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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요인(real economic fundarnent머s)이 아닌 경제주체들의 기대 (expec

tation) 자체가 경기변동의 발생 이유로 자주 거론돼 왔다. Keynes(1936)나 Pigou 

(1929, 1949)는 이미 오래전에 ‘동물적 직관’(animal spirits) 이나 ‘닥관과 비관의 

교차’라는 말로 이 같은 기 대 성 충격 (expectational shock)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 

다. 최근에는 태양흑점균형 (sunspot equilibria) 이론이나(Azariaclis(1981) ， Cass 

and Shell(l983) , Wo여ford(1987)을 참조) 전략적 보완성 (strategic comple

mentarity)을 내 포하는 거 시 모형 (Diarnond0982) , Bryant(1983), Cooper and John 

(1988)를 참조) 등도 경제실체와는 전혀 관련 없는 기대성 충격에 의해 경제활동 

전체가 영향받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1) 

이들 문헌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다른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얼마만큼을 생산할 

것인가를 예측하여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 결과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미 

래 거시경제활동의 결정요인이 된다. 즉 실질 경제변수들의 변화가 없는데도 모 

든 경제주체들이 다른 경제주체들의 생산량에 대한 예측을 높게 하면 그 결과는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Wooclford(l986, 1990), Cooper and Haltiwanger(1990, 1996), Sethi and Franke(l앉)5)， 

그리고 Bomfim and Diebold(997) 등도 이들 문헌과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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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산량의 증가라는 일종의 자기실현(self-fulfilling)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전략적 보완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략적 보완성이 존재하는 모형경제란 쉽게 말해 총생산량이 높아지면 

개별경제 주체들의 생산유인이 커지는 경제이다. 이같은 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이 

다른 경제주체들의 미래 생산계획을 낙관적으로 보면 자신의 생산도 늘리게 된 

다. 즉 실물경제요인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데 기대만으로 경제주체들은 각자의 

생산을 늘리게 되고 이 결과 실제 미래 총생산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기대성 충격을 직접 발굴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많은 연구들이 기대성충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기대성 충격을 구체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주체들이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경제예측을 주목하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 미국에는 수많은 경제예측들이 수시로 발표되고 있다. 이들 경제예측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경기선행지표(]eading economic indicator)임은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달 발표되고 수정되는 미국의 경기션행지표에 

서 기대성 충격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지표의 초기발표이후 수정과정에 

서 발생하는 오차(eπors)를 추정 하여 이 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초기발표치 가 

경제의 실물요인들과 밀접히 관련되는 반면 초기발표치에 포함된 오차는 그들과 

별 연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대성 충격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들 추정오차가 실제 미래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서 미국 통계학회(American Statistics Association)와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가 공동으로 경제예측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국경제를 예측토록한 설문조사(이하에서는 ASA-NBER 설문조사) 자료를 이 

용한다. 이 설문조사는 분기마다 1968년부터 1990년까지 이뤄졌다. 이들 자료를 

이용한 주된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경기선행지표의 초기발표치에 

내재한 추정오차는 표본기간중 경제예측전문가들의 기대형성에 심대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경기선행지표를 재정비하여 보다 

정확하여진 1976년 이후의 표본기간 중에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논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는 Oh and Walclman(l 990)과 Matsusaka 

and Sbordone(l995)가 있다. 먼저 Oh and Walclman은 앞서 언급한 경지선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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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추정오차가 미래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추정오차는 미래 산업생산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추정오차를 일종의 기대성 충격으로 유추하였다 이 

에 비해 본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추정오차가 ASA-NBER 설문조사자 

료에 나타나는 미래 경제예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과연 기대성 충격인가를 분석한다. 한편 Matsusaka and Sbordone은 경제에 전 

략적 보완성이 존재할 경우 기대의 변화가 산출량을 변화시킴을 보이기 위해 

Granger 인과관계를 사용하였다. 소비자의 미래기대 (consumer confidence)와 

GNP, 그리고 GNP 예측에 도움이 되는 변수들을 VAR 모형으로 추정한 뒤 소 

비자의 미래기대가 GNP의 움직임을 인과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도 기대성충 

격의 원전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경지선행지표의 초기발표치가 

과연 예측력을 갖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경지선행지표의 추정오차 

가 경제예측 전문가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g 。 짧맹챔뺨빽遭용8 뼈훌훌쩔 

경기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경기선행지표가 처음 제안된 것은 Mitchell and 

Bums(l938)에 의해서이다. 그후 경기선행지표는 그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로 여 러 차례 비 판을 받기 도 하였지 만(Koopmans(l947) ) 그 중요성 은 날로 커 왔 

다. 원래는 NBER이 경기선행지표를 작성하였으나 1968년부터는 미국 상무성이 

발표하고 있다. 이 에 따라 본 논문의 표본기 간은 1968년부터 시 작하여 ASA

NBER 설문조사가 종료되는 1990년까지로 설정되었다. 

매달 발표되는 경기선행지표는 모든 언론매체로부터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많은 경제예측전문가와 금융시장은 이 발표를 주시한다. 따라서 지표의 초기발 

표치가 어느 정도의 예측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는 본 논문에 있어서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초기발표치의 추정오차가 기대성 충격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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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들이 초기발표를 미래 예측시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지 

표의 예측력이 크면 클수록 추정오차는 보다 강력한 기대성 충격이 될 것이다. 

많은 실증연구들은 경기선행지표의 초기발표치보다는 최종수정치를 사용하여 

지표의 예측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연구들은 최종수정치가 미래경제를 

예측함에 있어 탁월함을 보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관점에서는 최종수정치의 예 

측력은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최종수정치는 경제주체들이 실제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미래정보를 담고 있어 지표의 예측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Diebold and Rudebusch(1991)는 이같은 문제점을 의식하여 예측시점에 이용가능 

한 경기선행지표의 예측력을 추정하였는데 지표의 예측력이 상당히 저하됨을 발 

견하였다. 더 나아가 산업생산을 예측하기 위해 만든 예측모형에 이 지표를 포 

함하여도 예측력의 증가가 전혀 없음을 보였다. 

그러나 Diebold and Rudebusch가 간과한 중요한 사실은 상무성 이 지표 추정 

방식을 정기적으로 변경해왔다는 것이다. 즉 상무성은 경기선행지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시계열들의 구성과 가중치를 빈번히 바꾸어왔다. 이 결과 초기발표 

치의 예측력이 근래에 들어 높아졌을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1975-76년에 걸 

쳐 상무성은 일련의 수정작업을 통해 지표추정방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였다. 

1976년을 전후한 경기선행지표 추정방식의 변화는 Moore and Shiskin(l967)과 

Zamowitz and Boschan(l975)의 지표작성에 대한 설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Zamowitz and Shiskin은 1976년 이전에 비해 지표의 구성시계열 선택에 있어 

초기발표치가 보다 나은 예측능력을 갖도록 주안점을 두었음을 강조한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Moore and Shiskin는 1975-76 이전의 채택기준을 설명 

하면서， “잠재적으로 구성시계열이 될 수 있는 시계열의 통계적 충분성 (statistical 

adequacy)을 책정함에 있어 수정치의 크기 그 자체가 많은 기준 중의 하나이다 

더 나아가 통계적 충분성도 6개의 기본기준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반면 

Zamowitz and Boschan은 1975-76년도의 대대적인 추정방법의 변경을 “경기예 

측은 아직 최종치가 알려지지 않은 시계열의 추정치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수정이 불가피한 시계열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시계열 

은 통계적 충분성이 있든 없든 경기선행지표 작성시 제외되었다”라고 표현하였 

다 이들의 설명을 종합해 볼 때 경기선행지표는 1976년을 전후로 하여 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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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었다. 따라서 경기선행지표 작성시 채택되는 시계 

열의 변화는 초기발표치의 예측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Oh and Waldman(l99O)은 구성시계열 선정기준의 변화로 인해 경기선행지표 

의 초기발표치가 가지는 예측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간단히 말해 그 예측력은 

1976년을 기준으로 확연히 다른데 1976년 이후 매우 높아졌음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1976년 이전에는 경기선행지표의 예측력온 표 I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표후 첫 번째 분기 산업생산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이 

다 반면 1976년 이후에는 발표 후 세 분기에 이르기까지 산업생산의 성장률을 

예측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난다 즉 1976년 이후 지표의 초 

기발표치는 발표 후 1-2분기 후의 산업생산량 증가율을 예측함에 있어 99% 수 

준에서 유의하였으며， 3분기후의 증가율을 예측함에 있어서도 90% 수준에서 유 

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해， 경기선행지표의 초기발표치가 갖는 예측력에 관한 실증적 

증거는 다소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Diebold and Rudebusch(991)에 따르면 산 

업생산량의 과거치들에만 의존한 시계열 예측모형에 예측시점에서 이용가능한 

경기선행지표를 추가할 경우 후자의 예측능력은 거의 없다. 반면 Oh and 

Waldman(1990)은 1976년 이후에는 초기발표치가 산업생산량의 움직임을 예측하 

는데 높은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냈다. 따라서 지표의 초기발표치가 과연 

기대성 충격이 될 수 있는가는 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도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적어도 1976년 이후에는 경기선행지표의 초기발 

표치에 내재해 있는 추정오차가 사실상 기대성 충격임을 보이고자 한다 

3. 명빽첼행째훨9.1 후훨뿔훨와 빽때형성 

3.1. 실증분석 방법 

이장에서는 경기선행지표 초기발표치의 추정오차가 미래 경제활동에 대한 기 

대성 충격임을 보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초기발표치에 내재한 추정오차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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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ASA-NBER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 

이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 쓰이는 시계열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기선행지표의 

수정과정부터 알아야 한다(보다 자세한 세부과정을 위해서는 미국상무성 (1984) 

자료를 참조할 것). 본 논문의 분석대상 표본기간 중， 미 상무성 경제분석국 

(Bw-eau of Economic Analysis)은 지난달 경기선행지표의 지수를 매달 말에 발 

표하면서 117H월 전까지의 발표된 지수를 수정 · 발표한다. 이때 언론들이 주목 

하고 보도하는 숫자는 새로운 초기발표치입은 물론이다. 이에 더해 경제분석국 

은 간간이 1948년까지 소급하여 전체 시계열을 수정 • 발표하기도 한다. 

경기선행지표의 수정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구성 

시계열 자료의 수정 또는 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정이 있는데 이 유형의 수정 

치가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다. 이같은 수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휘진다. 

첫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분석국은 보다 크고 나은 표본을 얻음으로써 보다 

질 높은 정보를 얻게된다 둘째 경기선행지표를 처음 발표할 때 그 당시 획득가 

능하지 않은 시계열 자료들이 사후에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셋 

째 시계열 자료의 계절 조정 (seasonal adjustment)에 따른 경기선행지표의 조정 

도 적잖이 일어난다. 그 외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성시계열에서 얻는 정보가 정 

치해져 보다 정확한 지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수정이 발생한다. 

두 번째 유형의 수정은 통계적 이유로 인해 이루어진다. 경제분석국은 경기선 

행지표를 도출함에 있어 수많은 통계적 조정을 거친다. 예를 들면 변동폭이 큰 

구성시계열틀이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구성시계열들간의 

평균변동폭이 동일하도록 통계적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경기선행지표의 장기 

평균이 경기동행지표의 장기평균과 일치하도록 하는 표준화 과정도 있다. 그리 

고 이들 두 지표의 장기추세를 동일하게 하는 추세조정도 이루어진다. 경제분석 

국은 이같은 통계적 요인들을 조정하면서 조정된 시계열을 사용하여 간헐적으로 

새로운 수정치를 도출한다. 

마지막 유형은 지표의 정의 (definition)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다. 경제분석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선행지표의 정의를 바꿔왔다. 이러한 수정은 구성시계열 

자체의 변경， 각 시계열에 부여되는 가중치의 변경， 그리고 각 구성시계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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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경 등을 포괄한다. 이같은 대대적인 변경은 보통 2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났 

는데 통계적 이유로 인한 수정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의가 이뤄지면 새로운 수 

정치들을 계산한다. 

앞서 말했듯이 본 연구의 관심대상은 첫변째 유형외 수정치들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 유형의 수정치만이 초기발표치에 내재한 추정요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정치 변수를 구축함에 있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유형으로 인한 

지표수정은 모두 제거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발표치와 최종수정치 발표사이에 통계적 또는 정의적 이유로 인해 

경기선행지표 작성방법에 변경이 있는 모든 분기를 찾아냈다. 그 다음 그러한 

모든 분기에 대해 지표 작성방법 변경 후 처음으로 발표된 수치를 변경이전의 

최종수치로 나누었다. 결과되는 비율은 해당분기의 경기선행지표가 지표작성방 

법 변경으로 인해 비례적으로 얼마나 변화하였나를 나타낸다. 끝으로 해당분기 

의 초기발표치에 이 비율을 곱하여 그 분기의 수정치 변수로 취하였다. 이같은 

방식 으로 초기 발표치를 조정 하면 첫 번째 유형 수정치 변수의 불편 부당한(unbi 

ased) 추정치를 얻게 된다. 

본 논문의 실증적 분석에서는 경기선행지표에서 추출되는 두 개의 시계열 변 

수를 이용한다. 경기선행지표는 매달 발표되는 월별 자료이지만 ASA-NBER 설 

문조사가 분기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차료는 분기별로 측정된다. 이같은 자 

료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Ar를 t분기 경기선행지표의 올바른 최종수정치라고 

하고 Aj를 초기발표치라고 하자.(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 발표치 간의 시차는 12 

개월에 달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첫째 변수， 1;는 t 분기의 올바른 최종수정 

치의 분기증가율인데 1; = (A; - A ;-l)/A ;-1로 정의된다. 또 하나의 다른 변수 

는 t분기 경기선행지표의 수정치인 Rt=(ι4; -A~)/ι양로 정의되며 ι4t는 초기 

발표치이다 

본 논문에서 기대형성에 대한 자료는 ASA-NBER 설문조사인 경제예측 전문 

가들의 예측치들이다 이 설문 조사는 매분기 이뤄졌는데 다양한 거시 경제변 

수들에 대해 예측시점으로부터 여러 분기에 걸쳐 예측치를 물어본다. 이들 예 

측치들 중 미국 산업생산지수에 대한 예측치의 평균값이 2) 본 논문에서 사용할 

기대변수이다. 구체적으로 t분기에 t+ j 분기의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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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Gt+ j)3)에 앞서 말한 수정치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1968년 4분기부터 1990년 

1분기 에 걸치 는 자료를 분석 한다.4) 

과연 경기선행지표의 최초 발표에서 발생하는 수정치 ， Rt가 경제예측 전문가 

들의 기대형성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상정한다. 

Et@1) = h휠 b1 + iEt- i( Gt+ j- i) + b6따 b7R t+ et (1) 

식 (1)은 j 분기후의 산업생산량 분기증가율에 대해 예측전문가들이 예측한 증 

가율의 평균값 ElGt十 j)는 과거 t- i분기에 이뤄진 t+ j- i 분거에 대한 예측 

평균값들과(즉 autoregressive process를 가정) 경기선행지표의 최종수정치의 증 

가율과 초기발표치에 다}재하는 수정오차에 의존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식 

(1)에서 et는 잔차항이다.5) 본 논문의 주관심 계수는 수정오차에 대한 계수인 

b7인데 이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수치를 가지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종속변수인 ElGt+)는 t분기 경기선행지표가 최초 발표된 후 그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설문조사에서의 예측치 평균값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t를 

10-12월 분기라고 하자. Rt는 실제 1월말에 발표되는 12월 지표의 초기발표치 

를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ElGt+ j)는 2월 중순에 발송되어 3주안에 설문에 답하 

도록 요구하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예측치들의 평균값이다 따라서 가장 빠 

른 예측대상 분기는 4-6월 분기가 되게 된다. 설문조사 시점에서 가장 가까우 

면서도 설문이 이루어지기 전 초기발표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초기발표가 

2) 예측치의 평균값대신 중앙값(median)을 사용하여 보았으나 결과는 거의 같았다. 

3) 경기선행지표는 총경제활동에서의 추세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는데 여러 시계열들이 
사용된다 이들 시계열중에는 산업생산지수와 국민총생산량도 포함된다(Zarnowitz 
and Boschan(1975)을 참조). 경기선행지표의 예측력을 분석한 모든 연구들은 산업생 
산지수나 국민총생산량에 대한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4) 앞서 언급한 것처럼 ASA• NBER 설문조사는 1990년에 중단되었으므로 본 논문은 
그 이후 기간들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5) 당분간 e, 는 i.i.dündependently and identic려Iy normally distribut어) 성질을 가진다 
고 가정한다 그리고 실증분석에서 과연 그러한지를 검증할 것이다. 



기대성 충격으로서의 미국 경기선행지표 135 

경제예측에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발표 

시점과 예측시점간의 시간이 길어지면 예측전문가들은 생산자들을 포함하는 경 

제주체들이 그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측하고 난 뒤 경제예측을 행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자료 구축방법은 이같은 간접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발표가 

예측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초점은 경제예측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경기선행지표의 발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쉬 

운 방법은 단순히 초기발표치에 담겨져 있는 추정오차와 예측전문가들의 예측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같은 상관관계 분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초기발표치들이 실물경제활동 수준과 상관관계를 가질 확률이 

사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측전문가들이 설혹 경기선행지표를 사용 

하지 않고 실물경제활동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초기발표치와 예측치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게 된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 

하겠지만 본 연구는 이같은 허위 상관관계 (spwious correlation)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설문조사 응탑자들이 사용할 다른 정보와 상관관계를 거의 갖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되는 추정오차를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상정하는 희귀식 (1)의 추정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체가설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번째 가셜은 설문응답자들이 기대형성 

시 초기발표치를 고려하지 않고 Ir나 Rt와 상관관계가 없는 정보들만 고려한 

다는 것이다. 이 경우 b6=0. b7 =0가 될 것이다. 두번째는 응답자들이 기대형 

성시 초기 발표치를 고려하지 않으나 If와 상관관계가 있고 Rt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정보를 사용한다는 가설이다. 이 경우 b6> 0이고 b7 =0가 되어야 할 것이 

다. 끝으로 본 연구가 주장하듯이 경제예측가들이 초기발표치를 고려한다는 가 

설인데 이 경우 b6> 0이고 b7 <0가 될 것이다. 이같은 주장의 논리는 다음과 같 

다. 정의상 1; = (A; - A ;-l)/A f- l이고 Rt = (A; -A i)/A ;01므로 A;_lol 고 

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Rt를 주어진 것으로 하면 ff의 증가는 A 「와 At의 증 

가를 뜻하게 된다. 반면 If를 주어진 것으로 하면 Rt의 증가는 At 감소를 뜻 
하게 되고 Ar는 불변이게 된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기대형성시 Aj를 심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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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변 전문가 예측치인 EtC Et+)는 If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고 

Rt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물론 또 다른 네 번째 가설도 이론적으 

로 가능하다. 응답자들이 초기발표치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If와 Rt 모두와 상 

관관계가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위의 세 번째 가설과 같이 이 가셜은 

b6> 0와 b7 <O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설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경기선행지표의 수정을 초래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옳다고 받아들이기는 힘들 

다，6) 본 연구가 주목하는 추정오차는 초기발표치가 구성시계열의 불완전한 표본 

조사에 기초한다는 데 대부분 기인한다. 이 때문에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경제분 

석국의 불완전한 표본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추정오차와 상관관계가 있는 다른 

정보를 획득했으리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2. 실증결과 

표 R는 식 (1)의 추정결과이다 수정치변수의 계수를 보면 설문응답자들이 그 

들의 기대형성시 경기선행지표의 초기발표를 고려한다는 증거가 다소 보인다. 

추정된 계수는 j=2 ， 3 ， 4 ， 5의 네 번의 회귀분석에서 세 번이나 제대로 된 부호 

를 나타냈다 더구나 j=3 ， 4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9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종수정치의 증가율인 If는 그 결과가 미미하였다. 즉 네 번의 

회귀분석중 단지 두 번만 올바른 부호가 나타났고 그나마 단지 한번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7) 

6) 이장의 끝부분에서 설문응답자가 사용한 정보가 If와 R，와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에 대해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7) 표 H와 rn에 보고된 모든 회귀분석에 대해 잔차항의 1차 시계열상관 여부를 검증하 
기 위해 ARCH(l)을 귀무가설로 한 Lagrange multiplier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는 모든 희귀분석에서 시계열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종다분산성에 대 

해서도 검증하였는데 표 m의 j=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가능성은 통계적으 
로 없었다 이같은 시계열상관 가능성과 이종다분산성의 가능성에 대한 검정에 사용 

한 표준오차는 Andrews(1991l가 제창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물론 이같은 방법은 1 
차 시계열 상관에 대한 검정이지 그 보다 높은 차수의 시계열상관에 대해서는 무력 

하다 끝으로 표 R와 m에서 E'-l(G'+i-l)의 추정계수는 모두 0.9 이하이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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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Ir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결과는 I「와 예측 전문가들의 과거예측치 

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다중꽁산성 (m띠ti-colline와ity)으로 인해 일어났을 가능 

성이 높다. 이들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j=2일 때 0.56. j=3일 때 0.52, j=4 

일 때 0.37 그리고 j=5일때 0.22였다. 더구나 회귀식의 우변에서 전문가들의 성 

장률예측치중 1분기 후행 변수를 빠뜨리면 If의 계수는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가 

졌다. 이같은 현상은 IF와 Et-1(Gt+ i-l) 간의 다중공산성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즉 Ir는 t-l거의 실제 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고 Et- 1 ( Gt+ i-[) 또한 t기의 실제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증가율온 그 자체 시계열상관을 가지거 때문에， If 
와 Et-1(Gt+ i-l)는 자연스럽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다중 

공산성 문제로 인해 아래에서 이뤄지는 여러 실증적 검정에서는 수정치변수의 

계수를 특히 주목할 것이다. 

ASA-NBER 설문 응답자들이 기대형성시 경기선행지표의 발표에 주의를 집중 

할 것이라는 가설에 표 g의 결과는 약간의 희망을 주지만 그리 확연하지 못하 

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우면서도 직접적인 방법은 1975-

76년에 일어난 경기선행지표 편제방식의 대대적인 변경을 감안하는 것일 것이 

다. 2장에서 지적하였듯이 지표구성 사계열 선택기준아 1976년 이후 매우 달라 

졌다. 미 상무성은 1976년 이후 구성시계열을 선택함에 있어 경기선행지표 초기 

발표치가 좋은 예측능력을 가지도록 과감하게 변경하였다 이 결과 경기선행지 

표 초기발표치의 미래 예측능력은 1976년 이후 급격히 높아졌다. 표 I 에서 보 

았던 것처럼 초기발표치들은 발표 이후 3분기동안 산업생산지수를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반면 1976년 이전에는 초기발표치는 단지 발표 후 

1분기 후에만 유의성있는 예측능력을 가졌을 뿐이었다. 

이같은 사실들을 고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이론적 유추가 가능하다. 1976년 이 

후 경기선행지표의 예측력이 발표 후 2 내지 3분기 이후의 산업생산활동을 예측 

하는데 훨씬 나아졌다면 경제예측 전문가들도 기대형성시 1976년 이후 지표에 

가예측치 시계열은 단일근(unit root)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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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의미를 부여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같은 유추가 옳다변 경기선행 

지표의 수정치와 전문가집단의 미래예측치간 음의 상관관계가 1976년 이후 더욱 

확연해야 한다. 그리고 발표시점으로부터 2분기 내지 3분기 후에 대한 예측치와 

수정치 간에 높은 음의 관계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표 m은 앞서 말한 추론을 검정하고 있다. 더미변수인 Dt를 1976년 이후에는 

1, 그리고 그 이전에는 0으로 정의하자. 그리고 Ir ’ =DtIf, R/ =DtRt라고 하 

자. 앞서의 논가 옳다면 1976년 이후 경기선행지표의 초기발표치와 수정치 간의 

상관관계는 1976년 매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특히 j=2 ， 3의 경우). 따라서 

If/ 와 Rt 를 회귀식에서 분석하면 Rt’ 의 계수는 j=2 , 3분기에 있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음의 부호를 나타내야 된다. 표 m은 표 H의 실증분석에 lf ’ 와 

Rt 를 추가한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같은 이론적 추론을 확연하게 증명한 

다 Rt 의 계수는 네 개의 회귀분석에서 모두 음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구체적으로 Rt 의 계수는 j=2의 경우 99% 유의하고 j=3의 경우 95%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8) 따라서 표 m은 경기선행지표의 초기발표가 1976년 이후 경 

8)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는 R，와 R , 의 계수들이 If와 R，간의 다중 

공산성으로 인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후자 두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전체 표본에서는 0.52, 1976년 이전에는 0.75 그리고 1976년 이후 0.28이었다 따라서 
다와 R，간에 다중 공산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영향은 1976년 이후 오히려 매우 

약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기선행지표의 수정치와 예측전문가들의 예측치틀간의 음 
의 상관관계가 1976년 이후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은 더욱 공고하게 
뒷받침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If와 R，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해도 경기선행지표의 초기 

발표치가 과연 합리적인 예측치 (rational forecast)일까하는 의문이 있을수 있다. 만약 
초기발표치가 합리적 예측치가 아니라면 초기발표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나 
아질 것이고 수정치는 초기발표로인한 편의가 있는(biased)오차수치일 수 있다. 이같 

은 가능성은 기=(A;-A;-l)/A;-l와 R，간의 상관관계계수와 이들의 평균과 표준 

오차를 통해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전체 표본기간중 R，의 평균값과 표준오차 

는 ←0α5와 0.023이었고 1976년 이전에는 0.012와 0.035였다 그리고 1976년 이후에 

는 각각 0.001과 0.009였다 또한 간와 R，간의 상관계수는 전체 표본기간에는 

0.095 그리고 1976 이후에는 0.097이었다 이같은 증거는 초기발표치가 전체 표본기 
간을 통해 진실된 수치에 대한 합리적 기대치이거나 최소한 합리적 기대치에 가까운 
것으로 믿게 한다. 또한 Diebold and Rudebusch(1988)도 이 문제를 고려하면서 비록 
수정치에는 편의 (bias)가 있으나 실제 그 편의는 매우 작아 본 연구와 동일하게 초 

기발표치가 합리적 기대치임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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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예측 전문가들의 기대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 

다고 할 수 있다.9) 

표 W는 이들 추정오차가 경제예측 전문가의 미래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형성 

시 얼마나 비중을 갖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출발점으로 후 

행예측치들의 선형예측Oinear precliction)으로 설명될 수 없는 전문가 예측치의 

변화를 생각해 보자. 이같은 회귀식에서 결과하는 잔차항은 예측전문가들이 1 

분기 전에 가졌던 정보들로 설명할 수 없었던 예측치의 변화분이라고 할 수 있 

다 표 W는 수정치 변수가 더해짐으로써 R2의 값이 바뀌는 것을 분석함으로 

써 10)(이같은 접근방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Theil (971)을 참조) 수정치변수의 

예측기여도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표 m에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정치변 

수는 1976년 이후 전문가들의 기대형성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보다 많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j=2 , 3일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수정치 변수가 전체표본에서는 2분기 이후 예측치의 잔차항 변이 

(residual variability)를 불과 2.6%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76년을 

전후로 표본을 양분할 경 우 1976년 이 전은 0.2%, 1976년 이후는 20.9%에 달한 

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증분석의 전반적인 결과는 1976년 이후 경기선행지표의 

초기발표치에 내재하고 있는 추정오차는 2내지 3분기후의 경제예측에 경제적으 

로나 통계적으로나 유의하게 영향을 미침을 보인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와 부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가설의 타당성 

을 살펴보기로 하자.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대한 해석은 경제예측 전문가들이 

미래예측시 경기선행지표의 초기발표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9) 식 (1)의 회해식을 1976년 이후로 한정하여 추정하여 보았는데 j=2，3，4의 경우 계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99% 유의하게 음의 부호를 보였다. 

10) 분산분해 (variance decompositon) 방법을 쓰지 않은 이유는 초기발표치에 내재한 
추정오차가 전문가들의 예측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 

구가 취하고 있는 접근방법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 직전에 발표되는 경기선행지표 
의 초기발표치를 내재한 추정오차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초기발표치의 추정오차가 
전문가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보는 셈이다 반면 분산분해 방법은 본 연구 

에서 쓰이는 추정오차뿐만 아니라 예측시정보다 훨씬 이전의 수정치(추정오차)들을 

포함한다 이 결과 분산분해방법을 경기선행지표의 초기발표치에 내재하는 추정오 
차의 직접적 영향만을 측정한다기 보다는 이들 과거 추정오차들에 대한 경제주체들 

의 반응까지도 고려한 전문가들의 기대형성을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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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전문가들이 지표의 초기발표치에 의미를 부여 

하지 않으면서 지표를 만드는 데 사용된 하나 또는 몇 개의 구성시계열의 초기 

발표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실증연구 결과에 

대한 대체가설이면서도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와는 크게 다른 바가 없다. 즉 그 

같은 가설이 설혹 옳다고 해도 경제통계의 초기발표치에 내재하는 추정오차는 

Keynes와 Pigou가 강조했던 기대성 충격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본 연구의 주장 

과 궤를 같이 한다. 달리 표현하면 두 가설 중 어느 쪽이 옳든 본 연구의 결과 

는 경제통계의 초기발표치에 내재하는 추정오차로 인한 기대성 충격이 경제주체 

들의 기대형성시 중요한 영향변수로 작용함을 뜻한다. 

4. 뿔 풀 

본 연구는 ASA-NBER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경기선행지표의 초기발표치 

에 내재하는 추정오치-가 과연 기대성 충격인가를 분석하였다. 주된 발견은 이들 

추정오차가 1976년 이후에는 경제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대성 충격이 

고 경제전문예측자들 기대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미국에는 

경제주체들이 미래경제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다. 따라서 이 

들 정보들 중 경기선행지표라는 하나의 정보가 기대성 충격으로서 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경제주체들이 사용하는 다른 정보들도 중요 

한 기대성 충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기대성 충격은 기대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Oh and Walclman (1990)에서 보인바와 같이 실제 미래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실물경제와 관련없는 단순한 기대성 충격이 경기변 

동의 중요한 요인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경기선행지표의 발표가 사회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성급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먼저 지표의 발표는 경제주체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의 혜택을 주므로 그 혜택이 

기대성 충격으로 인한 비용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정보는 해가 

되기보다는 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기선행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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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경제주체들은 미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 

다. 이들 대체정보의 질이 낮을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파악한 기대성 충격보다 

오히려 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심화는 여러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방향은 본 연구에서 드러난 기대성 충격이 순수한 태양혹점류(sunspot 

type)의 것인지 또는 실물경제에 관한 실제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분 

석하는 것이다. 만약 경기선행지표의 초기발표치가 실채 실물경제에 대한 정보 

가 추가적으로 없는 것이라면 본 연구의 기대성 충격은 태양흑점류의 충격이게 

된다. 이 경우 경제주체들이 초기발표치에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경제주체 

들이 주목하기 때문이게 된다， 반대의 경우는 경제주체들이 경기선행지표가 실 

물경제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실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함이 물론이다. 

물론이를실증적으로구분하는것은쉽지않은과제이다. 

<표 I> 

1976년 이전 1976년 이후 

bj b2 Adjusted R2 bj b2 AdjustedR2 

1. 
-0.003 0.517 0.36 0.005 0.496 

0.27 
(0.67) (4.14) (1.74) (4.16) 

2. 
0.003 0.139 -0.01 0.005 0.424 

0.19 
(0.61) (0‘86) (1.66) (3.37) 

3 
0.006 0.104 -0.02 0.006 0.242 

0.05 
(1.19) (0.62) (1.88) (1.75) 

4 
0‘007 -0.079 -0.03 0.005 0.155 

0.00 
(1.21) (0.46) (1.95) (1.08) 

5. 
0.007 -0.064 -0.04 0.007 -0.003 

0.03 
(1.34) (0.36) (2.19) (0.02) 

6. 
0.009 -0.144 0.02 0.007 -0.042 

-0.02 
(1 .56) (0.79) (2.06) (0.29) 

* IP， + j =b j +b2τζ + el. IP,+j 는 t+ j분기의 산업생산량 분기증가율이고 τy，는 t기 경 

기선행지표 초기발표치의 증가율이다 t 통계량은 괄호속에 있다 

** 자료: Quarterly Joumal of Economics, 1990, p.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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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 

j=2 3 4 5 

Intercept 0.002 0.002 0.002 0.002 
(2.06) (1.98) (1.87) (1.45) 

Et-l(Gt+j-1) 0.746 0.804 0‘889 0.7æ 
(5.66) (6.16) (7.51) (5.52) 

Et-2(Gt+j-2) 0.274 0.077 -0.075 oα에O 
(1.82) (0.51) (0.51) (0.00) 

Et-3(Gt+j-3) 0.272 0.024 0.025 O.1æ 
(1.83) (0.16) (0.17) (0.71) 

Et-4( Gt+j -4) -0.147 -0.008 -0.004 (0.038) 
(1.31) (0.07) (0.04) (0.30) 

]; 0.096 0.021 -0.020 -0.040 
(2.38) (0.68) (0.96) (1.71) 

R , -0.059 ←0.0끊 -0.여4 0.016 
<1.41) (1.78) (1.91) (0.36) 

Adj. R2 0.57 0.58 0.69 0.59 

〈표 Ill> 

j=2 3 4 5 

Intercept 0.002 0.002 0.002 0.002 
(1.77) (2.13) (2.26) (1.71) 

Et-1( Gt+j-1) 0.862 0.841 0.825 0.623 
(6.63) (7.18) (6.98) (4.45) 

Et-2(Gt+j-2) -0.403 -0.128 0.034 0.039 
(2.71) (0.94) (0.24) (0.25) 

Et-3(Gt+j-3) 0.339 0.026 -0.021 0.077 
(2.35) (0.20) (0.15) (0.50) 

Et-4( Gt+j -4) • 0.131 0 에8 0.020 0.071 
(1.19) (0.08) (0.19) (0.55) 

lFt 0.093 0 여7 0.007 -0.013 
(1.90) (1.31) (0.27) (0‘35) 

LF 
• 0.025 -0.049 -0.0잃 0.030 
(0.43) (1.21) (1.27) (0.77) 

R , • 0.033 0.052 0.052 0.055 
(0.74) (l.58) (2.03) (0.97) 

R , 0.348 -0.212 -0.æ8 -0.121 
(2.88) (2.56) (1.60) (l.34) 

A이 . R 2 0.61 0.63 0.71 0.59 



〈표 N> 

Full Sample 

k j=2 3 4 5 

1 0 닮9 0.599 0.662 0.606 
2 0.590 0.600 0.699 0.624 
3 0.601 0.617 0.714 0.625 
4 2.6% 4.2% 4.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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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1976 

2 345 

0.575 0.453 0.591 0.836 
O없70.462 O.없40.842 

0‘없80 앵7 0.656 0.843 
0.2% 4.6% 2.9% 0.6% 

Post 1976 

2 3 4 5 

0.578 0.661 0.656 O.닮8 

O 잃8 0.688 0‘잃80.598 
0.676 0.766 0.719 0.602 
20.9% 23.0% 9.0% 0.9% 

* k= 1 에 열거된 숫자는 E ,( G 1+)= bj +휠 b l+ jE,- i(G l+ j-j) + e ，의 R 2 값이고 k=2의 
경우는 k= 1 의 회귀 식에 Ir를 첨가한 후의 R2값이다. 그리고 k=3의 경우는 k= 1 

의 회귀식에 Ir와 R，를 첨가하여 추정한 R2값이다， 마지막줄 k=4의 숫자는 (3열의 

R2 -2열의 R2 )!(l -1열의 R2)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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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8. Lea뼈ing In얘icato뾰 
융8 없 80뼈없ce of Ex뱉ectational Shocks 

Oh , Sunghwan 

A current theme in the literature on business cycIe fluctuations is the 

importance of expectational shocks that change the beliefs of agents 

conceming the future level of aggregate activity, but which do not reflect 

real movements in the fundamentals. In this paper, we emp!oy the ASA

NBER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errors in the initial announcements of the index of leading econoITÙc 

indicators are a source of this type of expectational shock. We investigate 

the time period 1968-1990 and find that these errors are an important source 

of such shocks after 1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