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경제학

1.1

제1강

Econometrics

• 강의 수준
– 경제 통계학 또는 기초 통계학 수준 과목 이수를 전제로 함 (간단한
통계학 review는 계획되어 있음)
– 경제수학 과목에서 다루는 기초적인 미적분 및 행렬대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으나 크게 중요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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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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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중간고사 (40%-50%) + 기말고사(50%-60%) + 과제 및 수업참여
(0%-10%)

• 과제
– 간단한 실증 분석 과제가 하반부에 제시될 것임
• 강의 내용
– 중간고사 이전 까지 표준적인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해 학습할 것이며,
그 이후 표준모형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변형 모형을 다루게 될 것임
– 이번 학기의 주된 초점은 계량경제학에 대한 기초적 이론적 토대를
학습하는 것이며, 실증분석은 보조적으로 다루어질 것임
– 2학기에 개설되는 시계열분석 (=계량경제학 2) 과목을 통해 보다
다양한 주제의 학습과 함께 심도 있는 실증분석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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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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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론 : 경제적 변수들 간의 관계
통화공급

임금

환율
부동산시장
실업
자본이득세

범죄율

임대차
보호법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관심대상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인과)
관계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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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이론 : 경제적 변수들 간의 (수학적) 관계
2. 경제 자료 : 변수들에 대한 관측치
3. 통계 모형 : 관측치들 간의 관계

계량경제학이란?
경제자료 : 변수들에 대한 관측치 - 시계열자료

이자율
무역
수지

계량경제학이란?

다음의 세 가지를 기초로 하여 실제
경제적 현상 혹은 경제적 관계에 대한
정량적(quantitative) 분석과 측정을
제공함 –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결정

• (상황에 따라 반영 비율은 변동이 가능함)
• D이상의 학점은 “중간고사 + 기말고사” 점수가 최소 수준(평균점수의 10%)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됨
• 따라서 “중간고사 + 기말고사 = 0 점”인 경우는 이유불문하고 F처리될 것임
• 출석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의 별도 공지 내용을 참조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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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자료관련 홈페이지
– http://econ22.hosting.paran.com/metric20.html
– e-class에 링크 게시되어 있음
• 교재
– Hill, Griffiths, Lim - Principles of Econometrics

計量經濟學

종합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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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시간
– 월, 수요일 10:30 – 11:45
– 일단 학교 차원의 방침에 따라 첫 2 주 동안 온라인 영상 수업 계획임
– 하지만, 강의실 규모 대비 수강생 수를 감안할 때, 학생들의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데로 홈페이지 및 e-class에 공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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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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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학

계량경제학이란?

1.7

경제자료 : 변수들에 대한 관측치 - 횡단면 및 패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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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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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모형 – 관측치들간의 관계 - 계량경제모형

관측치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계적 모형이
요구됨:

}

경제 이론

통계적모형

경제 자료

경제적 결정

“계량경제학”은 통계적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 이론과 경제 자료를 결합시키는 것을
도와줌: 계량(경제)모형 (econometr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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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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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론: 식료품지출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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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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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론: 수요-공급
개별 재화에 대한 수요, qd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식료품지출, C 은 소득, Y의 어떤 함수임 :

qd = f( p, pc, ps, i )

C = f(Y)

수요

pc

p = 가격;
= 보완재들의 가격;
ps = 대체재들의 가격; i = 소득

경제이론에서는 소득의 변화가 식료품지출의 변화를
낳을 뿐 아니라, f’>0, f”<0 등의 정성적 관계를 주장함

개별 재화에 대한 공급, qs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과연 그러한 이론적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소득의 변화가 식료품지출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량경제모형의 분석이 요구됨

qs = f( p, pc, pf, ps )

공급

p = 가격; pc = 보완생산물들의 가격
ps = 대체생산물들의 가격; pf = 생산요소들의 가격

계량경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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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분석: 얼마나?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변수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이 원하는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얼마나 변해야 하는가를 알야야 함
• 한국은행이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자율을 올려야 하는가?
• 원/달러 환율의 10% 하락이 무역수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유가 10% 하락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계량경제학

계량경제모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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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모형 : 관측치 간의 관계 – 오차의 포함

실제 소비 = 체계적 부분 + 확률적 오차(random error)
지출, c는 소득 Y의 함수 f와 확률적 오차 의 합임:

C = f(Y) + 
체계적 부분은 지출에 대한 예측 f(Y)을
제공하지만 실제 지출은 확률적 오차
(혹은 오차항, error term)만큼 벗어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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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학모형-계속
지출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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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함수

C = f(Y) + 

C-D형태의 수요함수를 가정하여 구체적 표현:
편의상 확률적 오차가 additive하게 포함되지
않고 multiplicative하게 포함됨

f(Y)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q d  f  p, p c , p s , i,  '   Ap 2  p c 

예컨대, 식료품지출, c의 체계적 부분을
소득 Y의 선형함수로 표현할 수 있음

3

p 

s 4

i 5  '

 ln q d  ln A   2 ln p   3 ln p c   4 ln p s   5 ln i  ln  '

f(Y) = 1 + 2Y

통계적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이 경우 통계적 모형은 다음과 같이 주어짐

 ln q d  1   2 ln p  3 ln p c   4 ln p s  5 ln i  

C = 1 + 2Y + 

계량경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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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학모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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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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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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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및 표기

Y =

1 + 2 X + 

y = 1 + 2 X1 + 3 X2+ 
•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 y는 연구의 초점이
되는 변수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하거나 예측)
• 설명변수 (Explanatory variables), X1 과 X2는
종속변수의 관찰된 변화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변수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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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controlled) 실험 vs. 통제되지 않은 실험

통계적 모형
통제된 (실험적, experimental)
vs.
통제되지 않은 (관측적, observational)
통제된 실험 (“순수” 과학): 예컨대, 기체의 부피를 Y를
설명함에 있어서 압력 X1을 일정하게 하고 온도, X2를
변화시키거나 그 반대로 하는 실험이 가능
통제되지 않은 실험 (계량경제학): 예컨대 소비 Y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격 X1과 소득 X2은 동시에 변함.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의 변화가 가격과 소득을
변화시킬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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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hand-side
Variable:

Right hand-side
Variable:

Dependent
Explained
Predictand
Regressand
Response
Endogenous

Explanatory
Independent
Predictor
Regressor
Stimulus or control
Exogenous

계량경제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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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C = 1 + 2Y +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경제적 변수들 간의 정량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자료와 확률적
오차의 확률적 성질에 대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1. 관찰할 수 없고 (unobservable)
2.알려지지 않은 (unknown)
모수(parameter)들(1, 2)을 적절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음

계량경제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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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검정

예측

C = 1 + 2Y + 

C = 1 + 2Y + 

경제이론에서의 주장들을 모수에 대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하여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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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에 대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종속변수의
(미래)값을 예측함

과연 2≠0 인가?
과연 2>0 인가?
등등

계량경제분석 (실증분석, 실증연구)

계량경제학

계량경제모형 분석

소득이 Y0 인 가구의 식료품 지출은 얼마로
예측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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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분석 (실증분석,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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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론; 과거의 경험 및 연구

• 경제적 이론 혹은 관련 가설을 기술함
• 이론이 의미하는 바를 수학적 모형으로 구체화
함
• 이를 계량경제모형으로 구체화 함
•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함
•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을 추정함
• 이론이 설명하는 바의 가설을 검정함
• 그 결과들의 의미를 평가하고 분석함
• 필요할 경우 예측도 함
• 그 결과를 정책적 목적 혹은 다른 실용적
목적으로 활용함

모형을 구성: 원인 - 결과
자료를 취득:
모형을 추정함:
가설을 검정함:

C = f(Y) ==>
Ct = 1 + 2 Yt + t
월별, 분기별, 연간 자료 등등

단순한 추정법으로 부터 복잡한 방법들
H0: 2>0,
한계소비성향이 양인가?

만일 아니라면

결과를 해석함:
예측

정책적 의미와 결정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