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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1982년부터 2011년까지의 무역 및 성장변수 관련 거시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구조 선진화라는 변수를 도입한 경제성장 모형을 추정하였다. 전통적 솔로우 변수
는 물론, 인적자본, 산업구조 선진화 등의 성장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베타
성장수렴 가설에 대한 검정도 실시하였다. 특히 상품공간에서의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는 산업구조 선진화라는 성장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도입하여
기존의 성장회귀모형을 확장하였다. 분석 결과, 고정효과 및 GMM 모형 하에서 네트워
크 산업집중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부호를 갖는
탄력성이 추정되었다. 네트워크 산업집중도는 베타 성장수렴 속도에도 각기 다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론적으로 상품공간과 신성장이론을
지지하는 증거이며, 실증적으로 국제분업체제에 순응하면서 고도화된 제조업 품목의
생산을 집중하거나 수출을 지향하는 산업구조 선진화가 경제성장에도 유효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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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 론

최근 경제학 분야에서 네트워크 이론 및 구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늘어
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관점에서 생산 네트워크, 세
계 시장 및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도 주목받고 있다.
Hidalgo et al.(2007)은 이러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가치사슬,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성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동 연
구에서는 상품공간(product space)이라는 개념과 이를 이용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한다. 즉, 상품공간이라는 네트워크 구조 하에서 국가 간 경제 행위가 작
동하는 메커니즘과 논리, 이론적 배경, 실증분석 등이 제시되어 있다. 즉, 산업
구조 변화라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이나 발전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연구방법론과 이를 적용한 분석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증분
석에서는 1962년부터 2000년까지의 각 나라 간 상품별 수출 데이터를 이용하
여 775개 품목에 대한 근접성(proximity)을 측정하였다. 이로부터 글로벌 생
산 네트워크, 시장 및 산업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상품공간이라는 개념을 구
체화하는 한편, 상품공간 구조를 활용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상품공간이라는 네트워크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들이 어떠한
연관 관계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였다. 상품공간에서는 금
속이나 기계, 화학 제품군 등 제조업에 속한 상품들이 중심부(핵심부)를 차지
하는 반면, 곡물, 어류 등 농림어업에 속한 상품들은 주변부를 구성한다는 주
장을 제시하였다. 이보다 앞선 선행연구 중 상품공간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연구로는 Hausmann, Hwang and Rodrik(2005)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품목별 수출의 비교우위에서 구한 생산성 수준이 1인당 GDP 성장률
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
과는 국가별 생산성 수준, 즉, 국가별 수출 고도화(export sophistication) 수준
1)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논문의 질적 제고에 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저자의 소속기관
인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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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득 증가로 대변되는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한 것이다. 또한, Hausmann and Klinger(2006)는 상품공
간 내 주변부인 후진국형 산업에서 중심부인 선진국형 산업으로 변화하는 구
조 변화, 즉 농림어업 및 제조업 부문에 국한되어 진행되는 산업구조 변화를
‘(상품공간에서의) 산업구조 변화(structural transformation in product space)’
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즉, 상품공간에서의 산업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이나 산업발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품공간 분석이 수출구조 고
도화 전략을 추진하거나 수출경쟁력을 갖는 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면, 이러한 분석결과가 궁극적으
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거나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김대용, 2016).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하였던 상품공간 구조라는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에 입
각하여 Islam(1995)의 패널 성장회귀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추정하였다. 추정
시 국별 고정효과나 내생성을 고려함으로써 추정모형의 강건성을 확보하고
자 하였다. 동태적 패널 성장회귀모형 하에서 상품공간에서의 지표인 네트워
크 집중도라는 산업구조 선진화 변수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동 변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동태적 패널 성장회귀모형 하에서
조건부 수렴 가설, 즉 베타 수렴 검정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소득 또는 성장 수
렴(growth convergence)와 관련된 실증연구는 Mankiw, Romer and Weil
(1992, 이하 MRW (1992))의 인적자본을 고려한 솔로우 모형, 즉, 확장된 솔로
우 모형(augmented-solow model)을 기반으로 한다. 내생적 성장이론 등 신
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의 경우 국가별 성장(격차)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솔로우 모형의 자본이나 노동 등의 전통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개방도(openness to international trade), 제도의 질(quality of institutions), 정책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국토․지리적 요인(role of
geography) 등 제 3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성장이론에 따
르면, 자본이나 노동 이외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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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에는 변수누락 편의(omitted variable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성장회귀모형을 통한 추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 선진화를 의미하는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변수
를 추가로 도입하여 성장모형을 추정하고, 성장수렴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국제분업체제 하에서 비교우위나 국제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의 성장요
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가설 하에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변수를 추가로 도입
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 선진화라는 성장요인이 신성장이론에 입각한 성장
모형 하에서 경제성장이나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둘째, 최근 국가별로 성장회계와 관련 지표 및 변수를 포함하는 패널 자료
(Penn World Table,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등)의 종류나 가용성이 크
게 증가하고 있다. Islam(1995) 이후 성장수렴과 관련된 연구는 이러한 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한 동태적 패널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동태적 패널 분석
의 경우 국별 횡단면 특성(국별 고정효과, country-specific shock or fixed
effect)과 시간 변동(time-specific or time-variant effect)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또한, 경제성장이나 산업발전 등과 관
련된 연구는 동태적 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 패널 비선형성을 고려
하는 모형 등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술 확산(global technology diffusion), 전 세계적으로 큰 파급력을 지니는
경기변동 충격(business cycle shock), 국가별 차이와 성장변수 간의 내생성
(endogeneity) 등을 성장회귀모형에서 적절히 통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lam(1995)의 동태적 패널 모형을 설정하여
국별 고정효과를 고려한 추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적자본이나 네트워크 산업
집중도 변수가 갖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ⅰ)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이하 IV)를 활용한 2단계 추정법과 (ⅱ) 일반화된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 이하 GMM)을 모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상품공간 이론을 성장회귀모형에 접목하여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연구과제 중 하나인 성장수렴 가설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는 한
편, 이러한 상품공간 구조, 즉 산업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특히 제3의 경제성장 요인 중 하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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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네트워크 산업집중도(network industrial centrality)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상품공간과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특히 성장수렴 가설을 동시에 분석했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을 제시하였고, 2장에서는
경제성장, 특히 성장수렴에 관해, 그리고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분석모형을 제시하는 한편,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Ⅱ. 기존 문헌 검토

일반적으로 솔로우 성장모형이나 이를 확장한 성장모형에서 인구증가율과
저축률 등이 동일하면 장기적으로 국별 일인당 국민소득은 같은 수준으로 수
렴한다는 것을 소득 또는 성장수렴 가설(growth convergence hypothesis)2)
이라 한다. 경제성장이나 산업발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성장수렴 가설 또는 성장수렴 논쟁(growth convergence
debate)이다. 성장수렴 가설에 대한 연구는 저성장 경제가 선진국 경제를 추
격(catch-up)할 수 있는가, 즉 국가 간 성장 격차가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인
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경제학에서는 솔로우 모형 형태의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에서 주장하는 소득 또는 성장수렴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념
이나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특히 솔로우 모형으로 대변되는 신고전학파 모형
과 내생적 성장모형 등의 신성장이론 간의 이론적 적합성에 대한 실증적 논쟁
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성장수렴 가설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는
물론, 실증분석, 이와 관련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본적인 성장모형,
이를 확장한 모형에 대한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별 자료에 기반을 둔
2) 소득 또는 성장수렴가설은 절대적 또는 무조건부 수렴(absolute or unconditional convergence)
가설과 상대적 또는 조건부 수렴(relative or conditional) 가설로 구분되며, 베타 수렴( converngence), 시그마 수렴( -convergence), 확률적 수렴(stochastic convergence), 클럽 수렴
(club convergenc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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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성장수렴 가설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성장 모형에 대한 발전과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실증적으로 자료의 가용성도 증대되었다. 모형의 불
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계량경제모형의 정교화,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한 실증
연구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관련된 실증연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empirical’과 ‘economic growth’라는 두 가
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논문은 SSCI급 경제학 저널에서 찾아보면 1995년
49개였던 것이 2012년에 2,223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산업 발전
이나 무역 증진, 산업구조 변화 등과 연계되어 보다 광범위한 분야 및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성장수렴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시기별 또는 단계별
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단계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절대적 수렴가설 검정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이
러한 연구에서는 Baumol(1986)의 연구와 같이 횡단면 자료 표본에 이용할 경
우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균제상태에서의 소득 수준을 갖고 있다는 암묵적 가
정 하에서 성장수렴 현상을 주로 다루었다. 즉, 절대적 수렴 가설에 대한 연구
가 주를 이룬 것이다. 둘째, 중간 단계로 넘어가면서 역시나 횡단면 자료를 이
용하지만, 조건부 수렴(conditional convergence)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졌다. Barro(1991), Barro and Sala-i-Martin(1992), and MRW(1992)에서와
같이 상대적 또는 조건부 수렴 가설이 정립되었고, 조건부 수렴과 관련된 실
증 분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별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지만, 정상상태에서의 국별 소득 수준의 차이가 ‘국별 생산함수에서의
주어진 모수는 동질하다’는 모수의 동질성(parametric homogeneity) 가정이
대전제로 채택되었다. 셋째, 1990년대 이후 연구는 패널 자료를 주로 이용하
고, 클럽 수렴 등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화
하였다. 먼저 Islam(1995)의 연구에서와 같이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방법론
이 적용되는 단계로 접어든다. 즉, 생산함수의 모수 동질성 가정이 완화되고,
총생산함수가 생산성 변동 모수에 대하여 국가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패널 고
정효과를 반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 국가별 상황이나 여건이 적절히 통제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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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모든 국가가 정상상태에서의 일정한 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비현실
적인 가정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다만, Lee, Pesaran and Smith(1997)에서
와 같이 패널 단위근 검정 등 확장된 패널 자료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Islam
(1995)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국가 간 상황이나 여건을 통제하더라도 국가 간
의 정상상태 성장률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 넷째, 최근 성
장 수렴의 양극화 혹은 다극화 현상에 기반을 둔 클럽 수렴현상에 대해 분석
하거나 모수의 이질성을 분포별로 다르게 추정하는 등의 진일보한 연구는 현
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제시한 성장 수렴 속도의 추정치가 기존의
연구에서의 추정치보다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도 제기된 바 있다(Islam, 1995).
다섯째, 2000년대 이후 성장수렴 가설에 관한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계량모
형 식별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
논문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논문들은 신고전학파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
는 성장회귀모형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한 계량모
형에서 나온 추정치가 정확한가, 그리고 동질적으로 볼 수 있는가 등의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Durlauf and Johnson(1995), Durlauf(2000) 등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다. Desdoigts(1999), Durlauf, Kourtellos and
Minkin(2001), Kourtellos(2000), Lee et. al.(2010) 등의 연구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량모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IV-2SLS 추정법이나 차분 및 시스템 GMM 추정법 등을 다양하게 제시함으
로써 모형의 강건성을 확보하면서 각각의 추정치를 비교하였다.
상품공간을 경제성장과 접목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Kali et al.(2013) 등이
있다. 상품공간을 활용한 국별 네트워크 근접성 또는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즉, 산업구조 선진화를 의미하는 변수를 성장회귀모형에 도입하여 분석한 점
이 기존 연구와는 다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품공간에 관련된 연구는
Hausmann and Klinger(2006), Hidalgo et al.(2007)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Kali et al.(2013)은 이러한 상품공간의 기초 연구를 확장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상품공간 지표를 제시하면서 상품공
간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Kali et al.(2013)의 분석방
법론에 주목하였다. 동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변수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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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국가별 경제성장 요인 중 하나로 가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상품공간 구조 및 방법론을 도입한 실증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bdon and Felipe(2011)는 사하라 이남 지역 국가의 저성장의 덫에 관한 문
제를 상품공간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Hausmann and Hidalgo(2011)는
상품공간에 대한 기존 논의 및 개념을 확장하면서 상품 다양성 및 복잡성이라
는 새로운 지표 및 개념, 이와 관련된 구조적 특징 및 함의를 이론적으로 재정
립하는 한편, 국가별 수출입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Boschma, Minondo and Navarro(2010)는 상품공간에서의 지표 및 분석방법
론을 통해 스페인에서의 지역별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Kadochnikov and
Fedyunina(2013)는 러시아에서의 수출구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
다(김인무 외, 2017).
Ⅲ. 분석모형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Islam(1995)이 제시하였던 패널 자료를 활용한 성장모형 및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최근 기간까지 확장한 자료(Penn World Table
8.0)를 이용하여 패널 고정효과 모형(panel data model with fixed effect), 차
분 및 시스템 GMM 등의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조건
부 성장수렴 가설 하에서의 베타 성장수렴 가설을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MRW(1992)에서 제시되었던 표본 설정 및 변수 생성 기준을 채택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신성장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 3의 성장요인으
로 분류되는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즉, 산업구조 선진화라는 변수도 추가하였
다. 따라서 국가별 성장에서 인적자본은 물론, 산업구조 선진화, 즉, 고도화된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할 수
있었다.
상품공간3)에서의 네트워크 산업집중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상품공간
3) 상품공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Hausman and Klinger(20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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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지표는 상품 근접성(proximity)에서 출발한다. 상품 근접성은 상품공
간이라는 네트워크에서 노드(상품) 간의 연결 정도나 거리, 이를 기반으로 한
상품 간 연관성(relatedness)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두 상품  ,  간의 상품 근
접성  는 두 상품  와  간의 전 세계 국가 현시비교우위 지표( )
를 통해 구한 조건부 확률의 최소값이며, 식 (1)과 같이 측정된다.
  

  

    min                             

(1)

여기서  는  가 비교우위가 있는 경우에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의 값을 갖는 변수로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i f      


(2)

상품 근접성 측정치의 합, 즉, 상품경로를 비교대상인 전체 상품의 개수인 
로 나눈 평균값이 네트워크 이론에서의 중심성 지표가 된다(Kali et. al, 2013).



  

    


(3)

상품 중심성 지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품공간에 포함되는 상품의 개수
가 변하더라도 상품공간에서의 근접한 정도 혹은 거리를 나타내는 평균 개념
으로 상품공간 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 준다.
상품 중심성은 상품 수준에서의 지표인 반면, 네트워크 산업집중도는 국가
수준에서의 지표다. 이 지표는 국가별로 생산하는 상품조합 중에서 경쟁력 있
는 상품 또는 산업으로 어느 정도 특화되었는지, 국별 산업구조가 상품공간
Hidalgo et al.(2007), 김대용(2016), 김인무 외(2017), 김대용(2018) 등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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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중심부에 위치하는 산업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선진화되어 있는지

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성장회귀분석에 네트워크 이론을 접목하기 위
해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지표가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하겠다.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는 상품중심성 지표(   )를 국가별로
각각의 상품에 대한 (수출)시장 점유율, 즉, 국가별로 생산하는 모든 상품조합
에 대한 총 수출액 대비 국가별로 각 상품별 수출액 비중에 의해 가중 평균한
값으로 계산된다(Kali et. al., 2013). 동 지표는 국가별로 주어진 경쟁력 있는
상품조합 하에서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잠재적 파급효과(potential spillover
effect)의 수준을 측정한다. 즉, 국가별 산업구조가 상품공간 내 위상구조에서
어느 정도 중심부에 근접하고 있는가, 산업구조 변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네트워크 산업집중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상품공간 내
산업구조 변화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품공간 내 중심부를 차지하는 상품조
합을 갖게 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국형 산업이 주도하는 산업구조
를 갖게 된다. 결국 네트워크 산업집중도는 서비스업을 제외한 부문에서의 산
업구조가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
아의 경우 1998년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값이 0.135였다가 2011년 0.158로 증
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동 국가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
진국형 산업, 즉, 중심부 산업이 약 17.3% 증가(= (0.158-0.135) / 0.135)하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 선진화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상품공간 내 잠
재적 파급효과가 증대되는 형태로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 서비스업을 제외한 부문에 국한된 산업구조 변화를 의미한다.


 








(4)






∈

여기서  는 국가별로 각 상품별 수출액을,  는 국가별로 생산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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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조합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지표를 경제성장
요인 중 하나인 산업구조 선진화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로 채택하였다.4)
본 연구에서 기본 모형으로 설정한 Islam(1995)의 패널 성장회귀모형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하자. 식 (5)에 제시된 국별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
자. 여기서 Y는 생산량, K는 물적 자본, L은 노동, H는 인적자본, A는 기술수
준을 각각 나타낸다. 는 물적자본 집약도, 는 인적자본 집약도를 의미한다.
              

,

    

(5)

MRW(1992)에서 제시된 신고전학파 성장 이론의 일반적인 가정, 균제상태
로의 수렴 조건, 테일러 근사를 통한 선형관계 도출 과정 등을 이용하여 일인
당 생산증가율과 투입요소 간의 성장회귀식을 도출하면 식 (6)과 같다. 여기
서   이고,  와  는 물적, 인적자본 투입률, 은 인구증가율, 는
기술진보율, 는 물적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된다. 식 (6)에서 MRW(1992)에
서 제시한 성장수렴속도를 구하면          이 된다.





ln     ln           ln   
 

        ln   

 

        ln      
 

(6)

      ln           ln         

MRW(1992)의 경우 초기 기술수준인 ln    으로, 상수항인 과 오


4)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지표는 품목별 수출액 비중을 가중치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무역 변수(수
출비중 등)나 개방도 변수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동 지표를 실증분석에서 사용하
는 경우 이러한 변수와의 상관관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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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항 의 합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Islam(1995)은 이러한 가정이 모형 내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
면서 MRW(1992)의 성장회귀식을 식 (7)과 같이 변형하여 제시하였다.


ln          ln           ln   
 
 
 
       ln          ln  
 

(7)

     ln                    

앞서 제시한 성장회귀식은 국별 고정효과를 반영한 식이다. 즉, 식 (7)은 국
가별로 상황이나 여건(기술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 식 (7)은 식 (8)와 같은 동태적 패널 모형의 추정식 형태로 표
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식 (8)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널 모형의 추정 및
검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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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n         ln   
    ln      
       ln       
            

식 (9)는 식 (8)의 동태적 패널 모형에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즉, 산업구조
선진화 변수를 포함하는 추정식이다. 여기서 ln   는 네트워크 산업
집중도를 나타낸다.


         

 






 

  ln            

(9)

본 연구에서는 식 (8)와 (9)의 성장회귀식을 추정하기 위해 (ⅰ) 패널 고정
효과 모형과 IV-패널 고정효과 모형5), (ⅱ) 차분 GMM과 시스템 GMM 모형
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여기서 IV-패널 고정효과 모형은 인적자본이나
산업구조 선진화 변수가 전통적인 솔로우 변수들과의 내생성이나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항을 도구변수로 하는 추정을 실시하
였다. 또한, 동태적 패널 모형의 추정량에 대한 일치성과 효율성 문제를 통제
하기 위해6) Arellano and Bond(1991)의 차분 GMM과 Arellano and Bover
5) 동태적 패널 모형의 경우 우변의 종속변수의 (1차) 자기회귀항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회
귀 모형(pooled OLS)나 임의효과 모형(random effect)의 추정량이 편의를 갖게 된다. 따라서
동태적 패널 모형을 추정할 때 개별효과에 대해 아무런 가정을 하지 않는 고정효과 모형을 다
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종속변수의 초기값과 고정효과(또는 개별효과)가 오차항과 상관
이 없다는 점과 오차항이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 이외에 별도로 가정하는 것이 없게
된다. 참고로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시 개별효과가 소거되면서 시간불변 변수들도 함께 소거되
기 때문에 시간불변 변수들의 계수를 추정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기도 한다(한치록, 2017).
6) 동태적 패널모형의 추정량에 대한 일치성과 효율성 문제와 결부되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패널 단위근이 있는지, 즉 개별 또는 공통 단위근이 있는지에 대해 검정을 실
시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패널 자료의 개별 또는 공통 단위근(individual or
common unit root)이 존재할 경우 시간 차원에서의 비정상 시계열(nonstationary time series)
특성이 회귀모형 추정 시 편의(bias)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패널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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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Blundell and Bond(2000)의 시스템 GMM 추정을 실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성장회귀모형을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추론해 보자. 첫
째, 솔로우 변수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식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물적자본
투입률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이론적으로 양(+)의 부호를 가져야 한다. 그리
고 인구증가율과 균제상태에서의 성장률, 감가상각률의 합에 대한 소득 탄력
성은 음(-)의 부호가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 투입률에 대한 소득 탄
력성은 이론적으로 양(+)의 부호를 가져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상품공간에서의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변수는 각 국가
의 산업구조가 중심부에 편입되어 있는 정도, 즉 산업구조 선진화 또는 고도
화(상품공간에서의 산업구조 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네
트워크 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산업구조 선진화 혹은 고도화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산업집중도와 국별 산업별 생산이나 성장과의 비
례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결국 산업구조 선진화 또는 고도화는 성장률이나 소
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트워크 산업집중도에 대한 소득 탄력성
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갖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하다. 다만 산업구조
선진화 지표는 서비스업을 제외한 부문, 즉 농림어업과 광업, 제조업에 국한
되어 측정되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산업구조가 다변화되어 있거나 제3차 산
업에 속하는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경우에 당초 이론적으로 예측했었던 부
호와 실증분석 결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와 기초통계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Penn World Table 8.0(이하 PWT 8.0)과 UN
Comtrade이다. Penn World Table의 경우 성장 관련 실증연구에서 대표적으
로 활용되고 자료의 신뢰도가 높은 패널 자료이다. 하지만 최근 실증연구에서
는 방법론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패널 자료의 가공 및
표본 추출, 이를 위한 선정기준 검토 등에 대해 제대로 제시되지 않거나 간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한, MRW(1992)에 제시된 표본이나 기준을 그대
로 차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하여 가용한 자료를 재구축하여 실증분석에 적용
결과, 검정방법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단위근 검정결과는 <부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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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PWT 8.0의 자료 및 변수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요인 관련 변
수를 생성하였다. 다만, MRW(1992)에서 제시된 기준을 하되, 자료의 가용성
등을 감안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변수는 유엔
(United Nations, 이하 UN)이 발표하는 UN Comtrade database7)에 수록되었
고, SITC rev.3(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Revision 3)라는
상품코드로 분류된 세 자리 단위(3-digit)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였다.
PWT 8.0 자료는 1960년대 이후 2011년까지 기간의 체제전환국을 제외한 거
의 모든 국가에 대한 성장회계 및 관련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
용한 변수의 가용성이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80년대 이후 자
료를 채택하였다. 표본기간은 1982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의 최근 시점을 기준
으로 하여 30년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그룹의 경우 MRW(1992)에서 제시
되었던 비산유국(Non-Oil, 이하 NONOIL) 경제(109개국), 중간급(Intermediate,
이하 INTER) 경제(83개국), 선진국(Developed, 이하 OECD) 경제(28개국)에
각각 속하는 국가 그룹별로 표본자료를 생성하였다. 다만, MRW(1992)에서
의 표본추출 방식을 채택하되, 일부 자료에 맞도록 기준을 재정립하였다. 첫
째, 비산유국(NONOIL)는 산유국의 기준을 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을 넘는 국가로 한정하였다. 둘째, 중간급 경제(INTER)는 Summer and
Heston(1991)에서 제시된 질적 평가기준 등을 PWT 8.0에 대입하여 추출하였
다. 셋째, 선진국 경제, 즉, OECD 가입국(OECD)는 최근 가입한 국가를 반영
하는 등 표본 그룹을 재조정하였다. 결국, 최종 생성된 패널 자료에서 표본 그
룹별로 속한 국가 목록을 정리한 표는 <표 1>과 같다.
<표 1> 표본 그룹별 국가 목록
표본그룹
(국가 수)
국가명

비산유국 경제(NONOIL)
(109개국)
Australia
Nepal
Turkey
Niger
Gambia, The
Namibia

중간급 경제(INTER)
(83개국)
Australia
Mali
Turkey
Norway
Chile
Laos

선진국 경제(OECD)
(28개국)
Australia
Turkey
Chile
(계속)

7) http://comtrade.un.org/db(접속일 : 201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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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그룹
(국가 수)

비산유국 경제(NONOIL)
(109개국)
Chile
Thailand
Argentina
Sierra Leone
Botswana
Philippines
Ireland
Portugal
Indonesia
Honduras
Tanzania
Guatemala
Germany
Malaysia
Paraguay
Korea, Rep.
Brazil
Finland
Cambodia
Netherlands
Cote d`Ivoire
Albania
Mauritania
Romania
Mauritius
Mali
Bolivia
Burundi
Colombia
Maldives
Panama
Norway
Belgium
Liberia
Jamaica
Laos
Macao
Morocco
United States
Canada
Uruguay
Bangladesh
Greece
Taiwan
Mozambique
France
Italy
Cyprus
Mongolia
Senegal
Belize
Costa Rica
Switzerland
Singapore
Dominican
Zambia
Republic
Barbados
India
China
Hungary
Bulgaria
Sri Lanka
Swaziland
Egypt
Congo, Dem.
Japan
Rep.
Tunisia
Jordan
Austria
Sudan
Kenya
Denmark
South Africa
Israel
Sweden
Peru
Pakistan
Poland
Benin
Central African
Zimbabwe
Republic
Rwanda
Syria
Ghana
Spain
Ecuador
Iceland
New Zealand
Uganda
Vietnam
Lesotho
Cameroon
Mexico
Malawi
Malta
Hong Kong
El Salvador
United Kingdom
Trinidad &
Tobago
Fiji
Bahrain
Luxembourg
Togo

중간급 경제(INTER)
(83개국)
Argentina
Morocco
Botswana
Canada
Ireland
Bangladesh
Indonesia
France
Tanzania
Senegal
Germany
Costa Rica
Paraguay
Singapore
Brazil
Zambia
Cambodia
Bulgaria
Cote d`Ivoire
Swaziland
Mauritius
Congo, Dem.
Bolivia
Rep.
Colombia
Denmark
Panama
Israel
Belgium
Peru
Jamaica
Poland
United States
Syria
Uruguay
Spain
Greece
Italy
Mongolia
Switzerland
Dominican
Republic
India
Hungary
Sri Lanka
Egypt
Japan
Tunisia
Austria
Kenya
South Africa
Sweden
Pakistan
Benin
Zimbabwe
Rwanda
Ecuador
New Zealand
Vietnam
Cameroon
Mexico
Malawi
Hong Kong
El Salvador
United
Kingdom
Trinidad &
Tobago
Nepal
Namibia
Thailand
Sierra Leone
Philippines
Portugal
Honduras
Guatemala
Malaysia
Korea, Rep.
Finland
Netherlands
Albania

주 : MRW(1992)에서 제시된 표본 그룹의 구분 방식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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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경제(OECD)
(28개국)
Ireland
Germany
Belgium
United States
Greece
Italy
Switzerland
Hungary
Japan
Austria
Sweden
New Zealand
Mexico
United Kingdom
Portugal
Korea, Rep.
Finland
Netherlands
Norway
Canada
France
Denmark
Israel
Poland
Spain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PWT 8.0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를
생성하였다. 앞서 살펴본 추정식의 주요변수로는 실질 GDP 기준으로 한 소
득수준(= ), 전체 생산량 대비 투자 비율로 측정된 저축률(= ),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증가율(=), 인구의 평균 교육
연수를 토대로 한 인적자본(축적)지수 (= ), 상품공간에서의 네트워크 산업
집중도 지표(= ) 등이다. 여기서 MRW(1992), Islam(1995) 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는 0.05로 가정하였다. 앞서 제시된 실증분석에서의 주요 변
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1982~2011년, 109개국)
변수
1인당 소득수준
( , 단위: USD)
저축률
(  , 단위: %)
인구증가율
(  , 단위: %)
인적자본지수
(  )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

표본그룹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왜도

첨도

NONOIL

24,068

23,348

14,511

1.014

3.045

INTER

25,448

23,521

16,339

0.963

2.899

OECD

51,448

18,072

52,566

0.220

3.151

NONOIL

20.34

8.89

20.02

0.618

4.103

INTER

20.18

8.56

20.17

0.615

4.553

OECD

24.09

4.90

23.63

0.387

3.247

NONOIL

1.66

1.21

1.61

1.225

10.807

INTER

1.53

1.09

1.49

0.589

5.344

OECD

0.71

0.62

0.55

1.054

4.509

NONOIL

2.295

0.588

2.340

-0.101

2.015

INTER

2.352

0.569

2.388

-0.073

2.080

OECD

2.867

0.366

2.884

-0.506

3.078

NONOIL

0.170

0.026

0.172

-1.333

9.677

INTER

0.171

0.025

0.172

-1.185

9.240

OECD

0.182

0.023

0.183

-0.867

8.097

주 : 1) (   )는 0.05로 가정하고, 모든 국가에 동일한 값을 적용함.
2) 인적자본 지수(Human Capital Index)는 재학년수(Barro and Lee, 2013)와 교육수익률
(Psacharopoulos, 1994)을 이용하여 구함.
3) 네트워크 산업집중도는 상품 중심성을 국가별로 상품에 따라 시장점유율로 가중 평균한
값임(Kali,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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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성장회귀식은 1982년부터 2011년까지 1년 단위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패널 고정효과(FE) 및 IV-패널 고정효과(IV-FE) 모형, 차
분 GMM(DIF-GMM) 및 시스템 GMM(SYS-GMM) 모형으로 각각 추정하
였다. 전 세계 국가를 세 개의 표본 그룹으로 분류하고, 인적자본만 포함한 경
우와 인적자본과 산업구조 선진화 변수를 포함한 경우로 구분하여 추정하였
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변수 제약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변수 제약이 없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첫째, 솔로우 변수인 저축률과 인구증가율 등의 합에 대한 추
정치가 거의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저축률의 경우
선진국 경제 표본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이론적으로 예측했던 부호와
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솔로우 모형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며,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는 실증분석 결과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표 3>의 7～8번
째 열 참조).
둘째,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결과는 신성장이론을 지지하였다. 네트워크 산
업집중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부호를 나타냈다. 다만, 선진
국 경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선진
국 경제를 제외하면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추정치의 크기는 중간급 경제가 비
산유국 경제 표본보다 거의 대부분 크게 나타났다(<표 3>의 10번째 열 참조).
인적자본의 추정치는 모든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부호를 나타
냈다. 여기서 선진국 경제 표본에서의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3>의 9번째 열 참조).
셋째, 고정효과 모형 하에서 네트워크 산업집중도는 베타 성장수렴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 비산유국 경제의 베타 성장수렴 속도는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 6.94, 6.99%의 수치를 나타냈다. 동 수치는 네트워
크 산업집중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6.86, 6.89%)에 비해 성장수렴 속도가
약 0.08, 0.10% 증가한 것이다. 중간급 경제의 베타 성장수렴 속도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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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중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 6.49, 6.52%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
수렴 속도는 네트워크 산업집중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6.27, 6.34%)에 비해
약 0.22, 0.12% 증가한 수치이다(<표 3>의 11번째 열 참조).
<표 3> 패널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조건부 성장수렴가설 검증(OLS, IV-2SLS 추정)
종속변수: 1인당 GDP의 로그값 ln   , 1982-2011년 패널자료
표본그룹

NONOIL (109)
(1)

모형

(2)
IV
-FE

FE

INTER (83)
(3)
IV
-FE

FE

FE

OECD(28)
(4)

IV
-FE

FE

(5)
IV
-FE

FE

(6)
IV
-FE

FE

IV
-FE

제약이 없는 경우(Unrestricted)
ln    

0.933*** 0.933*** 0.933*** 0.933*** 0.937*** 0.937*** 0.939*** 0.939*** 0.946*** 0.948*** 0.948*** 0.946***
(0.006) (0.006) (0.006) (0.006) (0.936) (0.007) (0.007) (0.007) (0.008) (0.008) (0.008) (0.008)

ln  

-0.001 -0.001 -0.004 -0.003 -0.006 -0.006 -0.010** -0.009* 0.017** 0.017** 0.016** 0.016**
(0.004) (0.004) (0.004) (0.004) (0.005) (0.005) (0.005) (0.005) (0.008) (0.008) (0.008) (0.008)

ln     

0.022 0.021 0.025* 0.025* -0.011 -0.012 -0.005 -0.006 -0.033 -0.033 -0.031 -0.033
(0.014) (0.014) (0.014) (0.014) (0.018) (0.018) (0.018) (0.018) (0.023) (0.023) (0.024) (0.024)

ln  

0.110*** 0.106*** 0.093*** 0.097*** 0.079*** 0.076*** 0.067*** 0.070*** 0.114*** 0.106*** 0.109*** 0.113***
(0.020) (0.020) (0.020) (0.020) (0.022) (0.023) (0.023) (0.023) (0.026) (0.026) (0.026) (0.026)
0.112*** 0.085**
(0.031) (0.038)

ln    

내재적 

0.142*** 0.101**
(0.036) (0.044)

0.050 0.013
(0.043) (0.051)

0.0699 0.0694 0.0686 0.0689 0.0652 0.0649 0.0627 0.0634 0.0556 0.0538 0.0532 0.0550

제약이 있는 경우 (Restricted)
ln    

0.939 0.939 0.940 0.940*** 0.940*** 0.939*** 0.942*** 0.941*** 0.957*** 0.957*** 0.959*** 0.958***
(0.006) (0.006) (0.006) (0.006)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ln   －
ln     

0.0004
0.002
-0.002 -0.001 -0.005 -0.007 -0.009* -0.008 0.013* 0.014* 0.012 0.013
(0.004) (0.0042 (0.004) (0.004) (0.005) (0.005) (0.005) (0.005) (0.008) (0.008) (0.008) (0.008)
)

ln   －
ln     

0.028*** 0.034*** 0.020* 0.021* 0.043*** 0.054*** 0.036*** 0.038*** 0.062*** 0.059*** 0.058*** 0.060***
(0.010) (0.011) (0.010) (0.011) (0.012) (0.013) (0.012) (0.012) (0.017) (0.018) (0.017) (0.017)

ln    

***

***

***

0.134*** 0.114***
(0.030) (0.037)

0.146*** 0.108**
(0.036) (0.044)

0.060 0.026
(0.043) (0.051)

내재적 

0.0628 0.0633 0.0623 0.0624 0.0618 0.0628 0.0598 0.0603 0.0444 0.0438 0.0421

내재적 

0.0257 0.0080 -0.0276 -0.0012 -0.0897 -0.1344 -0.1806 -0.1547 0.2363 0.2419 0.2323 0.2346

관측 수

3,270

2,490

0.434

840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 *** 는 각각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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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베타 성장수렴 속도는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에 5.32, 6.99%,
IV-고정효과 모형을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경우에 5.38, 6.94%로 나타
났다.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결과에 비해 IV-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결과에서의
성장수렴 속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3>의 11번째 열 참조). 이러한 추정결과
는 기존 성장수렴 가설과 관련된 선행연구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패널 GMM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변수 제약이 없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첫째, 솔로우 변수인 저축률과 인구증가율 등의 합이라는 두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는 패널 고정효과 및 IV-고정효과 모형과 비슷하였다.
다만, 저축률의 경우 선진국 경제 표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솔로우 모형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기존 선행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4>의 7～8번째 열 참조).
둘째, GMM 모형의 추정결과의 경우에도 신성장이론을 지지하였다. 네트워
크 산업집중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부호를 나타냈으나, 선진
국 경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선진
국 경제를 제외하면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추정치의 경우, 비산유국 경제에 비
해 중간급 경제에서의 수치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고정효과 모형에서
의 추정결과와 동일하다(<표 4>의 10번째 열 참조). 인적자본의 추정치는 거
의 모든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부호를 나타냈다(<표 4>의 9번
째 열 참조). 네트워크 산업집중도와 인적자본의 경우 GMM 추정값이 고정효
과 모형의 추정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셋째, GMM 추정 시에도 네트워크 산업집중도는 베타 성장수렴 속도에 영
향을 미쳤다. 비산유국 경제의 베타 성장수렴 속도는 네트워크 산업집중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 0.87, 18.05%의 수치를 나타냈다. 동 수치는 네트워크
산업집중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0.94, 18.24%)에 비해 성장수렴 속도가 오
히려 0.07, 0.19% 감소하였다. 반면, 중간급 경제의 베타 성장수렴 속도는 네
트워크 산업집중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 2.26, 16.63%로 나타났다. 이러
한 성장수렴 속도는 네트워크 산업집중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1.99,
15.76%)에 비해 0.27, 0.87% 증가한 수치이다. 앞서 살펴본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결과와는 달리 추정방법에 따라 성장수렴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20

산업연구 ｜ 2019년 제3권 제1호

나타났다(<표 4>의 11번째 열 참조).
넷째, 베타 성장수렴 속도는 차분 GMM(DIF-GMM) 추정 시 8.90～18.24%,
시스템 GMM(SYS-GMM) 추정 시 0.87～5.31%로 나타났다. 시스템 GMM의
추정결과에 비해 차분 GMM의 추정결과에서의 성장수렴 속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표 4>의 11번째 열 참조).
<표 4> 패널 GMM 추정결과: 조건부 성장수렴가설 검증(차분, 시스템 GMM 추정)
종속변수: 1인당 GDP의 로그값 ln   , 1982-2011년 패널자료
표본그룹

NONOIL (109)
(1)

모형

(2)

INTER (83)
(3)

OECD(28)
(4)

(5)

(6)

DIF SYS DIF SYS DIF SYS DIF SYS DIF SYS DIF SYS
-GMM -GMM -GMM -GMM -GMM -GMM -GMM -GMM -GMM -GMM -GMM -GMM
제약이 없는 경우(Unrestricted)
***

***

ln    

0.833 0.991 0.835 0.991*** 0.854*** 0.980*** 0.847*** 0.989*** 0.912*** 0.948*** 0.915*** 0.950***
(0.037) (0.015) (0.037) (0.015) (0.038) (0.007) (0.038) (0.006) (0.015) (0.008) (0.015) (0.008)

ln  

-0.001 0.011 -0.003 0.008 -0.004 -0.001 -0.013 0.004 0.008 0.020 0.006 0.015
(0.022) (0.019) (0.023) (0.003) (0.028) (0.025) (0.029) (0.003) (0.024) (0.018) (0.024) (0.019)

ln     

-0.015 -0.016 -0.013 -0.017 -0.028 -0.066** -0.027 -0.032*** -0.077 -0.137*** -0.076 -0.126***
(0.094) (0.064) (0.095) (0.010) (0.051) (0.027) (0.052) (0.012) (0.049) (0.030) (0.048) (0.029)

ln  

0.277*** 0.068* 0.243** 0.030 0.219** 0.069 0.196** 0.020* 0.216*** 0.121*** 0.209*** 0.119***
(0.094) (0.038) (0.096) (0.038) (0.087) (0.056) (0.009) (0.011) (0.056) (0.028) (0.056) (0.030)
0.202*** 0.240***
(0.069) (0.061)

ln    

내재적 

***

0.391*** 0.060*
(0.074) (0.031)

0.088 0.156
(0.103) (0.103)

0.1824 0.0094 0.1805 0.0087 0.1576 0.0199 0.1663 0.0226 0.0926 0.0531 0.0890 0.0509

제약이 있는 경우 (Restricted)
ln    

0.876 0.990 0.871 0.991*** 0.875*** 0.980*** 0.863*** 0.979*** 0.935*** 0.949*** 0.938*** 0.951***
(0.026) (0.015) (0.026) (0.015) (0.034) (0.008) (0.034) (0.008) (0.015) (0.009) (0.015) (0.009)

ln   －
ln     

0.004 0.008 0.0001 0.007 0.001 -0.001 -0.009 -0.007 0.007 0.020 0.005 0.015
(0.022) (0.018) (0.022) (0.018) (0.026) (0.025) (0.027) (0.024) (0.024) (0.015) (0.024) (0.016)

ln   －
ln     

0.112** 0.028 0.097** 0.016 0.114*** 0.068 0.109*** 0.064 0.118*** 0.117*** 0.116*** 0.113***
(0.050) (0.052) (0.049) (0.052) (0.042) (0.046) (0.040) (0.045) (0.042) (0.031) (0.041) (0.029)

ln    

***

***

***

0.255*** 0.253***
(0.073) (0.080)

0.409*** 0.362***
(0.074) (0.074)

0.099 0.145
(0.106) (0.110)

내재적 

0.1323 0.0102 0.1384 0.0090 0.1339 0.0203 0.1472 0.0208 0.0668 0.0525 0.0644 0.0503

내재적 

0.0348 0.4358 0.0019 0.4277 0.0077 -0.0451 -0.0675 -0.5347 0.0972 0.2766 0.0740 0.2282

관측 수

3,161

2,407

812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 *** 는 각각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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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상품공간에서의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즉, 산업구조 선진화라는
성장요인을 고려하여 확장된 성장회귀모형을 분석하였다. 저축률이나 인구증
가율 등의 전통적 솔로우 변수과 인적자본, 네트워크 산업집중도 등의 제3의
성장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모형 하에서
경제발전론에서 제기된 중요한 가설 중 하나인 조건부 성장수렴 하에서의 베
타 성장수렴 가설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공간에
서의 네트워크 산업집중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양(+)의 부호를 갖는 탄력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다. 즉, 네트
워크 산업집중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베타 성장수렴 가설 검정과 관련된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산유국, 중간급 경제, 선진국 경제 등 세 개의 표본별
로 베타 성장수렴 속도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베타 성장수렴 속도에 있어
서 표본 그룹에 따른 국가 그룹 간 이질성이 존재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산업
집중도가 베타 성장수렴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 산업집중도를 고려한 경우 대부분 베타 성장수렴 속도가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산업구조 선진화는
경제성장이나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선진국
보다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국가는 상품공간에서 네트워크 산업집중도의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성장 및 산업발
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품공간에서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성하는 상품 조
합을 살펴봄으로써 세계 시장의 흐름에 순응해야 하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거나 잠재적 파급효과가 큰 신상품 개발이
나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결국, 네트워크 산업집중도의 변화, 즉 산업구조 선
진화 또는 고도화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 파급효과가 큰 신상품 개발이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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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등을 통해 경제성장이나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으로 상품공간의 중요성과 신성장이론
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며, 국제분업체제에 순응하면서 고도화된 품목의 생산
을 집중하거나 수출을 지향하는 산업구조 선진화가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긍정적이고 유효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진전되는 모습은 산업구조의 양태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고 다층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연관관계를 제고함으로써 부문 간 연계효과를 극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오영석 외,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구
조의 변화의 양태를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해 줄 뿐만 아
니라 부문 간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산업구조 변화가 경
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진국과 개도국 및 후진국 간의 소득 격차가 각각의
대륙별 혹은 그룹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대륙별
또는 그룹별 소득 격차나 경제 성장이 산업구조 변화의 동태적 경로와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는지, 이러한 관계는 각 대륙별 또는 그룹별로 고유한 특성이나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추정 및 검정 방법에 입각한 실
증분석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경제성장이나 산업, 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네트워크 산업집중도를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하여 전체적인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시도별 혹은 기업 레벨에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상
품공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등의 후속연구가 이
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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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패널 단위근 검정결과 : 1인당 GDP(1982~2011년, 비산유국 경제: 109개국)
통계량

p값

단위근
존재여부

12.085

1.0000

○

횡단면 평균을 고려한 경우

***

-3.721

0.0001

×

횡단면 평균과 추세를 고려

-1.854**

0.0319

×

상수항 없는 경우

14.516

1.0000

○

횡단면 평균을 고려한 경우

7.152

1.0000

○

횡단면 평균과 추세를 고려

5.688

1.0000

○

횡단면 평균을 고려한 경우

3.083

구분
상수항 없는 경우
LLC 검정
공통
단위근
Breitung 검정

IPS 검정

개별
단위근

ADF-Fisher
검정

0.9990

○

횡단면 평균과 추세를 고려

*

-1.608

0.0539

×

상수항 없는 경우

1.568*

0.0584

×

횡단면 평균을 고려한 경우

1.126

0.1300

○

횡단면 평균과 추세를 고려

-4.100

1.0000

○

***

0.0066

×

*

1.439

0.0750

×

-2.450

0.9929

○

상수항 없는 경우
PP-Fisher

횡단면 평균을 고려한 경우
횡단면 평균과 추세를 고려

2.477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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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dustrial Structure Change and Economic
Growth under Testing for the Growth Convergence
Hypothesis in Product Space

Daeyong Kim

*

This paper analyze the augmented solow-type model including the
traditional slow-type variable (capital, labor), human capital index, network
industrial centrality measure in product space using a dynamic panel
regression with fixed effects. In addition, we test for the growth
convergence hypothesis under this augmented solow-type model. Especially,
the solow-type growth model is further augmented and estimated to
include the network industrial centrality in addition to proxy for structure
transformation in product space, i.e., industrial structure advancement in
manufacturing sector.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 dynamic panel
model with fixed effect and estimated by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illustrates that the estimated elasticity of network industrial centrality
measure in product space is significantly positive in almost all of the model
specifications as theoretically expected and have a effect on the 
-convergence rate in a different manner. Also, with these results, we
carefully predict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advancement in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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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has more significantly and effectively effects on economic growth
and supports the product space and new growth theory.
Key words : Product Space, Industrial Structure,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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