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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량강제모형들이 개발되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예측모형은 몇 

개의 광엑시와 도를 중심으로 모형이 연구4 개발되었을 뿐이다． 

제주도 지역경제에 대한 분석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제주경기종합지수와 한 

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발표하는 지역경제동향에만 의존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제주발 

전연구원에서 경제예측모형을 구축하였으나 제주지역의 경제 및 정책을 일관적으로 분 

석 및 예측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지역의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쳬계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제주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제 

주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1995년∼2009년1)으로 주로 통계청， 제주특빌자 

치도청， 한국은행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통상최소 

자승법（OLS）을 사용하였고， 분석프로그램으로 Eviews Ver.5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거시계량경제모형 방법론으로써 연립방정 

식모형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제주지역 거시계량경제모형 설정을 

위해 자료 및 추정방법을 살명하고 모형의 구조를 구축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제4 

장에서는 앞 장에서 추정한 모형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추정된 모형을 통해 정책 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 

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ㅍ . 이론적 고찰 

2.1 연립방정식모형 

연립방정식모형은 복잡한 경제 현상을 특정 이론에 따라 다수의 방정식으로 쳬게화하 

고 이를 관찰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제약이 따르지만， 강제변수들 간 

의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모형이 식별만 된다면 많은 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의 경제행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유용성2）으로 

1) 퉁계청에서 지역별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데이터를 1995년부터 연간단위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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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연립방정식모형은 경제개발계획을 위한 정책수립， 다양한 경제정책의 효과분석 

및 경제예측 등 거시경제 분석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연립방정식쳬계＆）를 나타내는 모형은 구조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form equation model）과 유도방정식모형（reduced form equation model)으 

로 구분된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여러 경제변수간의 상호（의존）관계 구조를 하나의 통일된 연립방정 

식체게로 묘사한 것으로서 경제변수간의 상호 의존적 경제행위 및 행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방정식이라 하여 행태방정식（behavioral equation）이라고도 불리우며， 가장 보편 

적인 구조방정식모형은 다음과 같다． 

AZR+BXR+CXN= U 

여기서z〃은 지역경제 내생변수들의 벡터로 방정식들에서 그 해가 구해져야 하는 미지 

수이고， x〃은 지엑깅제 외생변수들의 벡터이며， 」Y：̂은 국민경제 거시경제변수들의 벡터 

로 지역경제모형에서는 외섕변수에 해당한다． U는 오차항 벡터이며 A, B, C는 회귀계수 

행렬 또는 구조모수행렬이라고 한다． 

구조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된 수식， 즉 미지수인 내생변수들을 선결변수들의 함수 형태 

로 도출한 유도형 방정식체계（reduced form）는 다음과 같은 모양을 하게 된다． 

ZR = URXR+UMXU+ V 

아기서 llJ?= A1B, IIN= A 눗, V= 크 11/ 이다． 이 유도형 방정식은 모형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거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활용된다． 

연립방정식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은 구조방정식을 개별적으로 추정하는 단일방정식추 

정방법（sin미e equation method of estimation）과 모형 내 모든 구조방정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정하는 전체방정식추정방법（systems method of estimation）이 있다． 

단일방정식추정방법은 얀립방정식 체게가 완전히 식별되었다는 잔제하에 연립방정식 

내의 회귀식을 각각 독립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연립방정식 내 다른 회귀식을 전혀 

경제구조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관성 있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모형 자쳬가 기존의 정립된 이 

론적 근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오차에 대한 통계학적 관리가 용이하다； 

고봉현·강기춘， 『제주지역 경기예측모형 구축 Ii , 제주발전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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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고 해당 방정식 하나찍만을 따로 고려하므로 제한정보추정법（LIML:limited 

information maximum-likelihood method）이라고도 한다． 경제성과 모형표기오차 등 

의 이유로 지금까지 단일방정식 접근법들이 널리 활용되어 왔는데， 통상적으로 최소 

자승법（OLS:ordinary least-squares), 간접최소자승법（ILS:indirect least-squares 

method), 2단계최소자승법（2SLS:two-stage least- squares method), 제한정보최우 

법（LIML:limited-information maximum-likelihood method)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거시모형과 같은 여러 개의 행태방정식으로 구성되는 대규모 모형의 경우 통 

상적으로 최소자승법（OLS）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최소자승법（OLS）에 의한 추정 

치는 다른 추정법에 비해 다중공선성， 변수오차， 설정오류 등의 문제에 민감하지 않고 

예측도 비교적 안정적이며 행태방정식 하나를 가감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단지 방정식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쳬방정식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이점이 있다．4) 

2.2 국내의 지역 거시계량경제모형의 연구동향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 태동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지역단위의 경 

제가 확대되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하기 

시작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과 검정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역단위 거시계량경제모형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3년 김철환이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단위의 경제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이후 나호수（1993, 부산）, 

정병우（1994, 경남）, 하인봉（1992, 대구）, 김성태 외（1996, 충북）, 윤성민（1996, 부산） 

등이 지역경제모형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지역 경제자료의 제약으 

로 인해 소규모 계량모형의 구조를 띄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 개발된 모형들은 개인이 아닌 지역의 연구원을 통해 광역시나 도차 

원의 지엑계량경제모형이 연구．개발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정리 

하였다． 

4) 홍현표‘한광석「성진우·이헌동，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의 구축』 한국해양슈산개발원， 2004, p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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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의 주요 지역 거시계량경제모형5) 

대상지역 연구자 추정기간 모형 분석 부문 

제
주 

2011 
고봉현· 
강기춘 

1985-2009 
（연간자료） 

연립방정식모형 

(OLS) 

생산， 고용， 임금·물가， 금융， 

재정， 대외， 기타 

경

기 

2006 성명기 외 
1985-2004 

（연간자료） 
연립방정식모형 

(OLS) 

생산， 고용， 임금·물가， 금융， 

재정，대외 

2009 황상연 

1985-2007 
（연간자료） 연립방정식모형 

(OLS) 

생산， 고용， 임금·물가， 금융， 

재정，대외 

1995-2007 
（분기 자료） 

최종수요， 대외 등 

서울 

2005 신창호 외 
1985-2002 
（연간자료） 

계량산업연관모형 

(OLS) 

최종수요， 생산조정， 임금， 

고용 

2008 박화석 외 

1985-2002 
（안간자료） 

계량산업연관모형 

(OLS, GLS) 

최종수요， 생산조정， 임금， 

고용 

1994-2006 
（분기자료） 

구조벡터자기 회 귀모형 
서울치역 강제변수， 대·내외 

경제변수 

2001 김성태 외 
1985- 1999 

（분기자료） 
연립방정식모형 

（이'5) 

생산， 고용， 임금」물가， 금융， 

재정，대외 

2005 
조택희 · 
이연호 

1.985-2003 
（연간자료） 

연립방정식모형 

(OLS) 

생산， 고용， 임금．물가， 금융， 

재정，대외 

ㅂㅜ산 

2005 윤성민 
1970-2003 

（연간자료） 
연립방장식모형 

(OLS) 

생산， 고용， 임금·물가， 금융， 

재정，대외 

2007 주수현 2003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생상활동， 재화， 가계， 정부， 

해외， 자본시장 

正． 제주지역 거시계량경제모형의 설정과 추정 

충북 

거시계량경제모형은 일반균형이론에 입각한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적 쳬계에 기초하여 

주요 총량변수들（생산， 고용， 소득， 물가수준， 이자율， 통화량， 소비， 투자 등） 간의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예측한다． 

이에 따라 본 모형은 기본적으로 소득·소비이론을 중시하는 케인지앤체계에 기반을 두 

되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현재 구축하고 있는 공급중심의 경기예측모형과의 차별성을 위 

하여 최종수요부문을 중심으로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비나 투 

5) 고봉현4강기춘 r제주지역 경기예측모형 구축ㅍ』 , 제주발전연구원 2011' 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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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출 및 수입 등 수요가 거시경제 분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를 고려하기 위하여 4개 행태방정식， 3개 항등식， 총 7개 연립방정식으로 구성하였다． 

개별 경제변수의 추정식은 기본적으로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설정하되， 추정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행태방정식에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3.1 자료 및 추정방법 

본 모형의 추정기간은 1995년에서 2009년까지6）이며， 지역단위 통계자료의 한계（월간 

자료 및 분기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연간자료를 활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타 지역 

（깅기）의 경우 시계열이 짧은 지출측면의 연간자료를 분기화하여 분기모형을 추정하였으 

나 이러한 작업은 많은 인력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분기화 작업을 통한 제주 

지역 거시계량경제모형 구축은 향후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걋으로 판단된다． 

모형추정에 필요한 자료는 주로 통계청，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모형에서 

사용되어지는 통계자료 및 변수는 〈표 2〉에 정리하였고 변수들의 인과관계 및 대응적 

연관효과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림 1＞과 같이 flow chart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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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  「 

( GOv  

tRINCOMEl 

RV아〕 GROP 

(5I 

R 

85! !NVS! 

	F 
( !NVNT 	

> I 
( to  }  

<：그림 1> 모형 피ow chart 

ㅣ INVE 

INV 

- 	J:lㅐ생반수 

「ㄱ외생변수 
－→ 통계적으로 유의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6) 칙역단위 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반수에 따라 가용한 자료의 표본기간이 상이하나， 변수의 중요성울 감 

안하여 졔외하지 않았다‘ （피용자보수 200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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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성변수（내생변수 및 외생변수） 

변수명 표기 내용 기간 단위 峠처 

내생변

수 

민간소비 (D아8 95-09 십억원 통계청 

건설투자 INVC 95-09 십억원 통계청 

설비투자 llqvsI 95-09 십억원 퉁계청 

최종소비지출 CF CONS-'- GO V 95-09 십억원 통계청 

총고정투자 INV INVC+ INVSI+ INVE 9 5-09 십억원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GRDP CONS+ JNV+ GOV-1- JNV+ lNVITr+ 10 95-09 십억원 통계청 

실질 피용자보수 RiNCOME 명목피용자보수／민간소비디플레이터 95-09 십억원 통게청 

외생변

수 

정부소비 GOV 95-09 십억원 퉁계청 

무형고장자산투자 INVE 95-09 십억원 통계청 

재고증감과 

퉁계적 불일치 
INVNT 95-09 십억원 퉁계청 

재화4서비스이출입 JO 95-09 십억원 통계청 

피용자보수 INCOME 명목 XJ-09 십억뭔 통계청 

민간소비디플레이터 CONSDEF 명목민간소비／실질민간소비 95-09 통계청 

소비자심리지수7) CS' 전국 96-09 지수 한국은행 

회사채유통수익률 YCB 명목 장외3년， AA 둥급 95-09 % 한국은행 

PRICER 95-09 % 통지청 물가싱승률 

살질금리 RYCB 95-09 회사채유통수익률믈가상승률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전산업 96-09 지수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 ER 95-09 원／달러 한국은행 

더미변수 

DUM98 외환위기 

DUMO3O4 카드채 부실화 

D1JM0506 건설경 기침 체（건설투자적용） 

D13M06 건설경 기침 체（설비투자적용） 

DJJMO8 글로벌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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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모형의 추정방법은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되8) 모형 전쳬의 안정 

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Cochrane-Orcutt추정법 또는 내생시차변수를 포함시켜 1차 자기 

상관을 수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거시경제변수들의 시계열 자료들은 심한 변동을 나타내 

고 있어 모형의 전쳬적 측면아서 변수의 단위근 검정을 통한 변수의 안정성 여부， 그리 

고 장기적 결합 유무를 검정하는 공적분 검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지역단위 경제모형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나 본 모형의 경우 시게열이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량 

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을 고려하지 않았다．9) 

모수의 추정량을 검정하는 검정통계량으로 ㄴ통계량， 수정결정계수（adj-R씩 더빈 왓 

슨통계량 (d.w.）등을사용하였다． 

3,2 모형의 설정 및 추정방법 

본 모형은 선행연구의 모형구조， 이용 가능한 데이터 등을 감안할 뿐 아니라 지역단위 

통계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한 제약을 고려하여 최종수요부문을 중심으로 47ㅐ 행태방정 

식， 3개 항등식으로 구성하였다． 

최종수요부문은 지역내총섕산（GRDP）을 지출측면에서 파악하는 방법으로 소비， 투 

자， 재화와 서비스 이출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소비는 내생변수인 민간소비와 외 

생변수인 정부소비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고， 투자는 총고정투자와 재고투자로 구성되 

어 있는데 본 모형에서는 총고정투자를 다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로 나누어 추정하였 

다． 재고투자는 변동성이 매우 큰 데다 국민소득추계 방법상 생산과 수요（지출）의 차 

이를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계적 불일치 항목과 합산한 후 외생으로 처리하였 

다． 재화와 서비스 이출입의 경우 지역데이터의 한계로 개화와 서비스의 이출 · 이입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2009년 3월부터 이숑 가능하여 시계열이 짧아 전국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연립방정식모형에서는 한 방정식에서의 내생변수가 다른 방정식에서 설명변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란항과 

의 직교조건이 성립하칙 않으므로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면 그 추정량은 편의성과 비일관성을 갖 

게 된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OLS를 통해 추정한 갈과가 더욱 정교화된 방법을 통하여 얻은 

추정랑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흔히 블 수 있다‘ 

백웅기·오상훈（1993), a캐의 巨視經濟 分期模型:J(DJQ92 「한국개발연구」 제15권 제1호， pp.3-86 

Yoo, Yoon-ha(1990) 한국은행（1989) 등의 논문에서도 OLS 추정방식을 택하였는데． 그들은 2SLS 

나 GMM방식어i 의한 계수추정치가 OLS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타 지역（경기， 충북， 부산 등）의 지역경제모형에서도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을 고려하지 않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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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수출（수출육귁打 GDP, 더미변수， trend를 넣고 방 

정식을 추정하였으나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낮아 모형의 전쳬적인 적합도를 위해 이 

를 와생으로 처리하였다． 

3.2.1 민간소비（CONS) 

소비수요는 가계의 가처분소득（Y-T) 및 이자율（r）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C=C(Y-T, r) 

민간소비는 Hall의 합리적 기대하의 생애주기 항상소득가설（Rational Expectation 

Life-cycle 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기초하여 항상소득으로 가처분소득의 대 

리변수로서 명목 피용자보수를 민간소비디플레이터로 샬질화시킨 실질 피용자보수와 전 

기자기시차를 사용하였고， 이자율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3난 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 

에서 물가상승률을 제한 실질금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대심리에 의한 영 

향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심리지수10）와 민간의 부를 반영하기 위해 실질종합주가지수 

와 실질 제주지가를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또핸，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고자 정부지출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질금리와 실질종합주가지수， 

실질 제주지가， 정부소비지출의 경우 추정결과 부호가 이론과 상이하게 나오거나 적합도 

가 낮아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위해서 이를 제외하고 추정하였다． 

CONS = f( RINCOME, CSI, CONS(-1), DUMO3O4) 

LOC( CONS) = 0.0898: 0.0049L0C(RJNCOME) + 0.2295L00( CS]) + 0.8640L0G( CONS( i)) 
(0.12) 	 (o.os) 	 (2.70) 	 (5.69) 
- 0.0406DUMU304 

(-3.13) 

Adj 	B2 = 0.978, D. MC = 1.245, F= 101.417(0.000) 

1⑦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잔반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한국은행이 개별 소비자동향지 

수 가운데 관련 깅제지표와 연콴성이 높은 지수（생활형편치수， 경졔상황지수， 소비관련지수 등）를 골라 합 

성한 지수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음을 100보다 작을 경 

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부정적인 응답에 따른 경기 

판단 오류를 피하고 경기수준에 대한 균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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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결과 』4心 B2는 α98, F값은 101.4 17로 비교적 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상수 및 설명변수들의 t값을 살펴보면， 상수와 실질 피용자보수를 제외한 모 

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 아니라 부호도 예상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실질 피용자 

보수는 부호는 에상과 일치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기 

시차의 탄력성이 0 86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민간소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3.2.2 건설투자（INVC) 

건샬투자는 투자의 기회비용측면에서 3년 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제한 실질금리와 소비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고자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지출을 합한 최종 

소비지출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부동산가격과 경기를 반영하기 위해 실질 제 

주지가와 지역내총생산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실질 제주지가와 지역내총생산 

의 경우 추정결과 부호가 이론과 상이하게 나오거나 적합도가 낮아 모형의 전반적인 적 

합도를 위해서 이를 제외하고 추정하였다． 

INVC = f( RYCB, CP, TNVC(-1)), DUM98, DUMO5O6, DUMO8) 

LOG(JNVC) = 2.2527 0.O116BYCB+0.0163L0G( CP) +0.6908L0G(]NVC( 1)) 〔｝I 929DUM38 

(1.35) 	( i.ii) 	(o.is) 	 (3.35) 	 (-4.46) 
- 0.0973DUM1J506 - 0.2158DU.MIJ8 

(-2.70) 	(-5.72) 

Adj 	B2 = 0.940, D. TV = 2.726, F= 35.163(0.000) 

추정결과 '4djJ콘는 以94, F값은 35. 163으로 분석되었다． 상수 및 설명변수들의 t값 

을 살펴보면， 상수와 실질금리， 최종소비지출 변수는 부호는 예상과 일치하나 통게적 유 

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기재기시차의 탄력성이 0.69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환위기， 건실경기침쳬， 글로벌 금융위기 가변수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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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2.3 설비투자（INVSC) 

설비투자는 기본적으로 생산과 투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축적 가속도원리 

(flexible acceleration principle）에 의거 지역내총생산을， 외환위기 이후 대내외 불확실 

성과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투자변동이 큰 점을 감안하여 대용변수로서 금리를 반영하 

기 위해 3년 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제한 실질금리와 기업경기실사지 

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환율의 원자재수입에 대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원／달러 환율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역내총섕산을 포함하여 추정할 경우 

개별 행태방정식의 적합도는크물론 모형 전체의 적합도가 다소 낮아져 이를 제외하고 추 

정하였다． 

·INVSI = f( RYCB, BSI, ER. DUMO6) 

LOG櫛vt's)) = 12.5146-0.0981RYCB-1.1545LOG(ER.) +0.5423L｛欠;(BSi) - 0.2429DUMc16 
(12.18) 	(-11.71) 	(-8.23) 	(6.27) 	(-2.90) 

..4dj - 7zㄴ 0.935. D. MC = 2.678. F= 47.594 (o.000) 

추정결과 A1j -／욘는 0.94. F값은 47. 594로 분석되었다． 상수 및 설명변수들의 t값 

을 살펴보만，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 아니라 부호도 예상과 일치하게 나 

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1% 증가할 경우 설비투자는 1.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설비투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질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설비투자는 α1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실질금리가 증 

가하먼 투자의 기회 비용이 증가하여 투자가 감소한다는 이론과 부합한다． 기업경기실 

사지수（BSI)의 경우 탄력성이 α54로 나타나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3.2.4 최종소비지출（CP) 

최종소비지출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지출의 합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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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 CONS + GOV 

3.2.5 총고정투자（INV) 

총고정투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의 합으로 정의된다． 

홑 TNV = INVC + INVSI + INVE 

3.2.6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내총섕산은 최종소비지출과 총고정투자， 재고증감과 통계적 불일치， 재화와 서비 

스 이출입의 합으로 정의된다． 

GRDP =' CONS + TNV + GOV + TNVNT + 10 

3.2.7 실질 피용자보수（RINCOME) 

제주도 실질 피용자보수는 명목 피용자보수를 만간소비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였고， 지 

역내총생산과 전기자기시차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 	RINCOME = f( GRDP, RINCOME(-1) ) 

LOG(RINCOME) = 5.0010 + 1 .2982L0G( GRDP) + 0.1752LOGCRINCOME( i)) 
(-3.67) 	(4.39) 	 (0.97) 

Adi - ／콘 = 0.971, D. W = 1.835, F= 133.992(0.000) 

추정결과 Adj - I갇는 0.97, F값은 133.992로 비교적 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상수 및 설명변수들의 t값을 살펴보먼， 잔기자기시차를 제외한 상수와 지역내 

총섕산（GRDP）은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 아니라 부호도 예상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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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총생산（GRDP）이 1% 증가할 경우 실질 피용자보수는 1.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기자기시차의 경우 탄력성이 0.18로 추정되었으나 통 

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w. 제주지역 거시계량경제모형의 의태분석 

모형이 정책파급효과 분석이나 예측 등의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하「서는 개별 

방정식의 이론 및 통계적 적합성은 물론 전쳬 모형 쳬계 내에서의 동태적 안정성과 예 

측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정된 모형이 내생변수들의 실제치를 얼마나 잘 설명 

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 역사적 모의실험11）을 수행하였다． 

역사적 모의실험을 할 때 잔기의 모든 내생변수의 값에 모형에서 계산된 값이 대입되 

는 것을 동태적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며 이는 실제치가 대입되는 정태적 시뮬레이샨과는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동태적 시뮬레이션의 경우 시작시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오차가 

누적되면서 실제치와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 정태적 시뮬레이션에 비해 오차가 

크다． 정태적 시뮬레이션은 추정의 적합도를 보여주는 반면 동태적 시뮬레이션은 모형의 

예측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경제형태는 연립방정식모형 

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 때 변수간의 상호 의존관계는 시간 경과에 따른 방정 

식간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므로 연립방정식모형에서의 시뮬레이션은 동태적 시뮬레이 

션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개별 방정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정태적 시뮬레이션이 주 

종을 이루고 있다．12) 

일반적으로 모형에 의해 추정된 추정치가 실제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보통 다 ＜표 3〉과 같이 세 가지의 평가기준들이 활용된다． 

역사적 모의실험이란 모형에서 도출된 주요 깅졔변수의 예측치와 실제치를 비교해 봄으로써 모형의 안정 
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구쳬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종원（1994）의 저서 『계량경제학』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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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역사적 모의실험 평가기준 

평가기준 추정식 비고 

자승평 균오차（RMSE) 

}7 : 추정치 

｝쑤 : 실제치 

7` ; 감정기간 

* 0 三 U二 1 

γ수，술（玗 17」） 

자승평 방근퍼 센트오차（RMSPE) TIlST갇7 	}'7' )2 ;/츠 
V 기섭볍 	y7 

The ii의 불균등계수（U) 
γ수컥《『7 	，」，겯）2 

γ수희(r)2+γ용璥（1,'.)2 

자승평균오차（root mean square error : 1RJVISE）는 모형에 의해서 구해지는 추정치와 

실제치의 편차를 제곱한 값들을 평균한 다음 그의 제곱근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 변수 

의 추정치와 실제치 간의 근사정도 흑은 밀접도를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변수들의 측정 

단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추정 

치와 실제치 간의 펀차를 실제치로 나눈 다음 그의 평균에 자승근을 구하는 자승평방근 

파센트오차（root mean square percent error : RMSPE）를 이용한다． 또 하나의 평가기 

준은 재eli의 불균등계수（inequality coefficient）로 만약 U=O이면 검정기간 동안 모형 

의 추정치가 실제치와 완쟌히 같아 모형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U=1이면 모형이 

실제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U가 0에 접근할수록 모형의 적합 

성이 좋다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은 검정과정을 통해 추정된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이 모형을 이용하 

여 미래의 경제현상을 예측하거나 여러 가지 대안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을 분석， 즉 

승수분석이나 탄력성분석을 행하게 된다． 이러한 연립방정식모형의 적합성감정 그리고 

이를 기초로 경제예측 및 승수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통 의태분석（simulation 

analysis）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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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모형의 안정성 평가 

본 장에서는 가우스 자이델（GaussSeidel) 방법13）에 의해 2001난부터 2009년까지 9 

년을 대상으로 동태적 시뮬레이샨을 실행한 후 추정오차를 계산하였다． 

추정오차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자승평방근퍼센트오차（RMSPE）를 계산한 결과인 

〈표 4〉를 살펴보면， 모든 내생변수의 자승평방근퍼센트오차（RMSPE）가 4% 미만으로 상 

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개별 행태방정식은 물론 모형의 전체적인 동태적 안정성 

과 살명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민간소비， 최종소비지출， 지역내총생산은 

1% 미만으로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표본 내 동태적 시뮬레이션 오차값（RM S FE) 

（단위 :%) 

변수명 표기 정태해（ s) 동태해（ d) 

민간소비 CONS 0.96 1.08 

간설투자 TNVC 2.21 2.21 

설비투자 INYST 3.05 3.05 

최종소비지출 CP 0.70 0.79 

총고정투자 INY 1.57 1.30 

지 역 내총생산 GRDP 0.72 0.77 

실질 피용자보수 RINCOME 1.55 1.53 

＜그림 2＞는 2001∼ 2009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내생변수의 정태 및 동태적 시뮬레이 

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보면 시뮬레이션 추정치가 실제치를 상당히 잘 설명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Gauss-Seidel 방법은 개별 돈炸ㅔ방정식을 순차적으로 풀어 내생변수의 값을 구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다시 개별 행태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각 내생변수의 값이 일정한 오차범위로 수렴할 매까최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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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내생변수의 Simulation 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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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책모의실험14) 

정책모의실험이란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변수 또는 외생변 

수의 변화가 성장， 물가 등 주요 내생변수에 미치는 가상적 파급효과의 시간경로를 계측 

하는 것이다． 즉， 특정 외생변수에 충격을 일정기간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했을 경 

우， 주요 내생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모형에서는 표본 내 분석을 수행하였고， 2007-2009년의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 정부소비지출， 실질금리 등 외생변수의 변화가 소비， 투자， GRDP, 소득에 

미치는 가상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도별 파급효과는 외생변수의 충격이 있기 전 

에 모형에서 산출된 내생변수의 기준값（baseline）과 외생변수의 충격 이후에 모형에서 

산출된 내생변수의 값（scenario）을 비교하여 이전의 기준값으로부터 얼마나 변화했는지 

를 분석하는 것이다． 

4.2.1 원／달러 환율 10% 상승 

〈표 5〉는 원／달러 환율이 매년 10% 상승할 경우 제주지역의 거사경제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설비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총고정투자가 변화하고 이는 다시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쳐 결국 소득 

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투자→A)l→소득→소비의 흐름으로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매년 10% 상승할 경우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7.20% 감소하고 이는 총고정투자를 연평균 1.71%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 

의 감소로 지역내총생산（GRDP）은 1차난도에 α59% 감소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세가 둔화되어 3차년도에는 α37% 감소하여 연평균 α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내총생산（GRDP）의 감소는 살질 피용자보수， 즉 소득을 연평균 α71% 감소 

시켜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4) 정책변수가 실졔치보다 1% 중가할 경우 내생변수 Y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정책효과（,) = （정책실시翡헐螺蕣시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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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원／달러 환율 10% 상승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평균 

GRDP 0.5921 0.4780 0.3678 -0.4793 

CONS 0.0038 0.0070 0.009 1 0.0066 

CP 0.0028 0.0050 0.0065 0.0048 

INVC 0.0001 0.0001 0.0002 0.0001 

INVSI 7.9283 6. 57 2 1 -7.1013 7. 2006 

INY 1.9697 1.7300 1.4365 1.712 1 

RINCOME 0.7679 0.7542 0.6091 0.7104 

4.2.2 재정정책 : 정부소비지출 10% 증가 

최근 10년간의 채무 예산 GRDP 규모와 그 변화 추이를 비교하면， 예산대비 특별자 

치도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책의 역할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이 

지역경제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정부소비지출 증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표 6〉은 재정정책 측면에서 정부소비지출을 매년 10% 증가시킬 경우 제주지역의 거 

시경제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소비지출이 증가할 경우 최 

종소ㅂl가 증가하여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총고정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또한， 지역내총생산과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갓이다． 즉， 소비→투자→생산→소득 

→소비의 흐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확장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소비지출을 매년 10% 증가시킬 경우 소비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79% 증가하고 이는 건설투자를 연평균 0.07％증가시키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건설투자의 증가에 따라 총고정투자 역시 증가함으로쩌 지역내총생산 

(GRDP）은 연평균 2.29% 증가하고 실질 피용자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1차년도 α01％에서 3차년도 0.04％로 연평균 以03％증가하는 걋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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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효과는 애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정부소비지출 10% 증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평균 

GRDP 2. 1784 2.3889 2.2964 2.2879 

CONS 0.0138 0.0294 0.0430 0.0287 

CP 2.7252 2.8그 1.9 2.8179 2.7850 

INVC 0.0439 0.0755 0.0975 0.0723 

INVSI 0.0000 0.0000 0.0000 0.0000 

INV 0.0311 0.0519 0.0728 0.0520 

RINCOME 2.8371 3.6189 3.6349 3.3636 

4.2.3 금융정책 : 실질금리 25bp 하락 

〈표 7〉은 실질금리가 매년 25bp 하락할 경우 제주지역의 거시轍제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실질금리가 하락할 경우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총고정투자가 변화하고 이는 다시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 

쳐 갈국 소득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투자→생산→소득→소비의 흐름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질금리가 매년 25bp 하락할 경우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연평균 α38%. 4.92% 

증가하고 이는 다시 총고정투자를 연평균 긔38%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투자의 증가에 의해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α38% 

증가하고 이에 따라 피용자보수 즉， 소득은 1차년도 α6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차년도에는 α65% 증가하여 얀평균 α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 및 최종소비는 연평균 α005%, 0.0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금리의 하락이 소비애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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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실질금리 25bp 하락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평균 

GRDP 0.5 128 0. 18 14 0.4522 0.382 1 

CONS 0.0033 0.0046 0.007 1 0.0050 

CP 0.0024 0.0033 0.005 1 0.0036 

INVC 0.4290 0.4088 0. 2890 0.3756 

INVSI 5.64 13 1.4099 7.7122 4.9211. 

INV 1.7061 0.6522 1.7755 1.3779 

RINCOME 0.6662 0.3522 0.6494 0.5560 

V. 결 론 

븐 연구는 제주지역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 

는 정책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제주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소비이론을 중시하는 케인지안쳬계를 바탕으로 연립방정식쳬계에 입 

각한 지역 거시계량경제모형（Regional Macroeconometric Model）을 구축하되， 선행연 

구의 모형구조， 이용 가능한 데이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구축한 공급중심의 경기예측모 

형과의 차별성을 위하여 최종수요부문을 중심으로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살정하였다． 일반 

적으로 소비나 투자， 수출 빛 수입 등 수요가 거시경제 분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4개 행태방정식， 3개 항등식 총 7개 연립방정식으로 

구성하였다． 개별 경제변수의 추정식은 기본적으로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살정하되， 

추정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행태방정식에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각 

행태방정식은 OLS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추정결과 전반적으로 추정계수들이 경 

제이론과 부합할 뿐 아니라 설명력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정된 모형의 안정성을 팡가하기 위해 가우스 자이델（Gauss-Seidel)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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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2001난부터 2009년까지 9년을 대상으로 동태적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다음 추정오 

차를 분석해 보았다． 추정오차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자승평방근퍼센트오차 

(RMSPE）를 계산한 결과 모든 변수가 4% 미만으로 안정된 수준을 보였는데， 특히 민간 

소비， 최종소비지출， 지역내총생산은 오차가 1% 미만으로 매우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모형 전쳬의 동E뀨적 안정성과 예측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적 모의실험을 통해 모형의 안정성을 평가한 후， 정책변수 또는 외생변수의 충격 

이 제주지역 경제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정책모의실험을 수행하 

였다． 표본 나l 분석을 수행하였고， 2007 -2009년의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 정부소비 

지출， 실질금리 등 외생변수의 변화가 소비， 투자， GRDP, 소득에 미치는 가상적인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투자→생산→소득→소비의 흐름으로 충격이 전파됨 

으로써 그 효과의 방향이 경제적 직관이나 이론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가장 큰 한계는 이용 가능한 지역 통계자료의 

제약이다． 지역 통계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지 않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 

치리라 생각되는 변수들이 제외되거나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시계열이 짧아 실졔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추정된 모형이 현실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설명력이 다소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지 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재화와 서비스 이출입 자료가 구분되지 않고 이출입으로 발표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출．수입 부분을 외생 

으로 처리하였다． 즉， GRDP는 대외부문이 국민경제의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되지 않고 

재화와 서비스의 이출입으로 구성되고 있어 대외부문과 지역경제를 연계하는 구조가 부 

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케인지안 측먼에서 GRDP를 추정함에 있어 최종수요부문인 소비·투자 등 지출 

측면으로만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공급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는 추후 제주발전연 

구원에서 구축한 공급 중심의 거시경제모형과의 연계 작업을 통해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을 모두 포함하는 단일모형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간 데이터의 분기화 

작업을 통해 보다 활용가치가 높은 분기모형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연간모형을 기초로 산업연관분석과 연계하여 모형을 구축함으로쩌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경제분석을 통해 제주지역의 정책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 

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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