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EWS TIPS: 패널자료분석
LP.xls 의 각 변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date: 연도 (1971-1990 년)
B. c-id: 국가 식별자 (총 13 개국)
1 DEU 2 FRA 3 ITA 4 UK 5 BEL 6 DK 7 GRC 8 IE 9

NTH

10 PT 11 ES 12 USA 13 JAP
C. tfp : 각국의 총요소생산성 (1985 = 1 로 인덱스화 함)
D. DRD: 각국의 자국 연구개발 자본
E. FRD: 각국의 중간재 무역을 통한 외국 연구개발 자본
F. G7: G7 국가의 경우 1 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LP.xls 는 시계열과 횡단면 차원을 모두 갖는 패널 자료이다. Eview 에서는
이를 Pool Object 를 통해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먼저 1971 년에서 1990 년의 시계열 range 를 갖는 workfile 을 만들어
준다

*

Object/New

Object/Pool

을

선택하고

Pool

의

이름을

적당히

정해준다. 예컨대 LP 라고 이름을 정해주면 cross section identifier 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창이 뜬다.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으로 입력을 해도 되고, 또는 DEU FRA
…와 같이 국가명의 약어를 입력해도 무방하다. 입력하고 해당 창을
닫아주면 workfile 에 LP 라는 Pool Object 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다.

*

다시 LP 라고 이름을 정해놓은 Pool Object 를 열어서 이를 통해
원자료인 LP.xls 를 불러들이도록 한다. Procs/import pool data 를
클릭하면 파일을 불러들일 수 있는 창이 뜨려 LP.xls 를 찾아서
불러들이면 된다. 이 때 두 가지 점이 중요한다.

A.

먼저 연도에 대한 정보와 횡단면 차원에 대한 정보(즉 국가
식별)도 이미 Eviews 에 제공되어 있으므로, 실제 필요한 자료가
있는 cell 의 주소(c2)를 입력해야 한다

B. pool data 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각
변수의 이름을 역시 입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 를
써서 국가별로 자료가 불러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원자료 파일에 있는 순서대로 TFP_? (또는 TFP?) DRD_? FRD_?
G7? 로 입력해주면 각 국가별로 series object 가 각 변수별로
만들어 진다.
C. 만약에 데이터가

국가별로

stack

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고

연도별로 stack 되어 있을 경우(아래와 같은 경우) 에는 By
Date 를 클릭해준다.

*
*

이제 주어진 pooled data 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에 자국 연구개발
자본과 외국 연구개발 자본의 영향을 측정하는 작업을 한다. 이 역시
lp 로 명명한 pool object 에서 모형의 추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A.

종속변수는 TFP 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log(tfp_?)와 같이
입력한다.

B. 설명변수들을 DRD 에 로그를 취한 값과 FRD 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C. 경우에 따라서 G7 더미 변수를 이용하여 자국 연구개발자본의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는

설명변수를

추가하기도

한다.

g7_?*log(drd_?)와 같이 입력하도록 한다
D. 고정효과모형 –
가지면

국가별

이상의 설명변수들이 국가별로 공통의 모수를
특성은

상수항을

통해서만

반영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E.

확률효과모형 –

마찬가지로 설명변수들은 공통의 모수를 통해 그

영향력이 측정되지만 국가별 특성은 확률변수인 절편을 통해
반영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종속변수를 입력

설명변수를 입력 (국
가와 상관없이 동일한
모수를 가짐)

모형을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