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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잠재GDP 추정의 필요성

○ 잠재GDP는 국민경제가 투입 가능한 자본과 노동,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고용하여 달성 가능한 최대생산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반면 단기적으로 실제GDP는 생산요소 보다는 총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며

잠재GDP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실제생산과 잠재생산 간의 차이를 생산갭(Output Gap)이라고 하며, 생산갭이 (+)이면

생산요소가 정상수준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생산요소의 가격

및 물가수준이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이와 같은 물가상승 압력은 총수요가 감소하여 실제생산이 잠재생산 수준과

같아질 때까지 존재함.

○ 잠재GDP수준을 추정하는 주요 이유는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의 존재여부를

진단하고, 향후 경기국면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임.

 ■ 금년 중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듯

○ 본 연구에서는 구조VAR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잠재GDP를 추정하였으며

1999년 4/4분기 현재 실제GDP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물가에

대한 추가적 압력 없이 성장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음.

○ 올해 1/4분기에도 물가상승률이 작년 말 대비 0.8%, 전년동기대비 1.5%에 그치고

있는 것도 최근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크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음.

○ (-)생산갭은 1998년 4/4분기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실제GDP가 잠재GDP를 초과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그 이후에 발생할 것임.

○ 만약, 경기상승속도가 더욱 빨라져 올 상반기 중 실제GDP가 잠재GDP를

넘어선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생산갭과 물가상승률간의 시차관계를 고려해 볼 때

(+)생산갭이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되는 시점은 3~4분기 정도후인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금년 1/4분기에 전년대비 12.5%, 2/4분기에 15.8%라는 고성장을 지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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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생산갭은 상반기 중에 소멸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경기상승속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가정은 비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인플레이션 압력 판단에 있어서 공급측면의 요인도 고려

○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급격한 경기회복의 상당부분은 총수요의 회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나, 공급측면의 기여도 있었을 것임.

○ 즉,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이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상당히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개방, 정보통신 혁명에 따른 생산성 증가, 전자상거래에 따른

유통혁명 등 공급부문의 개혁이 지속될 것임.

○ 이런 현상은 총공급곡선을 움직여 총수요증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비록 경기회복기에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이 이루어져도

이것이 곧장 높은 물가상승률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임.

○ 월별 산업생산지수를 이용하여 생산활동 변동률을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요인으로 분해해 본 결과, 공급충격이 생산활동 변동률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의 45.8%에서 53.4%로 증가하였음.

○ 이는 총수요증가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의미함.

 ■ 정책적 시사점

○ 잠재GDP는 추정방식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생산갭의

크기는 인플레이션 압력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것임.

○ 1999년 말 현재 우리 경제에는 여전히 (-)의 생산갭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갭의 소멸시점도 내년 상반기로 전망되므로 급격한 긴축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과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같은 공급부문의 개혁으로 총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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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잠재GDP추정의 필요성

 ■ 잠재생산(Potential Output) 혹은 잠재GDP는 국민경제가 투입 가능한 자본과

노동, 기술의 생산요소를 모두 고용하여 달성 가능한 최대생산수준으로 정의

할 수 있음. 장기에는 생산요소의 양과 기술수준도 변하기 때문에 잠재GDP
도 가변적임.

○ 단기에는 생산요소의 양과 기술수준은 변하기 어려우므로 실제생산 수준이 잠재생

산 수준과 달라진다면 이는 총공급보다는 총수요가 변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현실적으로 단기에는 가격의 경직성이 존재하므로 총수요가 증대한 경우 가격이

즉각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생산이 증가하게 됨. 총수요증가 이전에 실제생산이

잠재생산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총수요의 증가는 잠재생산수준을 초과하

는 실제생산을 초래하게 됨.

 ■  가격의 신축성이 제한적인 단기에는 수요측면의 충격으로 인해 실제생산이

잠재생산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잠재GDP를 생
산요소의 완전고용을 통한 최대생산수준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실제GDP를 이
용하여 추정해낸 GDP추세로 정의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임.

○ 추정방법의 측면에서도 잠재생산을 최대생산수준으로 정의하면 투입 가능한 개별

생산요소의 양과 생산함수의 추정을 요구하지만, GDP 추세로 정의하면 보다 간단

한 시계열 모형으로 잠재생산의 추정이 가능해 짐.

 ■ 실제생산과 잠재생산 간의 차이를 생산갭(Output Gap)이라고 하며, 생산갭이

(+)이면 생산요소가 정상수준 이상으로 사용됨을 의미하며, 이는 생산요소의

가격 및 물가수준에 상승압력을 초래하게 됨. 총수요가 감소하여 실제생산이

잠재생산 수준과 같아질 때까지 물가상승압력이 존재함.

 ■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은 뒤 작년부터

경기회복기로 진입하였음.

○ 작년 2월 8.6%에 달했던 실업률이 11월에 4.4%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의 속도가

예상외로 빨라 작년 하반기부터는 실제생산이 잠재생산을 상회하여 경기과열이 우

려된다는 주장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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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년의 경기회복은 침체되었던 1998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했

으며 기술적 반등의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올해의 경우 잠재생산의 추정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여부의 판단이 더욱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잠재생산의 추정방법은 i) 생산함수 접근법, ii) 단순추세법, iii) 비관찰부분 추
정법, iv) 구조적 VAR모형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잠재생산 추정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II장), 경제 이론적인 측
면에서 다른 추정기법보다 강점이 있는 구조 VAR모형을 이용하여 잠재GDP
추정을 시도함 (III장).

II. 잠재GDP의 추정방법

1. 생산함수 접근법

 ■ 잠재GDP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국민경제의 포괄적인 생산능력을 뜻하며

가용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총공급 규모를 의미함.

 ■ 잠재GDP를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경우, 그 추정을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스톡,
그리고 기술의 가용수준을 추정해야 하며, 이러한 생산요소가 결합되는 관계

인 생산함수의 형태도 추정해야 함.

○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잠재GDP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함수의 형태를 구

체적으로 가정해야 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로그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1) tttt akly +−+= )1( αα

○ 여기서 ty 는 잠재GDP, tl 는 노동 투입량의 추세 (labor input trend), tk 는 자본 투입

량의 추세 (capital input trend), ta 는 총 요소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추

세임.

○ (1)식에서 자본 투입량의 추세치는 실제 자본스톡의 양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며, 노동에 대한 소득 분배 계수인 α 는 전체국민소득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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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중(wage share)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상수로 가정됨.

○ 총 요소생산성은 투입생산요소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생산물로 정의되며, 그 추세

치는 (2)식에 근거하여 계산함.

(2)       tttt klya )1( αα −−−=

○ 노동 투입량은 일반적으로 총 노동시간으로 정의됨. 총 노동시간은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취업자의 평균노동시간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으므로, 노동 투입량의 추세

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 변수의 균형추세수준을 추정해야 함.

 ■ 생산함수 접근법의 장점

○ 잠재GDP의 움직임을 각 생산요소의 변동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 잠재성장률

의 요소별 기여도를 쉽게 계산할 수 있음.

○ 생산요소의 장기추세를 시나리오별로 달리 계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잠재성장경

로를 복합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정책적 이점이 있음.

○ 생산갭의 발생요인도 (3)식에 따라 총 요소생산성과 노동 투입량의 각각의 추세치

와의 차이로 쉽게 계산할 수 있음.

(3)       )()( tttttt llaayy −+−=− α

 ■ 생산함수 접근법의 단점

○ 추정에 방대한 양의 자료가 필요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본스톡과 R&D 스톡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며 기존 자료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생

산요소의 가용량 추정이 매우 어려움.

○ 생산요소의 균형 추세치를 추정했다 하더라도 생산함수의 추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함.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의 경우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을 가정

하고 있으나, 생산함수의 형태를 추정한 논문 중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을 증명한

연구결과도 많음.

○ 특히, 자본스톡 자료가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요소에 대한 소득분배계수

가 지나치게 높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 생산요소에 대한 분배계수에 대한

합이 1보다 크게 추정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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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추세법

 ■ 단순 추세법은 실질GDP만을 이용하여 GDP의 추세를 분리해내는 일변수

(univariate)기법으로, 가장 간단한 경우로는 실질GDP를 시간에 회귀 분석하

여 얻은 비확률적 선형추세로 잠재GDP를 구하기도 함.

 ■ 성장률이 일정한 선형추세 대신 HP(Hodrick-Prescott)필터를 이용하여 얻은 실
질GDP의 HP추세를 잠재GDP의 대용지표로 사용하기도 함.

○ HP필터에서 잠재GDP는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하의 최소화문제의 해로 정의됨.

(4) [ ]∑ ∑
=

−

=
−+ −−−+−

T

t

T

t
tttttt

y
yyyyyy

1

1

2

2
11

2 )()()(min λ

여기서 ty 와 ty 는 실제GDP 와 잠재GDP 의 자연대수 변환치이며, )( tt yy − 는

생산갭임.

○ (4)식의 첫째 항에서 보여지듯이 잠재GDP는 생산갭의 제곱 합을 최소화하는 수준

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때 제약 조건인 둘째 항에 의해 그 변동 분이 지나치게 크

지 않도록 조정됨.

○ λ 는 제약조건에 주어지는 가중치로서, 0=λ 은 잠재GDP의 변동폭에 제한을 가

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제GDP와 잠재GDP가 동일해짐. 반면, λ 가 커질수록 잠재

GDP의 변동에 적용되는 허용 폭이 작아지며 궁극적으로 선형추세와 동일해 짐.

 ■ HP추세법의 장점

○ GDP자료에만 의거하여 추정하므로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HP필터의 프로그램이 통

계용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추정과정이 매우 간단함.

 ■ HP추세법의 단점

○ 기본적으로 실질GDP 하나만의 변동속성에 의거하여 잠재GDP 수준을 추정하므로

잠재GDP수준에 영향을 주는 물가상승률이나 실업률 등의 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 HP 필터의 계산 구조상 데이터의 마지막 시점에서 추세를 과장되게 계산하는 문

제점이 있음(end-point overestimation). 잠재GDP추정이 현재의 경기국면판단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큰 단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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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관찰부분 추정법

 ■ 실제GDP나 물가상승률과 같이 관찰이 가능한 변수로부터 관찰이 불가능한

변수(unobserved components)인 잠재GDP를 칼만필터(Kalman filter)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

○ 이 기법의 첫 단계는 우선 이론적으로 타당성 있는 실제GDP와 잠재GDP 및 물가

상승률 간의 모형을 설정하는 것임.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5) ttt yy εµ ++= −1

(6) tttt uyyy +−+=∆ −− )( 1110 ββ
(7) tttt eyy +−=∆ −− )( 111γπ

○ (5)식은 잠재GDP의 동태적 움직임을 묘사하는 방정식임. µ 는 평균 성장률이고,

ε 은 확률적 오차항. (5)식은 잠재GDP가 일정한 추세를 중심으로 변동하면서 증가

하는 일종의 확률적 추세임을 의미하고 있음.

○ (6)식은 단기에 있어서 실제GDP가 잠재GDP를 중심으로 변동하면서 증가함을 보

여주는 방정식. 즉, 잠재GDP가 실제GDP보다 크면(작으면) 실제GDP가 증가(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β 의 부호는 (+)가 될 것임. u 는 확률적 오차항.

○ (7)식은 물가상승률과 잠재GDP간의 관계를 보여줌. 잠재GDP가 실제GDP보다 크

면(작으면) 물가상승률은 감소(상승)하리라는 가정을 의미함. e는 확률적 오차항.

○ 이와 같이 일정한 모형을 설정한 뒤, 칼만 앨고리듬을 이용하여 잠재GDP를 추정

함. 칼만 앨고리듬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1 단계: 0y 의 초기값과 { }110 ,,, γββµ 에 일정한 값을 부여한 상태에서 (5)식을 이

용하여 (t-1)기의 잠재GDP ( 1
ˆ

−ty )를 추정함.

2 단계: (5)식에서 계산된 { }1
ˆ

−ty 과 실제 관찰치 { }tty π∆∆ , 를 이용하여, (6)식과 (7)

식으로부터 추정치 { }tty π̂,ˆ ∆∆ 와  예측오차 )ˆ( tt yy ∆−∆ 과 )ˆ( tt ππ ∆−∆

를 구함.

3 단계: 2 단계에서 구한 예측오차를 이용, { }1
ˆ

−ty 을 다시 구성한뒤, 1, 2단계를 반복

함. 이때 최우추정법에 의거하여 예측오차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1, 2 단

계 반복 시 계수{ }110 ,,, γββµ 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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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찰부분 추정법의 장점

○ HP필터 같은 단순추세법과는 달리 잠재GDP와 물가상승률 간의 이론적 관계에 의

거하여 잠재GDP를 추정할 수 있다는 논리적 우월성이 있음. (Kuttner, 1994)

○ 자본스톡, 평균노동시간 등 여러 개의 변수를 추정해서 사용해야 하는 생산함수

접근법과는 달리 자료수집이 매우 용이함. 특히, 생산함수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

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생산함수를 정의할 필요 없다는 강점이 있음.

 ■ 비관찰부분 추정법의 단점

○ 칼만 앨고리듬의 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큰 규모의 프로그래밍을 요구하며, 계산에

투입된 비용에 비해 실제추정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기존

연구 결과들에 나타나고 있음(Apel, et. al., 1996).

4. 구조 VAR 기법

 ■ GDP예측(forecasting)은 실제GDP와 관련 거시 변수들로 구성된 축약형

(reduced form) VAR의 추정만으로도 충분함. 그러나, 추정된 계수들과 분산-공
분산 행렬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원래의 GDP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구조계수(structural coefficients)의 복원이 불가능함.

○ 구조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모형은 적합한 식별조건을 이용하여, 축약형

VAR에서 얻어진 추정계수들로부터 원 모형의 구조계수들을 복원하는 경우를 의미

함.

 ■ 구조계수의 복원이 불가능한 것은 모형의 식별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

하며, 부족한 식별조건을 보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촐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를 사용.

○ 촐레스키 분해는 단순히 구조계수 행렬을 하방삼각행렬(lower triangular matrix)로 만

드는 것으로써 구조적 잔차 항(structural residuals)을 구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구한

잔차 항들은 경제적 의미를 가지지 못함.

 ■ Blanchard-Quah(1989)는 GDP와 실업률로 구성된 VAR를 추정함에 있어 GDP
의 변동을 초래하는 교란요인에 장 � 단기 제약을 가함으로써 추정결과 얻은

잔차 항들에 경제 이론적인 의미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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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GDP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란요인을 장기적 충격(permanent shocks)과 단기적 충

격(transitory shocks)으로 구분하여, 장기적 충격에 의해 발생한 GDP의 변동을 잠재

GDP의 변동으로 간주하였음.

○ 총공급 곡선은 단기에는 수직이므로 단기적 충격에 의한 GDP변동은 통화공급변동

과 같은 총수요 곡선의 변동의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며, 총공급 곡선 자체를 움직이

는 장기적 교란요인은 생산성 변화와 같은 공급측면의 충격으로 해석이 가능함.

 ■ 구조VAR 기법의 장점

○ VAR를 이용하는 방법은 GDP와 다른 변수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변수간의 상호작

용이 잠재GDP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일변수 기법보다 우월하며,

잠재GDP의 미래예측과 여타 변수에 의한 충격반응함수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음.

○ 사실상 잠재GDP추정에 사용되는 여러 기법 중 최선의 기법은 없다고 할 수 있으

며, 가장 정확한 경기국면의 판단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에 가해진 충격을 수요측

면과 공급측면으로 정확히 분해해야 가능한 것임.

○ 예를 들어, GDP의 증가가 공급측면의 충격에 의해 발생했다면 (+)의 생산갭이 존

재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임.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GDP의 변동을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구

조VAR모형이 다른 기법에 비해 이론적인 장점이 있음.

 ■ 구조VAR 기법의 단점

○ 생산함수 접근법과 같이 개별생산요소의 잠재성장경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없어 정책도구로서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추정에 포함된 변수의 수와 시차변수의

수에 따라 추정계수가 상당히 민감히 반응한다는 결점이 있음.

 ■ III장에서는 자료수집과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효율적인 단순추세법과 구조

VAR모형인 BQ분해기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잠재GDP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갭을 비교 � 분석,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판단하고자 함.



8

III. 잠재GDP의 추정

1. 모형의 설정

 ■ BQ분해법은 두개의 안정적(stationary) 시계열 변수로 구성된 이변량 벡터이

동평균(bivariate vector moving average) 모형으로부터 출발함.

○ BQ분해에는 실질GDP의 전기대비 증감률( ty∆ )과 실업률( tu )이 일반적으로 사용됨.

y 는 실질GDP의 자연대수 값

○ 안정적 시계열은 이동평균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BQ 분해의 구조VAR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8) ∑∑
∞

=
−

∞

=
− +=∆

0
,12

0
,11 )()(

k
ktAS

k
ktADt kckcy εε

 (9) ∑∑
∞

=
−

∞

=
− +=

0
,22

0
,21 )()(

k
ktAS

k
ktADt kckcu εε

○ (8)식과 (9)식을 행렬형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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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tt LCx ε)(=

○ 오차항의 분산-공분산 행렬에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normalization)가 가정됨.









=








=Σ

10

01

)var(),cov(

),cov()var(

ASASAD

ASADAD

εεε
εεε

ε

○ tAD,ε 는 총수요충격(aggregate demand shock), tAS ,ε 는 총공급충격(aggregate supply

shock)임.

 ■ BQ분해의 핵심적인 가정은 두 가지의 충격 중 총수요충격은 {∆yt}계열에 일
시적인 효과를 주고, 총공급충격은 영구적인 충격을 준다는 것임.

○ 장기에는 실질GDP가 수요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tAD,ε 의 시간에 걸친 누적

효과는 0이 될 것이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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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0
,11 0)(

k
ktADkc ε

○ 수요충격과 공급충격은 모두 실업률에 영구적인 충격을 주는 것으로 가정됨.

○ 수요충격과 공급충격의 실제치는 관찰이 불가능하므로, VAR의 추정으로부터 이를

계산해내야 함. 이를 위해 다음의 이변량 VAR를 추정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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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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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예측오차(one-step ahead forecast error)인 { }tt ee 21 , 는 구조적 충격인

{ }tAStAD ,, ,εε 을 이용하여  (12)식과 (13)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

여 식별에 필요한 분산-공분산 제약조건 (14), (15), (16)을 얻을 수 있음.

(12) tAStADt cce ,12,111 )0()0( εε +=

(13) tAStADt cce ,22,212 )0()0( εε +=

(14) 2
12

2
111 )0()0()( cceVar +=

(15) 2
22

2
212 )0()0()( cceVar +=

(16) )0()0()0()0(),( 2212211121 cccceeCov +=

○ )( 1eVar , )( 2eVar , ),( 21 eeCov 는 (11)식의 VAR추정으로부터 얻어지는 잔차항

(residuals)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함.

 ■ 식별을 위한 마지막 조건은 (10)식과 (11)식을 이용하여 도출됨.

○ (11)식을 행렬형태로 변형한 뒤 ty∆ 를 te1 와 te2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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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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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는 [ ]LLAI )(− 의 행렬식이며, )(kaij 는 시차다항식 )(LAij 의 계수임.

○ (17)의 te1 와 te2 는 (12)와 (13)을 이용하여 tAD,ε 와 tAS ,ε 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10)식의 제약조건은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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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0()()0()(1
0

211211
0

22 =+







− ∑∑

∞

=

∞

= kk

ckacka

○ )(12 ka 와 )(22 ka 는 (11)식의 VAR추정으로부터 얻어진 추정계수임.

○ 결국 BQ분해기법의 핵심은 네 개의 미지수 { })0(),0(),0(),0( 22211211 cccc 를 얻기

위해 네 개의 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14), (15), (16), (18)을 푸는 것임.

○ 연립방정식 (14), (15), (16), (18)을 풀어 얻은 { })0(),0(),0(),0( 22211211 cccc 의 구체적

인 값을 다시 (12)식과 (13)식에 대입하여 총수요충격( tAD,ε )과 총공급충격( tAS ,ε )을

구함.

○  (12)식과 (13)식은 tt Ce ε)0(= 로 표현됨.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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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1)식은 ttt eLxLAx += )( 로 표현되며, tt Ce ε)0(= 와 결합되어

[ ] ttt CLLAILCx εε )0()()( 1−−== 로 표현됨. 결국, )0(C 만 알게 되면 )(LC 도

얻을 수 있게 되어 BQ분해가 완성됨.

○ 수요충격의 효과가 장기에는 0이 되므로 GDP 변동분 중 영구적인 움직임은 (19)

식처럼 공급충격의 가중 합으로 얻어짐.

(19) ∑
∞

=
−=∆

0
,12 )(

k
ktAS

P
t kcy ε

2. 자료분석

 ■ 1970년부터 1999년까지의 계절조정 실질GDP와 실업률의 분기자료가 사용되

었음.

○ GDP의 수준자료는 불안정적임. 즉, GDP는1차 차분 안정적(difference-stationary)인

변수이므로 전기대비 증감률을 추정에 사용하였음.

○ 실업률의 경우 계절조정의 방법에 따라 단위근의 기각여부가 변동함. 예를 들어,

X11 ARIMA방법에 의해 계절 조정한 경우 10%의 유의수준에서도 단위근의 존재

를 기각할 수 없었으나, 이동평균 비율법에 의해 계절 조정한 경우1%의 유의수준

에서도 단위근의 존재를 기각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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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추정에서는 이동평균 비율법으로 계절 조정한 실업률을 이용함.

<그림 1> 실질GDP (전기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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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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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근 검정은 아래의 (20), (21), (22)의 추정을 통해 이루어짐.

(20) ∑
=

−− +∆+=∆
4

1
11

i
tititt YYY εβα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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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
110

i
tititt YYY εβα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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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 +∆+++=∆
4

1
2110

i
tititt YtYY εβααα

○ 여기서 Yt는 실질GDP의 전기대비 증감률과 실업률이 되며, 각각의 변수에 대한 단

위근 검정 결과는 <표1>과 같음.

<표 1> 실질GDP와 실업률의 단위근 검정

      *F(5,60, 0.01), ** F(6, 60, 0.01)

 ■ <표1>에서 보여지듯이 계절 조정된 실업률의 수준자료도 (20)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단위근의 존재가 기각되므로 BQ분해를 위한 VAR추정의 안정적

시계열로 사용함.

○ VAR추정에 있어 시차는 충분히 길게 잡아야만 시계열간의 동태적 관계를 정확히

포함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Blanchard-Quah(1989)의 분석을 따라 8분기의 시차

를 설정하였음.

3. 추정결과

 ■ BQ분해에 의한 잠재GDP와 단순추세법에 의한 잠재GDP추세와의 비교를 통
해 생산갭률을 비교 � 분석함.

○ 비확률 추세와 생산갭률

- 실제GDP의 비확률 선형추세와 실제GDP를 비교해 보면 1998년 1/4분기 이후

기록된 (-)의 생산갭이 아직도 (+)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식) 귀무가설 검정방법 ∆yt ut 임계치(10%)

(20) 01 =α t-검정 -2.1589 -1.0332 -1.6172

(21) 01 =α t-검정 -5.0077 -3.9066 -2.5801

(21) 010 == αα F-검정 24.6678 11.4257 3.34*

(22) 01 =α t-검정 -5.1235 -4.3876 -3.1497

(22) 021 == αα F-검정 20.7952 10.3557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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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질GDP 선형추세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971 1975 1979 1983 1987 1991 1995 1999

(십억원)

실질GDP

선형추세

- 1997년 4/4분기에 생산갭은 (-)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

1/4분기부터 3/4분기사이에 (-) 생산갭의 크기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

- 반면, 작년 4/4분기에는 (-)생산갭의 감소속도가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작년 4/4분기 성장률이 13%에 달하는 것에 비춰 볼 때 생산갭의 감소속도가

갑자기 둔화되는 것은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1

<그림 4> 생산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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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갭률=100×(실제GDP-잠재GDP)÷잠재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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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추세와 생산갭률

- <그림 5>에서 보여지듯이 HP추세를 이용하는 경우, 작년 2/4분기부터 이미 실제

GDP가 잠재GDP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작년 2/4분기는 계절조정 실업률이 6.7%에 이르는 경기 침체기이었던 사실에 비

추어 보건대 HP필터를 이용한 잠재GDP 추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실질GDP와 HP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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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생산갭률

-10

-8

-6

-4

-2

0

2

4

6

8

10

1971 1975 1979 1983 1987 1991 1995 1999

(%)



잠재GDP 추정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진단  15

 ■ BQ분해에 의한 잠재GDP 추정

○ 1997년 4/4분기 이후 (-)의 생산갭을 기록한 후 아직도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

회하는 상황임.

○ 1999년 1/4분기 이후 (-)생산갭의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작년 4/4분기 현

재 실제GDP가 잠재GDP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년 1/4분기 중에도 생산갭의 (-)규모는 계속 감소했을 것이나 최근 경기상승추세가 다

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생산갭이 소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그림 7> 실질GDP와 잠재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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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생산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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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4/4분기 이후 (-)생산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림 8>에서 보여지듯이 (-)생산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소멸될 것

으로 추정되므로, 총수요 증대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내년 이후에 발생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생산갭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시차상관관계

○ BQ분해에 의해 얻어진 생산갭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시차구조를 시차상관계수를

통해 관찰한 결과, 생산갭률의 변동은 물가상승률에 3~5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생산갭률의 변동이 물가상승률에 주는 시차 영향은 1분기에서 길게는 14분기까지

이름.

<그림 9> 생산갭률과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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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시차구조와 작년 말 현재 (-)를 기록하고 있는 생산갭을 고려해 볼 때

금년 중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만약 올 상반기 중 실제GDP가 잠재GDP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생산갭으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은 3~5분기 이후에 최고가 되는 시차구조를 생각해 볼 때 내년 상반

기 중에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예를 들어, 금년 상반기 중 실질GDP가 전년대비 14.2% 상승하고(1/4분기 12.5%,

2/4분기 15.8%), 잠재GDP는 3.4% 증가한다고(1/4분기 4.0%, 2/4분기 2.9%) 가정하는

경우, <그림 11>에서 보여지듯이 생산갭이 상반기 중에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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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4분기 중 15%를 상회하는 고성장은 최근의 경기상승속도 및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인 가정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10> 생산갭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시차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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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시사점

 ■ 총수요증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올해에는 크지 않을 듯.

○ 빠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1999년 말 현재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총수요증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금년 중에는 그리 심

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 최근의 물가상승률이 소폭에 그치는 원인

중의 하나일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추정방법에 따라 잠재GDP 추정치가 상당한 편차를 보이므로 생산갭은 인

플레이션 압력 판단의 보조자료로만 활용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HP필터에 의한 잠재GDP는 이미 작년 2/4분기 중 실제GDP를 밑돌아

금년 상반기 중에는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질 것을 시사함. 그러나, 현실에 있어

서는 소폭의 물가상승에 그치고 있음.

○ 반면, 구조VAR모형에 의한 추정결과는 작년 4/4분기 현재 (-)의 생산갭이 아직 존

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은 최소한 금년 중에는 우려할 수준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음. 물가상승률의 현재추이와 상대적으로 잘 부합함.

 ■ 외환위기 이후 공급충격의 상대적 영향력이 증가

○ 월별 산업생산지수를 이용하여 생산활동 증가율을 BQ분해하여 수요충격과 공급충

격의 크기를 구해 본 결과, 공급충격이 산업생산 증가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

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이 공급충격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총수요 곡선 뿐만 아니라 총공급 곡

선도 우측으로 움직였음을 의미하므로 10%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 성장이 모두 총

수요 회복에 기인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 결국 공급충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총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압력도 작아졌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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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생산 증가율의 요인별 분해

 ■ 내년에는 총수요증대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의 증가가 예상됨.

○ 1998년 4/4분기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생산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소멸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총수요 증대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내년 중에 발생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올해는 총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보다는 고유가와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측

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오히려 우려되는 상황임.

○ 생산갭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시차관계를 분석해 보면, 생산갭률의 변동은 3~5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만약, 경기상승속도가 지금보다 더욱 빨라져 올 상반기 중 실제GDP가 잠재GDP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생산갭과 물가상승률 간의 시차관계를 고려해 볼 때 올해 발생

한 (+)생산갭은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임.

○ 예를 들어, 실질GDP의 전년대비 상반기 성장률이 14%를 (2/4분기 15.8%) 상회할

정도로 경기과열이 이루어 질 때 생산갭이 완전 소멸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

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것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단위: %)

수요측면 공급측면

1985 ~ 1991 평균 51.6 48.4

1992 ~ 1996 평균 58.9 41.1

1997 상 49.6 50.4

1997 하 48.9 51.1

1998 상 40.5 59.5

1998 하 58.4 41.6

1999 상 40.7 59.3

1999 하 46.7 53.3

1985~1997 평균 54.2  45.8

1998~1999 평균 46.6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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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적 시사점

○ 실제GDP가 아직은 잠재GDP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수요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의 선택시기에 신중이 요구됨.

○ 총수요측면 뿐만 아니라 총공급측면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되므로 거시경제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어야 할 것임.

○ 즉,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이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

되며, 앞으로 더욱 본격화 될 시장개방, 정보통신 혁명에 따른 생산성 증가, 전자

상거래에 따른 유통혁명 등으로 공급부문의 개혁이 지속될 것임.

○ 이런 현상은 총수요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히 낮춰주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높은 GDP증가율이나 산업생산증가율이 곧장 높은 물가상승률로 연결되

지는 않을 것임.

○ 공급측면의 요인으로 외환 위기이전과는 달리 총수요증가와 물가상승 간의 관계가

많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운용은 경제에 가해진 수요 및 공급측

충격요인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향후 연구 방향

○ 생산수준의 변동과 인플레이션 압력간의 관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변동을 초래한 교란요인을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분해하여 총수요 곡선과 총공

급 곡선의 상대적 움직임을 평가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요구되며,

수요충격과 공급충격의 추정이 요구됨. 이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Gordon-

Leeper(1994)를 들 수 있음.

○ Gordon-Leeper(1994)는 통화정책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자금시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식별 및 추정하고 수요 및 공급충격을 구조VAR모형을 통해 식별하여

통화공급 변동의 이자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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