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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성
축소는 경제의 성숙화 내지는 경제운영 효율성 제고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
나 경제의 역동성 저하, 경제주체의 위험회피성향 강화 등에 의해서도 초래될 수 있다. 경기변동
성 축소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고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변동성의 특징을 통상의 거시 변동성 외에 기업의 다이나믹
스를 반영하는 미시 변동성까지 포함해 살펴보고, 경기변동성 축소의 원인을 충격과 충격의 파
급과정 측면에서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 축소는 주요국에 비해 그 폭이
현저하며 GDP 지출부문별로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경기국면별로는 수
축국면보다 확장국면에서 더 두드러진다. 둘째, 거시지표 외에 미시지표 변동성도 동시에 줄어
들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기변동성 대완화기(Great Moderation)에 나타난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경기변동성 축소는 글로벌 경기, 생산성 등의 긍정적 충격(positive
shock)이 줄어든 데다 이들 충격에 대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반응도 약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 축소가 미국의 대완화기에서와 같이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대완화기에는 기업의 혁신활동이
왕성한 가운데 경기확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경제주체의 소비 및 투자성향이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혁신활동이 저하된 가운데 경제주체의 보수적 행태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의
경기변동성 축소가 경제의 성숙보다 전반적인 활력 저하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과 같이 경기변동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기국면 등의 식별에 오류 가능성이 높
아지므로 경기진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민간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순환주기가 짧은 수
출이 경기변동을 주도하는 경우에는 경기가 소순환에 그칠 소지가 있는 만큼 내수 동향에 보다
유의하면서 중기적인 시계에서 경기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내외에서 발생하
는 충격의 본질(nature), 크기(magnitude) 및 발생지(origin)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경제
주체들의 행태변화 분석을 통해 경기분석의 정도를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
아울러, 우리경제가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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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이론에 근거한 체계적 분석이라기보다 기존에 제
기된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있다. 따라서 경기변동성 축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

특징은 「저성장·저인플레이션–경기변동성 약화」로

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일정 정도 한계를 지닌다고

요약될 수 있다. 그동안 저성장·저인플레이션에 대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Stock and Watson(2003,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경기변동성 축소는

2005)이 주요 선진국의 경기변동성 완화 원인을 분석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는 경기변동성 둔화를

하는 데 활용한 분석프레임3)을 원용하여 보다 체계적

경제의 성숙화 내지는 경제운영 효율성 제고에 따른

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

지금까지 경기변동성 분석에는 GDP, 경기종합지

로 보인다. 또한 경기변동성 축소는 경제 전반의 불확

수 등 거시지표가 이용되었는데 동 지표는 집계과정에

실성 완화를 통해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서 개별경제주체의 상반된 행태변화가 상쇄될 수 있어

에 긍정적 영향1)을 미친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생

기업 및 가계의 실제적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한계를

각된다.

보일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기업 매출액

그러나 경기변동성 둔화는 경제의 성숙 및 발전뿐만

등 미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거시 데이

아니라 경제의 역동성 저하, 경제주체의 위험회피성

터가 지닌 한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다양한 측면에서

향 강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경기변동성 약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기국면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경제전반의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금융

활력도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

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기변동성의 특징을 다른 나라

려할 때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심

와 차별화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Ⅲ장

층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경기변동성 축

과 Ⅳ장에서는 경기변동성 축소의 원인을 충격과 파급

소 원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평가해 보

과정 측면에서 각각 정성적 및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작업으로 생각된다.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상기 분석결과를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경기변
동성 축소에 대한 국내연구는 강환구 외2)(2015)가 유

토대로 경기변동성 축소 현상을 재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상기 연구는 경기변

1) Ramey and Ramey(1995), Martin and Rogers(1997), Hnatkovska and Loayza(2005), Kose et al(2006), Imbs(2007), Furceri(2010) 등은 투자는 비가역
적(irreversible)이기 때문에 경기 불확실성 축소는 기업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2) 동 연구는 경기변동성 축소를 물가변동성 감소 및 금융발전, 서비스업 비중 증가, 글로벌 경기변동성 축소, 추세성장률 하락,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로 보고 있다. 또한 경기변동성 축소가 내재적 성장동력의 위축에 기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3) 일반적으로 경기변동 이론에서는 경기변동의 특징적 현상(stylized facts)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충격(impulse mechanism)과 충격의 파급과정(propagation
mechanism)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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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 경기변동성의 주요 특징

<그림 2>

경기동행지수1)2)

거시 및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살펴본 우리나라 경
기변동성에 나타난 주요 특징적 현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 1>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4) 경기변
동성5)은 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변동성 축소는 GDP성장률, GDP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 등 주요 경기지표에서 공통적으로 관측
되었다(<그림 1·2>).

주: 1) 순환변동치 기준
자료: 통계청

경기 변동성1)

<표 1>

2) 음영은 수축기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기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자

GDP성장률2) GDP순환변동3) 경기동행지수4)
▶ 2000.1/4~07.4/4(A)

0.8(0.6)

0.08

1.0

▶ 2010.1/4~17.1/4(B)

0.4(0.5)

0.03

0.5

B/A

0.5(0.7)

0.42

0.4

주: 1) 표준편차 2) 전기대비 증감률, ( ) 내는 변이계수 기준
3) HP필터로 추출 4) 순환변동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
기변동성 축소는 그 정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크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을 보면 금
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성을 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할
때 OECD(35개국 평균)가 0.9배인 데 비해 우리나라
는 0.48배에 그쳤다. 절대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그림 1>

GDP 순환변동1)2)

GDP변동성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G-7국가 평균에
비해 2배 정도 높았으나 위기 이후에는 이들 국가 수
준을 밑돌고 있다. 한편 GDP변동성과 성장률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그림 3> 맨아래 그래프)
경기변동성 축소가 성장세 둔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6). 다만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GDP변동성
축소폭은 OECD 35개국중 3번째로 커 성장세 둔화폭
(7번째)보다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주: 1) HP필터로 추출
자료: 한국은행

2) 음영은 수축기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는 2010.1/4~17.1/4분기를, 이전은 2000.1/4~07.4/4분기를 각각 지칭한다. 한편 금융위기 직전 및 직후에는 변동성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어 동 기
간은 제외하였다.
5) 통상

경기변동성은 경기지표의 증감률 또는 순환변동치의 표준편차로 측정하는데 본고에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GDP 전기대비 증감률의 표준편차를 주로 이용하고 GDP
및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표준편차도 병행하여 고려하였다.
6) 곽노선(2013)도 국별 자료를 이용해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경기변동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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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ECD국가 GDP변동성1)

둘째, 경기변동성 축소를 경기 국면별로 나누어

(국별 변동성 변화)

보면 수축국면(2011.8~13.3월e))7)보다 확장국면
(2013.3월e)~현재)에서 축소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4>를 보면 수축국면의 경기진폭
은 2000~07년중 수축기 평균의 절반 정도인데 반해
확장국면은 같은 기간중 회복기 평균의 1/5 수준8)에
머물러 있다. 제11순환기 확장국면이 시작된 2013년
부터 최근까지 뚜렷한 회복조짐 없이 소폭의 등락만을
거듭하는 모습이다(<그림 5>).

(G-7국가 변동성)

<그림 4>

00~07

10~16

GDP 순환변동 진폭

주: 1) 경기저점은 통계청 잠정 기준
2) 확장국면은 최근 확장국면과 동일기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성장률2)과 변동성 변화)

<그림 5>

실질GDP 변동성1)

주: 1) GDP 전기대비 증감률 기준
2) 기간중 전기대비 증감률 평균 기준
자료: OECD
주: 1) 9분기 중심이동 표준편차 기준
자료: 한국은행

7) 제11순환기의 저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통계청 잠정 기준으로 2013.3월로 공표되어 있다. 한편 강환구 외(2015)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제11순환기 저점을
2013.1/4분기 또는 3월로 추정한 바 있다.
8) 현 확장국면은 진행중에 있으므로 현재까지 지속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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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출부문별로 살펴보면 최근의 경기변동성

<표 2>

지출부문별 GDP변동성 변화

축소는 민간소비, 수출 및 수입, 재고투자에서 현저한
모습이다(<표 2>).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변동성
9)

이 크게 줄어들어 소폭 축소되는 데 그쳤다 . 반면 건
설투자의 경우 4대강 사업, 지방혁신도시 착공, 부동

G

D

00~07(A)

10~17(B)

B/A(배)

P

0.82

0.40

0.48

민 간 소 비

1.02

0.53

0.52

설 비 투 자

4.46

4.19

0.94

건 설 투 자

2.80

3.42

1.22

산 규제완화 등 정책적 요인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

재 고 투 자 1)

1.42

1.11

0.78

되었다.

수

출

3.27

2.33

0.71

수

입

4.14

2.33

0.56

<그림 6>의 성장기여도를 이용하여 GDP변동성 축
소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율을 시산10)한 결과, 민간
소비(50%)와 재고투자(59%)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주: 1) 전기대비 증감액의 GDP대비 비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6>

GDP변동성 변화 기여도

고정투자(12%)도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한
편 수출과 수입의 경우 변동성이 모두 줄어들었으나
GDP대비 순수출의 비중이 크게 늘어 순수출은 변동
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9)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다른 부문에 비해 변동성이 큰 폭 줄어들었다.
(표준편차1) 배율)
► 2000~07년/1990~97년

민간소비
1.1

설비투자
0.7

건설투자
0.8

재고투자2)
1.0

수 출
1.0

주 : 1) 전기대비 증감률의 표준편차 2) 전기대비 증감액의 GDP대비 비율 기준
10) GDP분산의

축소는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의 분산 차이와 공분산 차이로 분해할 수 있다. 여기서 공분산 차이는 일정한 표준편차 하에서의 상관관계 변동 부분과 일정한 상관관
계 하에서의 표준편차 변동 부분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시산 방법은 “<참고 1> GDP변동성 변화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 시산”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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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국가(국별 평균)는 민간소비와 재고투자 변동

<그림 8>

G-71) GDP변동성 변화 기여도

성이 우리나라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재고투자의 경우 위기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입 및
고정투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감소하
였다(<그림 7>).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 축소
는 OECD 주요국에 비해 그 폭이 현저하고 민간소비
와 재고투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림 6> 및 <그림 8>).

<그림 7>

한국 및 G-7 변동성 변화1)

주: 1) 각국 평균 기준
자료: OECD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혁신 활동 등을 반영하는 기업 및 업종
레벨에서의 미시 변동성11)을 살펴본 결과, 기업 매출
의 변동성12)은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거시 변동성
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그림 9> 위쪽 그래프) 외
환위기 및 금융위기 영향을 제외하기 위해 1991~96
년, 2001~06년, 2011~16년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보았는데 최근 변동성 축소폭이 2000년대의 두 배를

주: 1) (10~17년 표준편차)/(00~07년 표준편차)
2) 재고는 성장기여도의 표준편차 기준
자료: OECD

상회하고 있다(<그림 9> 아래쪽 그래프).

11) 미시변동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부터인데, 이는 미국의 대완화기(Great Moderation) 중 거시적으로는 변동성이 줄어든 반면 미시적으로는 변
동성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비슷한 현상이 영국, 독일 등지에서도 발생하면서 미시 및 거시 변동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미시변동성
이란 GDP를 구성하는 하위항목 단계에서의 변동성을 의미하는데 기업매출 변동성 또는 세부업종 생산 변동성 등의 통계로 살펴볼 수 있다. 미시변동성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기업혁신, 시장경쟁 확대 또는 기업간 이질화 증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기업이 혁신에 성공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매출의 변동성이 높아진다.
Comin and Mulani(2006)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리뉴얼 등의 혁신으로 인해 기업매출 변동성이 확대됨을 보였다. 또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강화될수
록 시장가격이 보다 신축적으로 변동하면서 매출 변동성이 커진다. 이는 1970년 이후 영국 기업들의 매출을 분석한 Parker(2006)에 의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뿐만 아니
라 기업간 이질성이 클수록 기업매출 변동성이 커지는데, 기업간 이질성이 크다는 것은 기술이나 경영측면에서 기업간 다양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성은 위험분산에 도
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위험투자를 활성화 시킨다. 이는 김정욱·전현배·하준경(2011)의 미국 제조업 산업 데이터에 대한 분석으로 입증되었다. 한편 거시변동성과 미시변
동성의 정반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혁신의 특성, 산업간 공분산 감소, 그리고 기업간 공분산 감소 등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Comin and Mulani(2006)의 실증분석
에 의하면 혁신이 이루어지면 기업레벨에서 변동성이 상당하게 증가하지만 신규 진입자가 이익을 보는 만큼 기존 선도자는 손실을 보기 때문에 경제전체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작게 변동한다. 또한 Comin and Mulani(2009)의 분석 결과, R&D 투자가 증가하면 해당 산업의 변동성은 높아지지만 한 분야에서의 R&D 투자는 해당 산업과 타 산업 간
의 상관관계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이 오히려 축소된다. 또한 경쟁시장에서 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 기업간 공분산이 감소하여 해당 산업의 변동성은
감소하게 된다(Parker, 2006).
12) 기업 매출 변동성은 상장기업의 매출액 증감률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였다.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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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DP 및 기업매출 변동성 평균1)2)3)

91~96

01~06

기업 매출 변동성1)2)

<그림 10>

11~16

주: 1) 기업별 매출액으로 가중평균
2) 위쪽 그래프는 전년대비 증감률의 5년 중심이동 표준편차 기준
3) 대상기업은 KIS-Value에 등재된 상장 제조업체로 기업수는 해마다 상이하며 2016
년 기준 1,297개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91~96

01~06

11~16

주: 1) 위쪽 그래프는 전년대비 증감률의 5년 중심이동 표준편차 기준
2) 아래쪽 그래프는 중위값 기준
자료: KIS-Value

제조업 세부업종의 생산 변동성 움직임도 기업 매
이러한 차이는 극단치(outlier) 효과가 제거되는 중

출 변동성과 비슷하였다. 2000~14년중 194개 업종

위값 기준으로 볼 때 더욱 뚜렷하다. <그림 10>을 보

의 연간 생산액을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여 살펴보았는

면 기업 매출 변동성의 중위값은 2000년대 들어 이전

데 세부 업종들의 전체(overall) 변동성이 금융위기

에 비해 오히려 확대되다 금융위기 이후 하락 전환하

이후 이전의 2/3수준 아래로 줄어들었으며, 업종내

였고 기업간 변동성 분포(25분위와 75분위 갭)도 줄

(within)보다 업종간(between) 변동성이 더 크게 축

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되었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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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조업 세부 업종의 생산변동

이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거시 변동

(전 체)

성과 미시 변동성이 동반 축소되고 있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경기변동성 대완화기(Great
Moderation)에 미국, 영국 등에서 나타난 것과 정반
대의 모습이다. <그림 12>를 보면 이들 국가에서는
거시 변동성이 축소되는 가운데 미시 변동성은 확대되
는 분기화 추세(diverging trend)가 나타났다. 이러
한 점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 축소를 기업의

00~02

03~05

06~08

09~11

12~14

혁신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이루어진 주요국의 변동성
대완화(Great Moderation)와 동일한 현상으로 평

(업종내)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림 12> 미국 대완화기(Great Moderation) 거시 및 미시 변동성
(GDP와 기업 변동성 중위값)

0.2

0.04

기업 변동성 중위값 (좌축)
GDP 변동성(우축)

0.03
0.15
00~02

03~05

06~08

09~11

0.02

12~14
0.1

0.01

(업종간)
0.05

0
60

70

80

90

00

(기업 변동성 분포)

0.4

0.3
75 percentile
00~02

03~05

06~08

09~11

12~14

주: 1) 전년대비 증감률의 표준편차, 전기간의 생산 자료가 있는 164개 업종 기준
2) 2009~11년의 경우 2010년 데이터 부재로 2009년과 2011년 자료만을 이용
자료: 통계청

Median

0.2

0.1
25 percentile
0
60

70

80

90

00

자료: Comin and Philippon(2006) “The Rise in Firm-Level Volatility”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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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성적 분석 : 경기변동성 축소 배경

<그림 13>

경기변동 발생 메커니즘

경제적 충격

경기변동은 충격이 발생해 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에
서 유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
기변동성 축소는 충격의 크기가 줄었거나 파급효과가
13)

약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 이하에서는 금융위
기 전후 경제적 충격의 크기와 파급효과가 어떻게 달
라졌는지를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충격 파급과정

대외충격
- 글로벌 경기
(글로벌 교역)
(글로벌 IT)
- 국제 유가

국내공급충격
- 생산성

국내수요충격

가계
소비·저축
조정

기업

정부

투자·재고
조정

경기안정화
정책 수행

-신
용
- 주택가격
-주
가
- 통화정책
- 재정정책

시장
가격조정
기능작동

구체적으로 <그림 13>의 경기변동 발생 메커니즘을
참고하여 충격과 충격 파급과정으로 구분한 다음 연관

1. 경제적 충격

된 세부 지표14)의 움직임을 점검해 보았다. 먼저 경제
적 충격은 대외충격, 국내 공급 및 수요 충격으로 나

충격(shock)은 직접 관측할 수 없으나 변동성과 밀

눌 수 있는데 대외충격 연관변수로는 글로벌 경기와

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15)하여 충격의 크기

국제유가가 대표적이다. 또한 우리 경제가 무역 및 IT

변화를 관련 변수들의 변동성을 통해 가늠해 보았다.

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 교역 및

먼저 대외충격, 국내공급충격 및 국내수요충격과

글로벌 IT경기도 추가로 고려하였다. 국내 공급충격

관련된 주요 경제변수의 변동성을 개괄하면 <그림

은 생산성을 통해, 국내 수요충격의 경우 신용 및 자

14>와 같다.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성격을

산가격과 통화 및 재정정책 지표를 통해 움직임을 파

갖는 통화 및 재정정책을 제외한 대다수 변동성이 금

악한다.

융위기 이후 상당폭 줄어들어 충격의 축소 가능성이

충격 파급과정의 경우 가계 및 기업의 반응과 정부

큰 것으로 보인다.

정책 효과, 시장의 효율성 등이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
는지를 선행연구 등을 통해 살펴본다.

13) Stock and Watson(2003)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미국 경기변동성이 완화된 원인을 충격의 크기와 지속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
14) 충격 구분 및 관련 경제지표는 조하현·황선웅(2009), 유병삼(1995) 등을 참고해 선정하였다.
15) 시계열

변수( )가 과거 수준(
)과 외생적 충격( )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제하면 동 시계열의 분산은 충격( )의 분산과 비례관계를 보인다. Stock and Watson(2003)
및 이재준(2009)은 동 관계를 이용해 충격의 크기를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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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및 <표 3> 대내외 충격관련 변수의 변동성1)

동성이 축소된 데다 글로벌 분업체제(Value Chain)
약화, 중국의 내수중심으로의 성장전략 전환 등으로
교역의 경기민감도가 저하되면서 변동성이 상당폭 축
소되었다(<표 4>).

<표 4>

세계교역의 성장탄성치
(전년대비, %, %p, 배)

80~89

90~99 00~07(A) 11~16(B)

B-A

세계 성장률(C)

3.2

3.1

4.5

3.5

-1.0

세계교역 증가율(D)

4.5

6.6

7.4

3.7

-3.7

교역의 성장탄성치(D/C)

1.4

2.1

1.6

1.0

-0.6

자료 : IMF

글로벌 IT경기의 경우 당초 2008년경부터 스마트
충격 구분

사용 지표

최근 기간

글로벌 경기

OECD GDP

(글로벌 교역)

OECD 교역액

(글로벌 IT)

세계 반도체매출액

국제유가

두바이유 현물가

노동 생산성

시간당 노동생산성

11.1/4~16.4/4

신

예금은행 대출

10.1/4~17.1/4

용

11.1/4~16.4/4
”

로 기대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투자가 좀처럼 회복되

10.1/4~17.1/4

지 못함에 따라 본격적인 경기상승기의 도래가 지연되

”

주택가격

KB 주택가격지수

”

주

KOSPI

”

통화정책

기준금리 변동폭

”

재정정책

정부소비 및 투자

”

가

컴퓨팅(4순환) 시대로 전환되면서 빠르게 확장될 것으

었다17)(<그림 15·16>).

<그림 15>

글로벌 경기1)와 교역

주 : 1) (최근 기간 표준편차)/(2000~07년 표준편차) 기준

(대외 충격)
글로벌 경기 변동성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축소되었
다. 이는 주요국 경기가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신활동 약화, 총수요
부진 등으로 장기간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고 정체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16). 글로벌 교역도 경기변

주: 1) OECD GDP 기준
자료: OECD

16) 금융위기 이후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수요 관점(Summers, Krugman 등)에서는 총수요 부족, 글로벌 저축과잉 및
통화정책 여력 제약 등을, 공급 관점(Gorden 등)에서는 기술발전 정체, 인구증가세 둔화 등을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다(Teulings and Baldwin(2014)).
17) 글로벌 IT산업은 기술트렌드 변화에 따라 16~20년 주기의 장기순환을 보이고 있는데 그간 IT 장기사이클은 1차 메인프레임 컴퓨팅(1960~76), 2차 퍼스널 컴퓨팅
(1977~92), 3차 네트워크 컴퓨팅(1993~2008)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순환의 초기에는 투자 증가와 함께 신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파른 경기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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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경기1)

<그림 16>

주: 1) 세계 반도체 매출액 기준
자료 : SIA

<그림 18>

글로벌 반도체경기와 한국설비투자

자료 : 한국은행, WSTS

이처럼 글로벌 경기 및 교역, IT경기의 변동성이 주
로 상승모멘텀의 제약으로 줄어든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18)한 수출, 설비 및 재고투자 부
문에서 긍정적 충격이 약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그

국제유가는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다소 확대되었으
나 최근 유가 변동의 경기 파급효과가 약해져 경기변동
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가는
공급요인에 의해 변동할 때는 경기에 상당한 충격을 주
지만 최근과 같이 수요요인의 영향이 클 경우 경기에

림 17·18>).

미치는 강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9). <그
<그림 17>

글로벌 교역1)과 한국수출

림19>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공급요인 영향이 컸던
시기에는 국제유가가 경기에 외생적 비용충격으로 작
용하여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내생성이 강화되면서 높은 양(+)의 상관관
계로 변모하였다.

주: 1) OECD 수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OECD

18) 우리나라의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선진국을 큰 폭 상회하기 때문에 주요국에 비해 대외충격 변동성 축소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배율)
►한 국
► 선진국 평균

수출의존도1)
(수출/GDP)
45.9
31.3

성장탄성치2)
(성장률/세계성장률)
1.1
0.6

교역탄성치2)
(수출증가율/세계교역증가율)
1.7
1.0

주 : 1) 2015년 기준 2) 2000~16년 평균 기준
자료 : World Bank, IMF
19) Beidas-Strom

and Pescatori(2014)은 2003~08년 및 2011~12년중 유가변동은 대부분 수요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방홍기·김현만(2015)은 최근
의 유가하락이 수요요인에도 크게 기인해 저유가의 긍정적 효과가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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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국제유가1)와 글로벌경기2)간 상관계수3)

(국내 공급충격)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2011년 이후 증가세와 변
동폭이 모두 크게 둔화되었다.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이론은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변동
을 장기 성장 및 단기 경기변동의 원천으로 보는 바,
동 이론에 의거할 경우 최근의 생산성 정체는 성장잠
재력 및 경기변동에 대한 긍정적 충격의 축소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림 21·22>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다
른 나라에서도 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되었지만 우리

주: 1) 실질 기준 2) OECD GDP 기준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OECD

3) 12분기 중심이동 상관계수

나라는 그 정도가 주요국 최고 수준이다20). 경기적 요
인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화, 서비스업 고도화

<그림 20>

국제유가1)와 한국GDP

지연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체 등 구조적 요인이 가
세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제약된 데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노동생산성1)과 한국GDP

주: 1) 실질 기준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주: 1) 시간당 노동생산성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생산성본부

20) 미 Conference Board에 의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세 번째로 크게 하락하였다.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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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주요국 총요소생산성 둔화폭1)

주: 1) (2011~15 증가율 평균) - (2001~07 증가율 평균)
자료: Conference Board(2016)

<그림 24>

자료: 한국은행

<그림 25>

(국내 수요충격)

자산가격

소비심리

국내 신용 및 자산가격의 변동성은 금융위기 이후
상당 폭 줄어들었다.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수요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산가격
도 상승추세21)가 둔화된 가운데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
였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이 소비심리에 영
향을 미쳤으나 2000년대에 비해 소비심리의 등락은
제한적인 모습이다(<그림 23·24·25>).

<그림 23>

신용

자료: 한국은행

정책금리는 2010.7월~11.6월중 1.25%p(5회)
인상되었다가 2.00%p(8회) 인하되어 위기 이전과 비
슷한 변동폭을 보였으며 정부지출도 높은 변동성을 지
속하였다(<그림 26·27>). 다만 거시경제정책은 경
기대응적(counter-cyclical)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게 되면 경기변동성이
줄어들 수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22)
자료: 한국은행

21) 기존의 소비관련 연구들은 자산가격의 추세변동을 영구적 충격(permanent shock)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22) 케인지안은

거시안정화정책이 경기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새고전학파 등은 시장의 복원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경기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조하연·황선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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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기준금리

소비증대 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발전으로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23)가 용이해진 가운데 가계가 소득변동
시 저축을 민감하게 조정하는 모습이다24). <표 5>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의 변동성이 소득(GNI)
변동성에 비해 크게 줄어 소비평활화 강화를 시사하
고 있으며 가계 소득-저축간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58에서 이후 0.78로 상승하였다.

<표 5>

자료: 한국은행

소비 상대변동성 및 소득-저축간 상관관계
1990∼97 2000∼07 2010∼17

<그림 27>

정부지출1)

가계소득과 저축간 상관계수

0.70

0.58

0.78

가계소득과 소비간 상관계수

0.79

0.52

0.13

민간소비 변동성/GNI 변동성

0.70

0.81

0.41

주 : 1) S.A. 전기대비 증감률 기준 2) 소득은 가처분소득, 저축은 흑자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28>

가계소득과 저축성향간 관계
(2000~07)

주: 1) 정부 소비와 투자의 합 기준
자료: 한국은행

2. 충격 파급과정

(가계 반응)
금융위기 이후 가계가 향후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
망, 채무상환 부담, 노후불안 등으로 예비적 저축을
크게 늘리면서 긍정적 소득충격(positive shocks)의

23) 합리적 소비자 이론에 의하면 가계는 전 생애에 걸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득변동에 대응하여 차입이나 저축을 통해 소비를 평활화 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소비평활
화가 저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 증가시 저축을 늘렸다가(저축성향 상승) 소득 감소시 저축을 소비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저축성향 하락).
24) 금융이 발전하면서 민간소비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변동성 축소는 그 폭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해 금융
발전 외에 경기, 가계부채 부담, 고령화 등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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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2010~17)

소득국면별저축행태변화

주: 1) 소비 및 저축 흐름은 저축성향의 소득탄성치를 적용

자료: 통계청

그런데 가계는 소득 증가기에 저축을 크게 늘렸다

실제로 11순환기의 확장국면인 2013년 이후에는

가 소득 감소기에는 별로 줄이지 않아 소득국면별

경기가 약화되지 않고 횡보하고 있음에도 가계의 향후

로 비대칭적인 저축행태를 보이고 있다(<표 6>, <그

경기전망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그림 30·31>).

림 29>). 이를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이러한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이 가계의 소비성향을 저

Hypothesis)의 관점에서 보면 가계가 미래경기 등

하하고 저축유인을 자극하면서 2010~15년중 우리

소득여건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나라의 가계 순저축률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크게

해석할 수 있다.

상승하였다(<그림 32>).

<그림 30>

소득국면별 저축성향 탄성치1)

<표 6>

소득 확대기2)

소득 둔화기2)

2000~07(A)

0.5

0.2

2010~17(B)

0.9

0.2

B-A

0.4

0.0

경기와 경기전망CSI

주: 1) 저축성향 평균 변동폭/소득 평균 증감률
2) 확대기(둔화기)는 기간중 평균 증가율 상회(하회)기간
자료: 통계청

(좌축)
(우축)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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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경기전망CSI와 소비성향

(기업 반응)
기업이 보수적·안정지향적 경영행태를 견지함에
따라 투자가 경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금리,
유가 등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25).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및
유가가 큰 폭 하락하였으나 기업이 늘어난 수익을 부
채감축과 저축에 주로 활용하면서 투자성향은 지속적
으로 낮아졌다26)(<그림 33·34>). 특히 2011년 이후
에는 업황전망BSI가 기준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등 비관적 경기전망이 고착화되면서 재고투자 규모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이례적으로 크게 줄었다. 재고투자는 일시적 수요변
<그림 32>

주요국 가계 순저축률 변동1)

화에는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지만 중기적 수요변화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27)하는데 기업이 내외수
의 장기부진을 예상해 예비적 재고를 기조적으로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

기업 투자성향1)

(좌축)
(우축)

주 : 1) 2015년 – 2010년
자료 : OECD

주: 1) 총고정자본형성/영업잉여 기준
자료: 한국은행

25) 한민 외(2015)는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경기탄성치가 상승한 반면 금리 및 환율탄성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26)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투자성향(투자/영업이익)이 낮을수록 투자변동성이 작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예상치 못하게 100만큼 변동했다고 가정하면 투자성향
이 1일 때는 투자가 100만큼 변동하지만 투자성향이 0.5일 때는 50만큼만 변동할 것이다.
27) 공철·권동휘(2010)는 우리나라 재고투자와 경기의 관계가 시계열의 변동영역(frequencies)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2~12분기를 단기 영역으로, 13~21분기를
중기 경기변동 영역으로 설정하여 재고투자가 단기변동 영역에서는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이고 경기변동 영역에서는 뚜렷이 경기순응적(pro-cyclical)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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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주요국 투자성향1) 변동폭

재고투자 감소는 재고투자 변동성 축소에 상당한 영
향을 미쳤을 소지가 있다. <그림 36·37>을 보면 재
고투자 규모와 변동성은 상당히 밀접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며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6>

주요국 재고규모와 변동성

주: 1) 총고정자본형성/영업잉여 기준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그림 35>

주요국 기업 업황전망

주 : 1) 2010~15년 기준
자료 : OECD

<그림 37>

재고투자 규모1)와 변동성

자료 : OECD

주 : 1)｜재고투자｜/GDP
2) 12분기 이동평균 기준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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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정책 효과)

<그림 39>

정부지출1)과 GDP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 수행도
경기변동성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을 보면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을 감안하여 2011.6월까지 기준금리를 5차
례 인상하였으며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부진, 세월호
참사 및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둔화 등에 대응하여
8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였다. 정부도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장기화, 메르스 사태, 브렉시트 등 대내
외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2013년부터

주 : 1) 정부소비와 투자의 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총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정부 재
정지출이 경기대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부지출과
GDP증가율간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15에서 위
기 이후 –0.50으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다(<그림
39>).

다만 경기안정화 정책을 금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성
축소의 주된 요인으로 평가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
다.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들도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현저한 경기변
동성 축소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 국내외에서 경기

<그림 38>

가동률갭1)과 정책금리

부양 정책의 효과가 보수적 투자행태, 인구구조 변화,
부채 문제 등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다소 약화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는 점 등이 이를 방증한다.

(시장 효율성)
경제내 마찰적 요인(friction) 감소 등으로 시장기
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경우 경기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노동 및 상품·서비스시장은 자
원배분의 효율성 면에서 별달리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주 : 1) 제조업 평균가동률 - 이전 10년 평균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추정된다. 먼저 노동시장에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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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제약하는 이중구조28) 및 미스매치29)가 지속되고

<그림 41>

있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중소기업-대기업간 일자
1100

리 이동성이 낮은 가운데 최근 들어 양자간 임금격차

(2000=100)
농림어업
전기가스
운수통신

1000

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비효율적 요인들로 인해

900

임금이 생산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700

산업별 경제규제지수

광업
건설업
금융

제조업
도소매
기타

800

600

그림 40>).

500
30)

재화 및 서비스시장에도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 하

400
300

는 각종 규제 등이 상존한다. OECD의 시장규제지
수(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OECD 33개국중 30번째로 높은 가운데 이동렬 외

200
10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자료 : 이동렬 외(2015) “규제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산업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2015)가 추계한 산업별 경제규제지수가 위기 이후
금융업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다(<그림 4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금융위기 이후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

<그림 40>

노동시장 임금격차1)

다. 박창귀·송승주(2013)는 한국은행이 2008년과
2012년에 수행한 기업 가격설정행태 서베이를 비교
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별 대표상품의 가
격점검 주기가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다소 짧아지기는
하였으나 실제 변경 횟수는 연 1회(대표치 기준)로 유
사하다고 평가하였다.

주: 1) 비정규직·2차시장/정규직·1차시장
2) 1차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2차시장은 여타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28) 정성엽·정선영(2016)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복수의 임금함수가 존재하고 제도적 보상수준에서 분기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29) 김현재·최영준(2015)은

노동공급(생산가능인구)과 노동수요(취업자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미스매치 지수를 산정하였는데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으
로 나타났다.
30) 김도완 외(2017)가 OECD 시장규제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가간 규제의 차이는 생산효율성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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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량적 분석 : 경제적 충격 및 충격 파급과정

FAVAR모형의 구체적 형태는 식 (1)∼(3)과 같다. 식

변화

(1)에서 관측가능요인(observable factor)행렬( )은
금리, 주가, 주택가격 등 국내 충격을 반영하는 변수로

경기변동성은 충격의 크기와 파급효과(즉, 충격에

구성되는데 요인(factor)처럼 취급34)된다.

대한 반응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1) 이에 따라 Ⅲ장에서는 정성적 방법을 통해 충

(1)

격의 크기 및 파급효과가 어떻게 변했을지 가늠해 보
았으며 Ⅳ장에서는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개별 충격

(2)

의 크기 및 파급효과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

(3)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Ⅲ장에서 제기된 대내
외 충격의 크기 및 파급효과가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이 실증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요인행렬(factor matrix),

관측가능요인행렬(observable factor matrix),
정보시계열행렬(information time-

1. 분석 모형 및 방법

series matrix)
적재행렬(loading matrix),

개별 충격의 크기와 주요 거시변수의 반응이 시점

적재행렬

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계수와 분
산이 시간에 따라 변동(time-varying)하는 속성을

계수행렬 시차다항식
요인 개수,

관찰가능요인 개수
,

갖는 TVP-FAVAR(Time-Varying Parameter
Factor Augmented VAR) 및 TVP-VAR(Time-

,

,

Varying Parameter VAR) 모형을 설정하였다32).
TVP-FAVAR모형33)은 다수의 시계열 자료로부터 추

위 식에 나타난 함의를 살펴보면 식 (1)은 구조적 충

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구조충격(structural shock)

격이 거시지표로 전달되는 확률과정을 나타내는 VAR

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국내충격과 이에 대

모형으로서 동 모형의 오차항( )의 분산( )이 시변

한 거시변수의 반응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TVP-

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시점별로 충격의 크기가 변하

31) 예컨대 시계열 가
,
을 따르는 경우 의 분산은
으로 표현된다. 즉, 의 분산(
)은 충격의 크기( )와 충격에 대한 반응의 크기
를 나타내는 모수인 의 함수
에 의존하게 된다. 이 경우 가 감소하면
도 감소한다.
32) Koop & Korobilis(2009)는 VAR모형의 계수 및 충격이 시간에 따라 변동할 경우 분석의 유용성이 크게 증대된다고 보았다. 예컨대 1990년대 미국의 Great Moderation
이 연준 통화정책 반응함수의 개선에 기인한다는 주장(good policy theory)과 충격의 크기가 줄어든 데 기인한다는 주장(good luck theory)에 대해 Primeceri &
Giorgio(2005)와 Koop(2009)는 시변 계수 및 충격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통화정책 개선 및 충격의 크기 감소가 모두 Great Moderation에 기여하였음을 보인바 있다.
33) 일반적으로 VAR모형에서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론에 의존하거나 변수간 외생성 정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식별된 충격도 구조충격
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FAVAR모형의 경우 특정 이론이나 외생성 정도에 대한 가정에 의존하지 않고 관심변수와 관련된 구조충격을 식별할 수 있다.
특히 FAVAR모형에서는 방대한 양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VAR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누락(omitting variables)에 따른 내생성 문제를 최소
화할 수 있다. Bernanke et al.(2005)은 FAVAR모형을 통해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함으로써 자국의 거시변수에 대한 통화정책 충격 전달경로를 효과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FAVAR모형을 이용하여 황상연(2010)은 국내 통화정책 충격이 경기지역 GRDP에 미치는 영향을, 황선웅ㆍ민성환ㆍ신동현ㆍ김기호(2014)는 재정, 통
화 및 물가 충격에 대한 산업별 반응을 연구한 바 있다.
34) 예컨대 Bernanke et al.(2005)은 통화정책 충격의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FAVAR 모형을 구축한 후 정책금리를 관측가능요인 변수로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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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식 (1)에서 추정된 각 시점

관심변수로 대체된다36). 따라서 TVP-VAR모형은

별 표준편차를 충격의 크기로 간주하였다. 식 (3)은

TVP-FAVAR모형의 특별한 경우(nested model)

VAR 모형의 계수가 random walk 확률과정을 따

로 이해될 수 있으며 요인 추정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르도록 하여 충격에 대한 거시변수의 반응이 시점별로

추정방식을 따르게 된다.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추정과정은 <참고 2>에 수록하였다.

시점별 거시변수 반응의 변동을 파급효과가 변화하는
정도로 이해하였다. 끝으로 식 (2)는 VAR 모형의 변

2. 분석 결과

수로 사용하기 위한 Factor를 추출하는 관계식인 동
시에 역으로 식 (1)의 VAR 모형에서 파악된 구조적

(경제적 충격)

충격이 정보변수행렬에 포함된 분석대상 관심변수(예

주요 경제적 충격의 크기를 추정37)한 결과 대부분의

컨대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에 영향을

대내외 충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작아진 것으로 나

미치는 경로를 나타낸다. 동 식의 오차항( )은 관측

타났다.
먼저 글로벌 충격38)은 <그림42>와 같다. 글로벌 경

오차(measurement error)를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므로 별도의 추

기, IT 및 교역 충격은 2010.1/4~16.4/4분기중(평

가정보 없이 해외변수를 먼저 배열하는 방법으로 구조

균 기준) 0.10, 0.65, 0.56으로 2000.1/4~07.4/4

충격을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충격과 그 파급영

분기대비 각각 40.9%, 34.5%, 38.6% 축소된 것으

향을 분석하기 위해 TVP-VAR모형을 이용하였다35).

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유가 충격의 경우 2000년대 들

TVP-VAR모형은 식 (2)의 적재행렬( ,

)이 모두

어 2007~08년 및 2014~15년 두 시기에 큰 폭 급등

0인 경우로서 식 (1)과 (3)의 형태를 보인다. 이 경우

락하며 여타 글로벌 충격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39).

식 (1)의 요인행렬( ) 및 관측가능요인(observable

한편, 2016년 들어 주요 글로벌 충격이 점차 확대되

factor)행렬( )은 각각 해외충격 변수 및 분석대상

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에 따른 긍정적 충격
의 확대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40).

35) 이동진ㆍ한진현(2016)도

해외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변동 분석을 위하여 TVP-VAR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동 모형은 대외충격의 크기가 일정
(homoskedasticity)하다고 보았으나 본고에서는 대외충격의 확률적 변동(stochastic volatility)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6) 이
 경우 분석대상 관심변수가 VAR모형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분석대상 관심변수의 반응함수는 본문 (2)식의 Factor 모형을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VAR모형의 충격반응함
수로 추정된다.
37) 식
 (1)에 나타난 충격( )은 평균 수준이 “0” 이므로, 그 크기는 분산( )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충격의 크기와 충격의 변동성은 같은 개념이다.
38) 모든

변수의 시계열이 평균 “0”, 분산 “1”로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충격의 크기는 해당 시계열의 관찰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1”이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의 충격이 0.2라는
의미는 해당 시점에서의 충격이 분석대상 기간중의 전체 평균으로부터 0.8, 즉 80% 이탈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나타낸다. 또한 해당 충격이 0.2에서 0.1로 감소한 것은
해당 기간중 충격의 크기가 50% 감소하였음을 의미하게 된다. 변수가 이와 같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충격의 절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어서 충격간 절대적 크
기의 비교는 곤란하지만 충격 크기 변화의 속도에 대한 비교는 가능하다. 예컨대 충격 A는 특정 기간중 40% 감소한 반면 충격 B는 동 기간중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충격 A가 B보다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9) 이러한

유가충격 크기의 변화 양상은 유가충격 변동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증가하였다는 Ⅲ장의 정성적 분석과 부합한다.
40) 실제

분석은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1987.1/4~2016.4/4분기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나, 본문에서는 2000년 이후 기간만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 전체 기간의 충
격 크기 평균값은 “1”이지만 <그림 42>에 제시된 충격 크기의 평균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training sample을 이용하여 prior를 설정하는 베이
지언 추정방법을 사용한 데 기인하는데 training sample로 사용된 1987.1/4~99.4/4분기에 대해서는 시점별 충격 크기를 추정하지 못하고 해당 기간 평균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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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글로벌 충격 추정결과

(글로벌 경기)

(글로벌 교역)

(글로벌 IT)

(국제 유가)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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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충격의 경우도 <그림 43>에서 볼 수 있듯이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생산성41) 충격도 동 기간중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

4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리 충격은 금

융 및 실물 자산인 주식 및 주택 가격 충격은 2000년

융위기 기간중 크게 확대된 것을 제외하고 2000년대

대 초반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여 2016.4/4분기 현

들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 2000.1/4분기대비 각각 68.1%, 62.5% 줄어든

<그림 43>

주요 국내충격 추정결과
(주가)

(금 리)

(주택가격)

(노동생산성)

41) 본장의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노동생산성은 실질GDP를 취업자수로 나누어 산출된 자료이다. Ⅲ장에서 언급한 노동생산성 지수는 산출범위가 광공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수
의 움직임도 분기별로 매우 불안정해 경제적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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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파급과정)

화되었다(<그림 44>). 미래 경기에 대한 불안, 가계

대내외 충격들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떻게 달라졌

부채 문제, 고령화 등으로 긍정적 충격에 대한 가계의

는지 GDP 지출항목들의 시점별 20분기(5년) 누적반

반응이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Ⅲ장의 추론에 부합하는

42)

응 추정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 주요 지출부문

것으로 풀이된다.

들의 반응함수를 모두 추정(<참고 3>)하였으나 이하

반면, 노동생산성 충격에 대해서는 반응이 뚜렷이

에서는 가계 및 기업의 행태를 반영하는 민간소비, 설

확대되어 여타 충격에 대한 반응과 양상이 달랐다. 이

비 및 재고투자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는 가계가 금융위기 이후의 노동생산성 둔화를 지속성

민간소비는 노동생산성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 주
가, 금리 등 대부분의 대내외 충격에 대해 반응이 약

<그림 44>

이 높은 충격(permanent shock)으로 인식하고 있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내외 충격에 대한 민간소비의 시점별 누적반응
(글로벌 경기)

(주 가)

(금 리)

(노동생산성)

42) 각 충격의 표준편차는 “1”로 정규화하였으며 t시점에 1단위의 충격을 가하여 5년 동안 누적된 반응의 크기를 관찰한 값이다. 따라서 충격의 크기를 “1”로 정규화 시킨 후 각 충
격반응 시계(horizon)에서의 반응의 크기를 누적한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시점에서 글로벌 IT충격에 대한 재고 누적 반응이 1.2인 경우 그 의미는 글로벌 IT충격시 누적반응
이 충격보다 20% 더 크게 변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39

설비 및 재고투자도 민간소비와 마찬가지로 주가,
주택가격, 금리 등 국내 수요충격에 대한 반응이 약화

경영행태가 강화되면서 자금조달과 관련한 충격이 기
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45>). 기업의 보수적인

<그림 45>

국내 수요충격에 대한 투자의 시점별 누적반응
(금 리)

(주 가)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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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글로벌 충격에 대한 투자의 반응은 민간소비

음을 보여준다. 노동생산성의 설비투자 파급효과는 금

의 반응과 상이하였는데 설비투자는 금융위기 전후로

융위기 이후 더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가 성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재고투자의 경우 위기 이후

숙하면서 기업의 투자결정에 생산성의 중요성이 높아

오히려 소폭 확대되었다(<그림 46>). 기업 투자가 글

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벌 수요 여건 변화에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그림 46>

글로벌 및 국내 공급충격에 대한 투자의 시점별 누적반응
(글로벌 경기)

(글로벌 IT)

(노동생산성)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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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가계 및 기업의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GDP
의 반응도 대부분의 대내외 충격에 대해 약화되고 노

<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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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산성 충격에 대해서는 뚜렷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
되었다(<그림 47>).

대내외 충격에 대한 GDP의 시점별 누적반응
(글로벌 경기)

(금 리)

(주 가)

(노동생산성)

Ⅴ. 맺음말

현상이 동반되고 있다(<표 7>). 따라서 현재의 경기변
동성 축소를 긍정적 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성 축소는 경제의 성숙화 내지

들이기보다 이면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

는 경제운영 효율성 제고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하고 경기회복 모멘텀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경기변동

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가계부문의 경우 채무부

성 축소가 경제의 역동성 저하,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담, 노후불안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

성향 강화 등에 의해서도 초래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기반 확충에 역점을

최근의 경기변동성 축소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

두어야 할 것이다.

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표 7>

경기변동성 축소는 주요국에 비해 그 폭이 현저하며
GDP 지출부문별로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에 집중되
어 있다. 또한 경기국면별로 구분해보면 수축국면보

경기변동성 완화기 특징 비교
미국 대완화기

경 기 변 동 성

한국 최근 완화기
축 소

미래 경기 기대

경기회복 기대 확산

경기부진 우려 확산

기 업 역 동 성

강 화

약 화

다 확장국면에서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둘째, 거

소비·투자성향

강 화

약 화

시지표 외에 미시지표 변동성도 동시에 줄어들어 미

경 제 성 장

견조한 성장

저성장

주: 1) 미국 대완화기 특징은 Fogli and Perri(2006), Bernanke(2004)의 주요 내용 정리

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기변동성 대완화기(Great
Moderation)에 나타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또한 경기변동성 축소 영향으로 경기국면 식별이 어

있다. 셋째, 금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성 축소는 글로벌

려워지면서 경기판단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기, 생산성 등의 긍정적 충격(positive shock)이

바 향후 경기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

줄어든 가운데 경제적 충격에 대한 경제주체의 반응이

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약화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의 본질(nature), 크기(magnitude) 및 발생지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경기변동

(origin)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아울러 가계, 기

성 축소가 경기조절기능의 향상, 재고관리기술 개선,

업 등 민간 경제주체의 행태변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

경제구조 발전 등에 힘입은 미국의 대완화기에서와 같

어져야 하겠다. 특히 최근과 같이 민간소비가 부진한

이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워 보

상황에서 순환주기가 짧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게 되

인다. 미국의 대완화기에는 기업의 혁신활동이 왕성

면 경기가 소순환에 그칠 소지가 있으므로43) 소비 등

한 가운데 경기확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경제주체

내수 동향에 보다 유의하면서 경기흐름을 판단하는 것

의 소비 및 투자성향이 높아졌다. 반면 최근 우리나라

이 바람직할 것이다.

는 혁신활동이 저하된 가운데 소비 및 투자성향 저하
43) 이홍직·장준영(2007)은 2000년대 들어 서비스업이 부진한 가운데서 순환주기가 짧은 IT산업 등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우리경제의 경기순환주기가 단기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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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GDP변동성 변화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 시산

IMF(2007)를 원용해 GDP성장률의 분산을 다음과 같이 분해하였다. GDP성장률은 소비, 고정투자, 재고투
자, 순수출 등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의 합(①)이기 때문에 GDP성장률의 분산은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의 분산
과 동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간 공분산의 합으로 분해된다(②).

①
단,

: GDP 성장률,
: 지출부문(

부문의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 시점

=1 소비, =2 고정투자, =3 재고투자, =4 순수출)

②
단,

: 분산,

: 공분산

그러므로, 기간‘A’중 GDP성장률 분산과 기간‘B’중 GDP성장률 분산의 차이는 두 기간중 지출부문별 분산의
차이(③)와 동 지출부문간 공분산의 차이(④&⑤), 두 부분의 합이다. 여기서 공분산의 차이는 일정한 표준편차
하에서의 상관관계 변동(④) 부분과 일정한 상관관계 하에서의 표준편차 변동(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③

④

⑤

③: 지출부문별 분산 변화, ④ & ⑤: 지출부문간 공분산 변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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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편차,

: 상관계수

<참고 2>
TVP-FAVAR 모형 추정

Bernanke, Boivin and Eliaz(2005) 및 Koop and Korobilis(2009)의 추정방식을 따라 진행되었다. 그
런데 식 (1)~(3) 의 TVP-FAVAR 모형 관계식을 살펴보면 동 모형은 상태-공간 모형이 중첩적으로 사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즉, 식 (1) 및 (2)의 관계에서는 식 (2)는 관측방정식, 식 (1)은 상태방정식이 되며 식 (1) 및 (3)
의 관계에서는 식 (1)이 관측방정식, 식 (3)은 상태방정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모형 추정의 기본체계는 선형
칼만필터를 기반으로 한다.

구체적인 추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식 (2)에 대한 주성분분해(PCA)를 통해 Factor의 초기값( )을 구한 후, ( , )를 설명변수
로 하는 선형회귀분석을 실행하여 적재행렬(loading matrix)의 초기값( ,

)을 구하였다.

② Factor 초기값에 포함되어 있는 를 분리하여 새로운 Factor를 구성하였다.44) 이 과정에서
Bernanke et al.(2005)의 제안을 따라 관측 행렬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가

변수의 충격에

동행 또는 선행하여 변동하는 변수인 경우에는 ‘신속반응 변수’(fast-moving variables)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반응 변수’(slow-moving variables)로 구분하였다.45)

③ 식 (1) 및 (2), 식 (1) 및 (3)이 각각 상태-공간 모형을 구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Koop et
al.(2009)이 제안한 방식을 이용하여 베이지언 칼만-필터 추정을 실행하였다.46) Factor의 개
수는 2개로 정하였으며 VAR의 시차는 AIC정보기준에 따라 p=2로 설정하였다.

44) Bernanke et al.(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PCA를 통해 추출된 Factor의 초기값 가 만드는 벡터공간에 준Factor로 취급되는 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및
로 구성된 VAR 모형의 추정을 곤란하게 한다. 이에 Bernanke et al.(2005)은 가 준Factor의 속성을 갖도록 Factor( ) 및 로 구성된 벡터공간(Factor Space)
( , )에 대한 rotation 변환을 통하여 서로 직교하는 ( , )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다. 이 방식을 통해 Factor( )와 를 분리함으로서 및 에 대한 충격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45) 이와 같은 단순한 구분 방식을 사용하면 정보시계열행렬( )내 변수의 순서(ordering)는 변수간의 외생성 정도와 무관하게 되어 본문 (1)식의 VAR모형에 나타난 변수에 대
한 구조적 충격이 (2)식의 Factor 모형으로 표현된 정보시계열행렬에 포함된 관심대상 분석변수(예컨대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용이하게 식별하여 해
당 변수의 반응함수를 구할 수 있다.
46) 베이지언 칼만-필터는 Carter & Kohn(1995)이 제안한 변형된 Gibbs 샘플링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12,000번 샘플링을 실시하였다. Gibbs 샘플링은 추정대상 모수가 블
록(회귀계수 및 표준편차)으로 구분되어 조건부 확률분포에 의한 샘플링이 효율성이 높은 경우에 이용하는데, 본문의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컨대 회귀계수
를 조건으로 표준편차를 추출한 후에는 다시 추출된 표준편차가 조건이 되어 새로운 회귀계수를 추출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시행 한다. 이 과정에서 매 시점에 대해 추출된 표
준편차가 해당 기간의 표준편차가 되어 시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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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수의 배열은 해외충격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TVP-VAR 모형의 경우에는 본문 (1)식의 VAR 모형
변수를〔해외충격 지표, 수출,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재고투자〕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해외충격
지표로는 앞선 Ⅱ장에서 대외충격을 반영하는 지표로 제시된 글로벌 경기, 글로벌 교역, 글로벌 IT 및 유가를 이
용하였다.47) 그리고 국내충격 효과 분석을 위한 TVP-FAVAR 모형의 경우에는 본문 (1)식의 VAR 모형 변수
를〔첫 번째 Factor, 두 번째 Factor, 국내충격 지표〕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국내충격을 반영하는 지표로는 노
동생산성, 금리, 주택 가격, 주식 가격 및 신용을 이용하였다.48)
모든 변수는 계절성을 제거49)하였고 시계열이 안정성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결과 해석의 용이성 및 비교가
능성을 위하여 모든 변수는 평균 ‘0’, 분산 ‘1’이 되도록 표준화 변수변환을 실행하였다.

Factor 분석을 위한 관측변수로는 1987.1/4~2016.4/4중 75개의 시계열 125개를 이용하였다.50) 따라서
=75, =125가 된다. 구체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47) 글로벌 경기로는 OECD 국가의 실질 GDP합의 전기대비 증가율을, 글로벌 IT 경기에는 세계 반도체매출액의 전기대비 증가율을 각각 이용하였다.
48) 금리의

경우 통화정책 충격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용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공표가 1999년부터 시작되어 충분한 분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콜금리
를 기준금리의 대리지표로 이용하였다. 신용 지표로는 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증감을 이용하였다.
49) 계절성이 있는 시계열은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성을 제거하였다.
50) Primeceri et al.(2005)의 방법을 따라 1987.1/4~1999.4/4분기 자료는 모형의 초기값을 설정하기 위한 training 샘플로 사용되었으며 실제 추정은 2000.1/4~16.4/4
분기에 대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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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요인추출에 활용된 경제지표1)

실물지표

주택증권발행 (계절조정)

5

국채수익률

2

국내총생산

5

산업금융채권발행

5

콜금리

2

국민계정 재고증감

1

주택증권잔액

5

원/달러 환율

5

국민계정 총저축

5

통화안정증권잔액

5

원/엔 환율

5

국민계정 설비투자

5

산업금융채권잔액

5

국민계정 수출

5

회사채잔액

5

GDP 디플레이터

5

국민계정 수입

5

상업및특수은행
총대출

5

소비자물가지수

5

총부가가치

5

요구불예금회전율

1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5

국민총소득

5

정기예금

5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

5
5

물가지표

국민계정 제조업 생산

5

정기적금

5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소비자물가지수

국민계정 전기가스수도 생산

5

예금은행 주택자금 대출

5

상품 생산자물가지수

5

국민계정 서비스업생산

5

예금은행 운전자금 대출

5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

5

국민계정 민간소비

5

협의통화(M1)

5

광산품 생산자물가지수

5

광공업생산지수

5

광의통화(M2)

5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

5

제조업가동률지수

1

금융기관 유동성(Lf)

5

석유제품 생산자물가지수

5

실업률

1

본원통화

5

전력가스수도 생산자물가지수

5

실업자수

5

현금통화

5

취업자수

5

외환보유액

5

경기선행지수

5

경제활동인구

5

상업및특수은행 총예금

5

BSI 경제여건전망

4

주당 평균 근로시간

5

가계예금

5

BSI 내수전망

4

노동참가율

5

기업예금

5

BSI 수출전망

4

민간건설수주

5

BSI 경제여건실적

4

주택매매가격지수

5

회사채금리 (3년 만기)

2

BSI 내수실적

4

생산자출하지수

5

통화안정증권금리 (1년만기)

2

BSI 수출실적

4

생산자재고지수

5

주택증권금리 (5년 만기)

2

예금금리 (6개월 미만)

2

금리지표

금융지표
KOSPI 지수

5

예금금리

2

통화안정증권발행

5

회사채수익률

2

심리지표

주 : 1) 각 변수 오른쪽 숫자는 변수를 다음과 같이 변환하였음을 의미
1=변환 없음, 2=차분, 4=자연로그값 사용, 5=자연로그값의 차분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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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글로벌 경기 충격에 대한 시점별 거시변수의 누적반응
(GDP성장률)

(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재고 증가율)

(수출 증가율)

글로벌 교역 충격에 대한 누적반응
(GDP성장률)

(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재고 증가율)

(수출 증가율)

글로벌 IT 충격에 대한 누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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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성장률)

(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재고 증가율)

(수출 증가율)

유가 충격에 대한 누적반응
(GDP성장률)

(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재고 증가율)

(수출 증가율)

노동생산성 충격에 대한 누적반응
(GDP성장률)

(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재고 증가율)

(수출 증가율)

주택 가격 충격에 대한 누적반응
(GDP성장률)

(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재고 증가율)

(수출 증가율)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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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충격에 대한 누적반응
(GDP성장률)

(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재고 증가율)

(수출 증가율)

주가 충격에 대한 누적반응
(GDP성장률)

(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재고 증가율)

(수출 증가율)

신용 충격에 대한 누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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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성장률)

(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재고 증가율)

(수출 증가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