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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ble Growth: A Revisit

(실물⬝금융상황과

미래 실물경기 간의 비선형성)
이남강

연구 배경)
□ Adrian et al.(2019, AER)은 성장률(실물경기상황)과 금융상황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선형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모형을 통해 긴축적인 금융상황이 미래
성장률 하락 및 하방위험(downside risk) 확대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
(

*

금융상황지수(NFCI)는 시장위험, 신용, 레버리지 등의 금융상황을 하나의 지표
로 나타낸 것으로 Chicago Fed에서 매주 발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장률의 평균과 변동성 간의 음의 상관관계
(countercyclical volatility)를 유도
□ 그러나 종속변수의 분위와 설명변수 간의 선형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
우, 선형 분위회귀모형을 통해 추정된 분위함수*는 상⬝하방 위험을 과대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존재
ㅇ

*

모형설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선형 분위회귀모형으로 추정된 분위는 단조성을
만족하지 않아 확률이론을 위배하는데 이를 분위교차(quantile crossing) 문제라 함

또한 추세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대상으로 한 분석
은 실물경기⬝금융상황과 미래 실물경기 간의 안정적(stationary) 관계를
포착하는데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우려
⇒ 본고는 실물경기를 나타내는 변수로 성장률 대신 GDP 갭을 이용하며
선형 회귀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D-vine 분위회귀모형을 통해 현재의
실물경기⬝금융상황과 미래 실물경기 간의 분포적 관계를 분석
ㅇ

문의처: 이남강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02-759-5473)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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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 분석자료는 1971.1/4~2019.4/4분기 미국 GDP와 금융상황지수(NFCI)를 사용
□ Hamilton(2018)이 제안한 방식을 따라 GDP 갭을 로그 GDP(  log )에 대
한 자기회귀모형에서의 예측오차(     )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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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
ㅇ 동 접근법으로 추출한 GDP 갭은 안정적(stationary) 시계열이며 끝단점 문제
(end-point problem)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을 보유
ㅇ

2년의 경기순환 주기를 고려하여

,

 

□ 설명변수*  와  가 주어졌을 때, 종속변수  의  번째 조건부 분위
(quantile) 함수(
)는 조건부 역함수로 정의






     

              

*

본고에서는 설명변수로 현재 시점의 GDP 갭과 금융상황지수를 사용

□ D-vine 분위회귀모형은 코퓰라 함수를 통해 조건부 누적분포함수( )
를 모델링하여 조건부 분위함수를 도출
ㅇ 종속변수  와 설명변수  ,  는 각각 누적분포함수  와 
(
)를 따르며 확률적분변환(PIT, probability integral transformation)을 통해

 와 
 를 정의
ㅇ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의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는 Sklar(1959) 정리에
의해 코퓰라 함수      로 재정의
     



 

 

  



  




  











           

ㅇ

조건부 분위함수는 코퓰라 역함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코퓰라 함수*를 고려한 D-vine 분위회귀모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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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최대우도 추정법을 적용하여 최대우도를 달성하는 코퓰라 함수와
해당 모수를 추정
* Gaussian, t, Frank, Gumbel, Clayton, Crowder, Joe-Clayton 함수를 대상으로 분석

(분석

결과)
□ 미래 실물경기의 분포를 결정하는 데 현재 실물경기 및 금융상황의 상대적 중
요성은 예측시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
미국의 경우 실물경기상황은 1분기 정도, 금융상황은 1년 정도 이후의 미
래 실물경기 분포를 결정하는데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
ㅇ Adrian et al.(2019)과 달리 실물경기⬝금융상황은 하방위험뿐만 아니라 상방
위험(upside risk)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ㅇ

□ 현재의 실물경기⬝금융상황은 미래 실물경기와 비선형(nonlinear)적 관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분석
* 설명변수(실물경기⬝금융상황)가 미래 실물경기 분위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상이
ㅇ

비선형성(nonlinearity)을 반영하지 못한 선형 분위회귀모형을 사용할 경우
금융위기를 동반한 경기침체(recession)국면에서 하방위험을 과대 추정

□ 미래 실물경기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 간의 관계는 비선형성(nonlinearity)으로
인해 상황 의존적(state-depedent)인 것으로 분석
ㅇ

ㅇ

일반적으로 미래 실물경기에 대한 기대는 불확실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제학에서는 이를 경기 역행적 변동성
(countercyclical volatility)이라 칭함
그러나 경기침체가 심화된 상황에서 미래 실물경기의 추가적 하락을 기대
하는 경우 하방위험은 감소하며 이에 따라 불확실성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선형성을 고려한 모형이 미래의 경기회복 가능성을 포착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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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외 검정결과, D-vine 분위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 분포로 시산한 평균
예측치(mean forecast)가 선형 분위회귀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
(시사점)






미래 실물경기의 조건부 분포 추정시 실물지표와 금융지표를 상호 보완적
으로 사용할 필요
경기침체국면에서 선형 분위회귀모형을 통해 과대 추정한 하방위험은 기업의
투자 및 가계의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을 작용
할 우려
실물경기에 대한 조건부 평균과 변동성 간의 관계가 상황 의존적임을 확인하
여, 향후 경기변동 및 통화정책 연구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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