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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거 10년(2010~2019)간 연평균 2.3% 수
준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Gross Domestic Product) 성장률을 기록하였
다.1) <Figure 1>에 따르면 이 수치는 동일 기간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한 37개 회원 국가들의 평균 성
장률 1.4%보다 높은 수준이며 상위 11번째에 해당한다.2) 그러나 동기간 중 성장
률은 한국이 과거 1981~2009년까지 경험했던 5.5%의 높은 성장률을 감안하면
매우 낮아진 수치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Figure 2>는 기간별 1인당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연평균 성장률은 1980년대 7.5%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5.5%, 2000년대 3.7%, 2010년대 2.3% 수준으로 계속 떨
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추세성장률3)이 순환요인 및 일시적 요인을 제거한 성장
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모습은 추세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암시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추세
성장률을 추정한 후 성장회계를 통해 추세성장요인을 분해하여 성장률의 하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헌 중 하나는 시계열 계량모형을 통해 성장률 하
락의 성격이 영구적인 충격의 누적으로 발생한 결과라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
다는 점이다. 추세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의 구성요인으로 추세(trend)요인과 순환(cycle)요인을 가정한 비관측요인모
형(unobserved components model)을 고려한다. 이 모형에서 추세성장(trend
growth)요인은 임의보행(random walk)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추세성장률의
임의보행 가정은 추세성장률의 변동을 영구적인 충격이 누적되어 발생한 현상으
로 이해하는 것이다.

1) 본 연구에서는 실질 GDP를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로 나누어 1인당 실질 GDP를 계산한다.
2) OECD 가입국들의 1인당 실질 GDP는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15
세 이상 인구 자료와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실질 GDP 자료를 통해 계산하였다.
3) 본 연구는 추세성장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에서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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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verage Growth Rates of Real GDP per Working-Age Person for
OECD Countries (Annual %), 2010–2019

Source: OECD and ILO

<Figure 2> Average Growth Rates of Real GDP per Working-Age Person for
South Korea (Annual %), 1981–2019

Source: Bank of Korea and Statistics Korea

이 가정은 추세요인을 추출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HP(Hodrick and Prescott,
1997) 필터와 동일하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HP 필
터는 순환요인을 백색잡음(white noise)로 가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
형은 순환요인이 AR(2) 확률과정을 따른다. 둘째, HP 필터는 추세성장요인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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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대비 순환요인의 변동성 비율을 나타내는 평활화 계수( )를 경험법칙(rule
of thumb)에 따라 선정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비관측요인모형은 HP 필터를 일반화시킨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형을 추정한 결과, 비관측요인모형에서 추세성장률의 임의보행 충격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며 순환요인 충격의 1/3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
률이 I(1)인 추세성장요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stationary) 시계
열인 순환요인이 성장률 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장률은 안정적 시계열로 보일 수 있으나 모형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성장률을
추세성장률의 저빈도(low-frequency) 움직임을 통해 잘 포착하는 것으로 보인다.4)
본 연구는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추정된 추세성장률을 기반으로 한국경제를
5개의 기간으로 구분한다. 5개의 기간은 고성장기(1981~1987년), 1차 하락기
(1988~1998년),

회복기(1999~2001년),

2차

하락기(2002~2012년),

정체기

(2013~2019년)로 구성된다. 추세성장률 하락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정된
추세성장률을 대상으로 5개 기간에 대한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분석을 수
행한다. 성장회계 분석에 적용한 생산함수는 신고전파 생산함수로써 총요소생산
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자본(physical capital), 노동시간(hours worked)
을 투입요소로 한다. 그리고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1인당 실질 GDP를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 자본/생산비율 요인, 평균근로시간, 고용률로 분해한다.5) 기존의
성장회계 분석은 암묵적으로 긴 기간(5년 혹은 10년)을 설정하여 평균을 통해 순
환요인 혹인 일시적 요인에 의한 효과를 제거한다. 그러나 변동성이 큰 순환요인
을 포함한 1차 하락기의 양 끝단과 회복기는 평균을 통해 순환요인을 제거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세

성장회계(trend

growth

accounting)의 장점은 순환요인이 이미 제거된 추세 성장요인의 기여도를 산출하
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특정 시점 혹은 짧은 기간(예를 들어, 최근 1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변동성이 큰 순환요인이 특정 기간의 양 끝단에
포함된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하며 성장요인 추세의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는 이점도 있다.
성장회계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하락기에 추세성장률은 3.6%p
하락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경제의 추세성장률이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부터
4) 다중 구조변화 회귀모형(Bai and Perron, 1998)을 통한 추세성장률의 구조변화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는 Ⅴ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Jeong (2018)은 인구구조 변화와 인적자본 축적을 고려해 한국 경제성장 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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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동일 기간 자본/생산비율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성장요인의 기여도는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노동증강 총요소생산
성은 1989년부터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평균근로시간 역시 근로기준법 개
정으로 1989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기저에는 투자를 통한 빠른 자본축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동일 기간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빠르게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은 과도한 양적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하락기 동안 추세성장률은 2.3%p 하락하였는데, 자본/생산비율 요인의 기
여도 감소(-4.8%p)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IT 붐이 꺼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투자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
대 중반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결과는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과 자본/
생산비율 요인의 곱으로 표현되는 노동생산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
대 중반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최근의 연구(Antolin-Diaz et al., 2017;
Fernald, 2015) 결과와 부합한다. 2013년부터 정체기에 들어선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지 않으며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추세성장률 추정과 성장회계와 관
련된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을 비관측요인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Ⅳ장에서는 성장회계
접근법을 통해 추세성장률을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 자본/생산비율 요인, 평균
근로시간, 고용률로 분해한 후, 각 요인의 추세증가율을 이용하여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의 기여도를 측정한다. Ⅴ장은 분해방식에 따른 기
여도의 차이, 급격한 구조변화 가능성 등의 논의사항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Ⅵ
장에서는 본 연구를 정리하며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Ⅱ. 관련 연구
한국경제의 추세성장률과 순환요인을 비관측요인모형을 포함한 시계열 계량모
형을 통해 추정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김치호ꞏ문소상(2000)과 박원암ꞏ허찬국
(2004) 등이 있다. 본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세성장률에 대한 확률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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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있다. 이 연구들은 추세성장률을 안정적인 시계열로 생각하여 장기적으
로 일정한 평균을 가지며 백색잡음(white noise)의 추세성장률 충격을 가정하였
다. 그러나 만약 데이터 생성과정(DGP, Data Generating Process)에서 추세성장
률이 안정적 시계열이 아닌 I(1) 요인을 포함하는 불안정 시계열이라면, 기존 연
구에서 추정된 순환요인은 이러한 불안정 요인을 포함하게 되어 장기간에 걸쳐
평균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자기공분산 함수를 통한 식별문제
를 고려할 때 기존 연구의 가정은 추세성장률의 변동성을 크게 추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려는 기존 연구(곽노선, 2007; 한진희
외, 2002 등)는 시계열 계량모형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
구는 추세성장률을 임의보행 과정으로 가정하여 저빈도 움직임의 추세성장률과
바람직한 속성을 가진 순환요인을 추정한다. 따라서 모니터링 관점에서 추세성
장률뿐만 아니라 순환요인을 통해 현재 경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과 관련한 학술적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적으로 부진한 경기회복과 맞물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연
구로써 김세직(2016)은 투자 효율성의 하락을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 추락의 원
인으로 제시하고 성장률 제고를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적자본 확충
및 경쟁구조 확립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자료 기간을
확장, 198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세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부
터 하락하기 시작했음을 보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뚜렷하게 감
소하였는데, 주상영(2015)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주목하며
이로 인해 소비 증가율이 하락하였고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성장회계 접근법을 통해 성장요인을 분석한 국내 연구로는 권지호 외(2019),
권규호ꞏ조덕상(2018), 신석하(2014), 김동석 외(2012), 곽노선(2007) 등이 있다.
권규호ꞏ조덕상(2018)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생산함수에 직접 로그를 취해 총
요소생산성, 자본 요인, 노동 요인의 기여도를 산출하여 자본 요인의 기여도가
과거 높은 성장률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권
규호ꞏ조덕상(2018), Jones (2016), Hall and Jones (1997) 등과 같이 성장률을 노
동증강 총요소생산성, 자본/생산비율 요인, 노동 요인으로 분해하여 요인별 기여
도 및 기여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석기간의 성장률을 설명하는 데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자본/생산비율 요인의 기여도보다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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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분해방식에 따른 요인별 기여도의 차이는 Ⅴ장에 수록하였다.6) 거
시적 관점에서 국가를 하나의 기업이라 생각할 때, 생산가능인구는 기업의 선택
변수(choice variable)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산가능인구를 통제한
성장률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에서

인구적

(demographic) 요인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Jeong (2020)은 생산가능인구비
율의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특히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짧지 않은 기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음에도 경기회복이 느리게 진행되었다. 이에 추세성장
률 하락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Fernald et al. (2017)은
총요소생산성의 하락과 노동참가율의 감소가 추세성장률 하락의 원인이며, 총요
생산성 하락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Antolin-Diaz et al.
(2017)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중반부터 감소해
왔으며 노동생산성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이러한 해외 선행
연구에서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Ⅲ.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
추세성장률은 관측할 수 없으므로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추정방
식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세성장률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먼저 간단하게 이해할 필
요가 있다. 1970년대까지 거시 및 계량경제학에서는 선형 추세와 같은 일정한
추세성장률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감소함에 따라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시간에 걸쳐 변동하는 확률 추세(stochastic trend)요인을 고
려하기 시작했다.
확률적 추세요인과 순환요인을 분해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HP 필터를 사용하
는 것이다. 이 방식은 평활화 계수(순환요인 분산/추세성장률 충격 분산 비율)를
경험법칙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HP 필터는 성장률이 I(1)인 시계열(즉 수준변수가 I(2)인 시

6) 연구별로 생산함수의 투입요소로써 사용한 자본과 노동의 범위와 종류에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분해방식에 따른 기여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연구별로 사용한 투입요소와 성장회계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및 정리는 신석하(2014)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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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성장률이 I(0)인 시계열(즉 수준
변수가 I(1)인 시계열)에 HP 필터를 적용할 경우, 추출한 순환요인과 추세성장률
의 변동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Hodrick, 2020). 1981~2019년까지 한국의 연도
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Augmented Dickey-Fuller
(ADF) 검정결과는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HP 필터는
추세성장률을 추출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HP 필터의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평활화 계수 선택의 자의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속
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Hamilton, 2018).
추세요인과 순환요인을 분해하는 또 다른 수단은 비관측요인모형이다. 성장률
을 I(0) 확률과정으로 표현했던 연구들(Beveridge and Nelson, 1981; Nelson and
Plosser, 1982; Morely et al., 2003 등)과 달리, Harvey (1985)와 Clark (1987)은
비관측요인모형을 통해 임의보행(random walk)을 따르는 저빈도 추세성장요인
(low frequency trend growth component)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성장률을
I(1) 시계열이 포함된 확률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HP필터의 아이디어와도 맥
락을 같이 한다.7) 본 연구에서는 HP 필터의 단점(평활화 계수 선택의 자의성)을
보완하면서 HP 필터를 유연화한 형태의 비관측요인모형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1
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을 추정하여 추세성장률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이해
하고자 한다.

1. 추정 모형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벤치마크 모형은 비관측요인모형으로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로그 수준변수(  )는 식(1)과 같이 추세요인(  )과 순환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1)

추세요인(  )은 추세성장요인(  , 추세성장률)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식(2)
7) Perron and Wada (2009) 등은 추세성장률의 하락을 급격한 구조변화(structural break)로 설명한 바 있
다. 이에 강건성 분석에서 급격한 구조변화 가능성을 점검한다. 일변수 시계열 모형 외에도 추세성장
률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다변수 시계열 모형은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VAR)에 장기 제약조건을 부
여하여 공급충격의 합으로 추세성장률을 추정하는 것이다(Blanchard and Quah, 1989). 그러나 이 방법
은 장기 제약조건을 설정할 때, 성장률과 실업률이 순수한 I(0)인 경우에만 타당하여 성장률이 I(1) 요
인을 일부 포함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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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차분방정식(difference equation)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추세성장률(  )
은 식(3)과 같이 임의보행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2)

       ,  ∼  

(3)

그리고 순환요인(  )은 AR(2)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  ∼   

(4)

모형의 식별을 위해 추세성장률 충격(  )과 순환요인 충격(  )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순환요인의 분산(  )은 순환요인 충격의 분산(  )과 자기회귀
계수(  와  )의 함수(               )로 표현이 가능
하다.8) 성장률을 의미하는 로그 차분( ∆ )은 식(1)과 (2)를 통해 추세성장률(  )
과 순환요인의 차분( ∆ )의 합으로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5)

식(3)는 본 연구의 초점에 해당하는 추세성장률의 동학(dynamics)을 나타낸다.
추세성장률의 임의보행 가정은 ADF 단위근 검정 결과에 기인한다. <Table A-1>
은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단위근을 가진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장률을 I(1) 시계열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며,
순환요인과 일시적 요인 등을 제외한 성장률인 추세성장률을 임의보행으로 표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정은 주요 선진국의 추세성장률이 2000년대 중반부터 최
근까지 꾸준히 하락했다는 최근의 연구(Antolin-Diaz et al., 2017; Fernald, 2015)
와 부합한다.
위 모형은 선형 추세의 가능성도 반영한다. 식(3)에서 추세성장률 충격(  )의
표준편차(  )가 0이면 식(3)은 일정한 추세성장률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Figure 2>와 같이 1980년대 이후로 1인당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고려

8) AR(2) 과정을 따르는 순환요인의 분산(즉, 0차 자기 공분산)은 0, 1, 2차 자기공분산(autocovariance)
함수로 구성된 방정식의 해를 구해 도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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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모형의 설정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어야 한다.
식(4)는 순환요인의 동학을 표현한 것이다. 순환요인을 이동평균(moving
average) 항을 포함한 ARMA 과정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나, AR(2) 가정은
추정하는 모수를 단순화하면서도 순환요인의 특징을 잘 포착하여 다수의 선행연
구(Clark, 1987; Lam, 1990; Morely et al., 2003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순환요인을 AR(2) 과정을 가정한다.
벤치마크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수준변수를 로그 차분한 형태로 표현한 식(5)
를 활용한다. 추정해야 할 모수는 순환요인과 관련된 모수  ,  ,  와 추세성
장률 관련 모수  와  이다. 모수의 추정을 위해 본 연구는 상태공간
(state-space)

기법을

통한

Maximum

최대우도추정법(MLE,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한다.
벤치마크 모형은 추세요인을 추출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HP 필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HP 필터는 평활화 계수( )가 주어졌을 때 다음의 최적화 문제를
통해 추세요인(  )과 순환요인(  )을 추출한다.


  arg min






        

    



 ∆  ∆









(6)

HP 필터는 비관측요인모형으로 표현이 가능한 데, 비관측요인모형의 형태로 표
현한 HP 필터와 벤치마크 모형의 차이는 순환요인의 동학에서 발생한다. HP 필
터는 암묵적으로 순환요인을 백색잡음(white noise) 시계열로 가정한다. 따라서
순환요인의 AR 계수(  와  )를 0으로 제약한 벤치마크 모형은 비관측요인모형
으로 나타낸 HP 필터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 순환요인이 백색잡음이고 평활화
계수(     )를 알고 있는 경우, 최근 연구(Grand and Chan, 2017; Hamilton,
2018)는 벤치마크 모형 추정결과는 식(6)의 최적화 문제의 결과와 동일함을 보인
바 있다.

2. 추정 결과
추정 대상은 1981~2019년까지의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
률이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1980~2019년까지의 연도별 실
질 GDP 수준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2015년 기준)를 15세 이상 인구(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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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stimation Results

Parameter

Estimate

S.E.

Goodness of fit



0.25

(0.21)

Log-likelihood

-93.94



-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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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AIC

197.88

***

(0.27)

BIC

112.26

***

(0.16)

***

(0.94)

**

(1.29)

1.84
0.55
7.06

3.60

Notes: The table reports the MLE results for the model(eq.(1)-(4)) using data between 1981
and 2019. Three asterisks (***) and two asterisks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
and 5% level, respectively.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나눈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를 로그 차분하여 시산
한다. 연도별 자료를 추정에 사용하는 이유는 Ⅳ장에서 자본스톡을 이용하여 추
세성장률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기 때문에 자본스톡의 시계열 주기(1년)와 맞추기
위함이다.
<Table 1>은 벤치마크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수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 충격의 표준편차  이다.
추세성장률 충격의 표준편차 추정치는 1%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벤치마크 모형이 저빈도 추세성장요인의 동학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추정된 추세성장률의 추이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Figure 3>의 실선은 1인당 실질 GDP의 평활화(smoothed) 추세성장률 추이를
나타낸다. 추세성장률은 두 차례의 지속적인 하락기를 포함한다. 첫 번째 기간은
1988년부터 외환위기가 절정이던 1998년까지이다. 서울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6~1988년까지 평균 7.7% 수준이었던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
률은 1998년 4.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 결과는 추세성장률의 둔화가 외환위
기 이전부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며 상대적 소비 변동성의 변화로 측정한 국내
경제의 구조가 외환위기 이전에 변하기 시작했다는 Lee and Seok (2020)의 결과
와도 일치한다.
지속적인 하락기를 경험한 두 번째 기간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외환
위기 극복과 IT 붐이 맞물린 1999~2001년까지 추세성장률은 평균 4.4% 수준으
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후부터 다시 꾸준히 하락하여 2010년대 초반 2.0% 수
준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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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rend Growth Rates of Real GDP per Working-Age Person

Note: The graph plots the smoothed series of trend growth rates as well as the realized
growth rates of real GDP per working-age person.

<Table 1>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추정치는 추세성장률 충격
대비 순환요인 변동성 비율(  )이다. 추정 결과, 순환요인의 표준편차(  )는
추세성장률 충격의 표준편차(  )보다 약 3.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생산가
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I(1)인 추세성장률을 포함하고 있으나 성장률
변동의 상당 부분은 안정적인(stationary) 시계열인 순환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 변동성 비율 추정치의 제곱(   )은 HP 필터의 평활화 계수( )로 벤
치마크 모형의 추정 결과와 HP 필터를 비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Ravn
and Uhlig (2002)의 연구 이후 연도별 시계열에 HP 필터를 적용할 때는 통상적
으로 평활화 계수로 =100의 값을 사용한다. 즉, 추세성장률 충격의 표준편차보
다 10배 큰 순환요인의 표준편차를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벤치마크 모형과 비
교해서 =100을 적용한 HP 필터는 추세성장률 충격의 변동성을 작게 가정하여
보다 완만한 움직임의 추세성장률을 추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Figure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는 1) 벤치마크 모형, 2) =100을 적용한 HP 필터, 3) 벤치마크 모
형을 통해 추정한 =(3.60)2=12.96를 적용한 HP 필터에서 도출한 각각의 추세성
장률을 비교한 것이다. HP 필터( =100)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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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의 추세성장률을 보여준다. 그러나 데이
터를 통해 추정한 평활화 계수를 적용한 HP 필터( =12.96)는 벤치마크 모형과

<Figure 4>

Comparing Benchmark Model with HP Filters

Notes: UC(BM) denotes the benchmark model. HP(100) denotes the HP filter with the

=100. HP(12.96) denotes the HP filter with the smoothing
=12.96, which is obtained from <Table 1>.

smoothing parameter of
parameter of

<Figure 5> Cyclical Components: Benchmark and Composite Coincidence
Index

Notes: Cycle(solid line) denotes the cyclical component from the benchmark model. The
dotted line, Cycle(KOSIS), denotes the composite coincidence index published by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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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움직임의 추세성장률을 추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치마크 모형
의 순환요인 AR 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벤치마크 모형
은 사실상 HP 필터에서 가정한 비관측요인모형과 동일한 모형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추가로 모형설정이 성장률을 표현하는 데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추정된 순환요인을 살펴보았다. 가정에 의해 순환요인은 평균이 0인 안정적 시계
열이어야 하는데, 모형설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순환요인은 장기간에 걸쳐 음
(-) 혹은 양(+)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9) 벤치마크 모형을 통해 추정된 순
환요인은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국면평균법(PAT)을 통해 작성하는
통계청의 동행지수 순환요인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gure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활화 순환요인(빨간색 실선)은 통계청이 발
표하는 동행지수 순환요인(파란색 점선)10)과 경기의 정ꞏ저점 관점에서 대체로 일
치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추세(trend)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벤치마크 모형은 모형설정의 오류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생산가능
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의 동적 움직임을 만족스럽게 표현한다고 판단된다.

Ⅳ.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분해
이 장에서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의 하락을 이해하기 위해
생산관점에서 GDP를 설명하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자본과 노동시간을 투입요소로 하는 신고전파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를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 자본/생산 비율 요인,
평균근로시간, 고용률로 분해한다. 그리고 Ⅲ장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1981년
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경제를 5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기간별로 성장회계를 수
행한다. 5개의 기간은 고성장기(1981~1987년), 1차 하락기(1988~1998년), 회복기
(1999~2001년), 2차 하락기(2002~2012년), 마지막으로 2.0% 수준의 추세성장률
정체기(2013~2019년)로 구성된다.
성장회계 분석을 적용하는 기존 연구는 성장률과 성장요인 증가율의 기간 간
9) 시계열 계량모형을 이용한 선행연구(김치호ꞏ문소상, 2000; 박원암ꞏ허찬국, 2004 등)는 이러한 순환요인
의 문제점을 보이거나 변동성이 매우 큰 추세성장률을 추정한 바 있다. 추세성장률 충격을 백색잡음
(white noise)으로 설정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임의보행 충격으로 가정하였다.
10) 연도별 순환요인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해당 연도의 월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평균하여 시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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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5~10년) 평균을 비교하여 성장요인의 변화를 추론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의
기저는 평균을 통해 성장요인의 일시 혹은 경기순환적 충격을 제외한 추세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어려
움이 존재한다. <Figure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째 하락기간(1988~1998
년)과 두 번째 상승기간(1999~2001년)은 비교적 변동성이 큰 순환요인을 포함하
고 있으며 특히, 두 번째 상승기는 비교적 짧아서 평균을 통해 일시 혹은 경기순
환적 충격을 제거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추세성장률에 대한
성장회계를 적용하고자 한다.

1. 성장회계 접근법
1인당 실질 GDP는 다음과 같이 노동생산성과 1인당 총노동시간으로 분해할
수 있다.

   × 

(7)

여기서  는 실질 GDP,  는 근로자 총노동시간,  은 15세 이상 인구수를 나
타낸다. 따라서  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는 노동생산성
(labor productivity),  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총노동시간을 각각 의미한
다.11)
노동생산성은 총요소생산성(  ), 물적 자본(  ), 노동시간(  )을 투입요소로 하
는 식(8)과 같은 신고전파 생산함수를 통해 추가적인 분해가 가능하다.

       

(8)

여기서 는 노동소득분배율(labor income share)을 나타낸다. 분석의 편의를 위
해 자본과 노동시간에 대하여 규모의 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을 가정
한다.
식(8)을 이용하면 노동생산성(  )을 식(9)와 같이 노동증강 단위로 측정된
(measured in labor-augmenting units) 총요소생산성(   , 이하 노동증강 총요소
 )에 취업자 수(  )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생산성은 생산활동에 사용
11) 총노동시간은 평균 근로시간( 
된 노동투입 단위당 실질 GDP로 정의하는데 노동투입 단위를 미국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
에서는 노동시간으로 측정하는 반면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취업자수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의 제도적 변천이 1인당 실질 GDP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노동투입 단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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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과 자본/생산비율 요인(  



)으로 분해하여 분석할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  )과

노동생산성은
  

(  





(9)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

요인

)으로 분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총

요소생산성 증가가 자본심화 요인의 증가를 이끌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의 변동에
서 이 요인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반면 균형성장경로에서
자본/생산비율은 투자율에 비례하며 장기 자본/생산비율은 총요소생산성과 독립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총요소생산성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변화분과 투자에 따
른 노동생산성의 변화분을 구분하기에 유리하다.12)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는 식(9)와 같은 분해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분해한다.

 )과 고용률(   )로 추가적인 분
식(7)의 1인당 총노동시간은 평균근로시간( 
해가 가능하다.






 ×




(10)

이상을 종합하면 1인당 실질 GDP를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 자본/생산비율
요인, 평균근로시간, 고용률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표현하면 식(11)과 같다.


 




  × 




 





×
×



(11)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각 요인의 기여도를 산출하기 위해 식(11)에 자
연로그를 취한 후 차분을 하면 식(12)와 같은 성장회계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 ln   ∆  ln  ∆  ln 





 


 ∆ ln
   ∆ ln  (12)



식(12)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한다. 전통적인 성장

12) 식(9)와 같은 분해방식을 사용한 해외 선행연구로는 Jones (2016), Hall and Jones (1997), Klenow and
Rodríguez-Clare (1997) 등이 있으며, 국내 연구로는 권규호ꞏ조덕상(2018)이 이러한 분해의 장점을 구
체적으로 기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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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방정식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시간에 걸쳐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Kaldor
(1961)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수로 가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1980년대 이후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경
험하고 있다는 선행연구(Karabarbounis and Neiman, 2014)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완화한다.

2. 자료 및 분석절차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수준자료를 사용하며 성장률은
수준자료를 로그 차분하여 시산한다. 실질 GDP(  )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의 국민계정(2015년 기준) 자료를 사용하며, 실질 자본(  )은 한국은행에서 연도
별로 집계하는 실질 생산자본스톡(2015년 기준)을 이용한다. 그리고 15세 이상

 )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인구(  ), 취업자 수(  ), 평균근로시간( 
이용하는데, 평균근로시간은 주당평균취업시간을 연간으로 환산(주당평균취업시
간 ×52)하여 사용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Penn World Table(PWT) 9.0에서 제공
하는 자료를 사용하는데 2017년까지의 자료만 접근할 수 있으므로 2018~2019년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한다.
총요소생산성(  )은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로써 식(8)에서 고려한 생산
투입요소인 자본과 노동시간 이외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의미하
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3)

본 연구는 추세성장에 대한 회계를 통해 추세성장률의 변동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식(11)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추세를 필요로 한다. 먼저 로그차분에 대한
ADF 검정결과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추세를 벤치마크 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Ⅲ장에서 이미 추정한 생산가능인구 1
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에서 노동생산성 추세증가율을 제외하면 식(7)을 이
용하여 생산가능인구 1인당 총노동시간(  ) 추세증가율을 산출할 수 있고 결
과는 <Figure 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 추세증가율(회색 점선)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하게 감소하여 생산가능인구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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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rend Growth of Real GDP per Working-Age Person And Its
Components

Notes: The solid line (Y/N) denotes trend growth of real GDP per working-age person. The
dotted line (Y/H) denotes trend growth of labor productivity. The dashed line (H/N)
denotes trend growth of hours per working-age person. Y/N and Y/H are estimated
from unobserved components models, and H/N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실질 GDP 추세성장률 하락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노동생산성은
(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   )과

자본/생산비율

요인

 )와
)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자본/생산비율의 추세(

 )의 추세를 비관측요인모형을 통해 추정한 후 식(9)에 대입하여
총요소생산성(
)를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

 
log
  log


  log
 
log
이때, 수준변수의 로그차분이 I(0)인 경우 벤치마크 모형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별도
의 모형을 고려한다. 벤치마크 모형에서 추세성장률이 임의보행을 따른다는 가정을
나타내는 식(3) 대신에 1차 자기회귀과정을 가정한 모형을 통해 추세요인을 추정한
다. 추정 모형에 대한 설명과 결과는 <Appendix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은 PWT 9.0에서 발표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를 나타내는
데, 1980년 0.6 수준이던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0.52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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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Income Share and Its Trend Component

Note: Data on labor income share are obtained from the Penn World Table 9.0.

<Figure 8>

Capital-Output Ratio and Marginal Product of Capital

Note: Data on output and physical capital are obtained from Bank of Korea.

재차 감소하였으나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전수
민ꞏ주상영, 2015; 안성배 외, 2019 등)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
<Figure 8>은 자본/생산비율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나타낸다. 1980년대에 상대적
으로 일정한 자본/생산비율은 1990년대 빠르게 증가한 후 외환위기 이후 서서히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추이는 자본의 한계생산성(MPK, marginal product of
capital)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자본/생산비율과 역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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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mployment Rate

Note: Data on employment rate are obtained from Statistics Korea.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본/생산비율 증가 추이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
추이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8>에 따르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1990년대에
급격히 떨어진 후 이후 회복하지 못한 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평균근로시간의 추세는 추세성장률이 1차 자기회귀과정을 따르는 모형을 통해
추정하며 이미 산출한 1인당 총노동시간 추세를 식(10)에 대입하여 고용률의 추
세를 구한다. <Figure 9>은 고용률 추이를 나타낸다. 고용률은 1984년 0.54 수준
을 저점으로 1997년 0.61 수준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후 부진한 모습이었으
나 2014년에 1997년의 0.61 수준을 회복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률의 회복은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여성 고용률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이는 <Figure 1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성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여성 고용률은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났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3. 분석결과
<Table 2>는 추세 성장회계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은 4.6% 수준이다. 요인별 기
여도를 살펴보면,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 요인이 3.2%, 자본/생산비율 요인이
1.9%, 평균근로시간 요인이 -0.7%, 고용률 요인은 0.2%의 성장 기여도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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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세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은 기여도의 변
화이다. 2019년 추세성장률은 1981년 대비 5.1%p 하락하였다. 이러한 하락에 가
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 요인으로 동일 기간 기여도가
6.3%p 감소하였다. 따라서 지난 40년간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 요인이 연평균
성장률과 성장률의 하락을 설명하는 데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총요소생산성이 1인당 산출물 기여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는 Solow (1957)의 주장과 일치한다.
생산요인들의 추세성장률 기여도와 기여도의 변화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는
데, 이를 위해 1981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경제를 5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기
간별로 성장분해를 수행한다. 5개의 기간은 고성장기(1981~1987년), 회복기
(1999~2001년), 두 차례의 하락기간(1988~1998년, 2002~2012년), 마지막으로
2.0% 수준의 추세성장률 정체기간(2013~2019년)으로 구성된다.
고성장기(1981~1987년)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은 7.5%
수준인데 5.0%의 기여도를 보인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 요인은 추세성장률의 약
66.7%를 설명하며 높은 수준의 추세성장률을 설명한다. 그러나 동 기간 기여도
는 1.6%p 감소하여 추세성장률의 상승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산한 총요소생산성은 생산 투입요소인 자본과 노동 이외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모든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 등에 의한

<Figure 10>

Employment Rate by Sex

Note: Data on employment rate by sex are obtained from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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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ribution to Trend Growth of Real GDP per Working-Age
Person
Real GDP TFP measured
Capital-output Hours Employment
per
in labor
ratio factor worked
rate
working-age augmenting
person
unit
1981~2019 (%)
( ∆Contribution, %p)

4.6

3.2

1.9

-0.7

0.2

(-5.1)

(-6.3)

(2.1)

(-1.1)

(0.2)

7.5

5.0

2.3

-0.1

0.3

(0.6)

(-1.6)

(1.3)

(-0.2)

(1.1)

5.9

2.7

3.5

-0.6

0.3

(-3.6)

(-12.7)

(11.3)

(-0.5)

(-1.7)

4.4

1.1

4.0

-0.8

0.1

(0.2)

(12.0)

(-12.4)

(0.0)

(0.6)

3.1

3.5

0.6

-1.1

0.1

(-2.3)

(2.8)

(-4.8)

(-0.2)

(-0.2)

2.0

2.3

0.4

-1.1

0.4

(0.0)

(-3.6)

(4.0)

(0.0)

(-0.4)

High growth period
1981~1987 (%)
( ∆Contribution, %p)
1st period of decline
1988~1998 (%)
( ∆Contribution, %p)
Recovery period
1999~2001 (%)
( ∆Contribution, %p)
2nd period of decline
2002~2012 (%)
( ∆Contribution, %p)
Stagnation period
2013~2019 (%)
( ∆Contribution, %p)

Note: This table reports the measured con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to trend growth of
real GDP per working-age person.

기술진보 이외에 한국경제를 둘러싼 경제여건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측면
에서 생각해 볼 때, 1979년과 1980년에 걸친 제2차 석유파동과 일련의 정치적
혼란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 초반 감소하는 모
습을 보인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소위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이라 불리는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총요소생산성은 다시 상승하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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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반의 부진을 만회하였다. 이러한 경제여건 이외에도 본격적인 수입자유
화 조치(1984), 아시안 게임(1986)과 올림픽(1988)의 개최 등의 정책은 국내 수요
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제품경쟁을 유도, 기술을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차 하락기(1988~1998년)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은 연
평균 5.9% 수준으로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이 2.7%, 자본/생산비율 요인이
3.5%, 평균근로시간이 -0.6%, 고용률은 0.3%의 크기로 추세성장률에 기여하였
다. 하락기간의 기여도 변화를 살펴보면, 자본/생산비율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추세성장률의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1차 하
락기는 나머지 생산요인이 부진한 상황에서 자본/생산비율 요인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성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한진희ꞏ신석하, 2008; 이준상, 2013). 이러한 시각은 이
를 정부의 묵인 아래 금융기관이 기업에 무리한 대출을 제공하여 이루어진 과잉
투자로 해석한다.
외환위기가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 둔화를 촉발했다는 일반적인 믿
음과 달리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의 추세증가율은 198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Figure 11> 참조) 1980년대 중ꞏ후반 한국경제의 성장에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하였던 3저 호황이 종료된 1989년을 기점으로 노동증강 총요소생산
성 추세증가율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4~1995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일시

<Figure 11> Trend Growth of TFP Measured in Labour-Augmenting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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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 추세증가율은 외환위기
가 발생하면서 다시 급격히 감소했다.
평균근로시간의 추세증가율은 1989년 이후 감소하는 모습이다. 1980년대는 급
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가하
면서 1인당 총노동시간이 증가하던 시기로서 <Figure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1980년 중반까지 주당 55시간 수준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 44시간으로 단축되
면서 1989년 이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1차 하락기의
평균근로시간 추세증가율은 연평균 –0.6% 수준이며 회복기(1999~2001년)에는 –
0.8%까지 감소하였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짧은 회복기(1999~2001년)를 경험하였다.
이 기간의 연평균 추세성장률은 4.4% 수준이며 추세성장률은 0.2%p 상승하였다.
추세성장률의 상승은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이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
다. 1999년 –5.0% 수준이던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은 외환위기로부터의 회복과
IT붐으로 인해 2001년 7.0%까지 상승하였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된 2차 하락기의 추세성장률은 연평균 3.1% 수준
으로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이 3.5%, 자본/생산비율 요인이 0.6%, 평균근로시간
이 –1.1%, 고용률이 0.1%의 기여도를 나타낸다.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의 기여
도인 3.5%는 지난 40년간의 연평균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3.2%보다도

<Figure 12>

Average Hours Worked

Note: Data on hours worked are obtained from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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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치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7~2009년)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회복하여 2차 하락기 동안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2.8%p 증가했다.
이 기간의 추세성장률 하락(–2.3%p)은 양적 생산투입요소인 자본/생산비율 요
인의 기여도 감소(–4.8%p)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설비투자의 정
체와 관련이 깊다. 설비투자는 IT 붐이 꺼진 2001년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봉기ꞏ김정훈 (2006)은 IT 중심의 소수 대기업이 투자를 주도하는 가
운데 수입자본재 설비투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설비투자 생산업체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의 감소를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행태 역시 설비투자의 부진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제시하
였다. 한편, 평균근로시간 성장기여도는 –1.1%로 동일 기간 기여도가 0.2%p 감
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 또한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다. 2003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2004년에는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되면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추세적으로 감소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경기회복은 경제학계(Fernald, 2015; Gordon,
2017 등)에서 관심을 가졌던 이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추세성장
률은 이전보다 낮아졌는데, Antolin-Diaz et al. (2017)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경제
(advanced economy)의 노동생산성 둔화를 추세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Table 2>에 따르면 한국경제도 같은 이유로 인해 추세성장률의 정체기
(2013~2019년)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체기의 연평균 추세성장률
은 2차 하락기의 3.1% 대비 1.1%p 하락한 2.0%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생산비율 요인의 기여도는 각각 1.2%p와 0.2%p
감소하였다.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생산비율 요인이 노동생산성을 구성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체기의 추세성장률 둔화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 둔화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에 대한 이
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생산성 역설은 활발하게 진행된 기술혁신에도 불구하
고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Gordon (2017), Cowen (2011),
Phelps (2010) 등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던 IT 기술이 한계(plateau)에 도달하여
추가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통해 생산성 역설을 설명한다.

2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7권 제2호 (2021.6)

Decker et al. (2016)은 비즈니스 역동성(business dynamism) 감소에 주목한다.
2000년대 이후로 높은 생산성을 갖는 신생기업(startup)의 시장진입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성이 낮은 기존기업의 퇴출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생산
성을 향상시키는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삼일 외
(2020)도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신생기업의 감소가 노동생산성 감소
의 원인 중 하나임을 보인다.
자본/생산비율 요인 둔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불확실
성 확대로 인한 한국 기업의 투자활동 부진으로 설명할 수 있다. Kim et al. (2019)
은 실질옵션 경로가 한국 기업의 투자활동 부진을 설명하며 투자의 비가역성이 큰
기업일수록 불확실성의 부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Ⅴ. 논의사항
1. 급격한 구조변화 가능성 점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특정한 사건에 의해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의 급격한 구조변화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인지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추세성장률을 특정
사건들에 의한 급격한 구조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면 사건연구를 통해 성장률 하
락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의 이상
치(outlier)에 대한 다중 구조변화 회귀모형(Bai and Perron, 1998) 결과의 강건성
을 통해 급격한 구조적 변화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
다중 구조변화 회귀모형은 다수의 성장률 평균의 구조적 변화를 허용하는 모
형으로 급격한 추세성장률 평균의 하락을 포착하기에 적합하다. 개의 구조변화
가 발생하여   개의 국면을 고려한 다중 구조변화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        …  ,    …   

(14)

여기서 ∆ 는 1인당 GDP 성장률,  는  국면에서의 추세성장률,  는 교란항이
다. 그리고   ,    는 전체 관측치의 개수인  를 나타낸다. 식(14)에서 추
정해야 할 모수는 구조변화의 횟수를 나타내는 , 이에 상응하는 구조변화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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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 각 국면에서의 추세성장률  이다.
Bai and Perron (1998)은 구조변화 여부 및 횟수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검정방
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검정방법은 이중최대검정(double maximum test)으로 귀
무가설은 ʻ구조변화가 없다(no break)ʼ이며, 대립가설은 ʻ구조변화의 횟수는 알 수
없으나 구조변화가 있다(an unknown number of break)ʼ이다. 두 번째 검정방법은
Sup   검정이다. 이 검정에서의 귀무가설은 이중최대검증의 귀무가설과 마찬가
지로 ʻ구조변화가 없다ʼ인 반면, 대립가설은 ʻ 개의 구조변화가 존재한다ʼ이다. 마
지막은 ʻ   개의 구조변화가 존재한다ʼ는 대립가설을 이용하여 ʻ 개의 구조변화
가 존재한다ʼ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Sup    검정 혹은 순차적
검정(sequential test)으로 불린다.13)
<Table 3>의 (1)열은 이상치가 없는 경우 분석 기간 중 1인당 GDP 성장률에
대한 식(14)의 Bai–Perron 검정결과 및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이중최대검정

<Table 3>

Bai–Perron(1998) Test Statistics
(1)

(2) (Removing 5% outliers)

Double maximum test: no break versus an unknown number of break
UDmax

18.21* 1997:3

33.23* 2000:4

WDmax

18.21* 1997:3

33.23* 2000:4

Sup    test: no break versus a fixed number of break
Sup  

18.21* 1997:3

33.73* 2000:4

Sup  

10.06* 1988:2, 1997:3

19.48* 2000:4, 2008:1

Sup  
Sup      test:
Sup  

9.03* 1988:2, 1997:3, 2008:1

13.34* 1987:3, 2000:4, 2008:1

 breaks versus    breaks
3.48

1997:3

7.46

2000:4

Notes: An outlier is defined as an observation that falls in the upper and lower 0.5% of the
empirical distribution of the growth rate of real GDP per working-age person. UDmax
denotes unweighted double maximum, and WDmax denotes weighted double
maximum. One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ce at the 5% level.

13) 이 검정방법은 구조변화의 횟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Sup  이 유의하다는 전제하에
서 Sup   이 유의하지 않다면 구조변화의 횟수는 1번이다. 만약 Sup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면, 순차적으로 Sup   의 유의성을 확인해야 하며 Sup   이 유의하지 않다면 구조변화의 횟
수는 2번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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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maximum test)을 나타내는 통계량 UDmax와 WDmax는 모두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여 ʻ구조변화가 없다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구조변화 횟수를
최대 3번까지 고려한 Sup   검정 통계량 역시 모두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Sup  검정 통계량 또한 ʻ구조변화가 없다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한편,
Sup     검정에 따르면 구조변화는 1번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구조
변화 시점은 1997년 3/4분기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소위
IMF 사태로 불리는 외환위기 하나의 사건에 의해 고착화되었다는 결론으로 이
어질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사건이 구조변화를 촉발시켰다는 위의 결론
은 이상치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의 경험적 분포에
서 상하위 0.5%에 해당하는 관측치14)를 이상치로 간주하여 이들을 제거한 후 식
(14)를 이용, 구조변화 시점과 횟수를 재추정하였다. <Table 3>의 (2)열은 이에
관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구조변화의 횟수는 1번으로 추정되어 이상치 제거 전
의 결과와 동일하나 구조변화 시점은 2000년 4/4분기로 추정되었다. 이상치 제거
에 따라 구조변화의 추정 시점이 바뀐다는 것은 추세성장률이 일회적으로 급격
하게 줄어든 것이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분해방식과 기여도의 차이
본 연구는 성장요인을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성장요
인의 기여도 측면에서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는 분석대상의 차
이에 기인한다. 선행연구(신석하, 2014 등)는 총량 변수인 실질 GDP 혹은 총부
가가치(GVA)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반면 본 연구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를 대상으로 성장요인을 분해한다. 두 번째는 분해방식의 차이이다. 선행연
구는 생산함수(식(8))에 로그차분을 취한 성장회계 방정식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자본, 노동 투입요소의 기여도를 산출한다. 반면에 본 연구는 총요소생산성이 아
닌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노동증강 단위로 측정된 총요소생산성), 자본/생산비
율의 기여도, 노동투입 요소의 기여도를 산출하므로 직접적인 성장요인의 기여
도를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를 대
상으로 분해방식에 따른 기여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Ⅳ장의 분해방식과 더불어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추가로 고려한
14) 상위 0.5%, 하위 0.5%에 해당하는 관측치는 1988년 1/4분기의 1인당 GDP 분기 성장률 6.36%와
1998년 1/4분기의 1인당 GDP 분기 성장률 –7.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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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번째 방식(분해방식1)은 식(15)와 같이 생산함수의 양변을 생산가능인구
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의 방식을 준용한 것이다.
 



   





 






(15)




두 번째 방식(분해방식2)은 성장요인을 총요소생산성, 자본심화, 1인당 총노동시
간으로 분해한 것으로 식(16)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식(16)의 첫 두 요인은 노동생산성을 구성하므로 식(9)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
하다.
<Table 4>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의 기여도를 분해방식
별로 정리한 것이다. 분석기간은 1981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경제를 10년 단
위로 구성된 4개의 기간이다. <Table 4>에 따르면 1980년대는 모든 분해방식에
서 총요소생산성과 관련된 요인의 기여도가 자본 관련 요인의 기여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총량변수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반대의 결과이다. 따
라서 선행연구에서의 1980년대 자본 관련 요인의 높은 기여도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Table 4>

This study

Contribution to Trend Growth by Different Decomposition
Approaches
1981~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9

5.7

0.8

4.1

2.1

   

1.5

5.1

0.4

0.7



0.3

-0.5

-0.9

-0.8







5.2

3.7

2.0

1.1



4.5

6.5

1.9

1.3

   

-2.3

-4.8

-0.3

-0.4

Alternative 2



5.2

3.7

2.0

1.1

Equation (16)

   

1.9

2.2

2.5

1.7



0.3

-0.5

-0.9

-0.8

Alternative 1
Equatio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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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를 제외하면 성장요인별 기여도의 상대적 크기는 분해방식에 따라 다름
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해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주목할 만한 시기는 2000
년대와 2010년대이다. 분해방식1에서 2000년대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와 자본 요
인의 기여도가 비슷한 크기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분해방식1과 분해방식2는 대
체로 자본 관련 요인의 기여도가 총요소산성 기여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분해방식에 따른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이 아닌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를 측정하였으
므로 분해방식에 따른 기여도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자
본축적은 총요소생산성 충격에 따른 내생적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총요
소생산성과 독립적인 자본축적에 따른 성장기여도를 도출하는 분해방식이 바람
직할 것이다. 따라서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생산비율, 1인당 자본, 노동심화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Figure 13>으로 나타내었다. 총요소생산성은 1인당 자본,
자본심화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반면, 총요소생산
성과 자본/생산비율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노동소득분배율
본 연구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시변적(time variant) 성격을 분석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Ⅳ장에서 얻은 결론과 어
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PWT 9.0의 노동소득분
배율 자료의 상한과 하한을 고려한 고정된 노동소득분배율(0.50, 0.55, 0.60)을
사용하여 노동생산성 추세증가율에 대한 성장회계 분석을 수행한 후 앞에서 얻
은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1인당 실질 GDP가 아닌 노동생산성을 이용하는 이
유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성장회계 분석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평균근로시간과
고용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Table 5>에 정리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포함한다. 첫째, 0.5
이상의 값을 갖는 고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할 경우, 성장회계 분석은 노동
증강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를 과대평가하는 반면 자본/생산비율 요인의 기
여도는 과소평가한다. 이러한 특징은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을 시산하는 방식에
기인한다. 식(12)에 로그를 취하여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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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orrelations
A: TFP and Capital-Output Ratio

B: TFP and Capital per Working-Age Person

C: TFP and Capital Deepening

Note: * indicates significance at the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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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nsitivity of Labor Income Share to Labor Productivity
Contribution
Labor income share( )

1981–2019
(unit: %)

time-varying

0.50

0.55

0.60

5.1

5.1

5.1

5.1

TFP measured in
labor-augmenting units

3.2

3.7

3.9

4.1

Capital-output ratio
factor

1.9

1.4

1.2

1.0

Labor productivity

Note: This table reports the sensitivity of the labor income share to the con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to trend growth of labo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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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  )과 자본의 평균생산성(  , 이하
자본생산성)의 선형결합으로 산출된다. 이때 노동소득분배율의 함수로 이루어진
가중치(   )는 경제의 자본집약도로 이해할 수 있다. 시변적 노동소득분배율
을 사용할 경우,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더하
여 자본집약도 증가율과 자본생산성 증가율의 영향을 받는다.15) <Figure 7>과
<Figure 8>에서 살펴봤듯이 주요 경기침체(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자본집약도 증가)함과 동시에 자본생산성은 감소한다. 따
라서 식(17)에 의해 계산된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이 두 가지 영향을
동시에 반영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고정한 경우에 비해 1981~2019년까지 평균
적으로 낮은 성장기여도를 보인다.
두 번째 특징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수록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증가하는 반면 자본/생산비율 요인의 성장기여도는 감소한다는 점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을 0.5로 가정한 경우,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3.7, 자
본/생산비율 요인의 기여도는 1.4이었으나 0.6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가정한 분석
에서는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4.1로 증가하지만 자본/생산비율 요인
15) 식(18)을 증가율 형태로 표현하면 노동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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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  이 식에 따르면 자본생산성





    








(  )이 매우 높지 않는 한( log  ) 자본집약도가 증가할수록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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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여도는 1.0으로 감소한다. 이 특징은 식(17)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집약도는 낮아지므로 경기침체 시 계산된 노동
증강 총요소생산성은 자본생산성 감소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상을 종합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수로 가정한 경우에도 Ⅳ장에서 얻은
결론 즉,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이 역사적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대별 각 요인의 기여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소
득분배율의 시변성을 분석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Ⅵ. 결론
비관측요인모형을 통해 한국경제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의 추세성장
률을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를 극복하던 기간(1999~2001년)을 제외하면 추세성장
률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2.0% 수준에
서 정체된 모습이다. 추세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본과 노동시간을 투입요소로 하는 신고전파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생산가능인
구 1인당 실질 GDP를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 자본/생산비율 요인, 평균근로시
간, 고용률로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의 둔화와 2000년대
이후 부진한 투자가 추세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 하락의 성격이 급격한 구조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추세의 하락에 기인하
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활발한 기술
혁신 활동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일컫는 ‘생산성 역설’
과 관련된 논의는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IT
기술의 한계생산성 체감, 비즈니스 역동성 감소 등이 ‘생산성 역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일반목적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16)
후보로 커다란 관심을 받는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이들 분야의 보완적(complementary)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장환경
조성은 한국경제가 다시 전진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17)
16) 일반목적기술(GPT)은 과거 증기기관을 비롯하여 전기, 철도, 컴퓨터 등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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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의 성격과 원인을 분석
하였으므로 미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첫째, 산업별 분석을 통
해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
별 생산성 변동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신생기업의 시장진입뿐만 아니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어 이러한 시장퇴출 비
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17) Brynjolfsson et al. (2017, 2018)은 새로운 기술이 일반목적기술로써 각 부문으로 확산되어 활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 비즈니스 모형, 인적자본 등에 걸친 보완적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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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단위근 검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시계열에 대한 단위근(unit root) 존재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을 수행하였다. 모든 수준변수에 대
해서는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함으로 차분변수에 대한 결
과를 아래 <Table A-1>에 제시하였다. ADF 검정식은 아래 식(A1)과 같다.




∆     ∆   

 ∆ 






    

(A1)

검정식에서 시차 길이(lag length)를 나타내는 p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되며, 이때 최대 시차(maximum lag)는 8로 설정
하였다. 검정 결과,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에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못한 반면 나머지 시계열에 대한
단위근 존재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되었다.

<Table A-1>
Variable

Results for ADF Test
Description

t-statistics

p-value

p

∆

Growth rate of real GDP per working-age person

-0.91

0.77

4

∆

Growth rate of labor productivity

-1.79

0.38

2

∆

Growth rate of hours worked per working-age
person

-6.47

0.00

0

∆

Change in capital-output ratio

-5.87

0.00

0

∆


Growth rate of average hours worked

-7.21

0.00

0

∆

Growth rate of TFP

-4.60

0.00

0

∆

Chane in employment rate

-5.61

0.00

0

∆

Chane in labor income share

-3.84

0.00

0

Notes: The ADF test fits a model of the form:


∆     ∆   

 ∆ 






    

where  denotes the log of level variables. The number of lags, p, is determined by 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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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안정적 증가율의 추세요인 추정>

수준변수의 로그차분이 I(0), 즉 단위근이 없는 경우, 추세증가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사용한다.

    
      
       ,
  
 


 ∼  

           ,

 ∼   

(A2)

Ⅲ장의 벤치마크 모형과의 차이는 식(A2)으로부터 발생한다. 벤치마크에서는 추
세증가율(  )이 I(1) 확률과정인 임의보행을 따르는 데 반해 식(A2)에서는 안정

 는 평균 추세증가율, 는 추세증가
적인 AR(1) 확률과정을 따른다. 식(A2)에서 
율 충격의 지속성(persistence)을 나타낸다.

 는 안정적인 확률과정이므로

∣∣  이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가 1이라면 위 모형은 벤치마크 모형과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된다. 모형의 모수는 벤치마크 모형과 마찬가지로 비관측요
인모형을 상태공간으로 표현한 후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추정한다. 추세증가율
을 추정한 변수에 대한 결과는 아래 <Table A-2>와 같다.

<Table A-2>
Variable



Estimation Results













LL

AIC

∆

0.12 -0.19 1.86
0.42
7.17
(0.27) (0.25) (0.30) (0.14) (0.79)

∆

-0.49 -0.50 0.99
2.95
(0.36) (0.31) (0.44) (0.69)

0.51
2.84 -106.9
225.89
(0.22) (0.95)
4

∆

0.32 -0.25 6.73
4.31
(0.33) (0.22) (1.97) (3.85)

0.53
4.18 -145.0
302.01
(0.54) (1.47)
0

∆


0.40
(0.25)

0.94 -0.64
-71.43 152.86
(0.10) (0.37)

1.25
0.18
(0.18) (0.13)

-92.73 195.45

Note
BM

 are based on
∆, ∆ , and ∆
equation (A2), while the estimation result for ∆ is based on the benchmark model.

Notes: This table reports MLE results. Those for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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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owdown in Korea’s GDP Trend
Growth and Its Decomposition
Byoung Hoon Seok*, Nam Gang Lee**
Using an unobserved components model that features trend growth as a random
walk, we find that GDP trend growth rates had gradually declined from the late
1980s to early 2010s in Korea. To uncover the underlying features of the slowdown,
we use trend growth accounting. A major feature appears to be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growth rate of labor productivity. To be specific, the first gradual decline
in trend growth, which started in 1988 and continued to 1998, is associated with
a drop in TFP measured in labor-augmenting units. This finding is in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that the slowdown in GDP trend growth can be attributed to the
1997-1998 Korean financial crisis. Sluggish investment growth is behind the second
period of the gradual slowdown, from 2002 t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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