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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최근 통화동맹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을 대상으로

통화통합 후 유로존의 경제적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역내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동태요인모형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유로화 도입 전후의 경기동조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통화통합

이라는 정책 도입이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을 높였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없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글로벌 요인'을 고려한 동태요

인모형과 베이지언 VAR를 이용하여 유로화 도입 전과 후의 경기

동조성을 비교하였으나, 유로화 도입 후에 오히려 유로존의 경기

동조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논문 모두 통화통합

후에 유로존 국가들간의 경기가 동조화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세 번째 논문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와 구조 VAR 모형

을 이용하여 유로존 회원국들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상수지 불균형

의 원인에 대해 그리고 재정정책과 경상수지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리스의 경상수지 적자는 재정수지 적자

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스페인 등의 경우에는 재정수지를 악

화시키는 확대재정정책이 민간부문의 소비나 투자를 증가시켜 경

상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가 오히려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유

로존 국가들간의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준

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 경기동조성, 경상수지 불균형, 통화통합, 동태요인모형, 이중

차분법, 베이지언 VAR

학 번 : 2009-3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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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전체 서론

유럽은 과거 제1,2 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독일과 프랑스간의

적대 요인을 해소하고 유럽의 결속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설립을 시작으로

유럽통합은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어 유럽 역내 시장 완성을 위한 ‘단일

유럽 의정서(Single European Act)’를 1986년 2월에 체결하였으며(’87.7

발효), 동 의정서에 따라 인적, 물적,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제한

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국내입법을 시행함으로써 1993년 1월 역내

단일시장이 성립되었다. 이후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 완성을 위하여 서로

다른 통화의 사용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와 같은 통화장벽(monetary

frontier) 해소를 위하여 1999년 단일화폐(유로화)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1999년 유로화의 도입으로 성립된 유로존은 30년 이상 추진되어온 유

럽통합 노력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무역통합은 역내교역을 크게 증진시키며, 역내교역의 증가는 역내통화간

의 환율안정성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유럽경제공동체 설

립 이후 통화동맹을 형성하기위한 노력은 경제통합의 진전에 따른 자연

스러운 논리의 귀결로 볼 수 있다. 1999년에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

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2001년도의 전세계 경기침체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유로화의 가치도 10년 후 더욱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고 2009년부터 유로존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자 향후 유로존이 지

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회의감이 확산되었다. 이런 유럽의 상황을

볼 때, 과연 경제력 격차가 존재하는 국가들간의 통화통합은 지속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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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통화통합 당시에도 독일,

프랑스 등 중심국들과 스페인, 그리스 등 주변국들과의 경제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였으나, EU 집행위원회(EC 1990)은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간의 경제수준의 수렴이 이루어지고 경기동조화가 이루어진다

고 주장하였다. 정치적 의지로 통합을 진행하던 유럽은 통화통합의 경제

적·이론적 정당성이 필요하였으며 이 때부터 Mundell(1961)의 최적통화

지대(Optimal Currency Area; OCA) 이론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OCA

이론은 1980년대 후반 유럽 경제통화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이에 대한 이론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편익분석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

고, 복수국가간에 단일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기준들을 제시함으

로써 통화통합에 대한 분석틀을 제공하였다.1)

이 이론에 따르면, 통화동맹의 가장 대표적인 전제조건 중 하나는 회

원국들의 경기변동(business cycle)이 동조화(synchronization) 현상을 보

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경기변동을 보이고 있는 회원국

들에게 일치된 공동통화정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유럽 국가들 상당수가 이 OCA이론에 충족되는 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국가들간에 여전히 경제력 격차와 경제적 불균형

이 존재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유로존 출범 준비과정은 통화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생적 효과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논의의 초점은 일부국가들

이 통화통합을 위한 OCA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단일통화의

사용이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며 국가간의 수렴을 촉진시켜 사후적으

1) Mundell(1961)에 의해 처음 등장한 OCA 이론은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발전되었는데(McKinnon(1963), Kenen(1969), Tavlas(1992), Bayoumi and

Eichengreen(1996) 등), 이 이론의 목적은 한 국가가 자국의 독립적인 통화

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와의 통화동맹에 참가할 경우,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OCA의 경제적 기준은 ①

무역통합의 정도 ② 경기동조성 ③ 지역간 노동이동성 ④ 재정이전을 통한

위험분산 시스템 등이다(Frankel and Ros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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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OCA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OCA의 내생

성(endogeneity)이라고 명명되었으며, 경제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국가들

도 통화동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OCA의 내생성 이론을 주장한 가장 대표적 학자는 Frankel and

Rose(1998)이다. 이들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통화통합을 위한 OCA의

전제조건을 사전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통화동맹에

참여하게 되면 역내 교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역내 경기변동의 대칭

성이 높아져 결국 사후적으로 OCA의 기준을 점차 충족시켜 나갈 것이

라는 이른바 ‘OCA의 내생성’을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들이다.

그러나 통화통합을 이룬 국가들간의 경기동조성과 역내 불균형이 완

화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과 연구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

험적으로도 유로존은 출범 후 10여년 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결

국 통합초기 가장 큰 졍제적 격차를 보였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은 현재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리스의 경우, 유로존 탈퇴까지도 거

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통화통합 후 과연 OCA의 내생성 이론과 같이 유로

존의 경제적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역내 불균형이 완화되었는지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통화통합 후 유로존 회원국

들간에 경기동조성이 높아졌는지를 분석한다. 경기동조성은 OCA의 내생

성 이론 중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단일화폐사용에 따른 공동통화정책

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독일과 같은 중

심국들과 그리스, 스페인 등 주변국들간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최근 지역내 경기동조성을 파악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동태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 DFM)을 이용하여

유로화 도입 전후의 경기동조성을 비교하는 한편, 과연 통화통합이라는

정책도입으로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높아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

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ion)을 활용한다. 제3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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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을 분석하되, 글로벌 요인(global factor)을 고려한

모형을 활용한다. Kose et al.(2003)은 동태요인모형(DFM)을 이용하여

세계 각 지역별 경기동조성을 분석하되 글로벌 요인을 모형에 도입함으

로써 순수한 지역별 경기동조성을 분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전세계 34

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Kose et al.(2003)의 모형을 활용하여 글로벌 요인

과 각 지역별 요인이 유로존 국가들을 포함한 34개국의 경기변동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Banbura, Giannone and

Reichlin(2010)와 Kim, Lee and Park(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베이지언

(Bayesian) VAR를 이용, 역시 글로벌 충격과 유로존 충격이 개별국 경

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동태요인모형의 결과와 비교한다. 제

4장에서는 유로존 국가들간의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다룬다. 과도한

재정적자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

일랜드)은 모두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반

면 유로존 재정위기 시기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독일 등은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어 유로존 국가들간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

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제5장은 모든 결과들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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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통화통합과 유로존의 경기동조성

제 1 절 서 론

본 장에서는 OCA의 내생성 이론과 같이 공동통화정책(통화동맹)이

유로존내 국가들간의 경제적 수렴 특히 경기동조성을 높이는가를 분석한

다. 이를 위하여 먼저 통화동맹이 경기동조성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화동맹이 경기동조성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다. 이 많은 연구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는 일반적인 화폐거시 이론대로 통화정책 충격이 개별 국가들의 거시경

제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통화통합 전에는

개별국별로 독자적인 중앙은행이 있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

고 따라서 회원국들간의 경기가 수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통

화통합 후에는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므로 공통의 통화

정책 충격(common monetary policy shock)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회

원국들간의 경기동조성이 통화통합 전보다 더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즉

전통적인 통화정책 전파 경로(금리)를 통하여 소비 및 투자 그리고 물가

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동일한 정책금리로 인하여 회원국별 경기순환

과 인플레이션의 비대칭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이론적 논의보다는 구조 VAR(Structural VAR)를 이용한 자료 중심의

실증분석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FAVAR(Factor Augmented

VAR)를 이용한 연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유로존을 대상으로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monetary transmission

mechanism)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유로존 전체(aggregate level)를 대상

으로 한 연구(Monticelli and Tristani, 1999; Peersman and Sm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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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Cecioni and Neri, 2011)와 개별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Mojon and Peersman, 2003; Peersman, 2004)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연구들(Clements, Kontolemis and Levy, 2001; Ciccarelli and

Rebucci, 2006; Rafiq and Mallick, 2008)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공통

통화정책 충격이 회원국들에게 대칭적 영향(symmetric effect)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Eickmeier and Breitung(2006)와

Eickmeier(2009)는 유로존 회원국들간에 발생하는 이질성(heterogeneity)

은 공동의 통화정책때문이 아니라 개별국 고유의 충격(idiosyncratic

shocks)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Favero, Marcellino and

Neglia(2005)도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충격이 회원국들의 아웃

풋갭(output gaps)과 인플레이션에 동질적인 영향(homogeneous effects)

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Boivin, Giannoni and Mojon(2009)도 단

일통화(common currency)로 인하여 통화정책 전파경로(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가 회원국들간에 상당히 동질적으로 나타났다

고 밝히고 있다. 한편, Barigozzi et al.(2014)는 유로존 회원국들을 대상

으로 FAVAR를 이용하여 유로화도입 전(’99년 이전)과 후(’99년 이후)의

통화정책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유로화 도입 후 회원국들간에 더

동질적인 반응(homogenous response)을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통화동맹이 경기동조성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두 번째 연구는

Frankel and Rose(1998)의 주장과 같이 단일통화로 인하여 역내 환율

불확실성과 화폐교환 비용 등이 제거됨으로써 역내 교역과 자본이동이

확대되고 이로 인하여 역내 국가들간의 경기동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다. 이 두 번째 경로가 유럽단일시장 완성을 위하여 단일통화를 도입해

야 한다는 유럽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이며 OCA의 내생성 이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이론적으

로 보면, 통화통합으로 역내 무역이 확대되면 경기동조성이 높아진다는

주장(Frankel and Rose, 1998)과 통화통합이 무역을 확대시키지만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이 확대되어 국가별로 산업 특화(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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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sation)가 발생하여 회원국들간 경기동조성이 오히려 약화된다는

주장(Krugman, 1993)으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실증분석들은 무역

통합이 경기동조성을 높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Frankel and

Rose, 1998; Kose and Yi, 2006) 또한 산업내 무역 경로(intra-industry

trade linkage)가 강할수록 경기동조성도 높아지며(Imbs, 2004; Calderon,

Chong, and Stein, 2007), NAFTA와 같은 지역협력체도 경기동조성을

높인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Calderon, 2003; Bejan, 2011)

한편, 자본이동의 확대가 경기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

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론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은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금융경로

(financial linkage)를 통하여 다른 국가로 전이되는 전염효과가 더 강하

게 나타난다고 하는 주장(Claessens and Forbes, 2001)이 있는 반면, 국

제금융시장은 오히려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으로의 자본이동을 더욱 활발

하게 함으로써 산업특화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견(Kalemli-Ozcan et

al. 2001)으로 나뉘고 있다. 실증분석측면에서는 자본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선진국은 금융통합이 경기동조성을 높이지만(Imbs, 2006), 자본

이동이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는 신흥국의 경우 금융통합 효과가 선진국

보다 작다는 연구들이 있다.(Kose, Prasad, and Terrones, 2003) Jansen

and Stockman(2004)은 FDI linkage가 강할수록 경기동조성도 높아진다

고 주장한 반면, Kalemli-Ozcan, Papaioannou, and Peydro(2011)은 은행

통합이 높을수록 경기동조성이 더 약화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화동맹이 경기동조성에 미치는 경로는 단일통화 도입으

로 인한 가격체계의 투명성, 향후 경기 및 물가에 대한 동일한 기대형성,

회원국들간 협력체계 강화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Garcia-Herrero et

al.(2001)은 단일통화의 사용이 역내시장에서의 가격체계를 투명하게 함

으로써 EU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다양한 제도의 수렴을

유도하여 경기동조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Artis and Zhang(1997)

도 EMU의 형성과정이 회원국들에게 일종의 훈련 효과(disciplining



- 8 -

전파경로 경기동조성에 미치는 영향

(i) 전통적인 통화정책 

경로(금리)를 통한 영향

소비 및 투자 등 거시경제변수에 영향 

→ 경기동조성 ↑

(ii) 환율 불확실성 해소 → 역내 

무역 및 자본이동 증가

· 무역통합: 이론적으로는 의견이 나뉘지

만 실증분석은 대체로 동조성 ↑

· 금융통합: 이론적, 실증분석 모두 분명

하지 않음

(iii) 가격체계의 투명성 및 역내 

협력 강화 등
경기 동조성 ↑

effect)를 가져왔으며, 이 효과는 경기 동조화를 비롯하여 물가의 수렴에

도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McCallum(1995)도 단일통화의 도입이 예측가

능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주체간의 장기적인 신뢰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교

역과 투자를 증가시켜 국가들간의 경기동조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Engel and Rogers(2004)도 단일통화의 사용이 통상정책 및 노동정책의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국가들이 공통된 특성을 갖는 데 기여하고 이로 인

해 점차 단일통화 사용국들간의 경기동조성은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표 2-1> 공동통화정책(common monetary policy)이 경기동조성에

미치는 경로

지금까지는 통화통합이 경기동조성을 높이는 경로에 대하여 기존 문

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

동조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유럽의 공

통된 경기변동(common European business cycle)’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으나 역시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 못하다(De Haan, Inklaar,

Jong-a-Pin, 2008; Giannone, Lenza, and Reichlin, 2010). Artis and

Zhang(1997), Bergman and others(1998), Lumsdaine, and Prasad(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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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 Krolzig, and Toro(2004) 등은 유럽의 고소득국가들간에 경기동조

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Artis(2003), Canova, Ciccarelli,

Ortega(2007), Camacho, Perez-Quiros, and Saiz(2008) 등은 1990년대

이후로는 유럽의 공통된 경기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Jim Lee(2012)는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높아졌음을 보였으나 그것이 통화통합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Goncalves, Rodrigues, and Soares(2009)는 이

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으로 ’99년 유로화 도입 후

유로존 국가들간의 상관계수가 OECD국가들보다 더 높아졌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99년 통화통합 후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높아졌는지를 실

증적으로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은 전반적인 유럽의 공통 경기변동을 찾

아내는가에 집중되어 있을 뿐 유로존을 대상으로 특히 통화통합이 유로

존의 경기동조성을 높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매우 미흡하다. 물론

Goncalves, Rodrigues, and Soares(2009)의 연구는 통화통합 후 유로존

의 경기동조성을 분석하고는 있으나 유로존 국가들간의 상관관계를 중심

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지역내 국가들간의 경기동조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동태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을 이용하여 유로화 도입 후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증가하였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동조성에 통화통합이라

는 정책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중차분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유로존 국가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개괄적인 경

기동조성을 파악한다. 제3절에서는 동태요인모형(DFM)과 베이지언 추론

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4절에서는 동태요인모형을 통하여 추정한 유로존

경기동조성을 분석한다. 제5절에서는 유로존의 경기동조성 제고가 과연

통화통합이라는 정책도입으로 인한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

제집단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법으로 실증분석하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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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로존 경기동조성 개관: 상관관계

본 논문에서는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경기동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태요인모형(dynamic latent common factor model)을 활용하였다. 그러

나 기본적으로 변수들간의 동조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관관계(correlations) 분석을 먼저 수행해보기로 한다.

분석대상 국가는 유로화를 공통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유로지역 회원

국인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

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모두 11개국이다. 최근에 유로지역

에 가입한 슬로베니아, 키프러스, 몰타, 슬로바키아 등은 본 분석에서 제

외한다.2) 경기동조성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11개 유로지역 회원국의 분

기별 실질 GDP 증가율이다. 자료는 Oxford Economics의 Global

Economic Databank에서 가져왔으며, 계절조정된 전기대비 분기별 자료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1999년 유로화 도입 전후의 유로지역 경기동조

성을 파악하여 비교하는 것이므로 1999년을 기준으로 두 기간, 즉 유로

화 도입 전(1986.1Q～1998.4Q)과 유로화 도입 후(1999.1Q～2013.4Q)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유로화 도입 전 시기(1986.1Q～1998.4Q)의 유로지역 회원국들간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2-2>에서 보듯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로지역의 중심국들의 경우 상관계수가 0.3～0.4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는 다른 회원

국들간의 상관계수가 대체로 0.2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다른 재

정위기국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상관계수는 중심국들보다는 다소 낮지

만 그리스나 아일랜드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 1999년 1월에 유로존이 정식 출범하였으며, 본 분석 대상국들은 그리스(2001년에

유로존 가입)를 제외하고는 1999년 정식 출범시 참가한 국가들이다. 그 후 슬로

베이나(2005년), 키프러스(2008년), 몰타(2008년), 슬로바키아(2009년) 등이 유로존

에 가입하였으나, 1999년을 기준으로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을 비교하는 본 논문의

특성상 나중에 가입한 4개국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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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유로존 회원국들간 경제성장률 상관계수(1986.1Q～1998.4Q)

　 Belgium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Netherlands Portugal Spain Austria

Belgium

France 0.572

Germany 0.331 0.367

Greece 0.234 0.196 0.220

Ireland 0.062 0.143 0.144 0.017

Italy 0.242 0.427 0.174 -0.003 0.013

Netherlands 0.504 0.544 0.396 0.075 0.114 0.038

Portugal 0.343 0.306 0.222 0.256 0.249 -0.112 0.151

Spain 0.397 0.432 0.206 0.372 0.036 -0.114 0.414 0.434

Austria 0.307 0.458 0.432 -0.010 0.154 0.260 0.127 0.190 0.253

Finland 0.299 0.428 0.046 0.035 0.010 0.241 0.271 0.072 0.098 -0.032

자료: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 Databank, October 2014.

그런데 유로화 도입 후(1999.1Q～2013.4Q)를 보면, <표 2-3>에서 보

듯이 회원국들간 상관관계는 전 시기에 비하여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중심국들의 상관계수는 무려 0.7까지 올라갔으

며,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상관계수도 0.4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등 경제위기

는 국가들간의 경기동조성을 더욱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금융위기

의 영향을 제외한 유로존 경기동조성을 보기 위하여 2007년 4분기까지의

상관관계를 다시 추정하였다. <표 2-4>는 유로화 도입 후(1999.1Q)부터

세계금융위기 전(2007.4Q)까지의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상관계수

를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 등의 중심국들은 다소 상관계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유로화 도입전 시기

와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상관계수가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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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유로존 회원국들간 경제성장률 상관계수(1999.1Q～2013.4Q)

　 Belgium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Netherlands Portugal Spain Austria

Belgium

France 0.815

Germany 0.694 0.770

Greece 0.243 0.335 0.168

Ireland 0.412 0.451 0.273 0.044

Italy 0.778 0.792 0.782 0.303 0.376

Netherlands 0.712 0.722 0.701 0.374 0.330 0.728

Portugal 0.517 0.488 0.407 0.335 0.257 0.606 0.535

Spain 0.663 0.685 0.480 0.537 0.434 0.769 0.743 0.530

Austria 0.829 0.736 0.634 0.245 0.400 0.740 0.725 0.494 0.681

Finland 0.672 0.696 0.729 0.218 0.271 0.748 0.604 0.564 0.613 0.578

자료: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 Databank, October 2014.

<표 2-4> 유로존 회원국들간 경제성장률 상관계수(1999.1Q～2007.4Q)

　 Belgium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Netherlands Portugal Spain Austria

Belgium

France 0.595

Germany 0.322 0.513

Greece -0.128 0.179 0.033

Ireland 0.316 0.286 0.166 -0.273

Italy 0.522 0.628 0.580 -0.024 0.142

Netherlands 0.466 0.508 0.613 0.000 0.265 0.451

Portugal 0.237 0.203 0.002 -0.056 0.200 0.285 0.282

Spain 0.401 0.434 0.210 0.199 0.092 0.551 0.426 0.217

Austria 0.653 0.398 0.286 0.055 0.237 0.442 0.506 0.381 0.380

Finland 0.242 0.395 0.298 -0.201 0.131 0.250 0.098 0.279 0.072 0.174

자료: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 Databank, October 2014.

이번에는 유로화 도입 전후의 유로존 회원국들간 상관관계가 전반적

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앞의 <표 2-2> ～ <표 2-4>

에서 나온 상관계수들의 (단순)평균을 계산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표

2-5>에서 보듯이 유로화 도입 전의 유로존 회원국들간 상관계수 평균치

는 0.219였으나 유로화 도입 후에는 0.545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경

제위기 기간을 제외한 유로화 도입 후(～2007.4Q)의 상관계수 평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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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1로 유로화 도입 전보다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편, 유로존 상관

계수 외에 유럽연합(EU) 14개국의 상관계수도 추정하여 비교하였는바,

유로존 상관계수보다 다소 작은 값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변화는 유로존

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였다. 즉 1999년 이전의 상관계수 평균치는 유로

존(0.219)보다 다소 작은 0.169를 기록하였으며, 1999년 이후는

0.530(1999.1～2013.4Q), 0.230(1999.1Q～2007.4Q)로 유로존 상관계수보다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표 2-5> 역내 경제성장률의 상관계수

pre-EMU post-EMU

1986.1Q~1998.4Q 1999.1Q~2013.4Q 1999.1Q~2007.4Q

Euro Area 0.219 0.545 0.271

EU14 0.169 0.530 0.230

주: 1. 회원국 양자간 상관관계의 단순 평균치임.
2. EU14에는 유로지역 회원국외에 영국, 덴마크, 스웨덴이 포함됨.

자료: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 Databank, October 2014.

제 3 절 분석방법(Methodology)

1. 동태요인모형(Dynamic Common Factor Model)

경제변수들간의 동조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관관계 분석이

많이 수행되지만, Moneta & Ruffer(2006)가 언급한 바와 같이 상관관계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있다. 우선 상관관계 분석은 시계열 변수

들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동행성 부분(common co-movement part)과 개

별 시계열 고유의 특이적 부분(idiosyncratic part)을 분리하지 못하기 때

문에 공통충격(common shock)이나 스필오버(spill over) 효과 등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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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은 정태분석에 불과하므로

동행성의 동적변화를 추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관

관계 분석은 경기변동을 양국가간의 관계(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countries)에서 찾는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유로지역과

같은 지역차원(region-wide)에서의 경기변동을 분석하는데 적절치 못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동태요인모형(dynamic latent

common factor model)을 활용하여 유로지역의 경기동조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Stock and Watson(1989, 1991)에 의하여 개발된 동태요인모형은

관찰이 가능한 여러 거시경제 시계열 변수들의 변동을 동행성

(comovement)을 나타내는 공통요인(common factor)와 개별 시계열 고

유의 특이적인 변동부분(idiosyncratic part)으로 분해하는 통계적 추론법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계열 자료의 변동을 분해하기 위해

서는 공통요인(common factor)와 개별적(idiosyncratic) 변동 부분에 대

한 식별(identification)이 필요하다. 이는 시계열 자료의 변동은 관측될

수 있으나 이들 두 부분은 관측이 불가능한 요소(unobservable

component)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태요인모형은 아래 식(2-1)～(2-3)으로 나타낼

수 있다.

(2-1)  
 

(2-2) 


  
 

  
  ⋯  

  
 



(2-3)        ⋯     

단, 여기서 
 ～ N(0, 1)

   이고 는  ,의 표준편차,  ～ 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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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1)에서 는 분석대상 국가(i=1,.......,N)의 실질GDP 증가율(즉

유로존 11개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이다. 
은 개별국가(i)가 속한 k

지역(여기서는 유로존)에 의해 공유되는 공통요인(regional common

factor)을 의미하는데,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변동(business cycle)의 동행

성을 주도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는 공통요인 변화에 대한 개별국 경

제성장률()의 반응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인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이다. 는 유로존 i국 경제성장률의 변동에서 공통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는 개별국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idiosyncratic

term)이다. 공통요인(
)과 특이요인()은 각각 AR(p)와 AR(q)의 자기

회귀(Autoregressive)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식 (2-2)와

(2-3)의 교란항 
와 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상호 독립인 것으로 가정

하였다. 또한 방정식의 식별(identification)을 위하여 
의 분산은 1로 정

규화(normalization)하였다.

정리하면,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유로존 역내의 경기변동을

주도하는 유로존 공통요인(Euro common factor)과 개별국 고유의 특성

요소로 분리되며, 이들은 독립적으로 자기회귀과정을 따르게 된다. 여기

서 실제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는 유로존 개별국들의 경제성장률뿐이며,

유로존 공통요인(
)과 개별국 고유의 요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latent) 부분들로 파라미터들과 함께 추정되어야 한다.

모형을 추정한 후,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과연 유로존의 공통요

인(latent common factor)과 개별국 고유요인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영향

을 받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 식(2-4)와 같은 분산분해를 실시한

다. 지역공통요인(
)과 국가의 특성 요인()은 상호간에 독립적이므로

식(2-1)의  는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해 아래의 식

(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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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리고 식(2-4)에서 개별국들의 경기변동에 대한 공통요인의 기여도

를 계산할 수 있는데, i 국가의 경기변동에 대한 k 지역(여기서는 유로

존) 공통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아래의 식(2-5)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2-5)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마찬가지로 Oxford

Economics의 Global Economic Databank에서 수집한 유로존 11개국의

분기별 실질 GDP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분기별 자료는 계절조정된 전기

대비 자료이다. 그리고 데이터의 기간은 1999년을 기준으로 두 기간, 즉

유로화 도입 전(1986.1Q～1998.4Q)과 유로화 도입 후(1999.1Q～2013.4Q)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3) 그리고 모형 추정시 식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Stock and Watson(1991), Kose et al.(2012) 등은 실질 GDP 증가율

에서 각 시계열의 평균치를 뺀 값(deviation from mean)을 사용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3) 분석을 위한 자료(data)를 1986년 1분기부터 사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

문이다. 첫째는 분석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1986년 1분기부터 가능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많은 연구들

(Hirata et al.(2013), Kose et al.(2012), Stock and Watson(2005) 등)에서

1980년대 중반기를 세계경제의 구조변화(structural break)가 발생한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즉 1980년대 중반 이후를 세계화 시대(globalization period)

또는 대안정기(great moderation)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1980년대 중반기 이후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세계화 시대 또는 대안

정기 시대를 대상으로 경기동조성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 17 -

2. 모형의 추정(베이지언 추정법)4)

동태요인모형은 Stock and Watson(1991)의 연구에서와 같이 상태공

간모형(State Space Representation)을 구성하여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극대화시키는 추정치를 구하는 칼만필터(Kalman filter)와 베

이지언 추론법(Bayesian approach)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칼

만필터를 이용하여 모형의 파라미터와 공통요인을 수치적(numerical)으

로 추정할 경우,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가 많거나 상대적으로 충분한 데

이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종종 수치적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태요인모형 추정에 Kose, Otrok and

Whiteman(2003), Duval et al.(2014)에서와 같은 베이지언 MCMC

(Markov Chain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공통요인에 대한 베이지언 추론법으로 Carter

and Kohn(1994)의 알고리듬을 적용하였으며, 깁스-샘플링

(Gibbs-sampling)을 통해 공통요인과 파라미터들의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를 추정하였다.5) 모든 추정은 10,000 번의 Gibbs-sampling

방법을 통해서 구한 값 중에서 초기 2,000번의 시뮬레이션에서 구한 값

들을 제외한 8,000번의 시뮬레이션 값을 기반으로 모수의 사후분포

(posterior distribution)를 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파라미터들의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를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즉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 및 자기회귀과정의 모든 파라미터들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

인 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식(2-3)의 교란항 의 사전분포들은

모두 역감마(inverted Gamma)분포 (6, 0.001)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

4) 공통요인과 파라미터 추정을 위한 베이지언 추론법에 대한 설명은 Kim and

Nelson(1999)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5) Carter and Kohn(1994)의 알고리듬에 대해서는 Kim and Nelson(1999)에 자

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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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2-2), (2-3)에 나타나 있는 자기회귀과정의 시

차는 모두 AR(2) 즉 p=q=2로 설정하였다.

베이지언 Gibbs-sampling은 결합확률분포로부터 모형의 파라미터와

관측되지 않은 공통요인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식(2-1)～(2-3)의 모형을

베이지언 Gibbs-sampling으로 추론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통

요인 및 파라미터들은 아래의 표기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  ′,
     ′,
  

 ⋯  ′, 여기서      


   

 
 ⋯ 

 ′,
     ⋯  ′,
  
′ ′ ⋯′ ′

    ⋯  ′, i=1, 2, … 11

그리고 아래의 (ⅰ)～(ⅲ)단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모형의 파라미

터와 생성된 공통요인 (generated set)를 얻게 된다.

(ⅰ) 모형의 모든 파라미터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공통요인 

를 생성

(ⅱ) 공통요인가 주어졌을 때, 식(2-2)의 를 생성

(ⅲ) 공통요인 와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식(2-1) 및 식

(2-3)의 ,
, 

 (i=1, 2, …11)를 생성

(ⅲ-1),
,
, 

가 주어져 있을 때, 를 생성

(ⅲ-2),
, 

, 가 주어져 있을 때, 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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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 ,

가 주어져 있을 때, 
를 생성

그러면 이제 위의 3단계의 모든 과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ⅰ) 모형의 모든 파라미터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공통요인

를 생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동태공통요인 에 대한 베이

지언 추론법은 Carter and Kohn(1994)의 알고리듬을 적용하였다. Carter

and Kohn(1994)의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태요인모형을 우선 상

태공간모형(state space representation)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식(2-1)

각각의 개별방정식 양변에  
을 곱하고 식(2-3)을

이용하여 변환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2-6)     , i=1, 2, … 11

위의 식(2-6)을 상태공간모형으로 전환하면 식(2-7), (2-8)의 측정방정

식(Measurement Equation)과 식(2-9), (2-10)의 전이방정식(Transition

Equa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측정방정식(Measurement Equation)>

(2-7)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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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 

  ⋱ ⋮
⋮⋮ ⋱ 

  ⋯  


여기서, 
        , i=1, 2, … 11

<전이방정식 (Transition Equation)>

(2-9)












  
  












  
  
  











  
  
  
















(   )

(2-10) ′








  

  
  

(ⅱ) 공통요인 가 주어졌을 때, 식(2-2)의 를 생성

우선 식 (2-2)의 회귀방정식을 아래와 같은 행렬식으로 나타낸다.

(2-11)      ∼

식 (2-11)의 회귀방정식에서 의 사전분포가

와


를 평균과 분산으

로 갖는 정규분포 ∼ 



  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 사후분포

는 식 (2-12)와 같은 정규분포를 갖게 된다. 여기서 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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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root)이 unit circle 밖에 존재해야 한다는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stationary) 조건을 의미하는 지표다.

(2-12)  ∼     

여기서,   

   ′ 


  


   ′,

  

     ′ 

(ⅲ) 공통요인 와 데이터(), 식(2-1) 및 식(2-3)의 ,
, 



(i=1, 2, …11)를 생성

(ⅲ-1) ,
,
, 

가 주어져 있을 때, 를 생성

식(2-1) 각각의 개별방정식 양변에  
을 곱하고

식(2-3)을 이용하여 변환하면, 다음과 같은 식 (2-13)을 구할 수 있다.

(2-13) 
  

   , ∼
, i=1, 2, … 11

여기서, 
       


     

그리고 식(2-13)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식(2-14)와 같다.

(2-14)


  


   , ∼ 
  , i=1, 2, … 11

식 (2-14)에서 의 사전분포가 정규분포  
  

∼ 



, i=1, 2,

… 11 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 사전분포와 우도함수를 결합하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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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2-15)와 같은 사후분포를 도출하게 되고 이러한 사후분포로부터

를 생성할 수 있다.

(2-15)    
  
 ∼   

 

여기서,   



 
 

 ′  



 


  

 
 ′ ,

  



 
 

 ′  

(ⅲ-2) ,
, 

, 가 주어져 있을 때, 를 생성

식(2-1)을     로 전환하여 식(2-3)의 양변에 곱하여 행렬

식으로 표현하면 식(2-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16)


  

 , ∼ 
  , i=1, 2, … 11

의 사전분포가    
∼ 




  , i=1, 2, … 11 이고, 여기에

우도함수를 결합하면 아래 식과 같은 사후분포가 도출되고 이 사후분포

로부터 를 생성할 수 있다.

(2-17)     
  
 ∼   

 

여기서,   



 
 

′ 



 


  

 
′′,

  



 
 

′ 

(ⅲ-3) ,
, ,

가 주어져 있을 때, 
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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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전분포 

   
 ∼ 


 

 
, i=1, 2, … 11 에 우도함수를

결합하여 식(2-18)의 사후분포를 유도한 후 이 사후분포에서 
을 생성

한다.

(2-18) 
   
 
 
 ∼ 


 




여기서,    

     
 ′  

제 4 절 추정결과

1. 동태공통요인(Dynamic common factors)

동태공통요인모형의 추론을 통하여 추정한 유로존의 공통요인 (Euro

dynamic latent factor)의 변동은 아래의 <그림 2-1>, <그림 2-2>와 같

다. 유로존의 대표적 회원국인 독일의 경기변동과 비교하기 위하여 유로

존 공통요인과 독일의 경기변동을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2-1>은 유로화 도입 전 시기의 유로존 공통요인과 독일의 경

기변동을 나타내며, <그림 2-2>는 유로화 도입 후의 경기변동을 나타낸

다. 유로화 도입 전과 후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유로화 도입 전보다 상

대적으로 유로화 도입 후에 독일의 경기변동이 유로존 공통요인의 변동

과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일의 경기변

동은 유로화 도입 전보다 도입 후에 유로존의 공통요인에 의해 더 영향

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유로존의 다른 회원

국들도 독일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면, 유로화 도입 후 유로존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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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기동조성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 유로존 공통요인(Euro factor): 유로화 도입 전

<그림 2-2> 유로존 공통요인(Euro factor): 유로화 도입 후

<표 2-6>은 모형의 추정치 중에서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을 제시

하고 있는데, 요인부하값은 유로존 공통요인(common factor)이 유로존

회원국 경제성장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다.6)

6) 식(2-1)～(2-3)에는 많은 수의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추정결과를

모두 나타내는 것은 지면 관계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라미터 중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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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추정결과(posterior): 

　 1986.1Q～1998.4Q 1999.1Q~2013.4Q 1999.1Q~2007.4Q

Belgium 0.354 0.241 0.148

France 0.364 0.222 0.235

Germany 0.312 0.367 0.315

Greece 0.348 0.260 -0.001

Ireland 0.305 0.428 0.623

Italy 0.284 0.326 0.463

Netherlands 0.248 0.262 0.103

Portugal 0.372 0.245 0.331

Spain 0.365 0.160 0.157

Austria 0.212 0.232 0.042

Finland 0.351 0.490 0.239

평균 0.320 0.294 0.241

분산 0.003 0.009 0.034

앞의 그림에서 살펴본 독일의 예를 보면, 유로화 도입전에는 유로존

공통요인이 독일의 경제성장률에 약 0.312만큼의 영향을 주었다면 유로

화 도입 후(’99～’13)에는 약 0.367의 영향을 주어 유로화 도입 후 독일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공통요인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유로화 도입 후 기간 중 세계금융위기를 제외한 기간(’99～’07)을

그 전 기간과 비교하여 보면, 공통요인이 개별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회원국들간에 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의

경우 공통요인의 영향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고 아일랜드는 그 전기

간보다 두 배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회원국들간에 편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부하값들의 분산을 구해보면 이러한 성향은 더욱

명확해지는데, 유로화 도입 전(’86～’98)에는 분산이 0.003이었으나, 유로

화 도입 후 기간(금융위기 제외기간 즉 ’99～’07)의 분산은 0.034를 기록,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즉 유로화 도입 후 유로존 공통요인이 개별

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수렴(convergence)되기보다는 오히려 분산

목적에 부합하는 요인부하값의 추정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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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ce)되는 모습이다.

2. 경기변동 요인(Variance Decompositions)

이제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경기변동이 유로화 도입 전후로 어떻게 변

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유로존 회원국들의 경기변동이

유로존 공통요인에 의하여 더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개별국 고유의 특이

적 상황에 의하여 더 영향을 받는지를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즉 유로존 회원국들의 경기변동에서 유로존 공통

의 충격(common shock)에 의한 유로존 경기의 동행성과 개별국 특성에

영향을 받는 특이적 변동이 각각 차지하는 기여도를 앞에서 살펴본 식

(2-4)와 (2-5)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는 관측되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경기변동으로부터 이를 주도하는 비관측

요인들의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변동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볼 수 있다.

유로존 개별 회원국들의 총 경기변동에서 개별 요인(공통요인과 개별국

특이적 요인)의 변동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아래의 <표 2-7>과 같이 제

시하였다.

개별국들의 경기변동에서 유로존 공통요인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보면,

유로화 도입 전에는 평균 22.27%, 유로화 도입 후에는 49.07%를 기록하

고 있다. 이는 유로화 도입 전과 후 모두 유로존 경기변동이 개별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역적인 요인(예를 들어, 공동통화정

책 등)에 비해 주로 지역특성에 의해 주도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통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유로화 도입 후에 약 두 배

이상 상승(22.27% → 49.07%)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로화 도입 전

과 비교하여 유로화를 사용한 후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유로존 공

통요인에 의하여 더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유로존 경

기변동의 동조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원국별로 살펴

보더라도 유로화 도입 전보다는 도입 후에 공통요인에 의한 경기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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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아일랜

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타회원국에 비하여 공통요인의 기여도가

유로존 평균치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유로화 도입 후에는 공통요인

의 기여도가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다른 회원국 또는 유로존 평균치보

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7>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

　

pre-EMU(1986.1Q～1998.4Q) post-EMU(1999.1Q～2013.4Q)

Common factor Idiosyncratic Common factor Idiosyncratic

Belgium 36.39 63.61 64.53 35.47

France 80.83 19.17 72.85 27.15

Germany 15.08 84.92 69.19 30.81

Greece 1.98 98.02 9.18 90.82

Ireland 1.39 98.61 18.38 81.62

Italy 26.96 73.04 79.43 20.57

Netherlands 21.18 78.82 58.06 41.94

Portugal 9.12 90.88 31.95 68.05

Spain 18.82 81.18 22.74 77.26

Austria 24.09 75.91 57.13 42.87

Finland 9.15 90.85 56.35 43.65

평균 22.27 77.73 49.07 50.93

지금까지의 결과로 볼 때, 유로화 도입 후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높

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동조성이 높아진

이유를 Frankel and Rose(1998)의 주장대로 역내 환율제거에 따른 교역

증가로 인한 것인지를 유추하기 위하여 유로화 도입 전후로 유로존 국가

들의 역내 무역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우선 역내 실질무역증가율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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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유로화 도입 후(1999.1Q～

2007.4Q 기준)의 역내 실질무역 증가율(7.5%)이 유로화 도입 전 기간

(4.4%)보다 높았다.(표 2-8 참고) 이 수치를 보면, 역내 무역증가가 유로

존 경기동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역외 부문의 실질무역증가율을 보면, 같은 기간 동안 3.9%에서 9.0%

로 크게 증가하여 역내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로

화 도입 후 역내외 모두 실질무역증가율이 증가하였으나 역외교역 증가

율이 역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표 2-8> 유로존 국가들의 역내외 실질무역 증가율(%)

　 1986.1Q～1998.4Q 1999.1Q~2013.4Q 1999.1Q~2007.4Q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Belgium 4.66 6.27 4.75 5.93 9.89 10.07

France 5.31 5.34 3.14 3.26 6.29 5.75

Germany 4.08 5.31 5.04 6.26 10.17 10.69

Greece -5.16 -4.57 0.81 7.51 7.94 13.27

Ireland 10.52 10.10 1.13 0.51 3.96 2.19

Italy 2.00 2.14 1.82 4.68 6.02 9.40

Netherlands 3.38 6.22 4.90 6.83 8.08 9.88

Portugal 4.34 -0.79 2.53 4.56 6.00 6.35

Spain 8.44 4.16 3.13 6.78 7.74 10.64

Austria 5.73 5.80 4.08 6.54 8.39 11.24

Finland 5.11 3.19 2.42 3.76 8.27 10.01

평균 4.40 3.92 3.07 5.15 7.52 9.04

주: 역내 실질무역증가율은 각국의 유로존 11개국과의 실질 무역액(수출+수입) 연평균

변화율(%)이며, 역외 실질무역증가율은 각 국의 전세계 국가들과의 실질무역액에

서 역내 실질무역액을 뺀 실질무역액의 변화율(%)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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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유로존 국가들의 역내외 교역 비중의 변화를 보더라도

같은 현상이다. <표 2-9>를 보면, 유로화 도입 후의 역내 무역비중이 유

로화 도입전 기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유로화 도입

후 역내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역외교역은 역내교역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제3장에서 글로

벌 요인을 고려한 모형분석을 통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아무튼 제2장의 분석모형에 따르면, 유로화 도입 후 유로존의 경기동

조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높아진

것이 과연 통화통합을 통한 유로화의 사용때문인지를 보다 엄밀하게 증

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표 2-9> 유로존 국가들의 역내 무역 비중(%)

　 1986.1Q～1998.4Q 1999.1Q~2013.4Q 1999.1Q~2007.4Q

Belgium 64.0 59.2 60.1

France 51.3 52.3 52.4

Germany 46.9 41.7 42.2

Greece 56.0 42.0 45.7

Ireland 32.8 33.8 33.3

Italy 51.5 45.1 47.0

Netherlands 58.8 50.4 51.8

Portugal 62.5 67.0 68.1

Spain 55.7 54.1 56.6

Austria 62.3 57.7 59.1

Finland 33.7 32.9 33.5

평균 52.3 48.7 49.8

주: 각 국의 對세계 무역액(수출+수입)대비 유로존 11개국과의 무역액(수출+수입) 비

중(%)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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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이중차분법

1. 통제집단(control gro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통합 후 유로존 역내 경기동조성이 높

아진 것으로 분석되지만 이것이 과연 통화통합으로 인한 것인지는 분명

하지 않다. 즉 1999년에 통화를 통합한 정책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1999년 이후 유

로존내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유로존 국가들간의 경기동조성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높아

진 원인이 통화통합이라는 정책효과와 다른 요인들이 혼재된 것이라면

진정한 정책효과만을 분리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책효

과분석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을 이용하였다.

우선 1999년 이후에 통화통합 정책이 시행된 유로존을 처리집단

(treated group)으로 놓고, 통화통합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다양한 통제

집단을 선정하여 이중차분법을 시행하였다. 다양한 통제집단은 아래 <표

2-11>에 정리되어 있는바, 우선 (i) EU회원국 14개국, (ii) EU와 FTA를

구성하고 있는 유럽국 5개국 (iii) 동아시아 10개국 등 지역별 국가들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유럽, 동아시아, 북미, 남미 등 지역별로

경기동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Moneta and Ruffer(2009), Mumtaz et

al.(2011), Hirata et al.(2013) 등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지역별 국가들

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한 것이다. 유로존의 순수한 통화통합의 정책효과

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화는 통합하지 않았지만 역내 교역확대로 경기동

조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협력체를 통제집단으로 선정한 것이다. 한편,

Kose et al.(2012)은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상호간에는 경기 탈동조화

(business cycle 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선진국간에 그

리고 신흥국간에는 경기동조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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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iv) 선진국 OECD 회원국 9개국과 (v) 신흥국 17개국도 통제집단으

로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vi) 유로존 11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

든 국가(26개국)도 통제집단으로 포함하였다.

<표 2-10> 처리집단(treated group)

Region Countries

Eurozone 11개국
Austria, Belgium,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Netherlands, Portugal, Spain

<표 2-11> 통제집단(control group)

Region Countries

(i) EU 14개국

Austria, Belgium,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Netherlands, Portugal, Spain, UK,

Denmark, Sweden

(ii) EU FTA 5개국 UK, Denmark, Norway, Sweden, Switzerland

(iii) East Asia

10개국

Korea, China, Hong Kong, Indonesia, Japan,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aiwan, Thailand,

(iv) OECD 9개국
UK, Denmark, Norway, Sweden, Switzerland, Japan,

Australia, US, Canada

(v) Emerging

Countries 17개국

Korea, China, Hong Kong,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aiwan, Thailand, India,

Turkey, Argentina, Brazil, Chile, Venezuela, Mexico,

South Africa

(vi) non-Eurozone

26개국(기타 모든 
국가)

UK, Denmark, Norway, Sweden, Switzerland, Japan,

Australia, US, Canada, Korea, China, Hong Kong,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aiwan,

Thailand, India, Turkey, Argentina, Brazil, Chile,

Venezuela, Mexico,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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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을 선정한 후, 유로존을 대상으로 제3절에서 수행했던 동태공

통요인모형의 추정과 분산분해 분석을 (i)～(vi)의 통제집단별로 똑같이

수행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 2-12>에서는 통제집단 중에서 (iii) 동

아시아(East Asia)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별국 경기변동에서 동아시아 공

통요인의 변동성이 차지하는 비중(즉 동아시아 공통요인 기여도)을 계산

하여 유로존과 비교하였다. <표 2-12>의 처리집단(유로존)의 분산분해

결과는 앞의 <표 2-7>의 내용과 같다. 1999년 유로화 도입 전후 시기를

비교하면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즉 유로존 개별국 경기변동에서 유로존

공통요인의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22.27%에서 49.07%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화를 통합하지 않았던 동아시아의 경

우도 1999년을 기준으로 경기동조성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8.37%에서

37.20%로 역시 높아졌다.

<표 2-12> 유로존과 동아시아의 분산분해 결과(%)

　처리집단(treated group) 통제집단(control group)

(Euro) pre-1999 post-1999 (East Asia) pre-1999 post-1999

Belgium 36.39 64.53 Korea 36.05 36.69

France 80.83 72.85 China 1.32 27.22

Germany 15.08 69.19 Japan 13.94 38.78

Greece 1.98 9.18 Hong Kong 30.32 54.70

Ireland 1.39 18.38 Indonesia 50.75 2.93

Italy 26.96 79.43 Malaysia 44.02 54.00

Netherlands 21.18 58.06 Philippines 10.22 23.37

Portugal 9.12 31.95 Singapore 32.14 55.99

Spain 18.82 22.74 Taiwan 8.31 64.15

Austria 24.09 57.13 Thailand 56.63 14.13

Finland 9.15 56.35 　 　 　

평균 22.27 49.07 평균 28.37 37.20

주: 각 국의 경기변동에서 각 지역별 공통요인(common factor)의 변동성이 차지하는
비중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집단과 각 통제집단의 분산분해를 모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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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요약하여 아래의 <표 2-13>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13>

에서 보듯이 통화통합 정책을 시행한 유로존(처리집단) 뿐만 아니라 통

화통합이라는 정책이 없었던 다른 모든 지역(통제집단)의 1999년 이후의

경기동조성도 그 전 시기보다 더 높아졌다. 따라서 통화통합 후 유로존

의 경기동조성이 더 높아진 것이 과연 통화통합 정책때문인지를 보다 자

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많

이 활용되고 있는 이중차분법을 수행하였다.

<표 2-13>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분산분해 결과(%)

처리집단 통제집단

Euro11
(i)

EU14

(ii)

EUfta

(iii)

Asia

(iv)

선진국

(v)

신흥국

(iv)

non-Euro

pre-99(I) 22.27 17.96 24.69 28.37 25.41 15.90 10.51

post-99(II) 49.07 48.05 37.11 37.20 38.91 30.30 30.94

(II)-(I) 26.80 30.09 12.42 8.83 13.50 14.40 20.42

주: 각 국의 경기변동에서 각 지역별 공통요인(common factor)의 변동성이 차지하는
비중의 각 지역별 평균치

2.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높아진 것이 통화통합이라는 정책때문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식(2-19)와 같은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을 활용하기로 한다.

(2-19)  ·

여기서, cofactor는 개별국 총경기변동에서 그 국가가 속한 지역공통요

인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즉 경기동조성의 정도)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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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99는 시간더미(post-1999=1, pre-1999=0), euro는 지역더미(Eurozone국

가=1, non-Eurozone국가=0)이다. 그리고 모수 은 1999년 이전과 이후

의 개별국 cofactor의 평균변동분을 나타내고, 모수 는 1999년 이전의

두 집단간의 초기차이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두 더미변수의 상호작용

변수의 모수인 는 이중차분법 추정치(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or)로 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를 의미한다. 이때 최소

자승법에 의해 추정되는 모수 의 추정오차를 사용해 가설검정을 실시

할 수 있다.

처리집단인 유로존과 각 통제집단 (i)～(vi)간의 이중차분법 결과는 아

래 <표 2-14>에 정리되어 있다. 아래 추정결과에서 보듯이 처리효과

(average treatment effect)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높아진 것이 통화통합으로 인한 것이

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2-14> 회귀분석 결과

Dependant Variable: cofactor

Independant

Variable
(i) (ii) (iii) (iv) (v) (vi)

constant
0.179***

(3.03)

0.246*

(2.00)

0.283***

(4.15)

0.254***

(3.29)

0.159***

(3.01)

0.105***

(2.74)

Y99
0.300***

(3.59)

0.124

(0.71)

0.088

(0.91)

0.134

(1.23)

0.144*

(1.93)

0.204***

(3.76)

EURO
0.043

(0.48)

-0.024

(-0.16)

-0.060

(-0.64)

-0.031

(-0.30)

0.063

(0.75)

0.117*

(1.67)

EURO․99
-0.032

(0.12)

0.143

(0.68)

0.179

(1.34)

0.133

(0.90)

0.124

(1.04)

0.063

(0.64)

R-squared 0.315 0.174 0.199 0.202 0.241 0.324

Observations 50 32 42 40 56 74

주: (i)～(v)은 처리집단인 유로존과 앞에서 살펴본 통제집단(5개 집단)간의 이중차분

법에 의한 OLS 추정결과이다. ( )안은 t값(t-statistics)을 의미하며, *significant

at 1%, **significant at 5%, ***significant a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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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기본모형 외에 앞에서 살펴본 무역데이터를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Frankel and Rose(1998)의 주장

대로 역내무역 확대가 유로존 국가들간의 경기동조성에 기여하는지를 살

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7) 무역변수로 앞에서 살펴본 '역내 실질무역 연

평균 증가율(trade 1)'과 '역내 교역비중(trade 2)'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

한 결과는 <표 2-15>와 <표 2-16>에 제시되어 있다. 유로존 그룹

(treatment group)과 비교하기 위한 통제집단(control group)은 양자간

무역데이터의 사용이 가능한 (ii) EU FTA 5개국, (iii) 동아시아 10개국

(iv) 선진국그룹 9개국 등 3개 그룹으로 한정하였다.

<표 2-15> 회귀분석 결과(Trade 1 추가)

Dependant Variable: cofactor

Independant Variable (ii) (iii) (iv)

constant
0.217

(1.69)

0.239**

(2.54)

0.186**

(2.06)

Y99
0.078

(0.42)

0.067

(0.66)

0.148

(1.37)

EURO
-0.074

(-0.46)

-0.044

(-0.45)

-0.061

(-0.58)

EURO․99
0.213

(0.95)

0.180

(1.34)

0.149

(1.02)

Trade1
0.018

(0.89)

0.006

(0.68)

0.022

(1.39)

R-squared 0.198 0.210 0.244

Observations 32 42 40

주: (ii)～(iv)은 처리집단인 유로존과 앞에서 살펴본 통제집단간의 이중차분법에 의한
OLS 추정결과이다.
( )안은 t값(t-statistics)을 의미하며, *significant at 1%, **significant at 5%,
***significant at 1%

7) 경기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무역데이터 외에 자본이동과 관련한 데이

터(예를 들어 양자간 포트폴리오 투자, FDI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신흥국의

경우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무역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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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데이터를 추가한 후 분석하였으나 역시 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기본모형의 결과와 다르지 않아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높아진 것이 통

화통합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6> 회귀분석 결과(Trade 2 추가)

Dependant Variable: cofactor

Independant Variable (ii) (iii) (iv)

constant
0.345

**

(2.13)

0.035

(0.19)

0.134

(0.93)

Y99
0.114

(0.65)

0.057

(0.58)

0.154

(1.39)

EURO
0.108

(0.52)

-0.079

(-0.84)

-0.056

(-0.52)

EURO․99
0.137

(0.65)

0.229

(1.68)

0.123

(0.83)

Trade2
-0.004

(-0.94)

0.005

(1.45)

0.003

(0.98)

R-squared 0.200 0.243 0.224

Observations 32 42 40

주: (ii)～(iv)은 처리집단인 유로존과 앞에서 살펴본 통제집단간의 이중차분법에 의한

OLS 추정결과이다.

( )안은 t값(t-statistics)을 의미하며, *significant at 1%, **significant at 5%,

***significant at 1%

3. 강건성 분석(분석기간 조정)

지금까지의 경기동조성의 분석기간은 모두 경제위기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즉 유로화 도입 전 시기(1986년 1분기～ 1999년 4분기)의 경우 동

아시아의 외환위기 기간(1997년)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로화 도입 후 시

기의 경우(1999년 1분기～2013년 4분기)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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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유로존 재정위기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

당 지역 국가들간의 경기동조성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위기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경기동조성 효과를 제외한 순수

한 동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기간을 조정하였다.

즉 유로화 도입 후 기간의 경우, 1999년 1분기부터 2007년 4분까지로

분석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세계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 효과를 제외하

였다. 또한 유로화 도입 전 시기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었던 동아시아의

경우에만 1986년 1분기부터 1996년 4분기까지로 분석기간을 변경하여

분석하였으며, 기타지역은 원래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분석기간을 변경한 후 기존의 분석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

과는 아래의 <표 2-17>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유로존의 경우 1999년

이후(통화통합 후) 경기동조성이 근소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다른 지역

그룹들의 경기동조성도 (iii)선진국 그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높아진 것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ii) 동아시아 지역의 경기동조성은 유로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표 2-17>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분산분해 결과(분석기간 변경, %)

처리집단 통제집단

Euro11
(i)

EU14

(ii)

EUfta

(iii)

Asia

(iv)

선진국

(v)

신흥국

(vi)

non-Euro

pre-99(I) 22.27 17.96 24.69 13.88 25.41 15.90 10.51

post-99(II) 26.62 18.41 25.86 24.06 14.31 18.45 16.49

(II)-(I) 4.35 0.45 1.17 10.18 -11.11 2.55 5.98

주: 각 국의 경기변동에서 각 지역별 공통요인(common factor)의 변동성이 차지하는

비중의 각 지역별 평균치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높이진 것이 통화통합때문인지를 분석하기 위

하여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중차분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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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의 추정결과에서 보듯이 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역데이터 'trade 1'변

수와 ‘trade 2' 변수를 추가한 분석도 수행하였으나 역시 같은 결과가 도

출되었다. 따라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 1997년 동아시

아 외환위기 영향을 제외한 분석에서도 유로존의 통화통합으로 인하여

경기동조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유로존의 통화통합으로 인한 경기동조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통화통합 후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전반적으로 높

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결과 그것이 통화통합이

라는 정책 때문이라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통화통합으

로 인하여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8> 회귀분석 결과(분석기간 변경)

Dependant Variable: cofactor

Independant

Variable
(i) (ii) (iii) (iv) (v) (vi)

constant
0.179**

(2.55)

0.246*

(1.71)

0.138

(1.58)

0.254***

(2.74)

0.159***

(2.75)

0.105**

(2.53)

Y99
0.005

(0.05)

0.011

(0.05)

0.101

(0.82)

-0.111

(-0.84)

0.025

(0.31)

0.059

(1.01)

EURO
0.043

(0.40)

-0.024

(-0.13)

0.083

(0.69)

-0.031

(-0.25)

0.063

(0.69)

0.117

(1.54)

EURO․99
0.039

(0.26)

0.031

(0.12)

-0.058

(-0.34)

0.154

(0.87)

0.017

(0.13)

-0.016

(-0.15)

R-squared 0.018 0.003 0.031 0.030 0.028 0.071

Observations 50 32 42 40 56 74

주: (i)～(v)은 처리집단인 유로존과 앞에서 살펴본 통제집단(5개 집단)간의 이중차분

법에 의한 OLS 추정결과이다. ( )안은 t값(t-statistics)을 의미하며, *significant

at 1%, **significant at 5%, ***significant a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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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회귀분석 결과(trade 1 추가, 분석기간 변경)

Dependant Variable: cofactor

Independant Variable (ii) (iii) (iv)

constant
0.246

(1.63)

0.148

(1.22)

0.237
**

(2.18)

Y99
0.011

(0.04)

0.106

(0.81)

-0.120

(-0.88)

EURO
-0.024

(-0.13)

0.080

(0.63)

-0.038

(-0.30)

EURO․99
0.032

(0.12)

-0.058

(-0.33)

0.146

(0.812)

Trade1
0.0002

(0.006)

-0.001

(-0.11)

0.005

(0.29)

R-squared 0.004 0.031 0.032

Observations 32 42 40

주: (ii)～(iv)은 처리집단인 유로존과 앞에서 살펴본 통제집단(3개 집단)간의 이중차분

법에 의한 OLS 추정결과이다. ( )안은 t값(t-statistics)을 의미하며, *significant

at 1%, **significant at 5%, ***significant at 1%

<표 2-20> 회귀분석 결과(trade 2 추가, 분석기간 변경)

Dependant Variable: cofactor

Independant Variable (ii) (iii) (iv)

constant
0.268

(1.40)

0.044

(0.18)

0.218

(1.26)

Y99
0.009

(0.04)

0.091

(0.71)

-0.106

(-0.80)

EURO
0.005

(0.02)

0.076

(0.62)

-0.038

(-0.29)

EURO․99
0.031

(0.12)

-0.043

(-0.24)

0.152

(0.85)

Trade2
-0.0009

(-0.17)

0.002

(0.41)

0.001

(0.24)

R-squared 0.005 0.035 0.031

Observations 32 42 40

주: (ii)～(iv)은 처리집단인 유로존과 앞에서 살펴본 통제집단(3개 집단)간의 이중차분

법에 의한 OLS 추정결과이다. ( )안은 t값(t-statistics)을 의미하며, *significant

at 1%, **significant at 5%, ***significant a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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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세계화요인을 고려한 유로존의

경기동조성 분석

(Regionalization vs. Globalization)

제 1 절 서론

국가들간에 경기동조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양국간의 상관관계를 분석(correlations analysis)하는 방

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Markov-switching을 이용하여 경기동조성을

파악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Girardin(2002)은 Markov-switching

VAR를 이용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의 경기순환(common growth

cycle)을 파악하였고 Artis et al.(2004)도 Markov-switching을 이용하여

유럽국가들의 경기동조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경기변동을 양국가간의 관계(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countries)에서 찾는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동조성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multilateral approach, 즉 동태적 요인분석(dynamic factor analysis)이

사용된다. Allen Gregory et al.(1997)는 칼만필터(Kalman filtering)와 동

태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G7 국가들간의 공통의 경기변동을 파악하였

으며, Moneta and Ruffer(2007)도 역시 칼만필터와 동태적 요인모델을

이용하여 아시아 국가들간의 경기동조성을 조사하였다. 최근에는 동태적

요인모델(dynamic factor model)을 활용한 연구들은 베이지안 기법

(Bayesian approach)을 사용하고 있다. 베이지안 기법은 기존의 칼만필

터로는 분석하지 못했던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모형들도 다룰 수 있게

해주었다.



- 41 -

본 논문의 제2장에서도 유로존 경기변동의 동조성 여부를 베이지안

기법을 활용한 동태요인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유로존에 초점

을 맞추어 유로존 경기변동의 동조성에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을 추출하

여 유로존 회원국들의 경기변동의 근원(sources)이 ‘Euro business

cycle'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국의 특이적(idiosyncratic) 요인에 의

한 것인지를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Kose, Otrok, and Whiteman(2003)의 연구에 따르면, 단일요인

모형을 사용하여 그 지역의 공통요인(regional common factors)을 추출

할 경우, 이 공통요인은 세계요인(world factors)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순수한 지역 고유의 경기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계요인을 통제한

모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세계요인(world factor)을 기존 동태요

인모형에 추가함으로써 각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세계요인을 찾아내고

이 세계요인을 통제함으로써 그 지역의 순수한 지역요인(regional

common factors)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들은 전세계 60개국을

7개 지역(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신흥경제

아시아, 선진아시아)으로 나누고, 세계공통요인(world common factor)와

지역공통요인(regional common factor)를 구분, 베이지안 기법인 깁스샘

플링(Gibbs-sampling)을 이용하여 과연 어느 지역의 지역공통요인이 가

장 큰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아메리카 지역이 경기변

동에 지역공통요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한 반면, 유럽의 경우가 가장 미약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8) 그 이후 Kose et al.(2003)의 이러한 결론을 반

박하는 연구들이 소수 나오고 있는데(예: Jim Lee, 2012), 이들도 베이지

안 기법과 동태적요인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Kose et al.(2003)의 분석방법에 따라 유로존의 경기동

조성을 동태요인모형과 베이지안의 깁스샘플링(Gibbs-sampling)을 기반

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세계요인(world factor)를 통제한 후 순수한 유로

8)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국 유럽지역의 경기동조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유럽은 통화동맹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사점으로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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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지역요인을 추출함으로써 유로존 회원국들의 경기변동의 원인

(sources)을 세계요인, 지역요인, 개별국 고유요인으로 분해하고, 그 중

어느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 유로존의 경기변동의 동조

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본 논문은 동태요인모형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베

이지언(Bayesian) VAR 모형을 이용하여 유로존 경기변동의 동조성이

통화통합 이후 더 높아졌는지 분석하였다. VAR모형을 이용하여 유로존

의 경기동조성을 분석한 연구는 Giannone and Reichlin(2006),

Seymen(2012) 등이 있다. Giannone and Reichlin(2006)은 VAR 모형을

이용하여 유로지역 회원국 경기변동의 원인이 유로지역 충격(Euro Area

shock)때문인지 아니면 개별국 충격(country specific shock) 때문인지를

분석하였으나 글로벌충격(global shock)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후

Seymen(2012)은 글로벌 충격까지 고려한 VAR모형을 활용하여 유로지

역의 경기동조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개별국별로 각각

의 VAR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한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대로 VAR모형

을 추정하여 경기변동을 비교할 경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Banbura, Giannone and Reichlin, 2010).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Kim, Lee and Park(2011)는 panel VAR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기동조성을 파악하였으며, Banbura,

Giannone and Reichlin(2010)는 베이지언 VAR(Bayesian VAR, 이하

BVAR)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각 회원국들간에 존재하는 불균형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panel VAR보다는 BVAR를 활용하여

유로지역의 경기동조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BVAR

를 이용하였다.

제2절에서는 글로벌 요인(world factor)을 고려한 동태요인모형을 활

용하고 제3절에서도 역시 글로벌 충격(global shock)을 고려한 BVAR를

이용하여 유로지역의 경기동조성을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동태요인모형

의 결과와 BVAR의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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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태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

1. 모형 및 데이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Kose et al.(2003)의 동태공통

요인모형(dynamic latent common factor model)을 활용하여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설정한 모형은 동태공통요인

이 오직 한 개만 포함된 모형이었지만, 3장에서는 Kose et al.(2003)와

같이 여러 개의 공통요인이 포함된 모형으로 구체적으로 아래 식 (3-

1)～(3-4)과 같다.

(3-1)   


(3-2)  
  

   ⋯ 
  



(3-3) 


  
 

  
  ⋯ 

  
 



(3-4)        ⋯     

단, 여기서 
～N(0, 1), 

～N(0, 1)

   이고 는  ,의 표준편차,  ～ N(0,1)

식(3-1)에서 는 분석대상 국가(i=1,.......,N)의 실질GDP 증가율(즉

경제성장률)이다. 그리고 는 분석대상 모든 국가에 의해 공유되는 세

계공통요인(world common factor)을 나타내고 그 공통요인이 분석대상

의 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요인 부하값(factor loading) 에 의해 결정된

다. 또한 
은 각 국가(i)가 속한 k지역(예: 유로존, 아시아 등)에 의해

공유되는 각 지역공통요인(regional common factor)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시아에 속하므로 아시아의 공통요인이 독립변수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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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독일의 경우는 유로존의 공통요인이 사용된다. 그리고 는 지역공통

요인(regional common factor)의 요인 부하값이 된다. 는 개별국 i의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idiosyncratic term)이다.

공통요인( , 
)과 은 각각 AR(p), AR(q), AR(j) 등 자기회귀과정

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식 (3-2) 및 식(3-3)의 교란항은 정규분포를 따르

고 상호독립이며, 방정식의 식별(identification)을 위해서 
와 

의 분산

은 1로 정규화(normalization)하였다. 마지막으로 식(3-2)～(3-4)에 나타

나 있는 각각의 교란항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즉 독립)으로

가정하였다.

세계공통요인(), 각 지역공통요인(
), 국가의 특성 요인()은 상호

간에 독립이므로 식(3-1)의 는 분산분해(various decomposition)를 통

해 식(3-5)과 같이 전환될 수 있다.

(3-5)   
 


  

그리고 각 국의 경기변동에 대한 각 요인별 기여도(세계요인, 지역요

인, 개별국 특이요인)도 계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i국가의 경기변동

에 대한 k 지역 공통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식(3-6)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3-6)  






데이터는 제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Oxford Economics의 Global

Economic Databank에서 수집하였다. <표 3-1>과 같이 (i)유로존 11개

국, (ii) EU와 FTA를 맺은 6개국, (iii) 아시아 11개국, (iv) 북아메리카 3

개국, (v)남아메리카 3개국 등 모두 5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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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분기별 실질 GDP증가율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기별 자료는 계절조

정된 전기대비 자료이다. 그리고 데이터의 기간은 1999년을 기준으로 두

기간, 즉 유로화 도입 전(1986.1Q～1998.4Q)과 유로화 도입 후(1999.1Q～

2013.4Q)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모형 추정시 식별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Stock and Watson(1991), Kose et al.(2012) 등은 실질 GDP

증가율에서 각 시계열의 평균치를 뺀 값(deviation from mean)을 사용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3-1> 분석 지역 및 국가(34개국)

Region Countries

Eurozone 11개국
Austria, Belgium,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Netherlands, Portugal, Spain

EU FTA 6개국
UK, Denmark, Norway, Sweden, Switzerland,

Turkey

Asia 11개국

Korea, China, Hong Kong, Indonesia, Japan,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aiwan,

Thailand, India

North America 3개국 US, Canada, Mexico

South America 3개국 Argentina, Brazil, Chile

2. 모형의 추정(베이지언 추정법)

제3장에서 다루는 동태요인모형은 제2장의 동태요인모형보다 추정해

야 할 공통요인수와 파라미터수가 훨씬 많다. 따라서 제2장과 마찬가지

로 베이지언 추론법으로 Carter and Kohn(1994)의 알고리듬을 적용하였

으며, 깁스-샘플링(Gibbs-sampling)을 통해 공통요인과 파라미터들의 사

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를 추정하였다. 모든 추정은 10,000 번의

Gibbs-sampling 방법을 통해서 구한 값 중에서 초기 2,000번의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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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에서 구한 값들을 제외한 8,000번의 시뮬레이션 값을 기반으로 모수

의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를 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파라미터들의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를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즉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 및 자기회귀과정의 모든 파라미터들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

인 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식(3-4)의 교란항 의 사전분포들은

모두 역감마(inverted Gamma)분포 (6, 0.001)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식(3-2)～(3-4)에 나타나 있는 자기회귀과정의 시차는 모

두 AR(2) 즉 p=q=j=2로 설정하였다.

식(3-1)～(3-4)의 모형을 베이지언 Gibbs-sampling으로 추론하는 과

정은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다룬 공통요인이 1개가 있는 동태요인모형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제3장에서 다룬 동태요인모형은 공통요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제2장의 모형보다 좀 더 복잡할 뿐이다. 따라서

자세한 추론방법은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ⅰ) 모형의 모든 파라미터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공통요인

와


를 생성

(ⅱ) 공통요인와


가 주어졌을 때, 식(3-2)의

와 식(3-3)의




를 생성

(ⅲ) 공통요인( ,


 )과 데이터(), 그리고
, 

가 주어졌을 때,

와 를 생성

(ⅳ) 공통요인( ,


 )과 데이터(), 그리고 , 가 주어졌을 때

와 
를 생성

(ⅳ-1),


 ,, 
, , 가 주어져 있을 때, 를 생성

(ⅳ-2),


 ,,
, , 가 주어져 있을 때, 

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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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위의 (ⅰ)～(ⅳ) 단계를 무수히 반복함으로써 공통요인( ,


 )

각각의 시계열 값들과 모든 파라미터들을 생성

3. 동태공통요인(Estimated factors)

동태공통요인모형을 통하여 추정한 세계공통요인(world common

factor)과 지역공통요인(regional common factor)의 변동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그림 3-1> 세계공통요인 vs 미국

(1998.1Q～1998.4Q) (1999.1Q～2013.4Q)

우선 모형에서 추정한 세계공통요인과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

국의 실제 분기별 실질GDP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그림 3-1>과 같이

1999년 이전보다는 1999년 이후에 양자간 동행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1999년 이전 글로벌요인은 ±1.5% 내에서 비교적 안정된 경

기변동을 보인 반면, 1999년 이후의 글로벌요인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의 영향으로 2008년 4분기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이번에는 지역적 요인(regional factor)의 변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글

로벌요인(world factors)이 지역간에 존재하는 세계적 동행성

(international comovements between regions)을 의미한다면 지역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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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factors)는 지역내의 국가들간에 존재하는 역내 동행성

(comovements within regions)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5개의 지역적 공통

요인(regional common factors)을 추정하였다. <그림 3-2>에서 <그림

3-7>은 5개 지역의 ‘지역적요인(reginal common factor)’과 각 지역 중

심국가(예를 들어 유로존은 독일, 북미는 미국 등)의 경기변동 그리고 글

로벌 요인의 변동까지 모두 함께 비교하고 있다.

우선 <그림 3-2>에서와 같이 유로존의 지역적요인(Euro factor)은

1999년 이전에는 독일의 경기변동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1999

년 이후에는 독일의 경기변동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9년 이

후(즉 통화통합 이후) 독일의 경기변동은 오히려 세계요인(world factor)

과 매우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EU 회원국인 영국 경기변동의 경

우도 <그림 3-3>에서 보듯이 1999년 이전에 지역적요인과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으나 1999년 이후에는 오히려 세계요인과 더 비슷

한 모습이다.

북미의 지역적 공통요인 또한 1999년 이전에는 미국의 경기변동을 잘

설명하고 있으나 1999년 이후에는 오히려 미국의 경기변동과 다소 괴리

가 있는 모습이다.(<그림 3-4> 참고) 남미의 지역적 공통요인도 1999년

이전에는 남미의 대표적 국가인 브라질의 경기변동과 매우 유사한 추세

를 보이고 있으나, 1999년 이후에는 오히려 세계요인이 브라질과 매우

비슷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그림 3-5> 참고)

아시아의 공통요인은 아시아의 대표적 국가인 중국의 경기변동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전과 후 모두 아시아 공통요인

의 변동은 중국의 경기변동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1999년 이전 한국의 경기변동은 아시아 공통요인에 의하여 비교적 잘 설

명되는 모습니다. 아시아 공통요인보다는 한국의 경기변동폭이 크지만

방향성은 상당히 유사하다. 1999년 이후의 경우에는 반대로 세계요인이

한국의 경기변동과 유사한 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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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공통요인과 독일의 경기변동
(1998.1Q～1998.4Q) (1999.1Q～2013.4Q)

<그림 3-3> 공통요인과 영국의 경기변동
(1998.1Q～1998.4Q) (1999.1Q～2013.4Q)

<그림 3-4> 공통요인과 미국의 경기변동
(1998.1Q～1998.4Q) (1999.1Q～2013.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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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공통요인과 브라질의 경기변동
(1998.1Q～1998.4Q) (1999.1Q～2013.4Q)

<그림 3-6> 공통요인과 중국의 경기변동
(1998.1Q～1998.4Q) (1999.1Q～2013.4Q)

<그림 3-7> 공통요인과 한국의 경기변동
(1998.1Q～1998.4Q) (1999.1Q～2013.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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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5개 지역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요인과 지역적요인의 추세

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1999년 이전에는 지역적요인이 그 지역 국

가의 경기변동을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999년 이후에는 오히려

글로벌 요인이 개별국 경기변동에 미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 3-2>는 모형의 추정치 중에서 글로벌 공통요인과 각 지역

공통요인이 개별국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부

하값(facotr loading)이 제시되어 있다.9)  는 글로벌 공통요인이 개별국

에 미치는 영향을, 는 지역별 공통요인이 개별국에 미치는 영향을 나

타낸다. 요인부하값을 보면, 대체로 유로화 도입 전에는 가 보다 더

크지만 유로화 도입 후에는 반대로 값이 값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는 유로화 도입 후 글로벌 공통요인의 영향력이 지역별 공통

요인의 영향력보다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다음에 살펴볼 개별국 경기변동의 분산분해와 매

우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9) 식(3-1)～(3-4)에는 많은 수의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추정결과를

모두 나타내는 것은 지면 관계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라미터 중 경제적 의

미를 갖는 요인부하값의 추정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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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추정결과(posterior): , 

　 ‘86.1Q～'98.4Q '99.1Q～'13.4Q '99.1Q～'07.4Q

     

Belgium -0.110 0.396 0.475 0.047 0.513 0.081

France 0.206 0.342 0.381 0.067 0.374 0.163

Germany -0.943 0.439 0.684 0.013 0.353 0.271

Greece -0.059 0.362 0.200 0.422 -0.206 0.154

Ireland 0.360 0.276 0.603 0.315 0.801 0.374

Italy 0.017 0.296 0.518 0.156 0.495 0.424

Netherlands 0.047 0.251 0.382 0.150 0.241 0.062

Portugal -0.291 0.438 0.393 0.129 0.423 0.240

Spain -0.006 0.399 0.262 0.304 0.151 0.148

Austria -0.362 0.272 0.398 0.083 0.289 0.038

Finland 0.317 0.318 0.823 0.213 0.535 0.059

UK 0.115 0.478 0.337 0.053 -0.081 -0.064

Denmark -0.038 0.185 0.601 0.127 0.514 0.233

Norway 0.005 -0.091 0.230 0.069 0.335 0.051

Switzerland -0.073 0.246 0.437 0.068 0.373 -0.109

Sweden 0.393 0.213 0.729 0.070 0.464 0.447

Turkey -0.442 0.038 1.285 -1.585 1.753 0.249

China 0.108 0.090 0.270 0.283 0.220 0.238

Hong Kong -0.238 0.637 0.888 1.178 1.309 0.995

Indonesia -1.207 1.200 0.150 -0.028 0.311 0.003

Malaysia -0.243 0.948 0.895 0.145 0.853 0.002

Philippines 0.942 0.418 0.381 0.167 0.472 0.114

Singapore -0.133 0.648 1.203 0.761 1.392 0.689

Taiwan 0.074 0.253 0.949 0.578 0.934 0.566

Thailand -0.601 1.055 0.739 0.185 0.211 0.080

Korea 0.584 0.891 0.557 0.174 0.490 0.142

Japan 0.095 0.321 0.708 0.019 0.422 -0.109

India -0.770 -0.094 0.301 0.318 0.226 0.113

Argentina 0.406 0.251 0.554 2.123 0.612 -0.098

Brazil 0.401 1.546 0.836 0.095 0.867 -0.626

Chile -0.258 0.209 0.500 0.149 0.368 0.083

Canada 0.481 0.413 0.396 0.133 0.184 0.343

Mexico -0.110 0.316 0.715 0.610 0.656 0.105

US 0.052 0.359 0.371 0.041 0.2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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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변동 요인(Variance Decomposition)

<식 3-5>, <식 3-6>과 같은 분산분해에 의하여 개별국 경기변동에

서 차지하는 각 요인들(factors)의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분산분해를 통하여 과연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높아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8>～<그림 3-10>을 보면, 통화통합 전(1999년 이전)에

는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변동 중 지역적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약 24.4%인 반면, 글로벌요인의 비중은 3.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통화통합 후(1999년 이후)에는 오히려 지역적요인이 14.4%로 그

전 기간에 비하여 더 낮아졌고, 글로별요인은 37.5%로 이전 기간보다

상승하였다.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와 2010년부터 시작된 유럽재정위기

의 영향을 제외한 분석(즉 통화통합 후의 기간을 1999년 1분기부터 2007

년 4분기까지로 조정한 분석)에서도 지역적요인의 비중은 13.4%로 역시

전 기간보다 더 낮아졌고, 글로벌 요인의 경우도 22.0%를 기록하였다.

즉 통화통합 후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변동은 지역적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보다는 글로벌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

로존 국가들의 경기변동의 동행성을 나타내는 지역적 요인의 역할이

1999년 이후 더 작아졌다는 점은 통화통합 후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더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999년 이후 경기변동성 중 지역적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전 기간에 비하여 낮아지고 오히려 글로벌 요인의 비중이 높아진 현상은

비단 유로존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아시아, 북미, 남미, 기타유럽(EU

FTA) 등 다른 지역들의 경기변동의 경우도, 1999년 이전에는 지역적요

인의 역할이 지배적이었으나 1999년 이후에는 글로벌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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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지역별 분산분해 결과(1986.1Q～1998.4Q)

주: 해당 지역별 국가들의 단순평균치

<그림 3-9> 지역별 분산분해 결과(1999.1Q～2013.4Q)

주: 해당 지역별 국가들의 단순평균치

<그림 3-10> 지역별 분산분해 결과(1999.1Q～2007.4Q)

주: 해당 지역별 국가들의 단순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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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에 올수록 각 지역내 경기동조성이 더 높아지

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Kose et al.(2013), Mumtaz et al.(2011))과 반

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분석기간을 구분할 때 가

장 최근의 분석기간을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 후반기로 나누고 있지

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의 최근 분석기간(1980년대 중반부터 2000

년 후반기)을 1999년을 기준으로 다시 두 기간(1986.1Q～1998.4Q vs

1999.1Q～2013.4Q)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따라서 기존 연구와의 분석기

간의 차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낳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와 비

슷한 방법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Duval et al.(2014)의 연구에서

도 2000년 이후 글로벌 요인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는 유로존 회원국별 경기동조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3>는 개별국가의 경기변동에서 차지하는 글로벌 요인과 지역적

요인의 비중을 유로존 회원국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1999년 이전

기간의 경우, 모든 유로존 회원국들의 경기변동은 글로벌 요인보다는 지

역적 요인에 의한 것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통화통합 후

즉 1999년 1분기부터 2013년 4분기까지의 분석에서는 그리스와 스페인

을 제외하고는 통화통합전과 반대로 글로벌 요인에 의한 설명이 더 큰

것으로 나왔다. 한편, 경제위기 영향을 제외한 분석(즉 2007년까지의 분

석)의 경우에는 대부분 회원국들의 글로벌 요인의 비중이 더 높았지만

예외적으로 그리스, 스페인과 더불어 독일의 경우는 지역적 요인의 비중

이 더 높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유럽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

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 글로벌 요인과 지역적요인의 비중 모두

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즉 이 국가들의 경기변동은 각국의 특이적

상황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글로벌 경기 및 유로

존 경기로부터의 탈동조화 현상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유로존

외 다른 지역의 국가별 분산분해 결과는 [부록 3-1]에 따로 정리하여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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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분산분해: 유로존(%)

　 1986.1Q~1998.4Q 1999.1Q~2013.4Q 1999.1Q~2007.4Q

　 W R W R W R

Austria 9.43 37.62 45.00 6.09 19.30 0.68

Belgium 0.47 43.13 67.09 2.04 55.27 2.76

Finland 1.01 7.17 42.48 8.76 19.65 0.49

France 3.47 67.40 57.60 5.48 42.75 16.42

Germany 18.50 28.33 64.27 0.07 14.64 17.40

Greece 0.01 2.03 1.58 21.79 0.85 0.96

Ireland 0.25 1.05 9.93 8.35 7.71 3.40

Italy 0.01 27.93 53.67 15.01 50.67 74.88

Netherlands 0.10 20.55 33.04 15.83 8.42 1.14

Portugal 0.75 11.97 22.10 7.30 11.32 7.36

Spain 0.00 21.33 16.23 67.58 11.49 22.34

Region(av) 3.09 24.41 37.54 14.39 22.01 13.44

제 3 절 베이지언(Bayesian) VAR

1. 모형의 기본구조

이번에는 베이지언(Bayesian) VAR를 이용하여 유로존의 경기동조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본 분석의 기본모형으로 아래의 식(3-7)과 같

은 구조형(structural) VAR 모형을 생각할 수 있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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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w,t는 전세계 실질GDP, Yea,t는 유로존의 실질 GDP, Y,it는 유

로존 개별 회원국의 실질 GDP이고, G(L)은 시차 연산 기호 L에 관한

3×3행렬이고, 는 구조충격들이다.

위와 같은 구조제약의 기본 아이디어는 유로존 회원국에서 발생한 국

가충격(country specific shock)은 1기간의 시차를 두고 유로존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로존의 공통충격(Euro common shock, 예를 들어 유럽중

앙은행의 공동통화정책 등)은 유로존 회원국에 당기에 바로 영향을 미친

다는 가정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유로존의 한 국가에서 발생한 개별

국 충격(country specific shock)은 1기간이 지난 후 다른 회원국으로 전

파되는 효과(spillover effects)까지 포착하게 된다. 따라서 전세계까지 고

려한 3변수 모형의 경우, 전세계, 유로존 및 개별국간의 관계는 축차적

(recursive)인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Kim, Lee and Park(2011), Stock and Waton(2005),

Giannone and Reichlin(2006), Seymen(2012) 등 많은 연구에서도 활용되

었는바, 즉 {World Output, Regional Output, Individual Country

Output}으로 구성된 축차적(recursive) VAR 모형이다. 우선 Giannone

and Reichlin(2006)는 2변수 VAR, Seymen(2012)은 3변수 VAR를 이용

하여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변동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편, Kim, Lee and

Park(2011)은 3변수 패널(panel) VAR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

기변동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Seymen(2012), Giannone and Reichlin(2006)은 개별국마다 각

각 VAR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한 후 국가들간에 상호비교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많은 연구에

서 지적하고 있다.10) 즉 회원국별로 각각 VAR 모형을 추정할 경우, 우

리가 보고자 하는 공통 충격인 글로벌충격(world shock)과 유로존 충격

(regional shock)이 개별식마다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공통충격(world

10) Banbura, Giannone and Reichlin(2010), Seymen(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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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ck, regional shock)이 개별국 경기변동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국가들간의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또한 개별국들의 구조충격

(country-specific shock)은 상호간에 직교화(orthogonal)되어야 하지만

국가별로 추정할 경우 이러한 직교화 특성을 반드시 보장할 수 없다. 한

편, Kim, Lee and Park(2011)은 패널(panel) VAR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

존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개별국의 경기변동 요인을 살펴보

는 것이 아니라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적인 경기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로존 개별국별로 경기변동의 요인을 파악하

면서 Giannone and Reichlin(2006), Seymen(2012) 등의 연구방법론의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베이지언 VAR(Bayesain VAR, BVAR)를 이용

하고자 한다. 우선 전세계 실질GDP, 유로존 실질 GDP, 유로존 회원국

(본 연구에서는 11개 회원국들)의 실질GDP 등 총 13개 변수로 구성된

VAR모형을 구축한다. 구조제약은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축차적

(recursive) 구조를 갖게 되는데, 따라서 변수의 순서도 Yt=(yw,t, yea,t,

yi,t)'와 같다. 여기서 yw,t는 전세계 실질 GDP, yea,t는 유로존 전체 실질

GDP, yi,t는 유로존 11개 회원국들의 실질 GDP이다. 축차적 구조를 갖고

있는 VAR 모형에 포함된 위의 변수들의 순서(ordering)는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yi,t에 해당되는 11개 회원국들간의 순서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는 개별국 경기변동이 글로벌 충격과 유로존 충격 중 어느

충격에 의하여 영향을 더 받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개별 회원국들간

의 순서(ordering)은 분산분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1)

그러나 기존의 VAR모형으로 변수가 13개나 되는 VAR모형의 파라미

터를 추정할 경우, 추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본 분석에서 사용

하는 데이터수는 유로화 도입전 시기(1986.1Q～1998.4Q) 52개, 유로화

도입 후 시기(1999.1Q～2013.4Q) 60개에 불과하지만, 13개의 변수로

VAR 모형을 구축할 경우 시차를 2로 가정한다면 추정해야 할 변수는

11)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199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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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수백개에 달하기 때문에 과모수(overparameterization) 문제를 야기

시켜 추정결과를 왜곡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Litterman(1986), Doan, Litterman,

Sims(1984) 등은 VAR모형의 계수를 추정할 때 베이지언 사전계수

(Bayesian Prior)를 사용함으로써 제한된 시계열에 비해 추정하여야 할

모수가 많아 발생할 수 있는 추정결과의 신뢰성 저하 문제(curse of

dimensionality)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베이지언 접근

방법으로 가능한 한 많은 변수와 시차연산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이용가능한 유용한 정보들을 모형내에 구체화하고 모형이 최적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베이지언 추정방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

하겠다.

2. 베이지언 추론12)

기본적으로 베이지언 관점(Bayesian framework)에서는 모형의 모수

(parameter)는 확률분포를 갖고 있는 확률변수로 간주한다. 따라서 우선

모수의 확률분포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 때 베이즈 정리(Bayesian

theorem)를 활용한다. 베이지언 추론은 모형의 모수에 대해 통계적인 추

론을 할 때 비표본 정보(non-sample information)인 사전확률분포(prior

distribution)와 표본정보인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결합하여 사

후 확률분포(posterior distribution)을 유도하게 된다.

모형의 모수를    , 사전확률분포를  , 우도함수를

   , 사후확률분포를    라고 하면, 베이즈 정리에 의하여 사

후확률분포는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12) 베이지언 VAR의 추론에 관한 내용은 Lütkepohl(2005)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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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사후확률분포를 구하게 되면 이 확률분포로부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후적률(posterior moments)를 추출해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베이지

언 추론을 VAR모형에 적용해보자.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은 여러 변수의 결합된 동

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ims(1980)에 의하여 고안된 다변량선형

시계열 모형이다. yt가 m개의 시계열 변수로 이루어진 (m×1)벡터라면 yt

에 대한 VAR(p) 모형은 아래의 식(3-9)와 같은 p계의 방정식으로 표현

된다.

(3-9)  
  



  

여기서, Aj는 모수행렬이며, 는 확률적 교란항으로 yt의 과거치를 이

용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측오차로 i.i.d.이고  로 가정한다. 식

(3-9)를 익숙한 다변량 선형회귀 모형으로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3-10) Y = X A + E

(T×m) (T×(mp+1))((mp+1)×m) (T×m)

(3-11)   ⊗

여기서, X=(x1, ...., xt)'에서 xt=(1, y't-1, ..., y't-p)이고, Im은 m차원의

항등행렬(indentity matrix), =vc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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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3-12)의 우도함수를 유도할 수 있

다.

(3-12)  ∝

 ⊗ 
 exp 


⊗′ ⊗⊗

그리고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는 다음의 식(3-13)와 같으며

multivariate normal pdf이다. 여기서 은 사전평균(prior mean)이고 

은 사전 공분산(prior covariance)이다.

(3-13) ∝
 exp 


′ 

위 식(3-13)의 사전분포와 식(3-12)의 우도함수를 결합하면 다음과 같

은 식(3-14)의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를 도출할 수 있으며, 사후

분포 또한 multivariate normal pdf가 된다.

(3-14)    exp 



 ′ 

 
 ⊗ 

 ⊗′ 
 ⊗  ⊗

위 식을 조금 더 간략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식(3-15)～(3-16)과 같이

정의한다.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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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그 후, 식(3-14)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의 식(3-17)가 된다.

(3-17)   ∝exp 

′∝

exp 

′ ′′

여기서 사후평균(posterior mean) 은 다음과 같다.

   ′  ′   
 ⊗ ′    

 ⊗′

확률적 교란항의 분산  을 안다고 가정하면, 사후분포 식 (3-17)은

다음의 식(3-18)과 같이 간단히 정리된다.

(3-18)   ∝exp 

′ ′

 exp 

′ 

여기서 사후분산(posterior variance) 은 다음과 같다.

  
  

 ⊗ ′ 

3. 미네소타 사전제약(Minnesota prior)

지금까지 VAR모형의 사후분포를 유도하였으나, 앞서 설명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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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모형이 커질 경우 과모수(overparametrization) 문제가 심각해지고

따라서 사후분포의 표준편차가 대단히 커져 정확한 통계적 추론이나 예

측을 수행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사전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충

분히 줄여줘야 하는데 지금부터는 베이지언 사전제약에 대하여 좀 더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베이지언 사전제약(prior)의 설정방법으로 Doan, Litterman, and

Sims(1984), Litterman(1986) 등에 의한 소위 ‘미네소타 사전제약

(Minnesota prior)' 또는 ’Litterman prior'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의 수준거시변수가 임의보행(random walk)을 따른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모수행렬은 정규분포이며 자신의 일계 시차변수에 해당하는 모수는 평균

이 1이고, 다른 모든 모수의 평균은 0이라는 제약을 가하게 된다. 그리고

추정계수의 사전확률분포에 대한 분산을 가정하게 되는데, 이 때 분산의

크기는 추정계수의 값이 앞에서 가정한 평균과 실제로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사전확률분포에 대한 표준편차로 나타낸다. 그

리고 주어진 종속변수 이외의 모든 변수의 과거치 계수에 대한 사전확률

분포의 표준편차의 가중치(w)를 가정해야 한다. 사전확률분포에 대한 표

준편차(prior standard deviation)의 부여과정을 수식을 통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S(i,j,l)를 변수 i를 종속변수로 하는 방정식에서 변수 j의 l

번째 시차변수의 계수에 대한 표준편차라고 한다면, 식 (3-19)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9)   ,     

 ≠

여기서, 는 가장 기초가 되는 초모수(hyperparameter)로서 종속변수

의 첫 번째 시차변수의 계수에 대한 전반적인 엄격함(overall tightness)

을 나타낸다. 값이 작아지면 모든 계수의 사전(prior) 표준편차도 작아

져서 모든 방정식은 임의보행(random walk)으로 수렴하게 된다. g(l)은



- 64 -

첫 번째 시차에 대한 l번째 시차의 상대적인 tightness로서 l에 대한 감

소함수(즉  


, 여기서 d는 초모수이며 따라서 시차(l)가 길어질수

록 사전 표준편차는 작아진다.) 시차가 먼 과거치일수록 해당 계수의 중

요성도 감소하게 되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도 작아지게 된다. 한편,

f(i,j)는 변수 i를 종속변수로 하는 방정식에서 설명변수 j의 계수에 대한

표준편차와 설명변수 i의 계수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인 초모수(w)로서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si와 sj는 변수 i와 j에 대한 1변수

자기회귀식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따라서 베이지언 VAR를 추정하기 위한 Litterman prior를 정하기 위

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초모수 즉 (overall tightness), w(relative cross

variable weight), d(lag decay)에 대한 값을 가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초모수값은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다양한 값을 주었는바, 우선 가장

중요한 초모수인 는 Banbura, Giannone and Reichlin(2010)을 참고하여

0.05. 또는 0.1을 가정하였다. 또한 w은 0.5 또는 1을 가정하였으며, d는

Koop and Korobilis(2009)의 연구대로 2를 가정하였다. Banbura,

Giannone and Reichlin(2010)는 3변수, 7변수, 20변수, 131변수의 VAR모

형을 구축하고 변수 수에 따른 초모수 값의 조정을 통하여 베이지언

VAR모형이 예측과 정책분석에 훌륭한 도구임을 보인바 있다. 즉 VAR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초모수 값을 보다 엄격하게

(tightly)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데

이터수에 비하여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많기 때문에 Banbura,

Giannone and Reichlin(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초모수 값을 보다 엄격

하게(tightly)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가장 엄격한(tight) case 1

(=0.05, w=0.5, d=2)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case1보다는 다소 느슨한

초모수를 가정한 case2(=0.1, w=0.5, d=2)와 case3(=0.05, w=1, d=2)의

결과는 [부록 3-2]와 [부록 3-3]에 첨부하였다. 물론 다양한 초모수값을

적용한 모든 case의 경우 모두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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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제2절과 마찬가지로 Oxford Economics에서 가져왔으며 통

화통합전 기간(1986년 1분기～1998년 4분기)과 통화통합 후 기간(1999년

1분기～2013년 4분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만 제2절에서는 계절조

정된 분기별 실질 GDP 증가율(growth rate) 데이터를 이용한 반면 이번

절에서는 계절조정된 분기별 실질GDP의 수준(level) 변수를 이용하였다.

베이지언 VAR에서는 경제시계열의 수준변수가 임의보행(random walk)

를 따른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prior를 설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준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이다.

4. 추정결과

<그림 3-11>과 <그림 3-12>은 각각 유로존 출범 전(pre-1999)과 유

로존 출범 후의 충격반응함수와 68% 확률구간을 보여준다. 각 그림의

맨 위에는 충격변수를 표기하였고 각 그림의 왼쪽에는 각 충격에 반응하

는 변수명을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결과를 평가해 보면, 통화통합 전에

는 글로벌 충격보다는 유로존 충격이 유로존 회원국 경기변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반면(단,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제외), 통화통합 후에는 반대

로 글로벌 충격이 유로존 충격보다 개별국 경기변동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그리스 제외).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동태공통

요인모형의 분석결과와 매우 일치한다. 한편,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받

은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 글로벌 충격 및 유로존

충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다른 회원국들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 또한 앞의 동태요인모형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는 유로존 회원국별로 경기변동을 개별충격(글로벌 충격과

유로존 충격 등)에 따라 분산분해를 한 결과(표 3-4), 충격반응함수 그리

고 앞의 동태요인모형 결과(표 3-3)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우선

유로존 평균치를 보면, 통화통합 전에는 충격 후 1년까지는 유로존 회원

국의 경기변동에서 글로벌 충격은 약 8～9%를 설명하지만 유로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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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12～13%를 설명하고 있어 유로존 경기변동은 글로벌 충격보다는

유로존 충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통화통

합 후(1999년 1분기～2013년 4분기)에는 오히려 글로벌 충격이 유로존

경기변동의 약 40%를 설명하지만 유로존 충격은 10～11%밖에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통화통합 후 시기를 세계금융위기 영향을 제외한 시

기인 1999년1분기～2007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글로벌 충격의

설명력은 13～14%인데 반하여 유로존 충격의 경기변동 설명력은 10～

12%를 기록하고 있어 유로존 경기변동은 글로벌 충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베이지언 VAR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도 제2절에서 살펴본 동태요인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

로화 도입 후(즉 통화통합 후)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은 오히려 더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국별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통화통합 전에는 대부분의 회원국

들의 경기변동에서 유로존 충격(regional shock)의 영향이 더 큰 반면,

통화통합 후에는 글로벌 충격(global shock)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그리스는 통화통합 후에도 여전히 유로존 충격의 영향이

글로벌 충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독일은 ‘통화통합 후 2007

년 4분기까지의 분석(세계금융위기 영향을 제외시킨 분석)’의 경우에 글

로벌 충격보다는 유로존 충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독일과 그리스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2절의 동태공통요인모형을 통

하여 분석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이들 국가의 경기변동에서 차지하는 글로벌

충격과 유로존 충격의 설명력이 다른 회원국들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으

며 이 또한 제2절의 동태공통요인모형의 분석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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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충격반응함수(유로화 도입 전, 1980.1Q～1998.4Q):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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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계속)> 충격반응함수(유로화 도입 전 1980.1Q～1998.4Q):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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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충격반응함수(유로화 도입 후, 1999.1Q～2013.4Q):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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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계속)> 충격반응함수(유로화 도입 후, 1999.1Q～2013.4Q):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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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분산분해: Case 1

1986.1Q~1998.4Q 1999.1Q~2013.4Q 1999.1Q~2007.4Q

W R W R W R

Austria

h=1 5.16 11.39 49.44 5.37 8.88 6.90

h=4 8.07 11.18 51.04 4.44 9.24 4.88

h=8 13.30 9.74 51.90 3.35 9.70 3.01

h=16 26.47 6.41 52.33 2.52 11.00 2.38

Belgium

h=1 7.57 20.77 60.71 5.54 22.03 3.87

h=4 9.16 17.96 59.81 4.16 22.75 2.40

h=8 11.43 14.38 57.20 2.89 23.25 1.48

h=16 15.94 9.82 51.11 2.73 23.37 3.17

Finland

h=1 20.57 0.00 47.24 11.63 6.20 2.99

h=4 21.53 0.79 48.69 11.16 7.28 2.88

h=8 22.43 4.00 49.05 10.46 8.78 2.54

h=16 23.51 14.62 48.31 9.41 12.14 1.83

France

h=1 18.49 15.66 67.45 8.17 46.99 9.37

h=4 23.16 12.45 66.95 6.60 49.56 7.74

h=8 29.68 8.30 64.77 4.87 52.23 5.76

h=16 39.96 6.85 59.05 3.52 55.07 4.10

Germany

h=1 15.05 48.21 51.64 27.84 11.08 32.63

h=4 17.12 47.51 53.82 26.34 12.67 30.74

h=8 20.18 45.64 55.51 24.50 14.78 27.51

h=16 26.87 39.73 57.76 21.41 19.40 20.98

Greece

h=1 0.17 15.80 3.13 5.53 0.94 7.69

h=4 0.39 15.42 2.60 5.76 0.96 7.91

h=8 0.88 14.59 1.90 6.22 0.96 8.12

h=16 2.62 12.76 1.22 7.86 0.94 8.33

Ireland

h=1 0.09 3.66 9.35 0.09 2.44 0.02

h=4 0.46 3.74 8.68 0.04 2.66 0.03

h=8 1.53 3.49 7.46 0.13 2.95 0.25

h=16 5.64 2.78 5.87 0.66 3.57 1.33

Italy

h=1 1.89 21.40 58.50 18.19 25.51 30.84

h=4 2.57 19.86 57.76 17.03 27.34 28.73

h=8 3.62 17.46 55.14 15.63 29.49 25.80

h=16 6.10 13.51 48.76 13.59 32.89 21.12

Netherlands

h=1 14.15 6.14 38.36 23.10 12.20 27.16

h=4 16.78 4.47 41.31 22.64 14.48 22.71

h=8 20.48 2.71 43.54 22.06 17.56 17.04

h=16 27.36 3.01 45.85 21.10 24.06 9.85

Portugal

h=1 3.03 3.39 18.85 6.87 1.56 1.57

h=4 4.40 2.97 16.98 6.33 2.02 1.59

h=8 6.77 2.27 14.25 5.69 2.74 1.51

h=16 12.99 2.02 10.86 5.04 4.68 1.23

Spain

h=1 3.99 1.93 50.55 9.98 6.82 9.57

h=4 5.72 1.26 49.70 9.74 8.06 7.77

h=8 8.64 0.86 46.20 9.30 9.70 5.60

h=16 15.42 4.06 37.67 8.96 12.83 3.43

평균

h=1 8.20 13.49 41.38 11.12 13.15 12.06

h=4 9.94 12.51 41.57 10.39 14.27 10.67

h=8 12.63 11.22 40.63 9.55 15.65 8.96

h=16 18.44 10.51 38.07 8.80 18.18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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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론: 두 모형(DFM, BVAR)의 비교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동태공통요인모형(Dynamic latent common factor

model)과 베이지언(Bayesian) VAR모형을 이용하여 통화통합 후에 유로

존의 경기동조성이 더 강화되었는지를 실증분석하고 두 모형간 분석결과

를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이 상이한 두 모형의 유로존 경기동조성에 관한

분석결과는 놀랍게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우선 통화통합 전에는 유로존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서

글로벌 요인(또는 글로벌 충격)보다는 유로존 요인(또는 유로존 충격)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화통합 후에는 오히려 글로벌 요인

(또는 글로벌 충격)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통합 후 유로

존의 경기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로존 요인(또는 유로존 충격)의 영

향이 더 작아졌다는 것은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더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국별 분석에서도 유로존의 중심국인 독일의 경기변동은 타 회원

국들과는 다르게 통화통합 후에도 유로존의 지역적 요인(또는 유로존 충

격)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로존에서

재정위기를 겪으며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의 경기변동은 글로벌 요인이나 유로존 요인보다는 자국의 특이한

(idionsyncratic) 요인 또는 자국 고유의 충격(country-specific shock)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점도 두 모형의 일치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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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로존 경상수지 불균형과 재정정책13)

제 1 절 서론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유로존 국가들의 역내 불균형 문제로 경기동조

성을 살펴보았다. 이번 4장에서는 유로존 출범 이후 회원국들간 불균형

문제로 가장 관심을 받아왔던 경상수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사실 1999년 유로존 출범 전후로 유로존 회원국들의 거시지표들은 상

당한 경제적 수렴을 보여왔다. 우선 유로존 가입 이후 스페인,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 국가들이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이 국가들의 1인당

GDP가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중심국에 근접하였다.

<표 4-1> 유로존 회원국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단위: %)

1990~1998년 1999~2007년

유로존 2.3 2.3

독일 3.5 1.7

오스트리아 2.4 2.5

네덜란드 3.0 2.5

프랑스 1.7 2.2

아일랜드 6.6 6.0

스페인 2.5 3.7

포르투갈 2.9 1.8

그리스 1.7 4.1

이탈리아 1.3 1.6

자료: Global Insight.

13) 본 에세이는 2012년 12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보고서

「유럽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중에서 본 저자가 담당하여

작성한 ‘제4장 개혁과제Ⅱ: 역내 불균형 해소’의 내용을 일부 수정 및 발전

시켜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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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에서 보듯이 상대적인 저개발국이었던 아일랜드, 스페인, 그

리스 등이 유로존 가입 이후 1999～2007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각

각 6.0%, 3.7%, 4.1%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유로존 중심국인 독일

(1.7%), 프랑스(2.2%), 네덜란드(2.5%)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 결과 남유럽국가들의 소득수준도 유로존 평균 수준으로 점차 수렴

해갔는데, <표 4-2>와 같이 1990년에 1인당 GDP가 13,413 달러였던 스

페인의 경우 2008년에는 34,488달러를 기록하여 유로존 평균치인 41,211

달러에 상당히 근접하였으며, 같은 기간 그리스도 9,270달러에서 30,187

로 증가하였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1990년에만 하더라도 1인당 GDP가

13,700달러에 불과하여 유로존 평균치인 19,242달러에 못미쳤으나, 2008

년에는 무려 60,515달러까지 증가하여 유로존 평균치는 물론 유로존 회

원국 중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가 되었다.

<표 4-2> 유로존 회원국들의 1인당 GDP

(단위: 달러)

1990년 1999년 2008년

유로존 19,242 21,961 41,211

아일랜드 13,700 25,954 60,515

네덜란드 19,740 26,004 52,657

오스트리아 21,480 26,598 49,312

프랑스 21,949 24,815 45,390

독일 24,182 25,907 44,032

이탈리아 20,041 21,216 38,480

스페인 13,413 15,369 34,488

그리스 9,270 12,853 30,187

포르투갈 7,584 12,281 23,667

자료: Global Insight.

다른 주요 거시지표들이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의 경

우, 1970～80년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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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유로존 가입 시기인

1999년을 전후로 이들 회원국들의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표

4-3]을 보면, 1990-1998년에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2.0%였던 그리스의

경우, 1999-2007년에는 3.2%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동안 스페인은 4.4%

에서 3.1%, 포르투갈은 6.2%에서 2.9%, 이탈리아는 4.4%에서 2.3%로 낮

아졌다. 1999-2007년 동안 독일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6%, 프랑스

1.8%, 네덜란드 2.4%인 점을 감안하면 회원국들간 물가상승률은 상당한

수렴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14)

<표 4-3> 유로존 회원국들의 물가상승률

(단위: %)

1990-1998년 1999-2007년

유로존 3.0 2.0

독일 2.4 1.6

오스트리아 2.3 1.7

네덜란드 2.1 2.4

프랑스 2.1 1.8

아일랜드 2.4 3.4

스페인 4.4 3.1

포르투갈 6.2 2.9

그리스 12.0 3.2

이탈리아 4.4 2.3

자료: Global Insight.

이렇게 유로화 도입 후에 회원국들간 물가상승률이 수렴하는 원인으

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스트리히트 경제수렴조건을 맞

추기 위해서 각국들이 물가인상을 억제하면서 국가들간 물가격차가 감소

14) 다음절에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회원국들간 물가상승률이 어느정도 수렴을

이루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여전히 물가상승률 격차는 존재하며 이것이 회원국

간 경상수지 불균형의 한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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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5) 두 번째는 유로화 도입으로 인하여 각국의 물가가 수렴하게

되었는데, 국가간 상품 가격이 투명해져 비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유로화 도입 후 금리도 회원국들간 상당한 수렴을 이룬 것으로 평가

된다. 가장 대표적인 금리로,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을 보면, 1993년 독일

의 국채금리가 6.5%인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는 모두 10%가 넘었다. 그러나 1999년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국채 금리는 점차 하락하여 유럽재정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에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의 국채금리는 4%대로 수렴되었다.

<표 4-4> 유로존 회원국들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

(단위: %)

1993년 1999년 2008년

유로존 8.4 4.7 4.4

독일 6.5 4.5 4.0

오스트리아 6.7 4.7 4.4

네덜란드 6.4 4.6 4.2

프랑스 6.8 4.6 4.2

아일랜드 7.7 4.7 4.5

스페인 10.2 4.7 4.4

포르투갈 11.2 4.8 4.5

그리스 23.3 6.3 4.8

이탈리아 11.2 4.7 4.7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러나 유로존 회원국들간에 불균형도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경상수지다. <그림 4-1>과 같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의 회원

15)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은 단일통화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간 물가, 재정, 금리, 환율 등 4가지 거시경제지표의 수렴을 조건

으로 하고 있다.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포인트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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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유로존 주요국들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국들은 유로존 가입 이후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남유럽국가들과 아일랜드의 경

우 유로존 가입 후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회원국들간 경상수지 불균

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

들은 유로존 가입 후 모두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재정위기까지 진행되었던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수지 악화 현

상과 경상수지 적자간에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그리고 과연 미국, 영국 등이 경험했던 정부의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쌍둥이 적자(Twin Deficit) 현

상이 재정위기를 겪었던 유로존 국가들에서도 나타난 것인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제3절에서는 유로존 국가들의 경상수

지 불균형의 원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

석한다. 제4절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제5절에서는 결과를 요

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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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연구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기 전에 우

선 양자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상수지 적자가 원

인이 되어 재정수지가 적자가 되는 경우다. 재정수지 악화가 심각하여

재정위기로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유로존 경제위기

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언론과 일부 문헌들이 이러한 인과관계에 근거하

여 유로존 재정위기의 원인을 유로존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 또는 경상수

지 적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방향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매우 빈약하다. 즉 이론적 모형이나 실증분석을 활용한다기 보다는 일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Obstfeld(2012)는 재정위기 등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경상수지 적자 현상이 징후(symptom)로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

고, Obstfeld and Rogoff(2010)는 경상수지 적자 자체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대개 경상수지 적자는 ‘신용 및 주택시장 호황(credit and

housing boom)’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거품이 꺼지면서 재정

위기를 겪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에는 반대로 재정적자가 원인이 되어 경상수지 적자의 결과를 낳

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인과관계는 지금까지 거시경제 이론

으로 잘 정립되어 있고 지금까지 많은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있다. 특히

재정정책이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그리고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상당히 많은 이론적 중심의 연구들이 있다.

경직적 가격을 가정하는 전통적인 Mundell-Flemming-Dornbusch 모

형을 이용한 이론 연구나 그러한 모형을 추정하여 모의 실험하는 연구(

Dornbusch 1976; Bryant et al. 1988; Taylor 1993) 또는 확률적 동학일

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하여

모의 실험하는 연구(Baxter 1995; Kollmann 1998; Betts and Devereux

200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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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적 연구들은 대부분 확대재정정책(재정수지 악화)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키고 실질환율을 절상시킨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상

수지를 악화시키는 경로는 다양한데, 우선 확대재정정책이 시행되면 정

부저축이 줄어들게 되고 확대재정정책이 민간저축과 투자의 변화를 일으

키지 않는다면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그리고 Mundell-Flemming 모형에

의하면 확대재정정책은 실질이자율을 높여 국제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실질환율을 절상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된다.

또한 정부는 일반적으로 국내 재화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은 국내재화의 수요를 늘려 국내재화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실질환율을 절상시키고 따라서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그러나 Kim and Roubini(2008) 등 최근의 일부 실증분석에서는 재정

지출 확대가 경상수지를 오히려 개선시키고 실질환율을 절하시킨다는 결

과가 나오고 있다. Corsetti and Müller(2006), Monacelli and

Perotti(2007), Raven, Schmitt-Grohé, and Uribe(2008), Beetsma,

Giuliodori, and Klaassen(2008) 등도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으나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최근에는 국가의 규모, 개방화 정도, 자본이동의 정도 등 국가의 특성

에 따라 재정정책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Kim S. 2015; Corsetti et al. 2012;

Ilzetzki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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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상수지 불균형 요인

1.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의 상관관계

재정위기를 겪었던 회원국들(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의 2009～2010년간 재정수지를 보면, 모두 재정적자가 GDP의 10%를 넘

을 만큼 재정수지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그리고 심각한 재정수지 악화

를 경험했던 재정위기국들은 모두 재정위기 발생 이전까지 경상수지 또

한 심각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과연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간에 상관

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4-2>에서 보듯이

그리스는 1999년 이후부터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의 동행성을 보이고 있

다. 아일랜드도 1998～2008년까지 두 변수간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4-4>와 <그림 4-5>에서 보듯이 스페

인과 포르투갈의 경우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에는 전혀 동행성이 보이지

않는다. 재정위기를 겪지 않았던 독일과 프랑스도 살펴보았는데, 독일은

전 기간에 걸쳐 양자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부터 두 변수간의 동행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 그리스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추이(% of GDP)

<그림 4-3> 아일랜드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추이(% of GDP)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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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스페인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추이(% of GDP)

<그림 4-5> 포르투갈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추이(% of GDP)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4-6> 독일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추이(% of GDP)

<그림 4-7> 프랑스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추이(% of GDP)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두 변수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살펴보았지만 재

정위기를 겪었던 회원국들의 경우 두 변수간의 동행성이 반드시 나타나

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는 2007년까지 수년

동안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오히려 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독일과

프랑스가 수년 동안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렇듯 그래프 상으로 볼 때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에는 명확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1986～2010년간의 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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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재정수지와 무역수지간의 상관계수도

함께 계산하였다. 아래 <표 4-5>에서 보듯이 재정위기를 겪지 않는 독

일, 오스트리아 등의 회원국들의 경우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에는 양(+)

의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재정위기를 겪었던 스페인, 그리스 등의 회원

국은 양자간에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재정

수지와 경상수지간에 양(+)의 관계가 있지만 재정수지와 무역수지간에는

마찬가지로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표 4-5>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와의

상관관계(1986～2010)

(단위: %)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재정수지와 무역수지

독일 21.8 40.4

오스트리아 31.4 37.3

프랑스 27.3 6.2

이탈리아 20.3 4.7

아일랜드 22.8 -41.2

스페인 -52.5 -56.2

포르투갈 -21.7 -44.7

그리스 -9.5 -41.2

자료: Eurostat자료를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계산

재정위기를 겪었던 회원국들의 경우 모두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재정위기국들은 모두 쌍둥이 적자(Twin Deficit)를 겪

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로 살펴본 결과, 쌍둥이 적자

현상은 유로존 재정위기국에 일반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재정위기국들이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게 된 원인이 무

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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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위기국의 경상수지 적자 요인 분석

유로존 국가들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간에 명확환 관계가

없다면 재정위기국들이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수지 균형식 및 국민소득계정을 이용하여 경상수지의

구성항목을 살펴봄으로써 유로존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국민소득 계정식을 이용하면 식(4-1)의 형태가

되는데, 즉 경상수지는 소득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

가 발생했다는 것은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 차

액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지출했다는 의미이다. 식

(4-1)을 다시 변형하면 식 (4-2)와 같이 되며,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저축이 투자보다 작을 경우에 해당된다. 폐쇄경제하에서는 국내저축

과 국내투자가 항상 일치해야 하지만 개방경제하에서는 국내저축이 부족

하더라도 해외차입을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저축이 투자보

다 작을 경우에도 해외차입을 통해 투자가 가능하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

로 이어진다.

(4-1) 경상수지 = 소득 - (민간소비지출 + 투자지출 + 정부소비지출)

(4-2) 경상수지 = 저축 - 투자

위 식들을 이용하여 유로존 국가들의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

다. 우선 유로존 회원국들의 민간 저축률(GDP 대비 비중)의 변화를 살

펴보면, <그림 4-8>에서 보듯이 독일, 오스트리아 등 경상수지 흑자국들

은 1999년 유로존 가입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GDP 대비 저축률의 비중이 유로존 국가들에 비하여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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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상수지 적자국들의 경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유로

존 가입 후 점차 민간저축률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의 민간저축

률은 유로존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민간저축률의 하락은 다른 한편

으로 민간소비 증가를 의미한다. 특히 포르투갈의 민간저축률은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그리스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

다. 포르투갈의 이러한 경향은 민간소비의 지나친 확대에 기인한다.

Blanchard(2006)의 연구에 따르면, 포르투갈이 유로존에 가입한 후 포르

투갈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지나친 낙관(excessively rosy expectation

about future growth)으로 인하여 민간소비가 지나치게 확대(이는 민간

저축률의 감소를 의미)되는 내수경기의 왜곡현상(domestic distortion)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즉 향후 포르투갈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기대

로 소비확대가 나타나고 이는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렇

듯 부족한 민간저축으로 인해 해외차입이 발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심화되었다.

<그림 4-8> 유로존 주요국들의 민간저축률 추이(% of GDP)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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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저축 부문을 살펴보면, <그림 4-9>과 같이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 경상수

지 적자국은 오히려 정부저축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리스

와 포르투갈은 유로존 가입 전후로 정부저축률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의 정부저축률은 가

장 낮다. 즉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상수지 적자는 정부부문의 재정악화

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그리스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위기간의 연관성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4-9> 유로존 주요국들의 정부저축률 추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이번에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저축률의 변화를 유로존 가입 전후로 좀

더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5～2008년의 GDP 대비 저

축률비중의 평균치에서 1994～1997년간의 GDP 대비 저축률비중의 평균

치를 뺀 수치를 회원국들 간에 비교해 보았다. <그림 4-10>를 보면 유

로존 가입 후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의 민간저축률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정부부문의 저

축률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경상수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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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재정위기와의 연관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민간저축률과 정부저축률 모두 증가하였고

이는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0> 유로존 주요국들의 저축률 변화(2005-2008 vs 1994-1997)

(단위: GDP 대비, %)

주: 1. 2005～2008년간의 GDP 대비 저축률비중(%)의 평균치에서 1994～1997년간의 GDP 대비

저축률비중(%)의 평균치를 뺀 값으로 계산

2. 그리스의 경우, 1994～1997년 데이터 부재로 인하여 제외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경상수지의 구성항목인 민간투자를 살펴보면, <그림 4-11>에서 보듯

이 경상수지 흑자국인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GDP 대비 민간투

자 비중은 199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경

상수지 적자국 중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 민간투자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의 상승률이 매우 높다. 스페인의 경우 건

설투자를 중심으로 투자확대가 가장 두르러진 국가다. 스페인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투자부문이 지목되고 있는데 실제 자료를

통해서도 이러한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포르투갈의 민간저축

률은 유로존 가입 후 오히려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바, 따라서 포르투



- 87 -

갈의 경상수지 적자 원인은 투자부문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축률 감소 즉 민간소비 확대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11> 유로존 주요국들의 민간투자

(단위: GDP 대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4-12> 유로존 주요국들의 정부투자

(단위: GDP 대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정부부문의 투자에서도 <그림 4-12>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1999년 이후 정부투자율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상수

지 적자국 중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정부투자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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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르투갈의 정부투자율은 민간투자율과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어

포르투갈의 경상수지 적자는 역시 투자부문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저축률 변화를 유로존 가입 전후로 비교한 것과 같은 방법으

로 투자율의 변화도 <그림 4-13>과 같이 살펴보았다. 유로존 가입전과

비교하여 유로화 가입 후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민간투자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스페인의 민간투자율 증가는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건

설경기 활황에 따른 투자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독일, 오

스트리아는 민간 및 정부 부문의 투자율이 유로화 가입 후 감소하였고,

이는 경상수지 흑자의 요인이 되었다. 한편 포르투갈도 민간 및 정부부

문의 투자율이 감소하였으나 <그림 4-4>에서 본 것과 같이 민간저축률

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경상수지적자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림 4-13> 유로존 주요국들의 투자율 변화

(2005～2008 vs 1994～1997)

(단위: GDP 대비, %)

주: 1. 2005～2008년간의 GDP 대비 투자비중(%)의 평균치에서 1994～1997년간의 GDP 대비 투

자비중(%)의 평균치를 뺀 값으로 계산

2. 그리스의 경우, 1994～1997년 데이터 부재로 인하여 제외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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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재정위기국들의 경상수지 적자 원인

이 정부부문에 의한 경우는 그리스뿐이며,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확대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로존

주요국들의 경상수지 현황과 구성항목별 변화를 정리한 <표 4-6>을 보

면, 유로존 가입 후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민간 및 정부 부문의 GDP 대비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다. 그러나

스페인, 아일랜드의 경우, 민간부문의 투자확대(특히 부동산 및 건설투

자)가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포르투갈은 지나친 민

간소비 확대에 따른 민간저축률 하락이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그리스의 경우 유로존 가입 후 GDP 대비 정부저축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바, 즉 정부소비지출 확대로 인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4-6> 유로존 주요국들의 경상수지 불균형과 그 원인

경상수지

(1999년 전후)
민간저축 정부저축 민간투자 정부투자 비고

독일 적자 → 흑자 + + - - 저축 > 투자

오스트리아 적자 → 흑자 + + - - 저축 > 투자

네덜란드 흑자 - + - 답보 정부저축 +

프랑스 흑자 → 적자 + 답보 + 답보 민간저축 < 민간투자

아일랜드 흑자 → 적자 - + + + 민간저축 < 민간투자

이탈리아 흑자 → 적자 - + + 답보 민간저축 < 민간투자

스페인 적자 심화 - + + + 민간저축 < 민간투자

포르투갈 적자 심화 - - - -
민간저축하락폭 >

민간투자하락폭

그리스 적자 심화 답보 - 답보 답보 정부저축 -

주: ‘+’는 증가, ‘-’는 감소를 의미하며, 1994～2008년간 변화를 기준으로 함.

자료: 유럽 통계청(Eurostat)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후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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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제약 요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대부분 저축률이 증

가한 반면 경상수지 적자국들은 저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리고 투자율은 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저축과 투자의 상대적 크기에 따

라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해외로부터 자본을 빌려와서 해결하

게 된다. 그런데 <그림 4-14>을 보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

아 등 경상수지 적자국들은 외국인직접투자(FDI) 보다는 포트폴리오 투

자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순 FDI 유

입 비중보다는 순 포트폴리오투자 유입 비중이 훨씬 높다. 그리고 포트

폴리오투자 중 주식보다는 채권 즉 부채 비중이 높다.

<그림 4-14> 남유럽국들의 경상수지 적자 재원조달 유형

(단위: GDP 대비, %)

주: 2000～2008년간의 평균치이며 경상수지, FDI, 포트폴리오투자 모두 순(net)의 개

념임.

자료: IFS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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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유로존 가입을 계기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

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국내저축을 능가할 만큼 높

은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 초과분은 해외차입을 통해 해결하면서 경

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남유럽 국가들에서 채무증가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된 원

인 중 하나는 낮아진 실질금리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남유럽국

가들은 유로존 가입을 전후로 하여 명목금리와 물가상승률이 점차 수렴

하였으며,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도 수렴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간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수렴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저개발국이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

면서 기존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물가상승률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표 4-3> 참고). 그 결과 <그림 4-15>에서 보듯

이 그리스, 스페인의 실질금리는 독일, 프랑스 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중반에는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림 4-15> 유로존 주요국들의 실질금리 추이

(단위: %)

주: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정부채권 90일물)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을 사용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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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국들은 유로존 가입에 따른 혜택으로 낮아진 명목금리를 누리

게 되면서 투자 및 소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해외차입을 통해 조달하

였고 이러한 과정이 경상수지 적자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회원국간 경제력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에 속한다는

이유로 경제력 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들이 비슷한 수준의 명목금

리를 향유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성장기회가 큰 남유럽 국가들이 경

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회원국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특

히 남유럽국들의 국채금리가 유로존 가입 후 독일 국채금리와 비슷한 수

준으로 수렴하면서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의 재원조달이 용이해졌고, 이

는 그리스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요인이 되었다.(<표 4-4> 참

고)

대내적으로 명목금리의 수렴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이 되었다면,

대외적으로는 유로화라는 단일화폐의 환율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으

로 지목되고 있다. 환율은 보통 한 국가의 경쟁력을 대표하는데, 역시 회

원국들간 경쟁력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한 회원국들도 고평가된 환율을 적용받았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유럽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므로 남유럽국들의 실질환율이 더

욱 고평가됨으로써 경상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림 4-16>에서

보듯이 1999년을 기준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의 실질실효환율은 낮아

진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국들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

다.16)

16) 여기서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은 평가절하를, 상승은 평가절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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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유로존 주요국들의 실질실효환율(1999=100) 추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제 4 절 실증분석

1. 모형 및 데이터

제3절에서 경상수지 구성항목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정부부

문의 재정수지 악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는 그리스만

이 해당되며,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 지출 확대에 의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를 제외한 다른 재정위기국

들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앞에서 살펴본 국제수지 균형식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늘어날 경우

다른 변수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그러나 재정수지

를 악화시키는 재정확장정책이 민간저축과 투자, 금리 그리고 환율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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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쳐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민간부문에 의

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스페인, 포트루갈,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재정수지 악화가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재정지출 확대가 유로존 회

원국들의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17)

기존 연구 검토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론적 연구들의 경우에

확대재정정책은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나 실증분

석을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각 국가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

다. 따라서 유로존 따라서 유로존 가입을 전후로 회원국들마다 경상수지

의 변화가 다르고 그 원인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도

유로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재정수지를 악화

시키는 재정지출확대와 경상수지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로존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

는데 있다. 만약 통상적인 경제이론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실증분석 모

형을 이용한다면 유로존 회원국들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론적 제약이 덜한 자료 중

심의 동태실증분석을 할 수 있는 Sims(1980)의 벡터자기회귀모형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Model; SVAR)을 이용하였다.

VAR 모형은 외생적인 재정정책 충격을 식별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기

존의 많은 실증분석 문헌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모형이다. 한편, 최근에

경상수지 관련 실증분석들이 패널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들이 일부

있다. 그러나 패널분석은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반화된 정형

화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본 분석에서

는 회원국들간에 존재하는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17) 기존연구 검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경상수지 적자가 재정적자(더 나아가

재정위기까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거의 정립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정정책(재정지출 및 재정적자)이 경상수지에 미치

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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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패널분석보다는 개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국가별로 분석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18)

본 연구는 Kim and Roubini(2008)의 모형을 활용하여 유로존 국가들

간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출

충격(government spending shock)과 재정적자 충격(government deficit

shocks)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재정지

출 충격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모형의 자료 벡터는 {RGOVC RGDP,

CUR, RIR, RER}인데, RGOVC은 실질정부소비지출의 로그값, RGDP는

실질GDP의 로그값, CUR은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RIR은 사후적인

(ex-post) 실질이자율19), RER은 실질실효환율의 로그값을 나타낸다. 이

중 RGOVC, CUR, RER이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다. 즉 재정소비지출

(RGOVC) 충격이 경상수지(CUR)와 실질환율(RER)에 미치는 영향을 보

는 것이다. 그리고 RGDP(실질GDP)는 단기적으로 실질소득에 영향을 미

치고 이는 다시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모형에 포함하였으

며, RIR(실질이자율)은 재정정책의 전파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통

화정책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므로 통화정책을 컨트롤하는 변수로써

사용하였다.

본 모형은 당기 계수에 대해 축차적인(recursive) 구조를 가정하였는

데 변수의 순서는 외생적인 순으로 {RGOVC, RGDP, CUR, RIR, RER}

이고 RGOVC 충격을 재정지출 충격으로 식별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Blanchard and Perotti(2002), Kim and Roubini(2008) 등 많은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RGOVC이 금기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8) 또한 패널분석은 기본적으로 국가별 특성을 고정효과로 제어하지만, 각 국

가들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즉 파라미터들)은 국가별로 모

두 같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가별로 경상수지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고 따라서 국가별로 이러한 파

라미터들이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패널분석은 본 연구에 적절치 않다.

19) 실질이자율은 단기금리(short-term interest rate)에서 인플레이션률을 뺀 값

을 사용하였다. 실질이자율 이외의 변수에는 100을 곱한 값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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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른 변수들은 RGOVC에 영향를 미칠 수 없다는 가정이다. 즉 일

반적으로 정부예산은 예산집행 전년도말 또는 당해 초에 결정되므로 예

산이 집행되는 그 해의 분기내의 경제상황에 의해 재정지출이 변하지 않

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정지출 변화가 있기 위해

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본 연구의 모형은 분기내에 재정지출

충격이 경제의 상황에 내생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

러한 가정은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할 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한편, 실물부문보다는 금융부문이 내생적으로 더 빠르게 반응하게 되

는데 따라서 실물부문의 RGOVC, RGDP, CUR를 금융부문의 RIR, RER

보다 더 외생적이라고 가정하였다.20)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축차적인 벡터자기회귀모형(Recursive VAR Model)을 이용하였다. 분기

별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모형에 절편항(constant)을 포함시켰다. 모형의

시차(lags)는 4개로 가정하였다.21)

또한 기본모형외에 새로운 변수인 CURA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바,

즉 {RGOVC, RGDP, CUR, CURA, RIR, RER}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기본모형에 추가된 CURA는 경상수지(CUR)의 구성항목인 민간

소비와 민간투자를 말한다.22) 국제수지표와 국민계정항목을 통해 살펴본

통계자료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회원국마다 경상수지 적자 혹은

흑자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재정지출 충격 후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

면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추가적으로 살

펴보기 위함이다. 앞의 통계자료 분석에서는 연도별 민간 및 정부 저축

률, 민간 및 정부투자율 등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본 실증분석에서는 분

20) 참고로 RGCON 충격이 각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그 결과는 나

머지 네 변수들의 순서를 바꾸어도 변하지 않는다.(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1999 참고)

21) 본 연구의 통계적 추론(충격반응 함수의 표준 오차 범위)은 베이지언 추론

방법(Bayesian inference, Sims(1998)와 Sims and Ulig(1991)를 참고)에 따

라 실시하였으므로 시계열 변수의 적분 또는 공적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2) 실증분석 데이터에서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는 GDP 대비 비중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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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많은 국가들의 경우 분기별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저축률 및 투자율을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민간저축 대신

민간소비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민간부문의 투자 변수도 함께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재정지출 충격(government spending shock)외에도 추가적으로

재정적자 충격(government deficit shocks)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자료 벡터는 {RGDP, GOVD, CUR, RIR, RER}

인데, GOVD는 GDP 대비 비중으로 나타낸 재정수지 적자 변수이며, 나

머지 변수는 앞에서 살펴본 재정지출 충격에 사용된 변수와 동일하다.

식별 방법은 RGDP가 가장 외생적이며, 재정적자 변수(GOVD)는 당기에

RGDP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분기 내에서 경기

상황에 따라 판매세(sales tax)나 소득세(income tax)와 같은 정부소득

(government revenue) 요소들이 영향을 받아 재정적자 변수(GOVD)에

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은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 그 외 분석방법은 정부지출 영향 분석과 동일하

다.

분석 대상국가는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았고 경상수지 적자 현상

도 심했던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들 국가들과 대조적으로 유로존 가입 후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독일을 포함하여 모두 5개국으로 정하였다. 데이터는 IMF의 IF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와 유럽통계청(Eurostat), Oxford

Economics 등에서 수집하였으며, 기본적으로 1986년 1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만, 그리스는 이용 가능한 데

이터의 제약상 1988년 1분기부터 사용하였다. 그리고 2009년 4분기까지

의 데이터를 이용한 이유는 재정위기국들이 2010년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는데 경제위기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시키기 위함이다.23)

23) 분석기간을 2010년까지, 2011년까지 차례로 늘려가며 분석해 보았으나 분석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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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그림 4-17>～<그림 4-21>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독일의 정부지출(RGOVC) 충격 및 재정적자(GOVD) 충격 후 각 변수의

4년간의 충격반응함수와 90%의 확률구간을 보여준다. 각 그림의 위에는

재정지출(RGOVC) 충격과 재정적자(GOVD) 충격을 표기하였고, 각 그래

프의 왼쪽에는 반응하는 변수이름을 표기하였다.24)

우선 스페인의 경우, 재정지출 충격 후 경상수지는 첫 분기에 GDP

대비 약 0.25% 감소한 후 4년 후 점차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재정지

출 충격은 실질환율도 상승(평가절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정지출 충격으로 스페인의 실질 GDP가 증가하며 특히 민간투자

(PINV) 또한 증가하였다. 반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

았다. 결국 스페인은 재정지출 충격 후 경상수지가 악화되는데 그 요인

은 실질환율의 평가절상과 민간투자 확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앞

에서 살펴본 국제수지 균형식을 바탕으로 스페인의 경상수지 적자원인을

살펴본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정적자 충격이

경상수지 및 환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포르투갈의 경우, 재정지출 충격으로 실질환율은 평가절상되고, 경상

수지는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경상수지는 90%의 확률구간을 고

려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재정적자 충격 또한 분

명한 영향을 분석할 수 없었다.

그리스의 경우, 재정지출 충격 후 경상수지는 GDP 대비 약 1% 감소

한 후 점차 원래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재정지출 충격이 실질환율이

나 민간소비, 민간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 그리스의 경

상수지 적자 원인은 민간부문이 아닌 과다한 재정지출이 원인이라는 것

24) 충격반응함수의 표준오차는 Sims and Zha(1994)이 제안한 베이지언 추론방

법에 의거한 몬테 카를로법(Monte Carlo Integration)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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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본 실증분석 결과도 국제수지 균형식에서 살펴본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재정적자 충격에 따른 영향은 분명하지 않았다.

아일랜드의 경우, 재정지출 충격 후 무역수지가 첫 분기에 GDP 대비

약 0.25 감소한 후 점차 원래 수준으로 수렴하는 반응을 보였다.25) 실질

환율은 평가절상되었고, 민간투자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경상

수지 악화의 원인은 실질환율의 절상 및 민간투자 확대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는 아일랜드의 경우 민간투자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

었다는 국제수지 균형식에서 살펴본 결과와 역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정적자 충격이 경상수지와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유로존 출범 후 경상수지가 개선되었던 독일의 경우를 살

펴보면, 우선 재정지출 충격이 경상수지 및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재정적자 충격의 영향

을 보면, 경상수지는 개선되며 민간투자는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경우는 재정위기국들과 반대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론적 결과에 어느 정도 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결과에 대하여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로 국제거

시 이론과 최근의 실증분석 논문들은 대규모 국가의 재정적자는 세계시

장에서 자금 공급을 줄이고 세계 균형 이자율을 증가시켜 소규모 국가의

경우보다 총투자가 줄어들고 총저축이 늘어나서 경상수지 적자폭이 작아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국가

일 뿐만 아니라 유로존내에서는 최대 경제대국이다. 따라서 독일의 이러

한 결과는 기존 거시이론 및 최근 실증분석의 결과와도 부합한다고 볼

25) 아일랜드의 경우, 재정정책 충격이 경상수지가 아닌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무역수지를 살펴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둘째로 아일랜드의 경상수지에는 소득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동행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실질환율을 통해 무역수

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100 -

수 있다. 둘째는 독일 경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막대한 통일비용과 과도한 사회복지지출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독일정부는 2001년부

터 Agenda2010이라는 경제개혁정책을 통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

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개혁정책의 핵심은 복지혜택을

점차 축소하고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재정지출을 축소하는데 있다. 따라

서 독일 국민들은 과도한 정부재정 지출이 향후 재전건전성 개선을 위한

복지축소 및 조세증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와 미래 소득

간 합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저축을 늘리고 소비 및 투자를 억제하는 행

위를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성향이 본 실증분석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

다.26)

종합하여 정리하면, 재정위기와 경상수지 적자 현상을 겪고 있는 스페

인과 아일랜드의 경우, 재정지출 충격 후 경상수지가 악화되는데, 그 이

유는 민간투자 확대와 실질환율 절상으로 판단된다. 그리스도 재정지출

충격 후 경상수지가 악화되지만, 민간부문의 소비나 투자 증가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독일은 재정적자 충격으로 오히려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포르투갈의 경우, 실증분석 결과 유

의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26) 이는 리카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와 유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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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충격반응함수: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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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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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충격반응함수: 포르투갈

RGOVC GOVD

RGOVC RGDP

RGDP GOVD

CUR CUR

RIR RIR

RER RER

PC PC

PINV PINV



- 103 -

<그림 4-19> 충격반응함수: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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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충격반응함수: 아일랜드

RGOVC GOVD

RGOVC RGDP

RGDP GOVD

CUR CUR

RIR RIR

RER RER

PC PC

PINV PINV



- 105 -

<그림 4-21> 충격반응함수: 독일

RGOVC GOVD

RGOVC RGDP

RGDP GOVD

CUR CUR

RIR RIR

RER RER

PC PC

PINV PINV



- 106 -

제 5 절 결론

본 논문은 유로존 국가들간의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다루었다. 재정

위기국들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로존 가입 후

경상수지가 계속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독일은 유로존 가입 후 오히려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상수지

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경상수지 불균형이 재정적자와 어떠

한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유로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그래

프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간에

는 일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은 무엇인

지를 국제수지 균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부문의 재정

악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는 그리스만 해당되었으며,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은 모두 민간부문의 소비 또는 투자의 확

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재정적자

와 경상수지 적자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국가는 그리스만이 해당

되었다.

경상수지 구성요인을 보면 다른 요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재정확대지

출은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진다. 그러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재정확

대 정책이 다른 요인들을 변하게 하여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로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재정확대 정책이 경

상수지에 주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재정확대 정책

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실질환율을 절상시켜 경상수지를 악화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리스의 경우도 재정지출이 경상수지를

악화시켰다. 반면 독일의 재정적자 충격은 오히려 경상수지를 개선시키

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바, 이는 독일이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이라는 점과

독일 경제 주체들의 확대재정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라는 이유로 설

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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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에는 직접적인 관련

이 없지만, 스페인 등 다른 재정위기국들의 경우,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재정확대정책이 민간부문의 소비나 투자를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악화시

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유로존 정책차원에서 보면, 경상수지 불

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회원국들간 재정준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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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전체 결론

본 논문은 최근 통화동맹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을 대상으로 통화

통합 후 유로존의 경제적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역내 불균형이 완화되었

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동태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과 이중차분법

(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을 이용, 제3장에서는 글로벌 요인(또

는 글로벌 충격)을 고려한 동태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과 베이

지언 VAR모형을 이용하여 유로존 도입 후 경기동조성이 높아졌는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와 SVAR를 이용하여 유로존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다루었다.

다양한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통화통합 후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높

아졌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유로존 국가

들간의 재정준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상수지 불균형은 해소되기 어렵

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이러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i) EU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화통합을 이룩한 EU 공동체의 기

대와는 다르게 통화통합 후 유로존의 경기동조성이 강화되지 못한 것으

로 평가되며 이는 통화주권을 포기한 통화통합의 편익보다는 비용이 상

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로존 재정위기의 발원지인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본 논문에서 경기동조성이 가장 약한 국가로

분석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화폐를 통합함으로써 역내

환율 및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역내교역을 늘리고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

화하려는 유럽연합(EU)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ii) 학문적,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통화통합이 역내 교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역내 경기동조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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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주장하는 많은 실증분석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론이 도출되

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된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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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3-1] 지역별 경기변동의 분산분해 결과

<표 3-1-1> Variance Decomposition for EU FTA(%)

　 1986.1Q~1998.4Q 1999.1Q~2013.4Q 1999.1Q~2007.4Q

　 W R W R W R

Denmark 0.01 2.01 32.75 1.17 9.14 5.06

Norway 0.00 0.59 5.38 0.39 5.17 0.33

Sweden 1.79 4.17 55.96 0.41 25.66 64.34

Switzerland 0.26 23.02 62.11 1.22 22.73 5.23

Turkey 0.42 0.02 34.25 41.84 27.65 1.50

UK 0.61 84.36 28.07 0.56 1.92 3.17

Region(av) 0.52 19.03 36.42 7.60 15.38 13.27

<표 3-1-2> Variance Decomposition for Asia(%)

　 1986.1Q~1998.4Q 1999.1Q~2013.4Q 1999.1Q~2007.4Q

　 W R W R W R

China 0.15 1.02 15.90 11.34 3.22 9.45

Hong Kong 0.38 27.12 41.66 47.64 37.08 53.75

India 10.49 1.55 9.68 7.02 1.92 1.21

Indonesia 4.52 44.58 4.70 0.10 4.74 0.00

Japan 0.13 14.34 48.87 0.02 19.21 3.21

Korea 1.76 40.74 30.46 1.93 9.77 2.04

Malaysia 0.28 42.82 58.36 1.00 29.30 0.00

Philippines 7.26 14.25 21.83 2.74 23.03 3.38

Singapore 0.13 30.80 38.87 10.10 28.69 17.63

Taiwan 0.07 8.81 35.84 8.64 17.13 15.74

Thailand 1.58 48.51 10.08 0.41 2.62 0.95

Region 2.43 24.96 28.75 8.27 16.06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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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Variance Decomposition for North America(%)

　 1986.1Q~1998.4Q 1999.1Q~2013.4Q 1999.1Q~2007.4Q

　 W R W R W R

Canada 8.46 33.81 44.40 4.45 7.21 63.85

Mexico 0.09 4.18 60.60 38.93 32.95 2.14

US 0.20 52.33 36.96 0.39 7.12 4.65

avarage 2.92 30.11 47.32 14.59 15.76 23.54

<표 3-1-4> Variance Decomposition for South America(%)

　 1986.1Q~1998.4Q 1999.1Q~2013.4Q 1999.1Q~2007.4Q

　 W R W R W R

Argentina 0.38 0.78 6.53 85.21 2.49 0.13

Brazil 1.11 88.28 67.06 0.77 39.77 41.38

Chile 0.40 1.42 20.31 1.60 5.08 0.51

avarage 0.63 30.16 31.30 29.19 15.7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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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충격반응함수: Case 2

[pre-1999] [post-1999]

World Euro World Euro

World

Euro

Austria

Belgium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Netherlands

Portugal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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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충격반응함수: Case 3

[pre-1999] [post-1999]

World Euro World Euro

World

Euro

Austria

Belgium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Netherlands

Portugal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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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3]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of output(%)

<표 3-3-1>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of output(%): Case 2

case2 1986.1Q~1998.4Q 1999.1Q~2013.4Q 1999.1Q~2007.4Q

W R W R W R

Austria h=1 5.18 9.89 42.28 5.87 4.53 3.54

　 h=4 10.10 10.49 48.11 4.22 5.65 1.62

　 h=8 19.81 8.36 50.30 3.01 7.08 1.90

　 h=16 38.72 11.90 46.29 7.01 10.02 8.19

Belgium h=1 4.70 23.17 56.71 6.34 15.98 2.00

　 h=4 8.20 18.66 57.50 3.88 18.82 0.93

　 h=8 14.02 13.59 53.27 3.44 20.56 2.25

　 h=16 23.38 14.14 42.80 8.81 19.64 8.33

Finland h=1 10.91 0.02 40.26 13.61 2.97 1.44

　 h=4 12.62 4.87 48.61 12.84 4.89 1.38

　 h=8 13.46 20.42 51.59 10.80 7.57 1.11

　 h=16 13.42 44.11 47.65 9.10 11.60 3.93

France h=1 15.00 15.89 63.21 8.98 40.90 7.62

　 h=4 21.68 11.77 64.79 5.88 45.95 5.38

　 h=8 31.79 7.93 60.89 4.04 48.50 3.82

　 h=16 39.59 23.84 49.53 7.69 44.63 7.48

Germany h=1 15.73 48.05 46.48 29.99 6.51 28.67

　 h=4 18.31 46.69 53.97 26.35 8.94 25.34

　 h=8 22.16 43.60 57.88 22.28 11.47 18.89

　 h=16 30.19 37.43 57.89 20.65 15.09 13.03

Greece h=1 0.15 12.89 2.37 8.58 2.07 11.53

　 h=4 0.70 12.18 1.66 8.44 2.05 10.97

　 h=8 2.03 11.32 1.12 8.63 1.98 9.98

　 h=16 5.65 14.46 0.77 10.82 1.80 8.41

Ireland h=1 0.01 2.60 7.95 0.15 1.25 0.05

　 h=4 1.11 2.45 10.63 0.11 2.03 0.19

　 h=8 5.47 2.27 11.56 0.24 3.10 0.66

　 h=16 16.72 10.12 11.05 1.35 4.59 2.25

Italy h=1 1.14 22.21 51.75 20.90 20.42 31.45

　 h=4 2.93 21.14 53.25 17.45 23.77 27.02

　 h=8 6.49 17.81 49.11 13.74 26.90 21.96

　 h=16 14.78 15.80 39.65 10.54 29.30 18.90

Netherlands h=1 9.68 7.03 29.96 26.60 6.78 19.10

　 h=4 15.13 4.41 37.59 24.84 11.09 11.25

　 h=8 24.18 3.66 41.88 22.03 15.64 6.13

　 h=16 35.37 17.58 42.84 18.47 21.28 10.91

Portugal h=1 2.06 2.59 17.63 8.04 1.29 0.57

　 h=4 4.57 2.18 17.43 8.10 2.45 0.94

　 h=8 9.80 2.07 15.52 7.85 4.55 1.08

　 h=16 20.28 12.46 13.60 8.14 9.05 1.29

Spain h=1 2.16 2.85 41.27 13.45 4.27 5.46

　 h=4 4.85 2.16 45.63 11.38 6.78 3.04

　 h=8 10.82 2.59 41.88 7.94 9.68 2.04

　 h=16 21.90 18.26 29.70 4.35 12.10 5.08

평균 h=1 6.06 13.38 36.35 12.96 9.72 10.13

　 h=4 9.11 12.45 39.92 11.23 12.04 8.00

　 h=8 14.55 12.15 39.55 9.46 14.28 6.35

　 h=16 23.64 20.01 34.71 9.72 16.28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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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of output(%): Case 3

case3 1986.1Q~1998.4Q 1999.1Q~2013.4Q 1999.1Q~2007.4Q

W R W R W R

Austria h=1 4.84 8.83 44.14 5.46 5.04 3.13

　 h=4 7.58 7.47 46.44 3.64 5.17 1.30

　 h=8 11.85 4.98 43.60 2.56 4.57 1.90

　 h=16 17.91 9.43 33.13 8.25 2.98 7.64

Belgium h=1 5.07 21.27 56.44 5.83 15.80 1.48

　 h=4 7.46 15.98 54.05 3.33 15.82 0.60

　 h=8 10.13 10.54 44.61 3.25 13.58 1.87

　 h=16 11.26 7.81 28.07 11.35 8.28 5.46

Finland h=1 13.04 0.01 41.09 12.14 3.03 1.57

　 h=4 14.26 4.76 45.26 10.51 3.39 1.23

　 h=8 13.34 19.37 44.40 7.91 3.34 0.79

　 h=16 9.52 39.46 36.08 6.26 2.49 1.29

France h=1 15.68 14.04 63.68 8.55 43.35 6.48

　 h=4 20.28 8.53 63.27 5.44 45.17 3.67

　 h=8 25.27 5.85 55.55 3.79 42.90 2.43

　 h=16 25.38 22.20 36.95 10.16 32.42 6.01

Germany h=1 17.45 45.77 47.88 29.32 7.27 28.01

　 h=4 20.33 42.17 52.68 26.46 8.83 23.74

　 h=8 24.03 35.84 53.78 22.86 9.47 17.17

　 h=16 29.59 26.25 49.99 18.28 8.09 9.79

Greece h=1 0.19 14.41 1.83 8.59 1.44 12.93

　 h=4 0.48 12.99 1.15 7.99 1.22 13.00

　 h=8 1.02 10.89 0.70 7.21 0.97 12.82

　 h=16 2.38 9.14 0.89 6.31 0.69 12.13

Ireland h=1 0.01 3.25 6.94 0.07 1.17 0.15

　 h=4 0.26 3.13 7.15 0.06 1.21 0.62

　 h=8 1.14 2.54 5.83 0.68 1.11 1.61

　 h=16 3.71 2.59 3.97 3.29 0.83 3.35

Italy h=1 1.12 21.41 53.19 19.93 23.64 30.06

　 h=4 2.00 18.67 54.09 16.28 26.10 24.33

　 h=8 3.10 14.44 47.94 12.08 27.16 17.90

　 h=16 4.19 9.73 33.34 9.94 24.51 12.28

Netherlands h=1 10.46 6.11 33.46 23.63 8.26 17.33

　 h=4 13.48 3.32 38.55 22.11 11.32 9.58

　 h=8 16.83 2.68 39.73 19.68 12.39 5.13

　 h=16 18.43 11.34 37.06 15.97 9.53 9.69

Portugal h=1 2.26 2.54 16.59 7.00 1.50 0.41

　 h=4 3.72 1.67 14.57 5.94 2.24 0.38

　 h=8 5.98 1.30 10.90 4.58 3.30 0.29

　 h=16 9.41 6.44 8.39 3.41 5.12 0.31

Spain h=1 2.12 1.76 43.18 12.72 4.28 5.74

　 h=4 3.13 0.81 46.78 10.82 5.37 3.04

　 h=8 4.48 2.56 41.25 7.23 5.68 2.09

　 h=16 5.73 14.70 24.08 3.88 4.10 5.51

평균 h=1 6.57 12.67 37.13 12.11 10.43 9.75

　 h=4 8.45 10.86 38.54 10.23 11.44 7.41

　 h=8 10.65 10.09 35.30 8.35 11.32 5.82

　 h=16 12.50 14.46 26.54 8.83 9.00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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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with the target of Eurozone that is experiencing recent

currency union crisis,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he Eurozone's

economic convergence has been made after the monetary integration,

and what the causes of the economic imbalance in the Euro Area are.

In the first paper, by using the dynamic factor model and

difference-in-difference technique, I have examined the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As a

result of analysis, I could not derive the conclusion that the unified

monetary policy has enhanced the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urozone. In the second paper, by using the dynamic factor model

and the Bayesian VAR which have considered the 'global factors', I

have compared the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common currency. As a result, the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of Euro Area, rather, has been found to be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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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introduction of Euro. Therefore, both the two papers are

concluding that the economic cycles between Eurozone countries has

not been synchronized after monetary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third paper, by using a variety of

statistical materials and structural VAR model, I analyzed about the

cause of the current account imbalances shown between Eurozone

member stat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policy and the

current account. As results of the analysis, although the current

account deficit of Greece has been directly caused by its fiscal

balance deficit, in some cases such as Spain, it was analyzed that the

expansionary fiscal policy that exacerbates the fiscal balance increases

the consumption and investment from the private sectors, thus the

current account balance has been exacerbated. On the other hand. the

fiscal balance deficit of Germany, rather, resulted to improve the

current account. Therefore, for the elimination of the current account

imbalances between Eurozone countries, I could get the implication

that it needs to strictly comply with fiscal rules.

keywords : business cycle syncronization, current account

imbalance,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dynamic

factor model, differences-in-differences technique,

Bayesian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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