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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통계(GDP)는 실물 경제활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
시 경제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당국 뿐 아니라 기업, 가계 등의 경
제주체들도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GDP 통계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변하는 경제 환경 하에
서 적시성 있는 경기판단을 위해 GDP 통계의 속보성이 더욱 절실해 지는 반면 기
초자료의 가용시점 등으로 인해 GDP 통계의 발표를 앞당기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
황이다. 따라서 시의성 있게 입수되는 기초자료와 통계적 모형들을 이용하여 현 분
기 GDP 성장률을 추정(nowcasting)하거나 단기 전망(short horizon forecasting) 하려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통인자(common factor) 모형과 산업별 교량방정식(bridge equation) 등
을 이용하여 현 분기의 GDP 성장률을 nowcasting 추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증분
석을 통하여 모형들의 추정 능력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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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민소득통계(GDP)는 한 나라의 실물적 경제활동의 성과와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제지표이다. 정책당국이나 경제학자들은 GDP통계를 중심으로 국민경제의 성장
과 변동구조를 분석, 평가하는 한편 거시경제의 기조를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위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적실한 평가가 요구되는데 이때 GDP 성장
률은 핵심 정보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의 중심
지표로도 GDP 통계가 빈번히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GDP 통계의 속보치를 해당 분기 종료일로부터 28일 이내에 발표
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늦은 편이 아니지만 최근과 같이 경제적 불
확실성이 증대되고 급변하는 경제 환경 하에서 경기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반 경제현상을 적기에 분석하고 예측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면서 중․장기 시계의 전망보다는 해당 분기 또는 향후 1, 2분기의
경제성장률 추정(GDP nowcasting1))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각국의 통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감안하여 GDP 통계의 속보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기초자료의 가용시점, 추계 과정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공식통계의 발표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기는 데는 한계
가 있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통계적 또는 계량적 모형을 통해 GDP
성장률을 조기에 추정하는(early estimate or nowcasting)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추정치는 기
본적으로 오차가 있기 마련이고 공식통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
뢰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으나 정교한 추정작업을 통해 오차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모형적 접근법이 GDP 통계의 속보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GDP nowcasting의 연구배경과 선행연구에
대해 정리하고 제 III장에서는 nowcasting 추정모형을 제시한 후 제 IV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모형의 추정오차를 비교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1) Nowcasting은 미래를 예측하는 forecasting의 대조적인 개념으로 현재(now)를 추정한다는 의미인데 본고에서
는 의미의 직접적 전달을 위해 번역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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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배경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DP 성장률은 중앙은행과 같은 정책당국을 포함하여 각종
경제주체들에게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거시경제 안정화 차
원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데 GDP 통계는 분기 주기로 작성되고 있는데다 해당 분기 종료 후 어느 정도 시차를 두
고 발표되기 때문에 GDP 통계에 반영된 경제상황이 실제 정책입안과 집행에는 실효적으
로 고려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2). 이러한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GDP의 속보성이 획기적으
로 제고되어야 해결되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안이 실시간 예측(nowcasting)
또는 조기예측(early estimation)이다.
GDP 성장률의 nowcasting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2천년대 들어오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하
였다. 특히 미국, 영국을 비롯해서 유로지역 국가들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경제 환경에 대
처하여 주요국의 정책당국이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GDP nowcasting의 핵심은 GDP통계보다 발표(작성) 주기가 짧으면서(high frequency) 더 일
찍 발표되는 여러 실물 및 금융 지표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실시간 또는 그에 가까운
속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지표(변수)들의 상이한 발표주기와 발표시
점에서 비롯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GDP nowcasting 연구는 기
본적으로 그러한 가용자료에 내재된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몇 가지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서로 다른 시점에 발표되는 여러 경제변수들의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포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료의 상이한 발표 시차 구조 하에서는 시계열의
끝나는 시점이 다른, 즉 결측치(missing values)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추정에 있어서
불균형(unbalanced) 자료 문제를 야기한다. 소위 ‘ragged-edge data' 문제가 그것인데, 이에 대
해서는 일찍이 Wallis(1986)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결측치 예측을 위해서는 AR모형 등을

2) 금융시장 거래 통계는 일별로, 산업생산, 물가, 실업 등 주요 경제지표들은 월 주기로 작성되고 있는 것에
비해 분기별로 작성되는 GDP 통계는 속보성이 크게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각종 경제동향 분석이나 정책판
단이 속보성이 떨어지는 GDP 동향에 큰 비중을 둘 경우 여타 많은 경제금융지표의 정보가 제때에 활용되
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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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k-NN(nearest neighbors), RBF(radial basis function)와 같은 비
모수적(non- parametric)기법을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Ferrara et al. 2010).
둘째는 경제변수들과 GDP통계간의 상이한 빈도(frequency)에서 비롯하는 문제와 그 해결
에 관한 연구이다. 통상 GDP 예측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대부분 월주기로 발표된다. 이 경
우 GDP는 분기 자료인 반면, 그것의 예측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월별 자료이어서 이른바
‘혼합주기(mixed-frequency data)’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법은 사전 여과(prefiltering)를 통해 같은 빈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Diron(2008)은 사전 여과를 통해 분기화된
참고지표와 GDP 성장률을 8개의 교량방정식(bridge equ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였고,
Giannone et al.(2008)은 다수의 월별지표들로부터 공통인자(common factor)들을 추출한 후 이
들 공통인자와 GDP 성장률간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GDP를 nowcasting 하였다. 최근에는
공통인자를 추출할 때에도 고전적인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외에 공통요인의 동학
(dynamics)를 고려한 동적인자모형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Forni et al. 2000, Stock and․
Watson 2002, Angelini et al. 2008, Doz et al. 2011). 또 다른 방법은 ‘mixed data sampling
(MIDAS)’ 기법(Ghysels et al. 2005)을 이용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VAR, AR 모형 등을 응용한 MF(mixed frequency) VAR 모형, AR-MIDAS(Mixed Data Sampling)
모형, factor- MIDAS 모형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Foroni and Marcellino 2014).
셋째는 강건한(robust) GDP 성장률 예측치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보 또는 관련(참
고) 변수들을 분석에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GDP와 관련된 변수는 방대하고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양한 상황에서 고려 대상 변수의 범위를 최적 수준으로 설정하는
문제는 실증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관한 연구는 특히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은 가용자료의 확대에다 대용량 처리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
은 IT환경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 최근 10여 년 동안에 이루어진 이 분야 연구결과를 종
합하면, 아쉽게도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관련 학계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Marcellino et al. 2001, Forni et al. 2005, Boivin and Ng 2006).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GDP nowcasting에 참고할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GDP nowcasting에 관한 기존 연구를 일람하면, 큰 틀에서는 교량방정식과 인자모
형이 중심축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추정식이 다르고 이용 자료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
배경에는 각국의 가용자료 사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GDP nowcasting 작업에
서는 GDP 성장률을 직접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활동별(산업별) GDP 또는 지출항목별로 예
측한 뒤 이를 합산하여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연구들도 있다(Industry model vs. Expenditure
model)3). 이 경우 경제활동 혹은 지출항목을 얼마나 세분화할지는 가용한 기초자료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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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려 있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심리지수(sentiment index)들이 실물지표의 움직임을 잘 반
영한다면 이들을 이용하여 GDP 성장률을 추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동 방법의
일차적인 장점은 심리지수는 실물 경제지표들 (월별 산업생산지수 등)보다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기업 또는 소비자 심
리지수 등을 모형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Lahiri and
Monokroussos 2013, Bell et al. 2014, Brave and Butters 2014).
둘째, GDP nowcasting의 결과는 추정모형(방법) 또는 분석대상 기간에 따라 추정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경제변동은 항상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변동이 안정적일 경우, AR모형과 같은 전통적인 통계모형은 훌륭한 예측법
이 될 수 있지만, 변동성(volatility)이 큰 상황에서는 그러한 변동성을 포착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nowcasting이 최근 경제동향의 실시간 파악이 주
목적이므로 모형의 엄밀성 또는 통계적 이론의 부합성보다는 예측력을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 모형에 의한 예측보다는 몇 가지 모형에 의한 예측치들
을 pooling 하는 연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 경제활동별로 교량방정식을 추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GDP 성장률을
추정하는 방법과 다수의 경제변수들로부터 공통인자를 추출하여 GDP성장률을 직접 추정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nowcasting을 실시한 후 각 모형의 추정오차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3) 일반적으로 경제전망이 소비, 투자, 국외거래 등 수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Expenditureincome model이 Industry model 보다 활용성이 높지만 재고증감의 속보성 있는 추계가 어렵다는 면에서 주
된 제약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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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Nowcasting 방법

본 논고에서는 1~2분기 단기예측보다는 당해 분기 GDP 성장률(원계열 전년동기비4))을
nowcasting하는 문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추정 시점은 해당 분기 중 두 번째 월 초(M_1),
세번째 월 초(M_2), 분기 종료 후 익월 초(M_3)로 설정한다. 현재 분기 GDP 속보치가 해당
분기 종료 후 28일 이내에 발표되므로 마지막 추정 시점인 M_3도 GDP 속보치 공표 시점
보다는 약 25일 정도 빠르게 된다.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nowcasting에 이용되는 관련(참고)지표들의 발표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각 추정 시점에서 이들 자료들은 불균형 형태(unbalanced incomplete data)가 되며
M_1에서 M_3로 감에 따라 결측치는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M_1시점에서 통관수출, 심
리지수, 환율 등과 같이 속보성 있는 지표들은 해당 분기 중 1개월 정보가 가용하며 산업
활동(산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등), 취업자수 등은 3개월 정보가 모두 부재하게 된다. 또한
시차를 두고 발표되는 통화지표, 임금 통계 등의 경우에는 이전 분기의 마지막 월부터 결
측월이 된다. <그림 1>은 이러한 자료 사정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2015년 1분기 GDP
nowcasting 시점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2015년 1분기 GDP nowcasting 시점 예시
3월

2월

M_1
통관수출, 심리지수 : 1개월

4월

5월

속보

6월

잠정

M_2
통관수출, 심리지수 : 2개월
M_3
산업활동,실업률 : 1개월
통관수출, 심리지수 : 3개월
산업활동,실업률 : 2개월

4) 현재 우리나라 GDP 성장률의 주지표로는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성장률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계절
조정계열이 발표되지 않는 기초자료들이 많고 원계열 전년동기비가 전기비 성장률에 비해 안정적이어서
모형 추정이 보다 용이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원계열 전년동기비를 추정목표로 설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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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측월 예측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결측월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자기회귀모형(AR; Autoregressive
model)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본고에서는 AR모형 대신 RegARIMA 모형을 적용하기로 한다.
RegARIMA 모형은 식(1)과 같이 회귀모형(Regression)과 계절ARIMA모형을 결합한 모형인
데, 추정작업은 계절조정프로그램인 X-13ARIMA-SEATS5)에서 구현 가능하다. 동 모형에서
는 조업일수(working days)와 특이항 등과 같이 ARIMA 모형 적합(fitting)을 왜곡시킬 가능성
이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더미(dummy) 변수들을 회귀변수로
포함하여 조정하므로 일반적인 AR모형보다 경제지표들의 단기 예측에 유용6)하다고 판단
된다.

             



 

 

       



(1)



여기서,  는 예측하고자 하는 시계열(로그변환 가능)이며 는 시차연산자로서 즉,


        가 된다. 또한         는 ARMA(  ),       는 계절ARMAs

  의 모수(parameter)들로 구성된 시차다항식을 의미하고,  는 차 차분(differencing), 


는 계절주기가  인  차 차분을 나타낸다. 한편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백색잡음
(white noise)과정을 따르는 오차항이다.
RegARIMA모형은 AR모형과 마찬가지로 외생변수 없이 해당 시계열의 과거 정보를 통해
서만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경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단
점도 존재한다. 그런 문제점의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본 실증분석에서는 RegARIMA 모
형 외에 참고지표와 연관성이 높으면서도 속보성이 높은 지표들을 이용하여 결측월을 예
측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한다.

5) X-13ARIMA-SEATS에서는 회귀모형과 ARIMA모형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일반화된 최소제곱(generalized least
squares)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ARMA모형의 차수는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기준을 이용
하여 자동으로 선택된다.
6) 실제로 광공업생산지수에 대해 AR과 RegARIMA 모형으로 2010년 1월∼2015년 3월까지 표본외 예측(out of
sample forecast)을 실시한 결과 RegARIMA 모형이 AR모형보다 예측오차(mean absolute error)의 규모를 절반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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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DP Nowcasting 모형
관련(참고)지표의 결측월을 예측하였다면 이를 분기자료로 변환(합계 또는 평균)한 후
GDP 성장률을 추정하는 모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GDP 성장률을 추정하는 모형으로 두 가지 유형을 고려한다.
첫 번째는 15개 부문의 경제활동별로 부가가치를 추정하는 교량방정식(bridge equation)을
설정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Diron(2008)의 교량방정식에서는 소수의 참
고지표로 GDP 성장률을 직접 추정한다. 반면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의 GDP 추계방식처럼
경제활동별 부가가치를 추정한 후 이를 연쇄7) 합산하여 GDP 총량을 추정하는 방식을 선
택하였다. Higgins(2014), Foroni and Marcellino(2014)에서처럼 지출항목별 GDP를 추정하는 방
식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성장기여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재고증감을 추정하는 것
이 쉽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두 번째는 Stock and Watson(2002), Forni et al.(2000) 등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다수의 경
제지표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성분(common component)을 추출한 후 공통성분과
GDP 성장률간의 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하는 방식이다. 공통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고
전적인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스펙트럴 밀도함수(spectral density function)
를 이용하기로 한다.

가. 경제활동별 회귀모형
15개 부문 경제활동8)중 설명력 높은 월별 참고지표가 부재한 농림어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문화및기타서비스업 등은 회귀모형 대신 RegARIMA모형으로 연장하였으며
이외의 산업들은 식(2)와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때 오차항의 자기회귀식을 가정한
최소제곱법(OLS with autoregressive errors)으로 추정하였다.


   

 

 

 

 

(2)

7)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전년도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물량변동을 측정하는 연쇄가중법(chained weight
method)으로 총량을 산출하고 있다.
8) 경제활동별 GDP 공표시 대분류 수준으로서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및음식숙
박업, 운수및보관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및기타서비스업, 순생산물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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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는 경제활동별 실질 GDP 전년동기비 성장률을 의미하고  는 분기화된
참고지표의 전년동기비 증감률을 나타낸다. 또한 오차항  가 AR(p)과정을 따를 때 식(2)는
다음과 같이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p-시차변수를 갖는 모형으로 재현(represent)할 수 있다.


   







   



  

    

(3)

     



이때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백색잡음(white noise) 과정을 따른다.
각 경제활동별 회귀모형에서 설명변수들은 해당 산업의 경제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후보


변수들 가운데 회귀계수의 유의성과 모형의 설명력(adjusted  )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
다. 모형 훈련기간(training period)은 2000년 1/4분기∼2015년 1/4분기까지로 하였는데, 이는
서비스업생산지수가 2000년 1월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참고지표가 가격의 변화를
포함하는 명목변수인 경우에는 적절한 물가지수(수출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로 불변
화(deflate) 하였다. 한편 생산물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 순생산물세의 경우에는 경
제활동별 GDP 추정치를 합산한 기초가격 총부가가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경제활동
별 GDP의 설명변수와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광공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등은 모형 설명력이 80%를 상회하면서 상당히 높
게 나타난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은 50% 미만으로서 참고지표
들의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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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별 GDP와 설명변수간 회귀모형의 설명력

<표 1>

경제활동

설명변수

설명력(adjusted

상품수출1), 광공업생산지수

0.91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전력판매량

0.307

건설업

건설기성액

광공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743

도소매음식숙박업생산지수

2)

0.834

운수 및 보관업

운수보관생산지수

0.849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생산지수

0.850

금융보험업

금융보험생산지수,
예금은행 여수신잔액

0.807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및임대업생산지수
사업서비스업생산지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순생산물세

 )

2)

0.429
0.708

보건및사회복지업생산지수

0.435

기초가격 총부가가치

0.525

주: 1) 국제수지 기준.
2) 도소매음식숙박업생산지수와 사업서비스업생산지수는 하위 항목의 서비스업생산지수를 2010년 해당 명목 GDP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나. 동적인자모형
인자모형(factor model)은 다수의 경제지표들 사이에 공통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이러한 요
인들이 경기(business cycle) 또는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GDP와 연관이 있다는 논리
를 근거로 각종 경제분석에 활용되어 왔다. 인자모형은 다수의 설명변수를 사용할 경우 회
귀모형 또는 VAR모형 등에서 발생하는 과모수화(over-parameterization)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Forni et al.(2000)은  개의 경제지표들로 이루어진 벡터  가 아래 식(4)에서처럼  개의
공통인자들로 이루어진 벡터  의 시차변수들로 설명되는 동적인자모형을 고려하였다. 여


기서  는 공통성분  (common component)와 고유성분  (idiosyncratic component)로 구성
되며 이들 두 성분은 서로 직교(orthogonal)한다고 가정한다.

          

(4)

Forni et al.(2000)은 고유성분  에 대해 자기상관관계(auto-correlation)가 존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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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함으로써 기존의 동적인자모형을 보다 일반화(generalized) 하는 한편 주파수 영역
(frequency domain)에서 스펙트럴 밀도행렬을 이용하여 공통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또한 주파수 ∈     에서  의 스펙트럴 밀도행렬을    라고 하고   
를  번째 고유값(eigenvalue),    를 해당 고유벡터(eigen vector)라고 가정할 때, 설명력이




높은 순서대로  개의 고유벡터에 대해 식(5)와 같이 산출되는  는 공통성분  의 일치
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이 됨을 증명하였다.


    

(5)


여기서    은 주파수 행렬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6)

본 연구에서는 동적인자모형에서 공통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Forni et al.(2000)의 추
정량(주파수영역 추정법)과 고전적인 주성분분석9)을 적용하기로 한다.
위 모형을 적용한 실제 추정에서는 생산, 투자, 소비, 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기분석
에 주로 사용되는 35개 경제지표들을 후보변수로 선정한 후 통계청 경기동행지수 순환변
동치에 순응(pro-cyclical)10)하는 27개 변수를 최종변수로 선정하였다. 동적인자모형에서 사용
되는 변수는 <표 2>와 같다. 구성변수의 내역을 살펴보면 최병재․한진현(2014)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당분기 추정에서는 금융변수보다는 실물경제활동과 관련된 변수들이 설명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자의 수는 구성변수들의 공분산(covarinace)의 70% 이상
을 설명할 수 있도록 3개로 설정하였다.

9) 시간영역(time domain)에서 추정하는 방법이며 Stock and Watson(2002)은 주성분분석을 통해 추출한 공통인
자도 동적인자모형에서 일치추정량이 된다고 하였다.
10) 동적인자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유럽통계청의 Busy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구성지표들
중 기준변수(reference variable)를 먼저 설정하고 나머지 구성변수들과 기준변수들 간의 시차상관계수 등을
구한다. 본고에서는 인자모형의 기준변수로서 GDP와 같이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종합지
수 순환변동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기준변수와의 시차상관계수가 경제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난 신설
법인수, 장단기금리차, M2통계량 등 8개 변수를 최종 구성변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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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자모형 구성변수 내역

<표 2>
부문(개수)

구성 변수

생 산
(7)

광공업생산지수, 상품수출, BSI(제조업황실적), 내수출하지수, 가동률지수,
재고출하비율, 전력판매량

투 자
(7)

건설기성액, 건축착공면적, 건설용중간재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설비투
자추계지수, 기계수주액, 자본재수입액

소 비
(4)

소매판매액지수, 소비재내수출하지수, 도소매음식숙박생산지수, 소비자심리
지수

금 융
(2)

예금은행 여수신잔액, 종합주가지수

종합경기 및 기타
(7)

비농가취업자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서비스업생산지수, OECD 선행
지수, BSI(전산업매출실적), 기준환율, 주택매매가격지수

두 종류의 인자모형으로부터 산출된 공통성분을 비교해 본 결과 주파수영역 추정법으로
추출된 공통성분이 고전적 주성분분석에 비해 GDP 성장률의 추이를 더욱 근사하게 따르
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실제로 GDP 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보았을
때도 주파수영역 추정법의 상관계수(0.92)가 고전적 주성분분석(0.7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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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자모형을 통해 추출된 공통성분을  라고 할 때 GDP 성장률  는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  

(7)

2nd 2016

13

Ⅳ.

실증 분석

GDP nowcasting에서 일차로 염두에 둘 사항은 추정 시점에서 발표되는 실시간(real time)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모형의 추정 및 결측월 예측에서 발생하는 오차 뿐 아니라 참고지표
의 수정(revision) 등에 기인하는 오차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Diron(2008)
은 예측오차의 요인을 분석하면서 예측오차는 주로 참고지표의 수정보다는 모형의 설정
(model specification)에 따른 오차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 본고에서는 Diron(2008) 등의 선
행 연구를 참고하여 실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대신 매 추정 시점마다 모형을 재
추정(re-estimate)하는 유사 실시간 분석(pseudo real time analysis)을 실시하기로 한다. 표본외
추정(out of sample test) 구간은 2010년 1/4분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추정오차의 절대크기(absolute size)를 측정하기 위해 MAE(Mean Absolute Error),
RMSE(Root 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하였으며, RMAE(Relative Mean Absolute Error)를 통해
상대오차도 평가하였다. GDP 성장률의 수준은 시기별, 경제활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데, RMAE는 이러한 차이 요인을 어느 정도 제거한 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MAE= 
  
 




 
  
  ,





RMSE=






    
RMAE= 
   




 은 해당 추정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는 실제 GDP 성장률이며 
한편 회귀모형 또는 동적인자모형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벤치마크 모형으로 AR(2) 모
형을 고려하였다. AR모형의 차수(order)는 SIC와 AIC 기준을 통해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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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_3 시점에서의 추정결과
우선 가용자료가 많아 추정오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M_3 시점(해당분기 종료 후 익
월 초)에서의 각 모형별 추정오차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M_3 시점에서는 통관수출, 주가
지수 등 속보성 있는 자료의 경우 해당 분기의 모든 자료가 가용한 반면 산업활동동향, 취
업자 수와 같은 자료는 1개월 결측월이 발생한다. 따라서 추정오차에는 결측월 예측에 수
반되는 오차와 GDP 추정모형의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모형별 추정오차를 비교해보면(<표
3> 참조), 경제활동별 모형과 주파수영역 추정법을 사용한 동적인자모형의 성과가 타 모형
들에 비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두 모형의 MAE가 어떠한 참고지표도 고려하지 않은
벤치마크 모형인 AR모형에 비해 약 0.1%p 정도 낮게 나타난 반면 고전적인 주성분분석은
오히려 0.17%p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추정성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 경제활동별 모형과 주파수영역 추정법의 추정치
를 평균한 결합추정치도 산출하였다. 결합예측기법(forecast combination)11)은 모형설정의 오
류(model mis-specification) 위험 또는 편의(bias) 등을 줄이기 위해 여러 모형으로부터 얻어진
예측치를 가중평균 등의 방식으로 결합하는 방법이다(Newbold ․ Granger 1974).

M_3 시점에서 모형별 추정오차 비교

<표 3>

(단위 : %p)

모 형

MAE

RMSE

RMAE

① AR(2)

0.54

0.70

0.16

② 경제활동별 모형

0.45

0.54

0.15

③ 주파수영역 추정법

0.44

0.54

0.14

④ 고전적 주성분분석

0.71

0.86

0.24

⑤ 결합 추정치
(②와 ③의 평균)

0.35

0.45

0.11

<표 3>의 결합추정결과 각 모형에 비해 MAE가 0.1%p 정도 낮아져 동 방법이 추정오차
를 줄이는 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에서도 결합추정치가 전반적으로
GDP 성장률의 추이를 잘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장률의 속도가 변화하는 변

11) 예측치를 결합할 때 사용되는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본 논고에서는 추정치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평균만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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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점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2011년도에는 한동안 추정치가 실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그림 3>

GDP 성장률과 모형별 GDP 추정치 비교

경제활동별 모형의 추정결과를 산업별로 살펴본 결과 농림어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금
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등의 RMAE12)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표 4> 참
조). 반면 광공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등은 상대적으로 RMAE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GDP 성장률의 추정오차에 대한 기여도(추정오차×전년도 명목 GDP 대비 비중)를
살펴보면, 비중이 큰 광공업(2014년 기준 27.8%)과 추정오차가 큰 금융및보험업의 기여도가
높은 편이었다.
한편 RMAE가 크게 나타난 금융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에 대해 회
귀모형 대신 RegARIMA모형으로 연장하였을 경우 금융및보험업의 RMAE는 1.69에서 0.31로
줄어들고 GDP 성장률의 추정오차13)도 0.45%p에서 0.42%p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M_1, M_2 추정시점에서는 금융및보험업에 대해서는 회귀모형 대신 RegARIMA모형으
로 연장하기로 한다.
12) 여기서는 평균이 아닌 중위값(median)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성장률의 절대값(RMAE의 분모)이 0에 가까
운 경우 상대오차가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이다.
13) 부동산및임대업의 경우에도 RMAE가 감소하나(0.98→0.43) GDP성장률의 추정오차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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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제활동

RMAE

추정오차 기여도의 절대평균
(%p)

농림어업

0.94

0.07

광공업

0.21

0.38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89

0.08

건설업

0.45

0.0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40

0.17

운수 및 보관업

0.41

금융 및 보험업

1.69 (0.31)

부동산 및 임대업

0.98

0.06
1)

0.35
0.11

정보통신업

0.39

0.08

사업서비스업

0.30

0.10

공공행정 및 국방

0.08

0.02

교육서비스업

0.50

0.0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48

0.11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0.57

0.03

순생산물세

0.60

0.21

주 : 1) ( )안의 수치는 회귀모형 대신 RegARIMA모형으로 연장하였을 경우의 RMAE임.

또한 경제활동별 모형에서 설명변수의 마지막 1개월 결측월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RegARIMA
모형으로 연장하는 대신 속보성 있는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표 5> 참
조). 예를 들어, 국제수지 기준의 상품수출금액의 경우 통관수출금액이 1개월 앞서 나오므
로 두 변수간 회귀모형 등을 설정함으로써 상품수출금액의 최근 월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적용한 산업은 비교적 속보성 있는 참고지표가 있는 전기가스및수도사업, 부동
산및임대업 등이다.

경제활동별 설명변수의 결측월 예측을 위한 보조변수

<표 5>

경제활동

설명변수

보조변수

광공업

상품수출금액

통관수출(선박제외)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전력판매량

전력수요예측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임대업생산지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결측월 예측을 RegARIMA 모형 대신 보조변수를 이용하여 실시한 결과 광공업, 전기가
스및수도사업의 경우 보조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개선효과는 미미하였으며 부동산
2n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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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임대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추정오차가 증가하였다(<표 6> 참조). 한편 GDP 성장률의 추
정오차는 보조변수를 사용하였을 경우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용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측월 예측시 RegARIMA 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결측월 예측방법에 따른 경제활동별 MAE 비교

<표 6>

(단위 : %p)

경제활동

보조변수 활용

RegARIMA 모형

광공업

1.32

1.3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91

3.98

부동산 및 임대업

1.78

1.55

GDP

0.46

0.45

2. 추정시점별 추정오차 비교
마지막으로 추정시점을 앞당김에 따라 GDP 성장률에 대한 추정오차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M_3시점에서 M_2, M_1로 갈수록 해당 분기에 대한 정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정오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 분
석에서는 우선 27개 참고지표들의 분기 예측오차(MAE)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표 7>의
결과를 보면 확연하게 M_1에서 M_3시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예측오차가 동등한 속도로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정시점에 따른 참고지표의 예측오차(MAE) 비교

<표 7>

(단위 : %p)

M_1

M_2

M_3

2.55

1.78

0.98

또한 GDP 성장률의 추정오차도 M_3시점에서 M_2시점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특히 경제활동별 모형의 경우에는 M_2시점에서의 MAE가
0.64%p인데 이는 벤치마크 모형인 AR모형보다 추정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반면 주파수
영역 추정법을 이용한 동적인자모형과 결합추정치의 추정오차는 AR모형을 소폭 하회하였
다. 따라서 M_2를 포함한 그 이전 시점에서는 경제활동별 모형만을 사용하여 GDP 성장률
을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M_1 시점에서의 추정오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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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2 시점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추정시점 및 모형에 따른 GDP 성장률의 추정오차 비교

<표 8>

(단위 : %p)

MAE

모 형

RMAE

M_1

M_2

M_3

M_1

M_2

M_3

① AR(2)

0.54

0.54

0.54

0.16

0.16

0.16

② 경제활동별 모형

0.62

0.64

0.45

0.20

0.20

0.15

③ 주파수영역 추정법

0.51

0.53

0.44

0.16

0.16

0.14

⑤ 결합 추정치
(②와 ③의 평균)

0.51

0.51

0.35

0.16

0.16

0.11

한편 경제활동별 모형에서 산업별 추정오차를 시점에 따라 비교해보면(<표 9> 참조), 광
공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과 같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비교적 높은 산업은 M_3시점에
서 M_1시점으로 갈수록 추정오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참고지표의 예측오차가 커
짐에 따라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추정능력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추정시점에 따른 경제활동별 예측오차(MAE) 비교
(단위 : %p)

경제활동

M_1

M_2

M_3

광공업

1.61

1.59

1.3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11

4.14

3.98

건설업

2.10

2.02

1.7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85

1.87

1.66

운수 및 보관업

1.90

1.90

1.85

부동산 및 임대업

1.62

1.65

1.55

정보통신업

2.35

2.24

2.16

사업서비스업

1.94

1.94

1.6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20

3.24

3.21

순생산물세

2.12

2.08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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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고에서는 속보성 있는 월별 경제지표들을 이용하여 분기 GDP 성장률을 nowcasting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추정시점으로는 분기 GDP 속보치 공
표시점(분기종료 후 28일)보다 앞선 해당 분기 2번째 월초(M_1), 3번째 월초(M_2), 분기종료
후 익월 초(M_3)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GDP 성장률의 추정모형은 두 가지다. 첫째는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를 관련 참고지표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으로 각각 추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GDP
총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동적인자모형을 통하여 다수의 경제지표들 사이에 내재
되어 있는 공통성분을 추출한 후 이로부터 GDP 성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공통성
분을 추출하는 기법으로 고전적인 주성분분석과 주파수 영역 추출법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M_3 시점에서 경제활동별 회귀모형과 주파수 영역 추출법을 이용한 동적
인자모형은 벤치마크 모형인 AR모형에 비해 추정오차가 0.1%p 정도 작게 나타났으며 이
두 모형을 평균한 결합추정치의 추정오차가 가장 작았다. 그리고 경제활동별로 살펴보았을
때 광공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등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정오차의
규모가 작은 반면 농림어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등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추정시점이 M_3에서 M_2 또는 M_1로 앞당겨짐에 따라 경제활동별 회귀모형의 추
정능력은 벤치마크 모형인 AR모형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산업생산지
수, 건설기성액, 취업자수 등 주요 경제지표들의 1개월 정보만 가용한 M_2 이전 시점에서
의 경제활동별 추정모형은 유용성이 떨어짐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 분기 GDP 추계과정에서는 방대한 기초자료가 사용되며 작성수준도 세분화되어 있
다. 또한 본고와 같이 계량경제적 기법을 통한 추정은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개념과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한 예측(judgemental forecast) 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GDP 성장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
도 GDP nowcasting의 의의와 필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시의
성 있는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속보성 있는 GDP 자료가 필수적이고, 그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nowcasting이 대표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실시
간으로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는 GDP nowcasting에 대한 수요 내지 필요성은 증대될 것임
은 분명하다. 다만 그러한 수요나 필요성은 GDP nowcasting이 정도 있는 추정모형을 통해
수행될 때 의미를 갖게 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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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향후 GDP nowcasting에서 추가로 고려할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본 연구에서는 GDP 원계열 전년동분기비 성장률을 추정목표로 설정하였는데
향후에는 성장률의 주지표인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성장률을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경제활동별 GDP 뿐만 아니라 소비, 투자, 수출 및 수입 등과 같은 지출수요
측면에서 추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 정책판단의 기초자료 확
보 방안으로서 nowcasting의 유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다양한 추정모
형 등을 고려함으로써 추정치의 pool이 확대되고 이를 결합한 추정치를 통해 nowcasting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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