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튼 우즈 시스템 이후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은 

지속가능한 경로에 있었는가?

Was the World-Wide Current Account Imbalance in 

the Post-Bretton Woods Era on Sustainable Paths? 

김 한*․김시원**․최두열***

2007. 3

본 연구에서는 47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세계적 규모의 경상수지 불

균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하였다. 첫째 IPS 등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패널단위근 검정법에서는 전체 표본 및 다양한 하부 패널에 대해서 단위근이 기각되었다. 반면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을 고려하여 size-distortion 문제를 완화시킨 검정법으로는 단위근을 기

각할 수 없었다. 사용된 데이터의 횡단면주체간 의존성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IPS 검정법은 size-distortion의 문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과 수입 사이에 공

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가를 개별단위근 검정법으로 검정하였는데, 대상국의 15%만이 공적분 

존재를 확인하였다. 횡단면주체간 의존성을 고려한 패널 공적분 검정으로도 공적분이 없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30여 년

간에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9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추세는 국제경제에 큰 교란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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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상수지 불균형은 학계뿐 아니라 정책담당자나 투자가들에게도 요한 심사이다. 특히 2006

년 미국의 경상수지 자가 GDP의 6%를 과하면서, 각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속가능한가에 

한 문제가 국제경제학계에 주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 으로 정책담당자들은 경상

수지 자 규모 자체에 큰 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제학자들은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는 외부채(external debt)에 한 장기 인 상환능력(long-run solvency)에 더

욱 심을 가지고 있다. 경상수지 불균형은 자본생산성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의 자본이동

을 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는 흑자 규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최 경상

수지 결정에 한 경제이론에서 경상수지 불균형은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를 반 하

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경상수지 불균형(imbalance)은 그것이 균형경로(equilibrium path)에서 

움직이는 한 효용극 화와 부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경상수지 불균형(imbalance)이 일정한 제한 없이 지속 으로 확 될 수는 없다. 문제는, “경

상수지 불균형은 지속가능한 범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만약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언제 어

떤 방식으로 조정되는가?”이다. Mann(2002)은 국내투자나 축과 같은 국내거시변수에 한 피드

백 효과를 유발하지 않거나 이자율에 향을 미칠 정도로 국제 포트폴리오에 심각한 재분배를 유

발하지 않는 경상수지 불균형은 지속가능하다고 정의한다. 반면 Milessi-Ferretti and Razin(1996)

은 외부채상환능력과 경상수지불균형의 지속가능성을 구별하고, 민간부문의 경제행 나 정부정

책의 격한 변동이 없이 기간간 산제약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경상수지 불균형은 지속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의들은 경상수지 자가 지속가능한 범 를 벗어나는 경우 환율이나 소득과 같

은 거시변수들의 격한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외부채에 한 지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는 외환 기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Kaminsky(2006)는 외환 기를 

경험한 25개국을 분석한 결과, 과거 이들 국가들이 겪은 외환 기의 14%는 경상수지 불균형문제와 

련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Freund(2005) 한 상 소득 25개국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상수지 불균형의 역 (reversal)은 소득증가의 격한 둔화와 10%～20%의 실질통화가치의 하락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 다.  

  그러나 과거 세계경제가 경험한, 특히 90년  들어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는 세계  규모의 경

상수지 불균형이 지속가능한 경로에 있는가에 해서는 여 히 논쟁 에 있다. 경상수지불균형의 

지속성에 한 실증연구는 주로 GDP 비 경상수지 자(흑자) 비율의 시계열에 한 단 근 검정

과 수출  (수입+ 외이자지 ) 사이의 공 분 계의 검정에 의해 이루졌다. Otto(1992)와 

Ghosh(1995)는 Campbell and Shiller(1987)의 방법을 이용하여 균형경상수지 결정에 한 기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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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화모형으로부터 최 (optimal)경상수지는 안정  시계열(stationary time series)을 보인다는 사

실을 보여주었다. 반면 Trehan and Walsh(1991))는 장기 산제약(long run budget constraint)으로

부터 직  지속가능성 조건을 유도하여 경상수지불균형이 장기 산제약을 만족하면 안정  시계열

이 됨을 보 다. 그리고 Hakkio and Rush(1991)와 Husted(1992) 등은 수출과 (수입+ 외이자지 ) 

사이에 장기균형 계인 공 분 계가 존재하면 경사수지 불균형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

다.

   개별방정식에 한 ADF 검정법에 의존한 기 연구들은 형 으로 경상수지불균형 시계열에 

단 근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기각하기 못하 다(Gergin and Shefrin, 2000 등). 그러나 통 인 

ADF에 의한 단 근 검정법은 검정력(test power)이 낮은 것이 문제로 지 되어왔으며 패 단 근

검정법은 이 같은 낮은 검정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 다(Levin and Lin, 1993; Pesaran and 

Shin, 1997). Wu(2000)은 선진 10개국의 경상수지 자 시계열에 해 IPS 검정법에 의한 단 근 

검정을 하 는데, 단 근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어서 주요 선진국의 경상수지불균형이 지속가능하

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패 단 근검정법은 횡단면 주체간 상 계(cross-sectional dependencies)

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 이 있다. Chang(2002)이 지 하는 것처럼 횡단면 주체간 독립성을 가정하

는 패 단 근 검정법- 를 들면 IPS 검정법-을 횡단면간 높은 의존성이 존재하는 패 데이터에 

용하면 잘못된 검정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즉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이 

높은 데이터의 경우, 주체간 독립성 가정 하에 극한분포를 유도한 패 단 근 검정법을 사용하면 

size-distortion의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이 경우 귀무가설인 단 근 존재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귀

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공 분 검정법을 사용한 경상수지 지속성에 한 연구도 창기에는 개별 공 분 검정법을 사용

하 으나, 단 근 검정법과 같이 개별회귀식을 이용한 공 분 검정법도 검정력이 낮다는 동일한 

문제 을 지니고 있다. Wu et al (2001)는 Kao and Chiang(1998)의 패 공 분 검정법을 사용해서 

G-7 국가의 수출과 수입간에 공 분의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어, G-7국가의 경상수지 불균형에 지

속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의 패 검정법은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

아서, 공 분 회귀식의 잔차에 횡단면 주체간에 의존성이 존재하면 size-distortion의 문제가 발생

된다. 그 결과 귀무가설로 사용되는 공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참인 경우에도 이를 잘못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패 단 근 검정법  공 분 검정법의 문제 을 개선하여 경상수지불균형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한 새로운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먼 , 패 단 근 검정법으로는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을 고려하여 극한분포를 유도한 Chang and Song(2005)의 검정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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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and Song(2005)은 횡단면 주체간 단기 의존성(cross-sectional dependencies of 

innovations) 뿐만 아니라 장기의존성(cointegration across cross-sectional level)을 고려하여 패

단 근 검정법의 size-distortion 문제를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한 횡단면주체간 의존성을 

고려한 패  공 분 검정법으로는 Chang(2006)의 잔차기  패 공 분 검정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와 기존의 연구의 차이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석 상국가를 가능한 

한 확 하여 경상수지 불균형 지속성에 한 보다 정확한 검정을 통해 국제수지불균형의 조정과정

에 한 정책  의미를 얻고자 한다. 경상수지 불균형은 해당 국가의 심사로만 머무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최근의 례가 없는 규모의 세계 인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속가능 범 를 넘어선 

것이라면, 이는 국제환율체계 는 국제이자율, 따라서 국제자본시장에 한 심각한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경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의 실  요성이 발견된다. 결과의 정확

성을 해 튼 우즈 체제 이후 47개국의 데이터를 상으로 분석하 으며 표본국가 체를 포

함하는 패 을 사용할 뿐 아니라 권역별 는 외환 기를 격은 국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하부 패

들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행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에 한 보다 엄 한 결과를 얻기 해, 횡단

면 주체간 의존성을 고려한 패  단 근 검정법과 패  공 분 검정법 모두를 사용하 다. 패 데

이터를 사용하여 경상수지불균형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단 근 검정법이나 공 분 검정법  

하나만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 다. 한 단 근 검정법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공 분 검정법은 횡

단면 주체간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 이 있다. 튼 우즈 시스템이후 변동환율제를 채택

한 지난 30년간, 특히 최근에는 국가간 자본이동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  정보기술의 발달

로 국제자본시장  국제경제환경이 고도로 통합되었다는 것이 일반 인 시각이다. 따라서 경상수

지를 포함한 거시경제 변수들은 국가 간 상당한 정도 상호 의존 이며 이 같은 횡단면 의존성을 

무시한 단 근 검정과 공 분 검정은 그릇된 결과는 낳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튼 우즈 이후 1973년에서 2004년에 이르는 약 30

년 기간에 한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  세계  규모의 경상수지 불균형 추세

를 살펴본다. 특히 불균형 확 기간과 외환 기 는 거시경제변수의 격한 변화 사이에 시기  

일치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지속가능하지 않은 불균형의 증거로 해석한다면 90년  들어 최

근의 기간까지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은 국제경제교란에 한 경보(red signal)로서 

받아 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  분석이 지속가능성에 한 인 검정이 되기는 

어려우며  엄 한 분석은 이론으로부터 유도된 실증분석모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III장과 

IV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  III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될 이론  모형을 유도하고 모형이 시

사하는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기존의 실증분석 방법론의 문제 들이 검토되며 이를 개선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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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방법론이 소개된다. IV장은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기존의 방법론

과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을 고려한 방법론을 비교 검토한다. 한 본 분석결과가 튼 우즈 시

스템 이후 국제경제가 경험한 경상수지 불균형 추세와 특히, 최근 례가 없는 규모의 경상수지 

불균형 추세에 시사하는 정책  함의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V장은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결론 맺는

다.   

    

II. 튼 우즈 시스템 이후 경상수지불균형의 추세

1. 세계  차원의 국제수지 불균형 추세

  <그림 1>은 튼 우즈 시스템 이후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1973년부터 2004년에 이르는 약 

30년간의 세계 경상수지불균형(imbalance)의 흐름을 압축 으로 보여주고 있다.1) 여기서 경상수

지 불균형은 각국의 경상수지잔고(balance)의 값의 합을 GDP 합으로 나  값으로 표시되었

으며 사용가능한 세계 70개국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에는 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

는 미국의 치를 고려하여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상수지 불균형 추세를 별

도로 표시되어 있다.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 추세는 크게 네 개의 기간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튼 우즈 체제 이

후 격한 상승 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 73～79년 기간(1기), 80～86년(2기)의 상승기간, 87～91(3

기)년의 조정기간 그리고 91∼04(4기)년의 장기 상승기 등이 그것이다. 네 개의 기간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먼  1기 기간  세계경상수지 불균형 규모는 GDP의 2% 미만에서 상 으로 

안정 으로 유지되었다. 물론 73년 1차 석유 동의 향으로 74년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상

으로 큰 규모의 경상수지 불균형 상태를 보 으나 미국이 낮은 수 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유지함

으로서 체 으로 안정 인 추세를 보 다. 그러나 2기인 80년 에 어들면서 미국은 이건 정

부의 감세정책과 강한 달러 정책의 향으로 규모의 둥이 자를 경험하 으며, 이 같은 추세

는 80년  반까지 지속되었다.

1) Taylor(2002)는 과거 100년간의 기간의 자본시장 통합을 분석한 결과 본 제와 변동환율제 하에서 높은 자본시

장 통합을 나타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수지 자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어도 이론 으로는 자유로은 국

제자본의 차입(borrowing)과 부(lending)를 제로 한다. 따라서 자본시장통합의 정도가 낮은 튼 우즈시스템

은 본 연구에서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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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70개국) 경상수지 불균형 추세(GDP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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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표본 미국 미국제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1979년의 2차 석유 동의 여 로 80년  반 격한 경상수지 

불균형 증가를 경험하 으나 82～83년에 조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규모에 압도되어 84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 으며 결국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 규

모는 80～86년 기간  반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5년에는 미국의 경상수지불균형 개선을 해 라자 약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미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1987년의 GDP 비 3.4%를 기 으로 감소하 고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도 86년 

2.9%를 기 으로 조정되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1.6%로 감소하 다.

  90년  반에는 유럽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 EMU) 국가의 외환 기로 지속 으

로 감소하던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 규모도 91년을 최 으로 다시 상승하 으나 그 증가폭은 크

지 않았다. 반면 90년 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규모가 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하

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1995～97년 동안 정체되는 듯 보 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외환 기를 계기로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 경상수지불균형은 다시 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 으며 이 같은 추세는 2001년의 짧은 조정을 제외하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상

수지 불균형 규모 한 미국의 향으로 동아시아 외환 기 직 부터 지속 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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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별 국제수지 불균형 추이

  부록의 <그림 A-1>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패 그룹별 경상수지 불균형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4기 이  기간들은 체로 <그림 1>의 세계경상수지 불균

형 수세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90년  들어서는 97년 외환 기를 기 으로 경상

수지 불균형 규모가 격하게 증가하다 감소하 으나 2002년부터는 다시 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

다. EU 국가들의 경우는 통화 기가 발생한 90년   바로 직  기간에 불균형의 격한 증감이 

하며, 90년 에는 체로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과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G7과 OECD 

국가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 으로 인해 <그림 1>과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한편 

라틴국가들은 1차 석유 동 직후 GDP의 14%까지 치솟은 경상수지 불균형을 경험하 고 통화 기

가 발생한 80년  반 한 6%에 이르는 높은 경상수지 불균형을 경험하 다. 

  패 그룹별 경상수지 불균형 추세에서 나타나는 특징 의 하나는 90년  들어 거의 모든 패

그룹에서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선진 경제권에서 더욱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룹은 Freund의 경상수지 

환국들인데, 이들은 상 소득 25개국들이다. 한 OECD와 G7 그룹 국가들에서 90년  들어 상

으로 뚜렷한  경상수지 불균형 증가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룹별 경상수지불균형 추세의  다

른 특징은 이 같은 90년 의 불균형 증가 추세는 미국의 경상수지불균형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90년  이  기간에도 미국이 세계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으로 인해 세계경상수

지 불균형 추세를 주도하 지만 90년  들어 그 정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에서 지 한 90년

 경상수지불균형 증가추세가 상 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그룹들은 미국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상 으로 약하게 나타난 그룹들에서는 미국이 배제되어 있어 이를 뒷 받침하고 있다.

  이상에서 래튼 우즈 체제 이후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 추세를 살펴보았는데 지난 30년간의 경

험에서 경상수지 불균형이 확 된 기간들을 후하여 세계거시경제 환경에 격한 변화가 있었다

는 을 지 할 수 있다. 에서는 경상수지 불균형을 장기추세 측면에서 네 개의 기간으로 나

어 살펴보았지만 각 기간 내에도 일시 인 조정과 재상승 기간이 나타난다. 이 같은 일시 인 변

동까지 포함하는 경우 경상수지불균형이 세계  규모로 격하게 증가한 시기들은 1973～74년, 

1979～81년, 1983～86년, 1991～94년, 1997～2000년, 2001～04년 등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언 되었듯이 1973년과 1979년에는 1  2차 석유 동이 발생되었고 1990년  반에는 

EMU국가들이, 1980년  반기에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외환 기를 겪었다. 86년에는 인

인 달러가치 하락조치가 있었으며, 1997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외환 기를 겪었다. 이 같은 

시기  일치성은 격한 경상수지 불균형의 확 와 거시경제변수의 격한 변화 는 외환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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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정한 련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 Freund(2004)와 Kaminsky(2006) 등, 

임계값을 심으로 한 경상수지 불균형 연구들은 이 같은 시기  일치성에 근거를 둔다고 할 수 

있다. 90년  들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 추세는 그 규모면에서, 상승 

지속 기간 면에서 그 유례가 없다. 따라서 만약 과거 세계경제가 경험한 경상수지 불균형의 격

한 증가가 지속가능 범 를 넘어선 것이며 이에 따라 거시경제환경에 격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

라면 90년 의 유례없는 규모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국제경제에 커다란 교란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

다. 이에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에 한 본 실증분석의 실 , 정책  요성이 있다 하겠

다.  

III. 실증분석방법과 선행연구 검토

1. 최 경상수지모형과 지속가능성의 검정

  최 경상수지의 결정에 한 경제이론은 기간 간 효용극 화(intertemporal utility 

maximization)모형을 개방경제에 용한 기간 간 경상수지모형(intertemporal current account 

model)이다.2)  Sachs(1982)에 따라 완 한 국제자본 이동과 한 가지 재화(a single composit good)

만을 생산하는 소규모 개방경제(small and open economy)가 가정되며 이 경제에는 원히 생존하

는 한 명의 소비자(a single, infinitely lived consumer)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Ghosh(1995)에서와 같이 표소비자는 식 (2)로 정의되는 기간 산제약(periodic budget 

constraint) 하에서 식 (1)의 시간분리효용함수(time separable utility function)를 극 화 한다. 

Ut=∑
∞

i=1

β (t+i)
U(Ut+i)                                       (1)    

Bt+1=Bt(1+r)+(Yt-Ct-Gt-It)                                   (2)

  표소비자는 t+1기 , t기말에서 이월된 순 외청구권(net foreign claim) Bt+1
를 갖고 시작하

며 Bt+1
는 t기 의 외청구권 Bt와 t기  생산된 국내총생산(GDP) Yt에서 국내소비 Ct, 정부소

비 Gt  국내투자 It를 충당하고 남은 순산출량(net output)의 합과 같다. Bt+1
가 양수(+)이면 

외자산(external assets)을, 음수(-)이면 외부채(external debts)를 의미하게 된다. 분석 상이 되

는 경제는 국제이자율에 한 향을 무시할 만큼 소규모 개방경제이므로 표소비자는 고정된 실

2) Obstfeld and Rogoff(1994)는 경상수지에 한 기간 간 모형 근에 해서는  반 인 서베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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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국제이자율 r 에서 자유롭게 자본을 차입하거나 빌려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산출

량 이상으로 수요하는 경우, 즉 순산출량이 음(-)인 경우 외차입이 증가( 는 외자산을 처분)

하게 되어 순 외청구권은 감소하며 반 의 경우는 증가하게 된다. 

  Campbell(1987)과 Ghosh(1995)에서와 같이 이차효용함수(quadratic utility function)를 가정하면 

식(1)과 (2)로 정의되는 기간 간 효용극 화문제로 부터 다음과 같은 항상소득가설-소비함수

(permanent income hypothesis consumption function)를 얻는다. 

                         C*
t=r{Bt+ 1

1+r
∑
∞

j=0(
1

1+r )
j

E tQ t+j}                               (3)  

상첨자 *는 최 소비(optimal consumption)를 나타내며 Q t=Yt-Gt-It는 순산출량(net output) 

는 국내 흐름(national cash flow)으로 해석된다. 경상수지잔고 정의식 CAt=Bt+1-Bt를 이용하

여 산제약식을 다시 정리하면,

CAt=rBt+Qt-Ct                                       (4)

이 되고, 여기에 Ct를 식(3)의 최 소비로 체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최 경상수지(optimal 

current account) 결정식이 유도된다.  

                     CA*
t=-∑

∞

i+1(
1

1+r )
i

Et(ΔQt+i)                                    (5)

여기서 ΔQt+i=Qt+i-Qt+i-1
는 순산출량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최 경상수지는 미래의 순산출량 변화에 한 기 에 의존하게 된다. 한 식 (3)∼(5)는 

경상수지가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를 한 완충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소비함수 

식(3)에서 일시 (transitory)인 순산출의 증가에 한 기 는 최 소비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식(4)에 의해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반 로 일시 으로 순산출이 감소할 것으

로 기 하는 경우 해외차입을 통해 소비감소를 방지하게 되며, 따라서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반면 

순산출의 구  증가(permanent increase)는 식(3)에 의해 소비를 동일한 크기만큼 증가시키기 때

문에 경상수지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최 경상수지결정식 (5)는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가능성과 련하여 경상수지 시계열의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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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조건을 부과한다. 즉 순산출량 Qt가 I(1)이면 ΔQt는 I(0)이며 따라서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속가능하기 해서는 경상수지가 안정 (stationary)시계열이 됨을 의미한다. 

2. 공 분검정을 통한 지속성 검정  

  Hakkio and Rush(1991)와 Husted(1992) 등은 수출과 수입사이에 장기균형 계인 공 분 계가 

존재하면 경사수지 불균형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이론 으로 보여주었다. 다음의 산제약식을 

고려한다. 

       Bt=(1+rt)Bt-1+TRt                                    (6)

여기서 Bt와 rt는 외부채와 세계이자율이고, TRt=Xt-Mt( =Yt-Ct-It)은 무역수지를 나타내며

Xt와 Mt는 각각 수출과 수입을 나타낸다. 식 (6)을 방연속해법(forward recursive method)을 이

용하여 Bt-1
에 해서 풀면 다음과 같은 기간 간 산제약식(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을 

유도할 수 있다. 

                 B t-1=-∑
∞

j=1

ρ-1
t+jTR t+j+ lim

N→∞

ρ-1
t+NB t+N                                   (7)

여기서 할인요소(discount factor)는 ρ t+j=Π jv=1(1+r t+v)로 정의된다. 

  식 (7)에서 마지막 항의 값이 0면  No Ponzi Game(NPG)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기의 부채는 재와 미래의 무역흑자의 재가치의 합과 같게 된다.3) NPG 조건이 충족되면 경상

수지 불균형이 지속가능하게 되며 NPG조건이 충족되는가를 검정하는 계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

할 수 있다. 세계이자율이 평균이 r인 안정  시계열이라고 하면, 산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

시된다.

         Zt+(1+r)B t-1=X t+B t                                      (8)

여기서 Zt=Mt+(rt-r)Bt-1
이다. 식 (8)을 변형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3) No Ponzi Game(NPG) 조건은 일국이 추가 인 외차입으로 외채무에 한 이자의 상환을 구 으로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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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r tB t-1=Xt+∑
n

i=1

1

(1+r)
i-1 (ΔXt+i-ΔZ t+i)+ lim

N→∞

1

(1+r)
t+N B t+N                 (9)

Xt와 Zt가 I(1) 시계열로서 데이터생성과정(data generating process)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Xt=α1+Xt-1+ε1t
                                     (10)

          Zt=α2+Zt-1+ε2t
                                     (11)

따라서 식 (6)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시될 수 있다.

                   Xt=α+MMt- lim
N→∞

1

(1+r) t+N
B t+N+ε

t
                             (12)

여기서 MMt=Mt+r tB t-1
, α=[ (1+r)2/r](α2-α1)이고 ε t=∑(1+r)i-1 (ε2t-ε

1t)이다. 만약 NPG 조

건 lim
N→∞

(1+r) -(t+N)B t+N=0이 만족되면 식 (12)는 다음과 같이 I(1) 변수간의 회귀식이 된다.

            Xt+1=a+bMMt+et                                       (13)

즉, 이 경제가 기간 간 산제약조건을 만족시키어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속가능하기 해서는 수

출(Xt)과 수입(Mt)+ 외이자지 ( r tBt-1
) 간에 공 분의 계가 존재하고 공 분 벡터는 b=1를 만

족시켜야 한다.

3. 기존의 실증분석 검토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성에 한 기존의 실증분석연구는 선형(linear) 단 근 검정법과 공 분 

검정법  비선형(nonlinear) 단 근 검정법으로 구분되는데, 단 근의 존재를 검정하여 경상수지의 

지속성을 검정한 연구가 상 으로 많은 편이다. 

  첫째, 선형 단 근 검정법을 사용한 기의 연구들은 ADF 검정법과 같은 개별 단 근 검정법을 

사용하 는데(Otto 1992; Ghosh 1995; Trehan and Walsh 1991,, Husted 1992), 이러한 개별 단

근 검정법은 검정력이 낮은 문제 을 지니고 있다. 이 결과 개별 단 근 검정법을 사용한 부분

의 연구에서 경상수지 시계열에 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 이 같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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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검정의 검정력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패 단 근검정법이 개발되어 이를 이용한 연구

가 이루어 졌다. Levin and Lin(1993, LL)에 의해 개척되고 Im, Pesaran and Shin(1997, IPS), 

Maddala and Wu(1999, MW), Breitung(2000)등에 의해 발 된 패 단 근검정법은 낮은 검정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 다. 를 들어 Wu(2000)은 선진 10개국의 경상수지 자 시계열에 해 

IPS 검정법에 의한 단 근 검정을 하 는데, 단 근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어서 주요 선진국의 경

상수지불균형이 지속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Breuer et. al (2000)는 기존 패 단 근검정법은 

모든 패 주체(units)들에서 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유지하므로써 개별 주체의 단 근 존

재에 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 하고 개선된 검정법을 제시하 다. Lau and 

Baharumshah(2005)는 이를 사용하여 12개 아시아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  한국 등 3

개국의 경우에는 단 근이 기각되고, 태국 등 나머지 9개국에서 단 근을 기각하지 못하는 혼합된 

결과를 얻었다. 

  둘째, 경상수지 시계열에 한 단 근 검정결과를 개선하려는  다른 노력은 경상수지 불균형

의 장기균형으로의 회복과정이 비선형(nonlinear)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Shinn and 

Lee(2001)와 Killian and Taylor(2003)는 데이터 생성과정이 비선형인 경우 통 인 선형단 근검

정법은 검정력이 낮아서 단 근의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한계 을 지 하 다. 

Christopoulos(2004)는 비선형평균회귀모형인 ESTAR(exponential smooth transition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미국의 경상수지 시계열을 실증분석한 결과 단 근의 존재을 기

각하 다. Clarida, et al.(2006)는 TAR모형(threshold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과정에는 상하(upper-lower) 임계값(threshold)이 존재하며 경상수지불균형이 이 같은 

임계값을 벗어나면 조정이 격하게 이루어지지만, 임계값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 평균으로의 회귀

(mean reverting)는 발생하지 않고 임의행보(random walk)의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Clarida, et al. (2006)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임계값을 추정하 지만 경상수지 시계열이 안

정  시계열이라고 가정한 문제 이 있다.4) 반면 Kim, Min and McDonald(2006)은 Park and 

Shintani(2004)의  비선형 단 근검정법을 사용해서 1997년 외환 기를 격은 한국 등의 아시아 6개

국을 분석한 결과 유의 인 임계값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다.

  셋째, 공 분 검정법을 사용한 연구도 창기에는 개별 공 분 회귀식을 이용해서 공 분검정을 

하 다. Husted(1992)는 미국의 경우, 수출과 수입간의 공 분 계를 검정하 는데 1983년의 공

분 벡터의 구조변화(structural break)를 고려하지 않으면 공 분 계의 존재를 지지하지 못한다는 

4) 비선형 조정모형과는 다르지만 Markov switching 유형의 모형을 사용한 Raybaudi etd. (2004) 한 임계선을 

심으로 안정성 역과 비안정성 역을 구분하여 분석하 다. 반면 Raybaudi and etd.(2004)는 라질, 일본, 국

에 해서는 지속가능성과 부합하는 증거를 발견한 반면 아르헨티나와 미국에 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결과

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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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었다. 김 한(1998)은 Ahmed and Rogers(1995)의 이론에 기 하여 수출, 수입  외부

채에 한 이자지 에 공 분 계가 존재하는가를 한국, 멕시코  태국에 해서 검정하 는데, 

한국의 경우는 공 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태국과 멕시코의 경우는 공 분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단 근 검정법과 같이 개별회귀식을 이용한 공 분 검정법도 검정력이 낮다

는 동일한 문제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패 데이터를 이용한 패 공 분 검정법이 Pedroni(2004)

와 Kao and Chiang(1998) 등에 의해 개발되었다. Wu et al (2001)는 Kao and Chiang(1998)의 패

공 분 검정법을 사용해서 G-7 국가의 수출과 수입간에 공 분의 존재를 검정했는데, 공 분의 

존재를 확인하여 G-7국가의 경상수지 불균형에 지속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 으로 선행연구들의 개별 단 근 검정법과 공 분 검정법은 낮은 검정력의 문제를 안고 있

다. 이를 해결하기 한 패 단 근 검정법과 패 공 분 검정법은 검정력은 증가시키는 반면, 횡

단면 패 주체 간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size-distortion라는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한

편 부분의 비선형 단 근 검정들은 장기균형(임계값)으로의 회복을 제로 임계값을 발견하고자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단 근 검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패 단 근 

검정과 패 공 분 검정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패 주체 간 의존성

을 허용한다.     

4. 패 데이터를 이용한 검정방법

  Chang(2002)는 불안정  패  데이터(nonstationary panel data)를 사용하여 단 근 검정을 하는 

경우에 횡단면주체간의 의존성(cross-sectional dependencies)의 정도가 높은데 이를 무시하면 

size-distortion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을 지 하 다. 검정력을 제고하기 해서 패 데이

터가 사용될 수 있으나 횡단면주체간의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보다 심각한 문제인 제1종 오류

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다. 실 으로 패 데이타에 있어서 같은 시기에 각 개별 주체간에 상호 

의존 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고도로 통합되고 있는 국제경제자본시장 한 외가 아

니다. 따라서 IPS 등 횡단면 주체간 상호 독립성을 가정하여 극한분포(limiting distribution)를 도

출한 패 단 근 검정법들을 이용한 경상수지 불균형 연구들은 상호독립성이 반되는 경우 제1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 이 있다. 

  그러나 불안정  시계열 패 자료에서 이러한 횡단면 주체간 상호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nuisance parameter의 처리 등 기술 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 존재하고 있다. Chang(2002)은 해

당 시계열 래그(lag)값의 비선형함수로 AR 계수의 도구변수 추정량을 구해서, 개별 주체별 단 근 

검정통계량을 구하 다. 그런데 이들 개별 단 근 검정통계량이 표본(large sample)에서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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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asymptotically independent)이 되기때문에 이들 개별 단 근 검정통계량을 더한 검정통계

량의 극한분포는 표 정규분포가 된다. 를 들어, 다음과 같은 패  단 근 검정 회귀식을 생각해

보자. 

           y i,t=α
iy i,t-1+∑

pi

k=1

α
ik
Δyi,t-k+ε

i,t , i=1,⋯N,  t=1,⋯,Ti                    (14)

i와 t는 각각 패 의 개별주체(국가)와 시 을 나타낸다. 이에 해 귀무가설과 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H 0=α i=1 for all i, H 1= α i< 1  for some i

도구변수생성함수(IGF: instrument generating function)를 F(⋅)라고 하면, 도구변수는  

F(yi,t-1)=y i,t-1e
ci|yi,t-1|으로 정의 된다. αi의 비선형 IV 추정량인 α̂i에 해 단 근 검정에 사용되는 

비선형 IV -값은 다음과 같다.

τ
i=

α̂
i

s( α̂ i)
                                       (15)  

                             with  α̂
i=

∑
Ti

t=1
F(yi,t-1)yi,t

∑
Ti

t=1
F(yi,t-1)yi,t-1

Chang(2002)은 cov(T-1/4
i

ΣTi
i=1F(y i,t-1)ε it,T

-1/4
j

ΣTj
i=1F(y j,t-1)ε jt)→0임을 증명하 다. 즉 표본에서 τi가 

횡단면주체간에 서로 독립이 되어, 단 근의 귀무가설하에서 비선형 IV패 단 근 검정통계량 

S=N-1/2ΣN
i=1

τi ⇒ N(0,1)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Chang and Song(2005)는 횡단면주체간에 공 분 계(cointegration cross-section units)

가 존재하는 경우, Chang(2002)이 증명한 개별주체의 비선형 IV t-통계량인 τi가 표본에서 횡단

면 주체간에 서로 독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들은 횡단면 주체간 서로 직교 계인 

도구변수생성함수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증명하 다. Chang and Song(2005)은 

횡단면 주체간 단기 의존성(cross-sectional dependencies of innovations)뿐만 아니라 장기의존성

(cointegration across cross-sectional level)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비선형 IV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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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근 검정법을 유도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도구생성함수를 사용하 다.

    F(yi,t-1)=(22i-1(2i-1)! π)
-1/2
H2i-1(yi,t-1)e

-y2i,t-1/2 , i=1,⋯N                   (16)    

                     with H2i-1(yi,t-1)=(-1)2i-1e
y2i,t-1 d

2i-1

dy2i-1
i,t-1

e
-y2i,t-1 /2

여기서 H2i-1(yi,t-1)는 횡단면 주체와 서로 직교 계에 있다. 이러한 도구생성함수를 사용하여 개발

된 비선형 IV패  단 근 검정통계량을 SH라고 하고, 검정력을 증 시키기 해서 단 근 회귀식

에 covariate를 추가하여 개발된 비선형 IV패  단 근 검정통계량을 SA라고 한다. Chang and 

Song(2005)은 횡단면주체간에 공 분 계가 존재하면 IPS 등 여타 패 단 근 검정법의 

size-distortion이 심각하다는 것을 시뮬 이션을 통해서 보여주었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H와 

SA를 이용해서 국제수지의 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 근 검정을 하고자 한다.

   횡단면주체간에 의존성이 존재하는 경우 패  공 분검정도 유사한 문제 을 지니게 된다. 이

는 패  공 분검정은 각 횡단면주체에 해서 잔차항을 구하고 잔차패 (the panels of the fitted 

residuals)에 해서 패 단 근검정을 하는 잔차기  단 근검정법(residual based unit root test)

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즉 추정된 잔차가 횡단면 주체간에 의존성이 존재하면 size-distortion의 문

제가 발생되어 귀무가설로 사용되는 공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참인 경우에도 이를 잘못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같은 패 공 분법은 극한분포를 유도하는 데의 어려움 때문

에 횡단면주체간의 독립성을 가정하여 개발되었으나(Pedroni, 2004, Kao, 1999) 실증분석에서 사용

되는 부분의 패 데이터에는 횡단면주체간의 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 인 상이다. 

  횡단면주체간의 의존성의 존재로 인한 패 공 분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Chang(2006)은 

비선형 IV 패 단 근검정법을 활용하여 잔차기  패 공 분 검정법을 개발하 는데 이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패 회귀식을 고려한다.   

                    y it=x
'
it
βi+u it, i=1,⋯,N, t=1,⋯,Ti                              (15)

 

여기서 yit와 x it는 각각 I(1)으로 구성된 스칼라와 (mi×1)의 벡터이고, uit가 I(0)의 오차항 벡터

이면 βi는 (m i×1)의 공 분벡터이다.  식 (15)의 잔차를 û it(=y it-β
î'x it)라고 하면, 이 잔차에 

한 단 근 검정에 사용되는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5) Banerjee et al. (2005)는 시뮬 이션 분석을 통해서 횡단면 주체간에 공 분의 수가 커질 수록 IPS 등 기존의 패

단 근 검정법의 size-distortion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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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û it=α
iû it-1+∑

pi

k=1

γ
ik
Δû it-k+ε

it                                (16)

  반면 Chang(2006)의 패 공 분에서 사용되는 잔차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Δû it=α
iũ it-1+∑

pi

k=1

γ
ik
Δû it-k+ε

it                                 (17)

여기서 ûit는 표본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추정된 잔차(fitted residual based on the full 

sample)이고, ũit는 1기에서 기까지의 데이터만를 사용해서 추정된 잔차(adaptively fitted 

residuals)이다. 따라서 ũ it=y it-x it β̃ it
이고 β̃ it=(Σts=1x isx

'
is)

-1Σts=1x isy
'
is

이다. 식 (16)의 추정에 사용

되는 도구변수는 F(ũ it-1,Δũ it-1,⋯,Δũ it-pi)
이고 도구변수생성함수 F(⋅)는 Chang and Song(2005)

에서 사용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ũ를 사용하는 것은 이 경우에만 비선형 IV t-값이 표본에서 

횡단면주체간에 서로 독립이 되어 횡단면주체간의 의존성으로 발생되는 패 공 분 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 (17)에서 구한 비선형 IV t-값을 τ̃i라고 하면 패 공 분 검정통계량

(S)은 다음과 같이 공 분이 없는 귀무가설하에서 극한분포가 표 정규분포가 된다.

S=
1

N
∑
N

i=1

τ̃
i⇒ N(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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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분석 결과와 정책  시사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으로부터 경상수지/GDP, 수출/GDP  수입/GDP의 연간 데이터로부터 구축 다. WDI

는 180개국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증분석에는 표본기간과 국제경제에서의 요도를 

고려하여 47개국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경제규모와 외교역규모로 볼 때 47개국이 세계

경제를 잘 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  표본기간은 1973년에서 2004년의 32년간 이며 최

표본기간을 만족하는 국가는 13개 국가이다.  부록의 <표 3>은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7개의 하부

패 에 속한 국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아와 라틴의 지역별 패 과 G7, EU, OECD 등 경제권 

별 패 을 구성하고 있다. 한 Freund(2005)가 분석한 25개 경상수지 환(reversal)국  표본기

간 동안 데이터가 존재하는 20개국으로 패 을 구성하 으며 Kaminsky(2006)에서 분석된 통화

기를 겪은 20개 국가들로도 패 을 구성하 다. Freund(2005)는 1997년 기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00이상인 국가들  큰 폭의 경상수지 자 환을 경험한 국가들을 분석하 다. 이들 국가들은 

세계무역의 80%이상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자본이동성(capital mobility)과 국가리스크에 있어 국가 

간 편차(variation)가 상 으로 어 분석에 의미가 있다. 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상수지는 통

화 기와 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에서 Kaminsky가 분석한 국가들이 분석 가치가 있다 하겠다. 

1. 패 단 근 검정결과

  먼  <표 1>에는 각 국가의 (경상수지/GDP)의 시계열에 한 개별 ADF 단 근 검정 결과가 

요약되어 있는데 5% 유의수 에서 47개국  25%인 12개 국가들에서만 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

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부분의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개별 ADF검정법을 이용한 검정결과는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성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튼 우즈 체제 이후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성이 세계차원에서 문제가 되어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룹별 비교를 해 <표 2>에는 <표 1>의 결과가 다시 정리되어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외환

기 발생국가의 경우 각각 41%와 37%의 비교  높은 비율로 단 근이 기각되었다. 반면 아시아 12

국가들  스리랑카만이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며 26개 OECD국가들 에도 5개국만이 귀무가설

이 기각되었다. G-7국가의 경우에는 한 나라의 경우에도 단 근을 기각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개별 

단 근 검정결과는 선진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세계 인 경상수지 지속성 문제의 주요 원천이

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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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별 방정식에 한 ADF 검정 결과

국가 ADF p-값 국가 ADF p-값

그리스 -1.8419 0.353 국 -2.5127 0.1226

네델란드 -1.51 0.5154 오스트리아 -3.2562* 0.0275

네팔 -1.5542 0.4920 우루구아이 -2.5157 0.1234

노르웨이 -1.4461 0.5459 이스라엘 -3.6412* 0.0107

뉴질랜드 -3.7175* 0.0087 이태리 -2.7542 0.0767

덴마크 -1.4608 0.5387 인도 -1.3363 0.5983

독일 -2.0429 0.268 인도네시아 -1.6290 0.4523

말 이시아 -1.8192 0.3641 일본 -2.3355 0.169

멕시코 -2.5132 0.1244 국 -2.6587 0.0970

미국 -0.2586 0.9202 칠 -2.5346 0.1181

베네주엘라 -5.2364* 0.0002 캐나다 -1.3694 0.5842

벨기에 -0.7353 0.8204 콜럼비아 -3.1466* 0.0337

볼리비아 -3.9877* 0.0049 태국 -1.6065 0.4665

라질 -1.9755 0.2952 터키 -4.3677* 0.0017

수리남 -3.4008* 0.0199 라구아이 -2.9433 0.0531

스리랑카 -2.9942* 0.0473 키스탄 -2.1266 0.2363

스웨덴 -0.309 0.9125 페루 -3.1543* 0.0343

스 스  0.5671 0.9857 포르투칼 -2.6616 0.0933

스페인 -3.0117* 0.046 랑스 -2.0112 0.2806

아르헨티나 -2.4245 0.1444 핀란드 -1.6556 0.4423

아이스랜드 -3.0270* 0.0445 필리핀 -1.8534 0.348

아일랜드 -1.8281 0.3603 한국 -2.2597 0.1912

에쿠아도르 -3.9518 0.0053 헝가리 -2.1059 0.2443

호주 -2.5939 0.1053

<표 2>                    개별 단 근 검정(ADF -검정)결과

그 룹  단 근 기각 국가 수  5%의 유의수 에서 단 근이 기각된 국가

아시아 1(11)  스리랑카

EU 2(14)  오스트리아, 스페인

라틴 5(12)  볼리비아, 콜럼비아,  페루,  베네주엘라, 수리남

Kaminsky의 외환 기 

발생국가
7(19)

 볼리바아, 콜럼비아, 이스라엘, 페루, 스페인

 터키, 베네주엘라

Freund의 경상수지 

역 국가
4(20)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뉴질랜드

 G-7 0(7)                        -

 OECD 5(26)  오스트리아, 스페인, 아이슬랜드, 뉴질랜드, 터키

 체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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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1973년 이후의 데이터만을 사용하 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개별 단 근 검정법은 검정력이 낮다는 한계 이 있다. 검정력을 높이기 해 패 단 근 검정법

이 사용 는데 그 결과는 <표 3>에 보고되어 있다.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은 패  

단 근 검정법으로 실증분석에서 가장 범하게 사용되는 IPS 검정법과 Breitung t-검정법을 사용

한 결과 부분의 경우 형상수지/GDP 시계열에 단 근의 존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Breitung의 t-검정법 사용시, 모든 경우에서 5%의 유의수 에서 단 근이 기각되었다. IPS 검정법

의 경우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우에 단 근이 기각되었지만 p-값이 각각 5.9%와 5.5%이다. 

  그러나 Chang(2002)이 지 한 것처럼, 횡단면 주체간에 의존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한 IPS와 

같은 패 검정법에는 size-distortion의 문제가 발생되어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

하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경상수지의 경우 일국이 흑자( 자)이면 교역 상 국은 자

(흑자)가 되므로, 각 시 에서 국가간의 경상수지 데이터에 의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

다. 

        <표 3>                            패 단 근 검정법      

 구룹 IPS Breitung-t SH SA

 아시아
-1.5590

(0.059)

-1.7272*

(0.042)

-1.285

(0.099)

-2.416*

(0.007)

 유럽
-1.5983

(0.055)

-1.6498*

(0.049)

-0.237

(0.406)

-0.432

(0.332)

 라틴
-6.1696*

(0.000)

-6.2917*

(0.000)

-0.209

(0.417)

-0.438

(0.330)

 외환 기 발생국가
-4.7525*

(0.000)

-4.7337*

(0.000)

0.160

(0.563)

-0.418

(0.337)

경상수지 역 국가
-2.1742*

(0.014)

-3.4821*

(0.000)

-0.919

(0.179)

0.303

(0.619)

 G-7
-1.1043

(0.134)

-3.3781*

(0.000)

-1.146

(0.125)

-1.439

(0.075)

 OECD
-2.7436*

(0.003)

-4.7170*

(0.000)

-0.409

(0.341)

-2.038*

(0.020)

 체
-4.5468*

(0.000)

-4.3827*

(0.000)

-0.281

(0.389)

-0.470

(0.319)

주: *는 5%의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을 나타냄.

국가간 CA/GDP 데이터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기 해서 동 데이터의 1차 차분에 해서 상 계

수의 값을 구하여 평균치를 계산하 는데 <표 4>는 이를 보여주고 있다. 47개국 체표본의 

경우 평균상 계수는 0.1 정도로 상 계가 비교  낮지만, 패 구릅별로는 체로 0.2 후의 값

을 보여 패 단 근 검정을 실시할 때 국가간 의존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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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구릅별로 다양한 상 정도를 보이는데, 가장 높은 상 계를 보이는 것은 G-7국가로 다른 구

릅에 비해 경제  상호의존성이 높다는 사실을 반 한다. 아시아 국가들도 상 으로 높은 상

계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Fruend의 경상수지 역 국가, 유럽, OECD가 뒤를 잇고 있다. 

 <표 4>                             패 별  상 계

그룹     값을 취한 상 계수 평균

 아시아 0.2186

 유럽 0.1764

 라틴 0.1462

 Kaminsky의 외환 기 발생국가 0.1583

Fruend의 경상수지 역 국가 0.1885

 G-7 0.2380

 OECD 0.1757

 체 0.1042

  경상수지의 국가간 의존성을 고려한 검정결과는 횡단면 주체간에 의존성을 무시한 IPS나 

Breitung t-검정법 사용 결과와 극명한 조를 보여 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을 래하고 있다. <표 

3>에서 Chang and Song(2005)의 패  단 근 검정법인 SH와  SA을 사용한 결과에서는 거의 모

든 경우에서 단 근의 존재를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H 검정법 사용시, 5% 유의수 에

서  단 근이 기각되는 경우는 없으며 검정력을 향상시키기 해 covariates를 첨가한 SA 검정법 

사용시에는 아시아와 OECD 국가의 경우에만 단 근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 같은 상반된 결과들에 해 본 연구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해서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을 고

려한 Chang and Song(2005)의 검정법과 고려하지 않은 IPS 검정법의 상  정확도를 비교하

다7).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구조를 최 한 반 하도록 하기 해서 경상수지/GDP 시계열의 1

차 차분데이터의 표본 공분산 행렬을 이용해서 잔차를 생성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

를 생성하기 해 사용된 시뮬 이션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이 0이고 Σ을 표본공분산행렬로 하는 N개의 다변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에서 벡터 ut=(u1t,u2t,⋯,uNt)를 임의로 추출한다. 둘째 y it=α iy it-1+u it     

6) covariates으로는 타 횡단면 주체의 1차 차분항의 래그 값과 이들의 선형결합을 사용하 다.
7) 시뮬 이션을 통한 두 검정법의 비교가 완 하지는 않지만 실 으로 이용가능한 차선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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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N, t=1,⋯,T 를 이용해서 패 단 근 검정에 사용될 데이터를 생성하 다. 여기서 단

근을 보유한 횡단면의 경우에는 의 값을 1로 하고, 단 근을 보유하지 않은 횡단면의 경우에는 

[0.8, 1]구간에서 임의로 추출한 값을 α i로 사용하 다. N은 구릅별 국가수로 하 고, T는 100으로 

하 다. SA 검정통계량에서 covariates 으로는 타 횡단면 주체의 1차 차분항의 래그(lag) 값과 이

들의 선형결합을 사용하 다.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 정도를 반 한 시뮬 이션의 결과는 <표 4>에 요약되어 있다8). I(0)의 개

수가 0인 경우의 셀이 size를 나타내는데, SH와 SA의 size는 각각 0.005～0.020와 0.013～0.042의 범

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IPS의 경우에는 size가 0.077-0.131로서 SH와 SA에 비해 2배 이상을 보

이고 있어 상했던 것처럼 상당한 정도의 size-distortion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size를 교정한 검정력(size-adjusted power)을 보면, 검정력을 높이기 해 covariates를 첨가한 

SA와 IPS가 유사한 검정력을 나타내었고, SH는 검정력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횡단면 주체간 단기 의존성(cross-sectional dependencies of innovations)만을 고려할 때

는 SH나 IPS 검정법보다는 SA 검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검정결과를 얻는 것으로 보인

다. 결국 패 단 근 검정결과와 시뮬 이션결과를 종합할 때, SA의 검정결과가 가장 신뢰성이 높

다고 한다면, 튼우즈 체제 이후 범세계 인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8) 체 표본인 47개국의 경우 공분산 행렬이 singular 로 인해 분석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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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패 단 근 검정법의 시뮬 이션 결과

그룹        

아시아 11

0 0.012 0.026 0.092

1 0.087 0.104 0.094

4 0.193 0.331 0.331

8 0.371 0.763 0.754

11 0.593 0.987 0.974

유럽 14

0 0.010 0.026 0.099

1 0.059 0.070 0.073

4 0.135 0.247 0.277

10 0.365 0.827 0.841

14 0.754 0.937 0.984

라틴 12

0 0.011 0.029 0.077

1 0.073 0.098 0.106

4 0.168 0.308 0.374

8 0.352 0.742 0.811

12 0.765 0.988 0.989

외환 기

발생국가
19

0 0.005 0.017 0.099

1 0.060 0.059 0.067

10 0.253 0.476 0.761

15 0.418 0.827 0.979

19 0.778 0.987 0.999

경상수지

역 국가
20

0 0.006 0.018 0.120

1 0.051 0.061 0.057

10 0.245 0.560 0.704

15 0.641 0.829 0.966

20 0.857 0.965 0.998

G-7 7

0 0.020 0.042 0.083

1 0.090 0.107 0.089

3 0.283 0.409 0.345

5 0.601 0.728 0.717

7 0.876 0.934 0.913

OECD 26

0 0.005 0.013 0.131

1 0.056 0.061 0.071

10 0.177 0.511 0.572

20 0.396 0.862 0.975

26 0.753 0.989 0.999

2. 패 공 분 검정결과

  단 근검정 결과를 보완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수출과 (수입+ 외이자지 ) 사이에 공 분

계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검정하여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성을 분석하고자 했으나, 외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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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데이터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수출/GDP과 수입/GDP 데이터만을 활용하 다. 

  먼  <표 5>에는 개별 국가에 해서 수출과 수입 사이에 공 분 계가 존재하는 가를 개별 

ADF 공 분 검정법으로 검정한 결과가 요약되어 있는데 5% 유의수 에서 47개국  15%인 7개 

국가들에서만 공 분이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개별 방정식을 이용한 공 분 검정결과는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성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6>은 <표 5>의 결과를 그룹별로 다시 정리한 것인데, 외환 기 발생국가와 OECD국가의 경

우에 각각 16%  15%가 공 분이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G-7국가의 경우에는 한 나라

의 경우에도 공 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개별 공 분 검정결과는 개별 단 근 검

정결과와 같이 선진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범세계 인 경상수지 지속성 문제의 주요 원천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5>                 개별 방정식에 의한 공 분검정 결과1

국가 상수 상수+시간추세 국가 상수 상수+시간추세

그리스 -2.2688 -3.0732 국 -2.1062 -2.5834

네델란드 -1.9746 -3.2040 오스트리아 -3.3430 -3.1039

네팔 -2.1311 -2.0585 우루구아이 -2.3365 -2.4106

노르웨이 -3.9841* -3.9303* 이스라엘 -3.0386 -3.2315

뉴질랜드 -5.0432* -4.9866* 이태리 -2.9205 -2.9568

덴마크 -1.4687 -3.1876 인도 -2.3685 -2.2115

독일 -2.1325 -3.3437 인도네시아 -3.1026 -3.1068

말 이시아 -2.7788 -2.6801 일본 -3.2833 -3.3417

멕시코 -2.9589 -3.4836 국 -3.6140* -3.9448*

미국 -2.5770 -2.5678 칠 -2.7660 -2.6776

베네주엘라 -3.3294 -3.8827 캐나다 -2.2893 -2.4513

벨기에 -1.5667 -2.5943 콜럼비아 -2.8056 -2.5410

볼리비아 -3.0182 -2.6258 태국 -2.9313 -3.0636

라질 -1.7165 -2.1598 터키 -3.2239 -2.7604

수리남 -1.9613 -2.1737 라구아이 -2.6356 -2.6529

스리랑카 -2.0650 -2.0854 키스탄 -1.8105 -3.2796

스웨덴 -1.7176 -2.7268 페루 -3.0531 -3.0584

스 스 -3.0544 -3.3757 포르투칼 -2.9897 -3.0713

스페인 -3.9985* -3.3461 랑스 -1.7526 -2.4957

아르헨티나 -3.3160 -2.9126 핀란드 -3.1876 -3.9535*

아이슬랜드 -4.3476* -4.3205* 필리핀 -2.8255 -3.6196

아일랜드 -1.4246 -2.9755 한국 -2.9770 -3.8463

에쿠아도르 -4.7811* -4.8656* 헝가리 -3.2429 -3.3452

호주 -4.1959* -4.1992*

주: ADF검정의 5% 유의수 에서 임계값은 상수와 상수  시간추세의 경우 각각 -3.4039와 -3.9105이다. *는 5%의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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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별 방정식에 의한 공 분검정 결과2

그 룹
 공 분이 없음을 

기각한 국가 수
 5%의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 기각된 국가

아시아 1(11)  국

EU 1(14)  핀란드

라틴 1(12)  에쿠아도르

Kaminsky의 

외환 기 발생국가
3(19)  호주,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Freund의 

경상수지 역 국가
1(20)  핀란드

G-7 0(7)                        -

OECD 4(26)  호주, 아이슬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체 7(47)

주: 상수  시간추세를 포함한 경우를 나타냄.

<표 7>                               패  공 분 검정 

 구룹
Chang(2006) Pedroni(2004)

상수 상수와 시간추세 Group PP Group ADF

 아시아
0.9165

(0.820)

-1.0675

(0.142)

-2.2690*

(0.011)

-0.9424

(0.172)

 유럽
-0.1261

(0.449)

-0.1794

(0.428)

0.3005

(0.618)

-0.6863

(0.246)

 라틴
0.2463

(0.597)

-0.8677

(0.192)

-1.1076

(0.134)

-2.1602*

(0.015)

 외환 기 발생국가
1.5909

(0.944)

-1.0782

(0.140)

-2.1237*

(0.016)

-1.7604*

(0.039)

경상수지 역 국가
0.9161

(0.820)

-1.0053

(0.157)

-0.4076

(0.330)

-4.1915*

(0.000)

 G-7
-1.0981

(0.1360)

-1.2163

(0.111)

-0.5268

(0.299)

-2.4915*

(0.006)

 OECD
0.4840

(0.685)

-1.5270

(0.063)

-0.6444

(0.259)

-3.5671*

(0.000)

 체
0.3505

(0.637)

-1.2112

(0.101)

-0.6118

(0.270)

-4.5472*

(0.000)

주: *는 5%의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을 나타냄.

  단 근 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표본에 한 개별 공 분 검정은 낮은 검정력의 문제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검정력을 높이기 해서 패 공 분 검정법(panel cointegration 

tests)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는 <표 7>에 정리되어 있다.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cross-sectional 

dependencies)을 고려하지 않은 패  공 분 검정법으로는 Pedroni(2004)의 Group PP 와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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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F 검정법을 사용하 다. Group ADF의 경우 아시아와 유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의 유의수

에서 공 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패 단 근 검정과 같이 횡단면 주체간에 의존성

이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패 공 분 검정법을 사용하면, size-distortion의 문제가 발생되어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Chang(2006)은 비선형 IV 패 단 근검정법을 활용하여 잔차기  패 공 분 검정법을 개

발하 는데 본 분석에서는 이를 사용해서 수출과 수입의 공 분 계를 검정하여 size-distortion 문

제를 완화하고자 하 다. <표 7>에서 보듯 Chang(2006)의 검정법으로는 어느 경우에도 수출과 수

입간에 공 분 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튼우즈 체제이후 경상수지 불균형 지속성에 문

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3. 정책  시사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튼우즈체제 이후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성에 문제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47개국의 경상수지/GDP 시계열에 단 근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패 단 근 검

정법으로 기각하기 어려웠고, 수출/GDP과 수입/GDP간의 공 분의 존재를 패 공 분 검정법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1990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 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차원의 경

상수지 불균형의 향후 추이에 요한 정책  함의를 시사한다. 특히 최근의 경상수지 불균형 추세

는 과거의 경험과는 다음과 같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 철 한 분석과 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첫째 최근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그 규모와 증가추세의 지속기간 측면에서 이  시기의 경상수지 

불균형 행태를 압도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경상수지 불균형은 1986년의 2.92%가 최고치 지만, 

2002년에는 3.38%, 2003년에는 3.38% 그리고 2004년에는 4.38%로 경상수지 불균형 규모가 유래없

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규모는 2004년 5.70%에 달하고 있다. 증가추세 지

속기간도 2기는 7년인 반면 4기는 2배에 가까운 13년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경상수지 불균형 추세의 두 번째 특징은 경상수지 불균형 과정에서 자국은 주로 미국 

등9) 선진국이고, 흑자국은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 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Gruber and 

Kamin(2005)이 지 하 듯이 경상수지 불균형 패턴이 선진경제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자본이 이

동한다는 일반 인 념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0). 이는 부록의 <그림 A-2>에 잘 나타나 있

9)  세계 경상수지 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 은 1997년 40.8%에서 2004년 71.2%로 증가하 다. 

10) 후진경제는 선진경제보다 노동/자본 비율이 높아서, 자본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자본이 선진경제에서 개발도상국

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더욱이 개발도상국가들은 높은 소득증가율로 인한 왕성한 투자수요로 인해, 해외에서 자

본을 차입할 유인이 높은 것이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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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스리랑카를 제외한 아시아의 국가들은 90년  반 는 2000년 들어 높은 경상수지 흑자

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97년 외환 기를 겪은 국가들은 2000년  들어 경상수지가 자에서 흑자

로 큰 폭의 환이 이루어 졌다. 

  문제는 이러한 90년 이후의 범세계  차원의 경상수지 불균형의 확 기조가 장기 으로 지속되

기 어렵다는 것인데, 본 연구의 결과도 특별한 정책  개입이 없는 한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환율

이나 이자율과 같은 주요 경제변수들의 격한 변동이 래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시장에 운용한 자 을 격히 회수하여( 는 신규 부

를 극도로 꺼려하여)  미국 달러화의 격한 가치하락과 이자율 상승이 래되는 것이다. 이는 국

제자본시장에 큰 교란요인이 될 뿐 아니라 미국의 규모의 자와 미러이미지(mirror image)로서

의 아시아 국가들의 흑자라는 최근의 경상수지 불균형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도 규

모의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Eichengreen and Park(2007)은 미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자본시장과 아시아 신흥시장들이 받을 충격에 해 경고 한다. 그들은 미

국이 연착륙(soft landing)하는 경우에도 미국달러가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 으로 하락할 것이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비할 것을 주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상수지/GDP 시계열에 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못함을 

보 다. 즉, 과거 세계경제가 경험한 규모의 경상수지 불균형(imbalance)의 조정과정은 안정  

경로(stationary path)에 의한 장기균형값(long-run equilibrium)으로의 회복과정과는 부합되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II장에서 튼 우즈 시스템 이후 규모의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정과 국

제거시경제 변수들의 격한 변동 사이에 시기  일치가 있었음을 지 했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미국의 연착륙에 의한 경상수지 자는 용의하지 않거나 는 미국 스스로가 

격한 자조정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떤 가능성이 실화될지는 경

상수지 자의 격한 조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미국의 정책  능력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경상수지 자의 격한 조정을 해서는 미국 국내이자율 상승과 이에 따라 투

자  소비수요의 격한 냉각이 필요하다.  

  최근 경상수지 불균형의 유례없는 규모와 그 잠재  괴력을 고려할 하면 미국의 정책  선택

에 으로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을 맡길 수는 없는 문제이며 안정  조정을 한 국제  차원의 

제도  장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첫째, 재의 국제통화체제내에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

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튼우즈체제 이후 30여 년간 경상수지 불균형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등 변동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재의 국제통화체제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메카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국제통화체제내에 경상수지 불균형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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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험 수 에 근 하는 경우 연착륙을 해 국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경상수지 불균형, 특히 경상수지 자는 주로 미국의 자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미국

은 자국의 경제 뿐 아니라 국제경제의 안정이라는 시각에서 자국의 자를 완화할 수 있는 근본

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 국, 일본  독일 등 만성 인 경상수지 흑자국도 세계경제

의 균형 인 발 을 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불균형 국가들의 강도 높은 정책 조를 

통해서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한 범세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47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튼우즈 체제 이후에 세계 인 경상수지 불균형

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검정하고자 시도하 다. 이를 해 경상수지/GDP 시계열에 단 근이 존재

하는지를 검정하 으며 수출과 수입 간의 공 분 계의 존재를 검정하 다. 개별단 근검정법은 

낮은 검정력의 문제가 있으며  IPS 등 기존 패 단 근검정법에서는 검정력 문제는 개선되는 반면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이 존재하는 경우 size-distortion으로 인하여 귀무가설이 무 쉽게 기각되는 

1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패  단 근과 공 분검정법의 문제

을 개선한 Chang and Song(2005)과 Chang(2006)의 패  단 근  공 분 검정법을 사용하여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하 는데, 기존의 패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와 일치하지 않

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상수지/GDP의 시계열에 단 근이 존재하는 가를 개별 단 근 검정법으로 검정하 는데, 

상국의 25%의 경우에만 단 근이 기각되었다. 반면 IPS 등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패 단 근 검정법으로는 체 표본  다양한 하부 패 에 해서 단 근을 기각하

여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을 

고려하여 size-distortion 문제를 완화시킨 Chang and Song(2005)의 검정법으로는 단 근을 기각할 

수 없었다. 사용된 데이터의 횡단면주체간 의존성을 반 하여 시뮬 이션을 실시한 결과, IPS 검정

법은 비교  심각한 size-distortion의 문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과 수입간에 공 분 계가 존재하는 가를 개별단 근검정법으로 검정하 는데, 상

국의 15%만이 공 분 계의 존재를 확인하 다. 한 횡단면주체간 의존성을 고려한 

Chang(2006)의 패  공 분 검정으로도 공 분이 없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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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튼우즈 체제 이후 30여 년간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

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튼우즈 체제 이후 세계 경상수지불균형 

추세에 한 기술  분석은 규모 불균형이 조정되는 시기에 국제 거시경제환경의 격한 변화가 

발생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실증분석결과는 이와 부합하는 것으로 경상수지불균형이 90년  이후 

유례없는 규모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의 격한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세계  차원의 

불균형의 조정과정이 격하게 발생되면 환율이나 이자율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가 격하게 변동

하고, 이는 세계경제의 심각한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 불균형의 격한 

조정을 피하고 완만한 조정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재의 국제통화체제내에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튼우즈체제 이후 30여 년간 경상수지 불균형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등 변동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재의 국

제통화체제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메카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은 문제 이 있다. 

  둘째, 세계 경상수지 자  미국이 차지하는 비 은 2004년 71.2%를 차지하는 등, 경상수지 

자는 주로 미국의 자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국제경제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자국의 자를 

완화할 수 있는 근본 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 국, 일본  독일 등 만성 인 경상

수지 흑자국도 세계경제의 균형 인 발 을 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불균형 국가들

의 강도 높은 정책 조를 통해서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한 범세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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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그림 A-1>               패 구릅별 경상수지 불균형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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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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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A3 >                               그룹별 국가

 구룹 국   가

 아시아

(11개국)

 국,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한국, 말 이시아, 네팔, 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유럽

(14개)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네델란드, 포루트칼, 스웨덴, 국

 라틴아메리카

(12개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라질, 칠 , 콜럼비아, 에쿠아도르, 멕시코

 페루, 라과이, 수리남, 우루구아이, 베네주얼라

외환 기 발생국가

(19개국)

  볼리비아, 라질, 칠 , 콜럼비아, 덴마크, 핀란드,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말 이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스페인, 스웨덴

 태국, 터키, 우루구아이, 베네주엘라

경상수지 역 국가

(20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랑스, 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칼

 싱가포르, 스웨덴, 미국

 G-7

(7개국)
 캐나다, 독일, 랑스, 국 이태리, 일본, 미국

 OECD

(26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랑스

 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이태리, 일본, 한국, 네델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칼, 스 스, 스웨덴,  터키, 미국

 체(47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