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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를 통해 교역조건 개선 충격에 대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경

상수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순환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교역

조건 충격이 GDP 대비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VAR 모형

으로 살펴보았다. 교역조건 개선 충격이 GDP 대비 경상수지를 증가시키

는 Harberger-Laursen-Metzler effect(HLM effect)가 나타난다. 또한 경

상수지를 수출액과 수입액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교역조건 개선 충격에

대해 GDP 대비 수입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역조건 개

선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소비평활화 동기가 기간 간 대체효과보

다 커 수입량을 증가시키지 못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동일 충격에 대

해 GDP 대비 수출액은 유의성이 낮지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는 해당 충격이 외국 입장에선 교역조건 악화로 외국의 수입수요가 감소

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교역조건 개선 충격이 수입단가지수와 수

출단가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교역조건 개선 충격은

단기적으론 수입단가지수의 하락으로, 장기적으론 수출단가지수의 상승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단가지수 하락 충격과 수출단가지수

상승 충격이 GDP 대비 경상수지, GDP 대비 수입액, GDP 대비 수출액

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교역조건 개선 충격은 단기적으로 수입단

가지수 하락 충격의 효과가 우세해 GDP 대비 경상수지가 증가하고, 점

차 수출단가지수 상승 효과가 우세해져 GDP 대비 경상수지가 유의하진

않지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 교역조건 충격, GDP 대비 경상수지, GDP 대비 수출액, GDP

대비 수입액, Harberger-Laursen-Metzler effect, 벡터자기회귀(VAR)

학번 : 2018-2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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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서론

세계 경제는 브렉시트, 미ㆍ중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

해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원자재 및 중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고 있고 최종재를 생산하

여 수출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높은 대외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 대외의존도는 약 50% 초중반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60% 중후반

정도로 일본의 약 2배에 달한다. 최근엔 Covid-19로 인해 무역의존도가

다소 낮아졌지만 이는 범 지구적으로 무역이 감소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역조건 악화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영

향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클 것이라 예상된다.

한 국가의 교역조건1) 변화와 경상수지 혹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되어왔다. 이 중에서 교역조건의 개선

(악화)이 경상수지의 증가(감소)를 불러온다는 현상을

Harberger-Larusen-Metzler effect(이하 HLM effect)라고 한다. HLM

effect는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다는 케인즈이론으로 설명이 된다. 한

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할

1) 대다수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역조건(TOT: terms of trade)은 순상품교역조건

지수를 의미하며 이는 (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100 으로 정의된다. 이는 수입액 대

비 수출액을 의미하여 교역조건이 개선된다는 것은 동일한 수입액에 대비하여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교역조건은 가격변수이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증가하는 경우

GDP지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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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저축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게 된다.

Obstfeld (1980), Sevensson과 Razin (1983)은 완전한 자본이동, 가격

신축성, 경쟁적인 자본시장이 전제되면 교역조건과 무역수지의 관계는

교역조건 충격의 지속성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교역조건 악화가 일시

적인 경우에는 소비평활화 동기(consumption smoothing motive)와 기간

간 대체효과(intertemporal substitution effect)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무

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소비평활화 동기는 교역조건

악화가 일시적이라고 판단되면 실질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소

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저축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악화

될 것이다. 한편 기간 간 대체효과에 의하면 일시적인 교역조건 악화는

미래소비에 비해 현재소비의 비용을 증가시켜 현재 소비가 감소하여 무

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다. HLM effect는 소비평활화 동기가 기간 간 대

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소비평활화 동기보다 기간

간 대체효과가 크다면 HLM effect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한편 교역조건 악화가 영구적인 경우에는 현재 및 미래의 실질소득 감

소가 영구적이므로 소비가 비례적으로 감소해 저축이 변하지 않아 무역

수지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Mendoza (1995)는

교역조건 충격의 지속성과 관계없이 교역조건 악화(개선)는 경상수지를

감소(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교역조건 충격이 GDP

대비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즉, 우리나라에서 HLM effect가 나타나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경상수지를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 교

역조건 충격이 GDP 대비 수출액과 GDP 대비 수입액에 각각 어떻게 영

향을 미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1절의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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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과 경상수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제2장 본론의 1절은

사용한 자료를 소개하고 2절에서는 분석 방법을, 3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제3장 결론에서는 분석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교역조건의 변화가 무역수지 또는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즉 HLM

effect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하

지만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 일관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

연구는 주로 경상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국내ㆍ외 경기와

환율 그리고 교역조건을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

이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고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교역조건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 및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윤상규ㆍ안동준 (2008)은 1991

년 1분기 ~ 2008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경상수

지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순상품교역조건 개선 시 경상수지가 개선됨

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준태ㆍ김용환 (2003)은 1990년 ~ 2002년을 외환

위기 전후로 구분한 후 일반화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이용하여 경상수지 행태방정식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교역조

건은 경상수지에 양(+)의 영향을 주지만,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나 교역

조건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조동철ㆍ김준일ㆍ김윤기 (2001)는 1970년 ~ 2000년까지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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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하여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을 분석한 결과 교역조건 개선

이 단기적으로 경상수지를 개선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분명하게 나타

난다고 한다.

하지만 김애영 (2014)은 1971년 ~ 2003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자

기회귀 모형에 기초한 Bounds test(ARDL Bounds test: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Bounds teset)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무

역수지가 종속변수인 경우, 교역조건과 장기균형관계를 나타내는 공적분

이 존재하고 교역조건이 1% 개선되면 무역수지가 장기적으로 0.5% 개

선되어 장기적으로 HLM effect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Mendoza (1995)는 G7 국가들의 1955년

~ 1990년, 개발도상국들의 1960년 ~ 1990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그 결과 교역조건 충격의 지속성과 관계없이 교역조건의 개선

은 경상수지를 개선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Grohe and Uribe

(2015)는 후진국과 신흥국의 1980년 ~ 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으로 평균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교역조건 개선 충격

이 무역수지를 단기적으로 증가시켰다가 감소시키는 HLM effect와

J-curve effect가 모두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역조건의 충

격이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동의 30%가량을 설명한다고 한다.

Otto (2003)는 개발도상국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HLM effect가 나

타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교역조건 악화가 지속될수록 무역수지가 악

화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Nadav Ben Zeev, Evi Pappa,

Alejandro Vicondoa (2017)는 남미 국가들의 90년대 1분기 ~ 2014년 3분

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VAR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역조

건 개선 충격이 무역수지의 증가를 가져오는 HLM effect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Bleaney and Ggreenaway (2001)에서 1980년 ~ 1995년 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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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한 결과 교역조건이 개선

될 때 경상수지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Chinn and Prasad

(2003)에서도 개발도상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패널 추정에서도

교역조건 개선이 경상수지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교역조건 충격에 대한 경상수지의 반응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해외 선행연구들은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순환의 변

동성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뤘고 교역조건 충격

에 대한 경상수지의 반응이 일관되지 않았다. 교역조건 충격에 대해 수

입과 수출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 모두

드물었으며 분석 방법, 기간, 국가에 따라 교역조건과 경상수지의 관계에

합의가 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HLM

effect가 나타날지, 교역조건 충격이 수입과 수출에 어떻게 반응하여 교

역조건이 변화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본론

제 1 절 자료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1988년 1분기 ~ 2018년 4분기까지 총

124개의 분기 자료이며, 사용한 시계열 변수는 교역조건, GDP, 소비, 투

자, 명목환율, 경상수지, 수출액, 수입액이다. 교역조건은 (수출단가지수/

수입단가지수)*100으로 정의된 순상품교역조건지수를 사용했다. GDP, 소

비, 투자, 경상수지, 수출액, 수입액 모두 추후 논의 확장을 대비해 달러

화 표시 자료를 이용했다. 명목환율은 원/달러 평균환율을 사용했다. 교

역조건, GDP, 소비, 투자, 명목환율은 자연대수를 취한 후 100을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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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사용했으며 무역량에 따라 경상수지, 수출액, 수입액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제거하고 GDP에서 해당 변수들이 차지하는 비중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해당 세 변수는 GDP로 나눠

준 값을 분석에 사용했다. 모든 자료의 출처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

템(ECOS)이다.

제 2 절 분석 방법

2.1. 벡터자기회귀모형

베이지안 벡터자기회귀모형(Bayesian VAR)을 이용했으며 lag2)는 4로

두었다.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은 아래와 같다.

    (1)

H(L)과 D(L)은 행렬 다항식이고 L은 시차연산자(lag operator)이다. c는

상수이며 는 시간 t에 대한  x 1의 내생변수 데이터 벡터이고 는
시간 t에 대한  x 1 의 외생변수 데이터 벡터이다. 구조적 오차항은 상

호 무관하다고 가정한다. Sims (1980)의 방법을 따라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해 벡터자기회귀모형의 모수들을 식별했다.

2.2 변수 순서

변수 순서는 교역조건, GDP, 소비, 투자, 명목환율, GDP 대비 경상수

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후, GDP 대비 경상수지 자리에 GDP 대비

2) 아카이케 정보기준(AIC)은 lag를 6을, 하난-퀸 정보기준(Hannan-Quinn information

criteria)은 lag를 2로, 우도비 검증(Likelihood ratio test)에선 lag를 8를 제안하기에 이

중간인 4로 분석하였다. 이는 Ben Zeev, Evi Pappa (2014)을 참고하였다. 부록에서 lag

를 달리 하여 강건성 분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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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과 GDP 대비 수입액으로 대체하여 각각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

였다. 이후 분석에서 GDP 대비 경상수지, GDP 대비 수출액, GDP 대비

수입액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자연대수를 취한 후 100을 곱해서 이용하

였다. 변수명은 각각 교역조건은 lTOT, GDP는 ly, 소비는 lc, 투자는 li,

명목환율은 lex, GDP 대비 경상수지는 cur/y, GDP 대비 수입액은 im/y,

GDP 대비 수출액은 ex/y로 사용하였다.

교역조건을 가장 외생적인 변수로 둔 이유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나라의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과 수

입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세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신흥국, 개발도상국,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주제를 다룬

Ben Zeev, Pappa, Vicondoa (2017), Grohe, Uribe (2015) 등의 선행 연구

들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교역조건을 가장 외생적인 변수로 가정하

였다. 교역조건 다음으로 국내 거시변수들을 외생적인 변수로 둔 이유는

교역조건 충격이 국내 거시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후,

국제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IS-LM-BP 모형을 분석할 때에도 외부 충격에 대한 국내 거시변수들의

반응을 먼저 분석한 후 국제 거시변수들과의 조정 과정을 거친다. Kim

(2015)에서도 재정정책 충격에 대해 국내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한 후 국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명목환율을 국제

변수들보다 외생적으로 둔 이유는 명목환율의 변화로 인한 국제 변수들

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제 3 절 분석 결과

3.1 교역조건 개선 충격에 대한 GDP 대비 경상수지, GDP 대비

수입액, GDP 대비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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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역조건 개선 충격에 대해 [lTOT, ly, lc, li, lex, cur/y]의 순서

로 분석을 진행했다. 아래 <그래프 1>을 보면, 교역조건 개선 충격 이후

약 2년 후 GDP, 소비, 투자는 각각 0.7%, 0.7%, 0.8%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교역조건의 정의를 고려할 때, 교역조건 개선

충격은 동일한 수입액 대비 수출액이 증가하여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

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호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도 이에 상

응하여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진 않지만 원화가 강세를 보여

명목환율은 약 2년간은 매 분기 0.25%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GDP 대비 경상수지는 충격 직후 0.7% 정도 증가하지만 그 크기는 점차

감소하여 시간이 흐르면 유의하진 않지만 감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GDP 대비 경상수지가 감소하는 부분은 GDP가 증가하는 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자체는 시간이 지나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교역조건 개선 충격에 대해 GDP 대비 경상수지

가 증가하여 HLM effect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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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연대수를 취한 교역조건에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2000번의 1 표준편차만

큼의 충격을 주었음. 회색 영역은 68%의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가운데 굵은 선은 중앙값

임.

교역조건 충격에 대한 GDP 대비 경상수지의 예측오차분산분해는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표 1은 68%의 신뢰구간으로 계산된 값이다. 교역조

건 충격이 GDP 대비 경상수지의 변동성을 충격 직후 최대 23%까지 설

명한다.

<표 1>

Horizon lTOT ly lc li lex cur/y
0 1

[1.00, 1.00]
0.0071

[0.00, 0.03]
0.0095

[0.00, 0.04]
0.0424

[0.01, 0.10]
0.013

[0.00, 0.05]
0.1503

[0.08, 0.23]
5 0.91

[0.84, 0.96]
0.03

[0.01, 0.08]
0.03

[0.01, 0.07]
0.03

[0.01, 0.07]
0.02

[0.00, 0.07]
0.10

[0.05, 0.17]
10 0.73

[0.57, 0.86]
0.06

[0.02, 0.16]
0.05

[0.1, 0.13]
0.05

[0.02, 0.13]
0.03

[0.01, 0.09]
0.11

[0.06, 0.17]
15 0.56

[0.37, 0.75]
0.08

[0.02, 0.20]
0.07

[0.02, 0.17]
0.07

[0.03, 0.17]
0.04

[0.01, 0.11]
0.11

[0.0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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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위의 수치는 예측오차분산분해의 중앙 값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신뢰구간

68%를 나타냄.

GDP 대비 경상수지가 증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상수지는 수입과

수출로 이뤄져 있으니 교역조건 개선 충격이 GDP 대비 수입액과 GDP

대비 수출액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에 경상수지가 증가하게 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교역조건 개선 충격에 대해 [lTOT, ly, lc, li, lex, im/y]의 순서로

GDP 대비 수입액의 영향을 살펴보겠다. <그래프 2>를 보면 앞의 분석

과 마찬가지로 GDP, 소비, 투자는 약 2년 후 1%, 0.5%, 0.7%가량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고 유의하진 않지만 명목환율도

0.25%~0.4%가량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GDP 대비 수입

액은 0.6%p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약 4년간 감소하지만 그 크기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역조건 개선이 영구적인 경우엔 무역수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일시적인 경우엔 소비평활화 동기(consumption smoothing

motive)와 기간 간 대체효과(intertemporal substitution effect)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3) 우리

나라의 경우엔 소비평활화 동기가 기간 간 대체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

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수입량이 크게 변화하지 않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수입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2>

3) Obstfeld (1980)과 Svensson and Razin (1983) 참조

20 0.42
[0.25, 0.63]

0.10
[0.03, 0.23]

0.07
[0.02, 0.19]

0.08
[0.03, 0.12]

0.05
[0.1, 0.12]

0.11
[0.06,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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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연대수를 취한 교역조건에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2000번의 1 표준편차만

큼의 충격을 주었음. 회색 영역은 68%의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가운데 굵은 선은 중앙값

임.

교역조건 충격에 대한 GDP 대비 수입액의 예측오차분산분해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표 2는 68%의 신뢰구간으로 계산된 값이다. 교역조건

충격이 GDP 대비 경상수지의 변동성을 10분기 후 최대 45%까지 설명

한다.

<표 2>

Horizon lTOT ly lc li lex im/y
0 1

[1.00, 1.00]
0.01

[0.00, 0.04]
0.02

[0.00, 0.06]
0.06

[0.02, 0.12]
0.01

[0.00, 0.05]
0.27

[0.18, 0.35]
5 0.92

[0.84, 0.97]
0.02

[0.00, 0.05]
0.02

[0.00, 0.04]
0.03

[0.01, 0.06]
0.02

[0.00, 0.06]
0.33

[0.24, 0.43]
10 0.70

[0.50, 0.86]
0.05

[0.01, 0.13]
0.03

[0.01, 0.08]
0.05

[0.02, 0.11]
0.04

[0.01, 0.09]
0.33

[0.23, 0.45]
15 0.48 0.09 0.05 0.08 0.05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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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위의 수치는 예측오차분산분해의 중앙 값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신뢰구간

68%를 나타냄.

다음으로 교역조건 개선 충격에 대해 [lTOT, ly, lc, li, lex, ex/y]의 순

서로 GDP 대비 수출액의 반응을 살펴보겠다. <그래프 3>를 보면 해당

충격에 대해 GDP 대비 수출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교역조건 개선은 외국 입장에선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즉, 외국의 실질소득 감소로 외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여

GDP 대비 수출액이 감소하는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3>

주: 자연대수를 취한 교역조건에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2000번의 1 표준편차만

큼의 충격을 주었음. 회색 영역은 68%의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가운데 굵은 선은 중앙값

[0.27, 0.72] [0.02, 0.19] [0.01, 0.13] [0.03, 0.17] [0.01, 0.14] [0.17, 0.41]
20 0.34

[0.17, 0.60]
0.11

[0.03, 0.24]
0.07

[0.02, 0.17]
0.10

[0.03, 0.21]
0.07

[0.02, 0.17]
0.24

[0.14, 0.38]



- 13 -

임.

교역조건 충격에 대한 GDP 대비 수출액의 예측오차분산분해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표 2는 68%의 신뢰구간으로 계산된 값이다. 교역조건

충격이 GDP 대비 경상수지의 변동성을 20분기 후 최대 18%까지 설명

한다.

<표 3>

주: 괄호 위의 수치는 예측오차분산분해의 중앙값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신뢰구간

68%를 나타냄.

종합해보면 교역조건 개선 충격에 대해 단기적으로 수입량이 변화하지

않아 GDP 대비 수입액이 감소하고, 외국의 수입이 감소하여 나타나는

GDP 대비 수출액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전자의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교역조건 개선 충격 발생 시 GDP 대비 경상수지가 증

가하는 HLM effect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역조건은 하나의 값이 아닌 수입단가지수와 수출단가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교역조건 전체의 상승 충격이 수입단가지수의 충격인지,

수출단가지수의 충격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교역조건을

이루고 있는 수입단가지수와 수출단가지수의 각각의 충격에 대한 GDP

Horizon lTOT ly lc li lex ex/y
0 1

[1.00, 1.00]
0.01

[0.00, 0.05]
0.02

[0.00, 0.06]
0.06

[0.02, 0.13]
0.01

[0.00, 0.04]
0.01

[0.00, 0.03]
5 0.93

[0.87, 0.97]
0.01

[0.00, 0.04]
0.01

[0.00, 0.05]
0.03

[0.01, 0.07]
0.01

[0.00, 0.04]
0.02

[0.01, 0.06]
10 0.78

[0.63, 0.89]
0.02

[0.00, 0.05]
0.02

[0.00, 0.06]
0.03

[0.01, 0.07]
0.02

[0.00, 0.06]
0.06

[0.02, 0.13]
15 0.62

[0.43, 0.79]
0.02

[0.01, 0.08]
0.02

[0.01, 0.07]
0.04

[0.01, 0.08]
0.03

[0.01, 0.07]
0.08

[0.02, 0.16]
20 0.48

[0.29, 0.69]
0.03

[0.01, 0.10]
0.03

[0.01, 0.09]
0.04

[0.02, 0.10]
0.03

[0.01, 0.09]
0.09

[0.03,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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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경상수지, GDP 대비 수입액, GDP 대비 수출액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 분석해보았다.

3.2 수입단가지수, 수출단가지수 충격에 대한 GDP 대비 경상수

지, GDP 대비 수입액, GDP 대비 수출액

3.2.1. 교역조건 개선 충격의 구성 요소 반응

수입단가지수와 수출단가지수로 구성된 교역조건이 두 변수 중 어느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지, 시차와 크기는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 교역조건 충격 바로 다음에 수입단가와 수출단가를 위치시켜

[lTOT, limp, ly, lc, li, lex, cur/y]와 [lTOT, lexp, ly, lc, li, lex, cur/y]

의 순서로 분석해보았다.

아래의 <그래프 4>을 보면 위에서 교역조건에 대한 1% 개선 충격은

즉각적으로 약 1.1% 정도의 크기만큼의 수입단가지수 하락을 불러온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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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연대수를 취한 교역조건에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2000번의 1 표준편차만

큼의 충격을 주었음. 회색 영역은 68%의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가운데 굵은 선은 중앙값

임.

한편 <그래프 5>을 보면 교역조건 개선 충격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수출단가지수가 점차 상승하여 2년 후엔 약 0.5%만큼 상승했다가 감소

하는 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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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연대수를 취한 교역조건에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2000번의 1 표준편차만

큼의 충격을 주었음. 회색 영역은 68%의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가운데 굵은 선은 중앙값

임.

즉, 교역조건 개선 충격은 단기적으로 수입단가지수가 하락하는 효과

가 우세하게 나타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수입단가지수 하락 효과는 감소

하는 반면 수출단가지수가 상승하는 효과가 서서히 교역조건 상승을 충

격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수입단가지수와 수출단가지수의

충격이 GDP 대비 경상수지, GDP 대비 수입액, GDP 대비 수출액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겠다.

3.2.2 수입단가지수 충격에 대한 GDP 대비 경상수지, GDP 대

비 수입액, GDP 대비 수출액

우선 수입단가지수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수입단가지수 충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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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p, ly, lc, li, lex, cur/y]의 순서로 GDP 대비 경상수지에 미친 반응에

대해 분석했다. 아래의 <그래프 6>은 수입단가지수가 상승하는 충격이

기에 이는 교역조건이 감소하는 충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석의 일관

성을 위해 해당 그래프를 뒤집어 해석해보면 변수들의 유의도와 초기 반

응에 조금의 차이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교역조건 개선 충격을 잘 설명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수입단가지수 하락 충격 직후 GDP, 소비, 투자

모두 각각 0.5%, 0.5%, 1%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

며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GDP 대비 경상수지의 반응은 약 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역조건 개선 충격의 단기적 반응을 수입단가

지수 하락 충격이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수입단가지수 충격에 대한 GDP 대비 수입액과

GDP 대비 수출액의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겠다.

<그래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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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연대수를 취한 수입단가지수에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2000번의 1 표준편

차만큼의 충격을 주었음. 회색 영역은 68%의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가운데 굵은 선은 중

앙값임.

먼저, 수입단가지수 충격에 대한 GDP 대비 수입액의 영향을 [limp, ly,

lc, li, lex, im/y] 순서로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프 6>에서의 해

석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그래프 7>를 뒤집어보면 일시적으로는 감소하

지만 충격 약 반년 후부터는 위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GDP, 소비, 투자

는 충격 직후엔 각각 약 0.6%, 0.9%, 1.8%가량 감소하지만 점점 증가하

는 모습이 나타나고 유의하진 않지만 명목환율도 충격 직후엔 0.2%가량

상승하지만 이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GDP 대비 수입액은 교역조

건 충격에 비해 영향은 조금 더 크지만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4)

수입단가가 하락했음에도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은 수입량이 비탄력적

으로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황운중 (2015)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수입

중간재와 국내중간재의 대체탄력성이 매우 낮아 교역조건 개선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수입량을 바로 늘리지 못한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수

입단가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었지만 국내중간재를 수입중간재로

탄력적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GDP 대비 수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7>

4) <그래프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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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연대수를 취한 수입단가지수에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2000번의 1 표준편

차만큼의 충격을 주었음. 회색 영역은 68%의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가운데 굵은 선은 중

앙값임.

다음으로 수입단가지수 하락 충격에 대한 GDP 대비 수출액의 영향을

[limp, ly, lc, li, lex, ex/y]의 순서로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그래프

8>를 보면 해당 충격에 대해 GDP, 소비, 투자,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GDP 대비 수입액을 분석한 상황과 유사하다. 다만 해당 충격에 대해

GDP 대비 수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입단가지수의 하락으

로 수입중간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수출재화의 가격도 하락해

수출량이 증가하여 GDP 대비 수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GDP가 약 1년 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

출액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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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연대수를 취한 수입단가지수에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2000번의 1 표준편

차만큼의 충격을 주었음. 회색 영역은 68%의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가운데 굵은 선은 중

앙값임.

3.2.3 수출단가지수 충격에 대한 GDP 대비 경상수지, GDP 대

비 수입액, GDP 대비 수출액

다음으로 수출단가지수 상승 충격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겠다. <그래프

9>는 [lexp, ly, lc, li, lex, cur/y]의 순서로 분석한 내용이다. 수출단가지

수 상승 충격은 충격 직후 GDP, 소비, 투자에 각각 1%, 0.9%, 1.5% 증

가하였다가 약 1년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명목환율도 충격 직후

0.5%만큼 하락했다가 약 6분기 이후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GDP

대비 경상수지는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GDP가 상승한

크기를 감안하면 수출액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수출단가지수의 충격이 GDP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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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수입액, GDP 대비 수출액에 주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그래프 9>

주: 자연대수를 취한 수출단가지수에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2000번의 1 표준편

차만큼의 충격을 주었음. 회색 영역은 68%의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가운데 굵은 선은 중

앙값임.

수출단가지수 상승 충격에 대해 [lexp, ly, lc, li, lex, im/y]의 순서로

분석한 결과를 아래의 <그래프 10>을 통해 확인해보면 수출단가지수 상

승 충격 직후 GDP, 소비, 투자는 각각 1%, 1%, 1.5%가량 증가했다가

감소한다. 명목환율은 단기적으로 0.5% 감소하였다가 점차 증가하는 방

향으로 나타난다. GDP 대비 수입액은 충격 직후 0.5%가량 증가하는 모

습이 나타나다가 서서히 감소한다. 즉, 수출단가지수가 증가하였는데 단

기적으로 수입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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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0>

주: 자연대수를 취한 수출단가지수에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2000번의 1 표준편

차만큼의 충격을 주었음. 회색 영역은 68%의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가운데 굵은 선은 중

앙값임.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수출단가지수 상승 충격에 대해 [lexp, ly, lc,

li, lex, ex/y]의 순서로 분석한 GDP 대비 수출액의 반응을 확인해 보았

다. 수출단가지수 상승 충격에 대해 GDP, 소비, 투자, 환율에 미치는 영

향과 크기는 GDP 대비 수입액을 분석한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그래프 10>과 <그래프 11>을 함께 보면 수출단가지수 상승 충격이

GDP 대비 수입액과 수출액을 모두 증가시킨다. 수출단가지수 상승으로

수출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많아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간

재 수입을 늘리고, 수출도 장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다만 GDP 대비 수출액이 GDP 대비 수입액보다 증가한 크

기가 작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출단가지수가 상승했기에 수출량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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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여 GDP 대비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에 수출단가지수 상승 충격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11>

주: 자연대수를 취한 수출단가지수에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2000번의 1 표준편

차만큼의 충격을 주었음. 회색 영역은 68%의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가운데 굵은 선은 중

앙값임.

3.3. 추가 분석에 대한 결론

추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교

역조건 개선 충격은 단기적으로 수입단가지수가 하락하는 효과가 우세하

게 나타난다. 이는 단기적으로 GDP 대비 수출액을 감소시키지만 국내중

간재를 수입중간재로 탄력적으로 대체하지 못하여 GDP 대비 수입액을

더 크게 감소시킨다. 또한 소비평활화 동기가 기간 간 대체효과를 압도

하여 수입량을 늘리지 않아 GDP 대비 경상수지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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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입단가지수 하락의 효과는 줄어들고 수출단가지수

상승 효과가 우세해진다. 수출단가지수 상승에 따른 영향은 비슷한 크기

의 GDP 대비 수출액 증가, GDP 대비 수입액 증가를 불러와 GDP 대비

경상수지에 유의하진 않지만 GDP 대비 경상수지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

이 나타난다.

제 3 장 결론

본 연구는 1988년 1분기 ~ 2018년 4분기까지 총 124개의 분기별 시계

열 한국 자료를 사용하여 교역조건의 변화가 GDP 대비 경상수지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영향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GDP 대비

경상수지를 GDP 대비 수입액과 GDP 대비 수출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교역조건 변화가 GDP 대비 경상수지, GDP 대비 수입액,

GDP 대비 수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교

역조건 충격을 더 세분화하여 수입단가지수와 수출단가지수의 각각의 충

격이 GDP 대비 경상수지, GDP 대비 수입액, GDP 대비 수출액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은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

석에 사용한 교역조건은 실질소득을 반영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를 이

용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교역조건과 경상수지 혹은 무역수지의

관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국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와 비슷하게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기존 해외 연구들에서는 교역조건 충격으로 경기순환의 변동성을 얼마나

설명해내는지에 집중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선 기존 연구들에서 진행되

지 않았던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했다. 교역조건 충격에 대한 GDP 대비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GDP 대비 수입액과 GDP 대비 수출액에 대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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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살펴보았고, 교역조건을 수입단가지수와 수출단가지수로도 나누어

상세히 분석했다.

교역조건 개선 충격은 장기적으로 경상수지를 개선시킨다는 김애영

(2014)의 분석 결과와 달리 단기적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증가를 가져

와 HLM effect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경상수지를 수출액과 수입액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교역조건 개선 충격

에 대해 GDP 대비 수입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소비평활화 동기가 기간 간 대체효과

보다 크기 때문에 수입량을 증가시키지 못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동

일 충격에 GDP 대비 수출액은 유의성은 낮지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이는 외국 입장에선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외국의 수입수요가 감소

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들은 교역조건 충격 자체만을 분석했지만 본 연구에선 더 나

아가 교역조건 개선 충격이 수입단가지수와 수출단가지수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해당 충격은 단기적으로 수입단가지수의 하락을

가져왔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단가지수 하락의 영향은 사라졌다. 단

기적 수입단가지수 하락으로 인해 소비평활화 동기가 커 수입량을 늘리

지 않은 것에 더해 국내중간재를 수입중간재로 탄력적으로 전환하지 못

하여 GDP 대비 수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 입장에서의

교역조건 악화로 외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합쳐져 나타난 현상

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수출단가지수는 서서히 상승했다가 감소하는 것

으로 보인다. 수출단가지수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수입액, 수출액이 증

가하기에 중간재 수입량과 수출량을 늘려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1년

후엔 이 효과가 모두 약해져 GDP 대비 경상수지에 유의미하진 않지만

감소하는 영향이 나타난다.

종합해보면 교역조건 개선 충격은 단기적으로 수입단가 하락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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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하지만 그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수출단가 상승의 효과가 우세해진

다. 즉, 교역조건 상승 충격이 단기적으로는 수입단가 하락 충격으로 인

해 GDP 대비 수출액보다 GDP 대비 수입액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 GDP

대비 경상수지 증가하여 HLM effect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출단가 상승 충격이 우세해지며 GDP 대비 경상

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

선 교역조건, 수입단가지수, 수출단가지수의 충격이 수입량, 수출량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산업 분

야별, 수출입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별로 계약에 따른 무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충격들에 대한 수출입 물량의 변화 방향과 크기에 따라 경

상수지, 수출입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교역조건, 수입단가지수, 수출단가지수의 충격이 수입량, 수출량에 미치

는 영향을 산업별, 수출입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별로 나누어 보는 방향

으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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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ppendix)

A. 강건성 분석 결과(Robustness check)

기준이 되는 lag는 4에 대한 강건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

래의 <그래프 A1>은 lag를 2로, <그래프 A2>는 lag를 8로, <그래프

A3>은 lag를 10로 분석한 결과이다. 세 그래프 모두 유의성에 조금씩

차이가 존재할 뿐 lag는 4인 기준이 되는 그래프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래프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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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연대수를 취한 교역조건에 1 표준편차만큼의 충격을 주었음. 회색 영역은 68%의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가운데 굵은 선은 중앙값임.

<그래프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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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연대수를 취한 교역조건에 1 표준편차만큼의 충격을 주었음. 회색 영역은 68%의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가운데 굵은 선은 중앙값임.

<그래프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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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연대수를 취한 교역조건에 1 표준편차만큼의 충격을 주었음. 회색 영역은 68%의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가운데 굵은 선은 중앙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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