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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글로벌 요인과 인플레이션간 관계
글로벌 경쟁의 국내 인플레이션 파급영향 분석
요약 및 시사점

본고는 세계경제 통합화(globalization)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점
차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요인의 인플레이션 파급경로를 분석하였다. 특히 최
근의 글로벌 저인플레이션 및 동조화 현상과 관련하여 그 배경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쟁경로(competition channel)에 주목하여 글로벌 요인의 국내 인플레
이션 파급영향을 실증분석해 보았다.
이론적으로 글로벌 요인의 국내 인플레이션 영향은 경쟁경로 이외에도 무
역경로(trade channel), 생산요소경로(production factor channel) 등을 통
해 파급된다. 이중 경쟁경로는 해외대체재의 가격변동이 수입 등의 무역경로
를 통하지 않더라도 국내재화와의 상대가격(국내재화가격/해외재화가격) 변
화를 통해 국내물가에 파급되는 과정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수요 부
족상황 하에서 글로벌 저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배경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글로벌 경쟁요인의 국내물가 파급영향을
상대가격 변동에 대응한 국내 교역재물가의 반응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재화가격 하락에 따른 상대가격 상승은 국내 교
역재가격에 대해 하락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가격 1% 상
승은 교역재물가 상승률을 0.15%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상대가격
변동이 교역재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동 추정결과를 전체 소비자물가에 적용하여 시산해보면 지
난 2년간 상대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0.2%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어 최근의 저인플레이션에는 경쟁경로를 통한 글로벌 요인의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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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대가격 상승기의 물가파급영향이 하락
기에 비해 두 배 정도 큰 것으로 추정되어 해외대체재의 가격 상승 보다 하락
이 더욱 민감한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글로벌 요인과 국내 인플레이션간 관계가 과거에 비해 밀접해지면
서 물가전망의 정도 제고 및 효율적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글로벌 요인의
물가파급영향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요구된다. 아울러 서비스 등으로의 개방
영역 다양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힘입어 해외직
접구매 등 거래수단이 확대되면서 경쟁경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요인의 전개 상황과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분석이 병행
되어야겠다.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요인의 국내 인플레이션 파급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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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과의 연계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글로벌 요인과

개방경제하에서 개별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국내
수급요인(domestic factor)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국내 인플레이션간 관계를 경쟁요인을 중심으로 분
석해 보고자 한다.

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요인(global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최근의

factor)에 의해서도 변동하게 된다. 그런데 1990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동조화 현상을 살펴보고 글로벌

대 이후 국가간 교역 및 자본이동 확대, 신흥시장국

요인의 인플레이션 파급 과정을 이론적 측면에서 고

글로벌 생산체계 편입 등으로 세계경제의 통합화가

찰해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글로벌 요인의 국내 인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글로벌 요인의 인플레이션

플레이션 영향력을 경쟁경로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파급경로가 더욱 다양화되고 영향력 또한 커지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

있다.

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대규모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
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

Ⅱ. 글로벌 요인과 인플레이션간 관계

고 인플레이션과 경기간 관계가 약화되는 현상이 주
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측됨에 따라 글로벌 요인과

1.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동조화

의 연계성을 통해 이를 설명1)하려는 시도가 점차 늘
어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글로벌 수요부진

1990년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을 살펴

상황하에서 해외부문으로부터의 경쟁강화가 인플레

보면 1990년대 후반 높은 수준을 보였던 오름세가

이션 압력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중반부터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00년

지고 있다.

대 들어서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내었

그런데 글로벌 요인이 개별 국가의 인플레이션에

다. 특히 두 자릿수의 고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 신

미치는 영향은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산업구조에 따

흥시장국의 물가 오름세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선진

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개

국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국에서도 낮은 수준의 인플

방경제적 특성이 뚜렷한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레이션이 이어졌다. 인플레이션 변동성 또한 이와

에는 수출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요인에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 20여년 동안 둔화

더욱 민감한 구조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서는 선진국

한 가운데 2012년 하반기 이후 2년 넘게 1%대의 낮

과 신흥시장국간 차이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어 글로벌 요인

1) 인플레이션 측면에서의 글로벌 요인의 재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IMF(2013), BIS(201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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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플레이션 수준1) 및 변동성2)

<그림 1>
<수준>

<변동성>

주: 1) 전세계는 189개 IMF 회원국 평균이며 선진국 및 신흥국은 IMF 기준에 따라 분류
2) 해당 분기를 포함한 직전 5년간의 표준편차
자료: IMF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인

되었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 설

플레이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남에

명력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흥시장국

따라 그 배경에 글로벌 공통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에서 추출된 주성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Ciccarelli & Mojon(2010)이 시도한 바와 같이 각국
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

<그림 2>

글로벌 공통요인1)의 인플레이션 변동 설명력

(principal component analysis)2)을 실시해보았다.
<그림 2>는 주성분분석 결과로 각국 인플레이션 변
동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첫 번째 주성분에 의해
설명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변동의 비중 변화를 나
타낸다. 이에 따르면 첫 번째 주성분에 의해 설명되
는 인플레이션 변동이 전세계의 경우 1990년대
40% 수준에서 2000년대 들어 50%대로 확대되었으
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설명력이 70%까지 상

주: 1) 주성분분석(PCA)으로 추출한 첫 번째 주성분

승하였다. 특히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공통
요인의 설명력이 금융위기 이후 80% 수준으로 확대

2)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은 변수들간의 공분산 구조를 이용하여 개별 변수 변동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들(principal
components)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통계 기법으로 본고에서는 각국 인플레이션 변동에서 추출한 첫 번째 주성분(the first principal component)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글로벌 요인의 국내 인플레이션 파급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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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GDP성장률의 국가

위기 이후에도 국가별 편차가 계속해서 줄어든 것으

별 분포를 비교한 <그림 3>을 보면 분포의 집중도를

로 나타났다. 이같은 글로벌 성장과 인플레이션 분

의미하는 첨도(kurtosis)가 GDP성장률은 글로벌

포의 상반된 움직임은 주성분분석에서 나타난 공통

금융위기 이후 크게 작아지면서 국가별 편차가 확대

요인이 성장요인에서 추출된 성분이 아닐 수 있음을

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금융

의미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성장률 분포1)

<그림 3>
<GDP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1) 189개 IMF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중의 국가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GDP성장률을 각각 0.5%p 구간으로 묶어 각 구간에 포함된 국
가들의 비중을 계산
자료: IMF

2. 글로벌 요인의 인플레이션 파급경로

럼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 공급충격
(supply shock)으로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1990년

(이론적 개관)

대 들어3) 세계경제 통합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국
가간 교역이 중간재 및 소비재 등으로 확대되고 해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글로벌 요인은 개별 국가의

외직접투자를 통한 자본 등 생산요소 이동으로 국가

물가변동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

간 분업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글로벌 요인의 범주

기, 교역, 제도 등의 공통요소로 요약되는데 시대별

도 기존의 충격요인에서 구조적 요인으로 확장되었

로 주된 요인이 변화하여 왔다. 1970~80년대와 같

으며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인플레이션 동학

이 원유 등 원자재가 국가간 교역의 상당부분을 차

(inflation dynamics)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지하던 시기의 경우 글로벌 요인은 국제유가 변동처

게 되었다.

3) 1990년 독일 통일, 1991년 구(舊) 소련 해체, 1992년 중국의‘사회주의 시장경제’노선 채택 등 1990년대 초반에 나타난 사회주의 국가들의 세계경제 편입도 세계경제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IMF,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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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요인의 국내 인플레이션 파급영향을 분석
한 기존 자료를 종합하여 파급경로를 정리해 보면

<그림 4>

아래 <그림 4>와 같이 크게 무역경로, 경쟁경로, 생
산요소경로 등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글로벌 요인의 인플레이션 파급경로

경로별 파급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무역경

(<식 1>)4)에 따르면 수입재화에 의한 개별국가의 인

로는 글로벌 요인의 전통적 국내물가 파급경로로서

플레이션 변동효과는 물량 및 가격효과로 구분이 가

해외재화의 수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과정

능하다.

을 나타낸다. 개방경제 하에서의 인플레이션 결정식

(1)
단,

전체 물가,

수입재 물가,

<식 1> 우변의 첫 번째 항은 국내 총소비에서 수입
재화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로 야기되는 물

국내재 물가,

수입재 비중

면서 물량효과를 통한 물가 파급영향이 커지게 된
다. 두 번째 항은 해외재화가격의 변동정도

가 파급영향(물량효과)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개

(

)에 의해서도 파급영향의 크기가 달

방화가 확대될수록 수입재화의 비중도 동반 상승하

라질 수 있다는 의미의 가격효과를 나타낸다.5)

4) 인플레이션 결정식의 도출과정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Coille(2008)를 참조하기 바란다.
5) 세 번째 항은 수입재화를 제외한 국내재화의 가격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물가변동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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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중반 세계적인 대안정기(Great

경쟁경로는 수입 등의 무역경로를 통하지 않더라

Moderation)중 주목을 받았던 중국효과6)(China

도 해외재화가격 변동의 영향이 국내물가에 파급되

effect)가 대표적인 무역경로 사례에 해당된다. 그러

는 경로로서 상품의 물리적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다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신장세가 주춤해

는 점에서 간접경로에 해당된다. 아래 <그림 5>는

지고 중국 등 신흥국의 저비용 생산이 한계에 이르

개방경제 하에서 국내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으

면서 무역경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로 글로벌 경쟁의 강도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지는

게 되었다.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글로벌 경쟁과 수요곡선
■기존 균형

수요곡선:
상대가격 상승:
수요량 감소:

■해외 대체재 증가 수요곡선:
상대가격 상승:
수요량 감소:

주: 1) P d : 국내재화가격, P g : 해외대체재가격, Q d : 국내재화에 대한 수요량

이에 따르면 개방경제 하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

는 국내기업이 제품가격을 변동시키지 않더라도 대

는 수요곡선의 기울기(탄성치)는 경쟁관계에 있는

체관계에 있는 해외재화가격이 하락하면 국내재화

해외 대체재의 존재에 따라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가격 상승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므로 국내기업은

국내기업이 제품가격을 인상하면 상대가격이 하락

수요 이탈 차단을 위해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

한 해외대체재로 수요의 일부가 이전되면서 가격 인

하해야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쟁

상에 따른 수요 감소 규모가 개방이전에 비해 확대

관계에 있는 해외대체재가 늘어날수록 수요곡선은

(

평탄(

)된다. 그런데 상대가격 관점에서

)해지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글

6) 2000년대 들어 중국 등 저비용 생산국가의 세계경제 편입은 낮은 가격의 교역재 공급을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Kamin et al.,
2006; ECB, 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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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경쟁 하에서는 해외 및 국내재화가격간 상대가

방향에 따라 다른 형태의 가격조정을 결정해야 한

격체계가 수요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동하게

다. 예를 들어 해외 대체재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되며 따라서 상대가격체계의 안정이 글로벌 인플레

국내 기업이 기존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션의 동조화 경향을 유도하는 공통요인으로 작용

판매량 증가효과가 가격인상보다 더 많은 이윤을 가

하게 됨을 알 수 있다.7)

져다 줄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경쟁관계가 심화될

그런데 경쟁경로에 의한 인플레이션 파급효과는

수록 커지게 된다. 반면 해외재화가격이 하락하였음

상대가격의 변동방향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이 기존 가격을 고수할 경우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수록 기업의

에는 수요가 이탈하면서 이윤이 크게 감소할 수 있

수요곡선은 더욱 평탄화되는데 이 경우 이윤극대화

기 때문에 가격인하에 나설 유인이 커지게 된다(<그

를 추구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가격의 변동

림 6>).

글로벌 경쟁과 비대칭적 가격결정 행태1)

<그림 6>

국내 기업의 총이윤:

<경쟁심화에 따른
수요곡선 평탄화>

<상대가격 변동시 총이윤 변화>

① 가격 조정시:

<총이윤 극대화 기업의
비대칭적 가격결정 행태>

① 상대가격 하락시:
선택, 소극적 가격인상

② 기존가격 유지, 수요량 변화:

② 상대가격 상승시:
선택, 적극적 가격인하

주: 1)

마크업,

국내재화에 대한 수요량,

국내재화가격,

국내재화 한계생산비용

마지막으로 생산요소경로는 국가간 노동 및 자본

반적이며 따라서 유입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압력으

의 이동이 유입국가의 생산비용에 변화를 초래하여

로 작용하게 된다. 자본이동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나타나는 물가변동 경로를 의미한다. 노동 이동의

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설비 확충 및 기술이전이 생

경우에는 국가간 임금 격차에 의해 대부분 발생하기

산성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인플레이션 둔화요인으

때문에 저임금 국가에서 고임금 국가로의 이동이 일

로 작용하게 된다.

7) 글로벌 경쟁은 이밖에도 기술혁신, 생산 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인플레이션 둔화압력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Chen et al., 2004;
Melick & Galat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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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 사례)

경쟁경로를 이론적으로 다룬 연구는 Guerrieri et
al.(2010)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기

글로벌 요인의 인플레이션 파급영향 분석은 글로

업의 수요곡선을 해외재화가격과 국내재화가격간의

벌 인플레이션이 공통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한 2000

상대가격 함수로 정의하는 한편 해외재화가격 변동

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다만 모든 파급경로가 동

이 기업의 마크업(mark-up) 조정을 거쳐 국내재화

시에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니며 2000년대 초중반

의 균형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함으로써 경쟁

에는 대부분이 무역경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

경로를 모형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를 명시적으로

표적으로 Kamin et al.(2006)이 미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사례는 아직은 없으며 다만 글로벌 산출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따른 물가변동효과를 분석한

갭(output gap)을 이용한 분석이 다양하게 이루어

결과에서는 1997~2002년중 대중국 수입증가가 연

지고 있는데 BIS(2014)의 최근 연구에서는 글로벌

평균 수입물가 상승률을 0.8%p, 연평균 소비자물가

산출갭 1% 변동의 선진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상승률을 0.1%p 각각 둔화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1990년대 0.1%p 정도에서 2000년대에는

ECB(2006)는 신흥시장국으로 부터의 수입 증가가

0.2~0.3%p 정도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영

유로지역 제조업 수입물가 상승률을 1995~2005년

향력 확대의 대표적 원인으로 글로벌 경쟁 심화를

중 연평균 2%p 정도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하였으

제시한 바 있다.

며, OECD(2006)의 분석에서는 2001~05년중 대중

한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무역경로로

국 수입에 의해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

한정되어있다. 대표적으로 이태규(2011)는 Kamin

균 0.2%p 정도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et al.(2006)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2001~07년중 중
국재화 수입의 물가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대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교역 신장세가 주

국 수입비중이 1%p 증가할 때 수입물가 상승률이

춤한 가운데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저비용 생산국가

2.4%p 정도 둔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기호

로서 역할에도 변화가 발생하면서 무역경로에 대한

(2012)는 수입물가 1%p 변동의 우리나라 소비자물

관심은 줄어든 반면 글로벌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지

가 전가율이 1990년대 0.18%p 정도에서 2000년대

속되면서 부터 글로벌 수요부족에 따른 경쟁심화를

에는 0.05%p 내외로 크게 축소되어 무역경로의 영

통해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24

논고

Ⅲ. 글로벌 경쟁의 국내 인플레이션 파급영향

1. 경쟁요인과 국내 소비자물가간 관계 분석

분석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2012년 하반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동조화

이후 전년동기대비 1%대의 낮은 소비자물가 오름세

에는 글로벌 공통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가 지속되고 있다. 저인플레이션의 원인을 통상적인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현상에는 총수요 부족에 따른

수요·공급요인을 통해 살펴보면 소비를 중심으로

경쟁환경이 둔화압력으로 내재됐을 가능성을 암시

총수요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된 가운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장에서는 경쟁

데 농산물 및 에너지가격 하락 등 공급요인 약세가

경로를 중심으로 글로벌 요인이 우리나라 소비자물

가세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요약된다(<표 1>).

가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표 1>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GDP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2012

2013

2014

소비자물가
(농축수산물)
(석유류)
GDP

연간
2.2
3.1
3.7
2.3

상반
2.7
3.7
6.6
2.5

하반
1.7
2.5
0.8
2.1

연간
1.3
-0.6
-3.3
3.0

상반
1.4
0.8
-3.8
2.4

하반
1.2
-2.1
-2.7
3.5

상반
1.4
-3.5
-2.2
3.7

(민간소비)

1.9

1.2

2.6

2.0

1.9

2.1

2.0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런데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저인플레이션 현

나타나 최근 2년(2.9%)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그

상을 통상적인 수급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부족한

림 7>).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년이 과거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경기상황으로 설명하기 쉽지

경기둔화국면(3.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않은 측면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이

1.4%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농산물·석

후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총 세 차례의 경기둔화국면

유류가격 및 무상보육·급식효과를 제거한 근원인

이 식별되는데 저점 전후 5분기 평균 GDP성장률을

플레이션을 보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면 과거 세 차례의 경기저점에서는 평균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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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기저점 부근1)에서의 GDP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를 경쟁측면에서
해석하면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재화의 범위가 꾸준
히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외재화가격
의 변동에 대한 국내재화가격의 반응도 그만큼 민감
해지고 구조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요인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를 해외 연구사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GDP갭이 포함된 확장 필립

주: 1) 1990년 이후 경기저점(외환위기시 제외) 전후 5분기 평균
2) 농산물·석유류가격 및 무상보육·급식효과 제외 소비자물
가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스곡선 모형9)을 이용하여 먼저 확인해 보았다. <표
2>의 추정결과10)에 따르면 글로벌 GDP갭률 1%p 변
동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동효과가 1990년대

이는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상황에 고유의 수급 이

0.05%p에서 2000년대 0.09%p로 확대된 것으로 나

외에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타났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11)만을 대상으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방

로 할 경우에는 0.11%p로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추

정도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간 수

정되었다. 반면 국내 GDP갭의 영향력은 글로벌

출입총액의 GDP 대비 비율로 표시되는 무역개방도8)

GDP갭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약화되고 있는 것

가 2000년대 중반 80%에서 2011년부터는 100%를

으로 추정되었다.12)

8)
▶ 무역개방도(수출입총액/GDP, %)1)
주: 1) 실질기준

2000
64.5

2005
79.6

2010
95.7

2011
105.9

2012
107.4

2013
107.4

9) 글로벌 GDP갭을 포함한 확장 필립스곡선 모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Borio & Filardo(2007), Bianchi & Civelli(2013)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글로벌 GDP갭이 국내 GDP갭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데 이 경우 두 변수 모두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회귀분석에서는
추정치의 유효성이 약화되는 공선성(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표 2> 모형의 경우 공선성을 진단하는 지표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16에 불과해 공선성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1) 본고에서는 미국의 금융불안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Lehman Brothers 파산일(2008.9.15일)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을 구분하였다.
12) 국내 GDP갭 만을 포함하는 전통적 필립스곡선 모형을 이용한 최진호 & 최병재(2014)에서도 국내 GDP갭의 인플레이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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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요인의 국내 인플레이션 영향력 추정 결과1)2)3)

<표 2>
<추정모형4)>
■
단,

소비자물가 상승률,

국내 GDP갭,

글로벌 GDP갭

<추정결과>
전기간
(1990.1/4~2014.2/4)

설명변수

상수( )
소비자물가 (
국내GDP갭률 (
글로벌GDP갭률 (

J-통계량

)
)
)

1990년대
(1990.1/4~1999.4/4)

2000년대
(2000.1/4~2014.2/4)

위기 이후
(2008.4/4~2014.2/4)

0.290**
(0.134)

0.480
(0.427)

0.258
(0.169)

0.557*
(0.302)

0.927***
(0.041)

0.885***
(0.069)

0.904***
(0.060)

0.770***
(0.110)

0.185***
(0.042)

0.212**
(0.096)

0.170***
(0.032)

0.149***
(0.037)

0.064
(0.052)

0.053
(0.054)

0.085**
(0.032)

0.107**
(0.039)

0.84

0.78

0.67

0.78

3.21
<0.53>

6.43
<0.26>

5.24
<0.25>

3.25
<0.53>

주: 1) 추정방법은 GMM(설명변수의 t-1기 및 t-2기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
2) ( )내는 표준오차이며, *, ** 및 ***는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3) < >내는 J-통계량의 p-값
4) Borio & Filardo(2007) 모형을 이용

글로벌 요인이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중 해외재화와 경쟁관계에 있는 교역재의 소비자물

확인됨에 따라 다음에서는 경쟁경로의 국내물가에

가지수(이하 교역재물가)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교

대한 직접적인 파급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역재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중 서비스 및 전

먼저 경쟁경로의 주된 매개변수인 해외재화가격에

기·가스·수도를 제외한 공업제품(석유류 제외) 및

대한 국내재화의 상대가격(국내가격/해외가격)과 소

농축수산물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비자물가 상승률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

해외재화가격 변동이 무역경로를 통해 국내물가에

해외재화가격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상위 10

전가되는 직접효과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교역

대 교역상대국13)의 수출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한 값을

재중 수입소비재는 제외하였다.

사용하였으며 국내재화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13) 주된 교역 품목이 원유 등 원자재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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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교역재물가 상승률 및 상대가격1) 상승률 추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계변화는 상대가격
상승률과 교역재물가 상승률간 상관관계 분석(<표
3>)을 통해 계수적인 확인이 가능한데 1990년대
+0.58을 보인 두 변수간 상관계수가 2000년대에는
-0.46으로 전환되었으며 금융위기 이후의 상관계
수 값은 -0.78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3>
주: 1) 10대 교역상대국의 수출물가지수(달러기준) 대비 교역재물
가지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각국 통계청

<그림 8>은 1990년 이후 상대가격과 교역재물가
의 변동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상대가격 상승

교역재물가 상승률 및 상대가격 상승률간 상관계수1)

1990년대
(1991.1/4～
1999.4/4)

2000년 이후
(2000.1/4～
2014.2/4)

+0.58

-0.46

위기 이전
(2000.1/4～
2008.3/4)

위기 이후
(2008.4/4～
2014.2/4)

-0.15

-0.78

주: 1) t기의 교역재물가 상승률과 t-1기의 상대가격 상승률 기준

률을 보면 1990년대에는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기
조적 흐름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다음으로 상대가격과 교역재물가 상승률간의 관

기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글로

계가 이론에서 예견된 대로 상대가격 상승기와 하락

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크게 변동한 이후에는 대체로

기에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림

하락세가 축소(상승세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

9>의 교역재물가와 상대가격 변동률의 산포도를 보

다. 상대가격 움직임을 교역재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면 상대가격 상승기가 하락기에 비해 기울기가 가파

보면 2000년을 전후하여 두 변수간 관계에 변화가

르고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상관계수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 1990년대의 경우 상대가

를 보면 상승기(-0.48)가 하락기(-0.28) 보다 상당

격과 교역재물가의 변동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히 높아 앞서의 이론설명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

있는데 이는 상대가격 상승(해외재화가격 하락)이

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재

국내재화가격 하락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앞서의 경

화가격의 하락으로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가격경쟁

쟁경로 효과와는 대비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러

력 약화를 우려하여 가격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나 2000년대 들어서의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두 변

있으며 반면 상대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소극

수간 관계가 경쟁경로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비대칭적 가격결정행태를 보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뚜렷해진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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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격 상승기 및 하락기의 교역재물가 상승률과의 관계1)

<그림 9>

8

교역재물가(%)
상관계수:-0.28



<하락기>

6
4
2
0
-6

-4

-2

0

2
상대가격(%)

주 : 1) 각 자료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분석기간은 2000.1/4～2014.2/4분기)

2. 경쟁경로의 국내 물가 영향력 분석

of substitution) 가정15)하에 도출된 결정식이다. 따
라서 가격탄력성은 상대가격의 함수가 되며 대표기

본 절에서는 글로벌 요인이 경쟁경로를 통해 국내

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마크업 결정시 상대가격 변

물가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

동을 고려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해외재화가격의 변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해 보고자 한다.

동은 상대가격(

)을 변화시킴으로써 국내물가( )

추정에 사용한 모형식은 Guerrieri et al.(2010)이

의 변동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만 해외재화의

개방경제를 상정하여 제시14)한 인플레이션 결정식(<

직접적인 가격변화가 아닌 환율변화에 의해 발생하

식 2>)을 이용하였다.

는 상대가격 변동을 통제하기 위해 환율(

<식 2>는 개방경제하에서의 인플레이션 결정식으

)을 <식

2>에 포함하였다.16)

로 수요곡선의 탄성치가 일정한 CES(constant

추정에 사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물

elasticity of substitution) 소비함수를 가정하는

가 변동률은 Guerrieri et al.(2010)에서 제안된 바

통상의 일반균형모형과는 달리 해외재화와의 대체

와 같이 해외재화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재화의 가

관계에 따라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결정되도록 수요

격변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앞서 산출한 교역재물가

의 가격탄력성이 변화하는 VES(variable elasticity

상승률( )을 사용17)하였으며 상대가격(

) 또한 앞

(2)
단,

교역재물가 상승률,

GDP갭률,

상대가격 상승률,

원/달러 환율 상승률

14) 자세한 이론모형 및 도출과정은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15) VES 소비함수는 Kimball(1995)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Guerrieri et al.(2010)은 Dotsey & King(2005), Gust et al.(2006) 등에 의해 발전된 복합지수
(aggregator) 형태를 사용하였다.
16) 앞서(<표 2>)에서는 글로벌 요인의 포괄적 인플레이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글로벌 GDP갭이 포함된 Borio & Filardo(2007)의 확장 필립스곡선 모형을 사용하였으
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경쟁경로 효과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
17) 해외재화가격 변동이 무역경로를 통해 국내물가에 전가되는 직접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수입소비재를 제외한 교역재물가를 사용하였다. 다만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를
통한 간접적 무역경로 효과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쟁경로의 효과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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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실제GDP의 잠재GDP

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내생성(endogeneity)18) 문

로부터의 이탈 정도를 나타내는 GDP갭( )은

제를 감안하여 일반화 적률법(GMM)을 이용하였다.

HP(Hodrick-Prescott) 필터링 기법으로 추출한 장
기추세치를 잠재GDP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지
막으로 환율(

가. 국내물가 영향력 추정

)은 원/달러 환율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글로벌 경쟁요인이 국내 물가에 미친 영향력을 파

한편 추정기간은 앞서의 기술적 통계분석에서 경
쟁경로의 영향이 탐지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를

악하기 위해 <식 2>를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대상으로 하였으며 추정방법은 거시경제변수들 간
경쟁경로의 인플레이션 영향력 추정 결과1)2)

<표 4>

전기간
(00.1/4~14.2/4)

설명변수

상수( )
교역재물가(

)

상대가격(

)

GDP갭률(
환율(

J-통계량3)

)
)

0.441***
(0.132)
0.877***
(0.029)
–0.151***
(0.031)
0.134*
(0.075)
0.022***
(0.004)

위기 이전
(00.1/4~08.3/4)
0.362*
(0.212)
0.878***
(0.046)
–0.115***
(0.033)
0.172**
(0.085)
0.025***
(0.005)

위기 이후
(08.4/4~14.2/4)
0.634***
(0.146)
0.817***
(0.042)
–0.203***
(0.034)
0.110*
(0.061)
0.018***
(0.003)

0.92

0.89

0.94

5.91
<0.21>

3.34
<0.50>

4.09
<0.39>

주: 1) 추정방법은 GMM(설명변수의 t-1기 및 t-2기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
2) ( )내는 표준오차이며, *, ** 및 ***는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3) < >내는 J-통계량의 p-값

추정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00년 이

0.203)이 이전 기간(-0.115)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

후 전기간에서는 글로벌 경쟁요인을 나타내는 상대

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인플레이션

가격(

이 해외재화가격의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 계수값(-0.151)이 음(-)으로 나타나

이론에 부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추정되

있음을 의미한다.19)

었다. 기간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의 계수값(-

18) 내생성(endogeneity) 문제는 설명변수와 오차항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 일반 최소자승법(OLS) 추정치가 편의(bias)를 가지게 되는 문제를 의미하는데
거시경제변수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내생성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일반화 적률법(GMM)은 변수들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활용함으로써 내생성 문
제를 해결해주는 회귀분석방법이다.
19)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를 통한 무역경로 효과가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식 2>에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물가 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 동 변수
의 계수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부록 2> 참조)되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가격 변수의 계수값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모형의 추정결과가 강건
한(robust)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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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상대가격의 상승기 및 하락기별로 구분
하여 변동방향에 따라 영향력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

모형을 아래 <식 3>과 같은 굴절형(kinked) 모형으
로 변환하여 추정하였다.

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식 2>의 기준
(3)
단,

교역재물가 상승률,
일때

,

상대가격 상승률,

GDP갭률,
일때

,

원/달러 환율 상승률

추정 결과(<표 5>) 상대가격 상승기에는 상대가격

업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재화가격의 하락에 보

의 계수값(-0.208)이 하락기(-0.099)의 두 배 수준

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앞서의 분석결과를 실증

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

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20)

경쟁요인의 국내물가에 대한 비대칭적 영향력 추정 결과1)2)

<표 5>

상수

0.486***
(0.137)

교역재물가

0.861***
(0.030)

상대가격
상승기

상대가격
하락기

GDP갭률

-0.208***
(0.071)

-0.099*
(0.057)

0.125*
(0.071)

환율

J-통계량3)

0.021***
(0.005)

0.92

3.61
<0.31>

주: 1) 추정기간은 2000.1/4~2014.2/4분기
2) ( )내는 표준오차이며, ** 및 ***는 각각 5% 및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3) < >내는 J-통계량의 p-값

한편 <표 5>의 탄성치를 이용하여 상대가격 변동

<그림 10>

경쟁경로의 전체 소비자물가 파급영향1)

이 교역재물가 상승률에 미친 영향을 추산해 보면
2012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의 상대가격 변동으로
인해 교역재물가 상승률이 평균 0.44%p 낮아진 것
으로 분석된다. 이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1)로 전
환하여 보면 2012년 하반기 이후 상대가격 변동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평균 0.18%p의 하방압력
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상대가격 등락률 × 상대가격 탄성치
자료: 통계청

20) 상대가격 변동은 글로벌 요인의 성격, 즉 수요측면인지 공급(비용)측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쟁경로의 국내 인플레이션 영향도 이러한 요인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Filardo & Lombardi(2014)의 분석에서와 같이 글로벌 차원의 공급충격은 수요충격에 연동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요인을 수요 및 공급충격으로 명확히 나누어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1) 교역재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2012년 하반기 이후의 상대가격 상승률 평균에 상대가격 탄성치를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전체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교역재물가의 비중(0.4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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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의 대응행태 분석

격 변동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그림
11>의 마크업과 상대가격간 산포도를 보면 두 변수

일반적으로 기업은 경쟁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가

간에 음(-)의 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

격조정 압력을 이윤 또는 비용의 조정을 통해 해소22)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단위노동비용과 상대가격은

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경쟁압력에 대

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

응하여 선택하는 가격조정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 산포도 분석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상대가격

23)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이윤을 나타내는 마크업

변동에 대해 마크업 조정을 통해 대응하는 경향이

및 비용을 대표하는 단위노동비용의 변동과 상대가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가격1)과 마크업2) 및 단위노동비용3)간 관계4)5)

<그림 11>

주: 1)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출물가지수 대비 교역재물가지수
3) 총임금/취업자수
5) 분석기간은 2000.1/4～2014.1/4분기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각국 통계청, 한국생산성본부

2)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4) 각 자료는 HP(Hodrick-Prescott) 필터링을 이용하여 추출한 갭률

상대가격 충격에 대한 마크업과 단위노동비용의

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단위노동비용의 경우 이를

24)

반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VAR모형 을 이

결정하는 명목임금 및 생산성 등이 단기간내 조정이

용하여 보았다. <그림 12>의 충격반응결과에 따르면

쉽지 않은 변수들인 반면 마크업은 기업의 의사결정

상대가격 상승충격은 마크업을 하락시키고 교역재

을 통해 탄력적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만 관측되는 고유

타나고 있다. 반면 단위노동비용의 경우에는 상대가

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격 충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현상25)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2) 생산자이론에 따르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마크업과 한계비용을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재화 가격,

마크업,

한계비용,

명목입금,

노동의 한계생산성)

23) 마크업은 국민계정상의 총산출에서 비용(중간투입비용 및 피용자보수)을 차감한 이윤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과 기업경영분석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이윤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는데 여기서는 분기별 자료 입수가 가능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24) 추정에 사용된 VAR모형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단,

또는
교역재물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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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은 시차연산자(시차는 2분기로 설정),
상대가격 상승률,

마크업 상승률,

단위노동비용 상승률

상대가격 변동 충격1)에 대한 반응 결과2)3)

<그림 12>
<마크업 및 교역재물가>

<단위노동비용 및 교역재물가>

주: 1) 상대가격 상승률의 1단위 표준편차(2.8%p) 충격에 대한 반응
2) 점선은 95% 신뢰구간
3) 추정기간은 2000.1/4~2014.1/4분기

Ⅳ. 요약 및 시사점

나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내 물가가 동조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글로벌 요인이

본고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저인플레이션 지속 배

국내물가에 미친 영향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

경으로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요인의 국내물가 파급

해 상대가격이 포함된 확장형 필립스곡선모형을 추

영향을 경쟁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한 결과에서는 상대가격 1% 상승은 교역재물가

먼저 경쟁경로의 매개변수인 상대가격(국내재화

상승률을 0.15%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글로

가격/해외재화가격)과 국내 교역재물가간의 상관관

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더욱 확대된 것

계 분석에서는 2000년대 들어 음(-)의 관계가 나타

으로 나타났다. 동 추정치를 이용하여 상대가격 변

25)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각국 마크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Mazumder, 2009; Altomonte &
Nocolini, 2010 등) 있는 반면 단위노동비용은 국내외 경쟁여건이 강화되고 있는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글로벌 경쟁과의
연관성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고(Felipe & Kumar, 2011; Lewney et al., 2012 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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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를 산출한 결

제공한다. 경쟁경로 등을 통한 글로벌 요인과 국내

과 최근 2년중 상대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간의 연계성이 과거와 달리 강화된 점을

상승률에 평균 0.2%p의 하방압력이 발생한 것으로

감안할 때 물가전망의 정도 제고 및 효율적 통화정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2년간 지속되고 있는 낮은

책 수행을 위해서는 글로벌 요인의 물가파급영향에

소비자물가 오름세에는 글로벌 요인에 의한 인플레

대한 면밀한 고려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의 저인플

이션 둔화압력도 일부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

레이션 지속과 관련하여 동 현상이 글로벌 요인에

과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굴절형 모형 추정을

의한 인플레이션 동학(inflation dynamics)의 구조

통해서는 상대가격 상승기의 국내물가 파급영향이

적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인지 여부에 대한 후속연

하락기의 두 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서비스 등으로의 개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재화의 가격하락으로 국

방영역26) 다양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통

내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이탈 방지를 위

신기술 발전으로 해외직접구매 등 거래수단이 확대

해 국내 기업이 가격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되면서 경쟁경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기업은 글로

큼 글로벌 요인의 향후 전개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

벌 경쟁에서 유발되는 가격조정압력에 대해 비용보

검과 분석이 병행되어야겠다.

다는 이윤조정을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26) 서비스를 포함하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가는 2007년말 11개국에서 2014년 6월
말 현재 48개국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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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경쟁경로가 포함된 확장(augmented) 필립스곡선 도출
Guerrieri et al.(2010)은 개방경제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해외재화가격과 국내재화
가격간의 상대가격 함수로 설정하여 해외재화가격 변동이 상대가격을 매개로 경쟁경로를 통해 국내 재화가
격 및 인플레이션 변동 압력으로 작용하는 이론모형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경쟁경로는 본문의 <식
2>로 제시된 확장 필립스곡선에 집약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Guerrieri et al.(2010)의 이론모형 및 필립스곡
선 도출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기본 가정)

우선 세계경제는 국내 및 해외 경제로 이뤄져 있으며 두 경제 간에는 재화의 교역이 자유로운 개방경제를
가정한다. 다만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생산요소(자본 및 노동)는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생산 측면에서는 국내와 해외에 각각
서는

로 지수화된 독점적 경쟁기업이 존재하며 따라서 각 경제에

로 지수화된 차별화된 재화가 생산되고 있다. 국내 모든 기업은 동일한 생산기술 및 한계생산

비용이 적용되지만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성상 각 기업은 차별화된 가격 책정이 가능하다. 해외 기업에도 국
내 기업과 동일한 가정이 적용되나 국내와 해외 기업 간에는 한계생산비용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 생산되는 재화를 소비하는 주체인 대표 가계(representative
household)가 각 경제에 존재한다. 가계는 시장에서 형성된 재화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각 재화
에 대한 소비를 결정한다.

(가계의 소비 최적화 : 수요곡선 도출)

우선 가계의 소비 최적화 문제를 통해 수요곡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가계의 최적화 문제는 총지출을 최
소화하는 국내 및 해외 재화의 소비조합을 찾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의 <식 ①>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①

단,

국내 재화 가격,

해외 재화 가격,

국내 재화 에 대한 수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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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

해외 재화 에 대한 수요량

<식 ①>에서 가계의 총소비 지수인

는 아래의 <식 ②～④>와 같이 정의된다.

②

③

④
단,

<식 ②～④>에서
수이며

: 국내재화 소비지수,

는 국내재화간 대체성에,

: 해외재화 소비지수

는 국내재화와 해외재화간 대체성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모

는 전체 소비에서 해외 재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가변성

(varia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모수이다.
한편 <식 ①～④>를 이용하여 가계의 소비최적화 문제를 풀면 국내재화 에 대한 수요곡선(<식 ⑤>) 및 수요
의 가격 탄력성(<식 ⑥>)을 각각 도출할 수 있다.

⑤

⑥

단,

<식 ⑥>에서

=0일 때 국내재화

(국내재화 및 해외재화 가격간 상대가격)

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상수

가 되는데(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이 경우 국내재화가격과 해외재화가격간 상대가격

변동시 기존 수요

곡선 하에서의 수요량 변화(가격효과)만 나타나게 된다. 반면 Guerrieri et al.(2010) 등에서 가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 0일 때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수가 아닌 상대가격

에 의존하는 함수(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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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of substitution, VES)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가격 변동시 기존 수요곡선 하에서의 수요량 변
화(가격효과)뿐 아니라 가격탄력성이 변화하는데 따른 추가적인 수요량 변화(경쟁효과)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림 ①>). 이처럼 상대가격 및 수요의 가격탄력성 변동으로 유발되는 경쟁효과는 국내 기업의 이윤최적화
조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내 재화가격 및 인플레이션 변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①>

재화 에 대한 수요곡선 및 가격탄력성
<수요곡선>

주: ① 가격효과:

<수요의 가격탄력성>

, ② 경쟁효과:

(기업의 이윤극대화 : 확장 필립스곡선 도출)

앞선 가계의 최적화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국내재화 및 해외재화 가격간 상대가
격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상대가격 변동이 마크업 조정을 강제함으로써 국내 재
화가격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기업 의 최적화 문제는 주어진 수요곡선(<식 ⑤>) 하에서 총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
인데 Calvo(1983)를 따라 기업은 매기에

의 확률로 가격을 재설정한다고 가정하면 기에 가격을 결정

한 기업의 최적화문제는 <식 ⑦>과 같이 표현된다.
⑦
단,

: 가격기준지표(price indexation),
: 한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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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적 할인인자,

<식 ⑦>을

에 관해 미분하면 최적화문제의 일계 균형조건식이 <식 ⑧>과 같이 유도된다.
⑧

우선 <식 ⑧>을 충족시키는 조건(즉,

과 <식 ⑥>을 이용하면 <식 ⑨>와 같은 기

업 의 마크업 도출이 가능하며 이를 로그선형화하면 <식 ⑩>과 같다.

⑨
⑩

단,

기업
는 변수

<식 ⑩>에서 상대가격(

의 마크업,

의 정태상태(steady state)에서 로그선형화 값

) 계수는 양(+)의 값(

)으로 주어지는데 이는 해외재화가격 하락(상

승)에 따른 상대가격 상승(하락)시 기업 는 마크업(

) 축소(확대)로 대응하게 되며 이는 결국 국내 재화

가격 및 인플레이션에 하방(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식 ⑧>을 로그선형화하고 <식 ⑩> 등을 대입하면 아래의 필립스곡선이 도출된다.
⑪

단,

국내재화 소비자물가 상승률,

<식 ⑪>은 해외재화가격 변동이 상대가격 변화(

GDP갭,

)를 통해 국내 재화가격 및 인플레이션 변동 압력( )으

로 작용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 필립스곡선에 글로벌 경쟁경로가 포함된 확장(augmented)
필립스곡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문의 계량분석모형에서는 변수간의 실제 시차관계를 반영하여 GDP갭과 상대가격 변수에 각각 1
분기의 시차를 두었으며 환율변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상대가격 변동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환율변수
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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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기준모형 추정결과(<표 4>)에 대한 강건성 점검(robustness test)

경쟁경로의 인플레이션 영향력 추정 결과1)2)

<표 ①>

■ 추정모형

단,

교역재물가 상승률,

상대가격 상승률,

GDP갭률,

원/달러 환율 상승률,

수입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물가 상승률

■ 추정결과

전기간
(00.1/4~14.2/4)

설명변수

상수( )

위기 이전
(00.1/4~08.3/4)

0.387***
(0.112)

0.190
(0.165)

0.551***
(0.130)

0.930***
(0.071)

0.855***
(0.046)

교역재물가(

)

0.868***
(0.041)

상대가격(

)

-0.145**
(0.071)

–0.105*
(0.056)

-0.199***
(0.051)

0.123**
(0.052)

0.171**
(0.082)

0.116***
(0.037)

0.023***
(0.005)

0.024***
(0.008)

0.020***
(0.003)

0.005
(0.007)

0.002
(0.008)

-0.015
(0.010)

0.93

0.92

0.94

4.75
<0.45>

3.89
<0.46>

7.71
<0.36>

GDP갭률(

환율(

)

)

수입원자재및중간재(

J-통계량3)

)

주: 1) 추정방법은 GMM(설명변수의 t-1기 및 t-2기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
2) ( )내는 표준오차이며, *, ** 및 ***는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3) < >내는 J-통계량의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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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08.4/4~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