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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Gali(2008)의 뉴케인지언 모형(New Keynesian model)을 반영한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b)의 방식을 따라 한국과 일본의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을 추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추정은 동태적 IS곡선, 뉴케인지

언 필립스 곡선 등으로 상태공간모형(state-space model)을 구성하고, 이에 칼만 필터

(Kalman filter)에 기반한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추정 결과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감소해 온 반면,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서 양국의 잠재성장률 격차는 감소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큰 규모의 경제위기에 동시에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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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목적

한 경제의 기초 체력으로 불리기도 하는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은

장기 균형에서 경제 내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perfectly competitive)이어서 노

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을 때 달성되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해당 상태

에서 달성되는 산출량을 자연산출량(natural output)이라고 할 때, 잠재성장률은

자연산출량의 증가율이기도 하다.1) 거시경제학에서 균형은 보통 단기에 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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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ustiniano and Primiceri(2008)는 가격은 신축적(flexible)이나 경쟁이 불완전한(imperfectly

competitive) 시장에서 달성되는 산출량을 자연산출량으로,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일 때

달성되는 산출량을 잠재산출량(potential ouput)으로 정의하여 두 용어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가격이 신축적이더라도 시장이 불완전한 원인에는 경제 주체의 이질성,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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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균형과 장기에 달성되는 장기 균형으로 분류된다.2) 단기에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결과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형성되고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에서 균형이 달성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변하게

되면 균형이 이동한다. 예를 들어, 가계의 선호, 기업의 기술, 제도의 변화, 대외

경기에 대한 외생적인(exogenous) 충격은 경제 주체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한 경제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잠재성장률과 자연산출량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그 변동은 대개 제도, 생산가능인구 등 구조

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한편, 잠재성장률은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하게 분석되는 경제

변수 중 하나이다. 실질GDP 성장률을 잠재성장률과 비교해 봄으로써 한 국가의

경제가 장기 균형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 상태인지 진단할 수 있고, 그 변

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장기적 시계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

재의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제 내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다면 이는 이상적인 상

황에서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향후 실질성장률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실질성장

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면 경제 내 실질성장률 상승 압력이 존재하여 향후 실

질성장률이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고령화 및 투자 부진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감소

하고, 장기적으로 일본의 저성장 기조와 유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이재준․배진호, 2015). 통계청(2019)에 의하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에 3,757만 명을 달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67년에는 1,78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의 구성을 변화시키고 고용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손종칠 외 2인, 2016) 장기적인 경제성

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2006년 만

완전한 정보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를 “자연 상태”라고 정의

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단기 균형에서 장기 완전경쟁

상태의 균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달성되는 균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가

격의 완전 신축성은 현실에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추

정치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연산출량, 잠재성장률 모두 경제 내 모든 시장

이 완전경쟁적일 때 성립하는 개념으로 보도록 한다.

2) 문헌에 따라(Blanchard, 1997) 중기를 별도로 구분하여서 경제를 분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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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

고, 2019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28%를 넘어섰다. 따라서 장기간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유지해 온 일본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국의 장기

성장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여 최근까지의 그 변동 양상을 비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잠재성장률은 경제성장률과 달리 현실에서 관측할 수 없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다. 이는 잠재성장률이 한 경제 내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일 때 성립

하는 개념이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최근까지 잠재성장률의 추정 방법으로 생산함수 접근법, 시계열 접근법, 준구조모

형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이 중 생산함수 접근법은 산출량과 생산요

소 및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간 관계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생산함수 접근법에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하여 자연산출량을 추정한 후, 이의 증가율인 잠재성장률을 도출

하는 방법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일본은행(Bank of Japan)이 생산

함수 접근법을 통해 각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권지호 외 4인(2019)이 노동소득분배율을 0.61로 설정하여 투입요소들의 잠재수

준 값을 합하여 자연산출량을 추정하였다. 해당 방법은 잠재성장률의 변동요인을

생산요소별로 분해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추정치가 생산함수

에 대한 가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시계열 방법(time series method)에는 단변량 필터(univariate filter) 방법과 다

변량 필터(multivariate filter) 방법이 있다. 단변량 필터 방법으로는 흔히 Hodrick

and Prescott(1997)의 필터와 Baxter and King(1999)의 필터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통계적 기법만을 사용한 방법으로, 실질GDP 시계열이 따르는 확률 과정

(stochastic process)을 가정하고 이의 추세를 자연산출량으로 간주하여 추출한다.

한편, 다변량 필터 방법은 여러 경제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모형을 구성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잠재성장률은 이론적으로

하나의 변수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고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경제활동참가

율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변량 필터는 단변량 필터에 비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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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Blagrave et al.(2015)이 실질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실업률 자료를 바탕으로 다변량 필터를 사용하여 16

개국의 자연산출량을 추정하였고, 최근 국내에서는 권지호 외 4인(2019)이 필립

스 곡선과 오쿤의 관계식, 필립스 곡선 등을 바탕으로 모형을 구성하여 다변량

필터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였다.

준구조모형(semi-structural model)3)을 사용한 연구는 Laubach and Williams

(2003)의 연구와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b)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Laubach and Williams(2003)는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사용하여 미국의 자

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과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여 두 개념 간 이론적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b)

는 Gali(2008)의 새케인지언 모형(New Keynesian Model)을 반영한 모형을 구성

하여 미국, 캐나다, 유로지역, 영국의 자연이자율과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였고, 네

경제 모두 자연이자율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이재준․배진호(2015)가 Laubach and Williams(2003)의 모형을

바탕으로 자연이자율과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여 두 변수 모두 추세적으로 감소하

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권지호 외 4인(2019)은 생산함수 접근법,

Hodrick and Prescott(1997)의 필터, Laubach and Williams(2003)의 모형을 변형

한 준구조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그 변동요인을 분석하

였다. 백인석․강현주(2018)는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b)의 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의 자연이자율을 추정하여 추세적으로 감소해 왔음을 확인하고 이

를 미국의 자연이자율과 비교하였다. 일본의 경우, Kawamoto et al.(2017)이 생

산함수 접근법을 통해 일본의 산출량 갭(output gap)과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였고,

Yamada and Jin(2013)은 구조적 변화(structural break)를 고려하기 위해 HP필터

대신  추세 필터를 사용하여 일본의 산출량 갭을 추정하였다.

3. 연구 의의

본고는 통계적 기법과 경제이론을 동시에 반영하는 준구조모형을 사용하였고,

3) 준구조모형 또한 경제변수 간 관계식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변량 필터 방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Butler(1996)는 준구조모형은 정책 분석(policy analysis)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

변량 필터 방법을 변형한 “확장 다변량 필터”(extended multivariate filter) 방법이라고 하

였다. Pichette et al.(2015)은 준구조모형이 경제변수 간 관계 등의 정보를 기계적 필터링에
반영할 수 있고 거의 자동화되어 있어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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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b)의 모형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였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 Laubach and Williams

(2003)의 모형을 변형하여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다.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b)의 모형은 Laubach and Williams(2003)의 모형과 달리 새케인지

언의 가정하에 도출한 Gali(2008)의 모형을 그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 이 모형

은 거시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인 경제 주체,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불확실성, 기

대 형성, 단기 균형 및 장기 균형에 대한 고려가 구체적이다. 또한 해당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새케인지언 필립스 곡선(New Keynesian Phillips curve)과 동태적

IS 곡선(dynamic IS curve)은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현실 경제 현상을 분석하여 여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물론 경

제 주체의 비합리성, 신용 제약 등 현실적인 가정을 더 도입하여 모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케인지언의 기본적인 가정이 반영된 모형에서 출발하

여 한국과 일본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비교하고, 향후 남은 연구 과제를 논하였

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Ⅱ. 분석 방법

1. 모형 선택

잠재성장률은 현실에서 관측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 추정치가 어떠한

모형을 선택하였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하나의 경제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이론적 근거와 객관적인 통계 분석기법이 적절히 반영된 모형

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적 기법을 간과한 채 잠재성장률의 개념적 정의

에만 매몰되는 것과 이론적 함의를 간과한 채 기계적인 계산에만 편중되는 것

모두 지양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b)의 모형(이하 ‘HLW(2017)

모형’)을 사용한다. HLW(2017) 모형의 이론적 근거 및 추정 방법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Ramsey(1928), Cass(1965), Koopmans(1965)의 최적성장모형

(optimal growth model)과 Gali(2008)의 새케인지언 모형이 HLW(2017) 모형의

이론적 바탕을 구성한다. 최적성장모형의 해로부터 도출된 잠재성장률과 자연이

자율 간 관계식이 한 경제의 장기 균형 상태를 규정하고, Gali(2008)의 모형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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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경제변수들의 동학을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태공간모형(State-space

model)을 설정하고 세 단계에 걸쳐 최우추정법에 의해 잠재성장률 및 모수들을

추정한다.

<그림 1> HLW(2017) 모형 개요

2. 자료 및 R 패키지

HLW(2017) 모형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데 단기 명목이자율, 사전적(ex

ante)4) 실질이자율, 실질 국내총생산(GDP), 인플레이션율5)이 사용된다. 표본기간

은 한국과 일본 모두 1996년 1/4분기부터 2018년 4/4분기이다. 한국의 시계열 자

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무담보콜금리,

소비자물가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실질이

자율은 사전적 실질이자율로,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지수를 통해 산출한 기대 인플

레이션(inflation expectation)을 차감하여 구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시계열 자료는

일본은행 및 OECD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질GDP, 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단기 명목이자율인 Call money/Interbank rate을 사용하였다.

4) 경제학에서 실질이자율은 사전적 실질이자율과 사후적(ex post) 실질이자율로 구분하여 논

의된다. 두 개념의 구분 기준은 실질이자율을 관측하는 시점이다. 사전적 실질이자율은 정

확한 인플레이션을 알지 못하는 시점에서 명목이자율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차감한 것이고,

사후적 실질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관측되면 이를 명목이자율에서 차감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 <그림 2>에서 사전적 실질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인플레이션이 아닌 기대 인플레이

션을 명목이자율에서 차감하여 도출하였다.

5) 인플레이션율 및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본고에서는 각국의 소

비자물가지수 및 근원 물가지수를 R 패키지 중 “tis” 패키지의 “mergeSeries” 함수로 병합

하여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4분기 인플레이션의 평균을 기대 인플레이션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하였다.

모형의 이론적 근거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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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추정에 사용한 주요 거시경제변수

로그 실질 국내총생산 인플레이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일본은행(Bank of Japan),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본고에서 사용한 한국과 일본의 시계열 자료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한국의 시계열은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전후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크게 변

동하였다. 일본은 인플레이션과 사전적 실질이자율 그래프를 보면, 외환위기보다

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더 큰 폭으로 변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

본의 로그 실질 국내총생산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 한국의 로그 실질 국

내총생산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잠재성장률 추정에는 주로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a)가 사용한

R 패키지들을 사용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가공하는 데 “tis” 패키지를 사용하였

고, Hodrick and Prescott(1997)의 필터로 실질GDP 시계열의 추세 성분을 추출

하는 데 “mFilter” 패키지의 “hpfilter” 함수를 사용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계절

조정(seasonal adjustment)하는 경우에는 “seasonal”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명목이자율 사전적 실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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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형 설명

1. 이론

추정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모형은 식 (1)부터 식 (3)이다. 이 중 식 (1)은 잠

재성장률과 자연이자율 간 이론적 관련성을 나타내며, Ramsey(1928), Cass(1965),

Koopmans(1965)가 개발한 최적성장모형의 해(solution)로부터 도출된다. 이 모형

은 완전경쟁시장,6) 내생적인 인구 증가 및 기술 진보, 완전고용, 동질적인 재화를

가정한다. 소비의 기간 간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이 일정한 선호를

가진 대표적 가계(representative household)의 시점 간 효용극대화(intertemporal

utility maximization) 결과, 안정 상태(steady state)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도출된다.

 


   (1)

는 안정 상태에서의 한 기간 실질이자율, 는 소비의 기간 간 대체탄력성,

는 1인당 소비의 성장률, 은 시간선호율을 의미한다. 안정 상태에서 재화시장

청산 조건(goods market clearing condition)에 의해 재화의 1인당 소비량과 1인

당 산출량이 일치하여 1인당 소비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은 동일해진다. 따라서 추

정에 사용되는 식에서 를 잠재성장률 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한 경제 내에서 인플레이션율 와 산출량 갭 의 동학(dynamics)은 다

음과 같이 Gali(2008)의 개방경제 모형에 따라 결정된다.

             (2)

6) 완전경쟁시장 가정하에 도출되는 식 (1)이 독점적 경쟁 및 명목가격 경직성을 가정한

Gali(2008)의 모형과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식 (1)은 모든 시장

이 완전경쟁적인 장기 균형에서 성립하는 식이며 Gali(2008) 모형은 단기에 한 경제의 동태

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식 (1)에서 자연이자율과 잠재성장률 간 관계가 모든 시장

이 완전경쟁적인 장기에 달성된다는 점은 본고 서론에서 논의한 잠재성장률의 정의에도 부

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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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 (2)와 식 (3)은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경직적인 물가

(sticky prices)7) 등의 가정하에 도출된 시장균형 조건들이다. 식 (2)는 물가상승

률과 산출량 갭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8)이며, 식 (3)

은 산출량 갭과 이자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태적(dynamic) IS 곡선이다. 두

식에서   은 자국 생산물의 물가상승률, 는 산출량 갭이며, 파라미터 와 

에는 가계의 선호와 기술이 반영되어 있다. 식 (3)에서 실질이자율

         과 자연이자율 
 간 차이가 산출량 갭  의 변동을 일으키며,

국내와 해외의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예상이 자연이자율 
에 반영된다.9)

2. 상태공간모형

실제 추정에는 앞에서 서술한 경제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태공간모형을 사용한

다. 자연이자율, 잠재성장률, 산출량 갭은 실제 관측할 수 없지만 이 동적 시스템

(dynamic system)의 상태를 정의하는 상태변수(state variable)이고, 이에 관한

전이방정식을 가정함으로써 칼만 필터를 통해 상태변수들을 추정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상태공간모형은 전이방정식과 관측방정식을 선형 행렬 방정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적 선형 모형(dynamic linear model)이다. HLW(2017)

모형에서는 최종 추정치를 얻기까지 세 단계에 걸쳐 추정이 이루어지며, 모든 단

계에서 동적 선형 모형을 가정하여 칼만 필터에 기반한 최우추정법을 사용한다.

이 중 첫 번째 단계에서의 모형이 그 이론적 배경인 식 (1)～(3)의 의미를 함축

하고 있다. 상태변수와 잡음(noise)로 구성된 관측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7) Calvo(1983)의 방식을 따라 매기 일정한 비율의 기업들이 가격을 다시 정한다. 특정 시기에

가격을 다시 정할 수 있게 된 기업은 향후 남은 기간 동안 가격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얻

을 수 있는 기대 이윤의 합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선택하게 된다.

8) 새 케인즈주의의 가정하에 도출되었기 때문에 Gali(2008)는 “New Keynesian Phillips Curve”

라고 하였다.

9)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b)은 식 (3)에서 자연이자율 추정의 필요성을 모색하

였다. 사전적 실질이자율에서 자연이자율을 차감한 실질이자율 갭인    


이 매기 0이 되면, 산출량 갭과 인플레이션율이 매기 일정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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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5)


     (6)

식 (4)는 동태적 IS 곡선, 식 (5)는 필립스 곡선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식에서

산출량 갭    *  
 로, 는 실질 국내총생산에 로그를 취한 것이고


는 자연산출량(natural rate of output)에 로그를 취한 것이다. 는 단기 실질

이자율, 는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consumer price inflation)이며,

   는 2기 전 인플레이션부터 4기 전 인플레이션들의 평균이다. 식 (5)에서

        는 기대 인플레이션(inflation expectation)으로, 적응적 기

대(adaptive expectation)의 기대 형성(expectation formation) 방식을 따른 것이다.

식 (4)는 Rudebusch and Svensson(1999)의 IS 곡선을 나타내는 식이다. 산출

량 갭  이  의 시차변수들과 실질이자율 갭       
 의 시차변수들의 이동

평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론적으로 생산물 시장에서 산출량 갭과 실질이

자율 간 음(-)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추정 결과   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10) 실질이자율과 산출량 갭 간 관계에 가해질 수 있는 지속적인 충격

(persistent shock)은 자연이자율 
11)에 반영되어 있고, 매기 산출량 갭과 인플

레이션에 가해질 수 있는 일시적인 충격(transitory shock)은 확률적인 부분   

와  에 반영되어 있으며, 각각 표준편차가  ,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Laubach and Williams, 2003).

식 (6)은 자연이자율에 관한 운동방정식이다. 의 계수가 1인 것은 식 (1)에

서 소비의 기간 간 대체탄력성 을 1이라고 가정한 것이고12) 는 잠재성장률

10) 한편, 본고의 추정 과정에서는  ≤의 제약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예상한 부호와

비교할 필요 없이 음(-)의  추정치를 얻게 된다.

11) 본고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경제모형과 실제 추정한 식을 서술하면서 와 을 언급하였다. 이 이

후부터 을 산출량 갭이 0이 될 때의 실질이자율인 자연이자율로 한다.

12)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b)은 보통 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Laubach

and Williams(2003)에서  추정치가 1에 근접하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정을

부여하였다고 한다. 한편, LW(2003)의 모형으로 한국의 자연이자율을 추정한 이재준․배

진호(2015)의 연구에서는  추정치가 1/0.6425(약 1.5564)였고 일본의 자연이자율을 추정한

Umino(2014)의 연구에서는 1/0.948(약 1.056)이었다. HLW(2017) 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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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에 자연이자율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식 (1)을 고려하

면 에는 시간선호율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13)

다음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모형의 전이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7)

        (8)

        (9)

자연산출량에 로그를 취한 
은 표류항(drift)을 갖는 임의보행 과정(random

walk process)을 따르고, 잠재산출량과 와  또한 임의보행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충격(innovation)    ,   ,   은 동일 시점에서 상관되지 않

으며(contemporaneously uncorrelated), 각각 표준편차가  ,  , 인 정규 분

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   ,   은 
 ,  , 

에 항구적인(permanent)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식 (4)부터 식 (9)로 구성된 위 모형은 경제에 가해지는 불규칙적인 충격에 대

응하여 경제 시스템이 조정되는 것을 경기변동의 본질로 본 Wicksell(1907)의 견

해와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충격의 지속성(persistence)에 관해서 식

(7)부터 식 (9)까지의 전이방정식은 외부적 교란요인에 의해 추세로부터 이탈한

경제가 기존 추세로 복귀하지 못하고, 추세 자체가 전도된다고 가정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추세전도(trend perversion) 현상이라고 한다(조

하현․황선웅, 2009). 이는 잠재성장률 및 자연이자율을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

로 본 Laubach and Williams(2003)의 모형(이하 ‘LW(2003) 모형’) 및 HLW(2017)

모형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다.

잠재성장률을 추정할 때 을 1이라고 가정해도 무방한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심사자의 논

평이 있었다. 본고 <표 3>에서 잠재성장률 감소 속도가 빨랐던 2001～2010년에는 본고와

다른 기관의 추정치 간 차이가 작지 않지만, 2010년 이후에는 그 차이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과 같이 잠재성장률의 변동폭이 작을 때는 을 1이라고 가정해도 무방할 것

으로 보인다. 다만, HLW(2017) 모형을 보다 더 한국의 경제 상황에 적절한 모형으로 변형

하는 연구를 통해 에 관한 최적 제약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

어 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값이 변하는 모수로 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이에 관해 이재준․배진호(2015)는 경제 주체의 위험기피 성향, 금융시장의 특성, 인구구조

의 변화나 공공부채의 추세 등이 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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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태공간모형 요약

관측방정식 전이방정식

  
  

  

∑ 
  

   
 

   

     
  

  


  

  

한편, HLW(2017) 모형은 통계적 기법에 집중했던 LW(2003) 모형과 달리

Gali(2008)의 개방거시경제 모형을 추정에 사용되는 상태공간모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LW(2003) 모형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산출량 갭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에 수입물가상승률과 수입원유물가상승률 각각 근원 PCE 물가상승

률(core PCE inflation)에서 벗어난 정도를 반영해서 그 충격을 반영한다. 반면,

HLW(2017) 모형에서는 Gali(2008) 모형의 필립스 곡선(식 (2))을 고려하여 수입

물가상승률과 근원 PCE 물가상승률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LW(2003) 모형에

서는 HLW(2017) 모형과 달리 산출량 갭 추정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산출량

시간 추세를 제거한 비농업부문 고용시간과 산출량 갭 간의 관계식을 사용한다.

Gali(2008)의 모형을 반영시킨 것 외에 HLW(2017) 모형은 몇 가지 가정에 변

화가 있었다. LW(2003) 모형에서는 단변량(univariate) AR(3) 모형을 예측모형으

로 사용하여 4분기 후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구하는 반면, HLW(2017) 모형에서는

실질이자율을 계산할 때 4분기 인플레이션의 평균을 구하여 이를 기대 인플레이

션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그리고 LW(2003) 모형에서는 잠재성장률 외에 자연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가 정상적인(stationary) AR(2) 과정을 따른다

고 가정하였지만, HLW(2017) 모형에서는 가 임의보행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

한다.

Ⅳ. 추정

본 연구의 상태공간모형은 선형이며    ,   ,  인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

문에 세 단계에 걸쳐 칼만 필터(Kalman Filter)14)에 기반한 최우추정법(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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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lihood method)을 적용한다. 각 단계별 모형은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a)에 따르면 모든 단계는 다음과 같은 동일

한 형태를 가진다.15)

(10)

(11)

는 동일 시점에서의 내생변수들로 구성된 벡터이며, 는 외생변수와 외생

변수의 시차변수들로 구성된 벡터이다. 와 는 해당 시점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변수들로 구성되지만 은 관측할 수 없는 상태변수들로 구성된다. 와 는 확

률적 교란항(stochastic disturbance)들로 구성된 벡터로, 는 측정 잡음

(measurement noise), 는 상태 잡음(state noise)으로 불리기도 한다. 두 교란항

벡터는 평균이 0,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이 각각 ℝ과 ℚ인 정규 분포를

따르며 상호 독립이다. 공분산 행렬 ℝ은 대각 행렬(diagonal matrix)이라고 가정

한다.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추정의 구체적인 과정은 부록 2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블록도(block diagram)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시점에서의 정

보   이 주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에 대한 예측           과 에

대한 예측 를 얻는다. 이후 가 관측되면, 의 예측오차

을 얻는다. 의 예측오차에는  시점의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

므로,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에 대한 예측    와 그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 를 수정한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두

값은 그 다음 시점에서의 예측에 사용된다.16) 이와 같은 방식을 반복하여 모든 

추정치를 얻게 된다.17) 한편, 에 대한 예측과 그 평균제곱오차는 모형의 모수

추정을 위한 가능도 함수(likelihood function)를 구성한다.

14) 칼만 필터는 축차적(recursive) 선형 필터로, 공학에서 이산형 자료(discrete data)에 적용

하기 위해 Kalman(1960)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후 경제학과 통계학에서도 시간에 따라 변

하면서도 관측되지 않는 변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15) Hamilton(1995)이 사용한 notation과 동일하다.

16) 이를 “time update”라고 한다.

17) 교란항 벡터가 다변량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고, 다변량 정규분포는 평균과 공분

산 행렬에 의해 그 확률밀도함수가 규정되므로, 이 두 값만 시간 갱신(time update)하면

모든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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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칼만 필터 블록도

칼만 필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우선, 칼만 필터는 미래 상

태의 조건부 확률 분포가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마르코프 연쇄(Markov

chain)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점에서 에 대한 예측은 직전 시점 상태에

관한 정보   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   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즉,

특정 시점의 에 대한 예측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직전 시점의 정보만 필요한 것

이다.18)

또한 칼만 필터는  시점의 상태(state)를 추정하는 데  시점에서 얻을 수 있

는 정보에만 기반하는 단측 필터(one-sided filter)이다.19) 본고에서도 잠재성장률,

자연산출량 등 자연 상태에서 형성되는 값들을 추정하는 데 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관측치 및 예측치를 사용한다. 현실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이 그 시점에

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의존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고 그 결과 여러 경제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칼만 필터는 실증 연구에 사용하기에 상당히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러 실증 연구에서 실질 GDP 성장률, 노동생산성 성장률, 실질이자율

이 일시적인 충격에도 상당히 지속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와 의 최우추

정치가 0에 가깝게 편향되는(biased)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를 Stock(1994)은

18) 본고에서도 칼만 필터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추정 대상 기간의 4분기 전 자료부터 입

력하여 계산하였다. 1분기가 아닌 4분기 전 자료부터 입력한 이유는 전년 동기 대비 자연

산출량 증가율을 계산하여 잠재성장률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19) 한편, 경제학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형(time-varying model)을 추정하는 데 칼만 스무

더(Kalman smoother)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추정 시점에서의 자료뿐만이 아닌 이후의

자료도 사용하는 양측 필터(two-sided filt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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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e-up problem”이라 불렀다. 본고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와

 


추정에 Stock and Watson(1998)의 중위 불편 추정량(median

unbiased estimator)을 사용하였다. 이 중  추정 시 경제의 구조적 변화

(structural break)를 고려하기 위해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b)의 방

법을 따라 Andrews and Ploberger(1994)의 Wald 통계량을 사용하였다. 와 

는 HLW(2017) 모형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된 후, 그 이후 단계에서 다른 모

수들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V. 추정 결과 및 분석

1. 한국과 일본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양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와 전년 동기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그

래프에 그려보면 <그림 4>와 같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많은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잠재성장률 또한 Wynne and Zhang(2018)의 연구와 같이 글로

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 전후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였고, 그 이후에

는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GDP 성장률은 구조적인 요인에만 영향을 받는 잠재성장률과 달리 단기

에 경기순환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그 변동폭이 전반적으로 잠재성장률

에 비해 크게 그려진다. <그림 4>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실질GDP 성장률 변동

폭이 잠재성장률 변동폭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에 크게 변동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변동폭이 점점 감소하였다. 다만,

실질GDP 성장률이 아시아 외환위기 전후에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더 크게 변동

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더 크게 변동하였다. 이는

잠재성장률 추정치에서 실질GDP 성장률을 차감하여 구한 실질성장률 갭(real

growth rate gap) 그래프 <그림 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고의 모수 추정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국과 일본의 추정된 식들은 다음 식 (12)～(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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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과 일본의 잠재성장률 및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주: 모든 값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다.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그림 5> 한국과 일본의 실질 성장률 갭 추이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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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12)


    

     
     

 (13)

일본:  
     

     
  ∑  




   
     



(14)

 
     

     
     

 (15)

한국과 일본 모두 실질이자율 갭       
 과 산출량 갭 간의 관계를 나타

내는  추정치가 사전에  ≤ 의 제약을 부여하였기에 음수(-)가 나왔

다. 그리고 양국 모두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HLW(2017) 모형에서 에 대한 제약 외에  ≥  ,    

≤ 의 제약도 부과하고 있고, 이 제약들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에 다소 비

현실적일 수 있음에 기인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20)

<표 2>에서 “S.E.(sample ave.)”는 분기별 추정치 각각에 대해 도출된 표준오

차들의 평균21)이고 “S.E.(final obs.)”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추정치들의 표준오차

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연산출량22)의 표본평균 표준오차는 1에 근접하게 크게

나왔지만, 잠재성장률의 경우에는 각각 0.658과 0.405로 추정의 정밀도(precision)

가 자연산출량에 비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식 (13)과 식 (15)에서는 산출량 갭  의 계수 추정치가 일본의 경우 더 작게

도출되었다. 이는 산출량 갭과 인플레이션 간 양(+)의 상관관계가 일본의 경우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더 가파른 기울

기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b)의 연구에서는 정규 분포로부터 추출(draw)한 모수

벡터 중 제약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reject)한 비율이 미국 2%, 영국 15%, 유로 지역 20%,

캐나다 25%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약 27%, 일본의 경우 약 59%의 비율로 기각

되었다.

21)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의 연구에는 “sample average standard errors”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표본평균 표준오차”라고 단순 직역하면 계산 과정에 착오

가 발생할 수 있다.

22) <표 2>의 는 자연산출량에 로그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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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수 추정 결과

한국 일본

표본기간 1992Q1～2018Q4 1996Q1～2018Q4

Parmaters Estimates(one-sided) Estimates(one-sided)



1.316 0.491

(6.345) (2.157)



-0.620 0.096

(3.572) (0.792)



-0.034 -0.003

(0.720) (0.020)


0.322 0.150

(2.675) (1.457)


0.635 0.319

(2.100) (1.376)

 0.722 1.003

 1.93 1.238

 0.776 0.676

  0.695 0.586

Signal-to-noise Ratios

 


0.068 0.028

 


0.006 0.017

S.E.(sample ave.)

 0.998 1.116

 0.658 0.405

S.E.(final obs.)

 1.264 0.779

 1.250 0.329

주: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이다. 모두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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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과 일본의 산출량 갭과 인플레이션 간 관계

주: 세로축이 인플레이션  , 가로축이 산출량 갭 이다. 산출량 갭은 HLW(2017) 모형을 사

용하여 추정하였고,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물가지수를 병합하여 도출하

였다.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2. 주요 기관 추정치와의 비교

잠재성장률은 그 추정치가 본질적으로 모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

서 한 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도출하였다면, 그 값을 다른 모형에 의한 추정치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3>은 본고와 OECD, 한국은행, 그리고 일본은행

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정리한 것이다. OECD와 일본은행은 생산함수 접근법을

사용하였고, 한국은행은 LW(2003) 모형을 변형한 준구조모형, 생산함수 접근법,

다변량 필터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률 추정치의 범위를 도출하였다.

본고가 사용한 모형이 다른 기관에서 사용한 모형과 동일하지 않지만, 본고의 전

반적인 추정치가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값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표 3>에서 한국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OECD의

잠재성장률 추정치와 동일하고,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비해 0.3～0.4%p 높다.23)

23) 최근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2년에 한번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해 왔다. 이
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그런데 추정을 반복하면서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에 가까운 값으로 수정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권지호 외 4인(2019)의

2016～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7～2.8%이지만, 조사통계월보 2015년 12월호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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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본 연구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OECD와 일본은행의 잠재성장률 추

정치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표 3> 주요 기관 잠재성장률 추정치와의 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본 연구 OECD BOK 본 연구 OECD BOJ

2001～2005 5.0～5.9 4.1～5.2 5.0～5.2 0.8～1.1 0.7～1.0 0.8～1.2

2006～2010 4.0～4.9 3.7～4.0 4.1～4.2 0.5～1.3 0.3～0.6 -0.2～1.1

2011～2015 3.3～4.0 3.4～3.8 3.0～3.4 0.6～0.8 0.3～0.7 0.1～1.0

2016 3.1 3.2

2.7～2.8

0.8 0.7 0.8

2017 3.1 3.1 0.9 0.7 0.7

2018 3.0 3.0 0.9 0.8 0.6

주: 1) 모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본 연구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분기별

추정치의 연도별 평균값이고, OECD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생산함수 접근법을 사용

하여 추정한 잠재산출량의 연도별 증가율을 계산한 것이다.

2) 한국은행(BOK)은 준구조모형, 생산함수 접근법 등 여러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치의

범위를 산출하였고, 일본은행(BOJ)은 생산함수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3) 2001～2015년 추정치는 각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치들의 5년 단위 최솟값부터 최댓값

까지의 범위를 적은 것이다. 그리고 2016～2018년 추정치는 한국은행(BOK)의 경우

2016～2020년 추정치들의 범위이다. 한편, 일본은행(BOJ)의 경우 반기별 추정치를 바

탕으로 저자가 연도별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자료: 본 연구의 추정치는 한국은행, 일본은행,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하였고,

OECD의 추정치는 OECD Economic Outlook, 한국은행의 추정치는 권지호 외 4인(2019)

의 추정치이다.

재된 강환구 외 3인(2015)의 연구에서는 2015～2018년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3.0～3.2%였

고, 조사통계월보 2017년 8월호에 게재된 김도완 외 2인(2017)의 연구에서는 2016～2020
년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8～2.9%였다. 또한 2006～2010년 추정치의 경우 점점 높은 값으

로 수정되어 왔다. 매번 모형을 수정하여 재추정한 결과이지만, 왜 잠재성장률이 실질성장

률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만 수정되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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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추정치(연평균)

(단위: %)

강환구 외 3인

(2015)

김도완 외 2인

(2017)

권지호 외 4인

(2019)

실제

실질GDP 성장률

2001～2005 4.8～5.2 4.8～5.2 5.0～5.2 5.0

2006～2010 3.8 3.7～3.9 4.1～4.2 4.3

2011～2015

3.2～3.4

(2011～2014년

추정치)

3.0～3.4 3.0～3.4 3.1

2016～2020

3.0～3.2

(2015～2018년

추정치)

2.8～2.9 2.7～2.8

2016 2.9

2017 3.2

2018 2.7

자료: 실제 실질GDP 성장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3. Hodrick and Prescott(1997)의 필터와의 비교

시계열 자료로부터 추세 성분을 추정하는 데 Hodrick and Prescott(1997)의

필터(이하 ‘HP 필터’)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Hodrick and Prescott(1997)은 관측

된 특정 시계열이 순환 성분(cyclical component)과 추세 성분(trend component)

의 합이라고 본 후, 추세의 2차 차분의 제곱합이 일정한 값보다 작아야 한다는

제약하에서 순환 성분의 제곱합을 극소화하는 추세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주요 분석 대상은 잠재성장률이기 때문에, HP필터 사용 시 실질GDP

에 로그를 취한 의 추세 성분 
가 추출 대상이 된다. 시계열 에서 추세를

추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24)

  
   for    ⋯  (16)

Min  ∑  
 

 ∑  
 

    
    

    
  (17)


 



식 (16)은 시계열 가 순환 성분과 추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

24) 실질GDP에 로그를 취한 와 그 자연 상태의 값인 
 외에 notation은 Hodrick and

Prescott(1997)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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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는 순환 성분으로, 가 시점 에서 추세 
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

한다. Hodrick and Prescott(1997)은 의 평균이 0에 가깝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식 (17)에서 는 평활화 모수(smoothing parameter)를 의미한다. 이는 추세 성분

의 변동에 부여하는 일종의 패널티(penalty)로, 값이 클수록 평활한 형태의 추

세선이 추출된다. 만약 값이 무한히 커지면, 식 (17)의 최적해(optimal solution)

는 추세 성분의 변동폭 
    

 이 매기 일정한 선형 시간 추세(linear time

trend)이다. 반면   이면, 와 동일한 추세가 추출된다. 이와 관련하여

Hodrick and Prescott(1997)은 분기별 자료에는   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

하였다.

<그림 7> HP 필터 잠재성장률 추정치와의 비교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본고에서도 HP필터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후, 이를 HLW(2017) 모

형의 사용 결과와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한국과 일본의 계절

조정된 실질 GDP 자료를 사용하였고, 두 가지 평활화 모수 값을 설정하여 추세

를 추출하였다. 우선,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Hodrick and Prescott

(1997)의 제안에 따라 평활화 모수를   으로 하여 실질GDP의 추세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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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출한 뒤, 전년 동기비 성장률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HLW(2017) 모형에서

칼만 필터를 적용할 때 평활화 모수를   으로 설정하여 초기 상태 벡터

(state vector)25)를 구하기 때문에, 이를 HLW(2017) 모형에 의한 최종 추정 결과

와 비교하기 위해   으로 설정한 잠재성장률도 추정하였다.

<그림 7>에서 한국의 경우 세 필터에 의한 잠재성장률이 모두 전반적으로 감

소해 왔으며,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점진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국에서   으로 설정한 경우 가장 평탄한 형태의 성장

률 그래프가 도출되었고, 이를 초기 상태로 설정하여 칼만 필터를 적용한 그래프

는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은 2017년 이후, 일본

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으로 설정하여 HP 필터로 추정한 잠재성장

률과 HLW(2017) 모형으로 추정한 잠재성장률 값의 차이가 매우 작게 나타났다.

반면   으로 설정한 HP 필터 추정치는 한국의 경우 HLW(2017) 추정치

보다 낮게, 일본의 경우 HLW(2017) 추정치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4. 한국과 일본의 잠재성장률 비교 분석

<그림 4> 및 <그림 7>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감소해 온 반

면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변동폭이 작았기 때문에 양국의 잠재성장률 차이가 감

소해 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양국의 잠재성장률 차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을 보면 양국의 잠재성장률 차이가 전반적으로 감소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양국의 잠재성장률 차이가 5% 이상으로, 1997

년 잠재성장률 차이가 급감한 이후 정점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2002～2010년 동

안 양국의 잠재성장률 차이가 약 1.5%p 감소하였고, 2010～2018년 동안 약

1.4%p 감소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속도가 유지된다면, 2026년 양국의 잠재성장

률 차이는 약 1% 초반, 그 이후에는 1% 미만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

외환위기 전후로 양국의 잠재성장률 차이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잠

재성장률이 해당 시기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5) 평활화 계수  으로 설정하여 추세를 추출하여 이를 초기 자연산출량으로 설정하

고, IS 곡선, 필립스 곡선을 구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초기 모수 값들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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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국과 일본의 분기별 잠재성장률 차이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그림 9> 한국과 일본의 분기별 잠재성장률 추이

주: 1996년 1/4분기부터 2018년 4/4분기까지의 양국의 분기별 잠재성장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시한 것이다.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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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의 진행 과정에서 경제변수들이 함께 움직일 경우 경제학에서 이 변

수들이 공행성(comovement)을 가진다고 한다. <그림 4>에서 큰 규모의 경제위

기 발생 시 한국과 일본의 잠재성장률의 동시에 큰 폭으로 변동하였기 때문에

양국의 잠재성장률 간 공행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잠재성장

률 추정치를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에 두고 그 분기별 추이를 그려보면 <그림 9>

와 같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5%p 내외로, 일본의 잠

재성장률은 1.5%p 내외로 변동해 왔다. 그리고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1997～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8～2009년 전후로 양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동시에 상당 폭 감소하였고, 그 외의 시기에 양국의 잠재성

장률 추정치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아시아 경제 전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과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동

일한 방향으로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본고에서는 Gali(2008)의 개방거시경제모형을 반영한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b)의 방법을 따라 상태공간모형을 구성한 후 칼만 필터로 한국과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진적으로 감

소해 왔으며,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폭 증가하였으나 1%

는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국의 잠재성장률 차이는 한국의 빠른

잠재성장률 감소 속도로 인해 8년에 1.5%p의 속도로 줄어들어 온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양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큰

규모의 경제위기에 동시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그 변동 방향 또한 동일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작지 않은 시사점을 지닌다. 구조

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이 장기적으로 일본의 저성장 기조를 닮아

갈 가능성이 높으며, 큰 규모의 경제위기 발생 시 양국의 잠재성장률은 동일한

방향으로 상당 폭 변동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

소하기 시작하였고 고령인구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1% 미만을 유지하였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 정책 입안 시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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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잠재성장률은 그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각 경제의 구조적 특징에 따

라 적합한 모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LW(2003) 모형과 HLW(2017) 모형은 자연이자율 분석에 초점이 맞춰진 모형이

기 때문에 두 모형은 식 (1)의 자연이자율과 잠재성장률 간 관계에 의존한다. 하

지만 실제 추정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자연이자율은 그 추정오차가 크게 도출되

었고, 그 변동성 또한 크게 나타났다. 오히려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OECD와 양국

의 중앙은행 등 주요 기관의 추정치와 유사하게 도출되었고, 그 표준오차의 크기

도 상대적으로 작았다.26) 경제의 장기 균형과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경기를 진단

하는 데 자연이자율과 잠재성장률 중 어떠한 개념이 더 유용한지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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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본고에서 추정에 사용한 상태공간모형을 각 단계별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

다.27)

Stage.1.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되는 모형을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A1)

=             ′ (A2)

  
   

    
 ′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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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A6)













  

  
  

(A7)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수로 구성된 벡터 를 추정한다.

              (A8)

Stage.2.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되는 모형을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7) 모든 notation은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a)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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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A14)

(A15)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수로 구성된 벡터 를 추정한다.

                 (A16)

Stage.3.

세 번째 단계에서 사용되는 모형을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A17)

                   ′ (A18)

  
   

    
              ′ (A19)

(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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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

(A22)

(A23)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수로 구성된 벡터 를 추정한다.

               (A24)

<부표1> 각 단계별로 추정되는 벡터

Stage

1
       

      
 

  
 ′

Stage

2
         

      
 

  
   ′

Stage

3
 [     

  ]  [
 

  
     ]′

주: 각 단계에서 그 추정치가 확정되는 모수를 붉은 색으로 표시하였다.

부록 2

각 단계에서 관측되지 않는 변수 를 추출해 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식

(A25)가 관측방정식이고 식 (A26)이 전이방정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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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

(A26)

  시점에서 정보   가 주어져 있을 때, 에 대한 예측은 식 (A27)과 같

고 그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는 식 (A28)과 같다.

(A27)

(A28)

다음으로 부록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는   시점에서 그 값을 알고

있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에 대한 예측은 다음과 같다.

(A29)

그리고  시점에 를 관측할 수 있게 되어 정보 가 주어지면, 이를 바탕으

로 기존 식 (A27)에서 하였던 에 대한 예측을 식 (A32)와 같이 업데이트

(update)하게 된다. 의 예측오차는 식 (A30)과 같고, 그 평균제곱오차는 식

(A31)과 같다.

(A30)

(A31)

(A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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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A32)에서 은 칼만 이득(Kalman gain) 행렬이라고 불리기

도 한다. 한편, 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업데이팅이 이루어지며,  와

는 다음 시점에서 사용된다.

(A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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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on and Comparison of Potential

Growth Rate in Korea and Japan Using

a Semi-Structural Model

28)Ye-ha Kim*

Using the semi-structural model developed by Holston, Laubach, and

Williams(2017b), which is based on the New Keynesian model described in

Gali(2008), this study aims to estimate and analyze the potential growth rate of

the Korean and Japanese economies. The estimates were derived from the

state-space model that combines a dynamic IS curve and a New Keynesian

Phillips curve via the maximum likelihood and Kalman filtering. The results

showed tha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potential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has declined at a fast pace, whereas Japan’s potential growth has

gradually improved, resulting in a narrowed gap between potential growth rates of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potential growth of both

countries had been hit hard by economic crises such as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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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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