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

1

Lead Article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
강규호* ꞏ 김정성** ꞏ 신세림***

1)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예측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운용, 채권시장
참가자의 만기 포트폴리오 최적화, 부동산 시장 및 민간의 소비와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결과를 제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자기회귀시차(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DL) 모형, AR 모형,
소규모 벡터자기회귀(VAR) 모형, 대규모 VAR 모형의 표본외 예측력을 기준으로 모형선
택을 실시한다. 물가상승률에는 다수의 잠재적인 예측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12개의 거
시변수를 대상으로 ADL 모형에 베이지안 변수선택기법을 도입하고, 예측력 향상을 위한
정밀한 튜닝과정을 고안하고 적용하였다. VAR 모형에는 미네소타 사전분포를 설정하여
차원의 저주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최근 5년을 대상으로 한 장단기 표본외 예측결과,
ADL 모형이 점예측과 분포예측 모두에서 여타 경쟁모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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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 내외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상반기부터는 1% 내외로 하락할 것
으로 전망된다. 80% 신용구간은 예측치의 대략 ±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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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가격을 의미하는 물가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 내 여타 변수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거시변
수이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가 필립스 커브로 정형화된 이후,
물가와 실물변수 간에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믿음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이와 관
련한 실증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화정책 운
영체제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국가와 이와 비슷한 정
책을 운용하는 미국, 유로지역1)은 물가안정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물가 경로에
대한 전망치를 정기적으로 공표한다(Table 1 참조). 물가전망 공표는 목표치와
미래 물가 경로 간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향후 정책방향과 실물변수 변화에 대
한 민간의 기대형성을 통해 실제 물가가 목표치에 점차 근접할 수 있다는 인식
에 근거한다.
물가의 향후 경로에 대한 이해는 통화정책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인해 세계경제는 큰 불황에 직면한 바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
적 대응으로 인해 2021년에는 경기회복세가 확연해지고 향후 물가 경로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을 보면 2020년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물가가 낮은 오름세를 보인 반면 2021년에는 물가목표치인 2%를 넘어서
는 물가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물

<Table 1>

Monetary Policy Scheme of Major Countries
inflation
targeting

monetary
targeting

exchange rate
targeting

others

major
countries

Korea, UK, Japan,
etc

China, Argentina,
etc

Hong Kong,
Singapore, etc

US, Euro area,
etc

# of
countries

41

26

80

451)

source: IMF AREAER(2019)

1) 학계에서는 미국, 유로지역 등과 같이 물가안정목표제와 유사하게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 못하는 국가는 잠재적(또는 부분적) 물가안정목표제 운영국으로 분류한다. (Roger and
Stone (2005), Little and Romano (200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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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높은 오름세가 과연 향후에도 지속될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인 연준이 물가오름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하
고 있는 반면, 일부 최근 연구는 막대한 재정지출 규모가 경기과열 및 기대변화
를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2)(Blanchard, 2021;
Summers, 2021 등)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해 경기가 회복될 수 있지만 물
가상승 압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3) 높은
물가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경우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의 민간 행태
변화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방식도 달라질 것이
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의 물가상승률 예측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 관점
에서 그 함의를 찾을 수 있으며, 미래 물가상승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과 같은 시기에서는 더욱 시의적절한 작업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총 네 개 범주의 물가상승률 예측모형을 설정한 다음, 표본 외 예측
력을 비교한다. 모형별 표본외 점예측과 분포예측력 비교를 통해 최적 예측모형
을 선택하여 실제 물가상승률 예측을 실시한다. 첫 번째 모형은 자기회귀시차분
포(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DL) 모형이다. 물가상승률의 시차뿐만 아니
라 이론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물가상승률과 관련이 높은 11개 거시변수의 시
차변수가 예측변수로 사용된다. 물가상승률은 여타 거시변수들과 함께 일반균형
하에서 동시에 또는 동태적으로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각 거시변수들은 모든 자
기상관이 있는 구조충격의 함수이기 때문에 거시변수들 간에 동태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거시변수는 여타 거시변수 예측에 있어 정보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거시변수들이 이론적으로 밀접한 (시차)관계를 가진다고 해
서 특정 거시변수에 대한 각 거시변수의 예측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정 소수의 설명변수를 연구자가 선험적으로 선택하는 방
법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통계적으로는 예측력 향상과 관련이 적
을 수 있고 정작 중요한 변수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에 기반하여 잠재적으로 중요한 변수를 모두 넣게 되면 일부 통계적으로 불
필요한 변수들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적합(overfitting) 문제가 발생한다.
2) 가령, Summers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재정지출 규모가 GDP갭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으나
금번 부양책의 경우 GDP갭의 3배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평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
였다
3) “우리나라도 재정발 인플레이션 올까”(한겨레, 2021.6.10.일), “추경 등 인플레 압력”(전자신문,
2021.6.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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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접근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Spike-and-Slab 사전분포를 이용한 베이지안 변수선택기법을 도입한다4). 일반적
으로 모든 설명변수의 예측력이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선택기법 도입을
통해 예측력이 낮은 설명변수를 회귀식에서 제외함으로써 중요한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변수선택기법을 통해 과도적합 문
제와 변수누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예측력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특
히, 예측시계(forecast horizon) 별로 선택되는 변수와 예측 정확도는 표본내 기간
(in-sample period), 사전분포를 구성하는 하이퍼-파라메터(hyper-parameter)에 따
라서 예민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측시계 별로 광범위하고 정밀한
튜닝(tuning) 과정을 고안하여 적용한다.
두 번째로 고려되는 모형은 ADL 모형의 특정 경우에 해당하는 자기회귀
(Autoregressive, AR) 모형이다. AR 모형은 ADL 모형에 비해 훨씬 단순하기 때
문에 본고는 AR 모형을 기준(benchmark) 예측모형으로 간주한다.
장기 예측은 예측변수의 예측 여부에 따라 직접 예측(direct forecasting)과 반복
예측 (iterated forecasting)으로 구분된다. 반복 예측은 H(=2,3,..)-기 예측 시 모든
변수에 대한 1-기 예측모형을 설정하고, (H-1)-기 예측치를 시차 설명변수로 사용하
는 방식이다. 반면, 직접 예측은 현재 종속변수를 H-기 시차변수에 회귀한 다음,
모수 추정치와 현재 예측변수의 값으로 H-기 이후 종속변수 예측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ADL와 AR 모형은 직접 예측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예측한다. 직접 예측
의 대안인 반복 예측을 위해서는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다른 거시변수들의 예측
치도 산출해야 하므로 VAR 모형을 고려 대상 모형에 포함한다. 본고는 총 두 종류
의 VAR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하나는 12개 거시변수 모두가 고려되는 대규모
(large-scale) 벡터자기회귀(LS-VAR) 모형이고 나머지 하나는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서 5개 거시변수만을 고려한 소규모(small-scale) 벡터자기회귀(SS-VAR) 모형이다.
VAR 모형을 이용한 예측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차원 저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네소타(Minnesota) 사전 분포를 설정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
되는 예측모형은 ADL, AR, LS-VAR, SS-VAR 모형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3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의 물가상승률 및
실물경기와 유동성, 해외요인 등을 고려한 11개 거시변수이다. 최근 5년을 대상
으로 한 장단기 표본외 예측결과, 점예측과 분포예측 모두에서 ADL 모형이 여

4) 본고는 시차를 3분기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설명변수가 상수항을 포함하여 총 37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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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경쟁모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월하였다. 예측조합을 통한 예측결과, 물가상
승률이 2022년 하반기까지는 현재 비슷한 2% 내외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
이며, 2023년 상반기부터는 1%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주체의 의
사결정에 있어 물가상승률 예측치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의 크기도 대단히 중요한
데, 본 연구의 분포예측결과에 의하면 80% 신용구간은 예측치의 대략 ±1%p이
다.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고 활용성을 확대하고자 본고의 물가상승률 예
측결과는 온라인(https://faculty.korea.ac.kr/kufaculty/kyuho/index.do)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공표될 예정이다.
튜닝과 물가상승률 예측결과로부터 세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예측시계 별로 선택되는 중요 예측변수가 크게 상이하였다. 예를 들어, 단
기 예측에는 전기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국내 실물경기변수의 예측력이 강한 반
면, 장기 예측에는 미국 물가상승률, 통화량, 인플레이션 기대 등이 주요 정보변
수로 작용하였다. 둘째, SS-VAR와 LS-VAR 모형은 단기 점예측에 유용한 반면,
장기 점예측과 분포예측에는 ADL이나 AR 모형을 이용한 직접 예측이 VAR 모
형을 통한 반복 예측보다 크게 우월하였다. 이는 VAR 모형에 내재한 차원의 저
주 문제가 예측시계가 커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 예측에 있어 불필요한 예측변수의 영향력을 0으로 제약하
는 Sparsity가 0으로 근접하게 하는 Shrinkage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지막으로, 모형추정에 사용되는 표본의 크기에 있어 첫 기부터 예측시점이 경과
하면서 표본내 크기(in-sample size)가 함께 커지는 확장(Expanding) 회귀보다 표
본내 크기를 일정한 값에 고정한 채 예측대상시점과 표본내 기간을 동시에 하나
씩 이동시키는 롤링(Rolling) 회귀가 훨씬 더 정확한 표본외 예측력을 보여줬다.
이는 롤링 회귀가 2012년 전후 우리나라 평균 물가상승률의 하락을 반영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확장 회귀로 예측하더라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하락을
반영하는 설명변수가 존재하여 장기적 추세를 잡아줄 수 있다면 확장 회귀의 결
과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롤링 회귀의 표본외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봐서
본고가 고려한 11개 거시변수 중에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예측변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문헌들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 예측에 있어 널리 사용되는 표
준화된 단일 모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대신 다양한 모형으로부터 예측치를 산
출한 다음, 일정한 가중치로 예측조합을 하는 방식으로 물가상승률을 예측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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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Wright (2009)은 모형별 사후확률을 가중평균으로 사용하는 베이
지안 모형평균법(bayesian model averaging)이 단순등가중치모형평균법(simple
equal weighted model averaging)보다 더 높은 예측력을 가짐을 보였으며, 최근
연구인 Fulton, Chad, and Kirstin Hubrich (2021)는 AR, ADL, 필립스 커브 모형,
VAR 모형으로 최대 2년 이후의 미국 인플레이션을 예측하였다. 모형별 예측결
과를 RMSE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는데, 예측조합의 예측력이 단일 모형보다 높으
며, 직접 예측보다 반복 예측 모형의 예측력이 높고, 주관적 예측은 단기에 높은
예측력을 가짐을 보였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예측 관련 최근 연구로는 최인ꞏ황승진(2012)과 김현학
(2015)가 있다. 최인ꞏ황승진(2012)은 Stock and Watson (1999)의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차원축소 방법론을 활용하여 2000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154개
월별 거시금융 자료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물가상승률을 예측하였
다. 사용된 모형은 AR 모형과 여러 ADL 모형이다. 예측시계는 최대 6개월이며,
점예측을 실시하였다.

표본외 예측결과, 실업률 또는 이자율 차이와 주성분이

예측변수인 ADL 모형이 가장 정확한 점예측치를 산출하였다. 한편 김현학
(2015)도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물가상승률을 예측하였는데, 표본기간은 1970년
1월 이후이며 표본외 예측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다. 예측시
계는 최인ꞏ황승진(2012)와 마찬가지로 최대 6개월이다. AR 모형과 더불어 주성
분 분석과 LASSO, Ridge 회귀분석 등 다양한 차원축소 방법을 채택하였다. 표
본외 예측결과, 개별 모형 중에서는 AR 모형이 가장 좋은 점 예측성과를 보여주
었다. 또한 각 모형별 로그 스코어(score)를 기반으로 예측조합을 실시하면 예측
력이 다소 향상된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비모수적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분
포 예측을 실시하였다.5)
위 두 선행연구는 연구주제와 예측에 AR과 ADL 모형을 사용하고 차원축소방
법을 적용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위 두 선행연구가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단기예측
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분기별 자료를 통해 단기와 장기 예측 모두를
시도한다.

둘째, 방법론 상으로 본 연구는 베이지안 접근법을 채택하여 점예측

치뿐만 아니라 분포예측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차원축소 측면에서 본고는 주성
분 분석 대신 Ridge와 유사한 베이지안 변수선택기법을 도입한다. 그 이유는 기
5) 다만 김현학(2015)는 분포예측력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표본외 예측결과로부터 분포예측
치가 물가의 방향성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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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주성분은 변수 간의 공통적인 움직임을 잡아내는데, 본고가 고려하는
변수들은 각 변수가 속한 카테고리가 상이하여 중복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유의
한 주성분의 존재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김현학(2015)의 연구
에서 주성분 분석의 유용성이 강하지 않다고 보고된 점과 주성분을 사용하면 해
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반복
예측을 통한 VAR 모형의 표본외 예측정확도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는 차원축소를 통한 예측력 향상에 주요한 튜닝과정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예
측에 적합하도록 고안하였다는 점과 예측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온라
인에 지속적으로 공개한다는 부분도 선행연구와 구별된다.
본 연구의 주요한 학술적 기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본 연구가 우리나라 장
단기 물가상승률의 분포예측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첫 연구
성과라는 점이다. 분포예측 결과로부터 점 예측치와 더불어 구간 예측치를 계산
할 수 있으므로 물가상승률의 불확실성과 실현 가능한 물가상승률의 범위를 추
론할 수 있다. 또한 분포예측 결과로부터 향후 1년 또는 2년 뒤 물가상승률이 물
가안정목표제를 달성할 확률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본 연구는 측단
기 물가상승률 예측치와 불확실성 측정치를 제공함으로써 중앙은행과 장기채권
시장 참가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학술적 기여는 예측력 향상에 결정적인 엄밀한 효과적인 튜닝과정을 고안한 것
이다. 본 연구가 고려하는 예측모형들과 Spike-and-Slab 베이지안 변수선택 알고
리즘 자체는 Korobilis (2013), 강규호(2018), 김현학(2015), Yang, Xiang and Shu
(2018), Kim and Lee (2020) 등 이미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 않다6). 하지만 예측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용되는 모형의 종
류도

중요하지만

그

모형을

적용하는

방식도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Spike-and-Slab 베이지안 변수선택기법은 종속변수에 적합한 튜닝 파라메터를 설
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예측을 위한 정밀하고 광범위한
튜닝과정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면 실제로 모형의 예측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
음을 보인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은 각 예측모형의 설정과 추정, 표본외 예측
및 튜닝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장은 표본외 예측결과와 예측력에 기반한
모형선택결과, 선택된 모형으로부터 생성된 물가상승률 사후 예측분포 결과를
6) 강규호(2018)는 조건부 베이지안 예측분포 조합에 기반한 베이지안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주택담보대출
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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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다
음, 본 연구의 한계와 추가 연구방향을 논의한다.

Ⅱ. 계량분석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되는 예측모형들을 소개하고, 각 모형별 추정 및
예측분포 생성과정, 표본외 예측과 튜닝, 예측력 평가기준에 대해서 설명한다.

1. 예측모형 설정
가. -기 예측 ADL 모형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개별 예측모형을 설정하고
각 모형별 표본외 예측력 비교를 통해 모형선택 또는 조합을 실시한다. 첫 번째
모형은 Stock and Watson (1999), Chad, and Kirstin Hubrich (2021), 최인ꞏ황승진
(2012)과 강규호(2018)의 연구에서 물가상승률 또는 가계부채증가율 예측에 사용
된 ADL 모형이다. 이 예측모형은 종속변수의 자기회귀항에 시차가 반영된 강외생
적인 예측변수의 항이 추가된 모형이다. 는  시점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증
가율이다. -기 예측을 위한 ADL 모형하에서 의 조건부 평균이 아래와 같이 기
또는 그 이전의 자기시차 또는 외생변수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가정한다.


   







 —     



 

    

          

 

(1)

오차항 ∣ ∼    는 베이지안 추정방법상 편의를 위해 조건부 정규분포
를 따르며,  ∼     은 켤레분포인 역감마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는  시점의      번째 예측변수를 나타내며,  는 고려되는 최대 시차
의 크기이다. 따라서 위 식에서 고려되는 설명변수는 상수항을 포함하여 총
(   ×   )개이다. 예를 들어,   이고   이면 설명변수의 수가 무
려 37개가 된다. 특히 최근 14년간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는 상황에
서 이렇게 예측변수의 수가 너무 클 경우, 중요하지 않은 예측변수를 포함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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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아지고 모형의 예측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서론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과도적합 문제 극복을 위해 Spike-and-Slab 베이지안 변수선택기
법을 도입하여 예측력이 높은 변수와 시차 조합을 선별하여 예측에 사용하고자
한다.
중요한 예측변수의 계수는 0과 먼 값을 갖고, 중요하지 않은 예측변수의 계수
는 0에 가까울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베이지안 변수선택 모형은 예측변
수 계수를 평균을 0으로 하고, 분산이 큰 정규분포와 0에 매우 가까운 정규분포
의 혼합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사전분포는 실제 계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임의
로 계수값을 0에 극도로 가깝게 하고, 중요한 경우(즉 실제 계수가 0과 크게 다
른 경우), 자료의 정보에 의해 추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각 설명변수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지시변수에 대한 사후분포도 도출이 되며, 지시변수의 사후평
균을 각 설명변수의 중요도라고 칭한다. 각 예측변수의 중요도는 0과 1사이의 연
속적인 값으로 나타내는데, 1에 가까울수록 예측력이 높고 깁스 샘플링 반복시
행 중에서 그 예측변수가 사후예측분포 생성에 사용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추정과정 설명의 편의를 위해 식 (1)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나타낸다.
 

   

 

    

            

(2)

그런 다음, 위 식을 다시 아래와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물가상승률의 시계열벡터이고 는 자기회귀항과 여타 거시변수의
시차로 이루어진 설명변수 행렬이다.     ⋯         ′ 는
각 예측변수의 계수벡터이다.   에 대한 Spike-and-Slab 조건부 사전분포는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

 ∣   ∼      for     ⋯   
     ×       × 

(3)

  는   번째 예측변수가 예측에 있어 중요한지에 따라 0 또는 1의 값을 가
지는 지시변수이다. 만일 해당 변수가 중요하다면 (즉,    ),   는 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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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떨어진 값일 확률이 클 것이므로   의 분산   는 충분히 큰 값을 가진
다. 반대로 번째 예측변수가 중요하지 않다면 (즉,    ),   는 0과 가
까운 값일 것이므로   는 0과 가까운 작은 값을 가진다.   의 사전분포는

   일 확률이  인 베르누이 분포이다. 또한, 변수선택과정에서 데이터로부
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형에 반영하고자 계층적 모형을 가정하여  와  , 
에 대해서도 사전분포를 설정하였다.  는 0과 1사이의 확률을 나타내는 연속된
값이므로 베타분포  ∼     를 따르며,  와  은 다음과 같은 역감마분
포를 가정하였다.

   
 ∼      


   
 ∼      


이 때, 역감마분포의 평균은       이므로     이 0에 가깝도록
하이퍼-파라메터인

  와

  의

값을

설정한다.

반면

  와

  은

     을 충분히 크게 하여 사전정보가 비정보적(uninformative)이 되
도록 한다. 이 때문에  를 Spike 분산이라고 하고,  를 Slab 분산이라고 한다.

나. -기 예측 AR 모형
두 번째 경쟁모형은 아래와 같은 AR 모형이다.


   

 



     

(4)

AR 모형은 ADL 모형에 특정 제약을 부여한 아주 단순한 모형이므로 ADL 모형
과의 예측력 비교를 통해 ADL 모형에 과도적합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
다. 자기회귀모형 역시 예측 시계별로 베이지안 변수선택 과정을 앞서 설명한
ADL모형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한다.

다. LS-VAR 모형과 SS-VAR 모형
는  시점의 거시변수 벡터이다. LS-VAR 모형과 SS-VAR 모형은 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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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성 외에는 모형 설정상 차이가 없다. 시차가 인 VAR 모형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       

(5)

여기서   는  의 (   )번째 요소이고, 미네소타 사전분포 하에서   은 사
전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     
단,     if    and    and 0, otherwise


 


  , otherwise
   



if
,
and




  
Giannone and Primiceri (2015)가 제안한 대로  는 각 변수를 AR(4)로 추정했
을 때 오차항의 표준오차의 최소 자승 추정치이다.  은 두 변수 간 단위나
상대적인 크기(scale)가 상이하여 사전분포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해지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설명변수의 단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미네소타 사전분포는 기본
적으로 사전 분산은 시차  가 클수록 작아지며, 자기회귀항이 아닌 항에 대해서
도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  를 곱하여 분산을 축소한다. 마지막으로 예측결과
가 하이퍼-파라메터 설정에 민감하지 않도록 계층적(hierachical) 사전분포를 상정
하여   는 사전분포가 역감마분포인 모수이고 사후 예측과정에서 이 모수들
에 대한 사후분포가 샘플링되도록 한다.

 ∼     and  ∼    
마지막으로

의

사전분포는

켤레

분포인

역위샷(Inverse-Wishart)

분포,

   이다.

2. 추정방법
ADL 모형의 사후분포 추정과정은 <부록 A>에 설명하였으며, AR 모형은
ADL 모형 추정 알고리즘을 단순화하여 적용하면 추정할 수 있다. 미네소타 사
전분포가 부여된 VAR 모형의 추정 과정은 Dieppe, Legrand, and Roye (201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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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길 바란다.
다음으로 물가상승률의 사후예측분포는 해석적으로 도출되지 않으므로 모수의
사후분포를 이용하여 수치적 적분법을 이용하여 근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DL 모형의 경우 기 이후 물가상승률은 각 깁스 샘플링 반복시행마다 모든 모
형 모수의 사후 샘플이 주어지면 아래와 같은 조건부 정규분포에서 생성된다.
 

   ∼   

 

    

        

 

3. 표본외 예측
추정에 사용하는 시계열자료는 2003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이고, 이
중 최근 5년 기간(2016년 3분기-2021년 2분기)을 대상으로 예측시계별 각 모형
의 표본외 예측력을 평가한다.7) 예를 들어, 3분기 이후(3-quater-ahead) 예측의
경우, 2015년 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3분기 물가상승률을 예측하
고, 2016년 1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4분기의 물가상승률을 예측한
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2분기까지 총 20번의 표본의 예측을 실시한다. 예측시
계에 따라서 사용되는 표본내 기간(in-sample period)만 달라지고 예측대상인 표
본외 기간은 최근 5년으로 동일하다.
모형의 예측력을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로그 사후예측우도(posterior predictive
likelihood, PPL)과 RMSE(root mean squared errors)를 사용한다. 로그 PPL은 분
포예측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각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예측분포로부터
실제 물가상승률의 예측밀도를 표본외 기간에 걸쳐 계산하여 곱한 값, 즉 표본외
기간 물가상승률의 조건부 결합예측밀도이다.8) RMSE는 예측오차 제곱의 평균
에 루트를 취해서 구하며, 기본적으로 점예측력의 평가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RMSE를 기준으로 세 모형((i) ADL 모형 중 가장 점예측력이 좋은 모형, (ii)
ADL 모형 중 두 번째로 점예측력이 좋은 모형, (iii) AR 모형 중 가장 점예측력
이 좋은 모형)을 선택한다9). 그런 다음, 선택된 두 ADL 모형과 최적 AR 모형의
7) 표본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예측에 필요한 시계열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특정
기간에 의존하지 않도록 표본외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고자 함이다.
8) PPL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강규호(2018)을 참조하길 바란다.
9) 사전분포 또는 자료의 사전처리방식이 다른 ADL 모형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상이한 ADL 모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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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을 이용하여 각 모형별 가중치를 계산한다. 각 모형에서 생성된 사후예측분
포를 모형별 가중치대로 조합함으로써 모형별 모수 불확실성과 모형 불확실성이
함께 반영된 물가상승률의 사후예측분포를 도출한다.

4. 튜닝
예측변수의 수가 많은 ADL 모형에 베이지안 변수선택 알고리즘을 도입하면
하이퍼-파라메터나 표본기간의 설정 등 다양한 모형설정에 따라서 예측정확도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i) Spike 분산(  )의 사전분포, (ii) 예측변수의
시차, (iii) 표본내 기간, (iv) 설명변수의 단위조정(rescaling) 방법, (v) 변수집합
필터링이 모형의 예측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설정값들이다. 본 연구는 이
다섯 종류의 사전설정을 대상으로 표본외 예측력을 극대화하는 사전설정의 조합
을 찾는 작업을 진행한다.

가. Spike 분산의 평균
베이지안 변수선택 모형에서 중요하지 않은 변수에 대한 사전분산  의 평균
의 크기에 따라 선택되는 변수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의 값이 너무 작다면
중요하지 않은 변수를 제대로 모형에서 제외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의 평균이
클수록 중요하지 않은 변수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많아지고 따라서 중요한 변
수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모형이 예측력이 감소
하고, 사전에 적절한 크기의  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예측력이 극대화되는 최
적의 하이퍼-파라메터를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를 1,000으로 고정하는 대




신,  의 사전평균(=     ) 네 가지(           )을 비교하여 최적

사전평균을 탐색한다.

나. 시차
예측변수에 발생한 효과가 물가상승률에 파급되는 시간이 변수별로 상이할 수
있다. 예측변수에 이미 내재된 물가상승률에 대한 정보는 현재 예측변수가 아니
라 예측변수의 시차값이 더 많이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예측변수의 시차를 1분기부터 최대 3분기까지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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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본내 기간
표본기간 중 설명변수와 예측변수의 동태성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이는
종속변수와 예측변수 간 상관관계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구조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수의 사후분포에 편의가 발생하고 결과
적으로 모형의 예측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
은 2012년 즈음을 기점으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하회하며 이전
보다 낮아졌다. 이러한 구조변화의 효과를 고려하고자 확장 회귀분석과 함께 롤
링 회귀분석도 적용하여 비교한다. 또한 구조변화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종류의 롤링 윈도우의 크기(20분기, 24분기, 28분기, 32분기)를 각 예측시계
별로 표본외 예측에 적용하고 비교한다.

라. 설명변수의 단위조정
기본적으로 베이지안 변수선택에서 변수의 중요도는 계수의 크기에 의해서 결
정되며, 예측변수의 단위는 계수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모형의 예측
력과도 관련이 깊다. 따라서 각 예측변수 별로 예측력의 향상의 기여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측변수의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변수의 단위조정에는
주로 Z-score 방법과 미네소타 사전분포 형태(Minnesota prior type)이 사용된다.
Z-score 방법은 말 그대로 각 변수의 표본평균은 0, 편차는 1이 되도록 표준화하
는 방법이다. 미네소타 형태는 VAR 추정에 사용된 미네소타 사전분포에서와 같
이 각 변수에    를 곱하여 상대적으로 잡음이 많은 설명변수에는 작은 가
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 자기시차항에 대해서는 단위조정을 진행하지 않
았다. 본 연구는 두 단위조정 방식을 모두 표본외 예측에 적용하고 비교한다.

마. 변수집합 필터링
동일한 사전분포와 설명변수 단위조정방법, 표본내 기간 및 시차를 사용하더라
도 어떤 변수집합에 이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예측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변수집합
이 너무 크면 불필요한 변수들로 인해 중요한 변수의 예측력이 비효율적으로 추정
되어 예측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상호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설명변수가 다수
포함되어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급적 직교적인 정보를 가진 변수들
로 예측변수 집합을 구성하여 변수선택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통계분석과
정에서는 사전에 효율적인 변수집합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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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본 연구는 변수집합 필터링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변수집합 필터링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변수선택을 진행하는 것인데, 본 연구는
실제 적용과정에서 4단계에 걸친 필터링이 계산 비용은 지나치게 크지 않으면서
도 상당한 예측력 개선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1단계에서는 전체 변수집합을
대상으로 변수선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사후 중요도가 0.1 이하인 변수들을 변수
집합에서 제외한다. 2단계에서는 축소된 변수집합에 다시 변수선택을 실시하고 중
요도가 0.2 이하인 변수들을 제외한다. 3단계는 기준을 0.3, 4단계는 중요도가 0.4
에 미치지 못하는 변수를 제외한다. 다시 말해, 1단계처럼 변수의 수가 아주 많을
때는 중요한 변수가 중요하지 않은 변수로 추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낮게 잡고, 단계를 거듭할수록 기준을 점차 높여가면서 예측력이 낮은 변수를 변
수집합에서 제외시켜 나가는 것이다. 변수선택 필터링을 적용하면 중요한 변수도
정확하게 추정될 뿐만 아니라 과도적합 문제가 적어서 중요한 예측변수의 계수도
보다 세밀하게 추정할 수 있어 결국 예측력 향상을 성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예측력을 극대화하는 변수선택 알고리즘 구현을 위해서
Spike 분산, 시차, 표본내 크기, 설명변수의 단위조정방법, 변수집합에 대해서 튜닝을
진행하고 최적의 사전설정 조합을 탐색한다. 특히 각 예측시계(=1, 2,.., 12분기) 별로
개별 ADL모형을 총    분산 ×시차 ×표본내 크기 × 단위조정 × 변수집합

 번 추정하고 최근 20분기의 물가상승률을 대상으로 평균적인 점예측 및 분포예
측 정확도를 비교한다. 구체적인 튜닝 알고리즘은 <부록 B>를 참조하길 바란다.
<Table 2> Hyper-parameters This table presents the hyper-parameters for
the prediction models
ADL and AR
 



VAR







   



20

 

1,000



3.2

 

0.16



20

 

20



0.8



5



 ×   



0.1



dim(  )+2

 

5



1, 2,., 4



1, 2, 3

Window size

20, 24, 28, 32

Window size

20, 24, 2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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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외 예측이 완료되면 우선 RMSE를 기준으로 ADL 중 가장 예측력이 높은
두 모형(즉, 가장 작은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RMSE을 산출하는 사전설정값의 조
합)과 하나의 AR 모형을 선택한다. 그런 다음, PPL을 기준으로 각 모형의 가중치
를 계산하고 각 모형으로부터 생성된 예측분포를 가중 조합하여 사후 예측조합
(forecast combination)이 도출된다. 예측조합 대상 모형을 세 개로 제한한 이유는
실험결과 4개 이상으로 확대하면 예측분포의 꼬리가 지나치게 커져서 예측의 신
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베이지만 모형
평균(Bayesian model averaging)의 분포예측력이 오히려 가장 좋은 모형 하나만 사
용한 경우에 비해 악화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각 모형별 튜닝의 대상인 하이
퍼-파라메터와 여타 하이퍼-파라메터의 값들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Ⅲ. 추정결과
1. 통계자료
추정에 사용할 자료의 표본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월별자
료이고, 월별자료를 분기 중 평균를 취하여 분기자료로 변환하였다. 인플레이션
에 대한 예측치와 불확실성을 월별로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속보성 측
면에서 GDP와 같은 분기별 자료에 비해 월별 자료가 유리하기 때문에 월별 자
료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 시점에 가장 최근 자료가 2021년 5월말에 공표
된 자료이기 때문에 4월과 5월의 평균치를 2021년 2분기 자료로 사용한다. 또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향후 1년 내지 2년 이후의 물가상승률 예측이고 시계열
예측에 있어 상대적으로 잡음이 많은 월별 자료보다 분기별 자료가 중기 및 장
기예측 정확도를 높이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월별 자료를 분기별로 변환하여 사
용한다.
추정과 예측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설명과 출처는 Table 3에서 볼 수 있다.
각 거시변수를 예측변수 집합에 포함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VAR 모형
을 이용한 조병수ꞏ이종웅ꞏ권인하(2021)의 최근 연구에서 우리나라 주택가격과 가
계부채가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고하였기에 주택
가격지수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예측변수로 고려한다. 가계부채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유동성 변동은 M2, 실물경기 변동은 산업생산지수와 경기선행지수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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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st of Variables An asterisk(*) indicates that the variable is used
for the SS-VAR model estimation.
Abbreviation

transf.

Source

CPI

YoY growth

Bank of Korea

Inflation expectation
survey

IE

Level

Bank of Korea

Oil price index*

OP

YoY growth

OECD

Spread

Level

Bank of Korea

US CPI

USP

YoY growth

St. Louis Fed

M2*

M2

YoY growth

Bank of Korea

Industrial production
index*

IP

YoY growth

Bank of Korea

House price index

HP

YoY growth

Bank of Korea

KRW/USD exchange rate

EXR

YoY growth

Bank of Korea

Mortgage rate*

Mort

Level

Bank of Korea

US 10-year bond yield

USR

Level

Bank of Korea

LI

Level

Bank of Korea

CPI*

Term spread
(=10Yr – 1Yr)

Leading business
cycle indicator

정한다.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 변화는 경제주체별 가격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실제 인플레이션 변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기대조사도 예
측변수에 포함시킨다. 다음으로 이자율 장단기 스프레드는 채권시장의 물가상승
률과 경기기대를 반영하며, 유가는 해외 경기 및 총공급 요인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예측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강화된 글로벌 인플레이
션 동조화 현상을 반영하여 미국 물가상승률을 예측변수로 추가하였으며(Kang
and Shin, 2021), 미국장기금리는 미국경기기대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다. SS-VAR
모형 추정에는 물가, 실물경기, 유동성, 해외요인 등을 대변하는 5개의 거시변수
(CPI상승률, 유가, 주담대 금리, M2, 산업생산지수)를 택하여 사용한다.

2. 표본외 예측결과
Table 4은 모형별 표본외 예측결과를 나타낸 것이다.10) 패널(a)은 VAR 모형의
10) 깁스 샘플링의 크기는 2,000이며 모든 모수의 비효율성계수(inefficiency factor)는 2 내외에 불과하여
마코프 체인이 사후분포에 수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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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시계별 RMSE이고, 패널(b)는 ADL과 AR 모형의 예측시계별 RMSE와 튜닝
을 통해 최적 하이퍼-파라메터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패널(a)의 결과를 보면
LS-VAR 모형과 SS-VAR 모형 모두 예측시계가 커질수록 RMSE도 커지는 현상
이 발견되어, 단기 예측력이 장기 예측력에 비해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예측 결과가 시차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통
상적으로 VAR 모형의 시차는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로 결정하는데,
미네소타 사전분포를 적용한 경우에는 비정보적 사전분포를 가정한 BIC 기준으
로 시차를 선택할 수 없다. 특히 미네소타 사전분포를 사용하게되면 BIC는 시차
를 과소선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깁스 샘플링을 통해 주변 우도

<Table 4>

Out-of-sample Forecasting Performance Comparison

This table reports the RMSEs of the competing models. Panel (a) presents the RMSEs of
the large and small scale VAR models with four different lags. Panel (b) reports the
RMSE and PPL of the best ADL and AR models along with the best hyper-parameters.
lnPPL is log PPL,  is the lag, b0 is the exponent of the prior mean of  , and WS is
the window size. Nor is the normalization method. Nor=1 and 2 indicate the Z-score and
Minnesota type scaling, respectively. MW is the model weight based on the PPL.
(a) VAR models
Large Scale VAR

Small Scale VAR

H

=1

=2

=3

=4

=1

=2

=3

=4

1

0.581

0.562

0.609

0.371

0.531

0.599

0.555

0.563

2

0.661

0.650

0.786

0.669

0.591

0.592

0.595

0.610

3

0.741

0.742

0.766

1.386

0.668

0.669

0.736

0.741

4

0.868

0.914

0.728

1.449

0.746

0.761

0.806

0.802

5

0.874

0.957

1.101

0.978

0.887

0.912

1.025

0.893

6

1.034

0.988

1.594

0.982

1.036

1.090

1.059

1.042

7

1.131

1.133

1.080

1.194

1.181

1.153

1.135

1.123

8

1.402

1.276

1.345

1.792

1.291

1.324

1.371

1.297

9

1.508

1.367

1.448

2.249

1.373

1.320

1.380

1.333

10

1.386

1.534

1.459

1.631

1.411

1.517

1.469

1.440

11

1.551

1.472

1.648

1.472

1.672

1.577

1.571

1.620

12

1.968

1.851

2.027

2.034

1.718

1.778

1.641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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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DL and AR models
ADL

AR

H

RMSE lnPPL



b0

WS

Nor

MW

RMSE lnPPL

MW

1

0.595

-21.63

1

-8

32

2

0.59

0.642

-24.22

0.40

2

0.654

-20.88

2

-10

24

2

0.92

0.730

-24.77

0.08

3

0.768

-24.90

3

-10

32

1

0.90

0.788

-27.32

0.09

4

0.704

-27.66

2

-8

24

1

0.50

0.771

-26.89

0.24

5

0.652

-24.62

3

-8

32

1

0.73

0.741

-25.62

0.21

6

0.701

-24.90

1

-4

32

1

0.96

0.792

-27.88

0.03

7

0.732

-27.65

1

-6

32

1

0.82

0.823

-27.73

0.10

8

0.752

-26.91

3

-10

24

2

1.00

0.853

-27.52

0.00

9

0.771

-26.90

2

-8

32

1

0.76

0.815

-27.25

0.16

10

0.738

-25.72

2

-10

28

2

0.51

0.743

-26.22

0.37

11

0.708

-27.96

2

-10

28

2

0.28

0.707

-24.86

0.10

12

0.674

-24.35

3

-10

28

1

0.79

0.659

-24.38

0.12

(marginal likelihood)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였다.11) 계산 결과, LS-VAR은 최적
시차가 3, SS-VAR의 최적 시차는 4로 계산되었다. 한편 패널(b)에 있는 ADL과
AR 모형의 RMSE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VAR 모형의 단기예측결과가 결코 나쁘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

11) 주변우도의 구체적인 계산과정은 Dieppe, Legrand, and Roye (2016)을 참조하길 바란다.
12) 빈도주의 접근법을 사용한 최인⦁황승진(2012)은 점예측 결과를 대상으로 Diebold-Mariano 검정을 진
행한다. 반면 본 연구는 베이지안 접근법에서 예측력 비교는 모형간 상대적인 PPL의 크기, 즉 각 모
형에 대한 가중치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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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ut-of-sample Prediction: ADL

(%)
(%)

(%)

(%)
(%)

(%)

This figure plots the H-period-ahead out-of-sample forecasts generated from the best ADL
model. The red solid line is the realized inflation rate, the blue dashed line is the
posterior predictive mean, and dotted lines are 90% credibility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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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ut-of-sample Prediction: AR

(%)
(%)

(%)

(%)
(%)

(%)

This figure plots the H-period-ahead out-of-sample forecasts generated from the best AR
model. The red solid line is the realized inflation rate, the blue dashed line is the
posterior predictive mean, and dotted lines are 90% credibility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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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ut-of-sample Prediction: Small-scale VAR

(%)
(%)

(%)

(%)
(%)

(%)

This figure plots the H-period-ahead out-of-sample forecasts generated from the small
scale VAR model. The red solid line is the realized inflation rate, the blue dashed line is
the posterior predictive mean, and dotted lines are 90% credibility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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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ut-of-sample Prediction: Large-scale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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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his figure plots the H-period-ahead out-of-sample forecasts generated from the large
scale VAR model. The red solid line is the realized inflation rate, the blue dashed line is
the posterior predictive mean, and dotted lines are 90% credibility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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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lected Variables: ADL models

This table presents the selected variables across the forecasting horizons. ADL(1st) and
ADL(2nd) indicate the best and second best models, respectively, in terms of the RMSE.
const. is the intercept term.
H

ADL(1st)

ADL(2nd)

1

const, CPI(-1), IP(-1), LI(-1)

const, CPI(-1)

2

const, CPI(-1),

const, CPI(-1)

3

const, CPI(-1),

const, CPI(-1)

4

const, IE(-1), EXR(-1), EXR(-2),
USR(-2)

const, CPI(-1)

5

const, CPI(-1), HP(-2), USR(-2)

CPI(-1), IE(-1), OP(-1), Spread(-1),
M2(-1), Mort(-1), LI(-1), IP(-2),

6

const, CPI(-1), IE(-1), OP(-1),
M2(-1), IP(-1), EXR(-1), Mort(-1),
USR(-1)

const, IE(-1), OP(-1), M2(-1),
IP(-1), Mort(-1)

7

const, IE(-1), USP(-1), M2(-1),
HP(-1), EXR(-1), Mort(-1), USR(-1)

const, IE(-1), OP(-1), M2(-1),
IP(-1), Mort(-1), USR(-1), LI(-1)

8

const, CPI(-1), IP(-1), IE(-2), IE(-3)

IE(-1), OP(-1), EXR(-1), Mort(-1),
IE(-2), Spread(-2), Mort(-2), LI(-2),
IE(-3), USP(-3), EXR(-3), IP(-3)

9

const, CPI(-1)

const, OP(-1), IP(-1), LI(-1)

10

const, CPI(-1), USP(-1), M2(-1)

const, Spread(-1), EXR(-1)

11

const, CPI(-1)

const, CPI(-1)

12

const, CPI(-1), USP(-2)

const, CPI(-1)

그럼에도 분포예측 정확도 측면에서는 VAR 모형의 단기 예측력이 좋다고는
볼 수 없다. Figure 1-4는 ADL, AR, LS-VAR, SS-VAR의 표본외 예측결과를 예
측시계 별로 나타낸 것이다. 1분기 예측에 대한 VAR 모형의 90% 신용구간
(credibility interval)의 폭이 거의 4%p인 반면, ADL와 AR 모형의 1분기 예측의
90% 신용구간 폭은 2%p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VAR 모형
들의 단기예측은 점추정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분포나 구간 예측 측면에서
는 신뢰도가 대단히 낮다. VAR 모형은 규모와 무관하게 물가상승률 예측에는
ADL이나 AR 모형에 비해서 유용성이 현저하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SS-VAR 모형의 경우 예측력이 종속변수의 구성에 민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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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제로 변수 구성을 다양한 바꿔가며 추정하더라도 SS-VAR 모형의 평균적인
예측 정확도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한편 VAR 모형과 ADL 모형의 예측력 차이는 직접 예측 방법과 반복 예측
방법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ADL은 Sparsity를 통해 차원을 축
소하는 접근법을 적용한 반면, VAR 모형에는 미네소타 사전분포를 통해
Shrinkage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과도적합문제 해결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예측력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ADL과 AR 모형의 표본외 예측결과를 RMSE와 PPL 기준으로 비교
해보면 대부분의 예측시계에서 AR 모형보다 ADL 모형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이는 ADL 모형의 예측결과인 Figure 1와 나머지 모형들의 예측결과
를 나타내는 Figure 2-4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1년 들어
급격한 물가상승률을 AR과 VAR 모형은 거의 예측하지 못한 반면에, ADL 모형
은 여러 분기 이전부터 훨씬 정확하게 예측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물가상승률 예측에는 물가상승률의 시차변수 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가진 거시변수들이 존재하며, 예측시계 별로 예측력이 강한 정보변수를 선별하
는 것이 예측력 향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DL 모형 추정결과로부터 각 예측시계 별로 선택된 예측변수를 Table 5에 나
타내었다. 이 표를 보면 예측시계에 따라서 주요한 정보변수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 결과는 물가상승률 예측에 있어 주요한 거시지표가 장기와 단
기 예측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단기 예측에는 전기 물가상승률,
산업생산지수, 경기선행지수가 중요하고, 6분기 예측에는 인플레이션 기대, 유가,
통화량, 산업생산지수, 금리 등이 중요한 예측변수로 선택되었다. 장기예측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물가상승률, 통화량, 인플레이션 기대 등이 주요 정보변수로 작
용하였다.
Table 4을 보면 확장 회귀에 비해 롤링 회귀가 보다 정확한 표본외 예측력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2012년 전후로 평균 물가상승률의 하락하였으며 2020년
말까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었다. 롤링 회귀는 이러한 평균 물가상승률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잠재적인 편의를 야기하는 확장
회귀에 비해 높은 예측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튜닝 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RMSE를 기준으로 가장 예측력이 높은 두
13) 비록 표나 그림으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튜닝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지나치게 많은 변수가 선택되거
나 중요한 변수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어 RMSE가 1보다 커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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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 모형과 AR 모형 중 예측력이 가장 높은 모형의 예측분포를 조합하여 물가
상승률 예측분포를 추정한다. PPL의 상대적 크기를 각 모형의 가중치로 사용하
여 예측 조합을 실시한다. 연구목적상 구간예측이 정확해야 하며 구간예측 정확
도는 RMSE보다는 PPL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즉, RMSE가 작
다고 해서 PPL이 높은 것은 결코 아니며, 이는 RMSE는 PPL에 비해서 꼬리 예
측정확도를 과소평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Table 4에서 ADL 모형의 MW
은 RMSE가 가장 작은 ADL 모형에 대한 가중치이고 AR 모형의 MW는 AR 모
형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낸 것이다. 1에서 두 MW값을 뺀 것이 두 번째로 좋은
ADL 모형에 대한 가중치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예측시계에서 전반적으로 ADL
모형의 가중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DL과 AR 모형의 표본외 예
측결과 상으로 점예측과 분포예측의 정확도가 대체로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실제 예측결과
Figure 5는 2021년 2분기 시점에서 향후 12분기 동안의 물가상승률의 사후예
측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굵은 파란 실선은 사후평균, 점선은 80% 신용구간, 얇
은 실선은 95% 신용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물가상승률 예측의 주요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물가상승률이 2022년 하반기까지는 현재 비슷
한 2% 내외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상반기부터는 1%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2년 4분기는 3%를 상회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최근의 물가상승률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정되고 향후 2년 정
도 현 수준 내외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신용구간 추정치를 보면 향후 물가상승률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예측시
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80% 신용구간의 폭이 2%p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하더
라도, 2022년 4분기와 2023년 4분기는 3%p를 초과한다. 물가상승률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여러 경제
주체의 최적 의사결정에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물
가상승률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자체 예측에 대한 과도한 신뢰성으로
인해 지나치게 적극적인 금리 및 유동성 정책을 펴게 되고, 확률적으로 물가안정
목표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채권시장 참가자의 경우, 물가상승률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위험 프리미엄도 과소평가된다. 따라
서 국채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결국 채권투자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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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는 실제 예측분포 생성 시 모형 불확실성을 예측에
반영하고자 ADL 모형 중 표본외 예측력이 가장 좋은 두 모형과 AR 모형 중 표
본외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모형을 상대적인 분포예측력을 기준으로 예측조합하
였다. 하지만 튜닝과 실제 예측 간 일관성을 위해서는 개별 모형의 예측력과 예
측조합의 예측력을 비교하여 예측조합 여부에 대한 튜닝을 실시해야 한다. 실제
로 이를 적용하기에는 예측조합의 수가 너무 많아서 계산비용이 과다해지는 문
제가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임의의 예측조합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그럼에도
예측과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Figure 6에 모든 모형 중 가장 표본외
예측력이 우수한 모형(즉, ADL(1st))의 실제 예측결과를 추가로 제시한다. 실제
예측결과를 살펴보면, 예측조합과 ADL(1st)의 전반적인 예측분포는 유사하고, 다
만 예측분포의 꼬리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두 예측결과 중 어떤 결과를
채택할지는 실제 경제적 의사결정 주체의 선택에 해당한다. 참고로 Figure 7은
AR 모형의 예측결과인데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예측조합의
결과와 유사한 면이 있다.

<Figure 5>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 Forecast Combination

This figure plots the H-quarter-ahead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s for h=1,2,.., and
12. The blue solid line is the posterior mean, the black dashed and solid lines are 80%
and 95% credibility interva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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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 ADL(1st)

This figure plots the H-quarter-ahead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s for h=1,2,.., and
12. The blue solid line is the posterior mean, the black dashed and solid lines are 80%
and 95% credibility interva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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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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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 AR model

This figure plots the H-quarter-ahead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s for H=1,2,.., and
12. The blue solid line is the posterior mean, the black dashed and solid lines are 80%
and 95% credibility interva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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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term Inflation Forecast

This figure plots the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 of the average inflation rate over the
period, 2023:Q3 to 2024: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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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 시계로 2%이다. 하지만 ‘중기’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한국은행이 기관 홈페이지나 발간자료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화정책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Figure 6의 결과로부터 임의로
현재 시점에서 2년 후 1년간(2022년 3분기-2023년 2분기) 평균 물가상승률의 사
후분포를 산출하였다. Figure 8이 중기 시계 물가상승률의 사후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사후 평균은 0.999%이고 90% 신용구간은 [0.253%, 1.769%]이다. 한국은
행이 설정한 목표물가상승률이 2%이기 때문에 중기 시계에서 실제 물가상승률
은 목표 물가상승률을 하회할 확률이 95%에 달한다. 예측분포에 대한 해석 시
주의할 점은 본고의 예측모형은 축약식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예측분포 추정치
는 앞으로 한국은행이 경기나 물가에 대해서 과거와 유사한 통화정책적 대응을
한다는 조건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급망 충격과 같이 과거에 비해 중요도
가 높아진 외생적 변화가 예측정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추정결과
해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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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는 네 개의 물가상승률 예측모형을 설정하고 직접예측과 반복예측 방법
을 표본외 예측을 통해 비교하고, 모형선택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우리나라 물가상
승률 예측치와 불확실성을 수치화하였다. 모형선택결과, 베이지안 변수선택기법이
적용된 ADL 모형과 AR 모형으로 직접예측하는 것이 VAR 모형으로 반복예측하는
것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지안 변수선택기법 적용 시 광범위하고
엄밀한 튜닝과정을 거쳤는데, 예측시계측로 하이퍼-파라메터와 시차 및 롤링 윈도
우 크기를 최적화하는 것이 예측력 향상에 결정적임을 발견하였다.
선택된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물가상승률의 예측분포를 도출한 결과, 앞으로
2년간은 현재 수준인 2%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는 점차 1%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앞으로 자료가 매월 지속적으로 누적되
면서 예측분포가 업데이트되면 물가상승률 예측값이 수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만약 물가상승률 평균에 새로운 구조변화가 발생
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강화될수록 물가상승률의 예측치와 불확실성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2. 정책적 시사점
거듭 강조컨대 본고는 최근 향후 물가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불확실성
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가예측을 실시하였다. 예측 결과 물가상승률
이 2022년 하반기까지는 현재와 비슷한 2% 내외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
며, 2023년 상반기부터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의 상대적
으로 높은 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물가가 1%대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러한 물가경로는 저금리 여건에 익숙한 경제 주체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가가 높아지면서 금리도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가 높아진 상황
에서는 민간의 원리금 상환이 커질 수 있고, 자산규모가 큰 고소득층보다 자산이
적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더구나 소득이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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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는 소비의 직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물가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이 내외금리차
를 통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외금리차가 글로벌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환율 경로를 통해 경상수지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다양한 실증분
석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수출입의 영향이 적지 않은
우리 여건에서 이러한 대외적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경제주체의 기대나 심리
측면에서도 향후 물가 흐름의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간의 기대보다 급
격한 물가의 변화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며, 경제활동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향후 경제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일 줄이고 적절한 기대형성을 유
도하기 위해서는 물가 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저자들은 본고의 물가예측치를 정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민간의 기대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부 등도 민간이 높아지는 물가 환경에 적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한계 및 추가 연구방향
본 연구의 목적과 분석방법 상에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정확한
장단기 물가상승률 예측에 국한되고 이를 위해 구조모형이 아닌 축약형 모형을 사
용한다. 이로 인해 특정 예측변수가 중요한 변수로 선택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
한 경로로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게다
가 각 변수의 선택 여부는 전적으로 통계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학
적 또는 구조적인 근거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각 설명변수는 사전에 실현된
(pre-determined) 내생변수이므로 각 설명변수가 특정 구조충격을 대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산업생산지수에는 이미 국내와 해외 실물경기 그리고 유동성이나 재정
통화정책 충격이 모두 내재하기 때문에, 산업생산지수가 중요한 정보변수로 선택되
었다 하더라도 이를 국내경기 효과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 축약형 모형의 특성상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이션 기대, 금리와 같은 거시변수들 간 동태적 상호관계를 구
조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어렵다. 또한 GDP와 같은 분기자료를 예측변수로 추가
고려할 수 있는 혼합주기 모형도 고려해 볼 만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추정방법은 베이지안 머신러닝기법에 속한다. 최근 Marcelo,
Gabriel, Vasconcelos, Veiga and Zilberman (2021)은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Bagging, LASSO, adaptive LASSO, 주성분 분석, 베이지안 VAR, 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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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 net 등 다양한 머신러닝기법의 미국 인플레이션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1
개월부터 6개월 이후 예측 중 대부분의 예측시계에서 랜덤 포레스트가 RMSE를
기준으로 여타 기법에 비해 우월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비록 이 논문에서 채
택한 머신러닝기법이 분포나 구간예측에는 유용하지 않으니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과 베이지안 머신러닝 기법을 점 예측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는 것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연구로 사료된다. 한편 최근 Choi and Jeong (2020)는 차분된 자
료에 기반한 전통적인 시계열분석과 비교하여 수준 자료를 이용하면 예측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물가 수준 자료를 이용한
예측을 실시하고 기존 물가상승률에 기반한 예측결과와 비교하는 연구도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 예측에 있어 평균 물가상승률의 구조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본 연구는 마코프-스위칭이나 시변계수 등 구조변화과
정을 명시적으로 모형 내에 도입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구
조변화 여부나 구조변화 발생 시점을 예측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구조변
화를 고려함으로써 제거되는 잠재적인 편의보다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앞으로 보다 많은 시계열 자료가 축적되면 구조변화 도입의 편익이 명확
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혼합주기 모형을 포함하
여 앞서 언급한 여러 한계점을 검증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물가상승
률의 예측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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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ADL 모형 사후 샘플링 알고리즘
본고에서는 파라메터        그리고 각각  번째 설명변수의 중요도에
해당하는  들의 행렬인       ⋯           의 사후분포를 깁
스 샘플링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A1. (  , )샘플링
본문에서와 같이 식 (2)를      로 표현할 때,  의 완전 조건부 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     ∼  
 
   ’     


    

’
  는  를 제외한 다른 파라메터 집합이며  의 사전 분산-공분산 행렬  은
식 (3)을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는   값에 따라 결정되는   ×    대각행렬이며 반복시행 초기에는
 의 초기값이 모두 1로 지정되어 모든 값이  인 대각행렬이지만, 이후  가 샘
플링되어 새롭게 값이 저장되면 반복시행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주어진 X,Y자료
를 반영한 사전 분산-공분산 행렬이 생성된다.  는 앞서 추출한 를 반영한 역
감마분포를 완전조건부분포로하여 다음과 같은 역감마분포에서 샘플링된다.

 ∣  ∼          ’     

A2.  샘플링
다음으로  의 완전조건부 확률인   ∣        는 독립인 항을 제외하
면   ∣     ∣ 에 비례하는데,  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므로 
가 1의 값을 가질 완전 조건부 확률을 베이즈룰에 따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

39

∣   Pr  ∣
∣   Pr  ∣  ∣   Pr  ∣
 ×  ∣ 

 ×  ∣      ×  ∣ 

Pr  ∣  

따라서  는 균일분포에서 임의로 추출한 값이 Pr  ∣     보다 작으
면 1을, Pr  ∣     보다 크면 0을 지정하여 샘플링할 수 있다. 이 과
정에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주어진  가 0에 가깝다면 분산이  를 따르는
확률 분포상의 밀도가 분산이  를 따르는 확률 분포상의 밀도보다 크므로

Pr  ∣     이 0에 가깝고 설명변수가 중요하다면   ∣  가 더
큰 값을 가져, 사후확률 Pr  ∣     는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주어
진 사후확률에 의해 균등분포를 사용하여   를 샘플링할 수 있으며,   의 사
후평균을   번째 설명변수의 중요도라고 칭한다.

A3. (  ,  ) 샘플링
   는   가 1에 해당하는 모든 계수들의 집합이며  이    원소의 개
수를 나타내고,  가 그렇지 않은 계수들의 수를 나타낸다고 하자.    는 정
규분포    ∼    를 따르고,  의 사전분포가 역감마분포를 따르는

   의 분산이므로  의 완전조건부분포는 다음과 같으며  의 완전조건부분포
역시 동일하게 도출할 수 있다.

∣   ∼         ’     
 ∣   ∼         ’      

A4.  샘플링
 의 완전조건부밀도는 우도와 사전 밀도의 곱에 비례하는데, 이 때 와 독립
인 항들을 제외하면  의 완전조건부밀도는 다음과 같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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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의 결과는 다시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베타분

포의 밀도와 같다. 따라서  의 완전조건부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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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Tuning Algorithm
-------------------------------------------------------------------------------------------------------for Normalization = Z_score, Minnesota type % Normalizing regressors
for  = 1,2,3 % Lag




for     =           % Shrinkage parameter

if Rolling windows
for Window size = 20, 24, 28, 32
for OSS_j = 1,2,..,20
(i) parameter sampling
(ii) out-of-sample forecasting
end
(i) RMSE computation
(ii) PPL computation
end
end
if Expanding regression
for OSS_j = 1,2,..,20
(i) parameter sampling
(ii) out-of-sample forecasting
end
(i) RMSE computation
(ii) PPL computation
end
end
end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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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 Korean CPI Inflation
Kyu Ho Kang*, Jungsung Kim**, Serim Shin***
The outlook for Korea's consumer price inflation rate has a profound impact not
only on the Bank of Korea’s operation of the inflation target system but also on the
overall economy, including the bond market and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This study presents the prediction results of consumer price inflation in Korea for
the next three years. To this end, first, model selection is performed based on the
out-of-sample predictive power of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DL) models, AR
models, small-scale vector autoregressive (VAR) models, and

large-scale VAR

models. Since there are many potential predictors of inflation, a Bayesian variable
selection technique was introduced for 12 macro variables, and a precise tuning
process was performed to improve predictive power. In the case of the VAR model,
the Minnesota prior distribution was applied to solve the dimensional curse problem.
Looking at the results of long-term and short-term out-of-sample predictions for the
last five years, the ADL model was generally superior to other competing models
in both point and distribution prediction. As a result of forecasting through the
combination of predictions from the above models, the inflation rate is expected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of around 2% until the second half of 2022, and is expected
to drop to around 1% from the first half of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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