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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한국의 주요 거래상 국 양자간 융 연계성

확 가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기존의 연구에서는 주

로 선진국이나 특정 경제지역을 심으로 분석하고 연립방정식 모형을

바탕으로 한 횡단면분석이 주로 사용되었다.그러나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방경제이면서 융자유화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을 주요 분석 상으

로 한다.따라서 한국과 거래상 국의 양자간 데이터를 이용하며,각 국

가별 개별 요인과 융 기의 향을 직 으로 반 할 수 있도록 패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그 결과,한국과 거래상 국간 경기동조화는

융연계성의 확 로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융연

계성의 확 는 특정 국가의 기가 세계 융기 과 자산시장으로 번

지는 염효과을 유발함으로써 경기동조화를 심화시킨다는 선행연구들의

결론과 일치한다.

주요어 :경기동조화, 융연계성,포트폴리오투자,패 데이터분석,

정책공조, 융 기 등

학 번 :2012-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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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 배경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진행되면서 세계가 더 긴 하게 연

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000년 들어 세계 으로 교역량이

1980∼90년 에 비하여 크게 확 되었으며, 융거래 규모도 기술 ·제

도 측면의 도움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이처럼 격한 국제화의 진행 에 발생한 2007∼08년 로벌 융

기는 그 력이 상당하여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고,이에 따라 많

은 국가에서 극심한 경기둔화가 래되었다. 로벌 융 기를 통해 국

가간 융연계가 기 염경로의 핵심 인 요소로 부각되면서 융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향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특히 종 의 경기동조화

(businesscyclesynchronization)와 련된 연구가 실물부문에 국한되어

있었다면,최근에는 융 기의 향으로 많은 국가들이 동시다발 인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융의 로벌 연계성 확 와 이것이 국가간 경

기동조화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는지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융연계성(financialintegration)이란 일국이 타국에 해 얼마만큼의

융 자산․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간의 융시장에 얼마

나 향을 주고받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실물 측면에서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양 지표로 국제 교역량이 주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게, 융

연계성을 나타내는 양 지표로는 타국에 해 일국이 보유한 융 자

1)WTO에 의하면 2000년 세계 교역량은 10년 에 비해 88% 증가하 으나 2010

년에는 2000년 비 134% 증가하 으며 2012년 교역량은 2000년 비 181%

증가하 다.IMF의 CPIS(CoordinatedPortfolioInvestmentSurvey)에 의하면

2012년 세계 포트폴리오투자 잔액은 2001년에 비해 242%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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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채 잔액이 자주 사용된다.제도 장치를 계량화하거나 시장참가

자를 상으로 하는 서베이(survey)등을 이용하여 질 인 측면에서

융연계성을 측정하는 지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본 연구에서는 질

지표의 측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융연계성 개념을 양 지표에 한정

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 지표로 측정한 융연계성이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한다.경기동조화에 해 심을 갖는 이유는 그

정도에 따라 어떤 충격이 발생하 을 때 그것이 국가간에 되는 속도

와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그에 따라 경제정책 입안자의 응이나

개별 경제주체들의 향후 망 등이 달라질 수 있다.아울러 해외요인에

향을 크게 받는 수출 심의 소규모 개방경제(smallopeneconomy)에

서는 다른 나라와의 경기동조화 정도가 낮은 국가에 비하여 상 으로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통화․재정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García-HerreroandRuiz(2008)).

보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주요 거래상 국 양자간 융

연계성 확 가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기존의 연

구들은 주로 선진국간,유로지역 국가간 는 특정 경제지역간 융연계

성 확 가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데에 치 하 다.그러

나 선진국은 융시장이 이미 성숙한 데다 경제규모나 교역구조가 한국

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유로지역 국가들도 단일통화를 쓰는 통합된

경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와 다르다.따라서 소규모 개방경제이면

서 융자유화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에서는 융연계성 확 가 경기

동조화에 미치는 향이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이러한

에서 둘 간의 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융연계

성 확 가 한국과 주요 거래상 국 간의 경기동조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이라면,이로부터 로벌 충격에 따른 국내경기 진폭 확 를 방하기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책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반

로 융연계성 확 로 경기동조화가 약화된다면 융부문이 로벌 충

격을 일부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물부문의 외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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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내성을 키우는 정책,이를테면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속 으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바탕으로 한 횡단면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여기에서는 국가별 요인(country-specificfactors)과 로

벌 융 기의 향을 직 으로 반 할 수 있도록 패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방법론 으로는 단일방정식의 패 OLS(panelordinaryleast

squares)모형을 심으로 하여 패 OLS의 단 을 보완한 다양한 모형

을 통해 주요 변수의 계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다.구체 으로

설명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하기 해 도구변수를 사용한

2SLS(2-stageleastsquares)분석,2SLS에서 간과할 수 있는 설명변수

간 상호작용을 반 한 3SLS(3-stageleastsquares)분석,그리고 시스

템GMM(system generalmethodofmoments)을 이용한 동태 패 데

이터 분석 등을 수행한다.

한편 Imbs(2004)등의 선행연구에서는 통화․재정정책의 향을 명시

으로 고려하지 않고 인 이션,환율변동성 등 리변수를 모형에 포

함시키는 데에 그쳤다.이로 인해 리변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못했다.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거래상 국 간 단기

리의 상 계수와 GDP구성항목 정부지출의 상 계수를 통화․재정정

책의 용변수로 도입함으로써 직 으로 거시경제정책의 향이 경기

동조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이를 통해 경기국면에 따라 주요

국 거시경제정책이 비슷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경기동조화

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는 을 보이고자 한다.

분석 결과,다양한 분석모형에서 일 되게 포트폴리오투자의 계수가

양(+)의 부호를 보임에 따라 융연계성의 확 로 한국과 거래상 국 간

경기동조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융연계성

의 확 는 특정 국가의 기가 세계 융기 과 자산시장으로 번지는

염효과(contagioneffect)을 유발함으로써 경기동조화를 심화시킨다는

MendozaandQuadrini(2009)의 이론 분석과 일치하는 결론이다.

한 통화정책의 공조 정도를 나타내는 단기 리의 계수가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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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고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따라서 융연계성과 경

기동조화 간의 계를 분석할 때에는 거시정책변수를 명시 으로 모형에

도입하여 그 향을 통제하는 것이 요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우선 다음 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2장에서 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분석방법에 해 알아본다.3장에서는

분석모형별로 융연계성과 경기동조화 간 계에 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로부터

정책 시사 을 도출한다.

2.선행연구 검토

먼 융연계성 확 가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향에 한 이론 논

의들을 살펴보면, 융연계성과 경기동조화 간의 계에 해 일치된 결

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ackus,KehoeandKydland(1992)는 2국 개방경제모형 하에서 완

한 융시장과 양국간 융이 완 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 모형에서 한 국가에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충격이 발생하면,자

본이나 노동 등 생산요소가 생산성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이동하

기 때문에 양국간 산출량에는 음의 상 계가 나타난다.

근래에 들어서는 융 기의 향으로 융연계성 확 가 경기동조화

에 기여한다는 견해가 주로 제기되었다.이런 연구들은 일반 인 총생산

성 충격이 아닌 특정한 융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세계화에

따라 경기동조화가 심화됨을 보여 다.(Kalemli-Ozcan,Papaioannouand

Peydró(2009))Mendozaand Quadrini(2009)는 융 개기 이 요한

역할을 하는 개방경제모형을 설정하 는데,이 모형에서 융연계성의

확 는 특정 국가의 기가 세계 융기 과 자산시장으로 번지는

염효과(contagioneffect)을 유발한다. 융자유화 세계화로 국가간 자



-5-

차가 활발한 상황에서 채무국 융 개기 의 자본가치가 하락하는

국가별 충격(country-specificshock)이 발생하면,채무국 융기 은 자

본 확충을 해 출을 축소한다.이는 채무국 자산가격의 하락을 야기

하여 채권국 융기 의 출자산 담보가치도 동시에 떨어뜨린다.결국

채권국에서도 융 개기 의 자본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출이 축소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결과가 래된다.즉, 융연계성이 증가하면서 일

부 국가에 발생한 충격이 세계로 되는 것이다.

국가간 경기동조화에 한 실증연구의 경우에도 교역량 증 나 산업

구조의 유사성은 경기동조화의 정도를 높인다는 데에 체로 일치된 견

해를 보이지만, 융연계성 확 가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향에 해서

는 분석모형과 상국가,자료 등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Imbs(2004)는 24개국을 상으로 교역량, 융자산규모,산업구조의

특화 등이 경기동조화와 어떤 계를 갖는지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그는 무역 융 자유화가 모두 직·간 으로 경기동

조화에 향을 미치므로 실물과 융 요인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요

함을 강조하 는데, 융연계성이 높은 국가들 간에는 비록 산업구조 역

시 유사한 경향이 있었으나 경기동조화 정도가 강하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DéesandZorell(2011)는 주로 선진국들을 살펴본 Imbs(2004)의 한계

를 지 하며 신흥시장국을 포함한 총 56개국을 상으로 경기동조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 다.분석 결과,교역량과 산업구조의 유사성은 경기

동조화를 가져오는 주요인이었으나 융연계성과 경기동조화 간에는 직

인 연 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다만 융연계성은 산업구조의 유사성

을 높임으로써 간 으로 경기동조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García-HerreroandRuiz(2008)은 스페인의 국제수지표(balance

ofpayments)를 이용하여 Imbs(2004)와 같이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 으나 융연계성과 경기동조화 간에 음의 계가

나타났다는 에서 특징 이다.이들은 스페인과 109개 거래상 국 간

국제수지표의 상품수지와 융계정 자료를 통해 경기동조화가 주로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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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산업구조 유사성에 의해 설명되며, 융연계성은 이와는 반 로 경기

동조화를 감소시킴으로써 양국간 디커 링(decoupling)을 래할 수 있

다고 주장하 다.

Kalemli-Ozcan,PapaioannouandPeydró(2009)은 Imbs(2004)등의 선

행연구에서 나타난 융연계성과 경기동조화 간 양의 계가 거래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개별 특성과 로벌 충격의 향을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 다.이를 반 하기 해서 그들은 양국간 교역·

융거래 규모를 악할 수 있는 방 자료(bilateraldata)를 사용하는 한

편,연립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횡단면분석이 아닌 패 OLS모형 등을

통한 패 자료 분석을 시도하 다.소득수 이 비교 높은 20개국의 은

행부문 자산·부채를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융연계성과 경기동조화

간에는 음의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ngandKim(2013)는 아시아 국가를 상으로 역내 역외 연계성

과 융 실물부문 연계성을 각각 구분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경기동조

화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 다.그 결과 역외국가와의 융 실

물부문 연계성 확 는 모두 경기동조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

면 역내국가 간에는 실물연계성의 경우 경기동조화를 진하 으나 융

연계성은 이를 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주요 거래상 국 간 융연계성 확 가 양국의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때문에 Garcí́a-Herrero and

Ruiz(2008)와 같이 거래당사자 양국간의 특성을 반 하고 있는 방 자

료를 사용한다. 한 Imbs(2004)등의 연립방정식 모형을 기반으로 한

횡단면분석보다는 국가별 요인과 융 기의 향을 직 으로 반 할

수 있도록 Kalemli-Ozcan,PapaioannouandPeydró(2009)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패 OLS분석과 이를 개선한 다양한 패 모형 분석을 실시한

다.이에 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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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분석방법

1.자 료

한국과의 교역 규모 융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양국간 경제가

하게 연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43개 국가를 선정하 다.

최근 5년간 한국과의 교역규모 순 포트폴리오투자 순 가 높은 국

가를 심으로 선정하 다.다만 교역규모와 포트폴리오투자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게 차이가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산유국과 국가경

제규모 비 융거래규모가 지나치게 큰 룩셈부르크 등 융특화지역은

배제하 다.분석 상 기간은 IMFCPIS포트폴리오투자 자료가 제공되

는 기간인 2001년~2012년으로 한다.이 기간에 걸친 이들 국가와 한국과

의 양자간(bilateral)데이터를 이용한다.

한국과 주요 거래상 국간 경기동조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기존 연구

들2)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실질GDP의 순환성분(cyclicalcomponent)의

상 계수를 사용한다.

먼 한국과 주요 거래상 국간의 경기동조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자국통화기 연간 실질GDP의 추세치를 HP-filter를 이용하

여 제거한 후 순환성분의 해당기간 상 계수를 구하 다.<표 1>에서

한국의 교역상 국 교역비 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7개국의 GDP

와 한국 GDP의 상 계수를 보면 1990년 에 비하여 2000년 에 그 값

이 체로 커진 것을 알 수 있다.패 샘 로 사용된 43개국 평균값을

2)GongandKim(2013) García-HerreroandRuiz(2008)등 다수는 HP

filter,Band-Passfilter등으로 추세치를 제거한 GDP를 경기동조화 측정지

표로 이용하 다. 부분의 연구는 경기동조화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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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라도 같은 상을 발견할 수 있다.다만 아시아 외환 기의 향을

받은 국가들은 1990년 에도 한국과의 경기동조화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동조화를 측정하기 해서 분기 실질GDP를 이용

한다.계 조정된 분기 실질GDP의 추세치를 HP-filter를 이용하여 제거

한다.그리고 12개 분기 한국과 거래상 국간 동 순환성분의 상 계수

를 경기동조화 측정지표로 이용한다.3) 를 들어 2010년의 경기동조화를

측정하기 해서는 한국과 상 국의 2008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

지의 12개 분기 실질GDP순환성분의 상 계수를 구하면 된다.

본 연구의 분석 상 기간인 2001~2012년 에는 2000년 후반 융

기의 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후 분석에서는 융

기 더미를 이용하여 그 향을 배제하도록 한다.

<표 1>한국과 주요국간의 경기동조화 추이

GDP순환성분 기간 상 계수

1981~1990 1991~2000 2001~2012

UnitedStates 0.128 -0.164 0.436

China 0.294 0.043 0.420

Japan -0.383 0.589 0.645

HongKong 0.776 0.772 0.569

Singapore 0.223 0.774 0.689

Germany -0.336 0.205 0.778

Australia -0.164 -0.253 0.309

43개국 평균 0.048 0.180 0.501

경기동조화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융연계성과 실물연계성이

3) 융연계성 측정지표로 사용한 포트폴리오투자 잔액의 시계열이 2001~2012

년에 불과하여 GDP와의 시계열 길이 차이를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 경기

동조화 측정시 분기GDP순환성분의 12분기 상 계수를 이용하 다.계 조

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이뷰즈가 제공하는 미 CensusBureau의 X12를

이용하여 계 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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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융연계성은 한국의 각 거래상 국에 한 연말기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부채 잔액의 합으로 측정한다.4)실물연계성은 한국의 각국에

한 연간 수출입 규모의 합계로 측정한다. 융연계성 실물연계성

측정지표는 각국 경제규모에 따른 향을 배제하기 하여 한국 상

국 총산출액의 곱으로 나 후 세계 산출액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정

규화한다.5)

기존 연구에서는 교역량 포트폴리오투자 정규화 방법으로 양국

GDP합으로 나 어주는 FrankelandRose(1998)의 방법이 가장 일반

이며(Imbs,2004))양국 인구수로 나 어주는 방법(Kalemli-Ozcanetal.,

2009)도 있다.한국의 경우 교역상 국의 경제규모 차이가 크므로 Gong

andKim(2013)등의 방법을 원용하여 양국 총산출액의 곱으로 나 후

세계 산출액을 곱해 으로써 경제규모에 따른 향을 배재해 다.

     (1)

     (2)

<표2>에서는 1990년 와 2000년 한국과 주요 거래상 국과의 교역

량 포트폴리오투자를 보여주고 있다.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IMF

CPIS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하여 1997년과 2001년 이후만을 알 수 있으

나 한국의 각국에 한 포트폴리오투자 자산․부채는 1998년 외환 기

이후 융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확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융연계성 측정지표로 포트폴리오투자 잔액뿐 아니라 포트폴리오투자와 함

께 국제수지상 융계정으로 분류되는 외국인직 투자 잔액을 생각해볼 수

있다.투자수익을 목 으로 하는 포트폴리오투자와는 달리 외국인직 투자는

경 참여 등을 통한 장기 인 이윤추구를 목 으로 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융연계성의 개념에 포트폴리오투자가 더 합하다.뿐만 아니라 한

국과 거래상 국 양자간 외국인직 투자 잔액은 OECDFDIPosition데이터

의 연속성이 떨어져 설명변수에서 제외하 다.

5)포트폴리오투자는 IMFCPIS자료를 이용하 다.한국의 국가별 수출입 자

료는 세청 무역통계의 국가별 수출입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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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의 식 (1) (2)에서 구한  를 말

항기 3개년 이동평균하여 각각 t기의 실물연계성 융연계성 지표

로 한다.이는 앞서 경기동조화 측정지표를 양국GDP의 12개분기 상

계수로 측정한 것과 측정 상기간을 일치시키기 한 것이다.

<표 2>교역량과 포트폴리오투자

교역량 포트폴리오투자

1991~2000 2001~2012 1997 2001~2012

UnitedStates 0.40 0.35 0.12 0.56

China 1.17 2.03 0.02 0.11

Japan 0.58 0.93 0.12 0.18

HongKong 4.27 6.29 0.19 5.48

Singapore 5.61 6.19 0.17 7.74

Germany 0.27 0.39 0.00 0.10

Australia 1.09 1.20 0.02 0.26

43개국 평균 1.21 1.31 0.09 1.36

이밖에 경기동조화에 향을 미치는 주요 통제변수들로 각국 산업구

조의 유사성,통화정책,재정정책 등을 고려하 으며,동 변수들은 직

인 측정지표가 없는 계로 용변수를 사용한다.

산업구조의 유사성은 한국과 주요 거래상 방국가의 GDP 비 제조업

비율의 차이로 하며,이는 경제구조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경제동조화 정

도가 높아진다는 Imbs(2004)등 기존 논문의 연구결과를 반 한다.제조

업비 역시 3개년 이동평균한 값을 사용한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명시 ․암묵 정책공조,

최근 특히 통화정책 국제공조에 따른 향을 구분하고자 하 다.통화정

책은 각국의 분기말 단기 리 는 재할인 리 등을 정책 리의 용변

수로 활용하여 한국과 거래상 국 단기 리의 12분기동안의 상 계수를

사용한다.재정정책은 GDP구성항목 정부부문지출의 년동분기비 증

가율을 구한 후 동 증가율의 12분기 상 계수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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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모형

앞에서 살펴본 패 데이터를 이용하여 융연계성 확 와 경기동조화

의 계를 살펴보기 해 먼 다음과 같은 패 OLS모형을 추정한다.

 


(3)

SYNCH는 t시 에 한국과 거래상 국 i와의 경기동조화 지표로 GDP

순환성분의 상 계수이다.PFO는 t시 에 i국에 한 한국의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부채 합계로 한국과 거래상 국간의 융연계성 정도를 나타낸

다.TRADE는 t시 에 i국에 한 한국의 수출입 합계로 실물연계성 정

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이밖에 경기동조화에 향을 수 있는 다른

요인들로 경제구조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GDP 비 제조업 비 (MFG),

통화 재정정책의 동조화 정도를 나타내는 단기 리 상 계수 정부

지출 상 계수(INTR GOV), 융 기더미(DUM)등이 있다.

한 측이 불가능한 각 국가별 고유요인을 통제하기 하여 고정효

과 분석을 실시한다.확률효과모형도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Hausman

테스트를 실시하여 어느 모형이 더 한 것인지 단하도록 한다.

다음으로,패 OLS 모형에서는 설명변수의 내생성이나 락된 변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요 설명변수인 융연계성(포트폴리오투

자)과 실물연계성(교역량)의 도구변수를 도입하여 2SLS를 시행한다.

포트폴리오투자의 도구변수로는 첫 번째 소득수 이 비슷한 국가일수

록 상호 융거래가 활성화되기 쉽고 상 국에 한 융자산 보유 규모

도 클 것이라는 일반 인 견해를 반 하여 양국의 소득수 차이를 나타

내는 일인당GDP차를 도입하 다.6)포트폴리오투자의 두 번째 도구변

6)GongandKim (2013)에서는 포트폴리오투자의 도구변수로 양국 일인당GDP

합계 차이 두 가지를 사용한다.이는 소득수 이 높은 국가간에 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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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각국의 융시장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GDP 비 주식시장

시가총액이다. 융시장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주식시장이 각국 융시장의 표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

다.경제규모에 따른 향을 배제하기 하여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각

국 GDP로 나 어 주었다.

교역량의 도구변수로는 국 별 외국인 입국자수7)와 원화 비 각국 환

율변동성을 도입하 다.외국인 입국자수는 교역을 포함한 포 개념

으로서의 양국간 교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 다.원화 비 각국 환

율 변동성은 변동성이 심해지면 수출입이 축될 수 있다는 것을 반 한

다.일반 으로 교역량의 도구변수로 주로 이용되는 소득수 을 나타내

는 일인당GDP등은 한국과 거래상 국간 교역량에 한 설명력이 낮았

으며,도시간 거리 등은 고정효과를 사용하는 패 OLS의 도구변수로는

하지 않았다.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각국GDP는 도구변수의 외생성

측면에서 외국인 입국자수보다 열등한 것으로 단하 다.

한편,2SLS는 1단계 추정과 2단계 추정을 각 방정식 별로 따로 한다

는 에서 설명변수간 상호 향이 있는 경우 종속변수에 한 간 인

향을 배제한다는 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변수의 직․간

인 향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3SLS를 실시하여 2SLS의 경우와

비교해본다.이때 도구변수는 앞의 2SLS에서 사용하 던 것을 그 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도구변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 히 도구변수의 성

이나 독립성 등의 문제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종속변수의 자기

상 역시 우려되므로 AlleranoandBover(1995)와 BlundellandBond

(1998)의 시스템 GMM을 이용한 동태 패 데이터 모형을 용해보도

가 더 활성화되기 쉽고 반 로 소득수 에 격차가 큰 국가간에는 그 지 않

다는 것을 반 한다.

7)국 별 외국인 입국자수 방문목 지별 내국인 출국자수의 합계가 교역량

과 개념 으로 더 부합하는 도구변수가 될 것이다.그러나 2006년 7월 이후

출입국신고 간소화의 향으로 방문목 지별 내국인 출국자수 통계가 집계

되지 않아 국 별 외국인 입국자수만을 교역량의 도구변수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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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식(3)에서 융연계성과 경기동조화의

계를 나타내는 의 부호는 명확하지 않다.그러나 교역량의 계수 

여타 통제변수인 제조업비 ,재정정책,통화정책, 융 기 등의 계

수는 양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상할 수 있다.교역량 확 경제구

조의 유사성이 경기동조화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기존의 많

은 연구들에서 보여주고 있다.아울러 최근의 거시경제정책은 로벌 충

격에 응하여 공개 으로 공조가 이루어지거나 암묵 으로 같은 방향으

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경기동조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상가능하다.다만 통화정책은 시차가 체로 6개월 이상으로 긴

반면 재정정책은 시차8)가 짧다는 것이 일반 인 인식인데,본 연구

에서는 연간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재정정책의 향은 약하거나 불분명할

것으로 상해볼 수 있다.

8)재정정책의 시차는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로 나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외부시차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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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분석결과

한국과 주요 거래상 국간의 경기동조화에 한 분석결과는 <표 3>

～<표 7>과 같다.

<표 3>에서는 식(3)을 패 OLS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1)～(2)

는 융 기 더미변수가 없고 (3)～(5)는 융 기 더미변수를 추가하

다.그 결과 융 기의 향을 통제하는 것이 동 분석에서 요함을 알

수 있다. 융 기 더미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함으로써 회귀식의 설명

력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패 OLS분석에서 국가별 고유요인을 확률변수로 간주하는 확률효과

모형과 시불변의 모수로 간주하는 고정효과모형이 있는데,(4)는 확률효

과모형을 (5)는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 다.두 가지 경우 모두 융연

계성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갖고 통계 으로 유의하다.이는 선행연구

에서 살펴보았던 Backus등(1992)의 개방경제모형의 결과와 반 되는

결과이지만 Mendoza등(2009)의 이론 분석 Imbs(2004)등의 실증분

석 결과와는 일치한다.

제조업비 ,단기 리, 융 기 변수들의 유의성이나 계수 부호는 (4)

와 (5)가 크게 다르지 않다.그러나 (4)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지만 교역량의 계수가 일반 인 상과 달리 음(-)의 값을 갖는다는

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보인다. 한 Hausman테스트 결과 (5)의 고정효

과모형이 동 분석에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9)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한 (5)에서 교역량,제조업비 ,단기 리,정부지

출 등 설명변수들의 계수는 모두 양(+)로 나타나 상에 부합한다.주목

할 은 통화정책의 공조 정도를 나타내는 단기 리의 계수값이 양(+)이

고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것이다.기존의 연구에서 통화정책의 용변

수로 인 이션 격차를 통제변수로 사용하 으나 이는 해석상 어려움이

9)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비교하는 Hausman테스트 결과 chi2값이

20.78로,귀무가설이 1%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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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 상이 일반화된 2000년 에는 통화정책의

용변수로 사용하기에 하지 못하다.다만 정부지출의 경우 계수의 통

계 유의성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정부지출의 시차가 짧아 그

향이 불분명할 것이라는 상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융 기

더미의 계수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데 지난 융 기시

염효과로 인하여 동시 인 경기침체를 겪었던 것을 보여 다.

<표 4>는 종속변수가 GDP 성장률의 상 계수인 경우이다.결과는

역시 경제 기 더미변수가 있는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융연계성 확 가

경기동조화에 양(+)의 향을 미치며 교역량,제조업비 , 융 기 등

다른 설명변수들도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표 3>과 크

게 다르지 않다.다만 정책공조를 나타내는 단기 리 정부지출의 계

수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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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패 OLS1

종속변수 : GDP순환성분의 상 계수

(1) (2) (3) (4) (5)

포트폴리오투자
0.044***
(0.009)

0.106***
(0.020)

0.037***
(0.008)

0.040***
(0.009)

0.054***
(0.019)

교역량
-0.455**
(0.021)

0.091
(0.102)

-0.040**
(0.019)

-0.030
(0.023)

0.148*
(0.089)

제조업비
0.031
(0.022)

0.073**
(0.036)

0.039**
(0.019)

0.057***
(0.022)

0.102***
(0.031)

단기 리
0.119***
(0.037)

0.151***
(0.042)

0.076**
(0.034)

0.084**
(0.034)

0.097***
(0.037)

정부지출 -0.070
(0.049)

-0.065
(0.053)

-0.007
(0.044)

-0.001
(0.044)

0.008
(0.047)

융 기 - -
0.410***
(0.039)

0.410***
(0.037)

0.402***
(0.038)

편
0.440***
(0.060)

0.578***
(0.111)

0.410***
(0.039)

0.263***
(0.063)

0.300***
(0.100)

Obs. 403 403 403 403 403

#ofgroup - 43 - 43 43

효과 없음 FE 없음 RE FE

R-sq 0.090 0.053 0.287 0.295 0.165

F(Waldchi2) 8.97 12.44 27.97 176.67 31.87

rho - 0.371 - 0.075 0.386

주 :1)단기 리,정부지출, 융 기더미를 제외한 포트폴리오투자,

교역량,제조업비 은 자연로그값임.2)( )안은 표 편차 3)

*,**,***은 각각 10%,5%,1% 수 에서 유의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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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패 OLS2

종속변수 : GDP성장률의 상 계수

(1) (2) (3) (4) (5)

포트폴리오투자
0.064***
(0.009)

0.129***
(0.019)

0.060***
(0.008)

0.067***
(0.010)

0.105***
(0.019)

교역량
-0.004
(0.019)

0.259***
(0.092)

-0.001
(0.019)

0.008
(0.023)

0.258***
(0.089)

제조업비
0.053***
(0.020)

0.102***
(0.032)

0.058***
(0.020)

0.076***
(0.022)

0.115***
(0.031)

단기 리
-0.003
(0.035)

0.007
(0.037)

-0.025
(0.034)

-0.022
(0.035)

-0.017
(0.036)

정부지출 -0.070
(0.046)

-0.063
(0.048)

-0.038
(0.045)

-0.035
(0.045)

-0.030
(0.047)

융 기 - -
0.209***
(0.040)

0.208***
(0.038)

0.183***
(0.038)

편
0.497***
(0.056)

0.713***
(0.099)

0.423***
(0.056)

0.405***
(0.063)

0.586***
(0.100)

Obs. 403 403 403 403 403

#ofgroup - 43 - 43 43

효과 없음 FE 없음 RE FE

R-sq 0.146 0.103 0.200 0.211 0.116

F(Waldchi2) 14.79 23.27 17.77 109.60 24.42

rho - 0.586 - 0.066 0.586

주 :1)단기 리,정부지출, 융 기더미를 제외한 포트폴리오투자,

교역량,제조업비 은 자연로그값임.2)( )안은 표 편차 3)

*,**,***은 각각 10%,5%,1% 수 에서 유의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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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표 5-1>에서는 설명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포트폴리오투자 교역량의 도구변수를 도입하여 2단계 추정법

(2-stageleastsquaresregression,2SLS)으로 분석을 하 다.

  (4)

  (5)

먼 첫 번째 단계로 의 식 (4) (5)를 추정한다.식(4)에서는 포

트폴리오투자 추정을 해서 도구변수로 한국과 각 국가의 소득수 차이

를 나타내는 일인당GDP차의 값과 각국의 융시장 발달정도를 나

타내는 지표로 GDP 비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도입하 다.식(5)에서는

교역량의 도구변수로는 국 별 외국인 입국자수와 환율변동성을 도입하

다.도구변수에 한 상세한 내용은 제2장 제2 분석모형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표 5>는 포트폴리오투자 교역량 각각의 도구변수들의 추정결과

이다.포트폴리오투자의 도구변수인 일인당GDP격차는 음의 유의한 계

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일인당 GDP차이가 많이 날수록 양국 상호간

포트폴리오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양의 유의한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융시장이 발달되어있어 주식

시장 시가총액이 클수록 한국의 각국에 한 포트폴리오투자 자산부채

잔액이 크다는 결과를 보여 다.교역량 추정결과,외국인 입국자수는 교

역량 양의 계를 갖고 있어 외국인 입국자수가 많을수록 한국과 거래상

국은 한 경제 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 다.교역량과 환율변동성

은 음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환율변동성이 커지면 교역이 축된

다는 일반 인 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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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SLS:포트폴리오투자와 교역량의 도구변수(IV)추정

1단계 추정

종속변수 : 포트폴리오투자 교역량

일인당GDP격차
-3.04***
(0.262)

-

시가총액
0.571***
(0.153)

-

외국인입국자수 -
0.132**
(0.066)

환율변동성 -
-0.087**
(0.036)

제조업비
0.052
(0.075)

0.028
(0.019)

단기 리
-0.031
(0.087)

0.020
(0.022)

정비지출
0.119
(0.114)

-0.053*
(0.029)

융 기
0.724***
(0.086)

0.161***
(0.024)

편
0.245
(0.330)

0.151
(0.365)

Obs. 403 403

#ofgroup 43 43

효과 FE FE

R-sq 0.072 0.103

F값 51.10 12.71

rho 0.913 0.960

주 :1)단기 리,정부지출, 융 기더미를 제외한 포트폴리오투자,

교역량,제조업비 ,일인당GDP격차,시가총액,외국인입국자수,

환율변동성 등은 자연로그값임.2)( )안은 표 편차 3)*,

**,***은 각각 10%,5%,1% 수 에서 유의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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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로 앞의 패 OLS추정식(식(3))에 1단계에서 추정한 포트

폴리오투자(PFOhat) 교역량(TRADEhat)을 설명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

은 식(6)을 추정한다.

 


(6)

<표 5-1>은 그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추정결과는 앞에서 본 패

OLS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다.포트폴리오투자(IV),교역량(IV)그리고

융 기더미의 계수는 통계 으로 상당히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반

면 제조업비 ,단기 리,정부지출 등 여타 설명변수는 계수의 유의성이

다소 떨어지는데 특히 종속변수가 GDP성장률의 상 계수인 경우 정책공

조를 나타내는 단기 리 정부지출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변수의 사용으로 포트폴리오투자 교역량 계수값이 도구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표 3>의 패 OLS에 비해 소폭 커지고 유의성도 개선되

었다.그러나 F값은 비슷한 수 에 그쳐 반 인 추정결과가 크게 개선

되지는 않으며 종속변수가 GDP성장률의 상 계수인 경우 오히려 주요

설명변수들의 설명력이 다소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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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SLS:2단계 추정

2단계 추정

(1) (2)

종속변수 : GDP순환성분 상 계수 GDP성장률 상 계수

포트폴리오투자
(IV)

0.081**
(0.034)

0.123***
(0.031)

교역량(IV)
0.618**
(0.279)

1.149***
(0.304)

제조업비
0.061*
(0.033)

0.017
(0.031)

단기 리
0.079**
(0.037)

-0.054
(0.034)

정부지출
0.016
(0.046)

-0.048
(0.043)

융 기
0.383***
(0.037)

0.160***
(0.046)

편 0.733***
(0.168)

1.309***
(0.206)

Obs. 403 403

#ofgroup 43 43

효과 FE FE

R-sq 0.290 0.257

F값 34.94 41.84

rho 0.269 0.507

주 :1)단기 리,정부지출, 융 기더미를 제외한 포트폴리오투자,

교역량,제조업비 ,일인당GDP격차,시가총액,외국인입국자수,

환율변동성 등은 자연로그값임.2)( )안은 표 편차 3)*,

**,***은 각각 10%,5%,1% 수 에서 유의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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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2단계 추정법(2SLS)은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설명변

수의 내생성 문제에 응할 수는 있으나 첫 번째 단계 추정에서 포트폴

리오투자 교역량 식을 각각 따로 추정하고 두 번째 단계 추정식도

별도로 추정하므로 각 변수들 간의 직 인 향은 알 수 있지만 설명

변수 상호간에 향이 있는 경우 종속변수에 한 간 인 향까지는

반 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Imbs(2004),DéesandZorell(2011)등

에서 단순한 OLS가 아닌 연립방정식 모형을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이

다.만약 다른 변수를 통한 간 인 향이 직 인 향의 방향과 상

반된다면 순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García-Herrero

andRuiz,2008)).

다만 이들은 횡단면 분석에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것과 달리 동

연구에서는 패 데이터를 이용한다.그러므로 먼 측이 불가능한 각

국가별 고유요인을 통제하기 한 고정효과 분석을 하여 각 변수들을

within변환을 실시한다.그리고 다음과 같은 3개의 식으로 이루어진 연

립방정식 모형을 추정한다.

 (7)

  (8)

  (9)

SYNCH는 GDP순환성분의 상 계수 는 GDP성장률의 상 계수

이고 PFO는 포트폴리오투자,TRADE는 교역량이며 OTHER는 이밖에

다른 요인들로 GDP 비 제조업 비 ,단기 리 정부지출,경제 기

더미 등 이다.변수명의 dm은 각 변수들이 within변환되었음을 뜻한다.

식(7)～(9)을 동시에 추정하는 3단계 추정법(3-stageleastsquares

regression,3SLS)에서 식(7)의 계수  는 각각 포트폴리오투자와

교역량이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직 인 향인 반면,는 포트폴리

오투자가 교역량을 통해서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간 인 향이다.따

라서 는 포트폴리오투자가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직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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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다.마찬가지로 는 교역량이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직간

인 향을 뜻한다.

<표 6>에는 (7)식의 종속변수가 GDP순환성분의 상 계수인 경우

3SLS의 추정결과가 있다.<표 6>의 (1)열에 보면 경기동조화에 한 주

요 변수들의 계수값이 앞의 패 OLS나 2SLS와 비슷하게 포트폴리오투

자,교역량,단기 리, 융 기 더미의 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갖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직 인 향뿐아니라 간 인 향도 모두 같은 부호를 갖

고있어 순효과가 거의 (0)으로 나타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포

트폴리오투자의 순효과는 =0.034+0.682*0.066=0.079이고 교

역량의 순효과는 =0.682+0.034*4.723=0.842이다.앞의 2SLS계

수들과 비교해보면 포트폴리오투자의 효과는 2SLS에서 다소 과 평가하

고 있으며 반면 교역량의 효과는 다소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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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SLS1

(1) (2) (3)

종속변수 :
GDP순환성분

상 계수
포트폴리오투자 교역량

포트폴리오투자
0.034*
(0.019)

-
0.066***
(0.021)

교역량
0.682**
(0.265)

4.723***
(0.711)

-

제조업비
0.079**
(0.031) - -

단기 리
0.076**
(0.035)

- -

정비지출
0.011
(0.045)

- -

일인당GDP -
-2.082***
(0.252)

-

시가총액 -
0.201
(0.160) -

외국인입국자수 - -
0.148**
(0.063)

환율변동성 - -
-0.010***
(0.035)

융 기
0.394***
(0.038)

0.040
(0.146)

0.143***
(0.038)

편
-0.114***
(0.020)

-0.048
(0.071)

-0.038**
(0.014)

Obs. 403 403 403

#ofgroup 43 43 43

효과 FE FE FE

R-sq 0.282 0.103 0.219

Chi2 214.89 344.30 144.16

주 :1)단기 리,정부지출, 융 기더미,환율변동성을 제외한 포트

폴리오투자,교역량,제조업비 ,일인당GDP,시가총액 등은 자

연로그값임.2)( )안은 표 편차 3)*,**,***은 각각 10%,

5%,1% 수 에서 유의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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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SLS2

(1) (2) (3)

종속변수 :
GDP성장률

상 계수
포트폴리오투자 교역량

포트폴리오투자
0.147***
(0.033)

-
0.061***
(0.022)

교역량
0.624*
(0.345)

1.788**
(0.750)

-

제조업비
0.033
(0.029) - -

단기 리
-0.053
(0.032)

- -

정비지출
-0.081*
(0.044)

- -

일인당GDP -
-2.650***
(0.237)

-

시가총액 -
0.361**
(0.159) -

외국인입국자수 - -
-0.144
(0.131)

환율변동성 - -
-0.157***
(0.045)

융 기
0.208***
(0.064)

0.530***
(0.141)

0.195***
(0.041)

편
-0.058**
(0.024)

-0.235***
(0.065)

-0.053***
(0.015)

Obs. 403 403 403

#ofgroup 43 43 43

효과 FE FE FE

R-sq 0.226 0.524 0.188

Chi2 228.84 413.33 101.89

주 :1)단기 리,정부지출, 융 기더미,환율변동성을 제외한 포트

폴리오투자,교역량,제조업비 ,일인당GDP,시가총액 등은 자

연로그값임.2)( )안은 표 편차 3)*,**,***은 각각 10%,

5%,1% 수 에서 유의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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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변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 히 도구변수의 성이나 외생성

등에 문제 소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 한 종속변수의 자기상 역시 우

려되므로 다음에서는 Aller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1998)의 시스템 GMM을 이용한 동태 패 데이터 모형을 동 분

석에 용해보도록 한다.

<표 8>은 동태 패 데이터 분석결과를 보여 다.시스템GMM을

이용한 동태 패 데이터 분석은 시계열이 짧고 패 의 개수가 많고

(smallT,largeN),설명변수의 외생성이 의심되거나,종속변수에 자기

상 이 상되는 등의 경우에 합한 분석 방법으로 알려져있다.

종속변수로 12분기 의 상 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차종속변수의

계수값이 작지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시차종속변수를 제외한 다른 설

명변수들의 추정결과는 이 의 분석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다.포트

폴리오투자의 계수는 이 의 분석에서와 같이 양의 값을 갖는다.다만

교역량의 계수값은 통계 유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해보면,패 OLS,2SLS,3SLS,시스템GMM 등 다양한 분석방법

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투자의 계수가 일 되게 양의 값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나 한국과 거래상 국간 경기동조화는 융연계성의 확 로 심화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는 Backus,KehoeandKydland

(1992)등 통 인 개방경제모형과 배치되는 결과이지만,Mendozaand

Quadrini(2009)의 이론 분석 Imbs(2004)등의 실증분석결과와 일치

하는 결론이다.이들의 연구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는 융연계성의

확 는 특정 국가의 기가 세계 융기 과 자산시장으로 번지는

염효과(contagioneffect)을 유발함으로써 경기동조화를 심화시킨다는 것

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을 거래의 한쪽 상 방으로

하는 데이터의 특수성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 문제 때문에 동태 패 모

형에서는 융연계성,실물연계성,경제구조의 유사성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기존의 연구들보다 다소 설명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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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각 분석방법의 단 을 보완하는 다양한 분석방법에서 체

로 일치하는 결론을 얻었다.통화정책 재정정책의 명시 ․암묵 국

제공조가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향을 단기 리,정부지출 등을 설명변

수로 도입함으로써 직 으로 확인했다는 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아울러 패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융 기의 향을 더

미를 이용하여 직 통제하 으며, 융 기 더미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는 에서 지난 융 기의 염효과로 인하여 한국과 주요

거래상 국이 동시다발 인 경기침체를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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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DPD:one-stepsystem GMM

종속변수 :
GDP순환성분

상 계수

GDP성장률

상 계수

시차종속변수
0.349***
(0.070)

0.268***

(0.060)

포트폴리오투자
0.028**
(0.014)

0.064***

(0.020)

교역량
-0.051
(0.032)

-0.026

(0.055)

제조업비
-0.018
(0.036)

0.006

(0.025)

단기 리
0.084**
(0.042)

-0.050

(0.033)

정부지출
-0.141***
(0.048)

-0.144***

(0.039)

융 기
0.158***
(0.042)

0.192***

(0.034)

편
0.315***
(0.087)

0.465***

(0.083)

Obs. 367 367

#ofgroup 43 43

Waldchi2 185.15 293.31

AR(2)test(Pr>z) 0.157 0.051

Hansentestforoverid.

(Pr>chi2)
0.254 0.741



-29-

Ⅳ.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한국의 주요 거래상 국 양자간 융 연계성

확 가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43개 국가

의 2001년~2012년에 걸친 이들 국가와 한국과의 포트폴리오투자,교역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 다.소규모 개방경제이며

융시장 자유화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한국에 해 주요 거래상 국과

의 융연계성 확 가 경기동조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

은 주요하다고 하겠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선진국간 융연계성 확 와 경기동조화 는

특정 경제지역간 융연계성 확 의 향을 알아보는 데에 치 해있으

며,분석방법으로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바탕으로 한 횡단면분석이 주로

사용되었다.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별 개별 요인과 융 기의 향을

직 으로 반 할 수 있도록 패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며 한국과 특정

국가간 거래 계의 특이성이 반 될 수 있도록 한국을 한 축으로 하는

양자간 융․실물 거래데이터를 사용하 다.분석방법으로는 단일방정

식의 패 OLS분석을 심으로 하며 패 OLS의 단 을 보완하기 하

여 2SLS, 3SLS,시스템GMM을 이용한 동태 패 데이터 분석 등 다

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정책 요인을 명시 으로 도입하

기 보다는 인 이션이나 환율변동성 등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융․실물 연계성 외에 최근의 경기동조화에 국제 정책 공조가 미치

는 향을 구분하기 하여 재정․통화정책 변수를 명시 으로 도입하

다는 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체로 교역량이나 경제구조 유사성이 경기동

조화에 미치는 향이 양(+)의 유의한 계를 갖을 것으로 상할 수 있

는 반면, 융연계성과 경기동조화의 계에 해서는 상이 불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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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울러 최근의 거시경제정책은 로벌 충격에 응하여 공개 으로

공조가 이루어지거나 암묵 으로 같은 방향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경기

동조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상했으며 다만 재정정책의

향은 약하거나 불분명할 것으로 상되었다.

패 OLS분석에서는 로벌 충격인 융 기의 향을 통제하는 것이

동 분석에서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융 기 더미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면 반 인 분석의 설명력이 상당폭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패 별 고유요인을 시불변의 모수로 간주하는 고정효과모형을 분

석하 는데 융연계성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투자는 경기동조화와 양

(+)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역량,제조업비 ,단기 리,

정부지출 등 다른 설명변수들의 부호도 모두 양(+)로 나타났다.

패 OLS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변수를 사용한 2SLS,그리고 2SLS에서 놓칠 수 있는 설명변

수간 상호 향까지 반 할 수 있는 3SLS,마지막으로 시스템GMM을

이용한 동태 패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 다.다양한 분석방법에도 불

구하고 포트폴리오투자의 계수가 일 되게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나 한국과 거래상 국간 경기동조화는 융연계성의 확 로 심화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목할 은 통화정책의 공조 정도를 나타

내는 단기 리의 계수값이 양(+)이고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것이다.따

라서 경기동조화에 한 분석시 거시정책변수를 명시 으로 도입하여 그

향을 배제해주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만 재정정책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정부지출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결과가

많았다.그럼에도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명시 ․암묵 국제공조가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향을 직 으로 확인했다는 이 본 연구의 기

여라고 하겠다.

포트폴리오투자의 계수가 일 되게 양의 값을 갖는 분석결과는

Backus,KehoeandKydland(1992)등 통 인 개방경제모형과 배치

되는 결과이지만,Mendoza and Quadrini(2009)의 이론 분석

Imbs(2004)등의 실증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결론이다.한국은 1998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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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외환 기 이후 비로소 자본시장 개방 융자유화를 실시하 는

데,짧은 융자유화 역사에 비해 형식 인 융자유화가 아니라 실질

인 융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융자유화와 융연계성 확 추세는 역행하기 어려우며 향후에도 지

속될 것으로 보아야한다.이런 가정 하에 동 분석의 결론에 따르면 융

연계성 확 는 국외에서 발생한 충격요인에 의한 국내경기 교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따라서 추후 다른 융충격 발생 시 완충작

용을 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매우 요하다.

본 논문은 다양한 패 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과 거래상

국간 융연계성 확 가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분석

과정에서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하여 융연계성 측정지표로 포트폴리오

투자만 사용했다.포트폴리오투자를 지분투자와 채권투자로 구분하거나

기타 다른 융통계를 이용하여 융연계성을 측정할 수 있다면 서로 다

른 성격의 자본이 어떤 다른 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양 지표로서 융연계성을 측정하 고 분석결과를

보고 실질 인 융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 으나,

질 인 측면에서 융연계성에 한 측정지표가 있다면 그것이 더

한 설명변수가 될 것이다.이후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하여

분석함으로써 융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향에 한 다양한 논의를 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가용자료의 제약으로 인

하여 비교 짧은 기간을 분석 상으로 하 으나 향후 자료가 축 됨에

따라 보다 정도 높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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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td.Dev. Min Max Obs.

synch1 0.4381 0.4337 -0.8259 0.9859 430

synch2 0.4077 0.4213 -0.9203 0.9851 429

trade -0.5092 1.1182 -2.2131 2.7669 430

pfo -2.7396 2.3784 -12.1941 2.3747 422

mfg 2.1248 0.9354 -5.1071 3.3673 430

intr 0.4596 0.5330 -0.9875 0.9907 425

gov 0.0883 0.4090 -0.9436 0.9514 412

Appendix

1.주요 변수간 상 계수

synch1 synch2 trade pfo mfg intr gov

synch1 1.0000

synch2 0.5992 1.0000

trade -0.0572 0.0962 1.0000

pfo 0.2223 0.3676 0.3636 1.0000

mfg 0.1063 0.1349 -0.2893 0.0137 1.0000

intr 0.1887 0.0310 -0.1141 0.1067 -0.0134 1.0000

gov -0.0332 -0.0489 -0.1089 0.0520 0.0189 0.0533 1.0000

2.주요 변수 통계량

주 :synch1는 GDP순환성분 상 계수,synch2는 GDP성장률 상 계수,

trade는 교역량,pfo는 포트폴리오투자,mfg는 GDP 비 제조업비

,intr은 단기 리의 상 계수,gov는 정부지출의 상 계수이며,

trade,pfo,mfg는 자연로그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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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석 상 국가

국가명 ISOcode 국가명 ISOcode

UnitedStates USA Norway NOR

China CHN Mexico MEX

Japan JPN Philippines PHL

HongKong HKG Belgium BEL

Singapore SGP Italy ITA

Germany DEU Switzerland CHE

Australia AUS Sweden SWE

UnitedKingdom GBR Panama PAN

Malaysia MYS Spain ESP

India IND Poland POL

Netherlands NLD Turkey TUR

Canada CAN Ireland IRL

Indonesia IDN Hungary HUN

Brazil BRA SouthAfrica ZAF

France FRA Austria AUT

Vietnam VNM Argentina ARG

Russianfederation RUS Colombia COL

Thailand THA Portugal PRT

Finland FIN Denmark DNK

Peru PER Greece GRC

CzechRepublic CZE Venezuela VEN

Egypt 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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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ancialIntegrationand

BusinessCycleSynchronization

:TheCaseof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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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examines empirically whethercloserbilateralfinancial

integration fostersbusinesscyclesynchronization.Previousstudies

focusedondevelopedcountriesorcertaineconomicregions,andrelied

oncross-sectionalapproachesestimatingasystem ofequations.This

paperfocusesonKoreawhichisasmallopeneconomywithashort

history offinancialliberalization.Itemploys paneldata analyses

utilizingbilateraltradeandfinancialdata.Theempiricalresultsshow

thatfinancialintegration promotes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betweenKoreaandothercountries.Thisisconsistentwiththoseof

previousstudiesthatshow financiallinkagescausecontagion and

businesscycleco-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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