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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경기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지표로서 GDP갭을

꼽을 수 있다. GDP갭은 초과수요압력이나 고용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

화정책 수행시 중요한 고려변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GDP갭 총량만으로는 최근의 경제구조 변화

라든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영향 등을 살펴볼 수 없는 등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

적 필터링 기법에 의해 새로운 갭을 추정하고 다양한 물가영향 모형을 설정하여 각 요인들이 인플레

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는 한편 동 요인들의 영향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GDP갭의 물가영향력이 2000년대 들어 대체로 그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글로벌갭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의 저물가 현

상이 국내요인과 더불어 세계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수출의 둔화와 같은 국외여건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의미한다.

주요용어: 경기변동, 물가상승률, 산출갭, 회귀나무.

1. 서론

1.1. GDP갭의 정의

일반적으로 한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 수준을 경기라고 정의하며 경기가 상승과 하락을 끊임없이 반복

하는 현상을 경기변동이라고 부른다. 경기변동 행태는 수출, 내수, 인구구조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

으며 이러한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지표로서 GDP갭 (산출갭)을 꼽을 수 있다. GDP갭은 실

제GDP와 잠재GDP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GDP갭은 초과수요압력이나 고용사정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시 중요한 고려변수로 꼽히고 있다. GDP갭이 양의 값을

갖는지음의값을갖는지에따라경제상황에대한해석및정책결정의방향이달라지게된다. 특히인플

레이션 타겟팅의 관점에서 보면, GDP갭은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 보조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Park 등 (201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GDP갭 추정에는 다음 절에서 보듯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데다가불안정적인요소가내재하고있으므로사용및해석에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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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DP갭 추정방법

GDP갭은 실제GDP−잠재GDP로 정의되므로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잠재GDP (potential GDP)

만 추정하면 된다. 잠재 GDP는 비관측 변수 (unobservable variable)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HP필터법, 생산함수모형, 다변수은닉인자모형 (준구조모형) 등이 주로 활용된

다. HP필터법이란 실질GDP 시계열의 통계적 특성만을 활용하여 추세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yt (t =

1, · · · , Ti)가 임의 시계열의 로그변환 형태일 때, 이를 추세요소 (trend component) τt와 순환요소

(cyclical component) ct의 합 (yt = τt + ct)으로 나타낸 뒤 적당한 λ에 대해 아래 조건 식(1.1)을

만족시키는 τt를추출하는방법으로추정방법이상대적으로간단하고해석도용이한특징이있다.

argminτt
(

T∑
t=1

(yt − τt)
2 + λ

T−1∑
t=2

[(τt+1 − τt)− (τt − τt−1)]
2) (1.1)

잠재GDP는 생산함수접근법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생산함수접근법이란 생산요소 (노동, 자본)

및 생산성과 생산량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즉, 실제 데이터

를 이용하여 추정한 생산함수에 자연 (natural) 수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시키지 않는 수준)의 요소

투입량을 대입하여 잠재GDP 산출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Cobb-Douglas pro-

duction function) 형태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경제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변

화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요인을 감안하여 보정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다변수은닉인자모형 (multi-

variate unobserved components model)은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준구조모형 (semi-

structured model)을 설정하고 칼만필터 (Kalman filter)를 통해 비관측변수인 잠재GDP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앞서 살펴 본 두 가지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구조모형을 전제하고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추

정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되어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통한 분석은

Sung과 Lee (2011)에서사용한 GDP의비관측요인모형추정과정과유사하다고볼수있다.

1.3. GDP갭 추이

Park 등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추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구고령

화, 고정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

후 (2008∼09년)에는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후 다소 회복되어 2010∼2012년 중 3.3∼3.8%에

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Figure 1.1은 1983.1/4∼2012.2/4분기에대해생산함수모형, HP필터법, 다변

수은닉인자모형등으로추정해본 GDP갭률추이이다. 추정방법별로차이가있으나대체로생산함수모

형 추정치가 중심을 형성하는 가운데 평활화에 강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HP필터법 (λ = 1600)에 의한

GDP갭률의 절대값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GDP갭률은 잠재GDP에 대한 GDP갭의 비

율로정의하며이하에서는용어의혼동이없다는가정하에 GDP갭으로표현하기로한다.

Figure 1.1 GDP gaps by estim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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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GDP갭이 하락하면서 최근 장기간에 걸친 저물가 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GDP갭 총량만으로 분석하기에는 최근의 경제구조 변화라든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영향

등을 살펴볼 수 없는 등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개념의 갭

률을 산출하고 물가영향력을 세분화해서 살펴보았다. 통계적 필터링 기법에 의해 내수갭과 수출갭이라

는 새로운 갭을 추정하고 다양한 물가영향 모형을 설정하여 각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는 한편 동 요인들의 영향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도 분석해 보았다. 또한 Borio와 Filardo

(2007), Tootell (1998) 등이주장한바와같이우리나라에서도글로벌 GDP갭 (또는 foreign gap)의물

가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GDP갭 및 글로

벌 GDP갭 (이하 글로벌갭)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력 변화까지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비교 대상 분석의 토대가 되는 국민계정 항등식

접근법과회귀나무알고리즘에관하여살펴보았다. 또한 Borio와 Filardo (2007)에서사용한글로벌갭

추정방법을 정리하였다. 3절에서는 GDP갭의 물가영향력의 변화상황을 파악하고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다양한 물가영향 모형을 추정하고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4절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

히정리하고분석결과의시사점에대해살펴보았다.

2. 분석방법

2.1. 국민계정 항등식을 이용한 요인 분석

GDP갭 총량의 물가영향력뿐만 아니라 국내요인 및 국외요인별 물가영향력을 구분하여 추정해 보기

위해 Shin 등 (2011)에서와 같이 국민계정 항등식을 이용한다. 다음과 같은 국민계정 항등식 및 소비와

투자 관계식을 이용하고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면 내수갭과 수출갭을 산출할 수 있다. 국민계정 항등식

에 국내재와 수입재를 감안한 소비와 투자 관계식을 대입하여 GDP를 내수와 순수출로 분해하는 단계

를거친다.

GDP = C + I +X −M (2.1)

C = CD +MC, I = ID +MI (2.2)

M = MC +MI +MV, MV = MVD +MVX (2.3)

M = MC +MI +MVD +MVX (2.4)

GDP = (CD + ID −MVD) + (X −MVX) (2.5)

이상에서 GDP는 국내총생산, C는 총소비, CD는 국내재 소비, MC는 수입재 소비를 의미하며, I는

총투자, ID는 국내재 투자, MI는 수입재 투자를 나타낸다. 또한 M은 수입, MC는 소비재 수입, MI는

자본재 수입, MV는 원자재 수입을 뜻하며, MVD는 내수용 원자재 수입, MVX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을 의미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출된 내수 (CD + ID - MVD) 및 순수출 (X- MVX)의 장기추세를

HP필터링을 통하여 도출한 후 각각의 갭률을 산출한다. 내수갭률과 수출갭률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대내외갭률의변화와더불어각요인들의비중이얼마나변하여왔는지를살펴볼수있다. 여기서내수

갭은 국내재 소비와 수입재 투자 등 내수에만 직결되는 지출항목의 변동을 의미하며 수출갭은 순수하게

국외로의수출에관련된항목의변동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2.2. 회귀나무

본 논문에서는 회귀나무 방법을 이용하여 글로벌갭이 국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회귀나무는 이분할 과정을 거쳐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여 하위 노드로 분기하는 과정을 반복하

면서 예측모형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는 Jung과 Min (2013)에서 사용한 의사결정나무를 회귀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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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건을 이루는 변수를 분기변수 (split variable)라고 하며 분기의

기준점을 분기점 (split point)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분기변수와 분기점의 선택은 회귀나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Loh (2002)는 Breiman 등 (1984)이 제안한 불순도 함수에 기반한 분기변수 선

택방법 대신 곡률검정 (curvature test) 방법을 응용하여 선택 편의를 최소화하였다. 곡률검정이란 각

분기변수 선택 시 회귀직선의 잔차의 분포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카이제곱 통계량을 산출하

고 해당 통계량의 값이 가장 큰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Chang (2014)에서 보였듯이 비선형성이 큰

변수를 찾아 여러 개의 선형회귀식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분기점의 선택은 선택된

분기변수로 분기를 하였을 경우, 하위 노드에서의 평균제곱오차 (Mean squared error)가 최소가 되는

점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Breiman 등 (1984)의 방법과 유사하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Loh (2002)를참고하기바란다.

2.3. 회귀나무를 이용한 비선형 함수 추정

Chang과 Kim (2011)은 회귀나무 (regression tree)를 이용한 조건별 비선형 함수 추정방법을 제안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균일분포를 따르는 랜덤변수를 바탕으로 Figure 2.1의 좌측패널처럼 설명변수

(x)와 종속변수 (y)간의 비선형적 관계가 생성되었다고 하자. 이 때 회귀나무를 통해 우측 패널처럼 특

정 설명변수 (x)를 분기변수 (split variable)로 설정하고 이 변수 값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선형회귀

추정한 후 각 회귀식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되는 분기점 (split point)을 찾게 되면 여러 선형회귀식의

결합을 통해 비선형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측 패널처럼 분기하고 얻은 회귀나무에 따르

면 x ∈ [0.75, 1]에서의 y의예측치는 Figure 2.2의노드3에서추정된회귀모형으로부터산출된다.

Figure 2.1 Nonlinear regression using a regression tree

Figure 2.2 Regression tre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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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글로벌 갭의 추정

Borio와 Filardo (2007)를 참고하여 글로벌갭을 추정하고 동 요인의 국내물가에의 영향력을 분석하

기로 한다.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총액이 2012년 전

체 수입중 약 60%를 차지 (석유 및 천연가스 제외)함을 고려하여 OECD에서 추정한 이들 국가들의

GDP갭을 이용하여 글로벌갭을 산출하였다. 해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수입한 금액 기준으로 각국의

GDP갭을가중평균하여글로벌갭을추정한후, 모형을적합하고그의미를살펴보았다.

3. 분석결과

3.1. GDP갭 총량과 물가상승률간의 관계

Figure 3.1에서는 분석 대상기간 중 GDP갭 총량과 물가상승률간에는 시차를 두고 대칭성 (mirror

image)이나타난다. GDP갭이물가에미치는영향은이론과부합하는방향으로나타남을알수있다.

Figure 3.1 GDP gap and inflation

이러한 영향을 자세히 분석해 보기 위해 1990.1/4∼2012.4/4분기 중 물가상승률 (π;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 기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GDP갭 (GDPGAP)과 대외 경제상황 또는 대외여건의 대용변수로서

환율갭 (EXRGAP)을독립변수로하여식 (3.1)와같은회귀모형을추정하였다.

πt = β0 + β1πt−1 + β2GDPGAPt−1 + β3EXRGAPt (3.1)

추정 결과 GDP갭의 회귀계수의 부호가 양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계계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이후로 나누어 보면 2000년 이후 GDP갭의 영

향력이축소된것으로나타났다.

Table 3.1 Estimation results for model (3.1)

Estimates (variable) 1990.1/4∼1999.4/4 2000.1/4∼2012.4/4 Entire period

β̂0 (constant) 0.85* (1.94) 0.73** (2.15) 0.37* (1.81)

β̂1 (πt−1) 0.85** (12.3) 0.75** (7.09) 0.90** (21.1)

β̂2 (GDPGAPt−1) 0.39** (5.06) 0.10** (3.17) 0.28** (5.35)

β̂3 (EXRGAPt) 0.07** (4.52) 0.00 (0.08) 0.06** (5.00)

R2 0.85 0.63 0.85

t values in the parenthesis with **, * representing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5% and 1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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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민계정 항등식 추정 결과

국민계정 항등식을 이용하여 내수갭과 수출갭을 추정하고 그 영향력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GDP갭은 전반적으로 내수갭과의 상관관계가 높으나 수출갭과의 상관관계가 2000년 이후 높아지

는경향이나타났다.

Figure 3.2 GDP gap

Table 3.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DP gap and Domestic or Export gap

1990.1/4∼1999.4/4 2000.1/4∼2012.4/4 Entire period

Domestic gap 0.90 (0.76) 0.43 (0.27) 0.77 (0.51)

Export gap -0.14 (0.03) 0.50 (0.43) 0.03 (0.17)

( ) : 1998.1/4∼1999.4/4 or 2008.3/4∼2009.2/4 excluded

내수갭 (DGAP) 및수출갭 (XGAP)이물가 (πt)에미치는영향력을평가해보기위해 1990.1/4분기

에서 2012.4/4분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식 (3.2)와 같은 회귀모형을 추정해 보았다. 물가변수로서는 소

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모형 적합 결과, 모든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며 내수갭의 영향력이 수출갭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비해 2000년 이후 내수갭

의 회귀계수가 줄어들고 t 값도 감소한 반면 수출갭의 계수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물가에 미치는 대

외요인영향력이증대되었음을알수있다.

πt = β0 + β1πt−1 + β2DGAPt−1 + β3XGAPt−1 + β4EXRGAPt (3.2)

Table 3.3 Estimation results for model (3.2)

Estimates(variable) 1990.1/4∼1999.4/4 2000.1/4∼2012.4/4 Entire period

β̂0 (constant) 0.89** (2.05) 0.85** (2.45) 0.46** (2.29)

β̂1 (πt−1) 0.83** (12.0) 0.72** (6.71) 0.88** (21.0)

β̂2 (DGAPt−1) 0.21** (4.90) 0.10* (1.92) 0.16** (4.95)

β̂3 (XGAPt−1) 0.05** (3.23) 0.07** (3.24) 0.06** (5.00)

β̂4 (EXRGAPt) 0.06** (3.94) 0.01 (0.67) 0.03** (2.84)

R2 0.84 0.64 0.86

t values in the parenthesis with **, * representing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5% and 10% respectively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수갭과 수출갭의 물가영향력 변화를 보기위해 1990.1/4∼2012.4/4분기의

자료에대해 window를 20분기로설정한뒤이동회귀분석 (rolling regression) 모형을통해추정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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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갭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3의 우측패널에서 나타나듯이 글로

벌화 진전에 따른 무역 개방도 (명목수출입/명목GDP로 정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좌측패널

에서는 수출갭의 영향력은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내수갭의 회귀계수는 2000년대 후반 들어 하락세

를보이며물가에유의한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Figure 3.3 Influence of domestic or export gap on inflation (left) and trade openness (right)

동일한 GDP갭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나무 (regression tree) 분석을 통해 조건부 회귀식 (conditional

regression)을 추정해 보면 Table 3.4에서 보듯이 환율갭의 수준이 조건변수 (혹은 분기변수; split vari-

able)인 비선형 모형이 추정되었다. 환율갭 수준이 높을 경우 (2.73% 초과)의 모형에서 전기의 물가상

승률 외에도 내수갭 및 수출갭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며 탄력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3.4 Estimation result for regression tree model

Estimates(variable) exchange rate gap≤ 2.73 exchange rate gap > 2.73

β̂0 (constant) 0.29 (1.44) 0.97* (1.82)

β̂1 (πt−1) 0.96** (25.5) 0.74** (6.71)

β̂2 (DGAPt−1) 0.04 (0.90) 0.18* (3.28)

β̂3 (XGAPt−1) 0.02** (2.05) 0.12** (3.46)

β̂4 (EXRGAPt) 0.02 (1.02) 0.04* (1.76)

R2 0.94 0.75

t values in the parenthesis with **, * representing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5% and 10% respectively

3.3. 글로벌갭의 영향력 분석

Borio와 Filardo (2007) 방식을원용하여추정한글로벌갭 (1991.1/4∼2012.4/4 기간추정)은우리나

라의 GDP갭과 상이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글로벌갭의 우리나라 물가에 대한 영

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외환위기시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상당기간동안 글로벌갭과

우리나라의 GDP갭의 부호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다. 글로벌갭은 경기침체 현상이 국내 및 아시아 지

역에 국한된 것인지 (외환위기) 전 세계적으로 파급된 것 (글로벌 금융위기)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난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 GDP갭은국내경기가상대적으로덜침체되었던글로벌금융위기시일정

기간 플러스로 돌아섰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글로벌갭과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의 변동행태가 2000년

대들어동조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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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Global gap (lef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gap and inflation (right)

글로벌갭의 물가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해 보기 위해 모형 3.1을 기준으로 글로벌갭을 추가하여 독립

변수의 조합을 변경하여 모형을 적합하였다. 추정 결과, Table 3.5에서 보듯이 글로벌갭의 회귀계수가

2000년대들어커졌으며통계적으로도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Table 3.5 Changes in the influence of global gap on inflation

Estimates(variable) 1991.1/4∼1999.4/4 2000.1/4∼2012.4/4 Entire period

β̂0 (constant) 1.02 (1.56) 0.88** (2.34) 0.80** (3.30)

β̂1 (πt−1) 0.77** (7.07) 0.73** (6.41) 0.79** (14.78)

β̂2 (GlobalGAPt−1) -0.04 (-0.09) 0.15** (2.16) 0.20** (2.19)

β̂3 (EXRGAPt) 0.03* (1.96) 0.00 (0.22) 0.02* (1.92)

R2 0.71 0.59 0.77

t values in the parenthesis with **, * representing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5% and 10% respectively

4. 결론 및 시사점

최근의 GDP갭의 물가영향력 변화의 원인이 국내보다는 국외여건인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대 들

어 대체로 그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경제구조 변화가 정책의 주요변수인

GDP갭의 정보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GDP갭의 인플레이션에 대

한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Lee와 Han (2007)의 과거 분석 결과와 합치한다. 그 원인은 대외 개방

도 확대에 따른 외수갭률의 영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수갭률 물가영향력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현

경제상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갭을 산출하여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모형

을 통해 추정해 본 결과 외국의 선행연구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갭의 물가영향력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제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의 수출

갭과 글로벌갭이 대체로 비슷한 부호를 지니며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GDP갭의 물가영향력이 낮아진 것은 현재의 GDP갭이 정책 보조변수로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GDP갭이 금융안정 등의 개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되는 지표라는 점을 감

안하면경제의구조변화및패러다임변화등을반영한새로운지표에관한연구가필요함을알수있다.

최근과 같이 급변하는 경제여건 하에서는 GDP갭과 같은 기존 정책 보조변수 외에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새로운정보변수를개발하여정책적판단을뒷받침해야할필요가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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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DP gap is closely related with economic activity of a country as a whole, especially

with the economic fluctuations which is called business cycle. GDP gap is regarded as

an important variable for the monetary policy of the central bank because it provides

information on the excess demand pressures and employment matters. However, GDP

gap may not provide enough information of the effect of recent economic structural

change or the environmental change of domestic and external economic condition. In

this paper, the GDP is decomposed by statistical filtering techniques and various models

are fitted to estimate the influence of GDP gap on Inflation and see if it has been

changed.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influence of GDP gap on inflation decreased

in the 2000s while that of global GDP gap increased. These results also support that

recent low inflation rate is due to the change of overseas economic condition, such as a

slowdown in exports resulting from the global recession, as well as domest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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