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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관측된 특징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생산

증가율이높고지속적인자본수익( return on capital)이있는특성을가진다. 2. 제조

업 내부 재분배와 무역 흑자가 있다. 3. 민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생산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지만 기업 내부 저축을 통해 투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4.

반면에 국가소유 기업은 생산성이 낮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 금융

시장에서자금을조달하는금융통합기업(financially integrated firm)들에대한은행

대출이 감소하고 민간 부문의 저축은 증가하기 때문에 금융 기관의 해외 증권 보유

가 증가하여 대외 부문 흑자 (foreign surplus)가 발생한다. 분 논문에서 중국의 성장

특징을 잘 설명하는 중국식 성장 모형을 도출했다. 중국식 성장 모형에서 발생하는

구조 변동과 경기 변동에 관한 함의를 연구하고 특히 성장 과정에서 구조 변동의 속

도가빠르게진행되거나느리게진행되는상황이중국의경기변동에어떠한효과를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어: 중국식 성장, 구조 변동, 경기 변동, 제조업 내 재분배,

대외 부문 흑자

학 번: 2012-2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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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과거 30년동안 중국 경제의 특징은 바로 경제의 고속 성장이었다. 특히 제조업

에서 발생한 노동과 자본의 재분배는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그 결과 고속 성장이

가능했다.

신고전 경제학 폐쇄 경제 성장 모델을 따르면 높은 투자율이 지속되면 투자 수

익율을 낮아진다. 그러나 중국 투자 수익률은 약 20%로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신고전파 성장 이론으로는 중국의 경험을 설명하지 못는 것으로 알려

왔다. 그러나 최근의 Song Z, Storesletten K, Zilibotti F. (2011)의 논문에서는 중국의

지속적인높은투자수익률과고속성장에대하여새로운모형을제시하였다. 자본과

노동 두 생산요소는 보다 효율적인 민간 기업으로 재배치되면서 민간 부문의 저축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증가된 저축이 해외자산을 구매하는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외 부문 흑자를 유지하게 된다.

이들의 중국식 성장 모형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민간 기업과 생산성이 낮은 국가

소유 기업의 두 종류로 나누고 생산성이 높은 민간 기업이 재투자하는 방법은 기업

내부 저축만 가능하여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결과 노동 집약형

기업으로될수밖에없다. 민간기업의수는많지만기업사이즈크지않다.한편중국

금융 시장에서 대부분 저축은 국가 소유 기업에 대출되어왔다. 그러므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인 국가 소유 기업만 신용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소유 기업은

자본 집약적 기업이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 금융 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노동 집

약적 산업에 국가 소유 기업과 민간 기업다 존재하지만, 집약적 산업에는 국가 소유

기업만 독점 기업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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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중국식 성장 모형을 중국의 단기적인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거시 경제 모형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특히 제조업 내의 기업들의 총요소

생산성들이 긴밀하게 열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요소 생산에 외생적인 충격이

단기적으로 발생하면 그 결과 제조업의 성장률과 구조 변동 속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다음의 2장에서는 중국의 자료를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중

국식성장모형을간단히소개한다. 제 4장에서경기변동모형을설명한다. 5장에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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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중국의 구조 변동과 경기 변동 자료 분석

그림 1: 외환 보유와 저축-대출의 관계

중국의 대부자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는 민간 저

축이 민간 기업에게 대출되지 않고 국가 소유 기업에게 대출된다. 그러나 국가 소유

기업의자금수요가시장전체의공급보다작기때문에자금의초과공급부분은중앙

은행이 중국의 외환 보유로 흡수한다. 그림 1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는 현상과

동시에국내은행저축은대출을초과하는정도가같이증가하는것을보여주고있다.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대외 부문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중국 경제는 지속적인 대외 부문 흑자와 함께 고속 성장을 기록해왔다. 또한 성

장 과정에서 구조 변동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생산 요소는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이동하며 사회 전체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성장한다(Kaniovski

S, Peneder M. 2002). 그런데 구조 변동은 산업간 구조 변동과 산업내 구조 변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 산업 구조 변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1차 산업,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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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업간 구조 변동

산업과 3차 산업간의 구조 변동을 대상으로 진행해왔고 제조업 내의 구조 변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림 2에서는 1차, 2차 및 3차 산업간의 구조 변동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여기서 1차, 2차및 3차산업의산출량은부가가치로측정된다. 중국

2차 산업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변동이 거의 없다. 반면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1차 산업에서 나온 노동력

은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으로 많이 이동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중국

정부가 정책을 세워서 3차 산업을 발전 시켰다. 일례로 제 7 차 5개년 계획에서 3차

산업을 고속 성장 시키고 GDP대비 3차 산업의 비중을 제고해야 된다고 확정했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제조업 내의 구조 변동이므로 이에 대한 중국의 자료를

설명하기로한다. 중국의 2차산업은광업, 제조업, 전기와물공급업, 건축업으로구

성한다. 중국 2차산업에제조업의비중이거의 70%이기때문에제조업이 2차산업의

제일 중요한 구성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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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DP 대비 제조업

그림 4: 노동 집얍적 산업내 구조 변동

그림 3은 2차 산업에 포함되는 제조업 산출의 부가 가치와 GDP의 비중이다. 그

비중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산업간 구조 변동을 볼 때

GDP 대비 2차 산업과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큰 변화가 없지만 제조업 내 자원

재분배 때문에 산업내 구조 변동이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 제조업 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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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조업 내 구조 변동

산업내 구조 변동과 경기 변동의 관계를 연구했다.

변동에 대해 분석하고 제조업은 노동 집얍적 제조업과 자본 집약적 제조업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의 노동 집약적 제조업 중에서도 국가소유 기업과 민간

기업이 있다. 그림 4를 통 해서 노동 집약적 제조업에 국가 소유 기업이 일정 비중

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그 결과로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총산출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자본집약적제조업에국가소유기업이집중된다. 그래서자본집약적제조업에

국가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산출이 많이 증가했다. 그림 5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

다. 따라서제조업내자본집약적산업과노동집약적산업의비중의변화가제조업

내 구조 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 산업중 국가 소유 기

업의 비중의 변화를 따라서 제조업 내 구조 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노동 집약적

산업중국가소유기업의비중을통해서제조업내구조변동을측정할수있다. 노동

1SOE(State Owned Enterprise)는 국가 소유 기업이다.

6



집약적 산업내의 구조 변동 속도가 빨라지면 GDP도 빨리 성장하는 것이다. 그림 6

그림 6: 구조 변동과 경기 변동

그림 7: 중국 산업 구조 변동의 분류

을통해서구조변동과경기변동이변하는추세가비슷한것을관찰할수있다. 특히

2007년부터 구조 변동과 경기 변동의 변동 방향이 계속 같았다. 하지만 2004년-2005

년에 구조 변동의 속도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2004년 중국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민공황(民工荒)이라고 하고 민공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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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게 2004년에발생하는이유는 2004년중국경제가불안정했기때문이다. 자세

히설명하면민공황이 2004년에발생한이유는다음과같다. 2004년비효율적인과다

투자로 인해서 경제 발전의 과속과 불균형을 초래했고, 노동 집약적 제품에 대한 수

요가 많아지고 노동력이 부족했다. 또는 경제가 몇 년간 고성장했었기 때문에 민간

기업가들이 자본을 쌓아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가족계획을 실행하기

때문에 청년 노동자 수가 적어진다. 2006년에 노동 집약적 산업에 국가소유 기업의

비중이 다시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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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경제 성장 모형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여 왔으므로 경기 변동을 경

제 성장률에 의거하여 정의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평균

성장률보다높은기간을호황기간이라고하고경제성장률이평균성장률보다낮은

기간을 불황 기간이라고 정의 한다. 이와 같이 경기 변동은 정의하는 것은 성장 사

이클(Growth Cycle)을 경기 변동으로 정의하는 것과 같다. 또한 경기 변동의 원인을

분석하기위해서서론부분에서정의한제조업내의구조변화가경기변동에미치는

효과를 한다.

이와 같은 본문의 연구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서론 부분에서 그림

3을 통해서 확인한 GDP 대비 제조업의 부가 가치의 비중이 변화 없이 일정한 수

준(33%)으로 유지 되어와서 제조업 생산의 증가와 경제 전체의 성장율 실질적으로

동일했기 때문이다. 이에 덧 붙여서 제조업이 중국 경제 성장의 주도 산업(leading

industry)일뿐만 아니라 경제 경제 발전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왔다는 점

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므로 제조업의 구조 변화 속도가 제조업 생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이 경제 전체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제조업 내의 분류는 서론 부분 설명했다. 생산 함수의 특성에 의거하여 분

류하면 제품 생산에서 노동 투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생산 방식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하고 자본 투입의 역할이 상대적

으로 중요한 생산 방식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형 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은 국가 소유 기업 또는 민간 기

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모형에서의 중요한 가정은 금융 시장에 유일한 금융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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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국가가 소유하는 은행이고 국가 소유 기업에게만 대출해주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는자본집약적산업에서진입제한정책이있기때문에자본집약적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가 소유 기업만 가능하여 자본 집약적 산업 제품 시장을 독점 시

장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노동집약적산업에서는진입장벽이없고완전

경쟁 시장이다.

제 1 절 노동 집약적 산업

노동집약적산업은생산요소가운데다른소유에비하여노동력이많이드는산

업이다. 본논문에서노동집약적산업의생산함수식은 Cobb-Doulgas함수식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노동집약적산업에있는민간기업과국가소유기업의생산함수는

Cobb-Doulglas 생산 함수를 가진다.

Y l
jt = (Ajt)

1−α(K l
jt)

α(N l
jt)

1−α (1)

위의 식에서 K는 자본이고 N는 고용량이다. A는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상첨자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소유 기업의 기술 수준은

AFt = At이고 민간 기업의 기술 수준은 AEt = χAt로 가정한다. χ는 1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민간 기업이 국가 소유 기업보다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

생산 기술을 의미하는 변수인 At는 외생적으로 결정된 증가율(z)로 증가하기 때

문에 이 변수의 기간간 변화는 다음식과 같이 쓸 수 있다.

At = (1 + z)At−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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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모형에서는 위의 식에서의 z를 상수로 가정한다. 그

러나 뒤에서 경기 변동을 본석하는 경우에는 z를 확률 변수로 가정하여 z의 외생적

변화가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노동 인구를 의미하는 변수인 Nt는 외생적으로 결정된 증가율(υ)로 증가

하기 때문에 이 변수의 기간간 변화는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Nt = (1 + υ)Nt−1 (3)

중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모형에서는 위의 식에서의 υ를 상수로 가정한다. 그

러나 뒤에서 경기 변동을 분석할 경우에는 υ를 확률 변수로 가정하여 υ의 외생적

변화가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를 분석한다.

국가 소유 기업과 민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과 경영 방식이 다르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국가 소유 기업은 국가 소유하기 때문에 신

용이 높아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파산 위험이 높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다. 그러므로 국가 소유 기업은 은행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민간 기업은 기업가의 저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한편 경영 방식의

차이는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민간기업은경영자를고용해서위임경영방식

으로 운영한다. 반면에 국가 소유 기업은 위임 경영을 하지 않다. 민간 기업은 위임

경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장 정보를 알 수 있어서 국가 소유 기업보다 생산성이

높다. 하지만 위임 경영은 대리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국가 소유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설명하기로 한다. 국가 소유 기업의

가치는 Ξl
tK

l
F t로 나타낼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윤 극대화의 문제를 풀어서 계산할

수 있다.

11



Ξl
tK

l
F t = max

NFt
{P l

t (K
l
F t)

α(AtNFt)
1−α −WtNFt}

노동집약적산업에있는국가소유기업이위임경영을안하기때문에경영자를따로

고용하지 않고 근로자만 고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수익에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은 비용으로 빼서 남은 부분이 기업의 가치가 된다.

위에서 설명한 극대화 문제를 풀면 국가 소유 기업의 노동 수요 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Wt = (1− α)P l
t (1− α)At

(
K l
F

AtNF

)α

위의 식은 국가 소유 기업은 노동의 한계 생산과 실질 임금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은 고용한다는 의미이다. 노동과 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므로 추세적인

성장이없는변수로전환하기위해서실제의자본량을실효노동으로나누어준값으

로바꾸어사용하기로한다. 따라서 κj ≡ kj/(Ajnj)로정의하여위에식에대입하면

노동에 대해 1계 조건은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Wt = (1− α)P l(1− α)At(κ
l
F )α (4)

위의 식이 의미하는 바는 P l
t = P l로 고정되어 있다면 실질 임금은 At과 동일한 증

가율로 증가한다.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모형에서는 민간 기업 그리고

국가 소유 기업의 κj는 모두 상수가 된다. 그러므로 이들 기업의 실제 자본량은 실효

노동과 같은 율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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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 소유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율은 자본의 한계 생산과 같아진다. 따라서 은행 이자율 R 과 자본 수익률 ρ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ρlF = αP l(κlF )α−1 = R (5)

민간 기업은 경영자 한명을 고용하고 그 경영자에게 기업을 경영하는 업무를 위임

한다. 그런데 경영자가 총수익의 일정 부분(ψ)을 횡령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대리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총수익의 ψ만큼이경영자에게보장되어야한다.

따라서 총수익의 ψ만큼 경영자에게 지불한 후에 얻는 수익에서 근로자에게 지불야

하는부분을빼고남는부분이기업의가치가된다. 결과적으로노동집약적산업에서

민간 기업의 가치는 아래의 식과 같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Ξl
tK

l
Et = max

NEt
{(1− ψ)P l

t (K
l
Et)

α(χAtNEt)
1−α −WtNEt}

민간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노동 수요에 대한 1 계 조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NEt =
K l
Et

χAt
(
(1− α)(1− ψ)χP l

tAt
Wt

)
1
α

앞에서 이미 설명한 국가 소유 기업의 노동 수요 함수를 위의 식에 대입하여 Wt를

소거하여 κlF와 κlE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κlE = κlF ((1− ψ)χ)−
1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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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본 집약적 산업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는 국가 소유 기업이 독점 기업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가정의 타당성은 중국 산업 정책과 연관된다. 1997년부터 시실된 제 9

차 5개년 계획에서는 국가 소유 기업은 노동 집약적 부문에서 민간 기업과 경쟁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략적인 자본 집약적 부문에서는 합병과 구조 조정을 통해

서 국가 소유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전략적인 자본 집약적

부문으로 선정된 산업은 석유화학제품 산업, 철도산업 및 통신 산업 등이다. 자본

집약적 산업은 생산에서 제품 생산에서 자본의 비중이 높은 산업을 의미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극단적인 가정을 채택하여 자본 집약적 산업의 생산에서는 노동 두입이

필요없다고 가정한다.

자본 집약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본만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동시에 생산

기술은 항상 1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Y k
F = Kk

F (6)

위의 식에서 상첨자는 자본 집약적 산업을 의미한다.

국가소유기업은자본집약적산업에서독점기업이므로국가소유기업이자본

집약적제품가격을결정할수있다. 또한자본집약적산업에있는국가소유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 비용이 없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있다. 자본 집약적 제품의 총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서 남은

부분은 자본 집약적 산업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의 이윤이므로 자본 집약적 산업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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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Pk

π = P k
t Y

k −RKk = (P k
t −R)Kk

위의식에서는우하향하는자본집약적제품의수요곡선을주어진것으로보고국가

소유 기업이 자본 집약적 산업의 독점 가격을 이윤 극대화 문제의 해로서 결정한다.

제 3 절 제조업 내에서의 균형

본 논문에서 노동 집약적 제품과 자본 집약적 제품은 제조업의 최종 생산물이

아니고, 두종류제품은최종재를생산할때중간재로투입되는것으로가정한다. 따

라서제조업내에서의균형을분석할때노동집약적제품은노동집약적중간재라고

자본 집약적 제품은 자본 집약적 중간재라고 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최종 생산물 Y

의 생산 함수는 두개 중간재로 구성하는 CES 함수(constant elasticityof substitution

production function)이고 다음 식과 같이 쓸 수 있다.

Yt =
(
ϕ(Y k

t )
σ−1
σ + (Y l

t )
σ−1
σ

) σ
σ−1

(7)

위의 식에서 σ는 두 종류 제품의 대체 탄력성을 의미한다.2

최종재 시장은 완전 경쟁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자본 집약적 중간재의 가격이

P k, 노동 집약적 중간재의 가격이 P l로 표시한다. 완전 경쟁의 가정에 의해서 노동

집약적 중간재의 한계 생산이 중간재의 가격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위의 제조업의

최종생산물함수식을따라서최중재산출극대화하려면노동집약적중간재에대해

1계 조건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2σ=1 일 때 최종 생산물의 생산 함수식은 Cobb-Douglas 함수식이 된다.그리고 자본 집약적 산업이 독점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σ>1의 조건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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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l
t =

(
ϕ(Y k

t )
σ−1
σ + (Y l

t )
σ−1
σ

) 1
σ−1

(Y l
t )−

1
σ

위의 식에서 (
Y kt
Y lt

)의 비율이 상수로 고정된다면 P l
t의 값이 매기마다 일정한 상수임을

알 수 있다. 최종재의 산출 극대화 문제를 풀면 자본 집약적 중간재의 한계 생산은

중간재의 가격과 같아야 된다.

P k
t =

(
ϕ(Y k

t )
σ−1
σ + (Y l

t )
σ−1
σ

) 1
σ−1

ϕ(Y k
t )−

1
σ

위의 식에서 (
Y kt
Y lt

)의 비율이 상수로 고정된다면 P k
t 의 값이 매기마다 일정한 상수로

고정됨을알수있다. 위에서설명한두개의최적조건의식은최종생산물생산함수

식에대입하여정리하면노동집약적중간재와자본집약적중간재의가격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
ϕσ(P k)1−σ + (P l)1−σ

) 1
1−σ = 1 (8)

또한위의두개 1계조건식들을합하면균형에서노동집약적중간재와자본집약적

중간재에 대해 산출과 가격 관계식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Y k

Y l
= (ϕ

P l

P k
)σ (9)

앞에서 설명한 최종재 생산 함수식(식 (7)), 노동 집약적 중간재와 자본 집약적 중간

재의 가격 관계식(식 (8)), 노동 집약적 중간재와 자본 집약적 중간재에 대해 산출 및

가격관계식(식 (9))을이용해서노동집약적중간재산출량이최종재생산량에주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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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 = (P l
t )
σY l

t (10)

그래서 최중재의 산출량을 분석하려면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민간 기업의 산출

량을 알아야 된다. 우선 노동 집약적 산업의 고용량에 대해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모든 노동 가능 인구가 다 고용되는 상태라고 가정했다. 또는 노동 집약적 산업만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고용량(Nt)에서 민간 기업의 고용량(NEt)을 빼서 남는

부분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의 고용량이다. 그래서 국가 소유

기업의 고용량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NFt = Nt −NEt (11)

노동집약적산업의생산함수식(식 (1))을통해서노동집약적산업에있는국가

소유 기업의 산출식을 알 수 있다.

Y l
F t = (κlF )αAtNFt (12)

그리고 노동 집약적 산업의 생산 함수식(식 (1))을 통해서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노동 집약적 기업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Y l
Et = χ(κlE)αAtNEt (13)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과 민간 기업이 생산하는 노동 집약적 중간

재의 합은 노동 집약적 산업의 총생산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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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l
t = Y l

F t + Y l
Et (14)

그리고 노동 집약적 중간재와 자본 집약적 중간재의 가격 관계식(식 (40))을 통해서

자본 집약적 산업의 산출량은 노동 집약적 산업의 산출량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Y k
t = (ϕ

P l
t

P k
t

)σY l
t (15)

또한 앞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의 국가 소유 기업의 생산 함수에서는 생산과 자본이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위의 식을 정리하며 자본 집약적 산업의 국가

소유 기업의 자본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Kk
t = (ϕ

P l
t

P k
t

)σY l
t (16)

한편노동집약적산업에있는국가소유기업의자본은 κlF를통해서계산할수있다.

K l
F t = κlF tAtNFt (17)

민간 기업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고 기업가의 저축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것

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민간 기업의 자본은 전기의 기업가의 저축과

같다

K l
Et = SEt−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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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의 기업가의 최적 저축의 결정식은 효용 극대화의 결과 도출된다. 결과는

식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으며 그 의미는 기업가의 저축은 경영자에게

주어지는 소득에 비례한다는 것이다3

SEt = ζEψχ(κlF )αAtNt (19)

위의 식에서 우변의 상수항(ζE)은 저축률을 의미하고 뒤의 변수항은 민간 기업의

경영자 소득을 의미한다.

근로자개인은자신의노동소득의일정비율로저축하기때문에다음과같이쓸

수 있다.

SWt = ζWWt

위의 식에서 Wt는 노동 소득을 나타내고 ζW는 근로자의 저축률을 의미한다.4 SWt

는근로자의최적저축량을의미하고모든근로자들의저축을모두합하면총저축이

되고또한근로자들은모두은행에저금하므로은행에서받은총저축은아래와같다.

SBt = ζWWtNt

은행은 금융 중개라서 한 쪽에 근로자의 저축을 받고 자금을 수집한다. 또 다른 한

쪽에 은행은 지난기에 근로자에게서 받은 저축은 이번기에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3기업가의 최적 저축률은 ζE = (1 + β−θ((1 − ϕ)
1
αχ

1−α
α R)1−θ)−1이다. 민간 기업에 기업가는 청년때 경영

자이고 노년때 기업가가 된다. 기업가가 된 후에 자녀에게 경영을 위임한다. 따라서 기업가는 청년때 경영자로

저축하고 노년때 기업가로 투자한다.
4
근로자의 최적 저축률은 ζW = (1 + β−θR1−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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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앞에서 설명한 이유에 의하여 은행이 민간 기업에 대출을 하지 않고 국가 소

유 기업에만 대출한다. 즉,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과 자본 집약적

산업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에게 대출한다. 그리고 국가 소유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은행 대출만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은 국가 소유 기업의 자본이 된다. 또는

해외 채권은 은행에게 안전적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은행이 해외 채권을 사서 보유

한다. 따라서 은행에 들어오는 돈과 은행에서 나온 돈이 같아야 하므로 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다.

Kk
t +K l

F t +Bt = SBt−1

위의 식에서는 Bt는 t 기에 은행 보유하는 해외 채권이고 ζw는 근로자의 최적 저축

률이다. 따라서 외환 보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Bt = SBt−1 − (Kk
t +K l

F t)

위의 식을 분석하면 해외 채권 보유량을 알 수 있다. 중국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인해서민간저축은생산성이높은민간기업에대출되지않고생산성이낮은

국가 소유 기업에만 대출된다. 그런데 국가 소유 기업의 자금 수요는 자금 공급보다

작다. 이와 같은 자금의 초과 공급부분을 중국의 중앙 은행이 중국의 외환 보유로

흡수하고 외환 보유를 이용하여 해외 채권을 구입하여 보유한다. 그 결과 중국 자

본은 해외로 유출되고 중국의 대외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흑자가 발생한다.(Song Z,

Storesletten K, Zilibotti F. 2011). 앞에서설명한이유로중국에서는해외채권보유가

많아지면서 대외 부문 흑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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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집약적 산업과 자본 집약적 산업에 대한 관계식들을 이용하여 자본 집약적

산업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면 집약적 산업에서 독점 기업의 가격은 다음 조건을

따라서 결정된다.5

σ(Mt)
−1 − (σ − 1)

= (1− (Mt)
−1)(σ − 1 +

1

1− α
Zt)

ϕσR1−σ(Mt)
1−σ

1− ϕσR1−σ(Mt)1−σ

위의 식에서 Mt는 Mt = P k
t /R로 정의되고 이는 자본재 가격을 이자율로 나눈 비율

을 의미한다. 또한 Zt는 국가 소유 기업이 노동 집약적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므로

구조 변동의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위의 식이 의미하는 바는 자본 집약적 산업의

중간재가격과구조변동간에밀집한관계가있음을의미한다. 자본집약적중간재의

가격 결정 조건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가 나타날 수 있다. 국가 소유 기업

이 노동 집약적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 Z은 감소하면 자본 집약적 가격을 이자율로

나눈 비율 M는 증가한다. 현실을 결합하여 설명하면 국가 소유 기업이 노동 집약적

산업에차지하는비중은작아지는동시에민간기업이노동집약적산업에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민간 기업이 성산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 중간재의 산출량이

많아져서최종재를생산할때자본집약적중간재에대해수요가많아진다. 그러므로

자본 집약적 중간재의 가격이 올라간다.

5식을 도출하는 과정은 부록에 있다.

21



표 1: 제조업 내 변수의 표기와 정의

변수 표기 변수의 정의

Yt t 기에 최종재의 생산량

Y l
t t 기에 노동 집약적 중간재의 총생산량

Y l
F t t 기에 국가 소유 기업이 생산하는 노동 집약적 중간재의 생산량

Y l
Et t 기에 민간 기업이 생산하는 노동 집약적 중간재의 생산량

Y K
t t 기에 자본 집약적 중간재의 생산량

K l
Et t 기에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민간 기업의 자본

K l
F t t 기에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의 자본

Kk
t t 기에 자본 집약적 산업의 자본

NEt t 기에 민간 기업의 고용량

NFt t 기에 국가 소유 기업의 고용량

Nt t 기에 노동 인구수(노동 집약적 산업의 고용량)

At t 기에 노동 집약적 산업의 생산기술

SEt t 기에 민간 기업 기업가의 저축

SWt t 기에 근로자의 개인 저축

SBt t 기에 은행의 저축

Wt t 기에 노동 집약적 산업의 임금

Bt t 기에 해외 채권 보유

P k
t t 기에 자본 집약적 중간재의 가격

P l
t t 기에 노동 집약적 중간재의 가격

Mt t 기에 독점 기업의 독점력

Zt t 국가 소유 기업이 노동 집약적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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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경기 변동 모형

중국은 계속 높은 GDP 성장율을 유지해오지만 성장 가운데 경기 변동이 있다.

호황기에 빠르게 성장하고 불황기에 느리게 성장하는 것이다. 또는 산출량을 볼 때

산출량의 평균증가율보다 많이 생산되는 기간을 경기 호황기라고 평균 산출량의 평

균증가율보다낮게생산이증가되는기간을경기불황기라고정의한다. 본장에서는

기술충격이임금,저축,해외채권보유및고용의변화에미치는효과를하고자한다.

뿐만아니라 구조 변동과 경기 변동간의 관계로 동시에 분석한다.

우선 경게 변동 균형식의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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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기 변수 균형식 변수 정의

변수 정의식 정의

at = At/At−1 기술 증가

nt = Nt/Nt−1 노동 증가

sEt−1 = SEt−1/At−2Nt−2 기업가의 저축

klEt = K l
Et/At−1Nt−1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민간 기업의 자본

klF t = K l
F t/At−1Nt−1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의 산출

kkt = Kk
t /At−1Nt−1 자본 집약적 산업의 자본

nEt = NEt/Nt 민간 기업의 고용

nFt = NFt/Nt 국가 소유 기업의 고용

ylF t = Y l
F t/At−1Nt−1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의 산출

ylEt = Y l
Et/At−1Nt−1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민간 기업의 산출

ylt = Y l
t /At−1Nt−1 노동 집약적 산업의 총산출

ykt = Y k
t /At−1Nt−1 자본 집약적 산업의 총산출

yt = Yt/At−1Nt−1 최종재 산출

sBt = SBt/At−1Nt−1 은행의 저축

wt = Wt/At−1 임금

bt = Bt/At−1Nt−1 해외 채권 보유

위의표에정의된변수들에추가하여 κEt, κFt, P
l
t , P

k
t ,mt, Zt, zt, υt 의변수가균형

조건에 포함되면 변수의 수는 24개가 된다. 이는 경기 변동 모형의 식의 수는 24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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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균형식체계의수치해를계산하기위해서로그선형근사방식을사용으로

하기 위해서 추세가 없는 균제 상태에서의 균형 조건들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추세가 제거된 균형 조건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경기 변동 모형에서는 생산 기술

수준의 증가율을 확률 변수라고 가정하는데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한다.

at =
At
At−1

= exp(zt) (20)

zt는 기술 수준의 기간간 증가율을 의미하는데 zt가 외생적으로 상승하면 현재 시점

에서의 기술 수준이 전기의 기술 수준에 비해서 향상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zt가

기간간 변화하는 식은 AR(1)의 식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zt = (1− ρz)µz + ρzzt−1 + εzt (21)

위의 식에서 ρz는 파라미터인데 그 값은 1보다 작고 µz는 현재 시점은 z의 값이 전기

의 z의값에의존하는정도를나타내는기술증가율의장기평균값이다. 그리고기술

충격 εzt은 매기마다 동일한 분포이면서 동시에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로서 평균이 0

이고 표준편차가 σz인 정규 분포를 따르다.

기술 수준의 증가율과 동일한 방식으로 노동 인구 증가율도 확률 변수라고 가정

하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nt =
Nt

Nt−1

= exp(υt) (22)

υt는 노동 인구의 기간간 증가율을 의미하는데 υt가 외생적으로 증가하면 현재 시

점에서의 노동 인구가 전기의 노동 인구에 비해서 증가하는 속도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υt의 기간간 변화는 AR(1)을 식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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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υt = (1− ρυ)µυ + ρυυt−1 + ευt (23)

위의 식에서 ρυ는 υt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인데 그 값은 1보다 작고 µυ는 현

재 시점은 υ의 값이 전기의 υ의 값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 인구 증가율의

장기 평균값이다. 그리고 인구 충격 ευt은 매기마다 분포가 같고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로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συ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실제의 자본량을 실효 노동으로 나누어준 값은 경기 변동 모형에서는 상수가

아니고 변수가 된다. 따라서 κEt는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κEt = (χ)−1klEtn
−1
Et exp(−zt − υt) (24)

위의 식에서 kEt(= KEt/(At−1Nt−1))는 실제의 자본량을 과거의 실효노동으로 나눈

변수이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κFt는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κFt = klF tn
−1
Ft exp(−zt − υt) (25)

위의 식에서 kFt(= KFt/(At−1Nt−1))는 실제의 자본량을 과거의 실효노동으로 나눈

변수이다. 그리고 κEt와 κFt과계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klF t = χ
1−α
α (1− ψ)

1
α
nFt
nEt

klEt (26)

한편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민간 기업의 자본은 기업가의 저축에 의해서 결정되

는데 추세를 제거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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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t = sEt−1 exp(−zt−1 − υt−1) (27)

추세는 제거한 기업가의 저축 결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sEt−1 = ζEψχ(
klEt−1

nEt−1

)α exp((1− α)(zt−1 + υt−1)) (28)

모든 근로자들의 저축량은 다음식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sBt = ζWwt exp(υt) (29)

노동집약적산업에있는국가소유기업의이윤극대화로부터도출되는노동수요의

노동에 대해 식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wt = (1− α)P l
t (k

l
F t)

αn−α
Ft exp((1− α)zt) exp(−αυt) (30)

그리고 노동 집약적 산업에 속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과 민간 기업의 고용을 합하면

총고용량이 되므로 인구 증가의 추세를 제거하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nFt = 1− nEt (31)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의 생산량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ylF t = n1−α
Ft (klF t)

α exp((1− α)(zt + υt)) (32)

또한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민간 기업의 생산량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ylEt = χn1−α
Et (klEt)

α exp((1− α)(zt + υt)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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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식은국가소유기업에서생산한노동집약적중간재와민간기업에서생산한

노동 집약적 중간재의 합은 노동 집약적 산업의 총산출임을 의미한다.

ylt = ylF t + ylEt (34)

최종재의 산출량은 노동 집약적 산업의 산출량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yt = (P l
t )
σylt (35)

한편 자본 집약적 산업의 총산출은 다음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ykt = (ϕ
P l
t

P k
t

)σylt (36)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국가 소유기업의 생산 함수는 다음과 같이 선형 함수가 된다.

ykt = kkt (37)

이식을위의식에대입하여자본집약적산업의자본은아래와같이계산할수있다.

kkt = (ϕ
P l
t

P k
t

)σylt (38)

은행 저축에서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과 자본 집약적 산업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의 자본을 빼서 남는 부분은 외화 보유이다.

bt = sBt−1 exp(−zt−1 − υt−1)− (kkt + klF t) (39)

노동 집약적 중간재 가격과 자본 집약적 중간재의 가격의 관계식은 앞에서 도출한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

28



(
ϕσ(P k

t )1−σ + (P l
t )

1−σ) 1
1−σ = 1 (40)

또한 자본 집약적 중간재의 가격 결정 조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σ(mt)
−1 − (σ − 1)

= (1− (mt)
−1)(σ − 1 +

1

1− α
Zt)

ϕσR1−σ(mt)
1−σ

1− ϕσR1−σ(mt)1−σ
(41)

위의식에포함된구조변동의정도를나타내는변수 zt 국가소유기업이노동집약적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므로 다음과 쓸 수 있다.

Zt =
ylF t
ylt

(42)

그리고 자본 집약적 가격을 이자율로 나눈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mt =
P k
t

R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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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중국식 경제 성장 모형을 경기 변동 모형으로 전환하여 구조 변

동과 경기 변동간의 관계를 이론 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경기 변동 모형의 실제적인 함의를 자료에 의거하

여 입증하기에 중국의 시계열 자료가 부족하다. 소위 경제개혁의 기간이 짧고, 수집

가능한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계량 분석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앞으로과제는분논문의이론적함의를실증적으로검증하는작업이고

이 작업을 위해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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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논문 데이터에 대해 설명

[1]표 4, 표 5 및 그림 1은 Chinese statistical yearbook 데이터를 사용했다.

[2]그림 2, 그림 3은 World Bank 데이터를 사용했다.

[3]그림 4에서 GDP 대비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총산출에 대한 데이터는 China Statistical

Yearbook을 통해서 수집했다. GDP 대비 노동 집약적 SOE의 산출에 대한 데이터는 China

Statistical Yearbook과 China economic census yearbook에서 수집했다. 2005년 발행한China

Statistical Yearbook에서 2004년국가소유기업의공업산출량이없기때문에그부분데이터

가 2004년 China economic census yearbook의제2산업권상을통해서수집했다. 중국은 2004

년부터 제2산업과 제3산업의 발전 규모, 구조, 수익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4년마다 한번

조사를 하고 China economic census yearbook를 발행한다. 그 중에서 국가 소유 기업의 공업

데이터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조사 범위는China Statistical Yearbook과 같다. 그리고 2008

년China economic census yearbook에 있는 데이터가China Statistical Yearbook에 있는 데이

터과 같게 나왔다. 그래서 China Statistical Yearbook에 없는 2004년 부분은China economic

census yearbook를 통해서 보완했다.

[4]그림 5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China Statistical Yearbook에서 수집했다.

[5]그림 6에서 구조 변동에 대한 데이터는 China Statistical Yearbook과 China economic cen-

sus yearbook(2004년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하고 계산했다. 구조를 계산하는 식은 1-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국가 소유 기업 산출/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총산출이다. GDP 성장율 자료

는 World Bank 데이터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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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집약적 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국가 소유 기업독점일때 국가 소유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max
Pk

π = (P kt −R)Kk

자본 집약적 산업의 생산 함수식(식 (6))을 통해서 자본 집약적 산업의 이윤 그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max
Pk

π = (P kt −R)Y k

또한 식 (10)을 통해서 자본 집약적 산업의 산출량은 노동 집약적 산업의 산출량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Y k = (ϕP l/P k)σY l

따라서자본집약적산업의이윤극대화문제는노동집약적산업의산출량으로아래와같이

쓸 수 있다.

max
Pk

π = (P kt −R)(ϕP l/P k)σY l

위의 식은 P k 에 대해서 1계 조건은 아래와 같다.

0 = ((1 − σ) +R(P k)−1) + (1 −R(P k)−1)(σ
dP l

dP k
P k

P l
+
dY l

dP k
P k

P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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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가격 관계식(식 ( 40))을 통해서 다음식을 도출할 수 있다.

dP l

dP k
P k

P l
= − ψσ(P k)1−σ

1 − ψσ(P k)1−σ

노동 집약적 산업 산출량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과 자본 집약적

산업에 있는 민간 기업의 산출량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Y l = Y l
F + Y l

E

노동 집약적 산업의 생산 함수식, 살제의 자본량을 실효 노동으로 나준 값κj에 대한 정

의식,임금결정식(식 (4)),국가소유기업의자본수익률계산식(식 (5))및민간기업과국가

소유 기업의 고용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노동 집약적 산업의 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Y l = (
P lα

R
)−1ψ(χ(1 − ψ))

1−α
α K l

E + (
P ltα

R
)
1−α
α AtNt

위에 있는 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dY l

dP k
P k

Y l
= −(1 − 1

1 − α

Y l
F

Y l
)
dP l

dP k
P k

P l

위에 있는 식들을 정리하면 자본 집약적 중간재 가격의 조건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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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변동 모형의 선형 근사식

기술 수준 증가율식:

ẑt = ρz ẑt−1 + εzt

노동 인구 증가율식:

υ̂t = ρυυ̂t−1 + ευt

κEt와 κFt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선형 근사식:

k̂lF t = n̂Ft − n̂Et − k̂lEt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민간 기업의 자본식:

k̂lEt = ŝEt−1 − ẑt − υ̂t

민간 기업가의 저축식:

ŝEt−1 = αk̂Et−1 − n̂Et−1 + (1 − α)(ẑt−1 + υ̂t−1)

모든 근로자들의 저축량 계산식:

ŝBt = ŵt + υ̂t

임금식:

ŵt = k̂lF t − αn̂Ft + (1 − α)ẑt − αυ̂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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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의 고용식:

n̂Ft = −nEt
nFt

n̂Et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국가 소유 기업의 생산량식:

ŷlF t = (1 − α)n̂Ft + αk̂lF t + (1 − α)(ẑt + υ̂t)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는 민간 기업의 생산량식:

ŷlEt(1 − α)n̂Et + αk̂lEt + (1 − α)(ẑt + υ̂t)

노동 집약적 산업의 총생산식:

ylŷlt = ylF ŷ
l
F t + ylE ŷ

l
Et

최종재의 산출식:

ŷt = σP̂ lt + ŷlt

자본 집약적 산업의 총산출식:

ŷkt = σP̂ lt − σP kt + ŷlt

자본 집약적 산업 생산 함수식:

ŷkt = k̂kt

자본 집약적 산업의 자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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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t = σP̂ lt − σP kt + ŷlt

외환 보유식:

bb̂t = −(kkk̂kt + klF k̂
l
F t) + sB exp(−µz − µυ)(ŝBt−1 − ẑt−1 − υ̂t−1)

노동 집약적 중간재 가격과 자본 집약적 중간재의 가격의 관계식:

ϕσ(P k)1−σP̂ kt + (P l)1−σP̂ lt = 0

또한 자본 집약적 중간재의 가격 결정 조건식:

−σ(m)−1m̂t

σ(m)−1 − (σ − 1)

=
(m)−1m̂t

1 − (m)−1
+

1
1−αZẐt

σ − 1 + 1
1−αZ

+ (1 − σ)m̂t +
(1 − σ)ϕσR1−σ(m)1−σm̂t

1 − ϕσR1−σ(m)1−σ
(1)

구조변동의 정도식:

Ẑt = ŷlF t − ŷlt

자본재 가격을 이자율로 나눈 비율식:

m̂t = P̂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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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분류 및 산출 데이터

표 3: 제조업 분류

노동 집약적 제조업 자본 집약적 제조업

Garments and Other Fiber Products Food Processing

Leather, Furs, Down and Related

Products

Food Production

Furniture Manufacturing Beverage Production

Printing and Record Medium Repro-

duction

Tobacco Processing

Cultural, Educational and Sports

Goods

Textile Industry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Timber Processing, Bamboo, Cane,
Palm Fiber and Straw Products

Ordinary Machinery Papermaking and Paper Products

Special Purposes Equipment Petroleum Refining and Coking

Instruments, Meters, Cultural and

Clerical

Products

Chemical Fiber

Rubber Products

Plastic Products

Nonmetal Mineral Products

Smelting and Pressing of Ferrous Met-

als

Smelting and Pressing of Nonferrous

Metal Products

Transport Equipment

Electric Equipment and Machinery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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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총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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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노동 집약적 제조업에 국가 소유 기업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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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 Analysis of China’s Business Cycle Based on China

Growth Model

MAO ZHUQING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racteristics observed in the process of China’s high output growth can be sum-

marized as follows. 1. Not only production growth rate but also return on capital is

high. 2. There is reallocation in manufacturing sector and a large trade surplus. 3. Pri-

vate firms have more productive technology, but have to save for investment. 4. On the

other hand, although State-owned firms’ productivity is low, they can get loans from

the bank. 5. In financial market, because bank loans that refer to financially integrated

firms decrease, while saving of private sector increase. Financial institutions invest in

foreign bond. It leads to foreign surplus. In this paper, a China’s growing model was

derived, which can explain those Characteristics of China’s growth well. Then I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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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ication of structural change, which occurs in the China growth model, and

business cycle. Especially, I’m curious to know what the effect is to business cycle,

when the speed of structural change become faster or slower.

Keywords: China Growth Model, structural change, business cycle,

reallocation in manufacturing, foreign surplus

Student Number: 2012-2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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