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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간접자본은 생산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민간의 생산성이 올라가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민간자본이 축

적되면 경제력을 가지고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

런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자

본을 일정 부분 끌어다 쓰기 때문에 민간투자는 사회간접자본 투

자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동시에 사

회간접자본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에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투자의 당위성을 평가한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범위는 사회간접자본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광역시·도 단

위와 권역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

본스톡과 민간자본스톡에 관한 자료를 분석모형에 맞게 지역별로

추계하였다.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

성과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

과는 없었다.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사회간접자본이 효율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유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권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향상시키

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

시·도 단위에서는 비수도권에서의 높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때문에

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 효율성이 상쇄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따른 민간투자 유인이 저조한 원인에는 구축

효과보다도 비수도권에서 사회간접자본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광역시와 도(道) 지역을 비교한 분석에서도 사회간접자본 효과

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사회간접자본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는 도(道) 지역보다 광역시에서

더 높았다. 광역시의 경우 경제발전단계가 높고 왕성한 경제력과

수요가 뒷받침되지만, 도(道) 지역은 발전단계가 낮은 저개발지역

이 많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사회간접자본투자는 단순히 예산낭비라는 문제를 넘어,

민간투자를 위축하고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

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원이용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당위성은 결국 수도권과 광역시만

해당된다할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릴수록 투자 효율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

권(특히 도(道)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훨씬 높게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지출되는 상황은 재정 측면뿐만 아니라 자원배분

효율성에도 저해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질을 개선하여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주요어 : 사회간접자본, 민간자본, 공공투자, 민간투자, 한계생산성

학 번 : 2010-30699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3 절 연구의 구성 ·········································································5

제 2 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6

제 1 절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경제 성장 ·····································6

제 2 절 사회간접자본과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9

1. 사회간접자본과 민간부문의 비용절감 ·········································9

2. 사회간접자본과 지역 내 산업구조 ·············································11

제 3 절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민간투자 ···································13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에 따른 구축·유인효과 ······················13

2. 사회간접자본 지출 효과에 관한 연구 ·······································16

제 3 장 분석모형과 자료 ·················································24

제 1 절 분석모형 ············································································24

제 2 절 분석방법 ············································································28



제 3 절 자료 ····················································································29

1. 지역별 자본스톡 추계와 투자 자료 ···········································29

2.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37

제 4 장 실증분석 ································································39

제 1 절 광역시·도 차원 분석 ·······················································39

1. 추계 자료의 자본스톡·투자 경향 ················································39

1) 지역별·연도별 자본스톡 경향 ················································39

2) 지역별·연도별 투자 경향 ························································43

2. 광역시·도별 자본스톡과 산출 경향 ············································47

3. 광역시·도별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 49

1) 생산함수 추정결과 ···································································49

2)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추이 ·················································51

3) 민간투자 연립방정식 추정결과 ·············································54

4) 광역시·도의 상호작용 추정결과 ············································57

4. 수정 감가상각률 추정결과 ···························································59

제 2 절 권역 차원 분석 ·······························································61

1. 추계 자료의 자본스톡·투자 경향 ············································61

1) 지역별·연도별 자본스톡 경향 ················································61



2) 지역별·연도별 투자 경향 ························································64

2. 권역별 자본스톡과 산출 경향 ·····················································67

3. 권역별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 ··69

1) 생산함수 추정결과 ···································································69

2)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추이 ·················································71

3) 민간투자 연립방정식 추정결과 ·············································74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81

참고문헌 ·················································································86

Abstract ················································································93



표 목 차

<표 1> 자본스톡 추계 자료 ································································36

<표 2> 광역시·도별 사회간접자본스톡 ············································40

<표 3> 광역시·도별 민간자본스톡 ····················································41

<표 4> 광역시·도별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투자 비율 44

<표 5> 광역시·도별 민간자본스톡 대비 민간자본투자 비율 ······ 45

<표 6> 광역시·도별 자본스톡과 산출 경향 ····································48

<표 7> 기초통계치 ················································································50

<표 8> 광역시·도 생산함수 추정결과(종속변수: ln(Y/L)) ···········50

<표 9> 민간자본(비금융법인)의 한계생산성 ···································53

<표 10> 광역시·도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괄호 안은 p값) ··········· 57

<표 11> 광역시·도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괄호 안은 p값) ··········· 58

<표 12> 광역시·도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구축물 0%, 괄호 안은 p값) ···59

<표 13> 광역시·도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구축물 2%, 괄호 안은 p값) ···60

<표 14> 권역별 사회간접자본스톡 ····················································62

<표 15> 권역별 민간자본스톡 ····························································62

<표 16> 권역별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투자 비율(단위: %) ·· 65

<표 17> 권역별 민간자본스톡 대비 민간자본투자 비율(단위: %) ········· 65

<표 18> 권역별 자본스톡과 산출 경향 ············································68



<표 19> 수도권·비수도권 생산함수 추정결과(종속변수: ln(Y/L)) ··········69

<표 20> 권역별 생산함수 추정결과(종속변수: ln(Y/L)) ··············70

<표 21> 수도권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괄호 안은 p값) ·················76

<표 22> 비수도권 연립방정식추정결과(괄호 안은 p값) ···············77

<표 23> 충청권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괄호 안은 p값) ·················79

<표 24> 전라권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괄호 안은 p값) ·················80

<표 25> 경상권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괄호 안은 p값) ·················80



그 림 목 차

<그림 1> 광역시·도별 사회간접자본스톡(단위: 조 원) ················42

<그림 2> 광역시·도별 민간자본스톡(단위: 조 원) ························42

<그림 3> 광역시·도별민간자본스톡대비사회간접자본투자비율(단위: %) ··46

<그림 4> 광역시·도별민간자본스톡대비민간자본투자비율(단위: %) ········ 46

<그림 5> 광역시·도별 자본스톡과 산출 경향 ································49

<그림 6> 광역시·도 민간자본(비금융법인)의 한계생산성 ··········· 52

<그림 7> 권역별 사회간접자본스톡(단위: 조 원) ··························63

<그림 8> 권역별 민간자본스톡(단위: 조 원) ··································63

<그림 9> 권역별민간자본스톡대비사회간접자본투자비율(단위: %) ········· 66

<그림 10> 권역별민간자본스톡대비민간자본투자비율(단위: %) ·············· 66

<그림 11> 권역별 자본스톡과 산출 경향 ······································68

<그림 12> 수도권 민간자본(비금융법인)의 한계생산성 ···············71

<그림 13> 비수도권 민간자본(비금융법인)의 한계생산성 ···········72

<그림 14> 충청권 민간자본(비금융법인)의 한계생산성 ···············73

<그림 15> 전라권 민간자본(비금융법인)의 한계생산성 ···············73

<그림 16> 경상권 민간자본(비금융법인)의 한계생산성 ···············74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은 정부가 공급하는 기

반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는 역할을 한다. 민간자본은 민

간투자를 통해 축적되는 공장이나 기계·설비, 오피스·건물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민간생산에 활용되는 자본재를 말한다. 국가나 지역이 지속적으

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간접자본과 민간자본

이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Aschauer, 2000).

사회간접자본은 생산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

에 이를 통해 민간의 생산성이 올라가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

할을 한다. 사회간접자본이 민간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이라면

민간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

한 투자는 중요하지만, 투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

을 일정 부분 끌어다 쓰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민간자본 투자와 경합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은 곧 민간부문의 투자 감소를 의미

한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당위성을 가지려면, 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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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늘려왔지만, 사회간접자본스톡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수준에서는 경

제성장과 산출 면에서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우리

나라의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스톡의 비율이 최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비율을 초과한다는 연구결과(류덕현, 2006;

이영성 외, 2012)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비효율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이나 지역성장 거점을 위한

투자, 기타 정치적인 이유 등 정부의 정책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간접

자본 투자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배분에서 비효율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이근재·최병호, 2010).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비효율

은 저조한 민간투자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재원 배분이 민간자본에 투입

되었을 경우보다 경제 전체 면에서 더 낮은 산출을 가져올 수 있다. 정

부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그동안의 집중투자로 사회간접자본스톡이 어

느 정도 확충된 점을 감안하여 투자규모를 확대하기 보다는 운영의 효율

성 제고에 주력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그동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효과가 효

율적인지 살펴보고 지출의 당위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동안 사회간접자본과 민간자본 사이 한계생산성이나 두 자본 사이

투자 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사회간접

자본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매개로 하는 두 자본의 투자 사이에 존재하는 직·간접효과를 따로 떼어

내고 살펴볼 수는 없다(Aschauer, 1989b). 또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민

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내재된 산업 환경이나 구조에 따라 효과

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성장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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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라는 면에서 사회간접자본은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민간생산

활동에 효율적으로 보탬이 되면 지역 내 민간 부문의 입지로 연결된다.

특히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가져오

는 지역경제 성장의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 환경이 원

인이 되어 지역별로 민간투자 유입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국 단위

의 연구에서는 상쇄되기 때문에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박철수 외,

1996).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

향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살펴보는데 있

다. 또한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매개로 하는 직·간접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

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을 향상시키고, 민간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효과가 미미하다면 민간투자를 끌어오는 유인효과가 저조

하게 되고, 결국 사회간접자본 투자 효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통해 민간투자

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잉

투자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금부담으로 이어져 자칫 민간생산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효율적인 재정지출·정책을 위

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효율

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시사점과 지출 당위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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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자본의 한

계생산성과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지역별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다양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회간접

자본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민간자본 범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이 민

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주거 부문을 제

외한 민간 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범위는 자료 구축이 가능한 광역시·도 단위로 하였다. 또한 투자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의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보다 넓은 범위인 권역별 차원에서도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기

간의 경우, 지역별 자료 구축은 1997년부터 시작하였지만 분석에 사용되

는 변수들에서 공통으로 획득 가능한 기간이 2000년이기 때문에 2000년

부터 20011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범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별로 사회간접자본스톡

과 민간자본스톡을 추계하고 분석모형에 맞는 자료를 구축한다. 광역시·

도 차원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함수와 모형을 추정하여 사회간접자

본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사

회간접자본의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권역 차원에서도 이를 살펴보고 사회

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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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5장으로 구성된다. 본 장의 다음인 2장에서는 사

회간접자본 투자와 민간투자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

다. 사회간접자본이 지역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사회간접

자본과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마지막으로 지출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장

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필요한 분석모형에 대해 다룬다. 또한 지

역별로 자본 스톡을 추계하고, 이를 통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구성하

기로 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이 민간자본의

효율성 향상에 보탬이 되어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로 인해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 단위를 다룰 때는 광

역시·도 단위와 권역 단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하기로 한다. 마지막 5장

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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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1)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3개의

절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절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의 경제효

과가 지역 차원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2절에서

는 사회간접자본이 지역 내 민간 기업의 한계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고, 마지막 3절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에 따른 구축효과와 유

인효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절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경제 성장

Aschauer(1989a, 1989b)가 70, 80년대 미국의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사회간접자본 부족에 있음을 밝힌 이후, 사회간접자본이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많은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Aschauer

(1989a)는 비국방부문의 산출탄력성이 오히려 민간자본의 산출탄력성보

다 더 높게 나타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사회간접자본 효과의 중요성을

밝힌바 있다. 이후 Munnell(1990a)의 연구에서도 사회간접자본이 1% 증

가하면 산출물은 0.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간접자본의 한계생

산력이 민간의 한계생산력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Lynde and

1)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공자본(Public Capital)으로도 불린다(양지청, 2002). 본

연구에서는 사회간접자본(사회간접자본 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선행연구에

서 공공자본(공공투자)로 표현한 경우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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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mond(1993) 또한 생산성 둔화의 원인이 사회간접자본의 감소에 있

음을 보인 바 있어,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사회간접자본은 지역에 따라 규모와 투자 정도가 다르기 때문

에 전국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세분화하여 효과를 파악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로 이러한 연구들은 시간과 지역의 변동을 고려한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Eberts, 1986; Garcia-Mila

and McGuire, 1992; Holtz-Eakin, 1994; McGuire, 1992; Munnell, 1990b,

Aschauer, 2001; 김성태 외, 1991; 박철수 외, 1996; 김명수, 1998; 변창

흠, 2000; 류덕현, 2006; 이영성 외, 2012). McGuire(1992)는 사회간접자

본의 집계자료를 포함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사회간접자본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타입별로 구분하여 비집계자료로 포

함한 결과, 고속도로와 상하수도에 대한 계수값은 (+)로 유의한 반면, 나

머지 사회간접자본의 계수값은 (-)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Holtz-Eakin(1994)은 지역별 고정효과가 없는 수준변수에서 OLS를 제외

한 모든 모형설정의 사회간접자본의 계수값이 작거나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Munnell(1990b)은 1949년부터 1987년까지 미

국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에서 분석한 자신의 연구(Munnell, 1990a)와 비

교하여 지역 단위에서 분석한 결과, 전국 단위에서 0.34로 나타난 사회

간접자본의 탄력성이 0.15로 지역 단위에서는 전국의 절반 정도로 나타

났다. 주로 지역 단위가 작아질수록 사회간접자본의 탄력성이 작게 나타

난 데에는 사회간접자본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른 지역

에도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만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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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효과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Hulten and Schwab, 1991).

국내 연구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주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태

외, 1991; 박철수 외, 1996; 김명수, 1998; 변창흠, 2000; 류덕현, 2006; 이

영성 외, 2012). 박철수 외(1996)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타입을 교통부문과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도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준을 대도시경제

권, 대도시근접권, 비도시형경제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김성태 외(1991)

에서도 사회간접자본은 지역경제 성장에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지역생산함수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효과를 살펴보면 대

부분 양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류덕현(2006)과 이영성 외(2012)에서 지역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서 구한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스톡의 적

정 비율을 각 지역에 적용하여 비교해보면 많은 지역에서 적정 비율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 경제 성장을 위한 적정 비율을 넘는다는 것

은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간접자본 효과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민간투자를 자극하는 효과 또한 낮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마다 사회간접자본의 규모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

본과 생산성 사이의 효과는 지역마다 다르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전국 단위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지역효과들은 상쇄되기 쉽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중요한 미시적 효과가 지역 차원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박철수 외, 1996) 사회간접자본의 효과를 파악하려면

지역 차원의 연구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연구에

비해 지역 단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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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스톡을 추계하기 어려운 점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려면 전국 단위보

다 지역 단위가 좀 더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지역경제

발전 효과는 주로 민간 기업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생산

과 사회간접자본과의 관계는 전국 차원보다는 지역 차원에서 좀 더 밀접

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 절 사회간접자본과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1. 사회간접자본과 민간부문의 비용절감

민간 기업은 도로, 전기, 상하수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통해 생산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민간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의 효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환경창출가설(creation of atmosphere)과 비지급요소 투

입가설(public input as an unpaid factor)이다(Meade, 1952). 환경창출가

설은 공공자본이 민간부문 생산요소에 체화되어 생산요소의 기능을 향상

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비지

급요소 투입가설은 민간부문의 생산자가 공공자본을 생산요소로 투입하

여 생산량을 늘리는 혜택을 얻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 때

문에 이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윤은 결국 민간 부문의 유

입을 자극하여 민간자본을 이끄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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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간접자본을 통해 민간부문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활동에

혜택을 얻는 효과는 도로 부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

가운데 도로는 각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망(network) 역할을 함으로써 민

간부문의 유통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제품가격 하락을 통해 기존

시장 수요가 증가하거나 판매시장이 확대되는 등 민간 기업의 생산 향상

에 기여하기 때문이다(안홍기·김민철, 2006).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주요 경제변수와 민간지출 사이

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

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높은 민간

투자 지출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Ramirez, 2000). 일본의 경우

도, 1975년부터 2006년까지 12개 권역을 대상으로 일본의 공공투자 정책

의 유효성을 살펴본 결과, 공공자본스톡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증

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황혜영 외, 2011).

우리나라에서도 박철수·전일수(1994)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교통부문

과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을 때, 교

통부문이 훨씬 더 큰 산출탄력성을 가진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김

준영(1996)은 생산함수추정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스톡이 민간부문의 한계

생산성과 평균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1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1% 증가하면 민간부문의 1인당 자본스톡의 한계생산성과 평균생

산성을 0.9% 상승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간접자본은 이처럼 민간

부문의 자본생산성과 한계생산성에 높은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

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연구로 최병호 외(2012)는 제주도 지역의

공공자본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지역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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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지역의 공공자본 산출탄력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탄력성을 이용하여 지역별 한계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제

주도 지역의 공공자본 한계생산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자본의 한계생산성 결정모형을 추정한 결과에서는 민간자본의 한계생산

성이 증가할수록 공공자본의 한계생산성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민간투자에 따른 공공

자본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제주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공공자본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공공

자본이 부족하기보다는 오히려 민간자본스톡의 축적 수준이 낮아서 공공

자본의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였다.

2. 사회간접자본과 지역 내 산업구조

사회간접자본의 실질적인 효과를 통해 지역 내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산업 입지가 늘어나게 되면,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집적경제

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Kessides, 1996). 특히 도로와 같은 교통시설은

지역의 민간부문 입지와 성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고속도로 건설이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제조업 입지 여건을 증가

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김형태·안상훈,

2009).

민경휘·김영수(2003)는 지역의 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간접자

본의 일부로서 도로율 변수를 사용하여 2001년 시도별 집적지에 대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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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한 결과, 경기, 울산, 경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 경남, 경북은 제조업의 집적정도가 높고 전후방연관산업의 집적이

잘 이루어져 있어, 산업 성장률도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이다(민경휘·김

영수, 2003). 또한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도로율은 1988년과 2001년 분

석 모두 수도권과 동남권의 집적지에 대해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율이 수도권과 동남권에 입지한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집적으로 연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과 동남권에서 입지 비중이 큰 산업은 가공조립형과 소비지입지형

산업으로, 이 두 유형의 산업은 1988년, 2001년 모두 도로율의 유의한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기초소재형과 원자재입지형은

1988년에만 도로율의 유의한 영향이 존재하였고, 2001년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기초소재형과 원자재입지형에 대해 교통시설이 주는 생산성 향

상과 같은 효과가 이전과 같지 않다고 볼 수 있다.2)

이러한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집적경제 창출은 결국 지역 내 총요

소생산성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진보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 집적경제,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도 향상되기

때문이다(민경휘·김영수, 2003). 강대창(2006)은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

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자본이 총요소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를 실증분석하였다. 생산함수접근법과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경우에는 공공자본과 생산성 사이에 적절한 관계를 찾아내지 못했다. 성

2) 가공조립형 산업은 기계, 전자, 자동차와 같은 산업이 포함되는 유형으로, 수

도권과 동남권의 입지 비중이 전체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

비지입지형 산업은 의류, 신발 등의 산업이 포함되며, 인구 집중도가 높은 수도

권에서 입지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민경휘·김영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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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회계방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총요소생산 탄력성은 0.20에서 0.23사이

값으로 나타나, 공공자본은 민간부문의 생산성에 상당한 정도의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공자본은 총요소생산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풀이하였다. 또한 성장회계방법을 통해 추정한 공공자본의 산출

탄력성을 사용하여 Aschauer(2000)의 논문에 나타난 방법과 동일하게

공공자본의 적정 비율을 계산한 결과,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공공자본의 규모는 적정 수준(0.3125에서 0.3879 사이의 값)보다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공자본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덕현(2008)은 자본재 형태별(건물, 구축물, 차량, 기계)로 정부부문

자본스톡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정부부문 자본

스톡은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확인

한 바 있다.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축물과 기계류의 자본스톡이

민간부문 산출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는 반면, 빌딩과 차량 등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 3 절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민간투자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에 따른 구축·유인효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이 민간부문의 한계생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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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민간투자를 자극하여 자본을 유인하게 된다. 그러

나 반대로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 케인지안과 신고전학파는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다.

케인지안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공공자본)에 대한 정부투자는 총수

요와 산출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외

부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그 결과 민간부문은 생산비용을 줄이고 투자수

익률이 상승하게 되어, 민간투자가 촉진되는 유인효과(crowding-in

effect)가 나타나게 된다. 즉 사회간접자본은 민간부문 노동과 자본의 한

계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민간자본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과 민간자본은 보완재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종건,

1996). 사회간접자본과 민간투자 사이의 보완적 효과는 조정비용을 통해

작동한다. 예를 들어, 잘 깔린 도로 체계는 신규공장 건설이나 운송비용

과 관련된 비용을 줄여준다. 생산비용을 줄이고 기대수익률을 높임으로

써, 기반시설에서 공공자본은 민간자본형성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Agénor et al., 2005). 또한 공공투자는 실제로 민간부문 발전에 이익이

될 수 있다. 정부부문은 이익이 나려면 긴 시간을 요구하는, 큰 매몰비용

이 드는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투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민간은 프로

젝트가 완성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이후 그러한 공공부문 투자에서 파생

한 파급효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 등 잘 발달된

기반시설은 운송비용을 줄여주고, 더 나은 산업 환경을 가능하게 해준다

(Atukeren, 2005).

반면에 신고전학파에 따르면, 공공투자(사회간접자본투자)의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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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기 위해 조세가 증가되면 민간은 세금으로 인해 결국 투자여력이

감소하게 되어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

생하게 된다. 특히 기업투자와 관련하여 법인세 인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를 위해 자주 논의되는 정책 방안이기도 하다(이윤재·김경표, 2004). 또

는 국채발행을 통해 공공투자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면 채권시장의 이자

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위축된다. 자유 시장 옹호자들은 경제에서의

정부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이유들 가

운데는 공공부문의 활동이 희소한 자원에 대해 민간 부문과 경쟁을 하고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는 관점이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투자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이자율의 증가를 가져오고 결국 민간부문

에 대한 자본비용을 상승시킨다. 그러므로 민간 부문의 프로젝트는 수익

을 내지 못하게 되어 구축된다. 또한 조세를 통해 공공부문 투자의 자금

을 조달하는 경우, 세금은 상대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민간의 자원배분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Atukeren, 2005).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두 효과의 방향과 크기는 시

간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민간 투자자가 운영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사이의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대체 관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보완 관계일 수 있으며, 공공투자가

얼마나 생산적이냐에 달려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의 pool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우세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급효과의 결과로써 보완효과가 우세할

수 있다(Agénor et al., 2005). Aschauer(1989b)는 지출 측면에서 사회간

접자본 투자는 민간투자를 구축하지만 스톡효과 면에서 사회간접자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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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은 민간자본스톡과 보완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사회간접자본 지출 효과에 관한 연구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2가지 접근

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회귀분석하여 정부

투자가 민간부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국가에 대해 정부 투자가 민간부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지에 대한 연

구는 Aschauer(1989b) 이후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나 분석결과는 연

구마다 다르다. 주로 구축효과가 발생하는 국가의 환경은 정부규모가 클

수록, 무역개방도가 낮을수록, 외화 규제 정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안정

되고 발달한 거시환경과 통화환경을 가진 곳으로 확인되었다(Atukeren,

2005). 반대로 유인효과가 발생하는 국가의 환경은 안정되고 발달한 거

시환경, 국내신용의 높은 이용성, 낮은 외채부담, 정치적 시스템의 견제

와 균형이 잘 되는 곳이었다(Atukeren, 2006). 안정되고 발달된 거시환경

은 구축효과와 유인효과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Atukeren,

2005; Atukeren, 2006).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구축효과 또는 유인

효과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분석 기간이나 국가에 따라 두 효과가 나타나

기도 한다. Aschauer(1989b)는 신고전학파의 관점에서 공공투자가 민간

투자를 구축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953년부터 198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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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사회간접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보다 크기 때문에 공공투자가 증가하면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공자본스톡이 증가하면 민간자본의 한계생

산성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져 유인효과도 함께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부지출과 국방부문 자본보다 비국방부문의

자본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뿐만 아니라 구축물과 장비 부문의 민간

투자에 대해 훨씬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renburg

and Wohar(1995)는 주요 이론적 민간투자 모델에 명시된 변수들을 따라

공공자본스톡과 공공부문 투자 지출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공급이 민간투

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954년부터 1989년까지 연간 자료

에 대해, 그랜져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윤, 자본 수익률,

Tobin’s q의 조정된 세금조치는 민간장비 투자의 그랜져 원인(Granger

cause)이었다. 또한 Tobin’s q는 공공투자에 대해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

향을 보여주어, 분석결과들은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사이에 피드백 효과

가 존재함을 의미하였다. 한편, Voss(2002)는 유인효과 가설이 있다면

무엇이 이를 결정하는지 지난 40년 동안 미국(1947년부터 1988년까지)과

캐나다(1947년부터 1996년까지)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민간투

자와 공공투자 사이의 장·단기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의 신고전

주의 이론에 기반을 둔 VAR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국가 모

두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의 보완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유인효과는 없었

다. 오히려 분석결과는 공공투자에 대한 혁신이 민간투자를 구축함을 시

사하였다.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간접자본의 성격



- 18 -

(Serven, 1996),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 방식(Ahmed and Miller, 2000),

자료의 집계(Pereira, 2001)에 따라 구축효과와 유인효과로 나뉘어 확인

된다. 우선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시설에 해당할수

록 유인효과가, 반대로 상업·산업, 복지시설에 관한 시설일수록 구축효과

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erven(1996)는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관계에 초점을 둔 많은 연구들이 대부분 공공투자의 이질성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공공투자는 일반 기반시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 의해 수행되는 산업·상업과 유사한 프

로젝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두 종류의 공공투자는 민간자본 축적에 서

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인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공공

자본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공공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관한 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인하였다. 반면 상업 및 산업 프

로젝트와 유사한 공공 프로젝트 자본은 반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두 종류의 공공투자 모두 민간투자를 구축하

였다. Ahmed and Miller(2000)는 1975년부터 1984년까지 39개의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비집계 정부 지출이 투

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정부예산제약을 사용하여,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의 전체 표본과 하위표본에 대해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지출

과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지출의 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정부 지출은 채권으로 자금 조달한 지출보다 더

많은 투자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과 복지에 관한 지출은

모든 표본에서 투자를 줄이는 반면, 운송(수송)과 통신에 관한 지출은 개

발도상국에 한해서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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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도 민간투자에 미

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Apergis(2000)는 그리스를 대상으

로 공적분 분석결과, 1948년부터 1980년까지는 공공투자 지출이 민간투

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공공투자 지출의

비중이 높은 1981년부터 1996년까지는 둘의 관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총 투자 과정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

이 크게 증가할수록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고, 경제 성장과정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공자본의 자료를 구분하여 살펴본 경우에도 효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Pereira(2001)는 1956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을

대상으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의 진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

다.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집계수준에서는 공공투자가 민간

투자를 유인하였다. 민간투자의 비집계수준에서 공공투자의 유인효과는

장비부문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축물에 대해서는 미미하였다. 이

러한 민간 장비부문에 대한 유인효과는 특히 산업장비와 운송장비의 경

우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종류의 공공투자가 다양

한 종류의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약 1/3 정도의 경우에서 공공투자

변수들이 민간부문 변수들을 구축시켰다.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구축효과보다는 오히

려 유인효과가 더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다. Pereira(2000)은 1927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의 집계자료를 사용하여, 1차 차분한 변수에 대해 VAR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공공투자는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고용을

증가시켰다. Demetriades and Mamuneas(2000)는 12개 OECD 국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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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기반시설이 산출량의 공급과 투입의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파

악하기 위해 시점 간 최적화 구조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12개 모든 국

가들에 대해, 공공자본은 산출량의 공급과 투입의 수요 모두에 대해 긍

정적인 장기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단기 평균 수익률은 꽤 낮은 반

면, 이에 상응하는 장기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기반시설에서

부족한 투자의 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갭은 1990년대 초기에

두드러질 정도로 상당히 크게 줄어들었다. Narayan(2004)은 피지경제가

경제성장에 요구되는 민간투자를 발생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 결

정자들 사이에 주요한 이슈인 정부투자의 민간투자 구축여부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단절 시점인 1975년을 기준으로 시계열을 두 기간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1950년부터 1975년까지는 민간투자와 정부투자가 공적분

되어있고,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투자의 탄력성은 1.1~1.6%로 나타났다. 즉 장기

적으로 정부투자가 1% 증가하면, 민간투자는 1.1~1.6%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1976년부터 2001년까지는 공적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로 이는 1976년 이후 투자 경향과 비교해보면 일치하는 부분

이다. 예를 들어, 1976년부터 2001년까지 실질 민간투자는 1976년에

GDP의 약 11%에서 2001년 GDP의 약 3.4%로 하락한 반면, 이에 상응

하는 기간 동안 실질 정부투자는 GDP의 18%에서 22%로 증가하였다.

Agenor et al.(2005)는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세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

기반시설이 민간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충격반응분석에

서 공공 기반시설은 이집트의 경우 민간투자에 대해 지출 효과와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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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모두를 가지고 있었으나, 요르단과 튀니지에서는 오로지 스톡 효과

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들은 작고 오래가지 못했

으며, 세 국가들의 민간투자에 대한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환경임을 의

미하였다. 지역의 경제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투자 운영환경을 개선

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공공자본 지출을 줄이고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보였다. 부채가 많은 저소득 국가들에서 공공투자가 경제 성장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Belloc and Vertova(2006)은 부채가 많은 가난한 국

가들(HIPCs) 가운데 선택된 그룹을 대상으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산출

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유인효과, 그리고 공공투자

와 산출 사이 긍정적인 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 가운데, 이종건(1996)은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추정을 통

해, 공공자본의 민간부문 생산력 증대효과 및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상

관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공공자본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1980년부터 1995년까지 그랜져 인과관계 추정결과를 살

펴보면, 공공투자가 일방적으로 민간투자를 유발해 온 것으로 나타나 단

기적으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보완적 관계, 즉 유인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풀이하였다. 또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의 장기추세치간 교차상관계

수를 살펴보면 민간투자가 공공투자에 큰 시차 없이 밀접한 정(+)의 상

관관계를 가지고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근·정진현(2002)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상호동태적인 연관관계의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고 공공자본을 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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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가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에 1970년부터 2000년까지

공공자본형성과 민간자본형성 간의 장기적인 행태관계와 인과관계의 방

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공공자본형성과 민간자본형성 변수는 일반정부부

문과 민간부문의 실질총자본형성액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두 변수 사

이의 장기적인 균형관계는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에

게 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기균형으로부터

이탈 시 장기균형으로의 조정은 공공자본형성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장기적으로 공공자본형성이 민간자본을 구축하기보다는 유인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더 부합하다고 풀이하였다.

금선옥·이연호(2012)는 Aschauer(1989b)의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

라의 공공자본이 민간투자를 구축하는지 반대로 유인하는지를 직접적으

로 살펴보았다. 공공자본이 민간부문의 산업별 자본생산성과 투자에 미

친 영향을 산업별(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업, 서비스업)로 실증

분석하였다. 자본스톡에 관한 자료는 Pyo et al.(2010)이 추정한 총고정

자본형성 및 순자본스톡 자료를 사용하였다. 민간부문의 한계생산성은

기업의 실제 투하자본에 대한 이익을 의미하는 투하자본수익률을 이용하

였다.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민소득 주요 지

표 중 주체별(민간 및 정부) 실질총자본형성을 사용하였다. 산업별 투자

는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의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을 사용하였

다. Aschauer(1989b)의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였지만, 변수의 안정성을

검정하지 않고 수준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통계적 문제가 있

음을 지적한 Tatom(1991)에 따라, 단위근 검정을 시행한 후 VECM 모

형을 추정하였다. 먼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모형’에 대한 공적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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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공자본스톡은 민간의 한계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는 음(-)의 값이 나타

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민간자본스톡의 경우 민

간의 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투자 모형’

에 대한 공적분 결과, 구축효과는 전 산업의 경우 양(+)의 값으로, 건설

업에서는 음(-)의 값이 나타났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일본의 12개 권역을 대상으로 황혜영 외(2011)는 1975년부터 2006년

까지 공공투자 정책의 유효성을 살펴보았다. 공공투자의 민간투자 구축

여부에 관한 분석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

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전학파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시기를 구분하여 살

펴본 결과에서는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구축효과가 더 심해졌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유인효과가 더 빈번하게 나타난 점과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촉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을 고려하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적을 수

도 있다. 민간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보다는 불확

실성이나 투자환경과 같이 오히려 다른 요인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작

용할 수 있다.



- 24 -

제 3 장 분석모형과 자료

2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출 효과를 통해 직접적으로 사회간

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있지만, 간접적으로 민간

의 한계생산성을 통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존재하기 때문에 두 효

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schauer(1989b)의

모형을 토대로 이를 실증분석하기로 한다.

제 1 절 분석모형

Aschauer(1989b)3)는 신고전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는 구조적으로 두 가지의 반대되는 효

과에 달려있다. 구체적으로, 공공투자는 민간부문에 의해 선택되는 것보

다 높은 수준으로 국가의 자본축적 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민간

지출의 구축(crowding-out)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자본(특히 고

속도로, 상하수도, 공항과 같은 기반시설 자본)은 민간생산 기술면에서

민간자본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기 쉽기 때문에 공공투자는 민간자본

의 한계생산성을 끌어올려 민간투자를 유인(crowding-in)할 수 있다.

3) Aschauer(1989b)의 모형설명을 토대로 서술하였고, 이 때 공공투자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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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 하에서 민간투자와 공공지출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식(1)

(이때, =민간투자,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공공투자)

식(1)에서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증가하면 개인은 미래 생산

에 있어 더 높아진 한계수익률에 대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자

본축적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증가시킨다. 신

고전학파의 관점에 따르면, 공공투자()는 민간투자()에 대해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 공공자본스톡과 민간자본스톡이 민간생산기술에서 서로

대체한 결과, 높은 공공투자는 그에 맞먹는 동등한 만큼의 민간자본소비

를 구축시킨다. 다른 효과는 공공자본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상승

시키는 실질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여 민간투자를 증가시킨다. 이 두 가

지 힘의 상호작용은 민간자본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

다.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4)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식(2)

4)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생산함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뒤

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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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은 민간자본스톡()과 공공자본스톡()의

영향을 받는다. 공공자본스톡(특히 도로, 고속도로, 상하수도, 공항과 같

은 기반시설)은 민간자본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기 쉽기 때문에 이러

한 종류의 공공자본스톡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상승시킬 것으로 기

대된다.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주어진 하에서, 공공투자()의 한 단위

증가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식(3)

(이 때, =한계소비성향, =(민간부문 생산에서) 공공자본의 한

계생산성)

식(3)에서 (공공투자가 민간부문의 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높은

공공투자는 그에 맞먹는 동일한 만큼의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경우 공공투자의 증가는 전국적인 자본축적의 비율을 민간부문

에 의해 선택된 적절수준보다 그 이상으로 증가시킨다. 이에 대응하여,

결국에는 국가적 투자를 이전의 위치(position)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민

간부문의 투자와 저축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자본과 공공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공공투자의 변화(그리고 공공자본스톡의 한계변화)는 민간부문

의 부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공공자본스톡이 너무 낮아서 공공자본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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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생산성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보다 크다(   )라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공투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민간투자의 구축은 미

래의 산출량을 증가시키고, 미래에 긍정적인 소득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소비자들은 (향상된 자원할당에 대응하여) 현재 소비는 늘리고, 저축은

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 축적의 더 많은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식(1)과 식(2)로부터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ln    

          
   식(4)

(이때, =시간, ln=민간자본스톡, ln 
=공공자본스톡, =설비가동

률)

신고전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공공투자의 부호는 음수(-)로 나타날

것이며, 공공자본스톡이 거의 최적수준에 가깝다면 –1의 값에 가까울

것이다. 민간자본스톡의 부호는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에 의해 음(-)의 값

을 가질 것이다. 공공자본스톡의 경우, 공공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민간자

본의 한계생산성보다 크다면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설비가동률은

경기순환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충격이 있으면 민간

자본의 한계생산성에 대해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민간투자의 경우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향상되면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양(+)의 값

을 가질 것이다.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구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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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변수정의에서 민간투자()는 민간부문의 비주거

용 순고정자본스톡 대비 민간부문의 비주거용 순고정투자 비율이다. 공

공투자()는 민간부문의 비주거용 순고정자본스톡 대비 공공부문의 비

주거용 순고정투자 비율이다.

제 2 절 분석방법

추정하는 식(4)에서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은 한계생산성 식에서 종

속변수이자, 민간투자 식에서 독립변수에 포함되는 변수이다.

Aschauer(1989b) 모형에 따르면, 민간자본스톡과 사회간접자본스톡이 민

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는, 두 자본스톡이 민간자본의 한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떼어놓고 살펴볼 수 없다. 사회간접자

본스톡과 민간자본스톡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민간투자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한

계생산성()은 첫 번째 식에서 종속변수이자 두 번째 식에서는 독립변수

이다. 이 경우 동시성(simultaneity)으로 인해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각 식

을 OLS로 추정하면 구조적 경제모델의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동시성을 고려하여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2SLS(2stage least squares)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는 동시성이 존재하는

연립방정식에서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해 도구변수 추정법을 사용하는 것

이다. 추정은 첫 번째 식을 추정할 때는 두 번째 식의 외생변수를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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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사용하고, 두 번째 식을 추정할 때는 첫 번째 식의 외생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지역별 패널자료를 이용

하여 연립방정식 추정을 통해 지역별 SOC 스톡이 민간의 한계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3 절 자료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연구는 자본스톡과 투자 자료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투자 자료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지역별·연도별

로 자본스톡을 추계하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1. 지역별 자본스톡 추계와 투자 자료

사회간접자본스톡은 1997년까지 국부통계에서 10년 주기로 발표되었

으나, 1997년 이후 국가자산통계로 명칭이 바뀌었고, 1년 주기로 발표되

고 있다. 그러나 1997년 국부통계를 제외하면 지역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1997년 국부통계는 지역별로 자본스톡을 추계하는 본 연구의 기

준점이 될 수 있다. 이후 지역별·연도별로 자본스톡을 추정하기 위해서

는 투자 자료가 중요하다. 투자 자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이 시설별로 구분이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구축되어 있어

야 한다. 특히 지역별로 자본스톡을 추계하려면 지역별로도 구분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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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필요하다. 즉 1997년 국부통계 이후 지역별·시설별로 접속시키는

방법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통계청의 국부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이후 각

종 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스톡을 추계하였다. 그러나 지역별로 시설

을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투자 자료로 사용되

는 자료 가운데 한국은행 고정자본형성자료는 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만 제공되고 지역 단위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산업연관표 역시 시설은 구분되어 있지만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

지 않다. 이에 지역별 자본스톡 추계는 주로 전국의 스톡을 지역별로 할

당하는 방식으로 추계하였다(박철수·전일수·박재홍, 1996).

김상호·이영훈·구재운(1997)는 1977년 국부통계 사회간접자본 총액을

지역별 정부부문의 유형고정자산비율로 배분하여 구하였다. 1978년부터

1992년까지의 자료는 제조업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뒤 지

방재정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중에서 산업경제 및 공익사업비를 순투자

자료로 하여 이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추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경우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이라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있

는데, 지방정부 예산 항목으로는 이를 반영하기 힘들다.

박철수·전일수·박재홍(1996)은 1977년과 1987년의 국부통계 사회간접

자본 스톡액을 기준으로 1972년부터 1991년까지 구한 투자실적자료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977년과 1987년의 스톡자료가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투자실적 자료에서 취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도로연

장, 시설면적과 같은 물리적 시설용량지표를 이용하여 각 시설의 지역별

스톡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사회간접자본의 지역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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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과 추계치 사이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한편 김명수(2004, 2010)에서 사용한 건설업통계조사는 공사실적에

지급된 기성액 자료를 연도별로 제공하기 때문에 스톡 자료로 쓰기에 알

맞다. 또한 광역시·도별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시설별로 구분이 가능하

기 때문에 국부통계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업통계조사를 투자 자료로 사용하여 자본스톡

자료를 추계한 이영성 외(2012)의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본 연

구에서 민간자본의 범위는 주거부문을 제외한 기업부문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민간자본스톡 자료를 추계할 때는 주거부문을 제외하고 추계하였

다. 국부통계에서 민간자본(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 차량운반구, 공

구와 기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가운데 건물, 구축물, 건설중인 자산은

이영성 외(2012)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였지만, 나머지 기계 및 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비품의 경우 이영성 외(2012)의 방법에는 이에

해당하는 국부통계 가운데 얼마만큼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의 자본이 국부통계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부분은 Lee et al.,(2014)에서 광공업유형자산 자료에서 건

물과 구축물을 뺀 나머지 유형고정자산을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

한 자료는 모두 2005년 기준 가격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사회간접자본스톡과 민간자본스톡을 추계하기

위해 적용한 이영성 외(2012)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997년 국부통계의

스톡을 시설별로 각각 감가상각하고, 건설업통계조사에서 구한 연도별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을 식(5)처럼 더하여, 2011년까지 광역시·도의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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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회간접자본스톡 순자산가치를 구했다.

  


 ×        식(5)

식(5)의 좌변은 한 지역의 t기 사회간접자본 순자산가치이다. 우변은

전년도 사회간접자본 순자산가치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맞는 감가상

각률( )로 할인한 가치(


 ×    )와 시설()의 그 해 신

규 투자액(  )을 시설별로 더한 값이다.     은 t-1기에 시설 

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순자산가치이다.

먼저 사회간접자본스톡은 1997년 국부통계의 사회간접자본(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스톡을 시설별·연도별로 감가상각한 후, 건설

업통계조사에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시설(일반도로, 고속도로, 고속

화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활주로), 도로터널, 철도터널,

수로 및 기타터널,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치산·치수, 상수도, 하수

도, 관개수로·농지정리, 정수장, 기타토목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

처리장, 쓰레기소각시설, 기타환경시설공사, 발전소시설, 송유관 및 가스

관, 유류 및 가스저장시설)의 연도별 투자액을 더하여 구했다.

민간자본스톡은 1997년 국부통계의 소유주체별 유형고정자산액에서

민간부분(민간기업, 비영리단체, 가계)의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 차

량운반구, 공구와 기구·비품, 건설중인 자산’을 기준 스톡으로 하여 국부

통계와 마찬가지로 시설별·연도별로 감가상각한 후, 연도별 투자액을 더

하여 구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민간투자 범위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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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을 제외한 기업 부문이기 때문에 민간스톡을 추계할 때도 주거부문

시설은 제외한다. 이 때 시설별로 투자액 자료가 다른데, ‘건물, 구축물,

건설중인 자산’은 건설업통계조사에서 이에 해당하는 시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병원,

종교용건물, 전통양식건물, 공연·집회장소, 공장·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제외), 창고·차고·터미널 건물, 위험물저장소, 기타건축시설,

산업생산시설, 기타플랜트공사)의 투자액을 더해주었다. 국부통계 기준

스톡의 그 외의 민간자본인 ‘기계 및 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비

품’은 이영성 외(2012)에서 광공업 유형자산연말잔액을 투자액으로 사용

했지만, 1997년 국부통계 자료는 모든 산업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

운데 얼마만큼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ee et al.,(2014)와 같은 방식으로, 아예 광공업통계의 제

조업 유형고정자산연말잔액에서 건물, 구축물을 뺀 값으로 대체하였다.

이때 유형자산연말잔액이므로 감가하지 않고 더해주었다.

자본스톡을 추계하려면 자산별로 감가상각률( )을 적용하여 적절하

게 감가상각해야 한다. 2개 이상의 기준년도 자료를 사용하는 ‘다항식 기

준연도 접속법’으로 자본스톡을 추계하는 경우 감가상각률을 구할 수 있

지만, 본 연구는 1997년 국부통계만 기준년도로 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

서 구한 감가상각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선행연구에서 구한 감가상각

률 가운데 최근 연도에 가까운 감가상각률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이

며, 사회간접자본 부문별로 감가상각률을 구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명수(2002)는 기준년도(1987년, 1997년) 스톡과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에 근거한 투자실적을 이용하여 ‘다항식 기준연도접속법’을 통해 감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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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률을 구한 결과, 도로와 수리·치수 부문에서 음의 감가상각률이 나타

나 1998년과 1999년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할 때는 표학길 외

(2000)에서 양의 값을 갖는 구축물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였다. 현진권·

권호영(2002)에서도 자본재 형태별로 감가상각률을 구한 결과, 1987년부

터 1997년 사이 감가상각률이 음수로 나타났다. 반면 표학길(2003)과 표

학길 외(2007)에서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자산별 감가상각률이 양의

값으로 비교적 경제적 해석이 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으로 이 추정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자산별 감가상각률( )

은 건물 3%, 구축물 1%, 차량운반구 16.9%, 기계 및 장치, 공구와 기구·

비품 9.2%이며, 건설중인 자산은 가계정이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았다. 다

만, 자본재 형태별로 사회간접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축물이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구축물의 경우 감가상각률을 1% 뿐만 아니라 0%,

2%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모형에 맞는 투자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Aschauer(1989b)의 변수 정의에 맞게 자료를 구축하기로 한다.

Aschauer(1989b)에서 민간투자는 민간부문의 비주거용 순고정자본스톡

대비 민간부문의 비주거용 순고정투자 비율이다. 즉 비주거용 부문의 순

민간자본스톡 대비 순민간자본투자 비율이다. 공공투자(사회간접자본 투

자)는 민간부문의 비주거용 순고정자본스톡 대비 공공부문의 비주거용

순고정투자 비율이다. 즉 비주거용 부문의 순민간자본스톡 대비 순사회

간접자본투자 비율이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 투자 비율의 분자에 해당하

는 자료가 총투자가 아니라 순투자라는 점이다. 즉 총투자 개념의 총고

정자본형성과 개념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표학길 외, 2007). 총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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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형성에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유형자산증가액에 가까운 개념으로 순투

자를 구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와 민간부문의 총

고정자본형성 자료는 전국 단위에서만 제공되고 지역 단위에서는 제공되

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구축한 지역별 순자본스톡의 변화분을 이

용하면, 투자액에 감가상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순고정투자에

가까운 개념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이 방법이 모형에 맞는 투자 비율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

단된다.

지역별 자본스톡을 추계할 때, 본 연구의 기준점이 되는 1997년의

국부통계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자본스톡을 분리하여 제공하기 때

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내총생산 자료는 1997년까지 울산

광역시가 경상남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을 맞추기 위해 울산광

역시와 경상남도를 합하여 15개 광역시·도에 대해 자료를 추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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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형태
투자 자료

(1998년 ~ 2011년)

사회

간접

자본

국부통계(1997년)

‘정부자산’

사회간접자본

편(도로,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수리치수,

전기가스, 통신)의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건설업

통계

Ÿ 관공서건물, 학교, 변전소·발전소용

건물

Ÿ 일반도로,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도

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활

주로), 도로터널, 철도터널, 수로및기

타터널,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치산·치수, 상수도, 하수도, 관개수

로·농지정리, 정수장, 기타토목시설

Ÿ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

리장, 쓰레기소각시설, 기타환경시설

공사, 발전소시설, 송유관및가스관,

유류및가스저장시설

민간

자본

국부통계 (1997년)

‘민간기업,

비영리단체부문’의

건물, 구축물,

건설중인 자산

건설업

통계

Ÿ 시장·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

박시설, 병원, 종교용건물, 전통양식

건물, 기타문화재·유적건물, 공연·집

회장소, 경기장·운동장, 전시시설,

공장·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설치

(플랜트제외), 창고·차고·터미널건물,

위험물저장소, 기타건축시설

Ÿ 산업생산시설, 기타플랜트공사

기계및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부품

광공업

통계

Ÿ 제조업 유형고정자산연말잔액에서

건물, 구축물을 제외한 값

<표 1> 자본스톡 추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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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은 한계민간자본 한 단위가 산출하는 산출물

의 크기로서 민간자본 한 단위가 추가됨으로써 전체 국가경제에 기여하

는 생산효과를 의미한다(이규방 외, 2001). 일반적으로 민간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생산함수에서 민간자본스톡의 산출탄력성()을 구한 후, 산출

탄력성()에 산출량(Y)을 민간자본스톡(K)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최병호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주거 부문을 제외한 기업 부문에 한해 민간부문을 살

펴보는 것으로, 한계생산성 또한 기업 부문의 수익률에 가깝게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Aschauer(1989b)에서는 비금융법인

민간자본의 수익률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금융법인

의 영업잉여를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아래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민

간자본스톡의 산출탄력성()을 구한다.

ln      ln  ln    식(6)

(이때, Y, K, Kg, L은 각각 산출, 민간자본스톡, 사회간접자본스톡,

노동)

생산함수를 추정할 때는 본 연구의 자료가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패

널자료에 내재된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을 주의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Parks(1967) 모형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Parks(1967)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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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식(7)의 잔차항에 포함된 1계 자기상관(식(8))을 식(9)의 방식으로

ρ를 추정한 뒤에, Cochrann-Orcutt 방식과 비슷하게 식(10)으로 변형하여 자

기상관을 제거하고, 식(11)을 GLS 방식으로 추정한다(이영성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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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6)의 추정을 통해서 구한 민간자본의 산출탄력성()을 이용하여

민간자본 1% 증가분에 대한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분을 구한다. 그 다

음, 앞에서 구한 값에서 grdp 대비 비금융법인의 영업잉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값으로 취하여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계한 자본스톡은 1997년부터지만, 민간자본의 한계생

산성을 구할 때 사용되는 민간자본(비금융법인)의 영업잉여 자료가 2000

년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11년까지를 연구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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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광역시·도 차원 분석

1. 추계 자료의 자본스톡·투자 경향

1) 지역별·연도별 자본스톡 경향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광역시·도별로 추계한 사회간접자본스톡과

민간자본스톡의 경향은 각각 <표 2>, <표 3>와 같다. 먼저 사회간접자

본스톡의 경향을 살펴보면, 2000년에 475.1조부터 2011년 951조까지 전국

적으로 사회간접자본스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5개 광역시·도에서

도 전국적인 경향과 비슷하게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에서는 비슷한 기울기로 증가했지만, 경기도의 경우 2006년 이

후 스톡이 증가하는 경향이 타 지역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6

년 이전에는 서울의 사회간접자본스톡이 가장 높았지만, 2006년 이후에

는 경기도가 서울의 스톡을 초과하여 가장 높은 스톡을 보였다(그림 1).

민간자본스톡의 경우 전국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증가하

는 경향이 사회간접자본스톡과 비슷했지만, 사회간접자본스톡보다 완만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일하게 울산·경남 지역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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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스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 민간자본스톡의 경우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이 꾸준하게 가장 높은 스톡을 지닌 지역으로 나타났

고,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그림 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 475.1 514.6 554.1 596.4 638.5 679.6 720.9 764.8 810.6 859.6 906.8 951.0

서울 70.7 75.0 79.3 83.5 88.3 92.7 96.7 100.8 104.9 109.1 112.8 115.9

부산 23.5 25.6 27.7 29.5 31.7 34.1 36.0 38.4 41.0 43.3 45.1 46.7

대구 17.7 19.1 20.4 21.6 22.6 23.3 23.9 24.5 25.3 26.0 27.0 28.2

인천 24.0 25.5 26.9 28.3 29.8 32.0 34.6 37.2 40.1 43.0 46.0 48.8

광주 8.9 9.5 10.1 10.8 11.6 12.2 12.9 13.5 14.0 14.5 14.8 15.3

대전 11.2 11.9 12.8 13.6 14.2 14.8 15.4 15.7 16.2 16.7 17.3 17.9

울산

경남
50.0 54.3 58.8 64.1 69.6 74.6 79.3 84.9 90.5 96.2 102.0 106.9

경기 58.2 63.9 69.3 74.8 80.8 88.0 95.9 104.8 115.1 126.1 136.3 145.6

강원 31.9 34.5 37.4 41.5 45.0 47.8 50.4 53.4 55.8 58.5 61.1 63.4

충북 21.6 23.7 25.5 27.4 29.0 30.7 32.3 33.9 35.5 37.5 39.7 41.9

충남 33.7 36.6 39.2 41.8 44.8 48.2 51.8 55.4 59.3 63.5 68.0 72.3

전북 28.2 30.5 32.6 35.1 37.1 39.3 41.7 43.9 46.4 49.1 51.4 53.6

전남 43.2 47.3 51.5 56.1 60.2 63.9 67.7 71.7 75.9 80.8 84.7 88.9

경북 45.4 49.6 54.3 59.5 64.1 67.8 71.3 74.8 78.3 82.4 87.1 91.3

제주 7.0 7.5 8.2 8.9 9.7 10.4 11.1 11.7 12.3 13.0 13.6 14.2

<표 2> 광역시·도별 사회간접자본스톡

(단위: 조 원, 2005년 기준가격)

5) 경남의 스톡은 증가한 반면 울산의 유형자산연말잔액 가운데 기계 및 장치 부문의

2011년 자료가 감소하여 울산·경남의 스톡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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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 708.8 716.6 724.8 745.4 765.3 804.2 844.2 881.1 917.8 951.0
1022.

1

1058.

1

서울 135.0 138.2 141.7 147.1 153.5 158.6 163.5 168.5 173.0 177.2 181.9 186.5

부산 37.1 37.9 39.0 40.2 41.6 42.5 43.8 45.8 47.3 48.9 50.8 51.7

대구 19.5 19.5 19.8 20.1 20.7 20.8 21.3 22.0 22.6 23.0 24.2 25.0

인천 25.4 25.8 25.7 25.9 26.3 27.0 27.9 29.2 31.3 32.8 35.3 37.0

광주 11.4 11.6 11.4 12.2 12.9 13.2 14.1 14.6 15.2 15.5 16.8 17.2

대전 16.0 16.2 16.5 17.2 17.7 18.3 18.9 19.7 20.4 20.9 22.0 22.3

울산

경남
78.6 77.8 78.2 78.5 76.8 78.4 82.9 88.9 93.1 95.8 107.4 105.2

경기 146.6 146.8 148.8 153.9 159.6 177.1 190.8 198.1 207.2 211.2 224.9 236.4

강원 23.4 23.5 23.9 24.4 24.8 25.2 26.0 26.8 27.9 29.3 30.8 31.2

충북 28.4 28.5 28.9 28.3 29.2 30.3 31.2 32.6 34.7 35.2 39.7 40.7

충남 57.9 59.2 59.9 62.6 64.9 68.9 76.2 79.9 83.9 90.5 101.6 113.2

전북 23.5 23.9 22.7 23.4 23.5 23.9 24.7 25.5 27.3 28.7 32.6 34.3

전남 44.9 46.5 45.6 45.6 44.8 47.0 48.7 52.2 54.0 59.9 66.1 67.5

경북 55.8 55.5 56.8 59.6 62.2 65.8 66.9 69.6 71.7 73.5 79.3 80.9

제주 5.4 5.7 6.1 6.4 6.7 7.0 7.3 7.8 8.2 8.5 8.7 9.1

<표 3> 광역시·도별 민간자본스톡

(단위: 조 원, 2005년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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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역시·도별 사회간접자본스톡(단위: 조 원)

<그림 2> 광역시·도별 민간자본스톡(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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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연도별 투자 경향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별로 추계한 사회간접자본스톡과 민간자

본스톡을 이용하여 Aschauer(1989b)의 정의에 맞게 사회간접자본투자와

민간투자를 구하면 각각 <표 4>, <표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사회간접

자본 투자는 비주거용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투자 비율이다.

민간투자는 비주거용 민간자본스톡 대비 민간자본투자 비율이다. 두 변

수의 투자에 관한 자료는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형에서 변수

정의에 맞게 순고정투자에 가까운 개념으로 지역별 순자본스톡의 변화분

을 이용하여 구했다. 순자본스톡의 변화분은 투자액에 감가상각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더 클 경우 변화분은 음수로 나타날 수 있

다.

<그림 3>을 보면 전국적인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투자

비율은 대체로 완만하게 줄어드는 반면, <그림 4>의 민간자본스톡 대비

민간자본투자 비율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증감하는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앞 절에서 사회간접자본스톡과 민간스톡의 추세가 비교

적 완만하게 증가하고 광역시·도별로 경향이 비슷한 반면, 투자의 경우

사회간접자본투자와 민간투자 모두 지역별로 투자의 증감이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인다.

<표 4>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평균을 보면 5.1%에 달하지만, <표 5>에서 민간투자의 전국 평균은

3.4%로 사회간접자본투자보다 낮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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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평균은 11%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이지만 민간투자의 평균은 2.3%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오히려 민

간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지역으로, 평균 5.5%에 달한다.

반대로 서울은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평균이 2.6%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

장 낮았다. 그러나 민간투자의 경우 울산·경남 지역이 평균 2.2%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강원도(2.3%)가 낮은 민간투자를 보였다. 분석에 앞

서 투자 비율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유

추해보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는 적을 가능성이 크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전국 5.5 5.5 5.4 5.7 5.5 5.1 4.9 5.0 5.0 5.2 4.6 4.2 5.1

서울 3.5 3.1 3.0 2.8 3.1 2.8 2.5 2.4 2.3 2.4 2.0 1.7 2.6

부산 5.3 5.6 5.5 4.5 5.1 5.6 4.5 5.1 5.6 4.8 3.5 3.2 4.9

대구 7.4 7.4 6.5 5.8 4.7 3.3 3.0 2.9 3.4 2.9 4.2 4.9 4.7

인천 8.6 5.8 5.5 5.4 6.0 8.1 9.0 9.1 9.1 9.0 8.3 7.6 7.6

광주 5.9 5.1 5.3 5.6 6.2 4.3 4.9 4.6 3.5 2.6 2.4 2.7 4.4

대전 5.2 4.7 5.1 4.5 3.8 3.1 2.9 1.9 2.1 2.6 2.6 2.7 3.4

울산

경남
4.9 5.6 5.8 6.7 7.2 6.3 5.7 6.3 6.0 6.0 5.5 4.6 5.9

경기 3.9 3.9 3.7 3.6 3.8 4.0 4.1 4.5 5.0 5.2 4.5 3.9 4.1

강원 11.9 11.0 12.0 17.0 14.0 11.1 10.1 11.3 8.7 9.2 8.2 7.5 11.0

충북 6.6 7.1 6.3 6.6 5.5 5.6 5.2 5.0 4.5 5.8 5.5 5.4 5.8

충남 5.1 5.0 4.2 4.2 4.6 4.9 4.8 4.5 4.6 4.6 4.4 3.8 4.6

전북 9.9 9.9 9.3 10.3 8.7 9.0 9.9 8.6 9.2 9.2 7.1 6.4 9.0

전남 8.0 8.7 9.4 9.9 9.3 7.9 7.6 7.8 7.8 8.1 5.9 6.3 8.1

경북 6.1 7.6 8.3 8.7 7.4 5.7 5.2 5.0 4.9 5.6 5.9 5.3 6.3

제주 10.5 10.3 10.1 12.4 11.1 9.4 9.6 8.7 6.9 8.1 7.3 6.0 9.2

<표 4> 광역시·도별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투자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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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전국 1.5 1.1 1.1 2.8 2.6 4.8 4.7 4.2 4.0 3.5 7.0 3.4 3.4

서울 2.3 2.3 2.5 3.6 4.2 3.2 3.0 3.0 2.6 2.4 2.6 2.4 2.8

부산 -0.5 2.0 2.9 3.1 3.3 2.1 3.0 4.3 3.2 3.3 3.8 1.6 2.7

대구 4.8 -0.2 1.7 1.2 3.1 0.5 2.5 3.1 2.4 1.9 5.1 3.1 2.4

인천 -1.1 1.6 -0.1 0.6 1.5 2.6 3.3 4.3 6.8 4.7 7.0 4.6 3.0

광주 6.0 1.1 -1.5 6.5 5.5 2.2 6.3 3.8 3.7 1.9 7.7 2.6 3.8

대전 2.3 1.3 1.6 4.3 2.9 3.4 2.8 4.0 3.9 2.1 5.0 1.5 2.9

울산

경남
-1.4 -0.9 0.4 0.4 -2.2 2.0 5.4 6.7 4.5 2.8 10.8 -2.1 2.2

경기 3.1 0.2 1.3 3.3 3.5 9.9 7.2 3.7 4.4 1.9 6.1 4.9 4.1

강원 -0.9 0.6 1.5 2.1 1.7 1.6 3.1 2.8 4.1 4.6 5.0 1.1 2.3

충북 -3.2 0.3 1.3 -1.9 3.0 3.6 2.8 4.5 5.9 1.5 11.2 2.5 2.6

충남 1.6 2.1 1.2 4.3 3.5 5.9 9.5 4.6 4.7 7.4 10.9 10.2 5.5

전북 -3.1 1.9 -5.4 3.2 0.5 1.6 3.2 2.9 6.7 5.0 11.9 4.8 2.8

전남 4.8 3.6 -2.0 0.0 -1.7 4.6 3.5 6.7 3.4 9.8 9.4 2.0 3.7

경북 1.6 -0.5 2.2 4.7 4.2 5.5 1.7 3.8 3.0 2.4 7.2 2.1 3.2

제주 3.1 4.7 6.1 4.8 5.3 4.2 4.0 6.2 4.6 3.4 2.6 4.3 4.4

<표 5> 광역시·도별 민간자본스톡 대비 민간자본투자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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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광역시·도별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투자 비율(단위: %)

<그림 4> 광역시·도별 민간자본스톡 대비 민간자본투자 비율(단위: %)



- 47 -

2. 광역시·도별 자본스톡과 산출 경향

15개 광역시·도별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스톡의 비율

(kg/k), 사회간접자본스톡 대비 지역내총생산 비율(y/kg)은 <표 6>과 같

다. 민간생산에 활용되는 자본의 비율로서,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

자본스톡(kg/k)을 살펴보면 광역시의 경우 대구, 인천 지역을 제외하고

는 대부분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서울, 경기는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

회간접자본스톡 비율이 0.58, 0.52로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지역이다. 민

간생산을 위해 민간자본스톡이 1만큼 들어간다고 할 때, 사회간접자본스

톡은 민간자본스톡보다 적게 투입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지역 내에 입지한 민간부문은 생산을 위해 민간자본을 1만큼 활용

했을 때 그보다 적은 정도의 사회간접자본 투입으로 생산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사회간접자본스톡 대비 지역내총생산은 2.13으

로, 사회간접자본 투입은 2배가 넘는 지역내총생산 효과를 가져와 높은

사회간접자본의 산출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도(道) 지역을 살펴보면, 충남과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스톡 비율이 1보다 컸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비율이 2에 가까워, 민간자본스톡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스

톡이 과다한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이러한 도(道) 지역은 민간부문

생산을 위해 민간자본을 1만큼 활용했을 때 광역시보다 더 많은 정도의

사회간접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효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간접

자본스톡 대비 지역내총생산 비율을 통해 살펴본 산출 측면에서도 사회

간접자본스톡 투입이 가져오는 지역내총생산 효과가 경기도를 제외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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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도 지역에서 1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사회간접

자본스톡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는 사회간접자

본에 비해 이를 활용할 민간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광역시가 도(道) 지역보다 사회간접자본의 효과가 더 효율적인지

는 광역시와 도 사이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스톡(kg/k)

사회간접자본스톡 대비

지역내총생산(y/kg)

서울 0.58 2.32

부산 0.79 1.42

대구 1.08 1.27

인천 1.18 1.25

광주 0.89 1.57

대전 0.78 1.37

울산·경남 0.88 1.36

경기 0.52 1.84

강원 1.81 0.50

충북 0.97 0.89

충남 0.67 0.99

전북 1.55 0.65

전남 1.26 0.69

경북 1.03 0.89

제주 1.45 0.78

주: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값임.

<표 6> 광역시·도별 자본스톡과 산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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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광역시·도별 자본스톡과 산출 경향

3. 광역시·도별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

1) 생산함수 추정결과

앞에서 설명한 식(6)의 추정에 필요한 지역별 산출액(Y) 자료는 광

역시·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사용하였다. 생산함수에 투입되는 노

동(L)은 노동을 고용한 대가로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임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의 피용자보수를 사용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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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을 할 때는 자기상관을 고려하여 Parks(1967) 모형으로 추정하

였고, 이때 이분산성을 바로잡기 위해 Arellano(1987) 방식을 적용하였

다. 식(6)의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8>과 같다.7)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피용자보수(십억원) 27,107.0 30,889.6 2,545.1 136,104.8

지역내총생산(십억원) 59,681.1 59,415.9 6,447.7 247,003.2

사회간접자본스톡(십억원) 47,066.7 29,861.4 6,958.9 145,585.2

민간자본스톡(십억원) 56,329.8 51,916.0 5,423.2 236,426.0

<표 7> 기초통계치

변수 계수값 p값

절편 0.430 <.0001

ln(Kg/L) 0.153 <.0001

ln(K/L) 0.390 <.0001

R-square 0.911

<표 8> 광역시·도 생산함수 추정결과(종속변수: ln(Y/L))

추정을 할 때 양변 모두 자연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각 계수값은 자

본스톡이 1% 늘어날 때 지역내총생산이 몇 %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산출탄력성(output elasticity)이다. 사회간접자본스톡과 민간자본스톡의

계수값은 각각 0.153, 0.390으로 유의하였다. 광역시·도에서 사회간접자본

이 1% 증가하면 산출물이 0.1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

6) 노동투입량(L)을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종사자 수로해도 피용자보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와 비슷했다. 이는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권역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7) 종사자 수로 생산함수를 추정했을 때는 사회간접자본과 민간자본의 산출탄

력성이 각각 0.139, 0.397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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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자본의 산출탄력성보다 낮았다. 지역 단위에서 살펴본 류덕현(2006)에

서 사회간접자본의 탄력성이 0.304로 나타난 것보다 작은 값이다. 이영성

외(2012)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탄력성이 0.213으로, 민간자본의 탄력성

(0.211)과 비슷했다. 분석시점이 1986년부터 2003년인 류덕현(2006)과 비

교했을 때,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 연도인 2000년부터 2011년까지를 대

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적 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수준이 과다하다는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들

을 고려하면, 사회간접자본의 산출탄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추이

앞 절에서 구한 민간자본의 산출탄력성(0.390)으로 실증분석에 필요

한 광역시·도별 한계생산성을 구하면, <표 9>와 같다. <그림 6>에서 지

역별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경향을 살펴보면, 서울의 한계생산성이 월

등히 높은 반면, 전남은 가장 낮은 한계생산성을 보인다. 서울은 전남과

비교했을 때 한계생산성이 약 1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적경

제나 산업구조와 같이 민간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주는 구조는 지역마다

다르기 마련인데, 서울의 경우 민간자본의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구조가 가장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민간자본 한계생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데에는 다른 생산

요소에 비해 민간자본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민간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양

의 외부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안홍기·김민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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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광역시·도 민간자본(비금융법인)의 한계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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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 11.9 12.5 12.2 13.6 14.0 12.3 11.1 13.1 12.2 12.9 14.9 14.2

증감 　 5.1 -2.0 11.3 3.1 -12.5 -9.5 17.5 -6.6 5.4 16.1 -5.2

부산 3.3 4.0 4.1 4.1 3.8 4.3 4.6 5.7 6.6 6.0 5.8 6.6

증감 　 19.8 3.3 -1.5 -5.1 10.7 8.0 23.3 15.9 -8.9 -2.7 13.9

대구 3.9 4.6 4.6 4.4 4.6 4.2 5.0 5.5 6.3 5.8 6.7 7.0

증감 　 18.3 -0.1 -3.8 3.2 -8.7 20.2 9.4 14.4 -8.3 16.4 4.6

인천 4.4 5.6 5.4 5.7 6.5 6.8 7.5 9.2 10.0 8.9 8.7 9.0

증감 　 26.2 -2.4 5.6 14.4 4.1 10.2 22.0 8.7 -10.2 -2.4 2.5

광주 3.6 3.9 4.1 3.9 3.8 4.0 4.6 5.9 5.2 4.8 5.6 5.8

증감 　 9.9 2.7 -4.9 -1.2 5.8 14.3 27.9 -11.5 -7.6 16.2 3.7

대전 4.0 4.9 5.0 5.4 6.0 6.0 5.6 6.0 5.6 5.6 6.1 6.7

증감 　 23.0 2.5 9.1 10.0 0.8 -6.8 7.7 -6.6 0.0 7.4 11.0

울산

경남
3.0 3.2 3.0 3.2 3.3 3.3 3.8 4.6 5.8 5.2 5.2 5.4

증감 　 9.6 -5.8 5.2 1.8 2.8 14.0 19.8 27.6 -10.6 0.6 2.4

경기 5.7 4.5 6.5 6.1 8.1 6.5 6.4 6.2 6.2 6.9 9.3 8.6

증감 　 -21.8 46.9 -6.0 31.4 -20.1 -1.3 -2.5 -0.3 11.8 34.7 -7.5

강원 1.1 1.9 1.9 2.1 1.9 2.1 2.1 2.3 2.5 2.7 2.1 2.5

증감 　 71.2 1.1 9.7 -10.1 9.9 0.4 10.3 9.0 6.4 -23.2 19.4

충북 1.4 1.8 1.9 2.1 2.0 1.9 1.9 2.1 2.5 3.1 2.8 2.8

증감 　 25.3 4.7 8.7 -1.6 -5.9 1.5 6.9 20.8 25.0 -9.3 0.0

충남 1.4 1.4 1.7 1.9 2.7 2.0 1.9 2.1 1.9 2.7 2.4 2.4

증감 　 0.6 18.4 14.5 41.3 -25.2 -6.0 11.0 -7.9 40.5 -10.6 -0.4

전북 1.5 1.9 1.8 1.7 1.7 2.0 2.2 2.0 2.7 2.9 2.5 2.2

증감 　 30.0 -5.2 -7.7 1.1 19.1 9.1 -8.6 35.9 8.2 -14.1 -13.8

전남 0.9 1.2 1.2 1.1 1.4 1.5 1.8 2.1 1.8 2.3 2.0 2.1

증감 　 28.2 -1.2 -6.6 27.9 9.3 16.2 19.5 -13.8 23.5 -9.2 2.3

경북 3.5 3.1 3.4 4.1 5.6 6.0 4.8 5.5 7.5 6.0 7.0 6.3

증감 　 -10.9 8.1 21.6 36.5 6.9 -19.2 13.9 36.7 -19.5 16.8 -10.4

제주 2.3 1.8 1.3 1.5 1.8 1.5 1.5 1.6 1.9 3.5 2.8 4.9

증감 　 -20.6 -27.6 11.3 24.0 -17.4 -2.9 12.8 17.1 83.3 -19.6 72.6

<표 9> 민간자본(비금융법인)의 한계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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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투자 연립방정식 추정결과

앞 절에서 구한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이용하여, 식(4)를 추정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식에서 민간자본

스톡과 사회간접자본스톡의 계수값은 예상한 부호와 같게 나타났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의도가 0.10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분명

하지는 않지만 사회간접자본이 민간의 생산성 향상에 약간의 보탬은 된

다고 풀이할 수도 있겠다. 민간투자 식에서 민간자본 한계생산성의 계수

값은 (+)로 유의했기 때문에 한계생산성이 향상될수록 그에 따라 민간투

자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간의 의

사결정 메커니즘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민간의 한계

생산에 구체적으로 보탬이 되는지는 2절의 권역별 분석에서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이 민간자본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로 나타났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전 산업을 대상으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지 살펴본 금선옥·이연호(2012)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Aschauer(1989)에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으며, 당시 상황에서는 사회간

접자본스톡의 한계생산성이 민간자본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를 경제성장

에 긍정적인 것으로 풀이한 바 있다. 본 연구의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광역시·도 분석결과에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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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저조한

원인을 공공투자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민간 한계생산성의 지역특성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계수값을

살펴보면 서울과 5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지역만 유의

하였다. 광역시지만 경남에 포함시켜 살펴본 울산(경남)은 유의하지 않

았다. 흥미롭게도, 도(道) 지역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광역시만 기준

지역인 제주도보다 민간 한계생산이 향상되는 고정효과가 있고, 도(道)

지역은 민간생산을 향상시키는 고정요소(환경)가 미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역특성효과가 유의한 이들 6개 지역 가운데 민간의 한계생산

을 가장 잘 향상시키는 고정 효과가 있는 곳은 서울(12.775)이었고, 광주

(3.545)가 가장 낮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경향

과 일치한다.

민간투자의 경우, 지역특성효과 계수값이 유의하게 나타난 지역은

10곳으로, 이들 지역은 기준 지역인 제주도에 비해 지속적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낮은 고정적인 효과(요소)가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의 계수값이 (-)로 나타난 데에는 앞서 투자 경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등 높은 해외투자로 인해 제주도의 민간투자 비율이 워

낙 높아 광역시·도 가운데 평균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강원, 광주, 울산·경남, 부산, 경북, 대

전, 대구, 경기, 인천, 서울 순이다. 대체로 수도권이 민간투자가 증가하

기 어려운 고정요소(환경)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민

간투자 비율 경향에서 서울의 평균이 낮았던 점과 같이, 서울(-18.445)이

민간투자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고정요소(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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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투자

서울
12.775

(0.0025)
서울

-18.445

(<.0001)

부산
4.148

(0.0852)
부산

-5.891

(0.0003)

대구
3.789

(0.0122)
대구

-7.082

(<.0001)

인천
5.833

(0.0039)
인천

-9.560

(<.0001)

광주
3.545

(<.0001)
광주

-4.730

(0.0023)

대전
4.854

(0.0001)
대전

-6.915

(0.0002)

울산·경남
3.057

(0.3773)
울산·경남

-4.989

(0.0004)

경기
6.869

(0.1115)
경기

-7.527

(0.0002)

강원
-0.463

(0.8316)
강원

-1.933

(0.0941)

충북
0.928

(0.6485)
충북

-1.303

(0.2999)

충남
1.587

(0.6112)
충남

1.512

(0.2606)

전북
-0.184

(0.9273)
전북

-1.077

(0.3328)

전남
-0.219

(0.9401)
전남

-0.110

(0.9225)

경북
3.939

(0.2129)
경북

-6.145

(0.0002)

Intercept
-345.032

(0.0111)
Intercept

0.613

(0.7602)

<표 10> 광역시·도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괄호 안은 p값)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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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0.174

(0.0281)
민간투자의
시차변수

0.057

(0.5139)

ln(민간자본스톡)
-2.135

(0.1076)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1.576

(<.0001)

ln(사회간접자본
스톡)

2.125

(0.1085)
사회간접자본
투자

0.026

(0.8781)

제조업
평균가동률

-0.023

(0.3997)

R2: 0.956 R2: 0.263

(기준지역: 제주)

4) 광역시·도의 상호작용 추정결과

지금까지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도(道) 지역보다 광역시에서 사회간

접자본의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추정하는 식(4)

의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식과 민간투자 식에서 사회간접자본스톡과 사

회간접자본 투자에 관하여 광역시·도 더미를 곱한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광역시와 도 사이 사회간접자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광역시·도 더미는 광역시에 대해 ‘1’로 값을 매겼기 때문에 울산·경

남의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광역시·도에 대해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간접자본스톡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도(道) 지역보다 광역시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민간투자 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투자 변수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상호작용 변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도 광역시가 더 높다고 풀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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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도(道) 지역은 광역시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이 과다하고 효율성

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위면적당 사회간접자본스톡

을 고려했을 때, 광역시가 도(道) 지역보다 훨씬 밀도 있고 조밀하게 사

회간접자본이 배분되어 있고, 대도시권이 많아 경제발전단계가 높고 왕

성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간접자본 가운데

민간부문 효율성 향상에 효과가 큰 도로의 경우, 광역시가 도(道)에 비해

내부 통행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보면 단위면적당 밀도 있게 배분되어 있

는 광역시의 사회간접자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투자

Intercept
-127.429

(0.3746)
Intercept

2.648

(0.2291)

연도
0.055

(0.5036)
민간투자의
시차변수

0.130

(0.1092)

ln(민간자본스톡)
-1.331

(0.2624)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1.233

(<.0001)

ln(사회간접자본
스톡)

2.510

(0.0381)
사회간접자본
투자

-0.161

(0.4144)

ln(사회간접자본
스톡)×광역시·도
더미(광역시=1)

2.380

(0.0001)

사회간접자본
투자×광역시·도
더미(광역시=1)

0.507

(0.098)

제조업
평균가동률

-0.011

(0.6752)

R2: 0.960 R2: 0.300

(지역더미는 생략)

<표 11> 광역시·도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괄호 안은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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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 감가상각률 추정결과

자본재 형태별 사회간접자본에서 구축물의 경우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감가상각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감가상각률 0%, 2%로 적용

한 연립방정식 추정결과를 통해 앞에서 살펴본 감가상각률 1%의 경우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1%보다 낮은 감가인 0%와 높은 감가인 2%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두 경우 모두 기존 1%를 적용했을 때의 추정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결과가 비슷하게 추정된 데에는 2%를 적용한다 하더

라도 내용연수가 분석 기간보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투자

Intercept
-430.099

(0.0039)
Intercept

-0.066

(0.9752)

연도
0.223

(0.0089)
민간투자의
시차변수

0.087

(0.2942)

ln(민간자본스톡)
-1.896

(0.105)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1.469

(<.0001)

ln(사회간접자본
스톡)

0.983

(0.4235)
사회간접자본
투자

0.080

(0.6288)

제조업
평균가동률

-0.017

(0.5406)

R2: 0.955 R2: 0.282

(지역더미는 생략)

<표 12> 광역시·도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구축물 0%, 괄호 안은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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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투자

Intercept
-397.362

(0.0003)
Intercept

-0.060

(0.9737)

연도
0.204

(0.0015)
민간투자의
시차변수

0.081

(0.3349)

ln(민간자본스톡)
-1.779

(0.1014)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1.628

(<.0001)

ln(사회간접자본
스톡)

1.206

(0.2559)
사회간접자본
투자

0.079

(0.6274)

제조업
평균가동률

-0.016

(0.5361)

R2: 0.953 R2: 0.282

(지역더미는 생략)

<표 13> 광역시·도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구축물 2%, 괄호 안은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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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권역 차원 분석

권역별 분석은 광역시·도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고, 나머지 3개 권역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이다.

충청권은 대전, 충북, 충남 내에 미치는 사회간접자본의 효과를 보여준

다. 마찬가지로 전라권은 광주, 전북, 전남 내에서의 효과이며, 경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경남, 경북 내에서의 효과이다. 나머지 강원과 제주의

경우 권역으로 묶기에는 표본상의 문제로 제외하였다.

1. 추계 자료의 자본스톡·투자 경향

1) 지역별·연도별 자본스톡 경향

앞에서 추계한 광역시·도의 사회간접자본스톡과 민간자본스톡을 바

탕으로 권역별 경향을 살펴보면 각각 <표 14>, <표 15>와 같다. 권역

단위에서 자본 스톡과 투자 경향을 살펴볼 때는 각 권역에 해당하는 지

역의 스톡과 투자 자료를 합한 값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사회간접자본스톡의 경우 권역별로 살펴보면 각 권역이 비슷하

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가파른 기울기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7).

민간자본스톡의 경우 강원권에서 민간자본 축적이 가장 미미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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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민간자본 축적은 서

로 비슷한 기울기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도

권
152.9 164.4 175.5 186.6 199.0 212.7 227.1 242.8 260.1 278.2 295.0 310.3

비수

도권
322.2 350.2 378.6 409.9 439.6 466.9 493.7 522.0 550.5 581.4 611.7 640.7

강원

권
31.9 34.5 37.4 41.5 45.0 47.8 50.4 53.4 55.8 58.5 61.1 63.4

충청

권
66.5 72.3 77.5 82.7 88.0 93.7 99.5 105.1 111.0 117.7 125.0 132.1

전라

권
80.3 87.3 94.3 101.9 109.0 115.4 122.2 129.1 136.4 144.3 150.9 157.8

경상

권
136.5 148.6 161.3 174.7 188.0 199.7 210.6 222.6 235.0 247.8 261.2 273.2

제주

도
7.0 7.5 8.2 8.9 9.7 10.4 11.1 11.7 12.3 13.0 13.6 14.2

<표 14> 권역별 사회간접자본스톡

(단위: 조 원, 2005년 기준가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도

권
307.0 310.8 316.2 326.9 339.4 362.7 382.2 395.8 411.5 421.3 442.1 459.9

비수

도권
401.8 405.8 408.6 418.5 425.9 441.4 462.1 485.3 506.3 529.7 580.0 598.2

강원

권
23.4 23.5 23.9 24.4 24.8 25.2 26.0 26.8 27.9 29.3 30.8 31.2

충청

권
102.3 103.9 105.2 108.2 111.8 117.6 126.3 132.2 139.0 146.7 163.3 176.2

전라

권
79.8 82.0 79.7 81.2 81.3 84.1 87.5 92.3 96.5 104.1 115.5 119.0

경상

권
191.0 190.7 193.8 198.4 201.3 207.5 215.0 226.2 234.7 241.2 261.7 262.8

제주

도
5.4 5.7 6.1 6.4 6.7 7.0 7.3 7.8 8.2 8.5 8.7 9.1

<표 15> 권역별 민간자본스톡

(단위: 조 원, 2005년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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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권역별 사회간접자본스톡(단위: 조 원)

<그림 8> 권역별 민간자본스톡(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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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연도별 투자 경향

앞에서 구한 광역시·도의 사회간접자본투자와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권역별 경향을 살펴보면 각각 <표 16>, <표 17>과 같다. 비수도권에서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평균이 6.17%로 수도권 3.80%보다 월등히 높은 반

면, 두 권역의 민간투자 평균은 서로 비슷하지만 오히려 수도권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권역별 사회간접자본투자의 격

차가 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권역별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

다. 또한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0>에서

민간투자의 경우,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사회간접자본 투자

보다는 권역별 편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민간투자

에 미치는 영향은 권역별로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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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수도
권 4.1 3.7 3.5 3.4 3.7 3.8 3.8 4.0 4.2 4.3 3.8 3.3 3.8

비수
도권 6.5 6.9 6.9 7.5 7.0 6.2 5.8 5.8 5.6 5.8 5.2 4.8 6.2

강원
권 11.9 11.0 12.0 17.0 14.0 11.1 10.1 11.3 8.7 9.2 8.2 7.5 11.0

충청
권 5.5 5.5 4.9 4.9 4.7 4.8 4.6 4.2 4.2 4.6 4.4 4.0 4.7

전라
권 8.3 8.5 8.8 9.4 8.6 7.6 7.8 7.5 7.5 7.6 5.7 5.8 7.8

경상
권 5.6 6.4 6.5 6.8 6.6 5.7 5.0 5.3 5.3 5.3 5.1 4.6 5.7

제주
도 10.5 10.3 10.1 12.4 11.1 9.4 9.6 8.7 6.9 8.1 7.3 6.0 9.2

<표 16> 권역별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투자 비율(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수도
권 2.4 1.2 1.7 3.3 3.7 6.4 5.1 3.4 3.8 2.3 4.7 3.9 3.5

비수
도권 0.8 1.0 0.7 2.4 1.7 3.5 4.5 4.8 4.1 4.4 8.7 3.0 3.3

강원
권 -0.9 0.6 1.5 2.1 1.7 1.6 3.1 2.8 4.1 4.6 5.0 1.1 2.3

충청
권 0.4 1.5 1.3 2.7 3.3 4.9 6.9 4.5 4.9 5.2 10.2 7.3 4.4

전라
권 2.6 2.7 -2.9 1.9 0.1 3.4 3.9 5.2 4.4 7.3 9.9 2.9 3.5

경상
권 0.3 -0.1 1.6 2.3 1.4 3.0 3.5 5.0 3.6 2.7 7.8 0.4 2.6

제주
도 3.1 4.7 6.1 4.8 5.3 4.2 4.0 6.2 4.6 3.4 2.6 4.3 4.4

<표 17> 권역별 민간자본스톡 대비 민간자본투자 비율(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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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권역별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투자 비율(단위: %)

<그림 10> 권역별 민간자본스톡 대비 민간자본투자 비율(단위: %)



- 67 -

2. 권역별 자본스톡과 산출 경향

광역시·도 차원의 분석에서 광역시·도별 자본스톡과 산출 사이에 경

향을 살펴본 바와 같이, 권역 차원에서도 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권역 가운데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보면, 수도권에서는 민

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스톡(kg/k)보다 사회간접자본스톡 대비 지

역내총생산(y/kg)이 더 크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이와는 반대이다.

수도권에서는 사회간접자본스톡 대비 지역내총생산(y/kg)이 1.95로 민간

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스톡(kg/k)의 0.60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비

수도권에서는 두 지표의 값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권역들을 비교해보면,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스톡(kg/k)보

다 사회간접자본스톡 대비 지역내총생산(y/kg)의 값이 더 큰 권역은 충

청권, 경상권 단 두 곳이었다. 특히 강원권은 전 권역을 통틀어 민간자본

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스톡(kg/k)가 사회간접자본스톡 대비 지역내총생

산(y/kg)보다 월등히 더 큰 지역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성이 가장 낮

다고 할 수 있다.

권역별 두 자본스톡과 산출 경향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성이

높은 권역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일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영향은 분

석결과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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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스톡(kg/k)

사회간접자본스톡 대비

지역내총생산(y/kg)

수도권 0.60 1.95

비수도권 1.01 0.98

강원권 1.81 0.50

충청권 0.76 1.02

전라권 1.29 0.77

경상권 0.93 1.20

제주도 1.45 0.78

주: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값임.

<표 18> 권역별 자본스톡과 산출 경향

<그림 11> 권역별 자본스톡과 산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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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별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

1) 생산함수 추정결과

식(6)의 생산함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3개 권역별로 추정한 결과는

<표 19>, <표 20>와 같다. 수도권 범위에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비수도권 범위에는 나머지 12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충청권의 범위에는

대전, 충북, 충남, 전라권 범위에는 광주, 전북, 전남, 경상권 범위에는 부

산, 대구, 울산·경남, 경북이 각각 포함되었다.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변수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절편 0.563 <.0001 1.700 <.0001

ln(Kg/L) 0.060 <.0001 0.135 <.0001

ln(K/L) 0.294 <.0001 0.433 <.0001

R-square 0.320 0.961

주: 비수도권의 경우 parks 추정 결과, 추정된 자기회귀 파라미터 Rho값의 절댓값이 1

보다 작아야 함을 만족하지 못한 결과, ln(Kg/L), ln(K/L)의 계수값 0.164, 0.397에 대한

p값이 도출되지 않음. 이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만 종사자 수를 사용하여 생산함수를 추

정함.

<표 19> 수도권·비수도권 생산함수 추정결과(종속변수: ln(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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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변수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절편 0.265 <.0001 0.369 <.0001 0.367 <.0001

ln(Kg/L) 0.150 <.0001 -0.106 <.0001 0.197 <.0001

ln(K/L) 0.473 <.0001 0.764 <.0001 0.408 <.0001

R-square 0.922 0.976 0.921

<표 20> 권역별 생산함수 추정결과(종속변수: ln(Y/L))

앞 절에서 광역시·도의 생산함수 추정결과와 마찬가지로, 각 권역별

사회간접자본의 산출탄력성은 민간자본의 탄력성보다 낮게 나타났다.8)

권역별 가운데 전라권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의 산출탄력성이 (-)값으로 유

의하였다. Evans and Karras(1994)은 사회간접자본이 지나치게 과다하

게 투자되었을 경우 탄력성이 (-)값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자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권역별로

실증분석을 할 때, 전라권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계수값이 (-)로

나타나 민간투자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8) 종사자 수로 생산함수를 추정했을 때, 수도권과 경상권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의 산출탄력성이 민간자본의 탄력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민간투자 연립방정

식의 분석결과는 피용자보수를 사용했을 때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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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추이

(1) 수도권/비수도권

앞 절에서 구한 권역별 민간자본의 산출탄력성으로 실증분석에 필요

한 한계생산성을 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2>에서 수도권 내에

서 사회간접자본의 외부효과를 고려한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경향을 살

펴보면, 서울의 한계생산성이 월등히 높다.

<그림 13>에서 비수도권 내에서 사회간접자본의 외부효과가 민간

한계생산에 미친 경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은 같지만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의 한계생

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제주의 민간자본 한계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12> 수도권 민간자본(비금융법인)의 한계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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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비수도권 민간자본(비금융법인)의 한계생산성

(2) 권역별(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그림 14>부터 <그림 16>은 권역별 내에서 사회간접자본의 외부효

과가 민간 한계생산에 미친 경향을 나타낸다. 충청권은 대전, 충북, 충남

내에 미치는 사회간접자본의 효과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경남권은 부

산, 대구, 울산·경남, 경북 내에서의 효과이며, 전라권은 광주, 전북, 전남

내에서의 효과이다. 먼저 충청권을 살펴보면 대전의 민간자본의 한계생

산이 월등히 높다. 또한 전라권에서도 광주에서 한계생산이 가장 높았고,

이는 가장 낮은 전남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다. 두 권역 모두 지금까지

경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역시에서의 민간자본 한계생산성이 가장

높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광역시에서 민간자본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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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라기보다 민간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양의 외부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안홍기·김민철, 2006). 경남권에서는 4개 지역의 한계생산

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권역들과 마찬가지로, 광역시

에서의 민간자본 한계생산성이 가장 높다.

<그림 14> 충청권 민간자본(비금융법인)의 한계생산성

<그림 15> 전라권 민간자본(비금융법인)의 한계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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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경상권 민간자본(비금융법인)의 한계생산성

3) 민간투자 연립방정식 추정결과

(1)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내에서 발생하는 SOC의 외부효과를 고려

하여 식(4)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앞서 광역시·도 단위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민간자본스톡과 사회간접자본스톡의 계수값은 각각 (-)

와 (+)로 유의하여 예상 부호와 일치하였다. 또한 민간의 한계생산성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로 유의하였다. 즉 수도권은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늘어나면 민간의 한계생산성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사회간접자본스톡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표 22). 결국 사회간접자본이 증가할수록 민간의 한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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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민간투자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곳은 수도권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회간접자본스톡이 늘어나면 비수도권에서 사

회간접자본이 비효율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지만, 앞서 경

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율은 비수도권에서 훨씬

높았다. 사회간접자본스톡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광역시·도 전체 단위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

로 나타난 데에는 이처럼 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 효율성이 비수도권의

비효율성에 의해 잠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종건(1996)에서 우

리나라 사회간접자본과 민간자본의 관계가 보완재임을 확인한 것을 고려

하면, 이 같은 기술적 관계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민간투자를 유

인하는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민간자본 축적 효과가 미미한 데

에는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수도

권의 사회간접자본 비효율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

권·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서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결국,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광역시·도와 수도권·비수도권에서는 적어

도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민간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이 구축효과

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간자본 한계생산성의 지역특성효과는 광역시·도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이 수도권 가운데 민간의 한계생산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고정요소(환경)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울산·경남,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순으로 기준 지역인 제주도보다

민간생산에 효율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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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지역특성효과가 유의했던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가 비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광역시보다 경북과 울산·경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9) 이는 경북, 경남이 제조업의 집적정도가 높고 관련된

전후방산업의 집적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기반시설 뿐만 아니

라 기술혁신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산업 환경을 반영한 결과

로 보인다(민경휘·김영수, 2003). 유일하게 강원의 경우, 민간의 한계생산

에 보탬이 되는 고정요소가 유의하지 않지만, 낮은 민간투자 증가율이

지속되는 고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투자

서울
3.257

(<.0001)
서울

-3.888

(0.0987)

인천
-12.068

(0.0594)
인천

-1.866

(0.1656)

Intercept
-221.680

(0.3802)
Intercept

-1.871

(0.3263)

연도
0.147

(0.3212)

민간투자의

시차변수

0.348

(0.0229)

ln(민간자본스톡)
-10.718

(0.0178)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0.716

(0.0922)

ln(사회간접자본

스톡)

7.110

(0.0219)

사회간접자본

투자

0.252

(0.4455)

제조업

평균가동률

0.071

(0.2752)

R2: 0.925 R2: 0.507

(기준지역: 경기)

<표 21> 수도권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괄호 안은 p값)

9)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기준 지역(제주도)을 가지는 광역시·도와 비수도권 분

석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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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투자

강원
2.715

(0.1872)
강원

-2.242

(0.0685)

대전
4.877

(<.0001)
대전

-7.036

(0.0004)

충북
2.694

(0.1442)
충북

-0.982

(0.483)

충남
3.955

(0.1545)
충남

2.297

(0.1443)

부산
5.907

(0.0063)
부산

-6.204

(0.0004)

대구
5.053

(0.0003)
대구

-7.048

(0.0002)

울산·경남
6.538

(0.0398)
울산·경남

-5.229

(0.0007)

경북
7.277

(0.0129)
경북

-6.691

(0.0002)

광주
3.353

(<.0001)
광주

-4.417

(0.0072)

전북
2.539

(0.1825)
전북

-1.317

(0.2588)

전남
3.265

(0.2273)
전남

0.680

(0.5833)

Intercept
-541.948

(<.0001)
Intercept

-2.029

(0.476)

연도
0.289

(0.0001)

민간투자의

시차변수

0.046

(0.6373)

ln(민간자본스톡)
-1.213

(0.2089)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1.968

(<.0001)

ln(사회간접자본

스톡)

-0.807

(0.4738)

사회간접자본

투자

0.203

(0.3592)

제조업

평균가동률

-0.040

(0.1104)

R2: 0.911 R2: 0.259

(기준지역: 제주)

<표 22> 비수도권 연립방정식추정결과(괄호 안은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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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과 제주권은 표본이 부족한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하고, 나머

지 비수도권 지역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권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

로 한다.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에서 발생하는 SOC의 외부효과를 고

려하여 식(4)를 분석한 결과는 <표 23>부터 <표 25>과 같다. 민간자본

스톡과 사회간접자본스톡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 25>의

경상권에서는 민간자본스톡의 계수값이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민

간자본스톡이 증가할수록 민간의 한계생산성은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상권 내의 SOC 효과를 고려했을 때, 민간자본스톡이 부족하거나

또는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자본 축적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생산성

은 늘어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민간투자

에 미치는 효과는 앞서 분석한 권역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한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지금까지 분석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지만, 경상권에서만 유일하게 (+)

로 유의하였다.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경남, 경북)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증가할수록 민간투자 축적을 유인함을 의미한다. 민경휘·김

영수(2003)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도로율이 동남권의 집적지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하면,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이들 지

역은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기계, 전자, 자동차와 같은 산업부문의 효율성

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간투자의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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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전 분석을 통틀어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라권에서 유의하지는 않지만 (-)로 나타났다. 앞의

생산함수 추정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의 탄력성이 (-)

값으로 나타나 사회간접자본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투자되어, 이로 인해

민간자본을 구축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투자

대전
1.236

(0.5629)
대전

-15.744

(0.0272)

충북
-1.680

(0.1326)
충북

-3.672

(0.0721)

Intercept
-450.972

(0.0062)
Intercept

-4.522

(0.5569)

연도
0.246

(0.0106)

민간투자의

시차변수

0.083

(0.6977)

ln(민간자본스톡)
-2.191

(0.1278)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3.206

(0.0663)

ln(사회간접자본

스톡)

-0.006

(0.9973)

사회간접자본

투자

0.370

(0.7011)

제조업

평균가동률

0.002

(0.9496)

R2: 0.968 R2: 0.384

(기준지역: 충남)

<표 23> 충청권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괄호 안은 p값)



- 80 -

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투자

광주
-7.471

(0.4461)
광주

-11.043

(0.0189)

전북
-3.357

(0.3342)
전북

-2.292

(0.2703)

Intercept
-1308.060

(0.0198)
Intercept

1.533

(0.8643)

연도
0.731

(0.0297)

민간투자의

시차변수

-0.112

(0.6024)

ln(민간자본스톡)
-1.576

(0.5484)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1.697

(0.0694)

ln(사회간접자본스

톡)

-6.740

(0.1414)

사회간접자본

투자

-0.351

(0.6703)

제조업 평균가동률
-0.061

(0.3279)

R2: 0.953 R2: 0.239

(기준지역: 전남)

<표 24> 전라권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괄호 안은 p값)

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민간투자

부산
2.494

(0.0828)
부산

0.646

(0.5462)

대구
7.564

(0.0167)
대구

-0.121

(0.9097)

울산·경남
-2.969

(<.0001)
울산·경남

0.838

(0.4303)

Intercept
-327.185

(0.0854)
Intercept

-7.991

(0.0387)

연도
0.107

(0.3532)

민간투자의

시차변수

-0.232

(0.1863)

ln(민간자본스톡)
6.592

(0.0096)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1.542

(0.0014)

ln(사회간접자본스

톡)

0.158

(0.9249)

사회간접자본

투자

0.555

(0.0989)

제조업 평균가동률
-0.055

(0.1933)

R2: 0.857 R2: 0.256

(기준지역: 경북)

<표 25> 경상권 연립방정식 추정결과(괄호 안은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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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사회간접자본은 국가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

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

본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

회간접자본 투자는 민간자본 투자와 경합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

에 따른 기회비용은 곧 민간부문 투자의 감소이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

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당위성을 가지려면, 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

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효율적이면 민간의 생산성을 높

이고 이에 따라 민간자본 축적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야 사회간접자본과

민간자본이 적정 비율을 유지하여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최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비율 기준에 비

추었을 때, 사회간접자본과 민간자본의 비율은 이미 그 비율을 넘는 것

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고려해보면,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성이 낮고 민

간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적을 가능성이 있다. 지출효과 측면에서도 비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잉투자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

금부담으로 이어져 자칫 민간생산을 구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

을 평가하고 지출의 당위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간접

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동

시에 사회간접자본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에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민

간투자로 연결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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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를 구축하여 저조한 민간

투자로 연결되는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성이 저조

한 원인에는 비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기

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데에는 구축효과보다는 비수도권의 사회간

접자본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

지 못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사회간

접자본을 투자하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있

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늘어날수록 민간투자는 증가하였다. 그

러나 비수도권에서 사회간접자본은 민간자본의 효율성 향상에 보탬이 되

지 못했다. 이 때문에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수도권의 효율적인 사회간

접자본의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직접적으로 민간투자를 자극하여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효과는 경상권에서만 유일하였다. 사회간접자본 투

자가 이들 지역 내 보완재 관계가 높은 산업으로 인해 민간투자의 유인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광역시와 도를 비교한 분석에서도 사회간접자본 효과의 차이

가 존재하였다. 도(道) 지역보다 서울과 5대 광역시가 고정적으로 민간

자본의 한계생산성 향상이 높은 지역이었다. 광역시의 경우 사회간접자

본스톡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높이는 효과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따른 민간투자 유인효과가 도(道) 지역보다 높았다. 광역시가 단위 면적

당 사회간접자본 배분이 높은 점과 대도시권이 많아 경제발전단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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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왕성한 수요와 경제력이 수반되어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점에 비해,

도(道) 지역은 저개발지역이 많아 사회간접자본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사회간접자본투자는 단순히 예산낭비라는 문제를 넘어, 민간

투자를 위축하고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원이용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의 당위성은 결국 수도권만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릴수록 투자의 효율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광

역시·도 중에서는 광역시가 도(道) 지역보다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가 더 우선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효율성 관점에서 투자 지출을 논한다면 비수도권(특히 도(道)

지역)은 투자 순위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보다 뒤쳐진다.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특히 도(道)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역 성장거점을 위한 투자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준 아

래에서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효율과 형평 사이에 적절한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처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훨씬 높

게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출되는 상황은 재정 측면뿐만 아니라 자원배

분 효율성에도 저해되기 때문에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의 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셋째,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안으로 시설의

전달체계(delivery)와 유지관리를 수시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사회간접자본의 기여는 결국 시설의 유지관리와 전달체계에 따라 좌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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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로 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수시로 평가를 통해 통행량이 많고 시설이 부족한 곳에 투자와 유

지보수를 늘려 시설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로

의 전반적인 유지관리와 보수, 운영관리가 민간 부문이 편익을 얻고 실

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이 유휴화 되는지 성과를 수시로 검토하고, 무엇보

다 투자 이전에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보다 엄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간접자본 이외에 사회복지와 같은 분야에서 요

구되는 지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민간 부문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

도록 하는 개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간접자

본이 민간부문 생산에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민간자본을 이끌면, 두 자본

재 사이에 적정한 비율 유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선순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민간투자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자본재 형태별로 외부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향후 연구로써, 사회간접자본을 자본

재 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사회

간접자본이 비효율적인 원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민간 부문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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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 제도와 같이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검

토를 거쳐 보다 엄밀한 모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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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Social Overhead Capital (SOC) indirectly supports production

activity, the increase of private productivity through it accelerates

investment in the private sector. SOC investment within a region

accumulates private capital, and this becomes the economic power and

a background for growth. However, utilizing private capital d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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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providing finances for investment could shrink private

inves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rowding

out effect of SOC investment expenditure, and also the crowding in

effect of SOC capital through effectively impacting marginal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Through this we investigate the

efficiency of SOC investment and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investments.

Considering the spillover effect of SOC, the scope of the

study is divided into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nd districts. Data

of SOC stock and private capital stock were estimated regionally

according to the analysis model. The effect of SOC investment

expenditure on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and private

investment was analyzed by a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As the result, SOC investment spending did not enhance

private investment. All the more, the ineffective SOC at non-capital

regions is not capable of attracting private investments. At the capital

region, SOC investment enhances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and consequently drives private investment. However, at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unit, the high SOC investment of

non-capital regions, the high SOC investment counterbalanced the

efficiency. Thus we concluded that the reason for low attraction of

private investment through SOC investment not lies on the

establishing capabilities itself, but the inefficiency of SOC at

non-capital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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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ison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lso revealed differences in SOC effect. SOC increases marginal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and attracts private investment better

in metropolitan cities than in provinces. Metropolitan cities are highly

developed in terms of economy, and backed by economic power and

demand, but provinces more often possess underdeveloped regions,

thus resulting in lower SOC effect.

Excessive SOC investment goes beyond simple budget waste;

it shrinks private investment and hinders growth potential. According

to this study, on the aspect of resources and efficiency of

distribution, the appropriateness of SOC investment only applies to

capital and metropolitan city regions. The more SOC investment at

capital and metropolitan city regions, the more the investment

efficiency. This does not mean non capital regions (especially

province regions) should be excluded from SOC investments. The

current situation where non capital regions spend far greater SOC

investment compared to capital region undermines financial aspect and

also hinders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Therefore investment

should be made in a direction that improves SOC quality and

enhances efficiency.

keywords : Social Overhead Capital, Private Capital, Public

Investment, Private Investment, Marginal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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