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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확산효과지수를 이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사이의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확산효과지수는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

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수치화하는 분석방법이다. 분석 결과, 첫째 한중일의 실질실효환

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 한 변수의 변화에 있어서 다른 변수들이 기여한 부분이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 국가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

화에 다른 국가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 실질실효환율에 미치는 연계성보다는 실질실효환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연계성이 더 크다. 넷째, 최근의 표본구간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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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실질환율과 생산성의 관계를 설명하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

다. 하나는 실질환율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생산성 또는 일인당 소득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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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강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질환율의 변화에 따라 생산성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전자는 거시경제적인 현상을 설명하려는 분석이 많고,

후자는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적인 접근을 한 연구가 많으며 기업이 실질환

율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에서

는 생산성의 차이가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해 실질환율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반

면에 실질환율의 변화가 생산성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

와 장기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이 사용한

분석방법은 주로 일방향의 인과 관계를 가정하는 한계를 보였다.

전통적인 국제금융이론의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과 달리 현

실에서는 실질환율이 1에서 벗어나 있기1) 때문에 실질환율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먼저, 발라사-사무엘슨 효과(Balassa-

Samuelson effect)는 실질환율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생산성 격차를 강조하였다.

Balassa(1964)와 Samuelson(1964)은 실질환율의 변동 요인으로 교역재 부문과 비

교역재 부문의 생산성 격차를 강조한다. 많은 실증 분석에서 발라사-사무엘슨 효

과는 장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보다 짧은 분석 기간에서는 실질환율의

변화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goff, 1996; Lothian and Taylor,

2008; Chong, Jorda, and Taylor, 2012; etc.).

Berka, Devereux, and Engel(2018)은 명목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유로존 국가

들을 분석하여 생산성 격차가 실질환율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펜 효과(penn effect)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생산성 대신 국가 간 일인

당 소득의 격차가 국가 간 물가의 차이를 가져옴을 주장하고 있다. Bergin,

Glick, and Taylor(2006)와 Feenstra, Inklaar, and Timmer(2015)는 횡단면 분석

을 통해 펜 효과가 정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Brok(2011)과 Ravallion(2013)

에서는 펜 효과가 동태적으로 나타나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밝히고 있다. 송철종

(2018)은 이행기 국가를 중심으로 실질환율의 동태적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실질환율의 변화로 인한 생산성 변화에 관한 연구도 그 결과가 다양하다.

Verdoorn(1993)은 실질환율의 절하가 요소 활용(factor utilization) 심화, 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 효과 또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Harris(2001)는

1) Rogoff(1996)는 실질환율이 1과 같지 않으며 단기에 PPP로부터의 이탈이 크고 변동성이 큰

반면에 장기에 1로 복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관찰되는 현상을 구매력평가 퍼즐이라고 정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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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실질환율의 절하는 단기에 생산성 향상에 도움

이 되나 지속적인 절하는 장기에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Choi and

Pyun(2017)은 한국 제조업의 기업 분석을 통해 수출기업일수록(higher export

exposure) 실질환율이 절하될 때 생산성이 향상되지만 실질환율 절하가 지속될수

록 생산성 향상 효과는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Porter(1990)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

오히려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의 노력을 무산시켜 생산성 하락을 가져온다고 주

장한다. 실질환율의 변화에 대해 기업들의 반응은 조금 더 복잡하다. Fung,

Baggs, and Beaulieu(2011)는 캐나다의 제조업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환

율의 절상으로 수출이 감소하여 생산성 하락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Ekholm,

Moxnes, and Ulltveit-Moe(2012)는 노르웨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질

환율 절상의 지속이 노동력 방출(labor shedding)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

옴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실질환율이 절하될 때 기업은 경쟁 및 구조조정

노력의 약화로 오히려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다.

환율과 생산성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이다. 이론에서 보듯이 생

산성은 국가 간 물가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환율의 변동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Rodrik(2008)은 개발도상국에

서 화폐의 절하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역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환율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

런데 실질환율과 생산성의 관계는 분석 결과가 매우 다양하여 간단하게 설명하

기 어렵다. 거시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인지 기업 대상 분석인지에 따라 다르

고,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 다르며, 실질환율의 절하인지 절상인지에 따라서도

분석 결과가 다르다. 이는 인과 관계에 의존하는 분석들이 환율과 생산성 관계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못하며 환율과 생산성의 관계에 이전과 다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율과 생산성의 상호연계성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fact)을 발견하고 현실을 설명

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기존 연구들은 자국의 실질환율

과 생산성의 관계에 한정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듯이 한 국가의 생산성과 환율의 변화는 물적

혹은 기술적 경로를 통해 다른 국가에 확산된다. 따라서 국가의 경계를 제한한

기존의 연구들은 환율과 생산성의 관계를 완전하게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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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보여준 자국의 환율과 생산성의 인과 관계에

의존한 분석과 달리 실질환율과 생산성의 관계를 새로운 분석방법론을 통해 접

근하고자 하였다. Diebold and Yilmaz(2009, 2012)는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이용하

여 변수 간 연계성을 확산효과지수로 수치화하여 보여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확산효과지수를 이용하여 국가 간 실질실효환율과 생산성의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Diebold and Yilmaz(2009)의 확

산효과지수는 VAR 모형을 기반으로 분산분해 방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촐레스

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를 이용하면 연구자가 가정한 변수의 나열 순서

에 따라 추정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Diebold and Yilmaz(2012)는

변수들이 가지는 외생성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화된 예측

오차 분산분해(generalize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확

산효과지수를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변수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확산효과지

수를 구할 수 있으며, 국가 간, 변수 간 확산 효과를 통해 상호연계성을 구할 수

있다. 확산효과지수는 주식시장, 경기변동, 채권수익률 등의 상호연계성 분석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McMillan and Speight, 2010; Yilmaz, 2010; Bubak et al.,

2011; Antonakakis, 2012; Zhou et al., 2012; Antonakakis and Vergos, 2013;

Antonakakis and Badinger, 2014; Narayen et al., 2014). 최근에 Antonakakis

and Badinger(2016)는 확산효과지수를 이용하여 G7 국가의 경제성장과 변동성의

확산 효과를 분석하였다. 반면에 확산효과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환율과 생산성의

상호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확산효과지수가 지니는 두 가지 특징에 착안하여 분석방법으로 확

산효과지수를 채택하였다. 첫째, 이 방법은 인과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환

율 변화를 야기하는 외생적 사건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결과의 유의성

이 훼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으로부터 환

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고 1994년에 이중환율제도에서 단일환율제도로 바꾸었다.

일본은 1985년에 플라자합의에서 엔화를 절상하는 데 합의하였고 1995년에 다시

역플라자합의에서 엔화를 절하하는 데 합의하였다. 시계열 분석에는 이와 같은

사건을 고려해야 분석 결과를 유의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확산효과지수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이나 충격을 고려하지 않아도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다양한 상호연계성을 총 확산효과지수, 유입 확산효과지수, 유출 확산효

과지수 등 하나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으며 구간이동 분석을 통해 확산 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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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변화를 도출할 수 있다. 국가 간 연계성은 글로벌 경제 상황, 무역

환경,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확산효과지수는 분석

대상들이 지니는 연계성을 하나의 수치로 제공하여 해석이 용이하고 시간에 따

른 상호연계성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 가능하게 해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이 어떤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산효과지수를 이용하여 분석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이루어진 총 여섯 개 변수에 대한 확산효과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기

존 연구들은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을 주요 분석 수단으로 이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 관계에 대한 사전적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자료에서 각

변수의 변동이 다른 변수에 주는 변동을 수치화하여 두 변수의 관계를 정의하였

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생산성 변화를 한국의 생산성과 실질환율의 변화에서 기인

한 부분과 일본과 중국의 생산성과 실질환율의 변화로 설명되는 부분으로 분해

해 볼 수 있다. 이는 환율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이용하여 연

구의 폭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차별점이자 학술적 기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한중일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의 변화에 자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뿐만 아니라 해외2)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이

얼마나 기여하는가? 둘째, 노동생산성이 실질실효환율에 미치는 연계성과 실질실

효환율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연계성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한가? 이 두 질문의

답을 포함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 확산효과지수는 40.23%로 앞에서 언급한 6개 변수별로 한 변수의 변

화에서 다른 변수들이 기여한 부분이 2/5 정도라는 의미이다. 둘째, 한중일의 실

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화에 있어 한 국가의 변수의 움직임에 다

른 두 국가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생산성 증가

율에 대한 실질실효환율의 확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라사-사

무엘슨 효과보다는 실질환율이 노동생산성을 변화시킨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

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유출전이에서 유입전이를 뺀 순(net) 확산효과지수

를 보면, 각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모두 음의 값을 보이며 실질실효환율은 한

2) 여기서 해외는 한국, 중국, 일본 중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두 국가를 의미하며, 이하에서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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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일본은 양의 값을, 중국은 음의 값을 보인다. 구간이동 확산효과지수 분석에

서도 해외 변수들이 미치는 연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의 구간에

서는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

이 중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구간이동 확산효과

지수 분석에서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실질실효환율의 상호연계성이 노동

생산성이 실질실효환율에 미치는 연계성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절에서는 사용 자료와 한중일 경제의 연관

성을 요약한다. Ⅲ절에서는 분석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Ⅳ절에서는 확산효과

지수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Ⅴ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자료 소개와 한중일 경제의 연관성

1. 자료 소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을 이용한다. 최

근 한국, 중국, 일본은 무역 다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세 국가 간의 연관성은 여전

히 크다. Asian Development Bank(2017)에 따르면, 2016년에 아시아는 무역량의

회복을 보이는데 그 중심에 동아시아가 있다. 무역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실질환

율을 이용할 경우 무역량의 변화에 따른 국가 간 연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

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미국 달러에 대한 실질환율을 이용할 경우 미국 달

러의 통화 가치 변화로 인한 실질환율의 변화를 배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달러에 대한 실질환율보다는 무

역비중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한다. 명목환율이 아닌 실질실효환율을 이

용하는 이유는 한중일의 상이한 환율제도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고자 함이다. 여

기서 실질실효환율은 인플레이션 영향에 따라 조정된 다른 주요 통화의 지수 또

는 바스켓과 관련된 국가 통화의 가중 평균이며 간접 호가 방식으로 표시되었다.

즉, 자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외화의 양을 표시하며 지수가 상승하면 광범위

한 통화 바스켓에 대한 통화의 절상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은 실질 GDP를 노동자 수로 나누어 구하였다. 실질실효환율과 노

동생산성 모두 OXFORD ECONOMICS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1984

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이며 저빈도(low frequency) 자료인 분기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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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저빈도 자료는 주간 혹은 일간과 같은 단기에는 변화가 없지만 분기

나 연간 이상의 장기에 변화하는 요인을 담고 있다. 반면 고빈도(high frequency)

자료는 주간이나 일간과 같은 단기에는 변화하지만 분기나 연간과 같은 장기에

는 영향이 없는 변화를 담고 있다. 본래 구매력평가설이 장기적인 현상을 설명하

기 위한 이론이며 거시경제학에서 실질환율과 생산성 관계도 주간 혹은 월간의

관계라기보다 분기 이상의 장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실질환율의

움직임에 대하여 고용이나 생산량의 변화와 같은 생산자의 대응은 고빈도 자료

보다는 저빈도 자료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3) 따라서 주간이나 월간 자료가

아닌 저빈도 자료인 분기 자료를 활용하였다.4) 이를 통해 투기나 일시적인 이벤

트로 인한 자료의 잡음(noise)을 제거하여 환율의 일시적인 변동으로 인해 연구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는 Pollock(2001)이 주장하듯이 추세가 저주

파수로 특성화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Lovcha and Perez-Laborda(2019)은

다양한 분석주기를 대상으로 상품시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변수들 간의 상

호연계성이 일반적으로 저빈도 자료에서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확산

효과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stationarity)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실효환율은 로그값을 취하였고 노동생산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을 이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한중일 경제의 연관성의 측

면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2. 한중일 경제의 연관성

우선 <그림 1>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무역비중과 무역량 추이를 보자.5) 무

역은 실질실효환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한 Grossman and

Helpman(1994)에 따르면 무역이 늘어나면 지식확산 효과(knowledge spillover

3) 이러한 연유로 최초 분석은 연간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익명의 심사자들께서 연간 자료를

사용하면 변동성이 너무 감소하여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심사 의견과 함께 월간 자료나

분기 자료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월간 자료는 자료의 가용성이 낮아 의미 있는

분석이 어려워 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재분석하였다. 연간 자료 대신 분기 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확산효과지수 등의 결과 값은 달라졌으나 연구의 결론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연구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확산효과지수 분석을 한 연구로 이진희․송철종(2019)이 있다.

5) 국가 간 경제의 연관성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을 통해 볼 수도 있고, 변수들 간의 동조화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출중심의 성장을 해 온 한국을 분석하기에 무역

자료를 통해 직관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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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 중국, 일본의 무역량과 무역비중 추이

A. 무역량(십억 달러) B. 무역비중(%)

자료: WTO.

effect)에 의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무역량과 무역

비중의 변화를 통해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의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무역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일본의 대중 무역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비중의

측면에서는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한국에서는 대중 무역비중이 크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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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반면 대일 무역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대일 무역비중이 급

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대중 무역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무역의 측면에서 한중일 3국간의 연관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2>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의

움직임을 보자. 한국은 두 번의 경제위기에 따른 급격한 절하를 보인 이후 완만

한 절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 기간을 보면 실질실효환율이 완만하게 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말부터 외환위기 전까지의 기간보다 2010년대

에는 절하된 양상이다.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은 1994년까지 급격히 절하하다가 이

후 완만한 절상이 일어났다. 1994년을 기점으로 절하에서 절상으로 바뀐 이유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것과 1994년에 환

율제도 변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95년까지 완만한 절상이 일어나다가 이후 절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기별 노동생산성의 경우 계절조정을 위하여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표

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실질실효환율이 전반적으로 절상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노

동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이후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실질실효환율의 절상이 일어나는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하

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질실효환율이 절상하는 시기에는 노동생산

성 증가율이 하락하였고, 2000년대 초반 실질실효환율이 절하하는 시기에는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실효환율이

완만한 절상을 보이는 시기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그림 2> 한국, 중국, 일본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의 움직임

자료: Oxfor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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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일본의 경우 대체로 실질실효환율이 절하하는 시기에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 하락하고 절상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시기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상승하였다.

<표 1>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가지

는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시기에 따라 실질실효환율과 노

동생산성이 보여주는 움직임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기간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기준으로 1984～1996년, 1998～2007년, 2009～2020년으로 나누어 상관계수

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 한국, 중국, 일본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의 상관계수

기간 C_lp J_lp K_lp C_reer J_reer K_reer

1984～2020

C_lp 1

J_lp 0.8051 1

K_lp 0.9162 0.9567 1

C_reer 0.1543 -0.3099 -0.1053 1

J_reer -0.7169 -0.4911 -0.6041 -0.5098 1

K_reer -0.3298 -0.3317 -0.4023 0.1067 0.0137 1

1984～1996

C_lp 1

J_lp 0.8043 1

K_lp 0.8854 0.9183 1

C_reer -0.6850 -0.8640 -0.8052 1

J_reer 0.6217 0.6025 0.6538 -0.7437 1

K_reer 0.1309 0.1804 0.1870 0.2290 -0.3016 1

1998～2007

C_lp 1

J_lp 0.9116 1

K_lp 0.9295 0.9812 1

C_reer -0.6827 -0.7759 -0.7479 1

J_reer -0.7944 -0.7489 -0.7412 0.3960 1

K_reer 0.8707 0.8976 0.9209 -0.7282 -0.6704 1

2009～2020

C_lp 1

J_lp 0.3963 1

K_lp 0.9441 0.4962 1

C_reer 0.7521 0.5640 0.7760 1

J_reer -0.7274 -0.5777 -0.7448 -0.9135 1

K_reer 0.7521 0.6967 0.8118 0.7614 -0.8467 1

주: C, J, K는 각각 중국, 일본, 한국을 지칭하고, reer과 lp는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증

가율을 의미하며 이하 표에서 동일하게 적용됨.

자료: Oxford Economics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이진희․송철종 105

<표 1>의 상관계수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실효환

율과 노동생산성에 있어서 세 국가 간 상관계수가 강하게 나타났다. 기간별로 보

면 노동생산성은 국가 간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질

실효환율도 최근 기간일수록 상관관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실질실효

환율과 노동생산성의 관계에 있어서 국내 변수와 함께 해외 변수의 연관성이 비

교적 크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의 움직임에 있어서

국내 변수뿐만 아니라 한중일 상호 간의 영향이 크다. 기간별로 보면 1984～1996

년의 기간에는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이 한중일의 노동생산성과 보이는 상관관계

는 비교적 작았으나 그 이후의 기간에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무역, 실질실효환율, 노동생산성의 추이와 상관계수를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은 서로 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런데 연계성에 대한 변수별 기여도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또

한 이들 국가 간 노동생산성과 실질실효환율의 연관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까지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은 한중일의 노동생산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2009년 이후의 기간에서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다. 그러므로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의 관계에 있어 국가별 변수들의 움직임

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 첫째, 한중일 삼

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의 변화에 자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외에 다른 국가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도 큰 영향을 주는가? 둘째, 노동생

산성 증가율이 실질실효환율에 미치는 연계성과 실질실효환율이 노동생산성 증

가율에 미치는 연계성 중 어느 것이 더 큰가? 이를 위해 확산효과지수를 이용하

여 한중일 삼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가지는 상호연계성과 시

간에 따른 변화를 수치로 나타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의 상호연계성은 Diebold

and Yilmaz(2009, 2012)의 확산 효과를 의미하며 인과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한

변수의 변화에 다른 변수의 충격이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다. 다만 확산 효과가

변수 간 혹은 국가 간 양방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연계성

(interconnectedness)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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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방법 소개

Diebold and Yilmaz(2012)의 확산효과지수는 VAR 모형을 이용한 일반화된

예측오차 분산분해(generalize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해 구

할 수 있다. 축차형(recursive) VAR 모형은 변수들의 외생성 정도에 의존하는 변

수들의 순서가 중요하다. Diebold and Yilmaz(2012)의 확산효과지수는 Pesaran

and Shin(1998)이 제안한 일반화된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변수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확산효과지수는 Diebold and Yilmaz(2009)가 제안한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변형되어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및 상품시장에

서 개별 변수 간의 수익률과 변동성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방법의 일

환으로 널리 채택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Liow, Liao, and Huang(2018)이 7개국

에서 주식, 채권, 증권화 부동산(securitized real estate), 외환시장을 대상으로 국

가 간 확산 효과와 상호작용(interaction)의 동학을 분석하였다. BenSaïda, Litimi,

and Abdallah(2018)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진 8개국의 주

식시장에서 변동성 확산효과지수를 산출하였다. 상품시장에서는 Zhang and

Wang(2014)가 중국과 세계 석유시장 간에 존재하는 수익과 변동성의 확산 효과

를 분석하였다. Lovcha and Perez-Laborda(2019)는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석유

와 천연가스 간에 존재하는 변동성의 동태적 연계성을 분석하였다.6)

확산효과지수 도출은 다음과 같다.7) 개의 변수로 구성된 × 벡터 를

이용한  모형을 식 (1)과 같이 구성하며  가 안정적인 시계열이라면

식 (1)는 식 (2)의 ∞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            ∼  (1)

      ⋯
  

∞

    (2)

6) Diebold and Yilmaz의 확산효과지수는 변수의 변동성이 핵심 지표 중 하나이며 주식시장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분석에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Diebold and Yilmaz(2009)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변수의 변화율 또한 중요한 지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산효과지수 분

석을 변수의 변화율을 이용하여 적용해 보고자 한다.

7) 확산효과지수 도출 방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국문 논문으로 전형철․형남원(2018), 이진

희․송철종(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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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계수행렬 는          ⋯  이며,

  이다.  는 기 전에 발생한 충격이 현재 시점에 미치는 영향 또는 현재

의 충격이 기 이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는 동태적 효과

를 담고 있다. 확산효과지수도 계수행렬 가 담고 있는 동태적 효과를 이용한다.

모형에 발생하는 충격들에 대한 모형 내의 각 부분의 기여도를 파악하는 예측오

차 분산분해를 이용한다. Pesaran and Shin(1998)의 일반화된 충격반응함수를 이

용하여 기 앞 예측오차 분산분해       는 식 (3)과 같다.

  


  

  

′′




 
  

  

′ 


     ,

  


  



 

 
(3)

여기서 는 번째 변수의 표준편차, 는 번째 요소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선택 벡터(selection vector)이다. 촐레스키 분해와 다르게 일반화된 예측오차 분

산분해는 각 변수들의 충격이 직교화를 이루지 않으며 예측오차 분산에 대한 기

여도의 총합이 1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산효과지수를 구하기 위하여 분산분해

행렬의 각 요소를로 정규화 하였다.

확산효과지수는 보이고자 하는 연계성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총 확산 효과 는 전체 예측오차분산 중 자신이 아닌 다른 변수들의 충격에

의해 설명되는 크기를 나타낸다. 총 확산 효과를 통해 모든 변수들 간 연계성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총 확산 효과가 100%에 가까우면 한 변수의 변동이 다

른 변수의 충격에 의해 설명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변수들의 움

직임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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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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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확산 효과(directional spillover)는 확산 효과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가

다른 변수로부터 받은 확산 효과와 가 다른 변수에 준 확산 효과를 나타낸다.

이때 가 자신이 아닌 다른 변수들로부터 받은 유입 확산 효과는 ∙로 나타내

고, 에 의해 다른 변수들로 전이된 유출 확산 효과는 ∙ 로 나타낸다. 유입 확

산 효과(∙ )가 크다는 것은 다른 변수들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고, 유

출 확산 효과(∙ )가 크다는 것은 다른 변수들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두 변수 간의 연계성을 보기 위해서는 순 확산 효과(net

spillovers)가 필요하다.   는 순 확산효과지수이며 변수 에서 로 전이된

영향과 변수 에서 로 전이된 영향의 차이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식 (5)는 세

확산효과지수를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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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5)

마지막으로 변수들 간에 집합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예로 들면 하나의 집합은 국가인 중국, 한국, 일본이며 다른 집합은 노

동생산성과 실질실효환율이다. 부문 간 확산 효과를 통해 중국이 한국에 주는 확

산 효과, 중국이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받는 확산 효과, 3국의 노동생산성이 3국의

실질실효환율에 주는 확산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부문 간 확산효과( ) 김

명석 외(2013)의 정의를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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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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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확산효과지수 분석 결과

VAR 모형을 이용하여 확산효과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수들의 안정성

(stationarity)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중일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증가

율에 대하여 상수항을 포함한 경우의 단위근 검정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

다. <표 2>에서 보듯이 상수항을 포함하는 경우 여섯 개 변수 모두 단위근이 존

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

산성 증가율은 안정적인 시계열임을 확인하였다.

<표 3>은 1984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실질실효환

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이용한 확산효과지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from’과

‘to’로 표시된 영역에서 값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의 값은

 변수의 충격이  변수의 예측오차 분산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서,  변수의 변화에  변수가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각 행에 있는 6

개의 값을 더하면 100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화에서

자신에 의한 부분이 54.72%이고 한국 실질실효환율의 변화가 기여한 부분이

6.08%이다. 각 행의 마지막 값인 유입전이는 해당 변수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5

개 변수로부터 받은 확산효과지수를 의미한다. 각 열의 마지막 값인 유출전이는

해당 변수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변수에게 준 확산효과지수를 의미한다. 총 확산

효과지수는 유입전이의 합을 의미한다. 여기서 ‘from’과 ‘to’의 방향성은 인과 관

<표 2> 상수항을 포함한 경우의 단위근 검정 결과

t-statistic p-value 유의수준 lags

C_lp -2.7282 0.0072 *** 1

C_reer -2.2354 0.0270 ** 1

J_lp -2.0805 0.0394 ** 4

J_reer -1.8075 0.0730 * 3

K_lp -2.4463 0.0158 ** 4

K_reer -3.5698 0.0005 *** 3

주: ***은 1% 유의수준에서, **은 5% 유의수준에서, *은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

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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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확산효과지수 추정 결과

from 유입

전이C_lp C_reer J_lp J_reer K_lp K_reer

to

C_lp 55.27 20.01 10.70 1.89 2.87 9.26 7.46

C_reer 1.67 52.69 4.04 34.86 5.34 1.39 7.89

J_lp 7.77 1.30 55.72 17.63 9.80 7.77 7.38

J_reer 1.01 11.55 0.89 65.42 11.64 9.48 5.76

K_lp 6.11 5.08 5.18 22.83 54.72 6.08 7.55

K_reer 5.56 1.76 2.99 11.24 3.69 74.77 4.21

유출전이 3.69 6.62 3.97 14.74 5.56 5.66 40.23

주: 저자 추정.

계가 아니라 확산 효과의 방향성만을 의미한다.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총 확

산효과지수는 40.23%이다. 이는 각 변수별로 한 변수의 변화에 있어서 다른 변수

들이 기여한 부분이 40.23%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실질

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화는 평균적으로 약 2/5는 자기 자신의 변화

에 의해 기인한 부분이며 나머지 3/5은 다른 변수들의 변화에 의해 기인한 부분

이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은 상호 간에 상당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중일의 실질환율과 생산성에 대한 확산효과

지수를 구한 선행 연구는 없지만 같은 방법을 사용한 선행 연구 결과와의 비교

는 다음과 같다.

G7에 대하여 경제성장과 변동성에 관한 확산효과지수를 구한 Antonakakis

and Badinger(2016)에서는 분석 기간에 따라 23.0%에서 32.1%의 총 확산효과지

수를 보였다. 아시아의 CDS(credit default swap) 시장을 분석한 Cho et al.(2014)

에 따르면 중국, 일본,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대한 2007년

8월 9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CDS 스프레드 변화의 총 확산효과지수는

67.2%이고, CDS 스프레드 변동성의 총 확산효과지수는 65.7～66.8%인 것으로 나

타났다. BenSaïda, Litimi, and Abdallah(2018)은 선진 8개 주식시장에서 총 확산

효과지수를 도출하였는데 모형에 따라 62.2～70.2%를 얻었다. Liow, Liao, and

Huang(2018)은 선진 7개국에서 주식, 부동산, 채권, 외환시장에서의 시장 변동성

과 경제정책 불확실성의 확산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각각 약 72%와 5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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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효과지수를 얻었으며 확산 효과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표 3>의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별, 국가 간 상호연계성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둘째, 국가별로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화에 해외 변수의 영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표 3>의 결과를 재정리하여 Ⅱ절에서 제

시했던 첫 번째 질문의 답을 보여준다. <표 4>는 각 변수별로 해외 변수들이 미

친 영향을 담고 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화 중 39.21%가 해외 변수

에 의한 것이고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의 변화 중 45.64%가 해외 변수에 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예측함에 있어서 자국 내 요인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의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중국, 일본 간의 확산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표 5>가 그 결

과를 제시한다. <표 5>에는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구별하지 않고

한국, 중국, 일본이 상호 간에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갖는지 보여준다. 중국의 경

우 자국 내 요인의 기여도가 한국, 일본에 비해 낮다. 중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노

동생산성 증가율의 변화에 대하여 중국 내 요인에 의한 기여도가 64.82%이며 일

본은 25.75%, 한국은 9.43%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한국 내 요인에 의해 69.63%의 영향을 받으며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

<표 4> 해외 변수에서 기인한 확산효과지수

C_lp C_reer J_lp J_reer K_lp K_reer

해외 변수의 확산

효과
24.73 45.64 26.64 33.68 39.21 21.54

주: <표 3>을 재구성함.

<표 5> 한국, 중국, 일본 간의 확산효과지수

중국 일본 한국

중국 64.82 25.75 9.43

일본 10.82 69.84 19.35

한국 9.26 21.12 69.63

주: <표 3>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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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각 변수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실효환율의 확산 효과

　 C_lp C_reer J_lp J_reer K_lp K_reer

LP 68.84 11.06 73.29 13.55 66.02 12.24

REER 31.16 88.94 26.71 86.45 33.98 87.76

주: <표 3>을 재구성하였으며, LP는 한중일 삼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REER은 한중일 삼국

의 실질실효환율을 의미함.

각각 9.26%와 21.12%의 연계성을 갖는다.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 간

확산효과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한중일 삼국은 상호 간에 상당한 영향을 주

고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실질실효환율이 생산성에 미치는 확산효과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실질

실효환율에 미치는 확산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Ⅱ절에서 제시했

던 두 번째 질문의 답이다. <표 6>에 각 변수별로 각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실효환율로부터 받은 확산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변화에 한중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미친 영향이 68.84%, 한중일의 실질실효환

율이 미친 영향이 31.16%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의 변화에 한

중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미친 영향이 11.06%, 한중일의 실질실효환율이 미친

영향이 88.94%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화에 한중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미친 영향이 73.29%, 한중일의 실질실효환율이 미친 영향이

26.71%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실질실효환율의 변화에 한중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미친 영향이 13.55%, 한중일의 실질실효환율이 미친 영향이 86.45%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화에 한중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미친 영향이 66.02%, 한중일의 실질실효환율이 미친 영향이 33.98%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의 변화에 한중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미친 영향

이 12.24%, 한중일의 실질실효환율이 미친 영향이 87.76%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

면 각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화에 실질실효환율이 미친 영향은 약 26～34%

정도이나, 실질실효환율의 변화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미친 영향은 11～14%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를 구별하지 않은 두 변수 간 확산효과지수를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

율에 대한 실질실효환율의 연계성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을 보면

국가를 구별하지 않은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실효환율 사이의 확산효과지수

를 알 수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화 중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의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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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변수별 확산효과지수

LP REER

LP 69.38 30.62

REER 12.28 87.72

주: <표 3>을 재구성하였으며, LP는 한중일 삼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REER은 한중일 삼국

의 실질실효환율을 의미함.

<표 8> 변수별 순 확산효과지수

변수 유출전이 유입전이 순 확산 효과

C_lp 3.69 7.46 -3.77

C_reer 6.62 7.89 -1.27

J_lp 3.97 7.38 -3.41

J_reer 14.74 5.76 8.98

K_lp 5.56 7.55 -1.99

K_reer 5.66 4.21 1.46

주: <표 3>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69.38%이고 실질실효환율에 의한 부분이 30.62%이다. 반면에 실질실효환율의 변

화 중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충격에 의한 부분이 12.28%이고 실질실효환율에 의

한 부분이 87.72%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실질실효환율의 움직임은 대부분

실질실효환율 자체의 충격에 의한 부분이 큰 반면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움직

임은 노동생산성 자체의 충격에 의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실효환율에 의한 부

분에 의해서도 설명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과 관계를 고려하지는 않았

으나 노동생산성이 실질환율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발라사-사무엘슨 효과보다는

실질환율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질환율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분석

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거시경제 자료 분석을 통해 뒷받침하

고 있다. 이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 기여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유출전이에서 유입전이를 뺀 순(net) 확산효과지수를 보면, 각국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모두 음의 값을 보이며 실질실효환율은 한국과 일본은 양의 값

을, 중국은 음의 값을 보인다. <표 8>에 각 변수별 순 확산 효과가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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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수로부터 받은 영향을 보여주는 유입전이는 변수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다른 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유출전이는 변수별로 차이가 크다. 특히, 유출전이에

있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유출전이가 작고 실질실효환율은 비교적 유출전이가

크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순 확산 효과는 음의 값으로, 실질실효환율의

순 확산 효과는 대체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즉, 각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다른 변수들에 준 영향보다는 받은 영향이 더 크고, 실질실효환율은 다른 변수들

에 받은 영향보다는 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확산 효과의 시간 가변성

지금까지는 1984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분석 기간 전체에 대한 한중

일의 확산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국가 간, 변수 간 연계성은 시간에 따라 변

화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았던 확산 효과가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

구간이동 추정(rolling-window estimation)을 하였다.8) 구간이동 추정을 이용하면

확산 효과의 동태적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 변화를 암묵적

으로 고려할 수 있다.9) 본 연구에서는 15년10)을 표본구간(window)으로 하여

1984년 1분기부터 1998년 4분기를 첫 번째 표본구간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표본

구간을 1분기씩 이동시키면서 총 87개의 확산효과지수를 도출하였다. <그림 3>

은 구간이동에 따른 총 확산효과지수의 추이를 나타낸다. 여기서 횡축은 지수산

출에 사용된 표본구간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구간이동 분석의 경우 총 확

산효과지수는 최소 41.84%에서 최대 83.30%까지이며 모두 전체 기간의 총 확산

8) 확산효과지수 분석은 중국의 WTO 가입, 일본의 버블 경제, 한국의 외환위기 등을 명시적

으로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표본구간을 나누어 확산효과지수를 구해봄으로써

이들 사건이 각국의 연계성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9) 이진희․김덕파(2014)에 따르면 시계열 분석에서 구조 변화를 고려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구조 변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에서는 구조 변화 검정

(structural break test) 등을 통해 구조변화 시기를 식별하고 표본을 나누거나 더미변수를

추가하는 것이다. 반면에 구조 변화를 암묵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은 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모형을 이용하나, 그 적용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암묵적으로 구조 변화를 고려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는 표본구간 이동 추정을 통해 분석 기간 적용을 유연하게 하여 구조 변화

의 영향이 제한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10) 15년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없다. 다만 VAR 모형에서 기술적 오류 없이 분석이 가능해야

하고, 하나의 표본구간에서 상수항 및 6개 변수를 제외한 자유도 및 표본구간의 개수를 충

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저자들이 임의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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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간이동 확산효과지수

주: 저자 계산.

효과지수인 40.23%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림 3>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표본구간에서 1980년대 표본이 제외되고 2000년대 중반의 표본이

포함되면서 총 확산효과지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1>의 한중일 무역량을

보면 198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 무역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1990년대 이후 과거에 비해 한중일의 연계성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확산효과지수는 1999년부터 2015년 사이에 80%가 넘는 큰 값을 보인다. 이

시기는 <그림 1>의 패널 A에 보듯이 한중일의 무역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

기와 비슷하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국가 간, 변수 간 연계성이 일정 부분에 있어

무역량의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림 4>는 해외 변수에 의한 확산 효과의 동태적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4>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국가별 확산 효과가 발산하고 있다는 것

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의 표본구간에서는 각 변수들의 확산효과

지수가 20～40 사이의 범위로 수렴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중국의 변수들은 점차

감소하고 한국과 일본의 변수들은 점차 증가하였다. 두 번째로 중국의 노동생산

성이 받는 확산 효과와 실질실효환율이 받는 확산 효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

임을 보이는 가운데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림 5>는 구간이동 확산효과지수에 따른 국가 간 확산 효과의 추이를 보여

준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확산 효과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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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증가하다가 최근에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 비해 큰 값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주는 확산 효과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주는 확산 효과도 유

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중반 표본구간부터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최근의 표본구간에서는 상당히 하락하였다. 이는 일본의 경

제적 위상의 흐름이 변화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림 4> 해외 변수에 의한 확산 효과 추이

주: 저자 계산.

<그림 5> 국가 간 확산 효과 추이

주: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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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변수 간 확산 효과 추이

주: 저자 계산.

<그림 6>은 구간이동 확산효과지수에 따른 변수 간 확산 효과의 추이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변화가 실질실효환율의 움직임에 미치는 확산 효과와 실질실

효환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움직임에 미치는 확산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

로 움직인다. 또한 실질실효환율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확산 효과가 노동생산성

이 실질실효환율에 미치는 확산 효과보다 대부분의 표본구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실질환율의 움직임을 가져온다는 선행 연구보다는 실

질환율의 움직임이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야기하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Ⅱ절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삼국의 실질실효환율의 변화와 노동생산성의 변화

에 국내 변수 외에 해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전 기간 분석뿐만 아니

라 구간이동 분석에서도 해외 변수들의 확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변수들에 의한 확산 효과 분석의 경우 중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이 받

는 확산 효과는 점차 감소하고 한국과 일본은 점차 증가하였다. 국가 간 확산효

과지수 분석의 경우 최근의 표본구간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력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하는 추세

이다. 둘째, 노동생산성이 실질실효환율에 미치는 연계성보다는 실질실효환율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연계성이 더 크다. 전 기간 분석뿐만 아니라 구간이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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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실질실효환율의 상호연계성이 더 큰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구간이동 확산효과지수 분석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표본구

간에서 실질실효환율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확산 효과가 노동생산성이 실질실

효환율에 미치는 확산 효과보다 두드러지게 더 크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Diebold and Yilmaz(2009, 2012)가 제안한 확산효과지수를 이

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라는 6개 변수 사

이에 존재하는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인과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한 변

수의 변화에 다른 변수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한중일 삼국의 실질실효환율

과 노동생산성의 변화에 자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외에 다른 국가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도 큰 영향을 주는가? 둘째, 노동생산성이 실질실효환

율에 미치는 연계성과 실질실효환율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연계성 중 어느 것

이 더 큰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국가 간, 변수 간 상호연계성을 확산효과

지수를 통해 수치로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확산효과지수는 40.23%로 앞에

서 언급한 6개 변수별로 한 변수의 변화에 있어서 다른 변수들이 기여한 부분이

2/5 정도였다. 둘째, 한중일의 실질실효환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화에 있어

한 국가의 변수의 움직임에 있어 다른 두 국가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실질실효환율의 확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라사-사무엘슨 효과보다는 실질환율이 노동생산성을 변

화시킨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유출전이에서 유입전

이를 뺀 순(net) 확산효과지수를 보면, 각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모두 음의 값

을 보이며 실질실효환율은 한국과 일본은 양의 값을, 중국은 음의 값을 보인다.

구간이동 확산효과지수 분석에서도 해외 변수들이 미치는 연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의 구간에서는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완

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이 중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는 추

세이다. 또한 구간이동 확산효과지수 분석에서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실질

실효환율의 상호연계성이 노동생산성이 실질실효환율에 미치는 연계성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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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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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oss-country Interconnectedness between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and Labor Productivity:

Focusing on Korea, China and Japan

11)12)Jinhee Lee
*
․Cheol Jong Song

**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and labor productivity in Korea, China and Japan using the spillover index.

Spillover index is an analysis method that quantifies how much a change in one

variable contributes to the variability of another variable. As results, firstly, about

40% of variation of each variable, among real effective exchange rates and labor

productivity growths in Korea, China and Japan, comes from the changes of other

variables. Secondly, the changes in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and labor

productivity growth, which comes from other countries’ variables, of one country

is sizeable. Thirdly, the spillover effect of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to labor

productivity growth is greater than that of labor productivity growth to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Fourthly, in the recent windows, while Japan’s influence

on China and Korea is decreasing, China’s influence on Japan and Korea is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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