 반영하

보변수 변화의 신속한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속보성이

는 정보변수 집합을 대내외 금융·실물 여건으로 나누

더 강한 월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기화 하는 방법을 취

어 모두 반영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금융·

하였다. 각각의 변수는 X-12 ARIMA로 계절조정한

실물 및 해외 금융·실물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수

후 HP-필터(Hodrick Prescott Filter)를 통해 추

를 각각 시산하여 4개 지수가 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세를 제거하였다. 또한 HP-필터 적용 시 끝단치 문

확률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위회귀 분석을 통해 추정

제를 완화하기 위해 ARIMA 모형을 통해 개별 시계

하였다. 마지막으로 확률밀도함수의 경우 비대칭 t-

열들을 6개월 연장하였다. 월별 지수를 분기화하기

분포 대신 파라미터에 대한 해석이 용이한 비대칭 파

위해서는 분기말월까지의 자료가 모두 확보되어야 하

워분포를 사용하였다.

나 많은 경우 마지막 분기 자료가 모두 확보되지 않게

본고에서의 팬차트의 작성 방법을 정리하면 1) 조건

된다.4) 이처럼 분기말월 기준으로 결측치가 발생할 경

부 평균 추정, 2) 4개 경제상황지수 시산, 3) 분위회

우에는 연계식(bridge equation)을 통해 결측치를

귀식 추정, 4) 확률밀도함수 추정 등 네 가지 과정으

보간하였다. 국내실물상황지수, 해외실물상황지수 및

로 나뉠 수 있다. 조건부 평균의 추정은 성장률, 물가

해외금융상황지수는 각 그룹별 추세제거 변수로부터

4)	예를 들어 11월 변수만이 공표되었을 경우 4분기 자료로 분기화 하기 위해서는 12월 자료가 결측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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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상황지수와 GDP 성장률

<그림 1>
(국내실물상황지수)

(국내금융상황지수)

자료: 한국은행, 자체시산

자료: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그림 2>		

해외 경제상황지수와 GDP 성장률

(해외실물상황지수)

자료: 한국은행, 자체시산

(해외금융상황지수)

자료: 한국은행, 자체시산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

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실물상황지수와 금

해 공통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국내금융상황지수의 경

융상황지수 모두 전반적으로 GDP 성장률과 동행하

우 기 개발된 이승용 外(2014)의 방식을 이용하였다.

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2∼2016년 동안 금융

지수간 상호비교를 용이하기 위해 모든 지수의 표본표

상황지수는 상승한 반면 GDP 성장률은 하락하는 등

준편차는 1로 정규화 하였다.

양자간에 괴리가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림 1>은 국내 경제상황지수와 GDP 성장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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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기간중 금융상황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계대

국내 및 해외 경제상황지수

<그림 3>
(국내외 실물상황지수)

자료: 자체시산

(국내외 금융상황지수)

자료: 통화정책국, 자체시산

출 증가, 주택매매가격 상승 등이 성장률을 반영하는

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

실물여건과 상반되는 흐름을 보인데 기인한 것으로

국 해외실물지수 변동이 곧바로 국내 GDP 성장에 영

판단된다.

향을 미치기 보다 국내지수 변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림 2>는 해외 경제상황지수와 GDP 성장률 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해외 및 국내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해외실물상황지수는 2000년

금융상황지수는 전반적으로 동행하고 있으나 외환위

까지는 GDP 성장률과 다소 무관하게 움직이는 듯한

기, IT 버블 붕괴 시기인 1998~2003년 기간에는 두

모습을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동행성이 점차

지수가 다소 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된다. 해외금융상황지수의
경우 GDP 성장률과 동행성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금

2. 분위회귀식 및 확률밀도함수 추정

융상황지수와 달리 최근에도 동행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위회귀는 종속변수의 조건부 평균을 추정하는 일

<그림 3>은 국내지수와 해외지수 간 관계를 보여주

반적인 회귀분석과 달리 종속변수 확률분포의 조건

고 있다. 해외실물상황지수는 국내실물상황지수와 강

부 분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시점에서

한 동행성을 보이나 선행적인 움직임은 나타내지 않고

의 4개 경제상황지수 벡터를

있다. 또한 외환위기 등 양 지수간 괴리가 발생하였던

장률을

시기의 경우 GDP 성장률은 해외지수보다 국내지수

함수를

라고 하자.

라 하고 기 이후의 성
의 조건부 누적확률분포

라고 하면

의 조건부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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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2016)은 동 방식을 시계열 모형으로 확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장하였다. 본고에서도 다중분위회귀식을 사용하고는

(1)

있으나 본고의 주목적이 최적추정량을 찾기 보다는 추

또한 누적확률분포함수

가 연속적일 경우 다

음과 같이 단순화 할 수 있다.

정량을 활용하여 팬차트를 작성하는데 있으므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Koenker and Bassett(1978)의
추정방식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고의 분위회귀
식 추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를 최소화 하는 방식

따라서

가 되어

보를 가지고 있을 때

가

의정

으로 수행되었다.

보다 작을 확률이

가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형 분위

(3)

회귀식을 설정하였다.
(2)

단,

은 지표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팬

차트 측면에서 볼 때 분위는 팬차트 상에서 각기 다른
음영의 경계값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

,

,

,

는 각각 국내실물,

Cornec(2013)과 같이 직접적으로 분위회귀를 통한

국내금융, 해외실물, 해외금융상황지수이다. 본고에

분위 추정치를 활용하여 팬차트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

서 전망시계 는 당분기와 함께 4분기까지, 분위 는

하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대로 추정오차와 분위교차

매 0.1 단위로 총 9개의 분위

(quantile crossing) 문제 등으로 분위값만을 가지

를 추정하

였다.
분위회귀식의 추정은 Koenker and Bassett
(1978)이 처음 제시한 이후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

고 실제 팬차트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두 번
째 단계인 확률밀도함수 추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Komunjer(2005)는 최우추정방식을 제시하였고

본고에서는 비대칭 파워 분포(asymmetric power

Komunjer and Vuoung(2010)은 시계열에서 최적

distribution; Komunjer, 2007; 이하 APD)를 경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도출하였다. Jun

제성장률의 확률밀도함수로 사용하였다. 동 함수는

and Pinkse(2009)는 2개 이상의 분위를 동시에 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꼬리의 확률분포가 탄력적으로

정하는 다중분위회귀에서 최적추정방식을 개발하였고

조정이 되고 비대칭성에도 큰 제약이 없는 등 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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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로 하는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APD의 구
체적인 함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의 확률밀도함수

는

로

표현될 수 있게 되어 확률밀도함수의 형태는 ,
,

,

등 4개의 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실제

추정에서는 파라미터들이 정보변수 변동에 의해 시점

(4)

및 전망시계 에 따라 달라진다. 본고에서는 조건부
평균
여기서
고

,

,

이

은 감마함수이다. 는 확률분포의 비대칭성

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FAVAR 모형으로

추정한 뒤 평균이 제거된 조정성장률을 대상으로 여타
모수인

,

,

를 추정하였다. 추정은 분위회

을 결정하며 0.5이면 대칭분포가, 1에 가까울수록 우

귀식을 통한 분위 추정치와 확률밀도함수를 통한 분위

측으로 기울어진 비대칭 분포가 된다. 는 꼬리 확률

추정치간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분

의 감소 속도를 나타내는 첨도를 결정하는데 2일 경우

위회귀식을 통한 분위값이

정규분포, 1일 경우 라플라스(Laplace) 분포가 되며,

를 통한 분위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분포의 꼬리가 두터워져 특이치의 발

이 경우 각각의

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APD 분포 자체는 첨도

라미터 값을 추정하게 된다.

와 왜도만을 결정하게 되며 실제 확률변수의 주요 특
징을 결정하는 평균과 분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형
변환이 필요하다. 즉 확률변수 가 APD 분포
따르며 확률변수 가 평균 와 분산

이고 확률밀도함수
라고 하자.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

(6)

를

을 가질 때 는

다음과 같이 의 선형변환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식 (6)의 최적화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추정된 파라
미터는 결국 4개 지수인

의 함수로 나타나게 되므

로 대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매기 변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확률밀도함수와 팬차트도 매기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게 된다. 상기 과정을 정리해 보면 구체적인
팬차트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금융·실물 지표를 활용한 경제성장률 팬차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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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당월 발표된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4개 상

Ⅳ. 분석 결과

황지수(RCI, FCI, ORCI, OFCI)를 작성
한다.

1. 확률밀도함수

2단계)	1단계에서 작성된 지수를 요인(factor)으
로 한 베이지언 FAVAR 모형을 추정한 뒤

<그림 4>는 전망시계가 2분기인 경우 조정성장률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전망시계별 조건부 평

의 확률밀도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이후의 확

균과 조정성장률을 시산한다.

률분포를 보면 비대칭성과 꼬리의 두께가 시간에 따

3단계)	2단계에서 시산된 조정성장률에 대해

라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분포의 형태에

분위의 다중분위회귀식을

있어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2013

추정하여 각각의 전망시계별로 분위 예측치

년 이후 대부분의 시점에서 확률밀도함수가 좌측으로

를 구한다.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FAVAR 모형을 통한 조건

4단계)	2단계의 FAVAR 모형 예측치를 평균으로

부 평균을 모형 전망치라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비대칭

하고 3단계의 분위 예측치를 분위 값으로

성은 실적치가 모형 전망치를 하회하는 하방 리스크가

하는 APD 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예측시계

꾸준히 발생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당

별로 추정한다.

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 부진의 가능성이 계속 높았

5단계)	4단계에서 추정된 APD 함수를 이용하여

었음을 의미하는데 이 시기 많은 경제전망 기관들의

각 예측시계별 팬차트를 작성한다.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실적치보다 높았다는 점과 부합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분포 꼬리의 두께는 2012

팬차트의 추정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2분기부

∼2013년 기간에 비해 2015년 이후가 다소 얇아진

터 2016년 3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성장률

것으로 나타났다. 꼬리의 두께는 전망의 불확실성과

및 물가 변수로는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 및 소비

많은 관계가 있는데 최근 꼬리가 얇아진 것은 전망의

자물가 상승률을 사용하였다. FAVAR 모형의 추정은

불확실성이 2010년대 초반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을

미네소타 프라이어(Minnesota prior)를 이용한 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지안 추정법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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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장률 전망분포 변화 추이(전망시계=2분기)

것은 실적치가 전망치와 멀어질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
미하므로 80% 영역도 더 넓어지게 된다. <그림 5>는
전망시계가 각각 2분기, 4분기일 때 성장률의 80%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2분기 전망시계의 경우 2012
년 너비가 크게 확대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어 <그림 4>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
다. 반면 4분기 전망시계에서는 2분기의 경우와 달리
너비의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성장
률 전망의 불확실성의 감소가 단기 전망 위주로 나타

전망의 불확실성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표본외
예측 방식의 확률밀도함수 추정을 통해 성장률 전망

나고 있는 반면 중기 전망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
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의 80% 범위를 전망시계별로 시산해 보았다. 80%

그림에서의 80% 범위는 표본외 예측을 통한 것이

범위란 향후 성장률 실적치가 동 범위 내에 있을 확률

므로 본고의 확률밀도함수 추정결과가 실제치를 제대

이 80%가 되는 영역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전

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다.

망시계별 성장률의 0.1 분위와 0.9 분위 사이의 영역

2분기 및 4분기 후 실제 성장률이 80% 전망 범위에

)을 의미한다.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포함된 빈도수는 각각 84%, 87%로 80%와 크게 다

(

GDP 성장률의 80% 범위 전망(표본외)

<그림 5>
(전망시계=2분기)

(전망시계=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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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아 전반적으로 본고의 분석이 성장률 분포를

변화를 분석하였다. 개별 지수효과 분석 시 여타 지수

잘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80% 이외

는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였고 편의상 전망치는 4% 수

다른 범위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어 추정된 확률

준에서 고정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전망 리스크 및 불

밀도함수가 팬차트 작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확실성이 변할 경우 팬차트는 상·하방으로 이동하거
나 너비가 변화하게 되므로 지수 변동에 따른 팬차트

2. 개별 지수 변동에 따른 팬차트 변화

의 변화 관찰을 통해 전망 리스크·불확실성의 변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추정된 확률분포함수를 이용하여 4개

리스크와 불확실성 변화에 따른 팬차트 형태 변화의

경제상황지수가 변동하였을 때 GDP 성장률의 팬차트

사례는 <그림 6>에 예시되어 있다. ⒜와 같이 팬차트

<그림 6>		

팬차트 변화에 따른 리스크·불확실성 변동 사례

변동 전

⒜ 팬차트 너비 축소: 불확실성 감소1)

주: 1) 팬차트 너비가 4분기 기준 6%p에서 4%p로 축소

⒝ 팬차트 상방 이동:상방 리스크 확대, 하방 리스크 감소1)

주: 1) 상방 너비 확대, 하방 너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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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차트 비대칭변화:하방 리스크 감소1), 불확실성 감소

주: 1) 하방 너비가 축소되면서 실적치가 전망치를 크게 하회할 리스크가 감소

의 너비가 축소되는 것은 실제 성장률의 분포가 전망

감소한 경우이다.

치에 더 가까워져 전망오차가 감소하고 전망 불확실성

<그림 7>은 국내 실물상황지수 상승에 따른 성장률

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의 경우는 팬차트가 상방 이

팬차트의 반응을 보여준다. 지수 상승시 실물상황 개

동하여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

선으로 향후 GDP 성장률 상승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

아지는 등 상방 리스크가 확대된 경우를 보여준다. 이

라 팬차트가 위쪽으로 이동하여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

경우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통해 상·하방 리스크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팬차트의 너비에는 큰 변화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는 두 가지 변화가 함께 나타

가 없어 실물상황 개선의 전망 불확실성 감소 효과는

나는 경우로 팬차트의 너비가 감소하면서 상방으로 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동함에 따라 전망의 하방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그림 7>		

<그림 8>은 국내금융상황지수 상승에 따른 성장률

국내 실물상황지수 상승에 따른 팬차트 변화1)

(변동 전)

(지수 상승)

주: 1) 지수 1p 상승에 따른 변동

<그림 8>		
(변동 전)

국내금융상황지수 상승에 따른 팬차트 변화1)
(지수 상승)

주: 1) 지수 1p 상승에 따른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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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차트의 반응이다. 국내 금융여건의 개선으로 국내

해외 경제상황지수 상승에 따른 팬차트의 반응은

금융상황지수가 상승할 경우 팬차트는 단기적으로 상

<그림 9>와 <그림 10>에 나타나 있다. 해외실물상황

방 이동하면서 상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하방 리스크

지수의 상승 시 팬차트는 일시적으로 소폭 상방 이동

가 감소하였으나 3분기 이후부터 리스크 효과가 감소

한 뒤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앞 장의 국

하면서 원래의 균형 리스크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

내외 지수간 비교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국내실물상황

다. 팬차트의 너비는 4분기 후 약 2%p 정도 축소되는

의 개선을 동반하지 않는 해외실물여건 개선은 GDP

등 전반적인 전망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보였다.

팬차트의 너비 또한 3분기까지는 변화가 미미하다

<그림 9>		

해외실물상황지수 상승에 따른 팬차트 변화1)

(변동 전)

(지수 상승)

주: 1) 지수 1p 상승에 따른 변동

해외금융상황지수 상승에 따른 팬차트 변화1)

<그림 10>
(변동전)

주: 1) 지수 1p 상승에 따른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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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상승)

4분기에 소폭 확대되는 등 전망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

을 이용하여, 12월 중순까지의 경제상황지수 변화를

향 또한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앞 장의 동행성

반영한 팬차트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최근 대내외 여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

건이 반영된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하여 살펴

외실물상황지수와 성장률 간 동행성이 강화되어 동 지

보았다. 10월 전망 시점에서와 12월까지의 여건을 반

수의 영향이 최근 들어 확대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영한 팬차트 작성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5) 작성 결

수 없다. 해외금융상황지수 상승 역시 상·하방 리스

과 10월 이후 추가된 대내외 여건관련 정보가 반영되

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서 성장률 팬차트가 하방 이동하여 성장률의 하방

해외금융시장 변화가 국내금융시장으로 미치는 경로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성장률 리스크에 미치는

12월 리스크 변화에 따른 상·하방 확률의 구체적

영향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팬차트의 너비

인 변화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를 보면 2017년

또한 변화가 없어 전망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

경제성장률이 10월 전망치보다 하회할 확률은 10월

지 않았다.

전망 대비 최대 20%p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망 불확실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망오차의 크기 변

3. 최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성장률 팬차트

화로 시현되는데 2017년 전망오차가 ±1%p 이상 커
질 확률도 10%p 내외 증가하여 전망의 불확실성도

본 절에서는 지난 10월 한국은행 GDP 성장률 전망

<그림 11>		
(10월 전망)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성장률 팬차트 작성 결과
(12월 여건 반영)

5)	한국은행 10월 전망의 경우 경제전망 보고서에 수록된 팬차트는 전기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기준으로 작성한 본고의 팬차트와는 동일하지 않다. <그림
11> 좌측의 팬차트는 상·하방 리스크가 균형인 상태에서 전망시계별 분산이 과거 5년 전망오차의 분산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이분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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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이다. 그림을 보면 하방 리스

12월 여건 반영 성장률 전망 팬차트에 의한
리스크와 불확실성
상방 리스크1)

크 확대는 국내 실물상황 악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하방 리스크1)

전망불확실성2)

나타났다. 10월 산업활동 지수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12월 국내실물상황지수가 지난 10월 대비 0.84p 감

17Q1

35%(-15)

65%(15)

17%(+15)

Q2

29%(-21)

71%(21)

50%(+8)

Q3

29%(-21)

71%(21)

63%(+9)

Q4

35%(-15)

65%(15)

64%(+6)

주: 1) 실적치가 전망치를 상회(하회) 할 확률
2) 전망오차의 크기가 1%p를 초과할 확률. (   ) 내는 10월 전망대비 차(%p)

소한 것이 하방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킨 요인으로 판
단된다. 반면 국내금융상황지수는 10월 이후 큰 변화
가 없어 전망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해외 실물 및 금융상황지수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그

<그림 12>는 10월 전망 대비 하방 리스크의 확대

<그림 12>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10월 전망 대비 하방 리스크 요인별 변동

(전망치를 하회할 확률 변동)1)

(전망치를 1%p 이상 하회할 확률 변동)1)

주: 1) 12월 여건 반영 후 실적치가 전망치를 (1%p 이상) 하회할 확률(%) - 10월 전망시 전망치를 (1%p 이상) 하회할 확률(%)

		
국내실물

국내금융

해외실물

해외금융

-0.32
(-0.84)

0.98
(-0.07)

0.36
(+0.41)

-0.68
(+0.42)

주: 1) (   ) 내는 10월 전망대비 변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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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경제상황지수

Ⅳ. 맺음말

본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내외 여건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팬차트를 작성할 경우 경제동향 판단과 전망

본고에서는 국내외 금융·실물상황 변화를 반영한

경로 수정, 그리고 통화정책 결정 등에 필요한 즉시성

월별 GDP 성장률 팬차트를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 리스크는 금융·실물

성장률 전망의 상·하방 리스크, 성장률 급변 가능성

여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및 불확실성에 대해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내 여건의 경우 실물상황 개선은 빠른 경제성장 가능

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성을 높이고 금융상황 개선은 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소

향후 월별 팬차트를 통한 리스크·불확실성 평가의

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해외여건 변화는 국내 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여건을 반영하는 지수들

융·실물상황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리스크에

이 실제 대내외 실물·금융 여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2016년 10월∼12월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팬

보인다. 또한 4개 경제상황지수 외에도 정치 불확실

차트 작성 결과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증

성 지수, VKOSPI 등 기타 지표들의 정보변수로서의

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해당 기간 공표된 산업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산이 당초 전망에 못 미치는 등 실물여건이 다소 악

하겠다.

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실물 지표를 활용한 경제성장률 팬차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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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경제상황지수와 사용변수의 관계1)
1. 국내실물상황지수
변수명

2. 해외실물상황지수

지수와 관계

산업생산지수

변수명

지수와 관계

재고지수

변수명

지수와 관계

산업생산지수

변수명

지수와 관계

CPB 무역지수

+

전산업

+

전산업

+

일본

+

발틱운임지수

+

화학제품

+

제조업

+

미국

+

OECD 종합선행지수

+

전기장비

+

+

중국

+

국제유가

+

OECD 유럽

+

자본재

자동차

+

중간재

+

서비스업

+

소비재

+

제조업
자본재

+

가동률지수

+

+

제조업

+

중간재

+

화학

+

소비재

+

전기장비

+

출하지수

자동차

+

건설수주액

+

전산업

+

제조업

+

공공부문

+

광업

+

민간부문

+

화학

+

내수출하지수

+

전기장비

+

자본재

+

자동차

+

중간재

+

자본재

+

중간재

+

소비재
고용

+
+

소비재

+

전체 취업자

+

설비투자

+

제조업취업자

+

상용근로자

+

선행지수

+

임시근로자

+

동행지수

+

경기지수

실업률

1) 국내금융상황지수에 포함된 변수와 관련해서는 이승용 外(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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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금융상황지수
변수명

지수와 관계

주가지수

변수명

지수와 관계

국고채금리(5년)

미국(Dow Jones)

+

미국

+

영국(FTSE)

+

영국

+

일본(니케이)

+

일본

+

중국(상하이B)

+

유로

+

유로(FTSE EU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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