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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2차 유가파동 이후, 경기변동에서 차지하는 유가충격의 역할은 경제학 분
야의 주요 연구주제가 되어왔다. 지금까지 유가충격은 필립스 곡선만으로는 이
해할 수 없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추진력(driving force)으로 알
려져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시킴에 있어 유가충격은 공급충격과 수요충
격의 특성을 갖는다. 먼저, 공급충격의 특성이란 유가충격이 총공급곡선을 좌
측으로 이동시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특히,
이처럼 유가충격으로 유발된 실질소득의 감소는 총수요를 위축시켜 경기침체
를 더욱 심화시키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수요충격의 특성이라 부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급충격으로서의 역할이 경제에 미치는 유가충격의 직접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 특성만으로 실증분석에서 나타나는 유가충격의 모든 효과
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GDP에서 차지하는 낮은 비중의
에너지투입비용으로 인해, 에너지투입량 변화에 대한 산출량의 탄력도가 현실
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1) 이와 같은 이유로 Hamilton (1988,
2003) 및 Bernanke (1983) 등은 실질소득의 감소 뿐 아니라, 내구재 운용비용
및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증폭되는 수요충격의 특성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충격의 주요 역할임을 지적하게 된다.
산업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충격의 역할 역시 두 가지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공급충격의 특성은 유가충격이 산업 공급곡선을 좌측으
로 이동시켜,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의미한다. 또한
수요충격의 특성은 유가충격에 의해 산업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산업
산출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 가격에 미치는 유가충
격의 효과는 어느 특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지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수요충격
의 역할이 더 클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Lee and Ni (2002)를 비롯한 선행연구들은
유가충격에 대한 산업 산출량과 가격의 반응방향을 고려하여, 유가충격의 주요
역할을 결정하였다. 산업수준의 자료에서도 유가충격이 수요충격의 특성을 갖
 
 
1) 여기서, 탄력도란     로 와  는 산출량과 에너지투입량을 나타내며,  와  는 에너지가
   
격과 생산물가격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amilton (2003)과 Rogoff (2006)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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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예산제약선 감소 혹은 불
확실성 및 내구재 운용비용 증대 등에 따른 수요 감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특성상, 최종소비재에 가까운 산업일수록 이들 이유들에 의한 소비자의 수
요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며, 중간재 성격의 산업일 경우에는 전방산
업들의 수요 감소가 보다 직접적 원인이 될 것이다.
한편,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가 높은 산업일수록 공급충격의 특성이
유가충격의 주요 역할일 것으로 기대되나, 거시집계변수를 이용한 연구들에서
와 같이 기존 실증분석들은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Bohi (1989, 1991)는 일본 및 미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유가
충격 발생 시, 에너지 집약도와 산업산출량 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발견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Lee and Ni (2002) 역시 미국 제조업의 경우, 정유 및 화학
산업과 같이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일부 산업에서만 공급충격의 특성이 나타
날 뿐,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수요충격의 특성 혹은 공급충격과 수요충격의 특
성 모두가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Lee and Ni (2002)는 이상의 발견들
이 거시집계변수에 미치는 유가충격의 효과를 공급충격의 특성만으로 설명하
려 할 때 직면하는 한계점에 상응하는 미시적 결과로 해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가충격의 효과 및 역할을 분석
한 연구로는 김영덕(2003), 신현수·홍성인(2007) 및 배성종·박상우(2012) 등 소
수가 존재할 뿐이다.2) 먼저, 김영덕(2003)은 SVAR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석유정제 및 화학 산업과 같이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만 공급충격의
특성이 나타날 뿐,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공급 및 수요충격의 특성이 함께 나타
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신현수 · 홍성인(2007)은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유가
충격이 제조업의 생산비 및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석유
화학, 철강, 섬유 및 일반기계 산업들이 유가충격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고 있
음을 보고하고 있다. 배성종 · 박상우(2012)는 SVAR모형을 통해 유형별 유가충
격의 산업별 효과와 파급경로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원유의 미래 선수요 등
을 반영하는 유가 고유충격만이 산업생산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IT와
자동차 산업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충격의 역할 역시, 석유류
투입비중이 높은 일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그 외 산업들에서 수요충
격으로서의 역할이 주요 특성으로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3)
2) 이외에도 김동헌·황영식(2012) 및 이승문(2014)이 있으나, 이들은 유가충격과 산업생산 간의 비선형
성(비대칭성)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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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유가충격의 원인으로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공급교란이 주로 주목
을 받았다. 그러나 1999년 이후부터는 세계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수요교란 혹
은 투기적 수요와 같은 비전통적 수요교란들이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Kilian (2009), Baumeister, Peersman and Robays (2010) 및 Peersman and Van
Robays (2009, 2012) 등은 경제에 미치는 유가충격의 효과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차경수(2013)는 유가충격을
공급교란, 수요교란 및 투기적 수요교란에 의한 충격으로 분류한 후, 유가충격
의 형태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와 발생경로가 차이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기조는 궁극적으로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과잉에 연유한다. 이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원유수요는 감
소한 반면, 미국의 쉐일가스 생산 등으로 원유공급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
라서 공급교란과 수요교란이 혼재되어 진행 중인 저유가 기조가 국내 산업생
산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가충격의 효과 및 역할을 발생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산국민계정의
중분류에 따라 국내 제조업을 11개 산업으로 분류한 후,4) SVAR모형을 이용하
여 유형별 유가충격의 산업별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가 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유형
별 유가충격을 “부호제약(sign restrictions)” 방식을 통해 식별한 후, 산업별 효
과와 함께 유가충격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김영덕(2003)은 Lee
and Ni (2002)와 같이 단순히 유가상승으로 정의된 유가충격의 산업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배성종·박상우(2012)는 유형별 유가충격의 효과를 분석하
고 있으나, 이들의 식별방식은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수요교란 및 투기
적 수요교란과 같은 비전통적 수요교란 충격을 명확히 식별하는데 한계를 갖
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부호제약 식별방식은 충격반응함수에 경제
이론과 부합하는 부호제약을 부과함으로서 원하는 구조적 충격을 명확히 식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기존연구들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면
서, 산업생산 활동에 미치는 유가충격의 효과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SVAR모형의 구조, 식별방식,
3) 음식료, 섬유, 목재·펄프·종이, 화학, IT, 전기장비·기타기계 그리고 자동차산업 등 7개 산업의 산출량
이 유의적 반응을 보였고, 이들 중 섬유, 화학, IT 그리고 자동차 산업만이 가격변동에서도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2005년 기준 국민계정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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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에 이용된 자료 그리고 베이지안(Bayesian) 추정법 등에 관해 살펴본다. 제
III장에서는 추정결과를 통해 유형별 유가충격의 산업별 효과 및 전파경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관해 논하기로 한
다.

Ⅱ. SVAR모형과 부호제약
본 연구에서 유형별 유가충격이란 Baumeister, Peersman and Robays (2009)
및 Peersman and Van Robays (2009, 2012)와 같이 SVAR모형에서 발생 원인
별로 식별된 유가충격을 의미한다. 이들은 발생 원인에 따라 유가충격을 공급
교란, 수요교란 그리고 투기적 수요교란에 의한 유가충격으로 분류하였다. 여
기서, 공급교란에 의한 유가충격이란 지정학적 요인, OPEC의 생산량쿼터 변화
및 미국의 쉐일가스 개발 등과 같은 이유로 국제원유생산량이 변화함에 따라
유가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수요교란에 의한 유가충격은 세
계경제활동수준의 변화로 원유수요가 변동함에 따라 유가변동이 발생하는 경
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투기적 수요교란에 의한 유가충격은 유가상승에 대
한 기대심리로 투기적 혹은 예비적 원유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가상승이 발
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편의상, 공급교란, 수요교란 그리고 투기적 수
요교란에 의한 유가충격을 각각 공급교란충격, 수요교란충격 그리고 투기적 수
요교란충격이라 부르기로 한다.

1. SVAR모형
상수항 및 시간 추세변수와 같은 결정변수(deterministic variables)를 제외시
킬 경우, SVAR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1)

식(1)에서   는  ×  벡터이고,    은 시차연산자  에 대한  ×  다항 계
수행렬이며,   는  ×  구조적 교란항 벡터를 의미한다. 여기서,   는 분산이
1로 정규화 되어 있으며, 상호 독립적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식(1)의 벡터   는 다시 두 개의 벡터   과   로 분할되며,   과   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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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은 국제원유생산량, 국제유가 및 세계경제활
동수준과 같이 유형별 유가충격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
다. 반면,   는 산업별 유가충격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수준의 자
료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경우,   에 모든 산업 자료를 한 번에 포함시키는 것
은 불가능하므로 선행연구들과 같이 한 번에 한 개의 산업을 추정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Lee and Ni (2002)와 같이 벡터   에 산업별
생산량과 산업별 생산자물가지수를 산업수준의 자료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개
별 산업에 대해 벡터   는 국제원유생산량, 국제유가, 세계경제활동수준과 같
이 국제원유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산업별 생산량 및 산업별
생산자물가와 같은 산업수준의 자료 등 5개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산업별 효과 뿐 아니라, 전 산업에 미치는 유형별 유가충격의 효과도
차례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벡터에 개별 산업수준의 자료 대신
전 산업을 대표하는 집계변수가 포함되게 된다.

2. 부호제약(Sign restrictions)을 이용한 유가충격의 식별
식(1)의 양변에 비특이행렬(non-singular matrix)로 가정된 당기 구조계수행렬

     의 역행렬    을 곱하면 다음과 같은 축약형 VAR모형을 얻게 된다.
         ∼   

(2)

구조적 충격의 식별은 식(2)의 축약형 VAR모형으로부터 식(1)의 당기 구조계
수행렬       를 식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Faust
(1998), Canova and Pina (1999), Canova and Nicolō (2002) 및 Uhlig (2005) 등
이 제안한 “부호제약(sign restrictions)" 방식을 이용하기로 한다. 부호제약 식별
방법이란 구조적 교란항에 대한 충격반응함수의 부호에 경제이론과 부합하는
부호제약을 일정기간(  ) 동안 부과함으로서   를 식별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유형의 유가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국제유가, 국제원유생
산량 그리고 세계경제활동수준의 충격반응함수에 다음과 같은 부호제약을 부
과하였다. 먼저, 공급교란충격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유가격이  기간 동
안 상승하고, 국제원유생산량과 세계경제활동수준이  기간 동안 감소한다는
제약조건을 부여하였다. 이는 과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원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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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가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공급교란에 의한 유가상승
은 세계경제활동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가정한 것이다. 한편, 수요교란
충격의 식별은 국제유가, 세계경제활동수준 및 국제원유생산량 모두  기간 동
안 증가한다는 제약조건을 부과함으로서 이루어졌다. 이는 일반적으로 원유수
요가 증가할 때 원유공급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
이다. 마지막으로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의 식별은 국제유가와 국제원유생산량은
 기간 동안 증가하나, 세계경제활동수준은  기간 동안 감소한다는 제약을 부

과하였다. 이 역시, 투기적 원유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도 국제원유생산량은 이
에 반응하여 증가하나, 유가상승은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세계경제활동수준을 위축시킬 것임을 가정하는 것이다.5)
<표 1>은 전술한 세 가지 유형의 유가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가
정한 부호제약을 나타내고 있다. <표 1>에서 “  ” 부호는 해당 유가충격이 발
생할 경우, 해당 변수의 충격반응함수가  기간 동안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
며, “  ” 부호는 충격반응함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에서 주목
해야 할 점은 식(1)에서 벡터   에 속한 산업수준의 자료들에는 아무런 부호제
약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Uhlig (2005)는 이와 같은 접근방식을 “불가지론
접근법(agnostic approach)”이라 칭하였다. 이는 부호제약 대신 식별된 구조적
충격(유가충격)에 대한 이들 변수들의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봄으로서 관심대상
변수들의 동태적 반응경로를 자료로부터 직접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Table 1>

Identifying Sign Restrictions

Oil Shocks

World Oil
Production

Real Price
of Oil

World Economic
Activity

Supply Shock







Demand Shock







Speculative Demand
Shock







Industry-Level
Variables

Notes: 1) The list of industry-level variables includes industry output and relative price which
is defined as the producer price index of the industry divid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2) A "+" means that the impulse response of the variable is restricted to be positive
for four quarters following the shocks, including the quarter of impact. Likewise, a
‘  ’ indicates a negative response. Finally, a blank entry indicates that no
restrictions have been imposed.
5) 이상의 부호제약은 세 가지 유형의 유가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Baumeister, Peersman and Robays
(2009)와 Peersman and Van Robays (2009, 2012)에서 이용된 부호제약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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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와 추정방법
식(1)의 SVAR모형 추정에 이용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
제유가는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유 현물유가(달러화 기준)를 미국
CPI로 나누어준 실질유가를 이용하였다. 또한 세계경제활동수준을 측정하는 대
리변수로는 OECD의 실질GDP를 이용하였으며, 국제원유생산량은 미국 DOE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편, 국내 산업별 생산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2005년 기준 산업별(경제 활동별) 실질 GDP를 이용하
였다. 이 자료는 생산국민계정 중분류 기준에 따라 제조업을 11개 산업으로 분류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생산자물가는 Lee and Ni (2002)에서와 같이 한국
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제공하는 개별 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총량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상대 물가지수를 이용하였다. 이는 산업별 추정이 부분
-균형적 접근방식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총량 물가지수를 단위 가치재(numeraire)
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 산업에 미치는 유형별 유가충격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총부가가치를 전 산업의 생산량자료로 이용하였다. 또한
가격변수로는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를 총량 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상대 물가지수를 전 산업을 대표하는 집계변수로 이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분기
별 자료로서 계절 조정되었으며, 로그-차분을 통해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로 전환
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기간은 2005년 기준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의 자료가
존재하는 1973년 1/4분기~2013년 3/4분기까지이며, 실제 분석에 이용된 로그-차
분한 자료의 기간은 1974년 1/4분기~2013년 3/4분기까지이다.
마지막으로 SVAR모형의 추정은 베이지안 추론법(Bayesian inference)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식(2)에 나타나 있는 축약형 VAR모형의 다항계수행렬
  과 분산-공분산 행렬  의 사전적 및 사후분포는 Uhlig (2005)와 같이 정

규-위샷(Normal-Wishart) 분포를 이용하였다. 또한 식(1)의 당기 구조계수행렬

  는 Rubio-Ramĩrez, Waggoner and Zha (2006)의 알고리듬에 의해 추정되었다.
한편, 충격반응함수의 부호제약이 충족되어야 하는 기간  는 4분기로 설정하였
는데, 이는 충격이 발생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 동안 <표 1>의 부호제약들이
모두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별 충격반응함수의 사후분포는 이
와 같은 과정을 10,000번 수행하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졌다.6)
6) 이와 관련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구체적 실행절차는 Uhlig (2005)와 Rubio-Ramĩrez, Waggoner
and Zha (2006)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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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R모형의 시차는 산업별로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기준에 의해
설정되었다.

Ⅲ. 유형별 유가충격의 산업별 효과
제Ⅲ장에서는 추정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산업별 에너지-투입비율, 생산자
물가 전가율 및 수출률 등과 같이 유가충격의 산업별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내 제조업 산업의 특징
2013년 산업연관표 총 산출액 기준으로 국내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 산업의 과반인 49.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는 제조업 11개 산업의 총
산출액이 전 산업 총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7) <표 2>에
의하면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은 11.5%, 전기 및 전자기기는 11.1%, 그리고
운송장비 및 금속제품은 각각 7.4%와 7.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4개
산업의 비중은 전 산업 총 산출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산업에
미치는 유가충격의 효과가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업별 총 산출액 대비 수출률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39.2%를 차지하여
전 산업 평균 21.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 및
전자가 59.6%, 운송장비가 55.4%, 그리고 정밀기기가 42.0%를 차지하여, 제조
업 평균보다 높은 수출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평균보다는 낮으나,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과 기계 및 장비도
각각 38.5%와 38.7%를 차지하여 이들 5개 산업이 국내 수출 선도 산업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2>에는 각 산업의 후방 및 전방산업 비율을 반영할 수
있는 중간투입률과 중간수요율이 나타나 있다. 제조업 평균 중간투입률은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은 68.0%인 반면, 중간수요율은 전 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
7) 추정에 이용된 2005년 기준 자료는 생산국민계정 중분류에 따라 제조업을 11개 산업으로 분류한 것
이나, 2013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는 2010년 기준 산업연관표의 대분류 기준은 제조업을 13개로 분
류하고 있다. 이는 산업연관표는 석탄 및 석유제품과 화학제품 그리고 1차 금속제품과 금속제품을
각각 다른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민계정은 이를 석유 및 석탄 및 화학제품, 그리고 금속제품
으로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에서 개별 산업들로 분류된 이들 산업들
을 국민계정 기준에 맞도록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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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Industry Relations (Unit: %)

Industry

Output/
Total Industry
Output

Export/
Output

Rate of
Intermediate
Input

Rate of
Intermediate
Demand

Food, beverages, tobacco

3.0

6.5

80.2

43.5

Textiles, leather, fur
products

2.4

37.1

61.8

25.4

Wood, paper, printing,
reproduction

1.1

11.2

59.2

84.1

Petroleum, coal, chemicals

11.5

38.5

78.5

57.3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1.1

7.5

65.6

93.5

Metal products

7.1

23.7

65.4

74.4

General machinery

3.4

38.7

64.4

33.3

Electric machinery

11.1

59.6

57.4

19.1

Precision instrument

0.7

42.0

67.3

46.3

Transport equipment

7.4

55.4

67.7

9.2

Furniture, other
manufacturing

0.6

10.0

69.3

80.4

Manufacturing

49.4

39.2

68.0

44.5

Total Industry

100

21.8

55.7

44.1

Notes: 1) Table 2 shows the inter-industry relations for the industries used in this paper,
which is based on the 2005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2) The input-output data are extracted from the 2013 basic price input-output table.
3) The rates of intermediate input and intermediate demand exclude the amount of
output reused for its own production.

을 보이고 있다. 중간투입률이 높다는 점은 다른 산업들로부터의 가격인상요인
이 쉽게 전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중간수요율은 산업의
성격이 중간재 산업의 성격을 갖는지 혹은 최종소비재 산업의 성격을 갖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중간수요율이 낮은 산업일수록 최종
소비재 산업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중간수요율이 높을수록 중간재
산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표 3>은 에너지 및 석유제품 투입비율과 국제유가 10% 상승에
따른 산업별 생산자물가 전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별 에너지 집
약도 파악을 위한 지표로 에너지-투입비율과 석유제품-투입비율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석유제품-투입비율은 배성종·박상우(2012)와 같이 에너지를 포함한 석
유관련 제품들의 투입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의상 에너지-투입비율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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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에너지 집약도를 측정하는 반면, 석유제품-투입비율은 유가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생산요소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3>을 살펴
보면, 대부분 산업에서는 에너지-투입비율이 석유제품-투입비율에 비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에서는 석유제품-투입비율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3>은 에너지-투입비율 혹은 석유
제품-투입비율을 통해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산업일수록 유가상
승에 따른 생산자물가 전가율도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과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그리고 섬유 및
가죽제품 등의 산업들에서 생산자물가 전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3>

Energy Intensity by Industry (Unit: %)
Industry

Energy Inputs
/Intermediate
Input

Petroleum Products
/ Intermediate
Input

Pass-through
of oil price
to PPI

Food, beverages, tobacco

1.7

1.0

0.37

Textiles, leather, fur products

2.8

6.6

0.46

Wood, paper, printing,
reproduction

5.3

4.1

0.50

Petroleum, coal, chemicals

40.7

32.1

1.20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11.4

7.2

0.92

Metal products

6.3

1.1

0.44

General machinery

1.5

0.9

0.34

Electric machinery

1.4

2.0

0.27

Precision instrument

1.0

1.8

0.29

Transport equipment

1.4

1.1

0.48

Furniture, other manufacturing

3.2

3.5

0.41

Manufacturing

11.8

9.0

0.56

Total Industry

18.8

17.3

0.60

Notes: 1) Energy inputs include coal, crude oil, LNG, coal products, electricity, renewable
energy, 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2) Petroleum products include basic organic compound, synthetic resins, synthetic
rubber, and synthetic fiber.
3) Pass-through of oil price to PPI is computed as follows :     ′  ′  ,
 : vector of the rate of price changes in domestic products,  : vector of the




rate of price changes in imports,  : input coefficient matrix of domestic products,
 : input coefficient matrix of imports.
4) Import prices are assumed to be fixed, except for the price of crude oil.
5) The input-output data are extracted from the 2013 basic price input-outpu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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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분해
<그림 1>은 국내 전 산업의 집계변수를 포함한 SVAR모형에서 부호제약을
통해 식별된 세 가지 유형의 유가충격들의 중위값(median)과 68%분위구간
(14%~86% 분위값)8)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1>

Different Types of Oil Shocks (Unit: %p)

Notes: 1) These different types of oil shocks are estimated from the benchmark SVAR model
which includes real price of oil, world oil production, world economic activity and
industry-level variables. In the benchmark SVAR model, the industry-level variables
include total industry output and relative price defined as the producer price index
divid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2) A total of 10,000 “successful” draws of the impulse matrix satisfying
simultaneously the sign restrictions shown in Table 1 are used to generate the
median estimate, together with the 16th and 84th quantiles(68% error bands). In
each panel, the solid and dotted lines show the median estimate of oil shocks and
the 68% error bands of oil shocks, respectively.
8) 68% 분위구간(14%~86% 분위값)은 충격반응함수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 대략 1 표준편차
크기의 오차범위에 해당한다. 일부에서는 2 표준편차 크기의 오차범위에 해당하는 95.4% 분위구간
(2.3%~97.7% 분위값)을 이용하기도 하나, 베이지안 분석에서는 1 표준편차 크기의 오차범위를 광범
위하게 이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분위구간을 선택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Uhlig(2005)의 p.394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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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을 살펴보면 이란혁명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1979~1980년의 2
차 유가파동을 비롯하여, 걸프전쟁과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던 1990년 3/4분기
와 2002년 3/4분기~4/4분기 중에는 양(+)의 공급교란충격이 발생하였음을 나타
내고 있다. 또한 아시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활동수준이
위축되었던 1998년 1/4분기와 2008년 3/4분기에는 모두 음(-)의 수요교란충격이
발생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의 경우, 1999년 이후부
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나, <그림 1>은 이러한 충격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림 1>은 Basrky and Killan (2002)과
Kilian and Murphy (2014)의 지적과 같이, 2차 유가파동과 걸프전쟁 및 이라크
전쟁과 같이 과거 공급교란충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도
함께 발생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s)를 통해 <그림 1>에 나타난 세 가
지 유형의 유가충격들이 국제원유시장 및 세계경제의 변동에서 차지하는 기여
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급교란충격과 수요교란충격이
국제유가의 급등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되는 두 개의 사건을 선정하여,
식별된 유형별 유가충격들이 이들 두 사건기간 중 발생한 국제원유시장 및 세
계경제활동수준의 변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국제유가의 변동에서 공급교란충격과 수요교란충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
건으로 2차 유가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
야 할 점은 기존의 전통적 관점은 2차 유가파동은 이란혁명(1978~1979년)에 기
인한 공급교란충격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나, Basrky and
Killan (2002)과 Kilian and Murphy (2014)는 공급교란충격과 함께 향후 공급불
안에 대한 우려로 발생한 투기적 수요교란 역시 당시 유가급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큰 폭
의 유가상승은 이란혁명 이후, 이란의 원유생산이 재개된 1979년 말부터 이루
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본 연구는 2차 유가파동을 공급교란충격
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으로 지정했으나, 부호제약에 의한 역사적 분해결과
는 투기적 수요교란 역시 국제원유시장 및 세계경제활동수준의 변동에서 중요
한 역할을 했음을 나타낼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림 2>부터 <그림 4>는 이 두 개의 사건기간 중 발생한 국제원유생산,
국제유가 및 세계경제활동수준의 변동에서 세 가지 종류의 유가충격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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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여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들 기여율은 1978년 1/4분기~2013년 3/4분
기까지 10,000번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역사적 분해 값의 중위
값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또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호제약 식별방식
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유형의 유가충격만 식별하게 되므로 이들 충격
들의 기여율의 합이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충격들이 갖
는 기여율의 합 이외의 부분은 SVAR모형으로부터 식별되지 않은 그 외의 구
조적 충격들의 기여율을 의미하게 된다.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충격들이 차지하
고 있는 기여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차 유가파동 당시 세계원유생산의 변동에서 차지하는 유형별 유가충격
의 기여율을 살펴보면 공급교란충격이 26.4%,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이 22.7%,
그리고 수요교란충격이 15.3%를 차지하여, 공급교란충격과 투기적 수요교란충

<Figure 2> Historical Contributions of Different Types of Oil Shocks to
World Oil Production (Unit : %)

Notes: 1) The historical decompositions are conducted by the benchmark SVAR model which
includes real price of oil, world oil production, world economic activity and
industry-level variables. In the benchmark SVAR model, the industry-level variables
include total industry output and relative price defined as the producer price index
divid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2) A total of 10,000 “successful” draws of the impulse matrix satisfying jointly the
sign restrictions shown in Table 1 are used for the historical decompositions for
1978:01-2013:03. Then, the median estimate of the different types of oil shocks are
employed for calculation of the historical contribution of each shock.
3) The historical contribution refers to the contribution of each shock to the total
changes in world oi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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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istorical Contributions of Different Types of Oil Shocks to
Real Price of Oil (Unit :%)

Notes: 1) The historical decompositions are conducted by the benchmark SVAR model which
includes real price of oil, world oil production, world economic activity and
industry-level variables. In the benchmark SVAR model, the industry-level variables
include total industry output and relative price defined as the producer price index
divid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2) A total of 10,000 “successful” draws of the impulse matrix satisfying jointly the
sign restrictions shown in Table 1 are used for the historical decompositions for
1978:01-2013:03. Then, the median estimate of the different types of oil shocks are
employed for calculation of the historical contribution of each shock.
3) The historical contribution refers to the contribution of each shock to the total
changes in real price of oil.

격이 전체 변동의 절반 수준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제유가의
변동에서는 공급교란충격이 24.9%,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이 26.0%, 그리고 수
요교란충격이 15.2%를 차지했으며, 세계경제활동수준에서는 이들 세 가지 유
형의 유가충격의 기여율이 각각 23.4%, 20.3% 그리고 22.1%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들은 Basrky and Killan (2002)과 Kilian
and Murphy (2014)의 지적과 같이 2차 유가파동 당시에는 공급교란충격의 역
할이 가장 중요했으나, 이와 함께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국제유가의 급락을 초래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는 국제원유생산, 국
제유가 및 세계경제활동수준의 변동에서 수요교란충격이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유가충격에 비해 가장 큰 역할을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원유생
산의 변동에서 공급교란충격은 4.6%,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은 14.8%,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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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istorical Contributions of Different Types of Oil Shocks to
World Economic Activity (Unit : %)

Notes: 1) The historical decompositions are conducted by the benchmark SVAR model which
includes real price of oil, world oil production, world economic activity and
industry-level variables. In the benchmark SVAR model, the industry-level variables
include total industry output and relative price defined as the producer price index
divid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2) A total of 10,000 “successful” draws of the impulse matrix satisfying jointly the
sign restrictions shown in Table 1 are used for the historical decompositions for
1978:01-2013:03. Then, the median estimate of the different types of oil shocks are
employed for calculation of the historical contribution of each shock.
3) The historical contribution refers to the contribution of each shock to the total
changes in world economic activity.

수요교란충격은 36.9%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의 변동에서는
공급교란충격이 20.7%,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이 14.2%, 그리고 수요교란충격이
41.6%의 기여율을 보였으며, 세계경제활동수준의 변동에서 이들 세 가지 유형
의 유가충격들은 각각 7.2%, 24.2%, 그리고 30.4%의 기여율을 보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사적 분해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수요교란충격이 국제
유가의 하락에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식별된 유형별 유가
충격들과 이에 기초한 국제원유시장 및 세계경제활동수준의 변동이 전통적 관
점과 최근 연구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이들 두 사건의 특성에 비교적 잘 부
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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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격반응함수
가. 공급교란충격에 대한 반응함수
<그림 5>는 표준편차 1단위 크기로 발생한 공급교란충격에 대한 세계경제활
동수준, 국내 전 산업 산출량, 그리고 11개 산업별 산출량의 중위값 기준 충격
반응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경제활동수준의 충격반응함수의 변동과 국내
산업별 산출량의 충격반응함수를 비교하기 위해 그림에서 굵은 실선은 세계경
제활동수준의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내며, 굵은 점선은 국내 전 산업 산출량의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 6>은 공급교란충격에 대한 생
산자물가지수(총지수)와 11개 산업별 생산자물가지수의 중위값 기준 충격반응
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의 경우도 굵은 점선은 생산자물가지수(총지
수)의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를 살펴보면 충격발생 초기 세계경제활동수준과 국내 전 산업 산출
량의 반응형태는 서로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충격발생 4분기 이후부터
는 이들 두 변수의 충격반응함수가 거의 같은 반응형태와 반응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급교란충격이 발생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내 산
업생산 활동과 세계경제활동수준 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5>에서 공급교란충격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이는 산업은 전기 및
전자 산업과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을 살펴보면 공급교란충격에 대해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운송장비 그리고 전기 및 전자 산업의 순으로 생산자물가가 증가하
였으나, 이 중 에너지 집약도가 가장 높은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산업의 생산
자물가 반응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섬유 및 가죽제
품 산업의 경우, 산출량 하락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했으나, 생산자물가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산
출량의 감소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만큼 수요 감소가 크지는 않았으나, 비교
적 낮은 중간수요율을 고려할 경우 이 산업에서는 수요 감소가 공급교란충격
에서도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표 4>는 <그림 5>의 충격반응함수들 중 68%분위구간(14%~86% 분위값)에
서 생산량의 반응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산업들의 반응형태와 이로부터 추
론되는 유가충격의 주요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충격반응함수가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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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에 도달했을 때의 반응형태로 이에 대한 해석은 Lee and Ni (2002)의 방
식을 따랐다. 다시 말해, 산출량과 생산자물가가 같은 방향의 반응을 보이면 유
가충격이 수요충격의 역할을 하며, 반대방향의 반응을 보이면 공급충격의 역할
을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Figure 5> Median Impulse Responses of Industry-Level Output to an Oil
Supply Shock (Unit: %p)

Notes: 1) Figure 5 displays the median responses of industry-level output and world economic
activity to a oil supply shock one standard deviation in size.
2) The impulse responses are estimated by a SVAR model which includes real price
of oil, world oil production, world economic activity and industry-level variables.
The industry-level variables include industry output and relative price. The
industries are examined one at a time.
3) In particular, the responses of world economic activity are estimated by the
benchmark SVAR model which includes total industry output and relative price
defined as the producer price index divid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as the
industry-level variables.
4) For each industry, a total of 10,000 "successful" draws of the impulse matrix
satisfying simultaneously the sign restrictions shown in Table 1 are used to generate
the median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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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edian Impulse Responses of Industry-Level Price to an Oil
Supply Shock (Unit: %p)

Notes: 1) Figure 6 displays the median responses of industry-level price to a oil supply shock
one standard deviation in size.
2) These impulse responses come from the same SVAR models used to estimate the
impulse responses of the industry-level output in Figure 5.
3) The thick dotted line named as "total industry" corresponds to the median responses
of the relative price defined as the producer price index divid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in the benchmark SVAR model.

<Table 4>

Pattern of Impulse Responses to an Oil Supply Shock
Peak effect on
output

Peak effect
on price

Oil supply shock
effects

Petroleum, coal, chemicals





Reduction in supply

Electric Machinery





Notes: 1) "+" and "-" refer to peak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2) * implies that the peak respons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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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림 5>의 충격반응함수들 중 산출량의 반
응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산업은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과 전기 및 전자산업
이다. 그러나 이들 중 산출량과 생산자물가의 반응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갖
는 산업은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산업으로, 두 변수가 반대방향의 반응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산업에서 유가충격은 주로 공급충격
의 역할을 하며 산출량을 감소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3>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산업은 에너지 집약도가 가장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이 산업에서 유가충격이 공급충격의 특성을 갖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전기 및 전자산업은 생산자
물가의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유가충격의 특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로부터 공급교란충격은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산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미치며, 이는 유가
충격이 공급충격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표 4>의 두 산업을 제외한 그 외의 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전 산업의 산출량
의 반응 역시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
구는 이상의 결과들이 공급교란충격은 주로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만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한편, Loungani (1986) 및 Hamilton (1988) 등은 유가충격이 총 산출량 감소
를 유발시키는 전파경로(transmission mechanism)로 산업간 요소이동(sectoral
relocation)을 가정하였다. 이는 유가충격 발생 시, 유가충격에 영향을 받는 산
업으로부터 영향이 크지 않은 산업으로 생산요소가 이동하게 되며, 이러한 과
정에서 총 산출량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Lee and Ni (2002)는 유
가충격으로 산업간 요소이동이 발생할 경우, 생산요소의 유출이 발생하는 산업
과 유입이 이루어지는 산업의 충격반응함수는 상이한 형태를 보일 것임을 지
적하였다. 그러나 <그림 5>의 충격반응함수들은 전체산업들에서 유사한 반응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공급교란충격에 의한 산업간 요소이동은 제
한된 것으로 보인다.

나. 수요교란충격에 대한 반응함수
<그림 7>은 수요교란충격이 표준편차 1단위 크기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세계경제활동수준, 국내 전 산업 산출량, 그리고 11개 산업별 산출량의 중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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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8>은 수요교란충격에 대한 생산자
물가지수(총지수)와 11개 산업별 생산자물가지수의 중위값 기준 충격반응함수
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7> Median Impulse Responses of Industry-Level Output to an Oil
Demand Shock (Unit %p)

Notes: 1) Figure 7 displays the median responses of industry-level output and world economic
activity to a oil demand shock one standard deviation in size.
2) The impulse responses are estimated using the SVAR model which includes real
price of oil, world oil production, world economic activity and industry-level
variables. The industry-level variables include industry output and relative price.
The industries are examined one at a time.
3) In particular, the responses of world economic activity are estimated by the
benchmark SVAR model which includes total industry output and relative price
defined as the producer price index divid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as the
industry-level variables.
4) For each industry, a total of 10,000 "successful" draws of the impulse matrix
satisfying simultaneously the sign restrictions shown in Table 1 are used to
generate the median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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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edian Impulse Responses of Industry-Level Price to an Oil
Demand Shock (Unit:%p)

Notes: 1) Figure 8 displays the median responses of industry-level price to a oil demand
shock one standard deviation in size.
2) These impulse responses come from the same SVAR models used to estimate the
impulse responses of the industry-level output in Figure 7.
3) The thick dotted line named as "total industry" corresponds to the median responses
of the relative price defined as the producer price index divid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in the benchmark SVAR model.

<그림 7>을 살펴보면 유가충격 발생 직후, 모든 산업에서 산출량은 증가하
고 있으나, 충격반응함수들의 68%분위구간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증가는 통
계적 유의성을 갖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7>은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대부분 산업의 산출량은 감소하여 충격발생 6~8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후, 점차 충격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이와 같은 감소세는 충격반응함수들의 68%분위구간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반응형태는 수출입비중이 높은 국
내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와의 동조화에 기인한 현상이라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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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그림 7>을 살펴보면 국내 전 산업 산출량 뿐 아니라, 11개 산업별
산출량의 반응은 반응 폭만 더 클 뿐, 세계경제활동수준과 유사한 반응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7>에서 수요교란충격에 가장 큰 산출량 감소를
보이는 산업은 기계 및 장비와 전기 및 전자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8>에 나타난 수요교란충격에 대한 국내 산업별 생산자물가의 반응형태
는 충격발생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다가 감소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충격
의 효과가 점차 소멸되는 반응형태를 보이고 있다. 수요교란충격에서도 생산자
물가가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에너지 집약도가 가장 높은 석유, 석탄 및 화
학제품으로 나타났다.
<표 5>는 <그림 7>에 나타난 산출량의 충격반응함수들 중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산업들의 반응형태와 이로부터 추론되는 유가충격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
다. <표 5>를 살펴보면, 목재 및 종이, 인쇄와 금속제품 산업의 산출량은 앞서
지적한 반응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자물가의 반응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반면,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대 수출 선도 산업들 중 기계
및 장비, 전기 및 전자,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의 4개 산업은 유가충격이 수요충
격의 특성을 가지며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요교
란충격이 기본적으로 해외수요 충격이란 속성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5>

Pattern of Impulse Responses to Oil Demand Shocks
Peak effect
on output

Peak effect on
price

Oil demand shock
effects

Total industry





Reduction in supply

Wood, paper, printing,
reproduction



Mixed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Metal products



Mixed

Reduction in supply







Reduction in demand

Electric machinery







Reduction in demand

Precision instrument





Reduction in demand

Transport equipment









Reduction in demand









Reduction in demand

General machinery

Furniture, other manufacturing



Notes: 1) "+" and "-" refer to peak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2) "Mixed" implies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are of similar size.
3) * implies that the peak respons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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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들 4개 산업들과 달리 기타제조업과 비금속 광물제품은 내수비중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교란충격에 대한 산출량과 생산자가격의 반응
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산업들이다. 이 두 산업에서 유가충격의 역할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타제조업의 경우, 유가충격이 주로 수요충격의 역할
을 함에 따라 산출량과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타
제조업은 비록 내수비중이 높으나, 주로 최종소비재의 성격을 갖는 산업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9) 반면, 내수비중과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비금속 광물제품의 경우는 기대되는 바와 같이 유가충격이 공급충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비금속 광물제품 보다 더
높은 에너지 집약도를 갖는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의 충격반응함수들은 유가
충격이 공급충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반응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산출량의 감
소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이 5
대 수출 선도 산업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할 경우, 유가충격 발생 직후 세계경제
활동수준 증가에 따른 해외수요증가가 유가상승에 따른 공급 감소 효과를 일
부 상쇄시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표 5>는 전 산업 산출량에 대해 유가충격이 공급충격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 산업의 에너
지 집약도가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들은 수요교란충격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
집약도가 제조업보다 높은 산업전반에서는 유가충격이 공급충격의 역할을 하
고 있으나, 수출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제조업 산업에서는 유가충격이 수요충격
의 역할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한편, <그림 7>은 공급교란충격과 같이 수요교
란충격의 경우에도 산출량의 충격반응함수들이 대부분 산업에서 유사한 형태
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유가충격에 따른 산업간
요소이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에 대한 반응함수
마지막으로 <그림 9>는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이 표준편차 1단위 크기로 발생
할 경우, 이에 대한 세계경제활동수준, 국내 전 산업 산출량, 그리고 11개 산업
9) 산업연관표 중분류에 의하면 기타제조업은 다시 가구제조업과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소분
류 기준에 의하면 기타제조업이 다시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악기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형 및 장식용품 제조업 등으
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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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산출량의 중위값 기준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림 10>은 투
기적 수요교란충격이 표준편차 1단위 크기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국내 생
산자물가지수 및 11개 산업별 생산자물가지수의 중위값 기준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9> Median Impulse Responses of Industry-Level Output to an
Oil-Speculative Demand Shock (Unit: %p)

Notes: 1) Figure 9 displays the median responses of industry-level output and world economic
activity to a oil speculative demand shock one standard deviation in size.
2) The impulse responses are estimated using the SVAR model which includes real
price of oil, world oil production, world economic activity and industry-level
variables. The industry-level variables include industry output and relative price.
The industries are examined one at a time.
3) In particular, the responses of world economic activity are estimated by the
benchmark SVAR model which includes total industry output and relative price
defined as the producer price index divid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as the
industry-level variables.
4) For each industry, a total of 10,000 "successful" draws of the impulse matrix
satisfying simultaneously the sign restrictions shown in Table 1 are used to
generate the median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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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를 살펴보면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은 국내 제조업 모든 산업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격반응함수들의 68%분위구
간을 고려할 경우, 유가충격의 이와 같은 부정적 효과는 정밀기기를 제외한 10
개 산업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10개 산업들
중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그리고 전기 및 전자 산업은 생산자물가의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지 못해 유가충격의 주요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림 9>의 충격반응함수 중에서 투기적 수
요교란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기계 및 장비산업, 비금속광물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그리고 전기 및 전자산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10>살펴보면 수요교란충격의 경우와 같이 국내 산업별 생산자
물가는 충격 초기에는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반응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수요교란충격에 비해 68%분위구간에서 이와 같은 반응형태가 통계적 유의
성을 갖는 산업이 더 많아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투기적 수요교란 충격에 대해
서도 가장 높게 생산자물가가 상승한 산업은 역시 에너지 집약도가 가장 높은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그림 9>의 충격반응함수들 중 산출량의 반응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산업들의 반응형태와 이로부터 추론되는 유가충격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
다. 유가충격의 주요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가
충격이 공급충격의 역할을 하는 산업들은 음식료품 및 담배, 목재 및 종이, 인
쇄,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그리고 운송장비 등 4개 산업이다. 이들 중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과 목재 및 종이, 인쇄 산업은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들
인 이유로 유가충격이 공급충격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음식료품
및 담배 산업의 경우는 다른 산업들의 가격상승이 전가되면서 유가충격이 공
급충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음식료품 및 담배 산업은 에너지
집약도는 높지 않으나, 중간투입률이 80.2%에 달해 후방산업 비율이 매우 높은
산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림 10>은 유가충격 발생 이후, 대부분 산업
에서 생산자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광범위
한 가격상승은 후방산업 비중이 높은 음식료품 및 담배 산업으로 전가되고, 이
로 인해 유가충격이 공급충격의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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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edian Impulse Responses of Industry-Level Price to an
Oil-Speculative Demand Shock (Unit: %p)

Notes: 1) Figure 10 displays the median responses of industry-level price to a oil speculative
demand shock one standard deviation in size.
2) These impulse responses come from the same SVAR models used to estimate the
impulse responses of the industry-level output in Figure 9.
3) The thick dotted line named as "total industry" corresponds to the median responses
of the relative price defined as the producer price index divid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in the benchmark SVAR model.

유가충격이 공급충격의 역할을 하는 마지막 산업은 운송장비 산업이나, 이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구한다. 이는 산출량의 충격반응함수가 음(-)의 반응을
보인 이후, 생산자물가의 충격반응함수가 양(+)의 반응을 보이기까지 대략 3년
정도의 시차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림 10>은 산출량의 반응이 감소하는 5
분기 이후, 유의성은 없으나 생산자물가의 반응은 유가충격이 수요충격의 역할
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10) 이는 운송장비 산업은 중간수요
율이 9.2%에 그쳐 가계의 예산제약선 감소 혹은 내구재 운용비용 상승 등의
10) 중위값과 오차범위를 고려한 기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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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유가충격이 수요충격의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는 특성과
도 일정 부분 상응하는 결과이다. 다만, <그림 9>에 나타나고 있는 유가충격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산출량 변동은 수요탄력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따라서 운송장비의 경우, 유가충격은 수요충격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비
탄력적 수요로 인해 수요 감소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만큼 충분히 크지 못하
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3년 후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이유
는 같은 기간 중 운송장비 산업의 후방산업 중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과 금속제품 산업의 생산자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1) 따라서 운송장비 산업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가충격의 역할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Table 6> Pattern of Impulse Responses to Oil Speculative Demand
Shocks
Peak effect
on output

Peak effect on
price

Oil speculative
demand shock effect

Total industry





Reduction in supply

Food, beverages, tobacco





Reduction in supply

Textiles, leather, fur products



Mixed*

Reduction in supply
and demand

Wood, paper, printing,
reproduction





Reduction in supply

Petroleum, coal, chemicals





Reduction in supply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Mixed*

Reduction in supply
and demand

Metal products



Mixed

General machinery





Mixed

Electric machinery



Mixed

Transport equipment









Furniture, other manufacturing





Reduction in supply
Reduction in demand

Notes: 1) "+" and "-" refer to peak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2) "Mixed" implies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are of similar size.
3) * implies that the peak respons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11) 2013년 산업연관표 기초가격 기준으로 운송장비에서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과 금속산업의 중간투
입률(자체 산업으로의 재투입을 배제한 총투입량 기준)은 각각 9.1%와 20.2%로 이들 두 산업 제품
의 투입비중은 29.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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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종소비재 성격의 산업들로 구성된 기타제조업에서는 유가충격이 수
요충격으로서의 역할을 함에 따라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역시 전 산업 산출량에 대해 유가충격은 공급충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수요교란충격의 경우와 같이, 높은 에너지 집약도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에 대한 반응함수들에
서 나타나고 있는 흥미로운 점은 앞서 살펴본 두 종류의 충격들과 달리 유가충
격이 공급 및 수요충격으로서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산
업들은 섬유 및 가죽제품과 비금속 광물제품 산업으로 유가충격이 초기에는
공급충격의 역할을 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요충격의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유가충격이 이들 산업들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하는 이
유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금속 광물제품과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
은 비교적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이므로 유가충격이 공급충격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간수요율을 고려할 경우, 섬유 및 가죽제품은 유가
충격에 따른 가계의 예산제약선 감소에 기인한 수요 감소가, 비금속 광물제품
은 전방산업들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가 수요충격으로서의 역할을 갖게
하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림 9>는 앞의 두 가지 유형의 유가
충격과 같이, 산출량의 충격반응함수들은 대부분 산업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
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의 경우에도 유가충격에
따른 산업간 요소이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비집약적 산업 간의 반응차이
이제, <그림 4>~<그림 10>의 중위값 기준 충격반응함수들에 기초하여 유형
별 유가충격의 역할 및 유가충격에 대한 반응도를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과 에
너지 비집약적 산업들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표
3>으로부터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제품, 그리고 목재
및 종이, 인쇄 산업 등 4개 산업을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로 정의하였다.12)
먼저, 공급교란충격의 경우를 살펴보면 산출량의 반응은 두 산업 군 모두에
서 감소하는 반응형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반응도에 있어서도 두 산업 군에서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자물가의 경우는 두 산업 군
에 속한 산업들의 반응방향이 다르게 나타나,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에서는 주

12) Choi and Oh (2014)에서도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이와 같이 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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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격이 증가하고, 에너지 비집약적 산업들에서는 하락하는 반응형태를 나타
냈다. 이는 비록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충
격반응함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했으나, 유가충격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
들에서는 공급충격의 역할을 하며, 에너지 비집약적 산업들에서는 수요충격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요교란충격의 경우, 두 산업 군 모두에서 산출량의 반응은 증가했다 감소
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반응도는 에너지 비집약적 산업들에서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생산자물가의 반응 역시 두 산업 군 모두에서 증가했다 감소하는 형태
를 보였으나, 이 경우에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의 생산자물가지수가 더 큰 폭
으로 반응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의 생산자물가는
주로 양(+)의 값을 가지며 증가했다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에너지 비집약
적 산업들의 경우는 주로 음(-)의 값을 가지며 증가했다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
다는 점이다.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가장 높은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산업의
경우, 산출량의 감소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했으나, 생산자물가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은 수요교란충격의 경우에도 유가충격은 에
너지 집약적 산업들에서 주로 공급충격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 비집약
적 산업들에서는 수요충격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경우 유가
충격이 갖는 수요충격의 특성 상, 에너지 비집약적 산업들에서 산출량에 미치
는 유가충격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의 경우, 두 산업 군 모두에서 산출량은 하
락하는 반응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하락폭은 에너지 비집약적 산업들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교란충격 때와 유사하게 생산자물가의 반응은
증가했다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반응폭도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요교란충격과 때와 달리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
및 가죽제품 그리고 운송장비 산업과 같은 일부 에너지 비집약적 산업들에서
는 생산자물가의 반응이 양(+)의 값을 가지며 증가했다 감소하는 형태를 갖기
도 하였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높은 후방산업 비중으로 인해 이들 산업으
로 가격전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나, 이 경우에도 증가폭은 에너지 집약적 산
업들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의 경우
는 유가충격의 역할이 복합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비집약
적 산업 모두에서 공급충격의 역할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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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에너지 비집약적 산업들에서는 유가충격이 일부 산업들에서 공급 및
수요충격의 특성을 함께 가지므로 산출량의 반응도가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 분산분해
<표 7>은 세 가지 유형의 유가충격이 국내산업의 산출량 및 생산자물가지수
의 총 변동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을 의미하는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s)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7>은 충격발생 후, 20분기까지의 분산분해 결과 중
각각의 유가충격이 차지하는 최대 기여율(중위값 기준)을 의미하며, 괄호 안의
값은 최대 기여율이 발생한 시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산분해를 통
해 산업별 산출량 및 생산자물가의 변동을 주도하는 주요 추진력에 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먼저, <표 7>은 세계경제활동수준의 총 변동을 설명함
에 있어서는 수요교란충격이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유가충격에 비해 훨씬 큰 설
명력을 갖고 있으나, 국내산업의 산출량 변동에서는 이들 세 가지 유가충격의
설명력이 큰 차이를 갖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들 유가충격의 기여율
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고려할 때, 유가충격은 국내 대부분 산업들의 생산 활
동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와 달리 모
든 유형의 유가충격이 국내 산업생산 활동에서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 이유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사정상 유가변동을 초래하는 모든 유가충
격에 국내 산업생산 활동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세 가지 유형의 유가충격 중, 국내 산업생산 활동의 변동은 공급교란
충격에 비해 수요교란충격과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들 두 충격이 갖는 설명력은 산업별
로 일부 차이를 가지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이다. <표 7>에서 이와 같은 분산분해 패턴은 생산자물가의 총 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내 산업생산 활동과 생산
자물가의 변동에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충격은 수요교란충
격과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두 유가충격이 국내 산업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
는 원인은 서로 상이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수요교란충격은 궁극적으로 해외수
요교란 충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출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생산 활동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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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Variance Decompositions (Unit :%)
Output

Relative Price

Supply
shock

Demand
shock

Speculative
demand
shock

Supply
shock

Demand
shock

Speculative
demand
shock

World economic
activity

16.7(10)

33.5(3)

17.5(20)

-

-

-

Total industry

12.8(19)

19.9(8)

19.7(19)

13.1(20)

17.5(20)

16.6(20)

Food, beverages,
tobacco

14.0(20)

16.7(18)

20.4(20)

12.3(20)

18.5(12)

19.3(20)

Textiles, leather, fur
products

12.0(20)

15.5(20)

15.2(20)

16.1(19)

21.3(12)

19.1(20)

Wood, paper,
printing,
reproduction

13.3(20)

21.1(11)

18.5(20)

12.7(20)

16.0(20)

18.4(20)

Petroleum, coal,
chemicals

14.4(13)

16.6(20)

16.7(20)

15.7(20)

18.4(10)

16.8(20)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12.7(20)

19.4(10)

20.3(20)

13.8(20)

15.9(20)

18.4(20)

Metal products

13.0(20)

19.7(9)

15.8(20)

13.0(20)

17.1(20)

17.1(20)

General machinery

12.0(20)

23.0(9)

16.9(19)

13.0(20)

16.2(20)

16.6(20)

Electric machinery

16.1(20)

21.2(12)

15.4(20)

15.4(20)

17.2(11)

15.9(11)

Precision instrument

11.9(20)

16.9(20)

15.4(20)

13.3(6)

17.3(20)

17.3(20)

Transportation
equipment

14.7(20)

14.9(20)

19.2(20)

17.0(9)

18.1(8)

18.0(20)

Furniture, other
manufacturing

12.4(20)

18.5(20)

15.0(20)

13.9(20)

14.7(20)

19.0(12)

Notes: 1) Table 7 displays the median estimate of the variance decompositions. The number
in parentheses indicates the quarter at which the largest fraction of variation
explained by each oil shock occurs during the 20 quarters following the shock.
2) The variance decompositions are estimated by the SVAR model which includes real
price of oil, world oil production, world economic activity and industry-level
variables. The industry-level variables include industry output and relative price.
The industries are examined one at a time.
3) In particular, the variance decompositions of world economic activity is estimated
by the benchmark SVAR model which includes total industry output and relative
price defined as the producer price index divid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as
the industry-level variables.
4) For each industry, a total of 10,000 "successful" draws of the impulse matrix
satisfying simultaneously the sign restrictions shown in Table 1 are used to
generate the median responses.

계수요의 변동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은
식별과정이 유가상승에 대한 기대와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유가충격이 공급충격과 수요충격의 특성을 함께 가지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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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업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반된 충격의 전파경로를 갖기 때문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유형별 유가충격이 국내 산업생산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SVAR모형을 이용하여 발생 원인에 따라
유가충격을 세 가지 유형으로 식별한 후, 국내 전 산업 뿐 아니라 11개 제조업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공급교란충격의 부정적 효과는 에너지 집약도가 가장 높은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산업에서 유가충격이 공급충격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요교란충격의 부정적 효과는 주로 수출비중이 높은 기계 및
장비, 전기 및 전자,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의 산업에서 중장기적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유가충격이 수요충격의 특성을 가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의 경우, 유가충격은 공급충격과 수요충격의 특성을
함께 가지며 전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는 공급교란충격 때보다 더 많은 산업에서 생산자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가격상승은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뿐 아니라, 가격전가를 통해 후방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도 나타
났다. 또한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유가충격은 전방산업
비중이 높은 비금속 광물제품과 최종소비재 산업의 성격이 높은 섬유 및 가죽
제품 그리고 기타제조업 등에서 수요충격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세 가지 유형의 유가충격에 대한 산출량의 충격반응함수들을 통해 국내 제
조업에서는 유가충격에 의한 산업간 요소이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산업들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충격반응함수들
은 세 가지 유형의 유가충격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요교란충격과 투기적
수요교란충격 발생시, 경제전반에 광범위한 경기침체가 초래될 수 있음을 나타
냄을 지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유형별 유가충격의 역할 및 유가충격에 대한 반응도를 에너지 집
약적 산업들과 비집약적 산업들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공급교란충격과 수요
교란충격 모두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에서는 주로 공급충격의 역할을 했으며,
에너지 비집약적 산업들에서는 수요충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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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교란충격의 경우에는 두 산업 군에 속하는 산업들의 산출량 및 생산자
물가의 반응이 대부분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반응도에 있어서
도 서로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요교란충격의 경우 생
산자물가의 반응도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
출량의 반응도는 에너지 비집약적 산업들에서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적 수요교란충격의 경우, 유가충격은 공급 및 수요충격의 특성을 함께 보였으
나, 두 산업 군 모두에서 공급충격의 특성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에너지 비집약적 산업의 일부 산업들에서는 유가충격이 공급 및 수요
충격의 역할을 함에 따라 산출량의 반응도가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에 비해 다
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의 반응도는 유가충격이 주로 공급
충격의 특성을 보인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방산업으로부터의 가격전가로 가격상승이 이루어진 에너지 비집약적 산업들
도 존재했으나, 증가폭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집약도가 가장 높은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는 모든 유형의 유가충격에 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
응을 보여, 산업연관표의 생산자물가 전가율과 일관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마
지막으로 분산분해 결과는 세 가지 유형의 유가충격 모두가 국내 산업생산 활
동의 총 변동에 거의 유사한 크기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중 수요교란충격과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나타난 이들 두 충격의 전파과정(propagation
mechanism)은 서로 달라, 수요교란충격은 국내 산업생산 활동이 해외수요교란
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투기적 수요교란충격의 경우에는 불확실성 증대
로 인해 유가충격이 공급 및 수요충격의 특성을 모두 가지게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유가충격이 산업생산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기존연
구들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기존연구들 중 일부는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유가충격과 산업생산 활동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
가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공급교란충격
의 경우에만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본 연
구는 투기적 수요교란의 경우,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들 뿐 아니라, 후방산
업의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도 유가충격이 공급충격의 특성을 가져 산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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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유가충격이 수요
및 공급충격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한 기존연구들도 일부 존재하나, 본
연구는 유가충격의 역할이 발생 원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발견들은 본 연구가 부호제약을
통해 요인별 유가충격을 식별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이상의 분석들이 유가충격과 산업생산
활동 간의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는 SVAR모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비선형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비선형성이란 Mork(1989), Lee, Ni and Ratti (1995) 그리고
Hamilton (1996) 등이 제시한 비대칭적 효과 뿐 아니라, Baumeister and
Peersman (2008, 2013)에서와 같이 국제원유시장 및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
는 유가충격의 시간-가변적 효과까지 의미한다. 따라서 거시경제와 산업에 미
치는 유형별 유가충격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비
선형성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SVAR모형의 구축 및 식별방식의 개발이 요구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작업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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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oil shocks on demand
and supp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Korea. For this purpose, oil shocks
are classified as oil supply shocks, oil demand shocks, and oil speculative
demand shocks. For empirical analysis, SVAR models including industry-level
data are constructed, and the "sign restrictions" approach is employed for
identification. The analysis of the impulse responses of industry-level output and
price shows that, in the case of oil supply shocks to the energy-intensive
industries such as petroleum, coal, chemicals, oil shocks mainly reduce supply.
In contrast, in the case of oil demand shocks arising from changes in global
economic activities, oil shocks are found to reduce the demand for the
export-intensive industries, such as general machinery, electric machinery,
precision instrument, and transport equipment. In the case of oil speculative
demand shocks, for most industries, oil shocks reduce both supply and demand.
In particular, for industries which are energy-intensive or have many backward
industries, the reduction in supply seems more important. However, for industries
which produce final consumption goods or have many forward industries, the
decrease in demand looks more crucial. Finally, the output responses to these
different types of oil shocks show similar patterns across most industr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oil shocks do not cause sectoral relocation across industries,
but rather reduced production across different industries, resulting in
economy-wide recessions.

JEL Classification Number : Q43, E31,E32
Key words : Oil supply shocks, Oil demand shocks, Oil speculative demand shocks,
Sign restrictions, SVAR Models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E-mail:

kscha@pusan.ac.kr, Tel: +82-51-510-2563)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Fund for Humanities & Social Studies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3.
Received: 4 August 2015; Received in revised form: 30 November 2015; Accepted: 9 December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