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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경기의 변동성도 현저하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 변동성 축소가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경우 투자를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정책당국의
경기조절 능력이 향상된 결과일 경우에는 정책효과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면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추세성장률이 하락
하는 경우에는 경기 상승 모멘텀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최근의
경기 변동성 축소 현상을 엄밀히 진단하고 그 원인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 운용방향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결과 우리 경제의 경기 변동성 축소는 주로 물가변동성 감소 및 금융발전,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 세계 경기 변동성 축소, 추세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기
변동성의 추세적 흐름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외충격의 감소가 아닌 내재적 성장 동력의
위축을 통해 변동성이 축소되는 측면은 없는지 점검하고, 경기 모멘텀 확보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JEL Classification Number: 경기변동, 변동성 축소, GARCH
핵심 주제어: E02, E30, E32, E58, 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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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경기1)의 변동성도
현저하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Table 1>을 통해 외환위기와 금융위
기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 GDP 순환변동치 표준편차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
1.43, 2000년대 1.00, 2010년 이후 0.54로 나타난다. 월별로 발표되는 경기동행
지수의 경우에는 변동성 축소 현상이 보다 뚜렷이 관찰된다.
경제성장률과 경기변동성 간의 관계는 경제발전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경기 변동성 축소가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경우 투자를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2) 또한 정책당국
의 경기조절 능력 향상에 따른 결과일 경우에는 정책효과의 제고라는 측면에
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경기 변동성 축소가 함께 나타나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상승 모멘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경기 변동성 축소 현상을 보다 엄밀히 진단하고 그 원인
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 운용방향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1) 경기변동(business fluctuation)은 총체적 경제활동이 균형수준 또는 장기 추세선으로부터 이탈하여 변
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단위 순환주기에 있어 경기변동의 특징은 진폭(amplitude)과 주기(duration)
로 요약될 수 있는데 주기는 저점과 저점 간에 소요되는 기간을, 진폭은 정점으로부터 저점까지의
거리로서 경기의 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2) 반면에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적 성장이론에 의하면 가계의 예비적 저축
(precautionary savings) 동기가 강할 경우, 경기변동성의 증가는 저축 및 투자 증가를 통해 미래 경
제성장률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경기 변동성 축소와 경제성장률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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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end of Economic Volatility
Growth rate of
GDP2)

Cyclical components Cyclical components
of GDP
of coincident index

1990.1/4∼97.3/4

0.81 (0.438)

1.43 (0.014)

2.48 (0.025)

2000.1/4∼08.2/4

0.86 (0.737)

1.00 (0.010)

1.28 (0.013)

2010.1/4∼13.4/4

0.51 (0.602)

0.54 (0.005)

0.47 (0.005)

Note: 1) Standard deviation, Figures in parentheses refer to coefficient of variation
2) Compared with the preceding period.
Source: The Bank of Korea, Statistics Korea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 변화를
금융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Ⅲ장은 경기 변동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성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기
인하는지를 규명한다. Ⅳ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우리 경제의 경기 변동성 변화
GARCH(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장기시계열을 분석한 결과, GDP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의 조건부 분산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의 경기부양책4) 및 3저 호황5), 그리
고 아시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충격 발생시 GDP 변동성
이 일시적으로 급등하기도 하였으나 그 변화폭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3) Schwarz 정보기준을 이용하여 GDP 증감률의 시계열 구조를 식별한 결과 ARMA(1,3)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변동성이 일정기간 지속되는 시계열의 특성을 고려하여 GARCH(1,1) 모형
을 설정하였다.
4) 1979년 2차 석유파동 및 10·26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은 1980년 3
차에 걸친 종합대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8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큰 폭의 증가로 전환(1980년
–1.9% → 1981년 7.4%)되었다.
5) 달러화 약세(엔화 강세), 저유가, 저금리 등 대외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1986년 이후 3년간 우리 경제
는 매년 10% 이상의 고성장을 이룩하고 경상수지도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 3백억 달러에 달하는 흑
자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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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Volatility of GDP1)

Estimation-output Using G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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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growth rate of GDP year on year
Note: 1) Shaded areas represent currency
crisis and global financial crisis
2) Conditional variance of GDP
estimated with GARCH model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1972년 이래 경기순환기를 발표해오고 있는데,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최근의 국면은 제10순환기로서 정점
(2011.8월)을 지나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다만 한국은행의 모형별 추정에 따르면 2013.1/4분기 무렵이 제10순환기의
저점인 것으로 파악된다.6) 이에 따라 2009.2월~2013.3월을 제10순환기로 보면
동 순환기의 경기흐름은 이전 순환기들과 비교하여 진폭이 현저히 축소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의 경우 제10순환기의 진폭은 1.7p로 기준순환일 공표 이래 가장 작은 수준으
로 제1~9순환기의 평균 진폭(5.9p)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다. 이는 1·2차 석유파
동,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이 컸던 시기를 제외한 순환기(제 3~5
순환기 및 제 7~8 순환기)의 평균 진폭(3.7p)과 비교하더라도 절반 수준에 불과
하다.
6) 다만 모형을 통한 저점 판단은 추세성장률 또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경기판단모형별 제10순환기 기준순환일 추정치>
모 형
◾국면평균법
◾HP필터링 기법
◾주성분분해 모형
◾마코프 스위칭 모형
◾연속신호 추출법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4.4)

정 점
2011.1/4
2011.1/4
2011.1월
2011.8월
2010.7월
2011.8월

저 점
2013.1/4
2013.1/4
2013.7월
2013.3월
2012.3월
2012.10월,201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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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tude1) of Each Circulation Period

<Figure 2>

Note: 1) Calculated by difference between peak and trough

<Table 2>

Reference date of Korean economy
Reference date
Trough

st

1
2nd
3rd
th
4
5th
6th
th
7
8th
9th

period
period
period
period
period
period
period
period
period

Average of
th
1 ~ 9 period
st

th

10 period

1972.
1975.
1980.
1985.
1989.
1993.
1998.
2001.
2005.

3
6
9
9
7
1
8
7
4

Peak

Lasting period(month)
Trough

1974. 2
1979. 2
1984. 2
1988. 1
1992. 1
1996. 3
2000. 8
2002.12
2008. 1

-

-

2009. 2

2011. 8

1975.
1980.
1985.
1989.
1993.
1998.
2001.
2005.
2009.

expansion contraction

6
9
9
7
1
8
7
4
2

1)

2013. 3

2)

Note: 1) Preliminary
2) Unofficial trough estimated by the Bank of Korea
Source: Statistics Korea

total

23
44
41
28
30
38
24
17
33

16
19
19
18
12
29
11
28
13

39
63
60
46
42
67
35
45
46

31

19

49

30

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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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Index in Korea1)

Note: 1) P: Peak, T: Trough
Source: Statistics Korea

<Figure 4>

1)

Cyclical Component of GDP

Note: 1) Series with base year 2005
Source: The Bank of Korea

아울러 <Figure 3>과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0순환기는 경기흐름
이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뚜렷한 상승 또는 하강의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
다. <Figure 5>와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전월대비 차(p)의 증감 전환이 제10순환기 들어 더욱 잦아지면서 이전 순환기
들에 비해 경기흐름의 지속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GDP 순환변동치의 전월대비
차(p)의 경우에도 분기별 증감 전환이 더욱 빈번해졌음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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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rsistence of Business Cycle in Circulation Periods

Note: 1) Sum of significant coefficients of cyclical components(month on month difference)
in AR model

<Figure 6>

1)

Sign Switching Probability of Cyclical Component

Note: 1) Number of sign switch in cyclical components/length of circulation period

지출 부문별로는 <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투자를 제외한 여타 모
든 수요 부문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7) <Figur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0순
환기중 민간소비, 설비투자 및 수출의 진폭이 과거 순환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
였는데 절대치로는 설비투자(-9.0p)와 수출(-8.9p), 감소율 기준으로는 소비
(-73.9%)와 수출(-71.2%)의 진폭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8)

7) 금융위기 이후 건설투자의 변동성 확대는 4대강 사업(2008.12.29~2012.4.22), 지방혁신도시 착공 등으
로 건물 및 토목 건설이 일시적으로 호조를 보인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8)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OK 이슈노트, 제2014-13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13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1권 제2호 (2015.6)

1)

<Figure 7> Volatility of Expenditure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Note: 1) Standard deviation of cyclical components
Source: The Bank of Korea

<Figure 8> Change in Amplitude of the 10th Period Compared with the
st
th
Average of the 1 ~9 Period

Note: 1) Figures in [ ] refer to rates of increase(%)
Source: The Bank of Korea

Ⅲ. 경기 변동성 축소의 원인
1. 선행 연구
미국 경제의 변동성 축소 현상에 대한 Kim⋅Nelson(1999), McConnell⋅
Perez-Quiros(2000), Blanchard⋅Simon(2001) 등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 경
제의 안정화 또는 경기 변동성 축소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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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Stock·Watson(2003)은 미국 경제의 경기변동성이 현저하게 축소
된 1990년대 이후를 ‘대 안정기(Great Moderation)’라 명명하고 이는 통화정책
의 개선, 생산성 충격 및 원자재가격 충격의 크기 축소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
보았다. 또한 Stock·Watson(2005)에서는 G7 국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적
충격(international shocks) 감소가 경기 변동성 축소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Burns(1960)와 Zarnowitz·Moore(1986)는 제조업, 건설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
로 경기변동에 덜 민감한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확대가 경기 변동성 축소에 기
여한다고 주장하였다.
Dynan·Elmendorf·Sichel(2006)은 대출관행 개선, 지급이자율 상한 폐지 등과
같은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이 가계, 기업의 신용접근성을 높여 경기 변
동성 축소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Barrel·Gottschalk(2004)는 G7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무역과 금융의
개방도 확대가 기간 간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주식
보유(stockholding)와 국제적 통합(international integration)을 경기 변동성 축소
의 원인으로 꼽았다.

2. 우리나라 경기 변동성 결정요인 분석
우리 경제의 변동성 축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설
정하였다.9) 종속변수인 GDP 변동성은 Hodrick-Prescott 필터를 이용하여 추세
를 제거한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의 직전 12분기 표준편차로 정의하였다.
설명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 변수들 외에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
영하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우선 통화정책의 개선 정도 및 원자
재가격 충격의 대용변수로는 소비자물가 변동성을 이용하였다. 금융발전 정도
의 대용변수는 신용접근성 확대를 나타내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사용하
였으며 산업구조 변화는 서비스업 고용비중으로 반영하였다. 생산성 충격은
GDP추세성장률로, 국제적 충격(통합) 및 대외개방도는 세계경제성장률 및 환
율 변동성,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로 포착하였다.

9) 모형의 설정은 IMF(2007)의 방법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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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1)2)

Estimated Output for Determinants of GDP Volatility
<Model 1>

Consumer price volatility

0.31

***

<Model 2>
0.25

***

3)

-0.04**

Employment ratio in Service sector
4)

Trend of GDP growth rate

0.29

*

0.19

**

5)

0.31**

***

0.14***

0.14***

-0.37

3.35***

2.41***

0.97

0.97

0.97

Exchange rate volatility

0.14

Constant
2

0.31**
0.28*

Current account deficit in percent of GDP

R

0.24***
-0.01***

Household credit in percent of GDP
World GDP volatility

<Model 3>

Note: 1)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in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2) All models contain AR(1) terms to avoid autocorrelation problem.
3) 12quater moving average
4) Trend of GDP growth rate(yoy) using HP-filter
5) Dummy variable that be equal to 1 when the ratio exceed 5%

설명변수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세 가지 모형10)을 추정한 결과, <Table 3>에
서와 같이 상기한 모든 변수들이 GDP 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물가변동성 감소 및 금융의 발전,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
세계 경기 변동성 축소, 추세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등이 우리 경제의 변동
성 축소에 주된 요인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물가변동성 감소 및 금융의 발전
우선, 통화정책의 개선 정도 및 원자재가격 충격의 대용변수인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추세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경기 변동성 축소에 일조
10) 아래의 표는 모형설정의 자의성을 피하기 위해 본문에서 언급한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결과 대부분 변수들의 방향성과 유의성이 경제적 직관과 일치하였으나 서비스업 고
용비중은 그 값이 클수록 경기변동성도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추정되어 직관과 배치되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하는 과정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GDP 추세성장률과 서비스업 고용 비중 간의 상관계수는
-0.88(1980.1Q~2013.4Q)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GDP 추세성장률의 경우 1990년 이후의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단,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1983년 1분기 이후 GDP의 5%를 초과한 경우가 없어 1990년 이후를 대
상기간으로 한 추정에서는 동 변수를 제외하였다.)
IMF(2007)에서도 산출변동성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시 시계열자료와 패널자료를 모두 이용하
고 있는데 이는 재정정책 변동성, 통화정책 성과 등 일부 변수가 특정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만 유
의하게 추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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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ur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1997년 중 6.1%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도입 이후 3.0%(2000∼2013년)로 하락하였고 변동성(표준편차 기준)
도 1.78에서 1.28로 축소되었다.11)
<Table 4>

Volatility of Consumer Price
standard deviation of
percentage change1)

Volatility

1990.1/4∼97.3/4

1.34

1.17

2000.1/4∼08.2/4

0.84

1.13

2010.1/4∼14.3/4

0.69

0.88

2)

Note: 1) De-trended series
2) Average of preceding 12-quarter percentage change measured by standard deviation

<Figure 9>

Inflation Rate and Expected Inflation

Source: The Bank of Korea, Statistic Korea
<Table> Estimated Output for Determinants of GDP Volatility1)2)
<Model 1>
(1980.1Q~2013.3Q)
**

<Model 2>
(1990.1Q~2013.3Q)
***

0.74
Consumer price volatility
0.25
**
*
Household credit in percent of GDP3)
-0.02
-0.01
*
***
Employment ratio in Service sector
0.14
0.24
**
World GDP volatility
0.29
0.33*
**
Trend of GDP growth rate4)
0.15
0.71
*
Current account deficit5) in percent of GDP
0.28
***
***
Exchange rate volatility
0.14
0.13
***
Constant
-3.51
-14.14
2
R
0.97
0.97
Note: 1)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in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2) All models contain AR(1) terms to avoid autocorrelation problem.
3) 12quater moving average
4) Trend of GDP growth rate(yoy) using HP-filter
5) Dummy variable that be equal to 1 when the ratio exceed 5%
11)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여타 국가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수준과 변
동성이 모두 시행 이전의 절반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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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가변동성과 기대인플레이션율 변동성이 높은 상관관계12)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안정목표제 시행으로 기대인플레이션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경기 변동성도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외 여건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변동성의 추
세적 하락은 공급충격의 감소, FTA체결 등 수입선 다변화, ‘중국산 저물가13)
(China price)’의 영향 등과 같은 여러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부분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14)
한편 IMF(2007)의 방법을 원용하여 금융발전의 대용변수로 사용된 GDP대비
가계신용 규모의 계수 값이 유의한 소폭의 마이너스 값으로 추정되어 금융이
발전할수록 경기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Figure
10>). 다만 최근과 같이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가계신용 확대가 소비
평활화의 순기능보다는 소비를 제약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신용의 상당 부
분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동산 관련 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이
자산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경기 변동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존
재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Figure 10>

Household Credit and Private Consumption

Source: The Bank of Korea

12) 2005.1월~2014.10월중 두 지표의 변동성 간 상관계수는 0.89로 나타났다.
13)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0.9%를 기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중국 인플레이션은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유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해외 물가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14) 따라서 경기변동성 감소가 통화정책의 안정화 효과뿐만 아니라 물가변동성을 감소시키는 여타 외
생적 요인에도 일정부분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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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업 비중 확대
일반적으로 교역재 위주의 제조업이 비교역재 중심의 서비스업보다 변동성
이 크므로 산업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 전체의
변동성도 줄어들게 된다(<Figure 11>).
Filardo(1997)는 서비스업 비중 증가가 경기변동성을 줄이는 원인으로 ① 서
비스업은 비교역재를 많이 포함하여 대외여건 변화에 덜 노출되어 있다는 점,
② 재고누적이 불가능하여 재고순환 변동이 없다는 점, ③ 자본집약도가 낮아
설비투자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순환변동성이 작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비스업 비중이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다. <Figur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
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기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고용비중
도 197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3년 7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부의 복지관련 지출 증대,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 재
취업 등으로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면서 가계 소득원으로서의 역할
이 강화되었는데 이 또한 민간소비의 변동성 축소에 일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ure 11> Cyclical Component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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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Ratio of Service Sector

다. 세계 경제의 변동성 축소
앞서 선행연구 개관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기 변동성 축소(Great Moderation)
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고 있다. <Table 5>에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
우 경제성장률 변동성이 1980~90년대 2.2에서 2000년대(금융위기 기간 제외)
1.3으로 낮아졌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요 선진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변동성 축소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다만 유로지
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이후 재정위기가 이어지면서 경기 변동성
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1.1로
낮아진 변동성이 위기 이후 점진적 회복세에 힘입어 1980~90년대 수준으로 높
아졌다. 이러한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일평균 수출도 최근 20억
달러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Figure 13>). 이는 최근(제10순환
기) 수출의 진폭이 과거 순환기에 비해 크게 감소(절대치 –8.9p, 감소율 –
71.2%)했다는 Ⅱ장에서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Table 5> Volatility1) of Growth Rate of Major Trade Partners

USA

1980.1/4
~1999.4/4
2.2

2000.1/4
~2008.2/4
1.3

2010.1/4
~2013.1/4
0.7

China

-

2.2

1.4

Euro

2.5

1.3

1.4

1.1

2.5

Japan
Note: 1) Standard deviation
Source: IMF(IF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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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verage of Daily Export

Note: 1) Nominal term
Source: Korea Customs Service

라. 추세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경제규모 확대, 인구고령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 추세성장률이 지속적으
로 하락하면서 경기 변동성도 함께 축소되고 있다(<Figure 14>). 이러한 현상은
OECD 국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Figure 15>와 같이 주요국들
의 평균성장률과 표준편차는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15)

<Figure 14>

GDP Growth Rate

Note: 1) Dotted lines represent average of growth rate
Source: The Bank of Korea
15)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경기변동성 간의 관계는 경제발전단계, 경제의 외부충격 흡수 능력, 정책
불확실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외부충격 흡수 능력이 낮은 저개발국의 경우 낮은 성장률과 높
은 경기변동성이 동시에 나타나 역(-)의 관계를 보인다. 반면 고수익-고위험 기술을 이용하여 빠르
게 성장하는 신흥국의 경우 높은 성장률과 높은 경기변동성이 병행하는 정(+)의 관계를 보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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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1)

GDP Growth Rate and Economic Volatility

Note: 1) Average of 2000~2013(exclude financial crisis period)
Source: OECD

추세성장률 하락에 따라 GDP 변동성(순환변동치의 표준편차)은 1980년대
1.49, 1990년대(외환위기 제외) 1.43, 2000년대(금융위기 제외) 1.00, 금융위기
이후 0.54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Table 1> 참조).

마. 기타 요인
이 밖에 실증분석 결과 유의성이 확인된 요인으로 대외취약성을 나타내는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대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환율변동성이 있다.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경기 변동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같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상황이 대내외 충격에 더욱 크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2000년대 들어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경기 변동성
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Figure 16>).
대외 여건의 변화와 국내 경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환율의 변동성도 경
기 변동성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12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면서 환율변동성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경기 변동성 축소가 환율변동성 변화에 기인한 부분
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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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ccount in Percent of GDP

Source: The Bank of Korea

<Table 6>

Volatility of Exchange Rate
standard deviation of
percentage change1)

Volatility

1990.1/4∼1997.3/4

5.8

4.2

2000.1/4∼2008.2/4

6.8

10.5

2010.1/4∼2014.3/4

7.1

12.9

2)

Note: 1) De-trended series
2) Average of preceding 12-quarter percentage change measured by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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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 의견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성이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
제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추세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고도 성장기 이후의 물가변동성
감소 및 금융발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부 경제안정화 정책이 경기변동성을
축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우리 경제의 경기 변동성 축소는 주로 물가변동성 감소 및 금융발
전,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 세계 경기 변동성 축소, 추세성장률의 지속적인 하
락,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
인다.
경기 변동성 축소가 문제시되는 것은 대외 충격의 변화에 의한 경우보다는 국
내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민간소비, 설비투자의 위축 등 내재적 성장 동력의
위축이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 변동성의 추세적 흐름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외충격의 감소가 아닌 내재적 성장 동력의 위축을 통해 변동
성이 축소되는 측면은 없는지 점검하고, 경기 모멘텀 확보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아가야 하겠다.
아울러 실물경기 변동성 축소가 금융시장 또는 자산시장의 변동성 축소와
항상 동행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산시장 불균형 확대의 이면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또는 자산시장 간 상호관
계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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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for Recent Decline in
Economic Volatility,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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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a
conspicuous contraction in volatility, together with a slowdown in growth.
Generally speaking, a contraction in economic volatility has some effect in
promoting growth and investment by expanding economic stability and lessening
the degree of uncertainty. On the other hand, however, if economic uncertainty
still exists while the trend growth rate keeps falling, it will be negatively
regarded as an obstacle to recovery. We accordingly analyze the recent
contraction in Korean economic volatility and try to determine its various
reasons, which we expect will provide some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Our analysis finds that the recent decline in volatility have been caused by
many factors, including a contraction in inflation volatility, an expansion in the
size of the service industry, the reduced volatility in the world economy, and the
persistent decline in the trend growth rate. For future policy, while closely
monitoring the movements of economic volatility, it should be rigorously
checked whether the contraction in volatility is attributable to structural restraints
on the drivers of endogenous economic growth or to declines in the size of
external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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