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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小考는 김영식 · 박우영 (2003)의 다부문 소규모 개방경제 실물경기변동모형에 

국제이자율 수준에서의 海外借入(foreign borrowing)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뒤， 산업부 

문별 총요소생산성 충격‘ 교역조건 충격 및 수출수요 충격이 산업연관성의 波及過程

(propagation mechanism)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變動性(volatility )과 산업부문 

간 同調性(comovement)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우선 모형에서 도출 

된 제조업 전체의 산출량과 고용의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변동성 

과 일치하고， 투자의 경우는 실제보다 크게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전체의 고용과 투 

자는 총 산출량과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며 산업부문 간 동조성은 그 크기가 실제 

보다 다소 작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동조성 

은 개별산업 간 중간재 및 투자재의 투입산출관계에 기초한 塵業聯關性( intersectoral 

Ii마‘ages)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序 論

최 근 김 영 식 · 박우영 (2003) 은 多部門 (multisector) 實物景氣變動模型의 시 초인 Long and 

Plosser (l 983)를 일반화한 Horvath (2000 )에 국가 간 무역과 交易條件 衝擊( terms-of-trade 

shock)을 도입하여 소개방경제의 실물경기변동모형으로 확장하였다 (2) 특히 산업연관성 

을 고려한 소개방경제의 설불경기변동모형이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경기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모형의 파라미터 값들을 우리나라의 1995년 산업연관표〔한 

국은행(1998) J 와 기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설정( calibration) 한 뒤， 제조업부문의 變動性

(v이atility)과 산업부문 간 同調性(comovement)을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3) 그러나 이 연 

(1) 본 논문에 연구비 지원을 해주신 제왼연구재단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2) 본 논문의 모형은 소개방경제의 기본 RBC모형〔예를 들어. ~endoza(1991. 1996))을 산업부문 

간 투입산출관계를 고려한 다부문 RBC모형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개방경제의 설 

물경기변동모형을 우리 경제에 적용한 최근의 연구로서 박형수(1999)가 있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총체적 생산부문을 고려하는 기본 RBC모형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다부문 RBC모형과 차이가 있다 대규모 개방경제의 실물경기변동 

모형으로는 Backus, Kεhoe， and Kydland( 1994)가 있다-

(3) 산엽연관표의 통합대분류에 의한 산업부문은 농림수산품， 광산품 14개의 제조업부문， 그리 

고 12개의 서비스부문 등 총 28개 산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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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at = I, {(a i +ßi )Pi,tYi ,t -[ki써 -(1 -μi )ki,t 1π i ，t}- (l +rt)bt +bt+1 

마지막으로 소개방경제에서 재화시장의 균형조건은 무엇인가? 閒銷經濟의 경우 산업부 

문별 생산은 중간재， 투자재， 그리고 최종소비재 수요의 합과 같아진다. 그러나 開放經濟

에서 국내생산은 국내시장에 공급되거나 수출되고， 국내수요는 국내재와 수입재의 결합으 

로 구성된다. 따라서 재화 i의 시장은 국내생산(Yi，t) 이 수출(xf，H)과 국내재수요(x않)의 합 

과 같아질 때 청산된다. 

(3.7) 
F H Yi.t =XiHf +x i,t - .A iH ,t T AiH,t 

위 식을 x않t로 정리하여 식 (2.25)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재화 i시장의 청산조건식 

이 도출된다. 

(3.8) 

F 
Pi ,t v qi ,t H . F 

Yi ,t =-τXi - ~.~ x[;' ,t +x[ÌI,t 
q;;t qi;t 

즉， 재화 i의 국내생산량이 국내수요에 순수출을 더한 값과 같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qf.r/q안는 交易條件(terms ofσade)을 의미하며 식 (2.27)의 확률과정으로 주어진 수입재가 

격의 충격을 모두 흡수하게 된다. 

요약하면 모형경제의 完全鏡爭均衝(perfectly competitive equilibrium)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외생 충격 {At, qr, x~.t}응o과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가격 {qfl, Pt, P" 땐， π， pF}잃 

및 수량 {ι， nt, Mt, c" bt, i" x{!' 까}뜸o들로 구성된다: 

1) 생산성 {A ,}7=o, 수입재가격 {qi}응0， 수출 {x싱 t}뜸o은 각각 충격이 {텅}응0， (e?} 7=o, 

{ef}잃인 로그자기회귀과정을 가진다. 

2) 대표기업은 배당금의 현재가치를， 대표소비자는 평생기대효용을 극대화한다. 

3) 산업별 임금과 국내재 가격은 노동시장과 재화시장을 청산한다 

이 러 한 균형조건식들은 非線形 確率的 差分方程式體系 (system of nonlinear stochastic 

difference equations)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分析的 解(anaIytical solut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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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구할 수 없다. 본 논문은 實物景氣變動模型의 解法(solution method)을 따라서， 균형 

조건식들을 각 변수들의 定常狀態(steady state) 값 근방에서 로그線形 近似化(log-linear

approximation)시 킨 선형 방정 식 체 계 를 이 용하여 정 상상태 로부터 의 변화율로 표시 된 변수 

들의 數↑直解 (numerical solution)를 구한다 모형의 정상상태 근방에서 로그선형화를 한 수 

식과 수치해를 계산하는 방법은 김영식 · 박우영 (2003)의 〈부록 C) , <부록 D)와 동일하다. 

4. 母數 設定(cal ibration) 

실물경기변동모형의 방법론에 따라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에서 정 

의된 각 母數(parameter) 값들을 우리나라의 통계자료와 각종 미시 · 거시경제학적 분석결 

과로부터 추출하여 결정한다. 우선 파라미터 값들을 부여해야 하는 모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消費者: ψ， 8 ， X, Iþ, {ζ}섣l 

生塵者 M , {μi ， a i , ßi' Y;}섣l' rm , r , 
質 易: F .. H , M 

{ml , ωt }i~l' a x 

外生 衝擊 (수입재가격과 수출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경우) : 

{p: , C}깜， !1A' !1qx 

外生 衝擊 (수입재가격과 수출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pf , pF , pf}섣l' !1A' !.2q , !1 x 

시율레이션을 위해서 산업부문의 수(M)는 M=3을 사용하였다. 1995년 산업연관표에서 

통합대분류에 의한 산업부문은 농림수산품， 광산품， 14개의 제조업부문， 그리고 12개의 서 

비스부문 등 총 28개 산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뒤에서 설명할 산업별 총요소 

생산성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농림수산품， 광산품 그리고 서비스부문의 경우 총요소생산 

성의 추정에 펼요한 자료의 부족과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로 여기서는 製造業部門을 다 

음과 같은 3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모형을 분석한다: 기초소재업(석유 · 석탄，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제 l차금속， 금속제품) , 조립가공업(일반기계， 전기 · 전자， 정밀기기， 수송장 

비) , 소비재업(음식료품， 섬유가죽， 목재 · 종이， 인쇄출판， 가구 · 기타) . 

4. l. 消費關聯 母數

모형의 기본 시간단위는 分期(quarter)로서 효용할인인자(8)는 (1. 03 >-0 25 = O. 9926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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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 消費關聯 母數의 캘리브레이션 
(a) 效;用핍數 

수
 

1 모
 

값 

δ(효용할인인자) 

ψ(상대적 위험기피도) 

X(소비와 여가의 상대적 비중) 

(b) 消費加重f直

0993 
1 000 

1 762 

제조업 부문 

기초소재업 

조립가공업 

소비재업 

소비가중치 (';i) 

0.1859 
o 2212 

0.5929 

용하였다 소비와 여가의 기간 내 대체탄력성을 나타내는 x는 정상상태에서 평균노동비 

중이 o 326이 되도록 결정하였다. 경제주체의 相對的 危險딛避度(relative risk avεrsion)를 

나타내는 ψ는 로그효용함수를 가정하여 ψ= 1로 놓았다 (5) 

산업별 명목소비지출 가중치(응)는 199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1998))의 생산자가격평 

가표에서 각 산업별 민간소비지출항목과 정부소비지출항목의 합을 산업전체 민간소비지 

출항목과 정부소비지출항목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이 모형에서 정부가 

없는(즉， 조세 및 보조금이 없는) 경제를 가정하였으며， 정부를 산업의 일부로 간주하였 

기 때문이다 (6) 소비관련 모수값은 〈表 1)에 정리하였다. 한편 해외차입 이자율의 리스 

크 프리미엄과 관련된 파라미터 ￠는 Schmitt-Grohe and Uribe(2003) 에서와 같이 ø = 

0.000742로 놓았다. 

4.2. 生훌關聯 母數

생산함수의 모수 ( lXj， μ， ìi)는 1995년 산업연관표에서 생산자가격평가표의 산업별 중간투 

입계，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및 고정자본소모 항목을 기초로 계산하였다. 모형에서 사용 

한 제조업 3개 부문의 α， β， ìi의 평균값은 각각 0.1348, 0.1412, 0.7240이다‘ 

중간재투입계수표(r3• m )와 자본재투입계수표(r3. 1 ) 는 각각 1995년 산업연관표에서 생산 

(5) 우리나라의 경우 남주하(1993)에서 If/ = 0.297로 추정되었다. 

(6) 본 논문에서는 정부를 경제에 공공행정과 국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부문으로 가정한다 

이는 산업연관표의 서비스부문 중 ‘공공행정 및 국방’을 정부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하지 

만 데이터의 제약으로 서비스부문을 시율레이션에서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제조업생산에 대한 

민간소비지출과 정부소비지출의 합은 민간소비지출과 같아짐으로 위의 가정은 본 논문의 시 
율레이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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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生훌關聯 母數의 캘리브레이션 

U; ßi χ μl 

기초소재업 o 1539 o 1180 0.7281 00317 

조립가공업 0.1437 o 1466 07097 0.0338 

소비재업 o 1068 o 1590 0.7341 0.0286 

| 093l1 om6 0%l 
T3.m = I 0.0382 0.6708 0.0248 

0.0306 0.0216 0.7142 

Iom T3.l = 10.8628 0.9651 0.9709 

0.0120 0.0143 0.0174 

자가격평가표의 산업 간 투입산출관계와 고정자본형성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산 

업별 감가상각률(μ)은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각호〕에 실린 산업별 감가상각률을 사용 

하였다. 모형에서 사용한 제조업 3개 부문의 생산관련 모수값은 〈表 2)에 정리하였다. 

4.3. 貴易關聯 母數

국내수요에 있어 국산품과 외제품의 구성비 (ωF， ωn는 산업연관표의 생산자가격평가 

표를 기초로 총생산량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값을 내수로 계산하고 이를 수입량과 비교하 

여 ωF+ωf= l 이 되도록 계산하였다((表 3) J. 

그리고 국산품과 외산품의 代替彈力性은 l로 가정 하여 複合財 Xi는 다음과 같은 Cobb

Doug1as형태로 단순화하였다. 

” ω H F . .. H X; ,r = (x [F,r )~' (x;써，r ) ’ , ω;+ ω‘ =1 

4.4. 外生的 衝톨흩燮數 

모형경제의 외생적 충격변수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충격， 산업별 수입재가격 충격 그리 

고 산업별 수출 충격이다- 塵業別 總要素生塵性(Ar )은 홍성덕 · 김정호(1996) 에서 So1ow 

〈表 3) 國內財 輸入財 加重{直

ω섯 l ω5， l 

기초소재업 0.8004 01996 

조립가공업 o 6732 o 3268 

소비재업 o 8349 o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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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의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정된 제조업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을 이용하였다. 

InAμ =lnYi ,t -ι Inki ,1 - ßi Inni ,1 -Yi InMi,l 

Hodrick -Prescott (1997) 필터 (혹은 HP 필터)로 총요소생산성의 장기추세치를 제거한 후 

식 (2.9)의 확률과정을 추정한 결과는 〈表 4)에 정리되어 있다. 홍성덕 · 김정호(1996)가 

추정한 제조업 부문별 총요소생산성은 연간 시계열자료이므로 HP펼터의 平慣化 係數

(smoothing fact아)를 100으로 놓고 추세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수입품에 내제된 긍정적 또 

는 부정적 기술 충격이 총요소생산성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산업별 총 

요소생산성과 산업별 수입재가격， 수출 간 상관관계가 허용된 확률과정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제약으로 총요소생산성이 산업별 수입재가격 및 수 

출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總要素生塵l生의 確率過程을 추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외생변수인 산업별 수입재 가격과 수출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 두 변수의 확률과정을 추정하였다 제조업 부문별 수입재 가격과 수출 데이 

터는 각각 수입물가지수(1971년 1/4분기 ~2oo2년 1/4분기)와 수출물량지수(1988년 1/4분 

기 ~2oo2년 3/4분기)의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두 시계열자료에서 HP 필터로 추세 

〈表 4> 總要素生훌性의 確率過程
P‘3,A 

기초소재업 

조립가공업 

소비재업 

註- 홍성덕 · 김정호(1996) 

o 7821 

l00x꾀;; 월 3f5;ff 5 g3i3l 06082 

o 7297 

〈表 5) 輸入財價格의 確率過程

P? 

기초소재업 

조립가공업 

소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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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한국은행‘ 『월간물가~， 각호; 수입물가지수(기본)， 1971: 1 ~2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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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 輸出需要의 確率過程

pf 

기초소재업 04903 I6%36 3 뼈 4.7157 

조립가공업 o 0276 100x 꾀~ = 13.8940 8.4983 4.7971 

4.7157 4.7971 7.1492 
소비재업 -0 1175 

註: 한국은행 F국제수지~. 각호， 수출물량지수. 1988: 1-2002:3 

를 제거한 후， 식 (2.26)과 (2.27)의 확률과정을 추정한 결과는 〈表 5)와 〈表 6)에 정리 

되어 있다 이 때 수업물가지수와 수출물량지수는 분기별 자료이므로 HP필터의 평활화계 

수를 1600으로 하여 추세를 제거하였다. 여기서 각 확률과정에 대한 교란항(t:，q. 양)은 서 

로 독립적인 확률변수로 가정한다 

5. 定常狀態 및 시율레이션分析 

5. 1. 定常狀態分析

〈表 7)에 정상상태에서 모형의 산업별 산출량 비율과 199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1998) J의 실제 데이터가 비교 · 정리되어 있다 

塵業聯關表의 실제 데이터에 의하면 국내제조업생산 중 조립가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기초소재업과 소비재업이다. 그러나 개방경제모형의 정상상태 값은 

제조업부문 총산출량 중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순서가 산업연관표의 그것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몇 가지 모형 및 데이터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특 

정 연도(1995년)의 실제 데이터만을 고려하여 모형의 정상상태 값을 현실경제의 정상상 

태를 나타내는 수치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둘째， 모형경제에서 모든 산업부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초소재엽은 조립가공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부분이 많고， 조립가 

〈表 7) 定常狀態分析

산출액 

data 개방 

기초소재업 

조립가공업 

소비재업 

註 산출액 = PiYi j"iPiYi 

36 53 

37 20 

26.26 

49 93 

18 93 

3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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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은 상대적으로 농업 및 광업 그리고 서비스부문 등에 자본재로 투입되는 부분이 많 

다. 그 결과 개방경제의 경우 모형의 정상상태 값이 실제 데이터에 비해 기초소재업과 

소비재엽은 과대계상， 조립가공업은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5.2. 시율레이션分析 

소개방경제에서 제조업부문 간 산업연관성을 고려한 實物景氣變動模型의 우리나라 제 

조업부문에 대한 설명력을 평가해 보기 위해 로그선형 균형조건식들을 이용하여 동학 시 

율레이션을 실행하였다. 한 번의 시율레이션은 148개의 표본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시율 

레이션을 100회 반복 시행하였다. 

5.2.1. 짧動性 

경기변동의 주요 특성인 變動性(volatility )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조업 부문별 산출량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우선 〈表 8)에서 제조업전체의 산출량과 고용의 변동성은 그 크 

기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변동성과 일치하고 투자의 경우는 실제보다 크게 나 

타났다. 이러한 데이터와 모형에서 유도된 投資 變動性의 차이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별 투자를 사용하여 실제 변동성을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塵業別 變動性

은 실제 시계열의 변동 정도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별 투자의 변동성은 

실제보다 훨씬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모형의 보완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表 8) 짧動性(v이 atility) 

산출량 고용 투자 

data 개방 data 개방 data 개방 

제조업전채 5.05 4.71 0.54 0.55 0.72 3.57 

기초소재업 4 20 544 o 65 o 48 o 87 3 18 

조립가공업 8.10 7 78 o 38 o 52 o 96 22 07 

소비재업 4.38 6 38 o 60 0.54 o 70 26 29 

註 1) 각 시율레이션에서 계산된 표준편차의 평균값; 고용과 투자의 변동성은 산출량 변동성에 

대 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냄 ; 산출량은 실질부가가치 (rea1 value added). (PiYi - Pf4 Mi) /Pi로 

츠정. 

2) 실제 변동성의 계산에 사용된 산업별 데이터는 산출량은 분기별 산업생산지수(1980: 1 ~ 

2002:3. 한국은행 l. 고용은 분기별 노동시간[ 1993 : 1 ~ 1998 ‘ 4. 통계청 l. 투자는 연간 자본스 

톡(1 969-1993. 홍성덕 · 김정호(1996)l 이다. 추세제거를 위한 HP필터의 평활화계수는 분기 

별 자료의 경우 1600. 연별 자료의 경우는 100을 각각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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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9) 製造業 部門 閒 同調性(comovement)

산출량 고용 투자 

data 개방 data 개방 data 개방 

재조업전체 1. 00 1.00 0_67 0 ‘ 98 - 0.45 

기초소재엽 o 82 o 97 o 98 o 91 o 86 o 85 

조립가공업 o 93 o 61 o 97 o 60 o 95 -0 03 

소비재업 o 91 o 79 o 98 0_85 0_93 0_11 

註‘ 1) 각 시율레이션에서 계산된 제조업전체 수치와 산업별 수치 간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의 평균값; 제조업전체의 동조성은 고용과 산출량， 투자와 산출량 간 상관계수 

의 평균값 

2) 실제 변동성의 계산에 사용된 산업별 데이터는 산출량의 경우 분기별 산업생산지수 

(1980: 1 ~2002:3， 한국은행)， 고용은 분기별 노동시간(1993: 1 ~ 1998 :4, 통계청)， 투자는 연 

간 자본스톡(1969~1993 ， 홍성덕 · 김정호(1996) )이다. 추세제거를 위한 HP필터의 평활화 

계수는 분기별 자료의 경우 1600, 연별 자료의 경우는 100을 각각 사용하였다-

5.2.2. 同調性

경기변동과정의 주요 특성으로서 변동성뿐만 아니라 산업부문 간 경제변수들의 同調性

( comovement)을 둘 수 있다 〈表 9)는 제조업 부문 간의 동조성을 생산， 고용， 및 투자의 

상관계수로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제조업부문 총산출량과 총고용 및 총투자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비록 절대적 

크기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景氣順應的 (procyclical) 이었다. 산업부문 간 산출량， 

고용， 투자의 상관계수도 실제 데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지만， 조립가공업 

부문의 투자를 제외하고는 각각 총산출량， 총고용， 총투자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나 

타내고 있다.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산업부문 간 동조성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모형의 

보완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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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0)은 모형에서 유도된 산업 간 투입산출관계를 산업 l의 산출량(y;) 중에서 다른 
M M 

산업의 중간재 (L; mu，t)와 투자재 (L; iij.，) 로 수요되는 비율로 나타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모형경제의 산업부문 간 동조성은 이러한 塵業聯關性에 기언한 것으로 짐작된다. 

6. 要約 및 結論

본 小考는 김영식 · 박우영 (2003)의 다부문 소개방경제 실불경기변동모형에 海外借入

(foreign bon-owing)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뒤，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변동성과 제조업 산 

업부문 간 동조성을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소개방경제의 다부문 경기변동 이론모형에 의해 유도된 제조업 전체의 산출량과 

고용의 變動性은 대체적으로 실제 변동성과 일치하고， 투자의 경우는 실제보다 크게 나타 

났다， 한편 제조업 전체의 고용， 투자는 총산출량과 양의 상관계수를 갖는다는 점에서 모 

두 景氣}II흉應的 (procyclical) 이었다. 산업부문 간 同調性(comovement)은 실제보다 다소 작 

게 나타나지만， 산업별 산출량 · 고용 · 투자는 각각 총산출량， 총고용， 총투자와 대체적으 

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동조성은 개별산업 간 중간재 및 투자재 

의 투입산출관계에 기초한 塵業聯關性(intersectoral linkages) 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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