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氣局面의 判別과 豫測에 관한 새로운 方法
李 重 埴*
통계청이 발표하는 景氣綜合指數는 편제방식상 각 구성변수들간의 景氣反映
度 차이를 감안하는 加重値가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 지수를 이용한
경기국면의 판별과 예측방식은 精密性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景氣
轉換點을 豫測하려는 경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정점(저점)과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정점(저점)의 平均時差를 계산하여 유추해보는 것이 최선이므로 경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Diebold ＆ Rudebusch(1996)는 최신 계량경
제기법인 非觀測因子模型(unobserved component model)과 마르코프變換模型
(Markov switching model)을 결합하여 경기국면에 대한 판별력과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경기종합지수 방식과는 달리 경기국면 판별을 위한 指標
(indicator)에 포함되는 구성변수들의 가중치가 각 변수들의 경기에 대한 설명
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계량모형의 추정결과로
서 분석기간중 각 시점이 확장국면에 속하는지 혹은 수축국면에 속하는지 여
부의 確率을 구체적으로 시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경
기국면을 판별함에 있어 恣意性을 가급적 배제할 수 있으며, 경기국면 확률을
연장 추정하여 기존방식에 비해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경기전환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동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경기순환변동은 통계청이 공
표한 순환변동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국면의 확률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계량모형의 基準循環日도 일부 특정 시점을 제외하면 통계청
기준 공식 기준순환일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편 경기국면 확률을 미래 시점
까지 연장, 추정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경기수축국면은 금년 3/4분기중에
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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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景氣綜合指數 利用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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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硏究의 背景
국민경제의 安定的이고 持續的인 成長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경
제정책의 時宜性과 適合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判斷과 미래에 대한 신뢰성있는 景氣豫測이 선결조건이 된다.
통계청이 현재 매월 발표하고 있는 景氣綜合指數는 생산, 소비, 투자, 무역
및 고용 등 경기변동상황을 비교적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지표들
을 통계적으로 가공하여 綜合指數(composite index)化한 것으로서 현재의 경기
상황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데 많이 이용된다.1)
그러나 경기란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경기종합지수가 여러 경
제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實體(reality)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2)
첫째, 경기종합지수에는 구성변수들간의 景氣反映度 차이를 감안하는 가중
치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전환점에 접근함에 따라 구성변수들
의 움직임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경우 경기국면의 판별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경기종합지수에 의한 경기전환점 예측은 과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의 정점(저점)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정점(저점)의 平均時差를 계산하여 유
추해 보는 것이 고작이므로 경제구조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적인 경기전환점 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Diebold & Rudebusch(1996)는 최신 계량
경제기법인 非觀測因子模型(unobserved component model)과 마르코프變換模
型(Markov switching model)을 결합하여 경기국면에 대한 판별력과 예측력을
1) 통상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國內總生産(GDP)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편
제주기가 分期일 뿐만 아니라 暫定値가 해당 분기 경과후 2～3개월 후에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속보성이 다소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2) 이에 대해 Stock & Watson(1989)은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등 종합지수가 나타내는 경기
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 With what are the coincident indicators coincident? What do the leading
indicators l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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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동 방법은 경기가 추상적 개념의 실
체라는 것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를 계량모형 구성변수들에 공통적으
로 內在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한 변수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기관련연구와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Diebold-Rudebusch에 의해 제안된 이러한 새로운 방법
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계량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한 경기국면과
통계청이 공표하는 경기국면을 비교하고 향후 경기전환점에 대한 예측을 시도
하는 데 있다.
이하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 景氣變動의 特徵
을 주요 총량지표의 경기국면별 움직임을 통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제III장에
서는 경기국면의 판별과 예측에 관한 기존 방법들과 새로운 방법을 비교하여
살펴본 후, 計量模型을 설정하고 추정함으로써 현재의 경기국면을 판단하고 향
후 경기전환점에 대한 예측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이상의 결
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향후 과제에 대해 서술한다.

Ⅱ. 우리나라의 景氣變動
경기변동이란 생산, 고용, 소비, 투자, 무역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이 長
期趨勢値를 중심으로 확장과 수축의 순환국면을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경기가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 또는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基準循環日(reference date)이라 하는데, 이는 경기순환의 움
직임을 보여주는 상승․하강 곡선상의 頂點 또는 底點으로 나타난다.3) 그리고
경기순환과정에서 기준순환일의 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를 순환기(cyclical
period)라 하는데, 한 순환기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擴張局面(expansion)과 활발
하지 못한 收縮局面(contraction)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여섯번의 경기순환을 경험하였는데, 현재는 제6
3) 기준순환일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丁雄鎭(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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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의 확장국면을 지나 수축국면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1>은
統計廳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발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기순환기 및 기준
순환일을 나타내는데, 한 순환기의 平均持續期間은 약 50개월이며 그중 확장기
는 평균 31개월, 수축기는 19개월로 확장기가 수축기에 비해 매우 길게 나타나
고 있다.4)
기준순환일
국면지속기간(개월수)

저점
정점
저점
확장
수축 전순환 -
제1순환기 72년 3월 74년 2월 75년 6월 23 16 39
제2순환기 75년 6월 79년 2월 80년 9월 44 19 63
제3순환기 80년 9월 84년 2월 85년 9월 41 19 60
제4순환기 85년 9월 88년 1월1 89년 7월1 28 18 46
제5순환기 89년 7월1 91년 1월 93년 1월 18 24 42
제6순환기 93년 1월
?
?
? ?
?

주: 1) 통계청의 잠정 기준순환일



이와 같이 경기순환에 있어서 확장국면의 지속기간이 수축국면에 비해 긴
것은 경기침체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각종 浮揚策을 시행한
데 크게 힘입은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2차대전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2>는 제1순환기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6순환기까지 경기관련 주
요총량지표들의 순환기별 특징을 전월대비 증가율(연율)의 기간평균을 통해
나타낸 결과이다.5) 먼저 生産과 消費 관련지표들은 확장국면에서 크게 증가하
고 수축국면에서 그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며, 在
庫도 제3순환기와 제5순환기를 제외하고는 수축국면의 증가세가 확장국면보다
4) 예외적으로 제5순환기의 경우 수축기의 지속기간이 확장기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추정결과나 金明稷 등(1995) 및 崔元洛(1996)에서는 제5순환기의 정점으로 91
년 1월보다는 92년 1월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5) 단 제조업가동률 및 실업률은 기간평균을 나타낸다. 여기서 환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
은 X-11 ARIMA방식에 의해 계절성을 조정하였으며 3개월 이동평균함으로써 불규칙성
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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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높다. 한편 제1순환기중 65% 내외의 수준에 머물렀던 製造業 稼動率은
제4순환기 이후에는 80% 내외의 수준까지 상승하였는데, 각 경기국면별 평균
가동률을 비교해 보면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허가면적, 건설용 중간재생산, 기계류 수입액 등 投資關聯指標는 제4
순환기의 수축국면에서 건설투자 관련지표의 증가율이 높았던 것을 제외하면
확장국면에서 증가하고 수축국면에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전형적인 경기
변동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 지표들은 다른 부문의 지표들에 비해 확장
기와 수축기의 증가율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景氣變動
振幅을 확대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輸出 및 輸入은 확장기의 증가율이 수축기보다 평균 1.5%포인트 이상 크
게 나타나는 등 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미 달러화 환율
및 대일 엔화 환율의 움직임은 경기국면별로는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없어 순
환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여건의 변화 등에 따르는 장기추세요인에 의해 더 크
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物價는 오일쇼크 등 공급충격의 영향이 강했던 시기에는 수축국면에서의
상승률이 확장국면보다 크게 높으나, 그밖의 시기에서는 대체로 확장국면의 상
승률이 다소 높다.6)
雇傭動向을 보면 비농가 취업자수의 경우 제3순환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확장국면 증가세가 수축국면보다 높게 나타나 대상기간중 지속적으로 하락추
세를 보여온 실업률보다는 경기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확장국면과
수축국면간의 증가율 차이가 소폭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고용통계는 미국 등
과 같은 국가에 비해서는 경기에 대한 반영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경기란 여러 부문의 경제활동이 총체적으로 종합된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표보다는 많은 관련지표들의 움직임을 통해 그 실체를 파
악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소비 및 투자 등 주로 實物部
門의 관련지표들이 순환국면에 비추어볼 때 비교적 경기와의 동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물가 및 인플레이션과 경기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金亮宇(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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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景氣局面의 判別과 豫測方法
본 장에서는 경기종합지수를 이용한 기존의 경기국면 판별과 예측방법을
개관한 후 Diebold & Rudebusch(1996)가 제안했던 계량모형에 의한 새로운
방법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여 추정함으로써 현 경기국면 판단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향후 경기전환점에 대한 예측을 시도한다.

1. 景氣綜合指數 利用方式
경기변동현상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美國 NBER 用役事業
의 일환으로 Burns & Mitchell(1946)에 의해 행해졌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주
요 거시지표들을 전반적인 경제활동과 비교하여 先行, 同行, 後行의 세가지 형
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그동안 미국 상무부에서 선행지수,
동행지수 및 후행지수로 이루어진 경기종합지수를 편제하는 기초가 마련되었
다.7)
이러한 경기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과 예측에 관한 정보
를 월별단위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경기종합지수의
작성절차가 특정한 통계이론이나 계량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
된 지수 자체만으로는 경기변동국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
으로 인식되어 왔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기종합지수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統計理論에
근거하여 경기변동현상을 측정하고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Zarnowitz & Moore(1982)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변동에 따라 경기국면을
여섯가지 형태로 구분한 후 각 형태의 출현시점을 기준으로 경기상황을 파악
하는 連續信號(sequential signals) 抽出法을 제시하였다. 즉, 경기가 정점(저점)
에 근접하게 되면 선행지수 증가율이 먼저 하락(상승)하기 시작하고(신호 P1
7) 1995년말부터는 이러한 편제작업이 민간비영리 연구단체인 the Conference Board(New
York 소재)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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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T1) 경기하강(확장)이 진행되면 선행지수 증가율이 더욱 낮(높)아지는 가
운데 동행지수 증가율도 하락(상승)한다(신호 P2 혹은 T2). 그리고 경기하강(확
장)이 본격화되면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증가율이 모두 매우 낮(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신호 P3 혹은 T3). 이와 같이 경기국면별로 (P1, P2, P3, T1, T2,
T3)의 여섯가지 신호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신호가 출현하는
시점에 따라 경기변동패턴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Neftci(1982)는 매 시점별로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에 대한 확률분포를
선행지수를 이용하여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 시점에서 경기전환점이 발생
할 확률을 계산하는 確率分布 利用法을 제시하였다.8) 이에 따라 동 방식에 의
한 경기국면 판단은 그 결과가 확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전환점 예측
에 대한 판단이 틀릴 확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보다 과학적인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計量模型 利用方式
경기종합지수는 단순한 統計的 加工結果(statistical artifacts)이기 때문에
경기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실체를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1980년대 말부터는 컴퓨터의 계산능력 향상을 계기로 가능케
된 보다 정교한 計量技法을 이용하여 경기변동현상을 파악하고 豫測하고자 하
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경기변동과 관련된 다음의 두가
지 基本特徵을 계량모형에 明示的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첫째, 경기란 주요 거시변수들의 共通的인 움직임(comovements)을 나타내
는 抽象的인 개념이다. 둘째, 경기의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은 각 국면의 지속기
간과 통계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非對稱性(asymmetry)을 지닌다.
Stock & Watson(1989,1991)은 경기를 주요 관련변수들간에 공통적으로 움
직이는 일종의 非觀測變數(unobserved state variable)로 정의하고, 주어진 데
이타하에서 동 비관측변수의 실현치를 狀態空間模型과 칼만필터링방법에 의해
8) 동 방법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한 연구로는 朴東淳(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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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는 비관측인자모형(unobserved component model)을 개발하였다. 동 모
형은 自然失業率, 潛在GNP, 期待인플레이션 등 직접 관측할 수는 없지만 일정
한 패턴을 따르는 요소를 시계열로부터 抽出하여 추정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추정된 비관측변수의 실현치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實驗的 同行指數(experimental coincident index)가 된다. 추정된 결과는 미국
상무부 동행지수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판단에 대한 기존 경기
종합지수의 有用性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Stock-Watson방식은 多變量(multivariate) 時系列接近法이기 때문에 앞에
서 지적한 경기변동의 기본특징 중 첫번째 항목을 잘 반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관측 경기변수의 움직임이 선형방정식의 형태로 설정되어
있어 동 방법으로는 경기변동의 두번째 기본특징인 경기국면의 비대칭성을 반
영하지 못한다.
한편 Hamilton(1989)은 경기변동을 별도의 확률분포를 가지는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의 非線形的인 변환과정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르는 계량모형의 모수
(parameter)를 추정할 수 있는 마르코프변환모형(Markov switching model)을
개발하였다. 동 모형은 어떤 경제변수의 시계열이 다수의 개별적인 상태로 변
환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시계열의 構造變化를 內生的
으로 포착하기 때문에 景氣, 換率, 金利 등 주로 변동성이 높은 시계열의 추정
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Hamilton의 연구는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의 비대칭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一變量(univariate) 時系列模型이기 때문에 경기변동
이 주요 거시변수들의 공통적 움직임이라는 첫번째 기본특징을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Diebold & Rudebusch(1996)는 Stock-Watson과 Hamilton의 연구
를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방식과는 달리 경기변동의 두가지 기본특
징을 하나의 계량모형에서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ieboldRudebusch가 제안했던 계량모형의 실제 응용은 Chauvet(1995)과 Kim & Yoo
(1995)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기변동에 대한 이들의 추정결과 경기변동
을 설명하는 계량모형의 비선형 행태방정식이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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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金明稷 外(1995)는 같은 방법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다만 동 연구는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의 변환확률을 常數로 가정하고 있어 경
기전환점의 발생확률이 경기국면의 진행단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제
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경기종합지수를 이용하는 기존의 경기변동 판별방법과 구
별되는 주요 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국면 판별을 위한 指標(indicator)
에 포함되는 구성변수들의 가중치는 각 변수들의 경기에 대한 說明力을 반영
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 둘째, 분석기간중 각 시점이 경기확장국면에 속하는지
혹은 경기수축국면에 속하는지 여부가 確率의 형태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기국
면 판별에 있어서 가급적 恣意性을 배제할 수 있으며, 동 확률의 연장 추정을
통하여 경기전환점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다.
기본모형은 金明稷 外(1995)와 같이 Diebold & Rudebusch(1996)가 설정하
였던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金明稷 外(1995)와는 기초자료의
구성 및 처리방법, 표본기간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태이전확률의 가정
등 計量模型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가 주요 경기관련 변수들의 공통된 움직임이라고 하는 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체계로 나타낼 수 있다.
i = 1,⋯, n
Δy = λ Δ c + e ,
(1)
it

i

t

it

여기서 y 는 산업생산지수, 생산자출하지수 등 경기와 동행하는 n개의 변수
들중 i번째 변수를 나타내며, ct는 직접 관측할 수는 없지만 y , i = 1,⋯, n 의
움직임에 공통적으로 內在하고 있는 非觀測 景氣變數이다. 그리고 e 는 변수
i의 잔차항을 나타낸다. 식(1)은 경기관련 변수들의 변동이 경기변동에 의한
공통적인 변동과 개별변수 고유의 변동으로 분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관련 변수들의 고유변동부분( e )은 다음과 같이 1階의 自己回歸模型
it

it

i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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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른다고 가정한다.9)
(2)
여기서 ε it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 i 인 순수교란항으로서 경기변동과는 관
련이 없는 개별 변수들의 외생충격을 나타낸다.
비관측 경기변수의 움직임은 그 절편이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에 따라 서로
다른 확률분포를 가지며 마르코프 확률과정10)에 의해 변환한다고 가정하여 다
음과 같은 비선형 방정식의 형태로 표시한다.
e

it

= βie

it - 1

+ ε it,

i = 1,⋯, n
2

(3)
여기서 L은 後方演算子(lagged operator)이고 φ(L)과 θ(L)은 時差多項式이며,
St는 수축국면에서는 0, 확장국면에서는 1의 값을 가지는 마르코프 확률과정을
나타낸다. 또한 z t는 선행종합지수, vt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순수교란항
으로서 yit의 움직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외생충격이다.
식(3)에는 Stock & Watson(1989, 1991)이나 金明稷 外(1995)와는 달리 선
행종합지수의 과거 움직임이 비관측 경기변수의 행태방정식에 독립변수로 추
가되어 동 효과가 현재의 경기국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정
되어 있다.
경기국면 St가 임의의 상태에 있을 때 St+1의 상태는 St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두 기간 사이에 걸쳐서 임의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
는지 혹은 다른 상태로 변환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狀態移轉確率(state transition probability)이 존재하게 된다.
상태이전확률은 Hamilton(1989) 이래 대부분의 연구에서 常數(constant)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Filardo(1994)에 의하면 같은 상태이전확률을 경기에 대
φ ( L ) Δc t = μ 0 (1 - S t )+ μ 1 S t + θ ( L ) Δz t + vt

9)실제 추정에 있어서는 보다 높은 차수의 자기상관관계도 고려하였으나 추정계수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정수 {0,1,2,…,N -1}중 하나의 값을 가지는 변수 St가 특정 정수 0≤j≤N -1의 값을 가질
확률이 다음과 같이 오직 St-1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경우 이를 상태이전함수 pij를 가지
는 N 상태 마르코프 확률과정이라고 한다.
Pr { S t = j |S t - 1 = i, S t - 2 = k,⋯} = Pr { S t = j |S t - 1 = i } = p ij

마르코프 확률과정의 보다 자세한 논의는 Hamilton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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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선행성을 주는 지표, 즉 선행지수의 함수로 설정한 결과 경기국면에서도 경
기의 진행상황에 따라 동 확률은 심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특히 頂
點에 근접할수록 확장국면 지속확률은 크게 낮아지고 반대로 底點에 근접할수
록 수축국면 지속확률이 크게 낮아져 상태이전확률이 경기전환점에 관한 정보
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상태이전확률은 金明稷 外(1995)에서와 같이 상수가
아니라 선행지수의 움직임에 의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이며, 구체적으로는
확률의 특성상 그 범위가 [0,1]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로지스틱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11)
Pr [S t = 0|S t - 1= 0, z t] =

p ( Δ z t) =

exp (p 0 + p 1 Δz t - 1 )
1 + exp (p 0 + p 1 Δz t - 1 )

(4)

Pr [S t = 1|S t - 1= 1, z t] =

q ( Δ z t) =

exp (q 0 + q 1 Δz t - 1 )
1 + exp (q 0 + q 1 Δz t - 1 )

(5)

p(Δzt)와 q(Δzt)는 각각 t-1기의 수축(확장)국면이 t기에도 지속될 확률을
의미한다. 수축국면인 상태에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p(Δzt)
의 값은 감소하므로 p1의 부호는 음수일 것으로 예상되며, 마찬가지 이유로 q1
의 부호는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식(1)～(3)으로 이루어진 계량모형은 다음의 식(6)과 (7)로 구성된 狀態空
間模型(state space model)으로의 변환을 통해 그 모수값을 먼저 추정할 수 있
다. 그리고 모수값으로부터 비관측 경기변수 ct와 마르코프 확률과정 St의 확
률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Y t = Hα t + ζ t
α t = μ t + F α t - 1 + G Z t - 1 + Vt

식(6)은 종속변수 Yt가 상태변수 αt로 표현되는 메카니즘을 나타내는 測
11)식(4)와 (5)는 Δzt-2를 포함하는 함수형태로도 추정하였으나 그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Δzt로는 선행지수 대신 제조업재고를 이용하여 추정하기도 하였
으나 결과가 선행지수에 비해 유의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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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方程式이며, 식(7)은 상태변수 αt의 변환과정을 정의한 狀態方程式 혹은 移
轉方程式이다. 모수값은 위의 상태공간모형에 대해 칼만필터링과정을 통해 상
태변수 αt의 實現値를 구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條件附 尤度函數(conditional
likelihood function)를 극대화하도록 추정된다.
그런데 식(7)에는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의 비관측 경기변수 증가율이 비선
형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칼만필터링과정에서 상태공간의 규모(dimension)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Kim(1994)은 매 시점마다
상태공간의 규모를 Hamilton(1989)의 필터에 의해 가중평균함으로써 적절하게
유지하여 근사화된(approximated) 우도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演算方式(algorithm)을 제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最尤推定法에 의해 모수값이 결정되면 식(6)과 (7)의 필터링과정으로부터
αt의 최종 실현치, 즉 비관측 경기변수의 증가율(Δct)을 추정할 수 있다. 동
결과는 계량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경기의 실현값으로서 통계청 편제 동행지
수의 증가율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태공간모형에 대한 스무딩과정을 통해 매 시점에서의 St가 경기
확장국면과 경기수축국면에 속하는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 동 결과로부터 순
환변동의 정점과 저점인 기준순환일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우리나라 공식 景
氣變動日誌인 통계청 기준순환일과 비교할 수 있다.
식(1)의 構成變數는 계량모형에 생산, 소비 및 투자의 제 측면을 골고루
반영시키기 위해 산업생산지수, 생산자출하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및 기계류
수입액12)으로 하였다.13) 대상기간은 1971년 3월부터 1996년 10월까지로 하였
12)기계류수입액은 현행 통계청 종합지수에서 후행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추정대
상기간을 포괄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투자지표가 없는 데다 동행지수와의 교차상관계수
계산결과 동행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컴퓨터의 계산용량 한계로 인해 식(1)의 방정식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 변수의 수는 네
개 정도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金明稷 등(1995)에서는 1976년 1월부터 1995년
5월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생산측면의 산업생산지수, 생산자출하지수 및 제조업가동률지
수, 그리고 소비측면의 도소매판매액을 식(1)의 구성변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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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모든 변수들은 통계청에서 계절성과 불규칙성을 제거하여 발표하고 있는
경기종합지수의 구성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崔元洛(1996)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구성변수들의 원계열자료에서 제2순환
기 저점(1980년 9월)까지의 시계열은 그 이후의 시계열에 비해 變動性이 현저
히 크게 나타남에 따라 1980년 9월까지의 시계열에 대하여는 그 이후 시계열
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시계열의 변동성을 조정하였다. 또한 모든 변수들은
표본평균과 표본표준편차값을 이용하여 標準化(standardize)함으로써 정상상태
(steady state)에서는 0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식(3)의 시차다항식 차수는 節約(parsimony)의 원칙에 입각하여 φ(L)과 θ
(L) 모두 2로 설정하였다. 칼만필터링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변수와 그 분
산행렬에 대한 초기치는 정상상태에서의 평균 및 분산으로 하였다. 마찬가지로
상태이전확률의 초기치도 동 변수의 정상상태값을 이용하였다.
실제 추정은 GAUSS프로그램의 수치최적화 패키지인 OPTMUM을 사용
하였으며, 추정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계수들이 높은 有意
性을 보임으로써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식(1)에서 λi는 개별변수 i의 비관측 경기변수에 대한 탄력성을 나타낸다.
λi의 추정계수에 따르면 네 개의 구성변수중 산업생산지수와 생산자출하지수
의 값이 다른 변수들의 계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부문이 계
량모형의 다른 부문보다 경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식(3)의 비관측 경기변수 행태방정식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수축국면과 확
장국면의 증가율이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을 마
르코프 확률과정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설명변수로 추
가하였던 선행지수 과거시차의 추정계수도 유의하였다.
식(4)와 (5)로 설정된 상태이전확률함수의 추정계수도 모두 만족스러운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상상태에서 확장국면의 상태이전확률[q(0)]이 수축국면
에서의 상태이전확률[p(0)]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 확장국면의 지속기간이 수축
국면보다 일반적으로 길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상태이전확률의 경기
상황에 대한 반응방향을 보여주는 p1과 q1의 부호도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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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산 업 생 산: Δy1t = 0.6200Δct + e 1t, e1t = 0.3176 e1t-1 + ε1t, σ1 = 0.4702
(0.044)
(0.086)
(0.151)
생산자 출하: Δy2t = 0.7165Δct + e 2t, e2t =-0.6660 e2t-1 + ε2t, σ2 = 0.1395
(0.047)
(0.065)
(0.033)
도소매판매액: Δy3t = 0.2487Δct + e 3t, e3t = 0.5061 e3t-1 + ε3t, σ3 = 0.7855
(0.051)
(0.056)
(0.086)
기계류수입액: Δy4t = 0.1550Δct + e 4t, e4t = 0.2501 e4t-1 + ε4t, σ4 = 0.9382
(0.050)
(0.057)
(0.082)
Δct = μ(St) + 0.4766Δct-1 - 0.1822Δct-2 + 0.2780Δz t-1 - 0.2650Δz t-2 + vt
(0.077)
(0.065)
(0.097)
(0.087)
μ0 = -0.7339 μ1 = 0.3773,
p = 2.0816 q = 4.2376, p =-2.2479 q = 3.4933
(0.219)
(0.122) 0 (1.040) 0 (1.464) 1 (1.529) 1 (1.446)
( )내는 近似(approximate) 標準誤差

<그림 1>은 계량모형의 추정결과 분석기간중 상태이전확률함수의 변동추
이를 나타낸다.
상태이전확률함수는 대부분 기간중 높은 값을 유지함으로써 특정국면의
경기상황이 상당기간 그대로 유지되는 경기변동의 持續性을 나타내고 있다. 그
러나 p(Δzt)의 경우 수축국면이 진행될수록 그 값이 낮아지고 있고 q(Δz t)도
확장국면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매우 낮은 값을 보이는 등 경기전환점 부
근에서는 상태이전확률의 값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多變量 月別 計量模型에 있어서는 상태이전확률을
Hamilton(1989)이나 金明稷 外(1995)에서와 같이 상수로 가정하기 보다는
Filardo(1994)에서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로 설정하는 것이 더 타
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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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국면 지속확률[p(Δz t)]

확장국면 지속확률[q(Δz t)]

TPT PT PTPTPT

TPT PT PTPTPT

주: 빗금친 부분은 통계청 기준 경기하강국면을 나타냄(P: 정점, T: 저점)
<그림 2>는 추정된 모수값을 바탕으로 식(6)과 (7)의 상태공간모형에 대
해 칼만필터링과정을 적용하여 추출한 비관측 경기변수의 실현치(전월대비 증
가율)14)이다. 이 결과를 보면 비관측 경기변수의 움직임이 네개의 변수만 고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설정의 수축국면에서는 대체로 음의 값을 보이고
확장국면에서는 양의 값을 보이는 등 景氣判斷指標로서의 有用性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은 식(6)과 (7)의 상태공간모형에 대해 필터링과정을 거친 결과
를 마지막 시점부터 초기시점까지 다시 스무딩하여 구한 매 시점 경기가 확장
국면에 속하는 확률을 나타낸다.15) 이에 따르면 1986년까지는 경기확장국면확
률의 움직임이 통계청의 경기변동일지와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다.16) 그러나
1987년 이후는 수축국면에서도 동 확률이 간헐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거짓
14)동 결과는 계량모형의 구성변수들에 대해 異分散을 조정한 후 표준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통계청의 동행지수 증가율과 직접 비교하기는 적합하지 않으나, 비관측 경
기변수의 증가율로부터 수준을 구한 후 H-P필터링 등으로 추출한 순환변동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비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5)여기서는 경기를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의 二分法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경기수축국면의
확률 = 1 - 경기확장국면확률이다.
16)예외적으로 1981년 9월부터 1982년 3월까지는 확장국면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경기확장국면확률은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金明稷 등(1995)에서는 1981년 9월부터
1982년 6월까지의 10개월을 별도의 수축국면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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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false signal)가 자주 출현하여 1986년 이전에 비해 경기국면 판별을 어렵
게 하고 있다.
(%) T P T

(전월대비 증가율)

P T

P T P T P T

주: 빗금친 부분은 통계청 기준 경기하강국면을 나타냄(P: 정점, T: 저점)
계량모형에 의한 경기순환의 정점과 저점은 대상기간중의 경기확장국면확
률을 경기국면의 臨界値인 0.5와 비교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즉, 매 시점 경기
확장국면의 확률이 0.5를 상회(하회)하면 동 시점은 경기확장(수축)국면에 속
하는 것으로 분류한 후, 경기국면의 변환은 동 확률이 임계치를 통과한 시점부
터 향후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또는 10개월중 6개월 이상 변환된 국면을 유
지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17) 이에 따라 경기순환상의 정점과 저점
은 각각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의 마지막 시점이 된다.
한편 계량모형의 결과를 통계청 발표 정점과 저점에 의해서만 비교하는
것은 개별 순환국면중의 경기 움직임을 간과함으로써 비교결과가 왜곡될 우려
가 있다. 이에 따라 비관측 경기변수에 대해 Hodrick-Prescott필터를 적용하여
동 변수의 순환변동치를 추출한 후 이를 통계청 편제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
17)이러한 기준은 Stock & Watson(1993)에서도 이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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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가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또한 <그림 4>에는
통계청의 공식 기준순환일과 계량모형의 경기확장국면확률로부터 판단되는 기
준순환일을 함께 표시하였다.
T PT

PT

PT

PT PT

주: 빗금친 부분은 통계청 기준 경기하강국면을 나타냄(P: 정점, T: 저점)

<그림 4>에서 나타나듯이 경기순환변동을 구하는 방식이 본 연구의 방법
과 통계청 종합지수간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경기변동패턴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18) 계량모형의 순환변동이 통계청에 비해 제2순
환기 저점까지 振幅이 작은 것은 계량모형 구성변수들의 변동폭을 미리 조정
한 데 따르는 것이다.
한편 계량모형의 추정결과로부터 도출되는 基準循環日을 통계청 발표 기
준순환일과 대비한 결과 다음 몇 개의 경기전환점을 제외하고는 양자가 대체
로 일치하였다. 먼저 제2순환기의 底點이 통계청 기준으로는 1975년 6월로 되
어 있으나 계량모형 추정결과는 1974년 12월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5순환기의
18)1995년 이후에는 계량모형의 순환변동치 수준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보다 크게 낮은데,
이는 추세제거방식이 분석기간의 끝단 자료들을 처리하는 방법상의 차이에도 일부 기인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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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통계청 발표의 정점은 1991년 1월로 되어 있으나 계량모형 추정결과는
이보다 1년 늦은 1992년 1월로 나타났다.
72.3

T

74.2 75.6

P79.2 80.9
T

P T

84.2 85.9

P T 88.1
P 89.7
T 91.1
P 93.1
T
통계청 기준순환일 계량모형 기준순환일

← 통계청 순환변동치

계량모형 순환변동치

↓

확장 수축

1순환기

확장

2순환기

수축

확장

3순환기

수축 확장 수축 확장 수축

4순환기 5순환기

확장

6순환기

주: P와 T는 통계청 기준 경기순환상의 정점과 저점을 나타냄
그러나 제5순환기 정점의 경우 1991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산
업활동이 부진하였으나 5월 이후 12월까지 생산, 소비 및 투자활동 등이 지속
적으로 활발한 高原景氣現象을 보였으며, 崔元洛(1996)과 같이 1992년 2월을
정점으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동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1993년초부터 시작된 제6순환기 확장국면은 1995년 9월 이후 경기확장국
면의 확률이 0.5를 중심으로 3개월 정도씩 하회와 상회를 반복하고 있어 동 국
면의 정점에 대한 판단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9월부터 12월까
지 경기확장국면의 확률이 0.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 경기순환기에는
동 확률이 임계치를 통과한 후 통상 2～3개월 이내에는 0.1 이하까지 하락했던
경험에 비추어 여기서는 동 기간을 확장국면의 연속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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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순환기의 頂點은 1996년 3월로 추정된다.
1996년 3월 이후 경기확장국면의 확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현재는 본격적
인 경기수축국면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1996년 9월과 10월의 경우는 경
기수축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생산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경기확장국면의 확률
이 0.5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이는 在庫調整이 수반되지 않은 일시적인 현
상으로 판단된다.
<표 3>의 계량모형 추정결과는 향후 경기전환점 예측에도 이용될 수 있
다. 즉 매 시점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지표인 景氣擴張局面 또는 景氣收縮局
面의 確率을 연장 추정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국면이 언제까지 지
속되는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기확장국면확률의 初期値를 부여해야 하는데, 예측
결과가 특정시점의 값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동 초기치는
현재 수축국면(96년 4월～10월)의 평균치로 하되 예측확률의 신뢰구간을 구하
기 위해 동 평균치로부터 상하방으로 한단위 표준편차만큼 변화한 값을 동시
에 고려하였다.
한편 상태이전확률함수의 설명변수인 선행지수 증가율의 예측치는 동 변
수에 대해 AR(1)모형을 추정한 결과로부터 도출하였다. 이때 단기적인 불규칙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추정시 선행지수 증가율을 3개월 移動平均하였다.
<그림 5>는 이러한 경기확장국면확률의 예측결과이다. 실선으로 표시된
평균적인 결과를 볼 때 향후 경기는 1997년초부터 그 하강속도가 둔화되기 시
작하여 1997년 8월경 底點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현 경기수축국면의 豫想持
續期間은 17개월 정도로서 과거 수축국면(평균 19개월 지속)과 비슷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림의 점선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초기치 설정상의 오류를 감
안하더라도 경기저점은 4월～10월에는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본 모형은 금년 3/4분기중에는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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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점을 통과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주: 점선 결과는 확률의 초기값이 평균치(실선)보다 한단위
표준편차만큼 크거나 같을 때의 결과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1996년 10월까지 입수가능한 통계에 기초를 둔 것
으로 향후의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 등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精度높은 경기전환점 예측을 위해서는 새로운 통계가 입수되는 대로 그 결과
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IⅤ. 맺 음 말
본 연구의 경기국면 판별 및 예측방식은 景氣變動의 두가지 基本特徵인
주요 거시변수들의 공통적 움직임과 경기국면의 비대칭성을 함께 반영하고 있
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비해 추상적 개념인 경기의 실체를 잘 나타내는 것으
로 여겨진다. 따라서 동 방법은 경기국면에 대한 판별력과 예측력을 높일 수
있어서 기준순환일의 설정이나 검토 등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했던 기존 연구와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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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점은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의 狀態移轉確率이 상수가 아닌 선행종합지
수의 함수로 설정된 데 있다. 실제 추정결과 설정된 함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동 확률의 추이도 경기전환점 부근에서 당초 예상했던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계량모형의 추정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은 통계청이 공
표하는 순환변동과 그 패턴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모형으로부터 판단되는 기
준순환일과 통계청의 기준순환일을 비교한 결과 일부 시점에서 다소 괴리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서로 일치한다. 괴리폭이 가장 큰 제5순환기 정점의 경
우 통계청 기준의 1991년 1월보다는 계량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1992년 1월경
이 보다 타당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판단
이 요구된다.
최근 경기의 움직임은 경기확장국면의 확률이 단기간에 걸쳐 상승과 하락
을 반복하고 있어 전환점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는 과거 경기순환상 정점과 저점에서 나타난 경기확장국면확률의 수준에
비추어 1996년 3월을 제6순환기의 정점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1996년 4월 이
후 현재는 본격적인 경기수축국면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경기수축국면은 계
량모형의 연장 추정결과 1997년 8월경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새로운 방법의 단점으로는 현행 통계청 편제 동행지수의 구성지표수가 여
덟개인데 비해 본 연구의 방법론이 수용할 수 있는 변수의 수는 네개 정도에
불과하여 계량모형을 구성하는 변수의 선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구성변수들을 이용한 비
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을 보다 잘 나타내는 계량모형을 찾아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용된 변수 시차수와 상태이전확률함수 등 計量模型의 형태도 다
양화시킴으로써 추정결과의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태공간모형
의 추정에 있어서는 본 연구와 같은 近似的 最尤推定法 대신 최근 Kim &
Nelson(1995)에 의해 시도된 깁스샘플링에 의한 추정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의
미있는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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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상태 i,j = {0,1}에 대해 St = j이고, St-1 = i 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식(6)과 (7)로 이루어진 狀態空間模型의 추정을 위한 칼만필터링과정은 다음
식들로 표현된다.
j, i )
( j)
+ F α (ti-) 1 ∣ t - 1 + G Z t - 1
α (t ∣
t- 1 = μ t

P

( j, i )
t∣ t- 1

= F P

( i)
t- 1 ∣ t- 1

F'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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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i )
η (t ∣
t -1 = X t - D - H α t ∣ 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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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i )
W (t ∣
t - 1 = H P t ∣ t - 1 H' + R

(A1)
(A2)
(A3)

(A4)

(A5)
+ K t j i η t j it
α t j it = α t j it
(A6)
P t j it = P t j it - K t j i H P t j it
(A7)
식(A1)과 (A2)는 t-1기까지의 정보를 사용하여 t기의 상태를 예측하는 豫
測方程式(prediction equation)이며, 식(A3)은 예측오차, 식(A4)는 예측오차의
條件附 分散, 식(A5)는 일종의 가중조정항인 칼만利得(Kalman gain)을 나타낸
다. 그러면 식(A6) 및 (A7)과 같이 t기에 추가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방정식
에 칼만이득을 결합한 修正方程式(updating equation)에 의해 상태변수 α tj it
와 그 분산 P t j it 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임의의 변수 A에 대하여 A tj it
는 t-1기의 상태변수가 i로 주어져 있을 때 t기의 상태변수가 j가 될 A의 條件
附 期待를 의미한다.
식(A6)과 (A7)에 의하면 추정기간의 샘플수가 T로 주어져 있을 경우 상
태변수 및 그 예측오차는 2T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직접 계산하기는 불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Kim(1994)은 2T가지의 경우를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2×T의 가지로 가중평균하여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演算方式(algorithm)
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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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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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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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 S t = j, S t - 1 = i ∣ ψ t ]
i=0
Pr [ S t = j∣ψ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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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tj∣) t =

∑ Pr [ S t = j, S t - 1 = i ∣ ψ t ] × { P (t ∣j,it) + ( α (tj∣) t - α (t ∣j,it) ) ( α (tj∣) t - α (t ∣j,it) ) ' }
i=0
1

Pr [ S t = j∣ψ t ]

(A9)
여기서 ψt는 Z t를 포함하여 t시점에 可用한 總情報集合을 의미한다.
식(A8)과 (A9)에서 상태공간을 근사적으로 줄이는 데 가중치 역할을 하는
Pr [S = j, S
= i ∣ ψ ] 및 Pr [S = j ∣ ψ ] 의 값은 Hamilton(1989)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Yt에 대한 條件附 尤度函數가 도출되기 때문에 식(1)～(3)의
모수값들은 동 우도함수를 극대화시키는 값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단 모수값이 추정되면 t=1기부터 식(6)과 (7)의 상태공간모형에 대해 필
터링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상태변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α tj t의 첫
번째 항목으로서 비관측 경기변수의 실현치가 추출된다.
필터링과정에 의해 상태변수가 추정되면 모든 가용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
태변수를 다시 식(6)과 (7)의 상태공간모형을 T기부터 逆으로 추적하는 스무
딩과정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Kim(1994)에서와 같이 스무딩과정은 다음과
같이 상태이전함수와 상태변수의 경우를 두단계로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t

t- 1

t

t

t

( )
∣

< 단계 1 : 상태이전함수 >
① Pr [S = k, S = j , y ∣ ψ ] ≈
Pr [S
= k∣ ψ ]× Pr [S = j ∣ ψ ]× Pr [S
t+ 1

t+ 1

②

t

t+ 1

T

t

T

t

Pr [S t + 1 = k∣ ψ t ]
1

t+ 1 =

k∣ S t = j ]

Pr [S t = j ∣ ψ T ] = ∑ Pr[S t + 1 = k, S t = j∣ ψ T ]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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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2 : 상태변수 >
① J = P F' [P
②α =α +J
t

( k, j )

( j)
t|t

( k, j ) - 1
t + 1|t ]

( j, k)
t|T

( j)
t|t

t

( k, j )

( α t(+k)1|T - α t(+k,1|j )t )

이러한 스무딩과정에 의해 Pr [S = j ∣ ψ ]로 나타나는 경기국면의 확률
에 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스무딩과정의 결과에 의해 상태변수의
실현치 α 가 도출되지만 모형의 성격상 필터링과정에서 近似値가 도입되고
다시 스무딩과정에서 근사치가 도입됨으로써 분산이 지나치게 크게 나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그림 2>에 나타난 비관측 경기변수의
실현치는 필터링과정에서 구한 상태변수를 스무딩과정에서 구한 경기국면확률
에 의해 가중평균함으로써 계산한 결과이다.
t

( j)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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