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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각각의 경제성장률 전망

치를 발표하며, 언론은 이를 보도하면서 경제 구성원들의 미래 경제 상

황에 대한 낙관적·비관적 기대를 형성시킨다. 본 논문은 경제 구성원들

의 합리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 활용을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2000

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용하여 예측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예측

력 비교 지표로는 평균제곱근오차(RMSE)와 평균절댓값오차(MAE), 평

균예측오차(MFE)를 사용하였다. 전망치의 예측력의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표준화하기 위해 RMSE와 MAE를 각

기간의 실제 경제성장률 표준오차로 나눈 값을 지표로 하였으며, 국가

간 예측력 비교를 위해 RMSE와 MAE를 정규화한 NRMSE(Normalized

RMSE)와 NMAE(Normalized MAE)를 이용하였다. 국내외 모든 연구기

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실제 경제성장률에 대해 편의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예산정책처(NABO)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국책 연구기관의 예측력이 민간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에 비해

높았다. 모든 연구기관에서 호황일 때의 예측력이 불황일 때보다 높았고,

민간 연구기관은 국책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보수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황일 때는 실제 경제

성장률보다 낮게, 불황일 때는 더 높게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망치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예측력은 국

내외 모든 연구기관에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국제기구의 경

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력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POOS 방법을 이용한 기존 전망치의 선형결합으로 생성

한 새로운 전망치는 기존 연구기관의 전망치 보다 더 나은 예측력을 보

이지 못해 예측결합퍼즐(forecast combination puzzle)이 나타났다.

주요어 :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예측력, 불편성, 예측결합퍼즐

학번 : 2017-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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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실제

경제성장률

국책 연구기관

NABO BOK KDI KIF KIET

standard
error

1.918 0.636 1.235 1.228 1.176 1.110

Variables
민간 연구기관 국제기구

HRI LG KERI OECD IMF ADB

standard
error

1.020 1.218 1.150 1.163 0.930 1.144

<표 1> 실제 경제성장률과 전망치의 변동성

제 1 장 서 론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매년 다음 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특히 매년 연말에 발표되는 전망치들은 언론에 소개되며 경제 구성원들

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혹은 비관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어떠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더욱 정확하게 실제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고, 어느 수준의 예측력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이다. 각 연

구기관은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비슷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갑작스

러운 거시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실제 경제성장률과 전망치 간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나며, 실제 경제성장률 보다 전망치의 변동성이 작다는 특

징을 보여준다.

1) 실제 경제성장률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본 논문에서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활용하여 예측력 지표를 비교하였고, 예측력의 개선 여

부와 국제기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국내외 연구기관은 국회예산정책처(NABO), 한국은행(BOK), 한국개발연

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KIF), 산업연구원(KIET) 등 5개 국책 연구

기관을 비롯하여 현대경제연구원(HRI), LG경제연구원(LG), 한국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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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제성장률 전망치 : 국책 연구기관

구원(KERI) 등 3개 민간 연구기관, OECD와 IMF, ADB 등 3개 국제기

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진 선행연구

로는 조장옥·김준원(1999)와 김준원·박상학(1999), 곽노선·박정수·이한식

(2011) 등이 있다. 조장옥·김준원(1999)은 2000년 이전의 경제성장률 전

망치 자료를 이용하여 Muth(1961)의 합리적 기대가설에 근거한 불편성·

효율성 검정을 통해 대다수 연구기관의 전망치가 편의가 존재하고 비효

율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준원·박상학(1999)은 이에서 더욱 확장하

여 더 많은 국내 연구기관의 전망치 자료를 포함시켰으며, 예측시점별

전망치의 합리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국내 연구기관이 경

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상당히 큰 편의를 가짐을 보여주었다. 곽노선·

박정수·이한식(2011)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다수 연구기관의 전망치가 불편성 및 효율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제곱근오차(RMSE)와 평균절댓값오

차(MAE) 등 예측력 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국내외 연구기관의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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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제성장률 전망치 : 민간 연구기관

<그림 3> 경제성장률 전망치 : 국제기구

률 전망치에 대한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KDI와 한국은행의

예측력이 타 연구기관에 비해 뛰어나며,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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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전망치도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논문에서는 Muth(1961)의 합리적 기대가설에 근거한 불편성 검정

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편의에 대한 검정을 하고, 예측력 평가 지

표를 비교하여 어떠한 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신뢰성 높은지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곽노선·박정수·이한식(2011)에서 확장하여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자료 범위를 2000년부터 2018년까지로 하였으며, 국제

기구의 주요 선진국에 대한 경제성장률 예측력도 한국과 비교·분석하였

다. 또한, 평균제곱근오차(RMSE)와 평균절댓값오차(MAE), 그리고 평균

예측오차(MFE)를 기존의 연구보다 더욱 다양하게 활용하여 예측력 비

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이분산

성과 자기상관성을 검정한 뒤, 불편성 검정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편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

망치의 예측력을 비교·분석한다. 제 4 장에서는 국제기구의 외국 경제성

장률 전망치에 대한 예측력을 비교·분석하여 국제기구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예측력을 평가한다. 제 5 장에서는 POOS 방법에 따른 선형결합

으로 새로운 전망치를 제시하고 기존 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하며, 제 6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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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연구기관 전망치 분석

: 이분산성, 자기상관성, 불편성

본 장에서는 국내 주요기관과 국제기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실제

경제성장률과 비교하였을 때 예측에 대한 불편성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이분산과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경우 HAC(Heter-

oskedasticity-Autocorrelation Consistent)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각 기관

의 전망치가 불편성을 만족하는지 검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제 1 절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와 분석 방법

1.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 국내외 주요 기관 중 2000년 이후 현

재까지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는 11개 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국

책 연구기관은 국회예산정책처(NABO), 한국은행(BOK),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금융연구원(KIF), 산업연구원(KIET) 등 5개 기관이고, 민간

연구기관은 현대경제연구원(HRI), LG경제연구원(LG), 한국경제연구원(

KERI) 등 3개 기관이 대상이다. 국제기구는 OECD와 IMF, ADB(Asian

Development Bank)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4>와 <그림 5>는

전망시점에 따른 예측력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전년도 12월과 가까운 시기에 발표된 전망치의 경우 기관

별 전망시점에 따른 예측력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각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간 전망

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전년도 12월과 가까운 시기에 발표된 자료를

초기 전망치로 설정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00년부터 2004

년까지의 전망치가 누락되었고, 현대경제연구원(HRI)의 전망치는 2006년

과 2007년의 자료가 누락되어 표본의 수가 타 기관과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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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망시점에 따른 예측력 비교 : RMSE

<그림 5> 전망시점에 따른 예측력 비교 : 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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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불편성 검정에 앞서 각 연구기관의 전망치가 비자기상관성과 동분산

이라는 회귀분석의 고전적 가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자기상

관과 이분산 중 어느 하나의 고전적 가정이 만족되지 않는 기관의 전망

치에 대해서는 HAC(Heteroskedasticity-Autocorrelation Consistent) 표

준오차를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우선 자기상관성을 검정하는 방법은 Durbin-Watson 검정을 선택하였

다. Durbin-Watson 검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2)

식 (1)의 AR(1) 오차모형에서 는 평균이 0이며 분산이 일정하고 무

작위 오차는 상관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인 경우 자기상관은 존

재하지 않는다. 가설검정 (2)에서 대립가설 에 대응하는 귀무가설 

를 검정하는데 사용되는 통계량은 아래 식 (3)에 나와 있는 통계량이
다. 통계량의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을 경우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자기상관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통계량의 p-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지 않은 경우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으며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3)

다음으로 이분산성을 검정하는 방법은 White 검정을 선택하였다. W-

hite 검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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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위의 회귀식 (5)로부터 잔차항의 추정치             

을 얻을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보조회귀선 (6)을 설정하게 된다.

 


     

   (6)

          과 는 모두 이 아니다 (7)

가설검정 (7)과 같은 대립가설 에 대응하는 귀무가설 를 검정하

는데 사용되는 통계량은    × ∼  
 이며,  는 보조회귀식의 결

정계수를 의미한다. 자유도 2는 귀무가설 의 제약식의 개수를 나타내

며, 가 참인 경우 통계량은  
 분포를 따르게 된다. 가설 검정 시 유

의수준 하에서 귀무가설 를 기각할 경우 이분산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각 기관의 전망치가 실제 경제성장률과 비교하였을 때 예측오차가 편

의를 갖지 않아야 합리성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곽노선·박정수·이한식(20

11)을 참고한 불편성 검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8)

            (9)

        (10)

기에 경제성장률 를 예측할 때 예측오차 의 평균이 0이 되면 불편

성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식 (8)의 예측오차 가 불편성을 만족시

키기 위해 은 0, 은 1에 가까워야 하고, 아래 제시된 가설검정 (10)

의 귀무가설 가 기각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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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ABO BOK KDI KIF KIET HRI LG KERI

p-value 0.588 0.934 0.805 0.793 0.890 0.693 0.909 0.798

DW
statistics

2.379 2.787 2.521 2.495 2.680 2.428 2.705 2.503

Obs. 14 19 19 19 19 17 19 19

<표 2> 자기상관 검정 : 국내 연구기관

Variables OECD IMF ADB

p-value 0.769 0.779 0.786

DW
statistics

2.467 2.496 2.502

Obs. 19 19 19

<표 3> 자기상관 검정 : 국제기구

제 2 절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 분석 결과

1. 자기상관 검정(D-W Test)과 이분산 검정(White Test)

<표 2>와 <표 3>은 자기상관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국내 연구기관

의 D-W 검정 결과 모든 기관의 DW 통계량에 대한 p-값이 유의수준

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상관을 가지는 기관이 없음을 볼 수 있다. 국제기

구의 DW 통계량에 대한 p-값도 유의수준 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상관을

가지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 4>와 <표 5>는 이분산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국내 연구기관은

모두 통계량  에 대한 p-값이 1% 유의수준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

문에 이분산을 보이지 않았다. 국제기구의  에 대한 p-값도 모든

유의수준 하에서 이분산이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다.



- 10 -

Variables NABO BOK KDI KIF KIET HRI LG KERI

F-statistic 0.258 0.626 0.0002 1.055 0.832 6.765 1.526 1.931

     0.621 0.440 0.989 0.319 0.374 0.020 0.234 0.183

  0.295 0.675 0.0002 1.110 0.887 5.284 1.565 1.938

   0.587 0.411 0.988 0.292 0.346 0.022 0.211 0.164

<표 4> 이분산 검정 : 국내 연구기관1)

Variables OECD IMF ADB

F-statistic 0.214 1.483 0.585

     0.649 0.240 0.455

  0.237 1.525 0.633

   0.627 0.217 0.426

<표 5> 이분산 검정 : 국제기구

1) NABO의 표본크기    , HRI의 표본크기   ,

나머지 기관의 표본크기   

2) 밑줄은 5% 유의수준 하에서 이분산이 존재함을 의미함

2. 불편성 검정

불편성 검정은 각 기관의 전망치가 실제 경제성장률과 비교하여 편의

를 가지는지를 알려준다. 자기상관 검정과 이분산 검정을 통해 자기상관

혹은 이분산이 존재하는 기관의 경우 HAC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불편성

검정을 하였고 이외의 기관은 일반적인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가설검정 (12)의 귀무가설 이 기각될 수 없다면 그 전

망치는 불편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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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ABO BOK KDI KIF KIET HRI LG KERI

intercept
0.337
(0.149)

-0.460
(-0.390)

-0.705
(-0.594)

0.574
(0.397)

-0.085
(-0.056)

-0.280
(-0.178)

0.228
(0.179)

0.231
(0.170)

growth
0.830
(1.397)

1.080***
(3.989)

1.111***
(4.169)

0.846**
(2.503)

0.967**
(2.784)

1.021**
(2.403)

0.955***
(3.145)

0.963**
(2.915)

unbiased
F

0.356 0.115 0.337 0.114 0.177 0.258 0.019 0.031

p-value 0.708 0.892 0.719 0.893 0.840 0.776 0.981 0.970

Adjusted

  0.068 0.453 0.476 0.226 0.273 0.231 0.331 0.294

Obs. 14 19 19 19 19 17 19 19

<표 6> 불편성 검정 : 국내 연구기관

Variables OECD IMF ADB

intercept
0.577
(0.374)

0.635
(0.313)

0.869
(0.528)

growth
0.813**
(2.337)

0.795
(1.723)

0.730*
(1.996)

Unbiased
F

0.293 0.257 0.538

p-value 0.750 0.776 0.594

Adjusted

  0.199 0.103 0.142

Obs. 19 19 19

<표 7> 불편성 검정 : 국제기구

1) *** p<0.01, ** p<0.05, * p<0.1

1) *** p<0.01, ** p<0.05, * p<0.1

<표 6>과 <표 7>은 국내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의 전망치에 대한 불

편성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국내 연구기관은 회귀식에서 모두 추정계수

이 1과 가까웠고 NABO를 제외한 모든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

정계수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국제기구는 회귀식에서 모두 추정

계수 이 1과 가깝지는 않았으며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정계수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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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ABO BOK KDI KIF KIET HRI LG KERI

growth 0.830 1.080 1.111 0.846 0.967 1.021 0.955 0.963

t-statistics -0.286 0.295 0.415 -0.455 -0.095 0.050 -0.148 -0.112

<표 8> 과대예측 검정 : 국내 연구기관

Variables OECD IMF ADB

growth 0.348 0.462 0.366

t-statistics -0.537 -0.443 -0.737

<표 9> 과대예측 검정 : 국제기구

1) 
 

 검정 시,         

        

        

2) 
 

 검정 시,      

     

     

1) <표 7>의 주석 1)과 2) 참고

국내외 11개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귀무가설은 모두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3. 각 기관의 과대예측 여부 분석 : t-검정

다음은 t-검정을 사용한 각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과대 예측 여부

분석이다. 불편성 검정을 위한 식 (13)으로부터, 과대 예측에 대한 가설

검정은 아래의 (14)와 같고 과소 예측에 대한 가설검정은 아래의 (15)와

같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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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5)

가설검정 (14)의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실제 경제성장률 보다 과대 예측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가설검정 (15)

의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면 과소 예측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와 같은 t-통계량을 사용하여 t-검정을 진행하였다.

   

  
(16)

<표 8>과 <표 9>는 t-검정의 결과를 보여준다. 국내외 11개 기관의

t-통계량은 모든 유의수준 하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하지 못하므로 유의하게 과대예측 혹은 과소예측 한다고 볼 수 없

다.

제 3 절 요약

본 장에서는 각 기관의 전망치가 이분산과 자기상관을 가지는지, 그리

고 불편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과대예측 혹은 과소예측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외 11개 기관에서 모두 자기상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HRI는 1% 유의수준 하에서 이분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 유의수준 하에서는 이분산이 존재하였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모든

유의수준 하에서 이분산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불편성

검정 결과에서는 모든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불편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검정을 통한 과대예측 검정에서는 모든 기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과대예측 혹은 과소예측을 하지 않았으며   이라

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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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예측력

비교·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국내외 연구기관의 예

측력을 비교한다. 국내 연구기관은 국회예산정책처(NABO), 한국은행(

BOK),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KIF), 산업연구원(KIET)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현대경제연구원(HRI), LG경제연구원

(LG), 한국경제연구원(KERI) 등 3개 민간 연구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하

였다. 국외 연구기관은 OECD와 IMF, ADB 등 3개 국제기구의 전망치

를 사용하였다.

우선 평균제곱근오차(RMSE)와 평균절댓값오차(MAE)를 사용하여 국

내 주요기관과 국제기구의 예측력을 비교하고, 예측력이 과거에 비해 개

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00년~2009년의 예측력과 2010년~20
18년의 예측력을 비교한다. 다음으로 평균예측오차(MFE)를 사용하여 각

기관이 평균적으로 과대예측을 하는지 과소예측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호황과 불황에 따른 예측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

한 분석을 하였다.

제 1 절 국내 주요기관과 국제기구의 예측력 비교

1. 예측력 비교 지표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 RMSE)와 평균절댓값오차(Mean Absolute Error :

MAE)이다. RMSE와 MAE는 기관 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 실제

경제성장률()과 어느 수준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낸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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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8)

평균예측오차(Mean Forecast Error : MFE)는 평균적으로 각 기관의

전망치가 과대예측(낙관적)을 하고 있는지 과소예측(비관적)을 하고 있

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MFE가 양의 값을 가진다면 기관 가 평균적

으로 실제 경제성장률 보다 높게 예측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의

값을 가진다면 기관 가 평균적으로 실제 경제성장률 보다 낮게 예측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2. 예측력 비교·분석

국내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의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RMSE와 M-

AE 지표를 사용하였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

치에 대한 예측력 지표는 <표 10>과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RMSE

와 MAE 지표에서 모두 NABO와 한국은행, KDI는 높은 예측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이 민간 연구기관에 비해

더 나은 예측력을 보이고 있으며, OECD 등 국제기구의 한국에 대한 경

제성장률 전망치는 국내 연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예측력을 가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 4 장에서는 국제기구의 경제성장률 전망

치 예측력이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낮게 나타나는지에 대

한 분석을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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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NABO BOK KDI KIF KIET HRI LG KERI

RMSE 1.347 1.388 1.375 1.651 1.606 1.685 1.527 1.569

MAE 0.986 1.021 1.011 1.289 1.247 1.324 1.153 1.116

<표 10>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력 비교 : 국내 연구기관

Variables
국제기구

OECD IMF ADB

RMSE 1.697 1.796 1.780

MAE 1.316 1.389 1.337

<표 11>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력 비교 : 국제기구

Year 2000 ~ 2004 2005 ~ 2009 2010 ~ 2014 2015 ~ 2018
경제성장률
분산

4.610 3.062 2.118 0.022

Year 2000 ~ 2009 2010 ~ 2018
경제성장률
분산

4.938 1.371

<표 12> 실제 경제성장률 변동성

1) 밑줄은 <표 10>을 포함할 때 예측력이 높은 3개 기관

3. 예측력의 개선 여부 분석

<표 12>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변동성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과 <표 14>를 보면 2010년~2018년의 RM-
SE 및 MAE가 모든 기관에서 2000년~2009년의 RMSE 및 MAE 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다. 모든 기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예측력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 17 -

Variables NABO BOK KDI KIF KIET HRI LG KERI

00년~09년
RMSE

1.735 1.712 1.767 2.079 2.057 2.132 1.938 1.949

10년~18년
RMSE

1.072 0.9 0.723 0.975 0.862 1.151 0.865 0.989

00년~09년
MAE

1.46 1.31 1.4 1.78 1.75 1.838 1.56 1.49

10년~18년
MAE

0.722 0.7 0.578 0.744 0.689 0.867 0.7 0.7

00년~09년
RMSE/s.e

0.781 0.770 0.795 0.936 0.926 0.959 0.872 0.877

10년~18년
RMSE/s.e

0.916 0.769 0.617 0.832 0.736 0.983 0.738 0.845

00년~09년
MAE/s.e

0.657 0.590 0.630 0.801 0.788 0.827 0.702 0.671

10년~18년
MAE/s.e

0.617 0.598 0.493 0.636 0.588 0.740 0.598 0.598

<표 13>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력 개선 여부 분석 : 국내 연구기관

작아졌기 때문에 예측력의 향상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Heilemann·Stekler(2013)의 예측력 개선 여부 판단 방법을 참

고하여, 기관 의 예측력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아래

식 (20)과 식 (21)과 같이 실제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통제한 뒤 예측

력을 비교하였다.

′∼ ′    


′∼ ′    


(20)

′∼ ′    


′∼ ′    


(21)

1) 밑줄은 00~09년에 비해 예측력이 낮아진 기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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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ECD IMF ADB

00년~09년
RMSE

2.146 2.135 2.182

10년~18년
RMSE

0.983 1.322 1.184

00년~09년
MAE

1.81 1.76 1.75

10년~18년
MAE

0.767 0.978 0.878

00년~09년
RMSE/s.e

0.966 0.961 0.982

10년~18년
RMSE/s.e

0.839 1.129 1.011

00년~09년
MAE/s.e

0.815 0.792 0.788

10년~18년
MAE/s.e

0.655 0.835 0.750

<표 14>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력 개선 여부 분석 : 국제기구

1) 밑줄은 00~09년에 비해 10~18년 예측력이 낮아진 기관을 나타냄

RMSE와 MAE에 각 년도의 실제 경제성장률 표준오차를 나눈 값은

<표 13>과 <표 14>의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은 RMSE에 변

동성을 통제한 결과 NABO와 HRI, IMF, ADB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예측력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14>는 MAE에 변동성을 통제한

결과 한국은행과 IMF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예측력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NABO와 HRI는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제외된 전망치가

존재하고, 한국은행의 MAE/s.e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

하면 IMF 등 국제기구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예측력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5>와 <표 16>은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컸던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난 뒤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할 경우에는 모든 연구기관에서 2000년~2007년에 비해 2010

년~2018년에 예측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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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OK KDI KIF KIET LG KERI

00년~07년
RMSE

1.732 1.567 2.186 1.976 1.998 1.93

10년~18년
RMSE

0.9 0.723 0.975 0.862 0.865 0.989

00년~07년
MAE

1.238 1.15 1.85 1.6 1.55 1.363

10년~18년
MAE

0.7 0.578 0.744 0.689 0.7 0.7

00년~07년
RMSE/s.e

0.963 0.872 1.216 1.099 1.111 1.073

10년~18년
RMSE/s.e

0.769 0.617 0.832 0.736 0.738 0.845

00년~07년
MAE/s.e

0.689 0.640 1.029 0.890 0.862 0.758

10년~18년
MAE/s.e

0.598 0.493 0.636 0.588 0.598 0.598

<표 15> 경제성장률 전망치예측력개선여부(08년, 09년 제외) : 국내 연구기관

Variables OECD IMF ADB

00년~07년
RMSE

2.13 2.077 1.882

10년~18년
RMSE

0.983 1.322 1.184

00년~07년
MAE

1.713 1.625 1.438

10년~18년
MAE

0.767 0.978 0.878

00년~07년
RMSE/s.e

1.185 1.155 1.047

10년~18년
RMSE/s.e

0.839 1.129 1.011

00년~07년
MAE/s.e

0.953 0.904 0.800

10년~18년
MAE/s.e

0.655 0.835 0.750

<표 16>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력 개선 여부(08년, 09년 제외)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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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FE를 이용한 전망치 분석

국내외 연구기관의 평균예측오차(MFE)는 <그림 6>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LG경제연구소와 KERI의 MFE가 음수로 나

타나 평균적으로 실제 경제성장률 보다 과소 예측을 한다는 점이다.

<그림 6> 기관별 평균예측오차(MFE) : 2000년~2018년

<그림 7> 기관별 평균예측오차(MFE) : 2000년~2018년(2002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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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2001년 2002년

실제 경제성장률 전망치 실제경제성장률 전망치

국책

BOK

4.5%

5.3%

7.4%

3.9%

KDI 5.1% 4.1%

KIF 6.2% 3.6%

KIET 6.2% 3.7%

민간

HRI 5.5% 4.7%

LG 5.8% 3.5%

KERI 4.5% 3.6%

국제
기구

OECD 5.8% 3.2%

IMF 6.5% 4.5%

ADB 6% 3.6%

<표 17> 2001년과 2002년 실제 경제성장률과 기관별 전망치

하지만 LG와 KERI가 평균적으로 과소 예측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표 17>을 보면 2001년 대비 2002년의 경제성장률이 3%p 가까이 급격

하게 상승하면서 모든 기관이 경제성장률을 3%~4% 정도 과소예측 하게

된다. 2002년의 전망치를 제외할 경우 <그림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11

개 기관은 모두 실제 경제성장률에 비해 과대 예측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HRI와 KIF를 제외하면 민간 연구기관의 MFE가 국책 연구

기관과 국제기구의 MFE보다 작게 나타나 민간 연구기관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호황과 불황에 따른 예측력 비교

본 소절에서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을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로 나누어 각 기관의 예측력을 비교해 보았다. 호황과 불황의 분류는

<표 18>의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였다. 저점에서 정점까지를 확장국면이

라 하고 정점에서 저점까지를 수축국면이라 할 때 1년 중 6개월 이상 확

장국면인 경우 호황으로 분류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황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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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순환일

저점 정점 저점

제 7 순환기 1998. 8 2000. 8 2001. 7

제 8 순환기 2001. 7 2002. 12 2005. 4

제 9 순환기 2005. 4 2008. 1 2009. 2

제 10 순환기 2009. 2 2011. 8 2013. 3

제 11 순환기 2013. 3 2017. 92) -

<표 18> 기준순환일1)

였다.

<표 19>와 <표 20>은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의 RMSE와 MAE를

보여준다. KERI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호황일 때 보다 불황일 때 예

측력이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호황과 불황일 때의 표본

이 서로 다르므로 위에서의 분석과 같이 실제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통

제한 뒤 식 (22)와 식 (23)을 통해 비교를 진행하였다.

1) 출처 : 통계청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2019. 9)

2) 잠정치

′′    


′′    


(22)

′′    


′′    


(23)

추가적으로 표본이 서로 다른 호황과 불황의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실제 경제성장률 평균을 RMSE와 MAE에서 나눈 NRMSE(Nor-

malized RMSE)와 NMAE(Normalized MAE)를 비교 지표로 사용하였

다. 기관 의 NRMSE와 NMAE는 아래의 식 (24)와 식 (25)에 제시되어

있다. 는 호황과 불황의 실제 경제성장률 평균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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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호황 불황

     

NABO 1.347 0.627 0.308 1.348 1.376 0.402

BOK 1.312 0.611 0.300 1.540 1.572 0.460

KDI 1.316 0.613 0.301 1.495 1.526 0.446

KIF 1.649 0.768 0.377 1.655 1.690 0.494

KIET 1.559 0.726 0.357 1.704 1.740 0.509

HRI 1.681 0.783 0.385 1.693 1.728 0.505

LG 1.510 0.704 0.346 1.563 1.595 0.466

KERI 1.56 0.727 0.357 1.590 1.623 0.474

OECD 1.649 0.768 0.377 1.799 1.836 0.537

IMF 1.766 0.823 0.404 1.861 1.900 0.556

ADB 1.769 0.824 0.405 1.804 1.842 0.538

<표 19> 호황과 불황인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력 비교 : RMSE


  


  

 

 
(24)


  

 
 

 

 
(25)

호황과 불황의 경제성장률 변동성을 통제한 뒤의 예측력과 실제 경제

성장률의 평균으로 정규화한 예측력 결과도 <표 19>와 <표 20>에서 제

시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변동성을 통제한 뒤에는 호황 보다 불황일 때

모든 기관에서 예측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경제성장률 평균

으로 정규화한 뒤에도 불황일 때의 예측력이 모든 기관에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호황 : 2000, 2002,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불황 : 2001, 2003, 2004, 2008, 2012, 2018

<그림 8>과 <그림 9>는 MFE를 사용하여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각

기관이 평균적으로 과대예측을 하는지 과소예측을 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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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호황 불황

     

NABO 0.955 0.445 0.218 1.1 1.123 0.328

BOK 0.915 0.426 0.210 1.25 1.276 0.373

KDI 0.915 0.426 0.210 1.217 1.242 0.363

KIF 1.215 0.566 0.278 1.45 1.481 0.433

KIET 1.138 0.530 0.261 1.483 1.515 0.443

HRI 1.291 0.601 0.295 1.383 1.412 0.413

LG 1.108 0.516 0.254 1.25 1.276 0.373

KERI 1.123 0.523 0.257 1.1 1.123 0.328

OECD 1.192 0.556 0.273 1.583 1.617 0.473

IMF 1.308 0.609 0.299 1.567 1.600 0.468

ADB 1.277 0.595 0.292 1.467 1.498 0.438

<표 20> 호황과 불황인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력 비교 : MAE

보여준다. <그림 8>로부터 호황인 경우 NABO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평균적으로 실제 경제성장률 보다 낮게 전망치를 발표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NABO의 MFE도 양수이긴 하지만 0에 근접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보수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9>는 불황인 경우 MFE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모든 기관에서 평

균적으로 실제 경제성장률 보다 높게 전망치를 발표함을 보여준다. 호황

일 때 보다 불황일 때 모든 기관에서 낙관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국내외 연구기관은 모

두 전망치의 변동성이 낮다. 호황일 때 더욱 낮게 전망치를 발표하고 불

황일 때 더욱 높게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국내외 연구기관은 모두 보수

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동이 줄어드

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1) 호황 : 2000, 2002,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불황 : 2001, 2003, 2004, 2008, 20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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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평균예측오차(MFE) 비교 : 호황

<그림 9> 평균예측오차(MFE) 비교 : 불황

제 2 절 요약 및 결론

본 장에서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예측력을 비교하고 호황과 불황 시

예측력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국책 연구기관이 민간 연구기관에 비해 예측력이 높고 국제기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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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력은 국내 기관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책 연구기

관 중에서는 NABO와 한국은행, KDI의 예측력이 높았다. 연구기관 별

RMSE와 MAE는 사실상 절대적인 크기의 차이가 0.04~0.45 정도로 크지

는 않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지속된다는 것은 각 연구기관의 실제 예

측력을 비교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할 것

이다. LG경제연구소와 KERI를 제외한 국내외 연구기관 경제성장률 전

망치의 MFE는 양의 값을 보여 실제 경제성장률 보다 평균적으로 과대

예측을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성장률 상승이 있었던

2002년을 제외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평균적으로 과대 예측을 하고 있었

으며, 민간 연구기관의 MFE가 작게 나타나 보수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통제하

였을 때의 분석 결과 국제기구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예측력이 2000

년~2009년에 비해 2010년~2018년에 더욱 개선되었다.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컸던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2000년~2007년과
2010년~2018년의 예측력 비교에서도 2010년~2018년에 더욱 개선된 것으

로 나타났다. 호황과 불황을 나누어 비교한 결과 불황일 때 보다 호황인

경우 모든 기관에서 예측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호황일 때 MFE는

양수이므로 모든 기관이 실제보다 낮게 경제성장률을 예측하였고, 불황

일 때 MFE는 음수로 나타나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연구기관이 경제성장률 예측을 보수적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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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예측력

비교·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 외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국제

기구의 예측력을 비교한다. ADB는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만 발표하기 때문에 OECD와 IMF 등 2개 국제기구의

전망치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미국(USA), 유로 지

역(Euro Area : EA), 일본(JPN), 중국(CHN), 독일(GER), 프랑스(FRA),

이탈리아(ITA), 영국(UK), 캐나다(CAN) 등 주요 선진국과 지역으로 선

택하였다. 분석방법은 제 2장과 제 3장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 1 절 한국 대비 외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예측력 비교

1. 자기상관 검정(D-W Test)과 이분산 검정(White Test)

<표 21>은 DW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DW 통계량에 대한 p-값은

중국(CHN)과 영국(UK)에 대한 OECD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중국(C-

HN)에 대한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유의수

준보다 높은 값을 보여준다. 중국과 영국에 대한 OECD의 전망치와 중

국에 대한 IMF의 전망치에서 자기상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2>는 주요 선진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전망치의 이분산 여부를

보여준다. 5% 유의수준 하에서 IMF의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

망치는 이분산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며, 중국(CHN)에

대한 OECD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 유의수준 하에서 이분산이 존재

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나머지 국가에 대한 OECD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모든 유의수준 하에서 이분산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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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value DW statistics Observations

USA
OECD 0.719 2.381 19

IMF 0.448 2.122 19

EA
OECD 0.391 2.041 19

IMF 0.353 2.021 19

JPN
OECD 0.702 2.339 19

IMF 0.502 2.155 19

CHN
OECD 0.0005 0.878 19

IMF 1.87E-05 0.635 19

GER
OECD 0.241 1.799 19

IMF 0.355 1.989 19

FRA
OECD 0.202 1.802 19

IMF 0.373 2.041 19

ITA
OECD 0.304 1.934 19

IMF 0.332 2.006 19

UK
OECD 0.008 1.137 19

IMF 0.101 1.605 19

CAN
OECD 0.727 2.387 19

IMF 0.394 2.055 19

<표 21> 자기상관 검정 : 주요 선진국

1) 밑줄은 5% 유의수준 하에서 자기상관이 존재함을 의미

2. 불편성 검정

<표 23>은 OECD와 IMF의 주요 선진국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불편성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OECD는 프랑스(FRA)와 영국(UK)을 제

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정계수 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귀무가설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독

일(GER)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정계수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귀무가설은 OEC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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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statistic         

USA
OECD 0.007 0.933 0.008 0.928

IMF 1.705 0.209 1.732 0.188

EA
OECD 0.298 0.592 0.327 0.567

IMF 1.668 0.214 1.698 0.193

JPN
OECD 2.160 0.160 2.142 0.143

IMF 1.524 0.234 1.563 0.211

CHN
OECD 7.958 0.012 6.058 0.014

IMF 2.261 0.151 2.231 0.135

GER
OECD 0.002 0.963 0.003 0.960

IMF 2.988 0.102 2.840 0.092

FRA
OECD 0.149 0.704 0.165 0.685

IMF 0.338 0.568 0.371 0.543

ITA
OECD 0.330 0.573 0.362 0.547

IMF 1.079 0.313 1.134 0.287

UK
OECD 1.958 0.180 1.962 0.161

IMF 3.988 0.062 3.610 0.057

CAN
OECD 0.322 0.578 0.353 0.552

IMF 1.622 0.22 1.655 0.198

<표 22> 이분산 검정 : 주요 선진국

같이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어 불편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밑줄은 5% 유의수준 하에서 이분산이 존재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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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ntercept growth
Unbiased
F

p-value
Adjusted

  Obs.

USA
OECD

-0.504
(-0.938)

1.058***
(5.257)

1.445 0.263 0.597 19

IMF
-1.049
(-1.349)

1.267***
(4.238)

1.665 0.219 0.485 19

EA
OECD

-0.992
(-1.954)

1.576***
(5.468)

2.106 0.152 0.616 19

IMF
-0.581
(-0.717)

1.196**
(2.716)

0.354 0.707 0.262 19

JPN
OECD

-0.358
(-0.460)

1.0003*
(1.954)

0.38 0.689 0.135 19

IMF
-0.72
(-0.703)

1.206*
(1.771)

0.594 0.563 0.106 19

CHN
OECD

0.596
(0.275)

1.047***
(3.741)

1.843 0.189 0.421 19

IMF
1.806
(0.758)

0.933***
(2.994)

2.643 0.100 0.294 19

GER
OECD

-1.762
(-2.440)

2.076***
(4.872)

3.281 0.062 0.558 19

IMF
-0.011
(-0.009)

0.882
(1.267)

0.093 0.912 0.033 19

FRA
OECD

-0.51
(-1.194)

1.272
(5.118)

0.718 0.502 0.583 19

IMF
-0.321
(-0.520)

1.012***
(3.094)

0.654 0.533 0.323 19

ITA
OECD

-1.263
(-3.017)

1.639
(5.510)

4.554 0.026 0.62 19

IMF
-1.209
(-1.912)

1.356***
(3.202)

2.487 0.113 0.34 19

UK
OECD

-0.644
(-0.724)

1.403
(3.720)

1.308 0.296 0.618 19

IMF
-1.263
(-1.086)

1.592***
(3.347)

1.127 0.347 0.474 19

CAN
OECD

-0.413
(-0.497)

1.113***
(3.291)

0.191 0.828 0.353 19

IMF
-1.112
(-0.769)

1.352**
(2.313)

0.503 0.614 0.195 19

<표 23> 불편성 검정 : 주요 선진국

1) *** p<0.01, ** p<0.05, *p<0.1

2) 밑줄은 5% 유의수준 하에서 불편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의미

3) 주요 선진국의 실제 경제성장률 출처 : The World Bank Data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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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측력 비교·분석

<표 24>는 주요 선진국에 대한 OECD와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력을 보여준다. 한국에 대한 OECD와 IMF의 RMSE와 MAE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USA)과

프랑스(FRA), 영국(UK)에 대한 예측력이 높고 한국(KOR)과 중국(CH-

N)에 대한 예측력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국가의 전망치에 대한

MFE가 양수인 것과 다르게 중국(CHN)에 대한 MFE가 음수인 것도 주

목할 만하다. 평균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국제기구의 전망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

여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해 제 3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RMSE와 MAE를

정규화 하였다. <표 25>는 주요 선진국에 대한 OECD와 IMF의 NRM-

SE와 NMAE를 보여준다. 한국(KOR)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국제기

구의 NRMSE와 NMAE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작은 값을 가진다. 실제

경제성장률의 평균으로 정규화 하였을 때 OECD와 IMF의 한국(KOR)에

대한 예측력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오히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장의 분석을 고려하였을 때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의 경제성장

률에 대한 예측력이 주요 선진국에 대해서도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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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KOR
OECD 1.697 1.316 0.221

IMF 1.796 1.389 0.242

USA
OECD 0.967 0.7 0.363

IMF 1.104 0.8 0.389

EA
OECD 1.201 0.868 0.121

IMF 1.522 1.132 0.258

JPN
OECD 1.730 1.263 0.358

IMF 1.780 1.184 0.437

CHN
OECD 1.795 1.347 -0.979

IMF 2.097 1.489 -1.279

GER
OECD 1.610 1.195 0.142

IMF 2.034 1.553 0.195

FRA
OECD 0.884 0.647 0.1

IMF 1.123 0.858 0.3

ITA
OECD 1.471 1.074 0.611

IMF 1.779 1.258 0.784

UK
OECD 1.064 0.763 -0.068

IMF 1.248 0.784 0.111

CAN
OECD 1.227 1.016 0.153

IMF 1.394 1.011 0.263

<표 24>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력 비교(RMSE, MAE, MFE) : 주요 선진국

1) 밑줄은 기관별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가지는 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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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KOR
OECD 0.419 0.325

IMF 0.444 0.343

USA
OECD 0.465 0.337

IMF 0.531 0.385

EA
OECD 0.864 0.625

IMF 1.095 0.814

JPN
OECD 1.847 1.348

IMF 1.900 1.264

CHN
OECD 0.196 0.147

IMF 0.230 0.163

GER
OECD 1.181 0.876

IMF 1.492 1.139

FRA
OECD 0.629 0.461

IMF 0.799 0.61

ITA
OECD 3.584 2.615

IMF 4.334 3.064

UK
OECD 0.579 0.415

IMF 0.679 0.427

CAN
OECD 0.571 0.473

IMF 0.649 0.471

<표 25>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력 비교(NRMSE, NMAE) : 주요 선진국

Year KOR USA EA JPN CHN

2000 ~ 2009 4.938 3.722 5.019 5.040 3.214

2010 ~ 2018 1.371 0.231 1.151 1.417 1.756

Year GER FRA ITA UK CAN

2000 ~ 2009 6.458 3.079 5.528 4.996 3.927

2010 ~ 2018 1.371 0.440 2.113 0.202 0.719

<표 26> 실제 경제성장률 변동성(분산) : 주요 선진국

1) 밑줄은 기관별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가지는 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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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00년~09년 10년~18년 00년~09년 10년~18년

KOR
OECD 0.966 0.839 0.815 0.655

IMF 0.961 1.129 0.792 0.835

USA
OECD 0.658 0.885 0.529 0.716

IMF 0.721 1.351 0.549 1.063

EA
OECD 0.675 0.661 0.513 0.518

IMF 0.834 0.938 0.661 0.694

JPN
OECD 0.928 1.027 0.659 0.859

IMF 0.970 1.000 0.615 0.812

CHN
OECD 1.357 0.362 1.233 0.294

IMF 1.568 0.534 1.333 0.369

GER
OECD 0.774 0.926 0.618 0.664

IMF 0.953 1.272 0.787 0.901

FRA
OECD 0.650 0.681 0.530 0.502

IMF 0.810 0.978 0.673 0.754

ITA
OECD 0.769 0.667 0.561 0.550

IMF 0.913 0.861 0.681 0.604

UK
OECD 0.601 1.378 0.429 1.212

IMF 0.723 1.382 0.447 1.212

CAN
OECD 0.729 1.094 0.621 0.917

IMF 0.883 0.983 0.661 0.799

<표 27>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력 개선 여부 분석 : 주요 선진국

1) 밑줄은 00~09년에 비해 예측력이 낮아진 기관을 나타냄

4. 예측력의 개선 여부 분석

<표 26>은 주요 선진국의 실제 경제성장률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낮

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동성이 낮아짐에 따른 예측력 향상을 통제하

기 위해 제 3장과 같이 RMSE와 MAE에서 실제 경제성장률 표준오차를

나누어 비교를 진행하였다.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의 예측력이 과거



- 35 -

에 비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27>에 제시되어 있다. OECD

의 경우 한국(KOR)과 중국(CHN), 이탈리아(ITA)에 대한 경제성장률 예

측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IMF의 경우 중국(CHN)과 이탈리아(I-

TA)에 대한 경제성장률 예측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3장의

분석 결과인 국내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예측력 개선과 다르게 국제기구

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력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제 2 절 요약

본 장에서는 먼저 이분산과 자기상관에 대한 검정을 하고 불편성을

검정하여 국제기구의 주요 선진국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합리성을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국제기구의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력과 주

요 선진국에 대한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OECD의 중국과 영국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IMF의 중국에 대

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자기상관이 존재하였고, 5% 유의수준 하에서

IMF의 독일과 영국에 대한 전망치는 이분산이 존재하며 1% 유의수준

하에서 OECD의 중국에 대한 전망치는 이분산이 존재하였다. 나머지 국

가와 기관에 대해서는 이분산과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불편성 검

정 결과 OECD와 IMF는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불편성

을 충족함을 보였다. 한국과 국제기구의 RMSE와 MAE 비교 결과 미국

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 대한 예측력이 높았고, 한국과 중국 등 개

발도상국에 대한 예측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NRMSE와 NMAE를 통

해 각 국의 실제 경제성장률을 일정하게 정규화한 결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국제기구의 예측력은 오히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기구의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통제하였을 때 OECD

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에 대해, IMF는 중국과 이탈리아에 대해 예측

력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국제기구의 경

제성장률 예측력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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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POOS 방법에 따른 선형결합 예측

본 장에서는 POOS(Pseudo Out Of Sample Forecasting) 예측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선형결합하고, 새로운

전망치를 도출하여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에 대한 검정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예측력을 비교하여 더

우월한 경제성장률 예측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제 1 절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및 선형결합식

본 연구에서는 POOS(Pseudo Out Of Sample Forecasting) 예측 방법

을 사용하여 새로운 전망치를 도출하였고, 기존 연구기관의 전망치에 대

한 예측력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POOS 예측 방법은 다음과 같다.

STEP 1. POOS 예측치를 도출할 관측치의 수 를 선택한다. 여기서 

는 표본 크기의 10% 내지 20%로 선정한다.

STEP 2.     라고 할 때, 짧아진 자료 집합(data set)을 사용하여

  에 대해 예측 회귀 계수를 추정한다. 여기서 는 표본 크기이

다.

STEP 3. 기 까지 추정된 예측 회귀 계수를 통해   기의 전망치를

계산한다. 이때의 전망치를    라고 한다.

STEP 4. 예측오차           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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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STEP 2부터 STEP 4를       부터     까지 반복

한다. 이 때 POOS 예측치는        …  이고, POOS 예

측 오차는      …   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가 2000년부터 2018년으로써 19이므로 는 5

로 설정하였고,   에 대한 전망치   를 2014년에 대한 전망치로

두어 STEP 2부터 STETP 4를 반복하였다. 다음 5개의 선형결합을 통한

회귀식을 사용하여 STEP 2의 예측 회귀 계수를 추정하였다.

            

     

       

(ⅰ)

            

         

(ⅱ)

               (ⅲ)

           (ⅳ)

           (ⅴ)

회귀식 (ⅰ)은 11개 기관의 전망치를 모두 선형 결합하였고, 회귀식

(ⅱ)에서는 전망치의 표본 크기가 다른 NABO와 HRI를 제외하였다. 회

귀식 (ⅲ)은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회귀식

(ⅳ)은 민간 연구기관, 회귀식 (ⅴ)은 국제기구의 전망치를 변수로 두고

회귀 계수의 추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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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제 경제성장률 3.3 2.8 2.9 3.1 2.7

POOS
전망치

ⅰ 5.070 3.188 4.585 3.189 4.133

ⅱ 4.606 2.696 3.270 2.554 3.592

ⅲ 4.911 2.903 3.871 3.117 3.046

ⅳ 3.627 3.394 2.399 2.231 2.959

ⅴ 3.905 3.750 3.227 2.699 3.122

<표 28> POOS 예측 전망치

Variables ⅰ ⅱ ⅲ ⅳ ⅴ

p-value 0.378 0.908 0.284 0.881 0.629

DW
statistics

1.964 2.655 1.863 2.646 2.290

Obs. 19 19 19 19 19

<표 29> 자기상관 검정 : POOS 예측 전망치

2. POOS 예측 전망치 검정

<표 28>은 POOS 예측 방법을 사용한 새로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전망치를 선형결합 하여 얻은 추정

계수로 2014년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였고, 2014년까지의 전망치를 선형

결합 하여 얻은 추정계수로 2015년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였다. 2016년

부터 2018년까지의 경제성장률도 같은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표 29>와 <표 30>은 POOS 예측 전망치의 자기상관과 이분산이 모

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이분산 및 자기상관이 존

재하지 않으므로 HAC 표준오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불편성 검정 결과는

<표 31>에 정리하였다. 모든 POOS 선형결합에서 추정계수 이 1과 가

깝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귀

무가설은 모든 유의수준 하에서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POOS 선

형결합이 불편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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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ⅰ ⅱ ⅲ ⅳ ⅴ

F-statistic 0.0002 0.266 0.034 0.388 0.005

    0.990 0.612 0.855 0.542 0.946

  0.0002 0.293 0.038 0.424 0.005

   0.989 0.588 0.845 0.515 0.942

<표 30> 이분산 검정 : POOS 예측 전망치

Variables ⅰ ⅱ ⅲ ⅳ ⅴ

intercept
-0.221
(-0.546)

-0.046
(-0.099)

-0.141
(-0.240)

0.221
(0.183)

-0.276
(-0.148)

growth
0.986***
(11.460)

0.987***
(9.540)

0.995***
(7.683)

0.948***
(3.312)

1.042**
(2.372)

unbiased
F

1.627 0.158 0.266 0.017 0.036

p-value 0.226 0.855 0.769 0.983 0.965

Adjusted

  0.879 0.833 0.763 0.356 0.204

Obs. 19 19 19 19 19

<표 31> 불편성 검정 : 국내 연구기관

1) *** p<0.01, ** p<0.05, * p<0.1

제 2 절 기존 연구기관 전망치와의 예측력 비교

POOS 예측 전망치는 2014년부터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므로 2014년부

터 2018년까지의 RMSE와 MAE를 기존 연구기관과 비교하였다. POOS

의 예측력 지표는 <표 32>에 나와 있으며, <표 33>에 2014년부터 2018

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존 연구기관의 RMSE와 MAE를 정리해두었다.

<표 32>와 <표 33>의 결과를 비교하면 POOS 예측 전망치의 예측력이

기존 연구기관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기관 전망치의

단순 선형결합이 기존의 기관 전망치보다 더 좋은 예측력을 보이지 못한

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Claeskens·Magnus·Vasnev·Wang(2016)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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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ⅰ ⅱ ⅲ ⅳ ⅴ

14년~18년
RMSE

1.279 0.768 0.856 0.554 0.586

14년~18년
MAE

1.073 0.644 0.610 0.510 0.541

<표 32>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력 비교(2014년~2018년) : POOS 예측 전망치

Variables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NABO BOK KDI KIF KIET HRI LG KERI

14년~18년
RMSE

0.494 0.463 0.488 0.580 0.535 0.557 0.548 0.620

14년~18년
MAE

0.36 0.42 0.42 0.48 0.46 0.46 0.48 0.48

Variables
국제기구

OECD IMF ADB

14년~18년
RMSE

0.571 0.598 0.510

14년~18년
MAE

0.5 0.46 0.4

<표 33>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력 비교(2014년~2018년) : 국내외 주요기관

하는 ‘예측결합퍼즐(forecast combination puzzle)’이 국내외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선형결합에서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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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연구기관은 각각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망치가 더욱 우월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

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예

측력을 비교해보고 기존의 전망치를 통한 새로운 전망치를 제시해보았

다. 또한 각 기관의 전망치가 가지는 합리성을 알아보기 위해 불편성의

충족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내 연구기관의 전망치는 불편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전망치를 활용한 곽노선·박정수·이한

식(2011)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2018년까지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한 본

연구에서도 불편성은 충족되었다. 2000년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여 불편

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난 조장욱·김준원(1999)의 연구결과

와 달리 2000년대 이후 국내외 모든 연구기관의 전망치는 불편성이 충족

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RMSE와 MAE를 통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력 비교 결

과 NABO와 한국은행, KDI의 예측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국책 연구기

관의 예측력이 민간 연구기관에 비해 우월하였고, 국제기구의 예측력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급격한 경제성장률 증가가 발생한

2002년을 제외하였을 때 MFE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모두 양의 값을

가졌으며, 민간 연구기관의 경우 MFE가 0에 가까웠기 때문에 국책 연

구기관과 국제기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보수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실제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통제한 결과 국제

기구를 제외한 국내의 모든 연구기관의 예측력은 2000년부터 2009년보다

2010년 이후에 더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변동성이 높았던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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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의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연구기관에서 201

0년 이후 예측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불황일 때 보다 호

황일 때의 예측력도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MFE를

통해 호황일 때는 국내외 모든 연구기관에서 비관적으로, 불황일 때는

낙관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전망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모든

연구기관이 보수적으로 예측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변동이 감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예측력은 전

반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모든 주요 선진국에 대해 국제기구

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불편성을 충족시켜 예측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

었다. 단순히 RMSE와 MAE로 예측력을 비교하였을 때는 미국과 프랑

스, 영국에 대한 예측력이 높았고, 한국에 대한 예측력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각 국가의 실제 경제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를 정규

화로 해결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예측력은 주요 선

진국에 대한 예측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제기구의 한국에 대한 예

측력이 국내 연구기관 보다 낮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국제기구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0년부터 2009년보다 2010년 이후에 대한 예

측력도 OECD와 IMF 모두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낮아지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POOS 방법에 의한 선형결합 전망치의 예측력은 선형결합에 사

용된 기존 연구기관의 전망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기관들의 전망치를 선형결합 한다고 하여도 더 나은 전망치를 보여주지

는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도 ‘예

측결합퍼즐(forecast combinationa puzzle)’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 연구기관은 매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OECD와

IMF, ADB 등 국제기구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국내 연구기관의 전망 못

지않게 언론에 자주 등장하여 사람들이 다음 년도의 경제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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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로 여기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예측력이 경제성장률

에 있어서는 국내 연구기관보다 낮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도 있다. 개별

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방식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망치에 대한 예측력을 확인해보고 비교하여 여러 연구기관의 전망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전망치의 표본 크기가 더욱

많아지게 된다면, 불편성 및 예측력 비교도 더욱 깊이있는 해석을 나타

내게 될 수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있어 RMSE와 MAE 값의 절대

적인 차이가 나타내는 예측력의 차이가 누적될 경우 향후 나타날 전망치

의 신뢰도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본 연구에서 확장 가능

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전망치를 활용한 새로운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예측력을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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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발표 년도 미발표 년도 표본 크기

NABO 2005 ~ 2018 2000 ~ 2004 14

BOK 2000 ~ 2018 · 19

KDI 2000 ~ 2018 · 19

KIF 2000 ~ 2018 · 19

KIET 2000 ~ 2018 · 19

HRI 2000 ~ 2005, 2006 ~ 2018 2006, 2007 17

LG 2000 ~ 2018 · 19

KERI 2000 ~ 2018 · 19

OECD 2000 ~ 2018 · 19

IMF 2000 ~ 2018 · 19

ADB 2000 ~ 2018 · 19

<부표 1>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 및 미발표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OECD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IMF 9월 9월 10월 9월 9월 9월 9월 9월 10월 10월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OECD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IMF 10월 10월 9월 10월 10월 10월 9월 10월 10월

<부표 2>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 시점 : 2000년 ~ 2018년

부 록

1) 전망치 발표 시점은 기본적으로 전년도를 나타내며, 당해년도에 발표한 경우 년도를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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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NABO · · · · ·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BOK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KDI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0월 11월

KIF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KIET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HRI 10월 9월 8월 10월 9월 12월 · · 9월 12월

LG 11월 12월 12월 12월 9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KERI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OECD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IMF 9월 9월 10월 9월 9월 9월 9월 9월 10월 10월

ADB
00년
4월

9월 11월 9월 9월 9월 10월 9월 8월 9월

<부표 3>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 시점 : 2000년 ~ 2009년

1) 전망치 발표 시점은 기본적으로 전년도를 나타내며, 당해년도에 발표한 경우 년도를

표기함.



- 48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NABO 10월 11월 10월 10월 10월 10월 9월 9월 9월

BOK 12월 12월 12월
13년
1월

14년
1월

15년
1월

16년
1월

17년
1월

18년
1월

KDI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12월

KIF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KIET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HRI 9월 9월 9월 10월 10월 10월 10월 12월 12월

LG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KERI 12월 10월 10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OECD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IMF 10월 10월 9월 10월 10월 10월 9월 10월 10월

ADB 8월 9월 9월 10월 10월 9월 12월 7월 9월

<부표 4>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 시점 : 2010년 ~ 2018년

1) 전망치 발표 시점은 기본적으로 전년도를 나타내며, 당해년도에 발표한 경우 년도를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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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발행년도)

NABO

●『NABO 경제동향 및 2005년 전망』(2004)

●『NABO 2006년 경제전망』(2005)~『NABO 2010년 경제전

망』(2009)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2010)

●『2011~2015년 경제 전망』(2011)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2012)~『2018년 및 중기 경제

전망』(2017)

BOK
●『2000년 경제전망』(1999)~『2012년 경제전망』(2011)

●『2013년 경제전망』(2013)~『2018년 경제전망』(2018)

KDI

●『KDI경제전망, 1999년 4/4』(1999)~『KDI경제전망, 2005년

4/4』(2005)

●『KDI경제전망, 2006년 하반기』(2006)~『KDI경제전망, 20

17년 하반기』(2017)

KIF

●『금융동향:분석과 전망 9권 4호』(1999)~『금융동향:분석과

전망 13권 4호』(2003),『금융동향:분석과 전망 15권 4호』

(2005)

●『금융동향:분석과 전망 14권 3호』(2004)

●『2007년 경제전망』(2006)~『2018년 경제전망』(2017)

KIET

●『KIET 산업경제 1999년 11월』(1999),『KIET 산업경제 2

003년 11월』(2003)

●『KIET 산업경제 2001년 1월』(2001),『KIET 산업경제 20

07년 1월』(2007)

●『KIET 산업경제 2001년 12월』(2001)

●『KIET 산업경제 2002년 12월』(2002),『KIET 산업경제 2

004년 12월』(2004),『KIET 산업경제 2005년 12월』(2005),

『KIET 산업경제 2007년 12월』(2007)~『KIET 산업경제 2

017년 12월』(2017)

<부표 5> 경제성장률 전망치 출처 : 국책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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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발행년도)

HRI

●『VIP Report 1999년』(1999)~『VIP Report 2003년』(2003)

●『한국경제주평 2004년』(2004),『한국경제주평 2007년』(20

07)~『한국경제주평 2011년』(2011),『한국경제주평 2013

년』(2013)~『한국경제주평 2017년』(2017)

●『이슈리포트 2012년』(2012)

LG

●『2000년 국내경제 전망』(1999),『2001년 국내경제 전망』

(2000),『2008년 국내경제 전망』(2007)~『2013년 국내경제

전망』(2012)

●『2002년 경제전망 및 주요이슈 진단』(2001)

●『2003년 국내외 경제전망』(2002),『2006년 국내외 경제전

망』(2005),『2014년 국내외 경제전망』(2013),『2015년 국

내외 경제전망』(2014),『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2017)

●『2004년 경제 및 경영환경 전망』(2003)

●『2005년 경제전망』(2004),『2007년 경제전망』(2006),『20

16년 경제전망』(2015),『2017년 경제전망』(2016)

KERI

●『KERI 경제동향과 전망 제9-4호』(1999)~『KERI 경제동

향과 전망 제15-4호』(2005),『KERI 경제동향과 전망 제1

7-4호』(2007)~『KERI 경제동향과 전망 제19-4호』(2009),

『KERI 경제동향과 전망 제21-4호』(2011)~『KERI 경제

동향과 전망 제27-4호』(2017)

●『KERI 경제동향과 전망 제16-6호』(2006)

●『KERI 경제동향과 전망 제 20-3호』(2010)

<부표 6> 경제성장률 전망치 출처 : 민간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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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발행년도)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99』(1999)~『OECD Econo

mic Outlook 2017』(2017)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9』(1999)~『IMF Wor

ld Economic Outlook 2017』(2017)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0』(2000)~『Asian Deve

lopment Outlook 2017』(2017)

<부표 7> 경제성장률 전망치 출처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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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ve Power Comparison of
Real Economic Growth Rate
Based on the annual forecast data for

2000~2018

Lee, Sang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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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very time at the end of years,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research institutions are announcing their predictions on the economic

growth rate. The media pumps articles out every minute which

creates optimistic or pessimistic expectations about future economic

conditions. In this paper, in order to validate the accuracy of

economic growth rate forecasting, we compared and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studies by using the

economic growth rate forecasting data after the year 2000. We use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Mean Absolute Error (MAE), and

Mean Forecast Error (MFE) to demonstrate predictive power. In

addition, we verified the predictive power’s improvement by the

RMSE and MAE divided by the standard error of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to standardize fluctuations in the economic growth rate.

To compare predictive power between nations, we used NRMSE

(Normalized RMSE) and NMAE (Normalized MAE), which were

obtained by dividing RMSE and MAE with the average of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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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growth rates. As a result of this paper, the economic

growth rate forecasts of all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do not have a bias in real economic growth rates.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including the NABO, the Bank of Korea, and the

KDI have more accuracy than private or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All of the research institutions have better predictive power during a

boom than during a recession,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have

more conservative perspectives on economic growth than national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In addition, forecasts of economic growth

rates are lower than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during a boom

whereas higher than that during a recession. This fact shows that

forecasting volatility tends to decrease naturally. When it comes to

the predictive power improvements, all of the research institutions

developed their predictive power as the time goes by, howev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low predictive power in economic

growth rates not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in other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new forecast generated by the linear

combination of the existing forecasts using the POOS method does

not have higher predictive power than the forecasts of the existing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forecast combination puzzle’ appears.

keywords : economic forecast, real economic growth rate,

predictive power, unbiasedness,

forecast combination puzzle

Student Number : 2017-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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