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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ies and International Business Cycles
(원자재 무역구조와 국제경기변동)
김명현

(연구 배경)
□ 총 수출입 대비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순수출 비중이 큰 국가일수
록 미국과 높은 생산 상관계수(output correlation)를 가지며, 원자재 수
출국 및 수입국 모두 미국과의 생산 상관계수가 소비 상관계수
(consumption correlation)보다 높은 수준

ㅇ 미국의 생산 증가는 미국의 원자재 수입수요 증가 및 국제원자
재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이는 원자재 수출국에는 긍정적인 영향
을, 수입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한편 미국과 원자재 수출국 간의 생산 및 소비 상관계수는 미국과
원자재 수입국 간의 상관계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국제경기변동 분석시 원자재 수출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지 않음
⇒ 본고는 미국과 원자재 수출국 간의 국제경기변동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
(분석 방법)
□ 원자재와 원자재 무역구조(commodity trade structure)를 포함한 2국 모
형(two-country model)을 설정
ㅇ 본국(미국, 원자재 수입국)은 원자재를 생산하지 않고 수입하는 반
면 외국(원자재 수출국)은 원자재를 생산하고 이를 본국에 수출하
는 것으로 가정
문의처: 김명현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5430)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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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자재는 교역재 생산시 투입요소로 사용되며 가계의 소비바스켓에
도 포함
(분석 결과)
□ 시뮬레이션 결과 본고의 모형은 국가간 높은 생산 상관계수를 산출하
는 등 미국과 원자재 수출국 간의 국제경기변동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원자재를 모형에 반영함에 따라 본국에서의 생산성 충격의 외
국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지기 때문
— 본국의 긍정적인 생산성 충격 → 본국의 총 수요 증가→ 본국의 원
자재 수입수요 증가 → 실질 원자재가격이 상승 및 외국의 본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 증가 → 외국의 원자재 생산 증가
ㅇ 아울러 국가간 소비 상관계수도 소폭 줄어듦에 따라 소비 상관계수보
다 높은 생산 상관계수를 산출
(시사점)
□ 본고의 분석 결과는 미국 경제정책의 원자재 수출국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원자재와 원자재 무역구조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
ㅇ 아울러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가 크고 모두 원자재 수입국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의 원자재 수요 변동도 미국과 같이 국제원자
재가격과 글로벌 원자재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경제정책이 자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시에도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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