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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기 판단의 대표 변수인 GDP 성장률은 분기지표로 속보성이 낮고 기조
적·일시적 변동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GDP 성장률의 기조적 흐름을 매월 실
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기판단지표(이하 BOK-COIN)를 개발하였다.
BOK-COIN은 비경기적 변동 및 변동주기 1년 미만의 초단기 변동이 제거된
GDP 성장률의 기조적 변동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인 시산은 광범위한 월별 실물·
금융변수들로부터 변동주기 1년 이상의 공통 변동요인을 추출한 뒤 이를 GDP 성
장률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EURO-COIN 방식인 일반
화 공통요인분석을 이용하였으나 초단기변동 제거과정에서 최근 자료를 포함하도
록 이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BOK-COIN은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동을 보다 신
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시산 결과, BOK-COIN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의 기조적 흐름을 적절히 반
영하고 있으며 사후 수정이 잦은 여타 실시간 지표들과 달리 지표의 일관성이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경기위축·회복간 국면전환 여부에 대한 실
시간 판단능력도 우수하고 통화정책과의 연관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실시간
국면전환 판단지표, 총수요 압력지표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OK-COIN은 2016.2/4분기 이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브렉시트, 탄핵사태, 사드문제 등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음(-)의 비경기적 요인을 감안하면 경기요인만을 반영한 2016년
성장률은 실제 성장률을 상회한 것으로 보이며 2017년에도 2016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회복세가 과거에 비해 완만하여 안정적인 회복세
에 진입하였는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
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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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그림 1>

경기동행지수와 GDP 성장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현재의 경
기상황 및 실물경제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적절한 판
단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중앙
은행은 실물경제활동 전체를 반영하는 GDP 성장률
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실물경기상황을 판단하고 있
다. 그러나 GDP 성장률은 속보성이 낮으며 가뭄이
나 메르스 사태 등 비경기적 요인에 의한 변동도 포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되어 있어 경기의 기조적 흐름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 따라서 경기상황 및 기조적

본고에서는 GDP 성장률과 상관성이 높은 동시

흐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지

에 실물경기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

표는 유용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로 제공할 수 있는 경기상황지수(BOK Coincident

경기판단 정보를 속보성 있게 제공해 주는 지표로

Indicator, 이하 BOK-COIN)을 개발하였다.

는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경기동행지수 및 동 지수

BOK-COIN은 GDP 성장률에서 일시적이고 불규칙

의 순환변동치가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적인 변동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산되어 GDP

동 지표의 경우 GDP 성장률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성장률의 기조적 변동을 반영하도록 설정되었다. 이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실질생산 측면에서의 경기판단

와 함께 산업활동동향, 고용동향 등 주요 월별지표와

에 다소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1>을 보

속보성 있는 금융지표들을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시산

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GDP 성장률이 매우 유사

함에 따라 경기동행지수처럼 속보성도 뛰어나다고 할

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과거와 달리 2015년 이후 동행

수 있다. 특히 당분기 및 전분기 GDP 성장률이 공표

지수 순환변동치는 경기회복 판단의 기준이 되는 100

되기 이전에도 해당분기의 월별자료만을 가지고도 시

을 상회하여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흐름임을 보여주는

산이 가능하여 GDP 성장률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단

반면 GDP 성장률은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없이 다소

기전망치로서의 추가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횡보를 하고 있는 등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시산 결과, BOK-COIN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

다. GDP 성장률의 통화정책 판단지표로서 중요성을

의 기조적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감안할 때 이러한 괴리는 경기동행지수처럼 속보성이

된다. 메르스, 브렉시트 등 비경기적 요인으로 판단되

있으면서도 GDP 성장률과 일치성이 높은 경기판단지

는 주요 충격에 대해 BOK-COIN 역시 해당 시기 동

표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일한 방향의 불규칙 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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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관 경기상황지수 시산방식 예시1)

등 GDP 성장률에서 일시적, 불규칙적 요인들이 적

<그림 2>

절히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후 수정이 잦은

사용변수:

여타 실시간 판단지표들과 달리 실시간 지표의 일관성

변동주기:

모든 주기

장단기 제거

모든 주기

1년 이상

연구 및

통계청,
지역 인준

통계청,
OECD

미연준, IMF

ECB, 유럽
국가 중앙은행

이 유지되고 있고 경기국면 전환여부의 실시간 판단지

월별지표群

표로서의 기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활용기관:

통화정책과의 연관성 및 총수요 압력지표로서의 기능

주: 1) 미연준과 IMF는 연구보고서 형태로 제시

GDP성장률+월별지표群

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BOK-COIN으로 판
단할 때 우리 경제는 2016.2/4분기 이후 회복세를

첫째는 월별 지표들의 가중평균 형태로 산출하는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의 회복 기간

방식이다. 통계청의 경기동행지수, 시카고 연준의

에 비해 강한 신호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회

CFNAI(Chicago Fed National Activity Index),

복세에 진입하였는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필라델피아 연준의 SCI(State Coincident Index)

것이다.

등이 이 방식에 해당된다. 통계청 경기동행지수는 생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절에서는 기존의 경

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취업자수 등 경기관련 7개

기판단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절에서는 구체적인

지표, CFNAI는 85개의 거시·금융 지표, SCI는 4

BOK-COIN의 시산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Ⅳ절에

개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된다.

서는 시산결과와 BOK-COIN의 실시간 경기판단능
력을 평가하였고 Ⅴ절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월별지표들로부터 산출된 지수에서 특정주
기(1년~10년)의 경기변동 요인만을 추출하는 방식
(OECD, 2007; Nilson and Gyomai, 2011)이다.

Ⅱ. 기존연구 개관

이에 해당하는 지표로는 OECD의 CLI(Composite
Leading Indicators), 통계청 경기변동지수 순환변

현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 및 경기국면 전환시점의

동치를 들 수 있으며 특정 주기 변동 요인은 국면평균

예측은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로 이용된

추세(phase-average trend)법, 밴드패스필터 방

다. 이에 따라 많은 중앙은행과 연구기관들이 자체적

식1) 등의 필터링 방식을 사용하여 제거하게 된다. 첫

으로 경기판단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사용

째와 둘째 방식은 GDP 성장률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하는 변수, 경기변동 주기 반영 방식 등에 따라 크게

월별지표들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GDP에 근거한 경

네 가지 산출방식으로 구분 가능하다.

기판단과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GDP와의 연관
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 번째 방식에서 사용되는

1) 국면평균추세법은

NBER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경기국면별 장기평균치를 각각 시산한 뒤 이를 제거하는 방식이며 밴드패스필터 방식은 시계열 자료를 빈도(frequency) 영역으
로 전환한 뒤 특정 변동주기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장기 요인 제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시계열 모형에서 특정 변동 주기 제거 방식”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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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기법은 과거 자료에 대해 높은 정확성을 보이

본고에서는 네 번째 방법을 기반으로 하되 월별지표

는 이점이 있으나 현시점을 포함한 최근 자료에는 부

와 경기요인 간 관계 추정시 최근 자료도 포함되도록

정확하거나 추정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개선하여 BOK-COIN이라는 경기상황지수를 시산

셋째 방식은 GDP 성장률을 직접 이용하는 방

하였다. 네 번째 방식은 GDP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반

식으로 GDP 성장률로부터 경기요인을 거시·노

영하지 않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에 비해 GDP와 일

동·금융 관련 월별지표를 이용하여 추출하게 된

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기변동 요인을

다(D’Agostino et al, 2015; Del Negro and

제거함으로써 세 번째 방법에 비해 통화정책과의 관련

Otrok, 2008; Matheson, 2011). 경기 요인을 모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리 경제가

든 경제변수 간의 공통적인 동태적 흐름을 반영하는

EU 보다 상대적으로 역동적이고 특히 최근과 같이 시

것으로 정의하고 광범위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동태요

시각각으로 변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1년간의

인 모형(Dynamic Factor Model)을 통해 공통요인

GDP 성장률 자료를 포함하여 시산하는 것이 우리 경

을 추출한다. 이 방식은 GDP와의 일치성이 높으면서

제에 더욱 적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단기

도 다양한 변수들로부터 경기관련 정보를 취합할 수

변동 요인 제거시 필터링 방식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였다.

넷째 방식은 셋째 방식과 유사하지만 이에 더하여 변
동 주기 1년 미만의 단기 변동 요인을 제거하는 방식

Ⅲ. BOK-COIN 시산 방법 및 활용

으로 ECB 및 주요 유럽 중앙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다
(Altissimo et al., 2001, Altissimo et al., 2010;

1. 시산방법

Aprigliano & Bencivelli, 2013). 경기판단의 시차
및 경제정책의 파급시차를 감안할 때 1년 이내에 소멸

본고에서는 GDP 성장률을 경기 요인(경기변동 요

되어지는 단기 변동은 경기순환 측면에서 유의미한 정

인+추세 요인)과 기타요인으로 분해한 뒤 경기 요인

2)

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평가 를 감안한 방식이다. 구

에 기인한 GDP 성장률을 BOK-COIN으로 정의하

체적으로 동 방식은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 GDP 성장

였다. 구체적으로 경기 요인은 변동주기가 1년 이상

률에서 단기변동요인을 제거한 뒤 이를 셋째 방식에 적

이며 실물·금융 변수들과의 동행을 반영하는 GDP

용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시산한다. 다만 필터링 과정

성장률의 기조적인 흐름으로 정의하였다. 기타 요인

에서 최근 1년간의 GDP 성장률 자료가 소실되어 경제

은 단기 변동 요인과 불규칙 변동 요인으로 세분하였

상황이 급격하게 변할 경우 이를 기동성 있게 반영하는

는데 단기 변동 요인은 실물·금융 변수들과 동행하

데에는 제약이 따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나 변동주기가 1년 미만이라 경기순환 판단지표로 유

2) OECD는 1년 미만, Burns and Mitchel(1946), Baxter and King(1999) 등은 18개월 미만의 단기변동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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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이 낮은 GDP 변동으로 정의된다. 불규칙 변동은

지표3)들로부터 일반화 동태요인분석(Generalized

실물·금융 변수들과 동행하지 않는 개별요인 변동이

Dynamic Factor Analysis)을 통해 추출하였으며

다. 여기에는 자연재해나 특정 부분에만 국한된 변동

관계식 파라미터는 GDP 성장률을 추정된 공통요소에

(부동산 과열 등)이 포함되게 된다. 정부 추경의 경우

대해 투사(projection)하여 추정하였다. 공통요소 추

자금투자에 따른 직접적인 성장개선 효과는 불규칙 변

정의 정보변수로 월별 자료가 사용됨에 따라 GDP 성

동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마중물 효과가 작용하여 성

장률 역시 EURO-COIN 등의 방식과 같이 선형외삽

장의 기조적인 흐름을 개선할 경우에는 경기요인에 반

법(linear interpolation)을 통해 월별자료로 전환하

영되게 된다.

여 사용하였다.
일반화 동태요인분석은 기존 동태요인분석과 달리

<그림 3>

BOK-COIN 시산 방법

경기변동 주기별로 공통요소 분해가 가능한 방법인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GDP 성장률( )

경기 요인( )

단기 변동 요인( )
(경기변동 주기 1년 미만)

를추

정한다. 우선 월별 GDP성장률을 포함한 모든 월별

기타 요인( )

(경기변동 주기 1년 이상)

,

불규칙
변동 요인( )

BOK-COIN

경기요인( ) 및 단기 변동요인( )은 다음과 같이

지표변수 벡터를

라 하고 모든 변수는 공통요인과

불규칙 변동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설정한다.

,

(2)

실물·금융변수들간의 동행성을 반영하는 공통요소

단,

(common factor)들에 의해 결정된다.

: 공통요인,
: 변동주기 1년 이상 공통요인,
: 변동주기 1년 미만 공통요인,

(1)

: 불규칙 변동요인
,

: 변동주기 1년 이상의 공통요소
벡터(

,

모든 변동주기가 포함된 공통요소를

: 변동주기 1년 미만의 공통요소
벡터(

BOK-COIN은

)

의 추정량으로

(3)

정의된다. 따라서 BOK-COIN을 시산하기 위해서는
공통요소( ,

)와 관계식 파라미터( ,

)의 추정이

필요하다. 공통요소는 다양한 월별 거시, 금융, 실사
3) 공통요소 추정에 사용된 월별 변수군은 “<부록 3> 공통요소 추정을 위한 월별 자료”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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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라

을 정보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정의하

면 아래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

에 상응하는

하고

(= +

,
,

여기서 공분산에 대한 제약은 단순히 가중치 벡터를
정규화하기 위한 것이다. Forni et al.(2005)에 따
는 를 에 대해 조건부 투사(projection)한

르면

개월로 표현될 수 있다. 이를테면

기는

경우 변동주기는 2개월이며

일

이면 변동주기는

1년(12개월)이 되는 식이다. 따라서 경기요인을 의미
가되

것으로 해석되므로 의 추정은

하는 1년 이상의 변동주기는

가 되도록 하는 선형결합을 찾는 것과 동일하다. 구체

게 된다.

적으로는 다음의 최적화 문제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같이 단위근 행렬과 단위벡터 행렬(각각

가 시산되면 각각의 에 대해 아래와
,

)

로 분해할 수 있다.
(4)

, s.t.
또는
, s.t.

,

,

(6)
,

는 각각 , 의 공분산 행렬이다. 동일한 방

식으로
다. 따라서

시산을 위한 최적화 조건도 도출할 수 있
,

제에 적용하여 ,
산 행렬의 추정시

과

,

를 추정하면 (4)의 최적화 문
및

를 시산할 수 있다. 공분

과 같이 변동주기별 분해가 가능

여기서

,

는 각각 동태단위근(dynamic

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밀도함수(spectral density

eigenvalue) 및 동태단위벡터(dynamic

function)를 이용하는 Forni et al.(2000)의 일반

eigenvector) 행렬이라 지칭되는데 Forni et

화 동태요인분석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l.(2000) 방식은 의 크기에 따라

스펙트럼밀도함수는 공분산 행렬을 변동주기별로 분

인( ) 및 불규칙요인( )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다음

해하는 것으로 Bartlett 윈도우 방식을 따를 경우 표

과 같이 분해한다.

를 공통요

본 스펙트럼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7)
(5) 

,

,
와

는 각각

와

에 상응하는 표본

스펙트럼함수로 정의되며 마지막으로 역푸리에변환
는

의 시차공분산행렬이다.

는 빈도

(frequency)를 의미하는데 를 이용할 경우 변동주

(inverse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면
과

,

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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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1단계) 분기 GDP 성장률을 월별 GDP 성장률로
전환하는 한편 월별 지표들을 로그차분 등
을 통해 안정적 시계열로 전환하고 특이치
(outlier)를 조정4)한다.

최종적으로 식 (3)을 (4)의 최적화문제에 적용하면
공통요인

,

및

(

를 시산할 수 있다.

의 개수 r은 Bai and Ng(2002)의 방

본고에서

식을 적용하였고,

(2단계) 일반화

동태요인분석을 이용하여 공통요소
,

)를 추정한다.

(3단계)  를 추정된 (

,

(projection)한 뒤

의 추정을 위한 q의 선택은

Hallin & Liška(2007) 방식을 적용하였다.Hallin

)에 대하여 투사
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BOK-COIN을 시산한다.

& Liška(2007) 방식은 일반적인 동태요인분석

BOK-COIN=

의 경우처럼(Bai and Ng, 2002) Information
Criteria(이하 IC)를 기준으로 선택하나 IC의 형태

앞서 언급하였듯이 ECB 방식과 구별되는 BOK-

및 선택 과정이 다소 상이하다. 구체적인 IC의 형태

COIN의 특징은 단기 경기변동요인 제거 과정에서 발

및 시산방법은 <부록 2>에 설명하였다.

생하는 최신 자료 손실 문제를 방지하였다는 점이다.

) 추정을 위한 투사는

이는 EURO-COIN을 시산할 때 사용하는 밴드패스

주어진 정보변수 하에서 예측오차의 분산을 최소화하

필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 변동요인을 제거함에

는 선형 모형을 추정하는 기법을 일컫는데 다음과 같

따른 것인데 시산방식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표 1>에

이 표현될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동 결과로 인해 파라미터

다음 단계로 파라미터( ,

추정

시 현시점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반영되게 된다.
(9)

,

<표 1>

EURO-COIN과 BOK-COIN의 단기 경기변동요인
제거 방식 비교

단,

,

,
:

와

의 공분산행렬

EURO-COIN

BOK-COIN

• (1단계) 밴드패스필터를 통해 GDP
성장률에서 단기 변동요인( )을
제거 (직전 1년 자료 소실)

• (1단계) GDP 성장률을 그대로 사용

• (3단계)

단기 변동요인이 제거된 성
장률( )을 에 대해 투사

• (3단계) 단기 공통요소( )를 이용
하여 단기 변동치를 제거

구체적으로 BOK-COIN은 다음 세 단계를 통해 시
산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4) 월별지표가 기간평균으로부터 표본표준편차의 5배 이상 벌어질 경우 특이치로 판단하고 해당월 전후 1년간 평균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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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K-COIN의 활용

셋째, 매월 시산된 BOK-COIN 및 경기변동요인
을 통해 GDP 성장률의 추세적 전환 여부를 실시간으

BOK-COIN은 지표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로 평가함으로써 경기전환점 예측 지표로도 활용 가능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BOK-COIN은 통화정

하다. 성장률 및 갭률의 추세 전환여부, 추세전환 정

책과 연관성이 낮은 변동주기 1년 미만의 단기변동과

보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월 경기전환

불규칙 변동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본고의 당초 목적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6)할 수 있다.

GDP 성장률의 기조적 흐름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넷째, BOK-COIN은 시산할 때 단기변동 및 불규

이와 함께 BOK-COIN에서 장기추세를 제거할 경우

칙 변동요인이 제거됨에 따라 통화정책과 연관된 총수

추세를 중심으로 한 경기변동 흐름도 관찰할 수 있다.

요 압력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BOK-COIN에서 장기 추세를 제거한 변수를 ‘경기변

인플레이션압력 평가 및 정책효과 판단 등에 활용 가

동요인’이라 할 경우 경기변동요인이 양(+)의 값을 가

능하다.

지면 경기회복기, 음(-)의 값을 가질 경우 경기위축
기로 판단할 수 있다.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Ⅳ. 시산 결과

5)

높으면 GDP갭률이 상승하는 것 처럼 BOK-COIN
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경기변동요인>0) 경기요인

1. BOK-COIN 추이

만을 반영한 GDP갭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추세는 BOK-COIN으로부터 직

<그림 4>는 BOK-COIN 시산결과를 보여주고 있

접 HP 필터링 등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다. GDP 성장률을 직접 반영하여 시산된 BOK-

도 있으며 또한 GDP 성장률의 장기추세인 잠재성장

COIN은 GDP 성장률과 추세가 비슷하나 단기 변동

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요인이 제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

둘째, BOK-COIN은 순수하게 경기변동요인 및

임을 알 수 있다. 단기변동요인 및 불규칙 변동요인은

추세요인만을 반영한 당분기 GDP의 기조적 성장률

시기별로 음(-) 또는 양(+)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예

전망치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12월중

를 들어 2016년 하반기의 경우 브렉시트, 탄핵사태,

BOK-COIN은 경기요인에 기인한 4분기 GDP 성장

사드문제 등이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률 전망치가 된다. 따라서 매월 실물·금융 관련 자료

함에 따라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 이로 인해 실

가 공표될 때마다 지수 산출이 가능하여 경기요인에

제 GDP 성장률도 기조적 성장률을 의미하는 BOK-

기인한 GDP 성장률 당기 전망치를 실시간으로 제공

COIN을 하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5) GDP와 잠재GDP를 각각 ,

라고 할 때 GDP갭률의 증감은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GDP성장률–잠재성장률

따라서 GDP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큰 값을 가지면 GDP갭률이 상승하고, 경기변동요인 역시 경기요인만을 반영한 GDP갭률의 증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전환점 판단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BOK-COIN을 이용한 경기전환점 판단 방법”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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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OK-COIN과 GDP 성장률1)

주: 1) 월 BOK-COIN의 마지막 달을 분기값으로 사용
자료: 한국은행, 자체시산

<그림 6>

BOK-COIN(장기추세 제거)1)

주: 1) 장기추세 제거는 한국은행 잠재성장률을 이용
자료: 자체시산

BOK-COIN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경제는

<그림 6>은 BOK-COIN에서 장기추세를 제거한

2016.2/4분기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

경기변동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에도 경기변

로 판단된다. <그림 5>를 보면 경기요인만을 반영한

동요인은 2016년 하반기부터 양(+)의 값을 시현하

2016년 성장률은 실제 성장률을 상회하였고 2017

면서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년 상반기 역시 2016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음

다. 다만 회복 속도가 과거에 비해 느리다는 점을 감

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2016년의 경우 브

안할 때 안정적인 회복세에 집입하였는지의 여부는

렉시트, 사드, 탄핵사태 등 하반기 음(-)의 기타 변동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16.2/4〜

요인으로 인해 실제 GDP 성장률이 BOK-COIN보

2017.2/4분기 평균 경기변동요인은 0.13%p로 과

다 낮은 것을 반영하면 기조적 흐름은 실제보다 좋았

거 경기변동요인 증가 추세가 나타났던 2007.2/4〜

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흐름이 2017년에도 유지

2008.1/4분기(0.25%p) 및 2009.2/4〜2011.2/4

되는 것으로 보인다.

분기(0.69%p) 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완연한 회복세
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

<그림 5>

연간 GDP 성장률1)

인다.

2. 실시간 경기판단능력

(경기판단의 일관성)
실시간으로 평가되는 경기판단지표는 정보들이 추
가된 사후에도 동일한 경기판단이 유지될 수 있어야

주: 1) 2017년은 상반기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자체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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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실시간 판단지표가 사후에 수시로 변경된다면

전환여부를 실시간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지표의 신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BOK-COIN

BOK-COIN이 실시간 경기전환여부 판단 지표로서

의 실시간 경기판단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평

의 유용성을 가지는지 평가하기 위해 실시간 자료로

가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월 실시간 자료7)를 기준

시산한 BOK-COIN을 이용하여 매월 판단한 경기전

으로 시산된 당월 및 직전 4개월 BOK-COIN값을

환점이 통계청 판단 경기전환점과 유사한지 여부를 평

2017.5월 기준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최종 수정된

가해 보았다. 경기전환여부 판단기준은 유럽지역을

BOK-COIN값(이하 최종 BOK-COIN)과 비교하

대상으로 분석한 Aprigliano & Bencivelli.(2013)

였다. 분석결과 실시간 BOK-COIN은 최종 BOK-

을 기준으로 하되 우리나라 실물경기가 좀더 역동적

COIN과 매우 유사하여 일관성이 우수함을 확인 할

으로 변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제약을 부과

수 있다. 일관성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는 평균제곱수

하였다. 이와 함께 장기추세를 제거한 BOK-COIN

정오차(MSRe)8)를 구하여 추정치의 일관성을 평가해

역시 판단지표로 활용하였다. 자세한 판단기준은 <

본 결과 BOK-COIN의 MSRe는 0.02로 상당히 작

부록 4>에 설명되어 있다. 2007~2016년중 매월 경

은 값을 가져 실시간으로 추정한 BOK-COIN이 미래

기전환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모의실험을 실행

9)

시계에 크게 조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 결과, 통계청 확정치가 발표된 2008~2009년 동
안 BOK-COIN과 BOK-COIN에서 장기추세를 제

<그림 7>

BOK-COIN

거한 경기변동요인10)으로 판단한 경기전환점이 통계
청 확정치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청 경기전환점이 잠정치로 발표된 2010년 이후에 들
어서는 장기추세를 제거한 BOK-COIN의 경기전환
점 판단이 잠정치와 1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는 반면
BOK-COIN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전환점 실시간 판단 결과1)2)

<표2>
자료: 자체시산

BOK-COIN

(실시간 경기전환점 예측력)
앞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BOK-COIN을 통해 기조
적 성장률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경기위축/회복기의

정점
저점
08.1월 09.2월
11.2월
15.11월 1 6 . 5 월

BOK-COIN
(장기추세 제거)
정점
저점
08.1/4분기 09.1/4분기
11.2/4분기 13.2/4분기

통계청 순환기
정점
저점
08.1월 09.2월
11.8월 13.3월

주: 1) “<부록 4> BOK-COIN을 이용한 경기전환점 판단 방법” 중 시차 판단에 따른 판단 결과
2) ▒ 음영은 통계청 확정치와 일치함을, ▒ 음영은 통계청 잠정치와 차이가 1분기 이내임
을 의미

7) 실시간 자료라 함은 과거 시계에서 가용했던 만큼의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8) MSRe(mean squared revision error)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값이 클수록 사후적인 조정이 크게 발생함을 의미한다.
, 단,

: t기까지의 정보를 이용한 t기 추정치,

: t+1기 추가정보를 이용한 t기 값 수정치,

: 최종 수정치의 분산

9) 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동일기간 MSRe는 0.2내외) 등 기존의 경기판단지표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0) 분기 잠재성장률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경기변동요인(경기변동요인 = BOK-COIN – 잠재성장률)의 특성상, 경기변동요인을 이용한 경기전환점 예측은 분기 단위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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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수요압력 및 통화정책과의 연관성

COIN을 각각 사용(이하 각각 COIN-VAR, GDPVAR)한 뒤 금리충격으로 나타나는 통화정책 효과의

단기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BOK-COIN은

파급경로를 비교분석하였다. 충격반응분석 결과 기

GDP 성장률에 비해 통화정책과의 연관성도 높을 뿐

준금리 인상 충격은 GDP 성장률보다 BOK-COIN

만 아니라 총수요압력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데에

에 더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성

GDP 성장률 보다는 BOK-COIN을 통한 경로가 더

장, 인플레이션, 기준금리)로 구성된 일반적인 3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당초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

수 VAR 모형에서 성장변수로 GDP 성장률과 BOK-

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충격에 대한 성장 및 물가 반응1)2)

<그림 8>

(BOK-COIN)

(CPI 상승률)

(GDP 성장률)

(CPI 상승률)

C
O
I
N
V
A
R

G
D
P
V
A
R

주: 1) 기준금리 표준편차 충격에 따른 누적 충격반응분석 결과
2) 점선은 67% 신뢰구간

BOK-COIN을 총수요압력 지표로 사용하여 필립

김민수·박양수(2013)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

스곡선을 추정한 결과 역시 VAR 결과와 유사한 모습

의 필립스곡선을 추정하였으며 <표 3>은 2001.3/4

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승용·한민(2007),

~ 2017.2/4 분기를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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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BOK-COIN 계수가 95% 신뢰수준에서

형 등을 사용하여 GDP 성장률에서 단기 변동 요인,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필립스곡선에서도 수요압력

불규칙 변동 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BOK-COIN

평가지표로서 BOK-COIN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을 시산하였다.
시산결과 BOK-COIN은 GDP 성장률에 비해 완
만한 변동을 보이며, 양(+)이나 음(-)의 불규칙 변동
요인이 예상되는 시기에 실제로 같은 부호의 불규칙
변동 요인이 시산되는 등 GDP 성장률의 기조적 흐름

단,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 GDP갭

새로 추가되는 데이터가 과거 BOK-COIN 시산결과

(2분기이동평균)

를 크게 바꾸지 않아 일관성이 있으며, 실시간 경기전

: 소비자물가 대비 수입물가상승률
: 생산자물가 대비 농산물가격상승률

환점을 예측하는 능력과 총수요압력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데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1)2)

필립스곡선 추정 결과
BOK-COIN

0.206*
(0.095)**

0.169**
(0.063)†

(

BOK-COIN을 활용하여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

0.052**
(0.010)†

(

)
0.024†
(0.013)†

주: 1)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 ) 내는 표준편차

평가하면 경기변동요인(BOK-COIN – 추세성장률)
의 값이 2016.2/4분기 이후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나 최근 회복세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
다. 다만 과거의 회복 기간에 비해 강한 신호를 나타
내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회복세에 진입하였는지의 여

Ⅴ. 맺음말

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경제의 기조적 변화는 물론 경제구조 변화를

경기판단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모든 경제주체의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BOK-COIN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만, 특히 일시적이고 불규칙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판단

적인 변동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성장에 따른 경기판

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월별 경제지

단 결과는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중앙은행에 더

표군을 확장·보강할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

욱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역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변화 등 거시경제 여건을 잘

본고는 110여개 월별 경제 지표를 이용하여 분기 단

반영할 수 있도록 장단기 변동주기 최적화 등의 시산

위로 추계되는 GDP 성장률에 비해 속보성이 높고,

방법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GDP 성장률의 기조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BOKCOIN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화 동태요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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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시계열 모형에서 특정 변동주기 제거방법

(국면평균추세법)

여기서 : 시계열 자료, : 이동평균계수

이동평균계수

는 특정변동주기만을 반영할 수 있

국면평균추세법은 장기추세 제거 목적으로 NBER

도록 설정되며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 영역에서 빈도

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경기확장, 침체별 장기평균치

(frequency) 영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빈도는 변

를 각각 시산한 뒤 이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우선 75

동주기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월 이동평균(centered moving average) 방식
으로 1차 장기추세를 시산한 뒤 이를 변수에서 제거
한다. 추세가 제거된 변수에서 국면전환점(turning
point)을 추정한다. 각각의 국면별로 평균치를 추정

월별 자료의 경우 빈도가 /6이면 변동주기는 1년

한 뒤 해당국면별 전·후 3개 국면 평균치를 통해 평

(12개월)이 되며 빈도가 0에 가까울수록 장기 변동주

활화(smoothing)한다. 평활화된 국면별 평균이 최

기, 2 에 가까울수록 단기 변동주기가 된다. 빈도영

종 추세가 되며, 이를 원래 변수에서 제거하는 방식으

역으로 변환된 이동평균계수 를

로 추세제거가 완료된다.

동주기를 제거하는

라 할 때 특정 변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방법은 추세제거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
려져 NBER, OECD, 통계청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만 평활화를 위해서는 해당 국면 전·후 3개 국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 국면이 부재한 현재 및 직전

예를 들어 변동주기 1년 미만을 제거하는 경우라면,

국면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

A = [- /6, /6] 가 된다. 위에서 정의한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2년 이상이 경

하는

과한 이후에야 해당 국면에 대한 판단을 실시한다.

변환으로 시산 가능하다.

를 만족

는 다음과 같은 역푸리에(Inverse Fourier)

(밴드패스 필터)
밴드패스 필터링 방식은 시계열 자료에서 특정 변동
주기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장기추세 및 단기 추

밴드패스 필터를 위해서는 해당시점 전후로 K개의

세제거, 또는 특정 경기변동 요인만을 추출하는데 사

자료가 필요하여 현재시점 기준 직전 K 기간에 대해

용된다. 밴드패스 필터는 다음과 같이 중심이동평균

서는 시산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필터방

으로 정의된다.

식을 완화하여 최근 자료에 대해서도 시산이 되도록
할 수 있으나(one-sided filter) 필터의 정확성이 감
소한다는 단점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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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구체적으로 다음의 단계를 통해 요소 개수를 설정하였다.

일반화 동태요인 모형에서 공통요소 개수의 선택

○ (1단계) 특정 값 하에서 각각의 ( ,
대해

의 추정을 위한 q의 선택은 Hallin &

Liška(2007) 방식을 적용하였다.일반적인 동태요인

또는

) 조합에

를 최소화 하는

값을 선택한다.

분석에서와 같이(Bai and Ng, 2002) Information
Criteria(이하 IC)를 기준으로 선택하나 IC의 형태
및 선택 과정이 다소 상이하다.

○ (2단계)

1단계에서 시산된 의 MSE를 시산한다.

○ (3단계)

모든 에 대하여 을 시산한 뒤 이 0의
값을 유지하는 구간을 시산한다.
단,

,

,
,

,

,
,

○ (4단계) 0을 유지하는 두 번째 구간의 중간값을
라 하고

하에서 선택된

를 적정

로 선택

한다.

실제 시산과정에서는 q가 12 이상일 경우 IC 값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12〜15 범위
에서 BOK-COIN값이 정보변수 변화에도 가장 안정
적인 모습을 보이는 값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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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나라 제조업에서 비중이 높은 화학, 전자, 자동차부문
의 산업생산지수를 추가하였다. 수출입 자료뿐만 아

공통요소 추정을 위한 월별 자료

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산업생산지수, 발틱운임
지수 등 세계 경기 및 교역 관련 월별지표도 포함하였

공통요소 추정을 위한 월별자료는 실물활동을 나타

다. 지출관련 월별지표는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

내는 산업활동동향과 통화량, 금리, 주가 등 금융지

지수뿐만 아니라 민간 경제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에

표 및 가격변수,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해외국가의 산업

너지와 전력 사용량 및 자동차 등록대수를 포함한다.

생산지수 등 110개의 자료로 구성하였다.생산측면에

금리, 주가, 금리 스프레드 등 금융정보, 기업 서베이

서 실물활동을 나타내는 산업별 생산지수와 함께 우리

자료와 국제원자재가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사용 월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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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수

구 분

개수

통화·금리

12

환율

5

자산 가격

3

기업 서베이

9

물가

5

산업활동동향

41

국제원자재 가격

4

부문별 전력·에너지 사용

9

대외 거래

5

고용·노동

6

해외 산업활동동향

11

기타(자동차 등록대수)

1

<부록 4>

• 당월에 평가한 경기전환점을 ‘실시간 판단 전환
점’으로, 1개월 후 수정판단을 ‘시차 판단 전환점’

BOK-COIN을 이용한 경기전환점 판단방법

(BOK-COIN 기준) Aprigliano & Bencivelli
(2013) 등이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여 당월 BOK-

으로 명명

구체적으로 다음의 조건들을 이용하여 전환점을 판
단하였다.

COIN값의 방향이 전환되었는지 여부(상승 → 하락,
하락 → 상승)를 통해 경기전환점 여부를 판단하였다.

○ 실시간 판단:

다만 일시적인 변동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판
단조건을 추가하였다.

• 경기전환

여부의 일관성: 전월에 판단한 BOKCOIN 증감의 방향이 자료가 업데이트된 당월에

단,

: t 시점에서 시산한 t-1

기 BOK-COIN

도 유지
○ 시차 판단: 실시간 판단에 다음을 추가
• 경기전환점

추세의 지속성: 직전 1분기(3개월) 동
안 BOK-COIN의 증감이 일관된 방향으로유지

• 기간중

BOK-COIN이 직전 6개월의 최고치(최
저치)인지 여부

(경기변동요인 기준) 경기전환점을 판단하는 조건은
BOK-COIN과 비슷하나, BOK-COIN에서 장기추
세를 제거한 경기변동요인의 경우, 그 부호 자체를 이

이와 함께 1개월 후 자료가 추가된 상태에서 전월에

용하여 전환점을 판단하는 점과 분기 단위로 평가하는

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한 BOK-COIN의 방향이 당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시간 판단과 시차 판단을 위한

월에도 유지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경기전환점을 수

조건들은 BOK-COIN을 이용한 경기전환점 판단과

정하였다.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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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전환

여부의 일관성: 전월에 판단한 경기변동
요인의 부호가 자료가 업데이트된 당월에도 유지

• 경기전환점 추세의 지속성: 직전 1분기(3개월)
동안 경기변동요인의 부호가 동일

경기변동요인의 계산에 분기 잠재성장률이 이용되
는 특성상 분기 단위로 평가하였다. 특히, 경기변동요
인이 0의 값을 가질 때 경기가 정점 또는 저점의 상태
이기에, 경기변동요인의 부호가 변화된 시점을 포착
하는 경기전환점 예측 시기의 전분기가 경기전환점으
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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