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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시계열자료로부터 천연가
스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의 단기동학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외환보유액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년의 시차가 사용되어 질
때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됨을 의미하며 두 변수(천연가스 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에 단기균형뿐만 아니라 장기균형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상호관계를
검정한 결과, 한국에서의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에는 상호관계의 개연성이 존재함을 발견하였
다. 연간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시계열모수를 추정한 결과, 천연가스수입에 대한 외환보유액의 효과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역으로 외환보유액에 대한 천연가스수입의 효과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탄력성을 산출한 결과 천연가스 수입의 외환보유액 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외환보유액의 천연가스수입 탄력성은 탄력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천연가스수입이 외환보유액
에 민감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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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세계에너지소비에서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천연가스)소비의 중요성은 점증
하고 있다(Cohen, et al., 2011; Vivoda, 2013). 선행연구들은 주로 석유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중 천연가스에 대해 분석한다. 천연가스소비는 실질국민소득 및 실질가격과
비례한다.
2010년 한국의 천연가스소비는 2009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천연가스소비량은 관측대상 64개국 중 21위를 차지하였
다. 천연가스공급기반이 취약한 한국은 천연가스 소비의 증가로 인해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데(한국은행, 2013; 강윤영 외, 2012) 천연가스 수입공급의 확대로 초과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천연가스수입은 2009년에 25,847(천)톤이었으나 2010년에 32,466(천)톤으로 2009년 대비 25.6%
증가하였다(안상욱, 2014). 특히 천연가스수입 중 산업용 및 발전용 수입의 비율은 77%를 차지하고
있다.1)
Akal(2006)은 천연가스를 포함한 수입된 중간원자재의 공급은 수출을 증가시킴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50년부터 2004년까지 터키의 연간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중간원자재수입과 수출
의 상호관계(inter-relationship)를 검정한 결과 중간원자재의 수입이 총수출에 대해 분석대상 전기
간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한다. 특히 1980년부터 2004년까지의 수출주도산업시기에는
그 크기가 더욱 높게 나타남을 발견한다. 이는 수출주도생산을 위한 중간투자재의 공급측 효과를
시사한다.
Erkan 등(2010)도 1970년부터 2006년까지 터키의 자료를 사용하여 Granger 인과관계검정을 통
해 에너지소비가 수출의 원인이 아니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에너지소비가 수출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공적분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생산과정의 요소로서 에너
지 수요는 장기적으로 수출에 기여함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의 증가는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킨다. Yang(2008)은 수출확대는 더욱 많은 외환보유액을 축적
시킨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Wyplosz(2007)는 2006년 말 동아시아국가들(ASEAN 7개국과 중국
및 한국)은 공격적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으로 인해 1조5천억 미국달러(이하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
액을 축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천연가스수입으로부터 외환보유액으로 가는 인과관계의 개연
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천연가스수입과 국내소비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0.998로
두 변수사이의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형모형을 사용하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천연가스 소비의 단순회귀분석결과 천연가스 소비에 대한 계수의 값은 1.013(t값은 72.357)으로 추정되었다. 이
는 천연가스수입은 대부분 국내소비용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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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11월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2,902억 달러로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에 이어 6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정책과 일본의 아베노믹스(양적완화) 추진으로 각국의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외화유동성공급의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변동환율제
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대외채무
구조를 개선하고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확보하여 경제의 대외강건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김명환 등(2008)은 외환보유를 자원안보요건의 하나로 규정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외환
보유액의 일부를 전략용 비축유 구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의존도가 급증하
면서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천연가스 의존도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천연가스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해야 한다. 정대선․정진영(2010)이
제시한 산출기준을 적용하면 3,800억 달러가 적정 외환보유액이라고 할 수 있다.
Sadorsky(2011)가 1980년부터 2007년까지 8개 중동지역 국가들을 관측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수출이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상최소자승법(OLS)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국민
1인당 수출이 1% 증가하면 에너지소비는 0.12%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t 값은 6.78). 또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 수출에서 에너지소비로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Mahadevan와 Asafu-Adjaye(2007)는 1971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7개 에너지수입개
발도상국가들과 7개 에너지수출 개발도상국가들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연간 국민 1인당 에너지소비
증가율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에너지수입 개발도상국가들의 연간 1인당 에너지소비증가율의 평균은
2.83%로 나타난 반면에, 에너지수출 개발도상국가들의 연간 1인당 에너지소비증가율의 평균은 2.68%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 인디아 등 동남아시아 에너지수입국가들의 경우 4.56%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수입국가들의 경우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 에너지소비로부터 에너지
가격으로 가는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면 에너지수입도 증가하
며 결국 에너지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아시아 5개국(인디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의 1973년 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Arize와 Malindretos(2012)는 외환보유액의
수준이 증가할 때 수입수요는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천연가스수입에 대한 외환보유액으로부터
천연가스수입으로 가는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의 상호관계
(inter-relationship)를 검정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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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의 상호관계를 검정
하고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발전시킨다. 제3장에서
는 실증적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의 출처와 변수들의 정의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두 변수 사이의
상호관계의 방향을 검정하기 위해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 결과와 시계열자료에 의한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결언과 함께 정책적 시사
점을 제공한다.

2. 분석의 틀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의 상호관계의 존재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있다. 두 변수 사이의 상호관계 검정에 앞서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을 통해 자료의 시계열적
특성을 분석하고 두 변수 사이의 상호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천연
가스수입에 대한 외환보유액과 외환보유액에 대한 천연가스수입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한다.

1) 오차수정모형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의 안정성(stationary)을 검정하고 불안정성이 확인되면 공적분
(co-integration)의 관계가 있는지를 검정한다. 검정결과 공적분이 존재하면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
유액 사이의 단기동학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오차수정모형(ECM)을 상정한다(Glasure
& Lee, 1998; Wooldridge, 2000; Romero, 2005; Schryder & Peersman,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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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정식(1)과 (2)를 통해서 Granger와 Stock-Watson 인과성을 검정할 수 있다(Wooldridge, 2000; 임예진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Glasure & Lee와 Romero 및 Schryder & Peersman의 추정결과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난 통제변수들을 선정하여 국가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재추정한다. 본 연구와 상기 선행연구들의 추정
결과는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표 10>과 <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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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는 차변변수를 나타내고 St-1은 오차수정항을 나타낸다. 방정식의 모수는 1986년부터 2010년
기간의 연간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시계열 자료는 25년치에 불과하므로
최적 시차수를 4로 한다; p=4(임예진 외, 2004).

2) 시계열분석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의 상호관계의 존재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수입방정
식에 국민 1인당 실질요소비용국민소득(이하 실질소득), 천연가스 실질소비자가격, 무연보통휘발유
실질소비자가격, 실질대미환율, 국민 1인당 실질자본 그리고 국민 1인당 실질정부지출을 제어변수로
포함시키고, 외환보유액방정식에 국민 1인당 소득, 국민 1인당 실질경상수지, 실질대미환율, 국민 1인
당 실질정부지출 그리고 국민 1인당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를 제어변수로 모형에 포함시킨 후 다음
과 같은 구조방정식을 설정한다.
                     

                  

Mlng는 인구 1,000명당 천연가스 수입량을 나타낸다(이하 천연가스수입). FR은 미달러표시 국민
1인당 실질외환보유액(이하 외환보유액)을 나타내며, FCY는 경제성장을 대용하는 국민 1인당 실질
소득을 나타낸다. Plng와 Poil은 각각 천연가스 실질소비자가격과 무연보통휘발유의 실질소비자가격
을 나타낸다. e는 실질대미환율을 나타낸다. K는 자본을 나타낸다.
자본에 관한 자료는 감가상각에 대한 자의적인 가정을 토대로 하고 기준주식(benchmark stock)에
대한 부적절한 측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인적자본(교육과 건강)
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Barro & Sala-i-Martin, 2001).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수입함수에서 국민 1인당 실질국내민간투자(이하 민간투자)를
자본의 대용변수로 한다(Alfonso & Hammel, 2007; Haavelmo, 1960; Bloom, et al., 2004; 조장옥
외, 2001). CA는 국민 1인당 실질경상수지(이하 경상수지)를, GEXP는 국민 1인당 실질정부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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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정부지출)을, FDI는 국민 1인당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이하 외국인직접투자)를 나타낸다.
구조방정식(3)과 (4)는 인식되어 졌음을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유도형 방정식(reduced-form
equation)을 도출한다.
                       

V는 천연가스수입을 나타내는 Mlng와 외환보유액을 나타내는 FR의 행백터(row vector)를 나타
낸다.


  ＝＋ × 



식(6)은 무연보통휘발유의 실질소비자가격은 천연가스수입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외환보유액의 증
대를 거쳐 간접적으로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3. 자 료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의 상호관계를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실
증적으로 분석한다. 천연가스수입과 소비는 단위를 톤으로 통일하여 표시한다. 국민 1인당 실질외환
보유액은 GDP deflator(2005=100)를 사용하여 실질가치로 변환하였다(Glasure & Lee, 1998). 단
위는 미국달러이다. 본 연구를 위해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정의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정리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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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들의 정의와 출처
변수들의 정의

평균

최대값

(출처)

(표준편차)

(최소값)

270.885
(195.302)

639.850
(2.848)

20.875
(19.937)

59.010
(1.930)

2092393.6
(691331.16)

3502223.7
(1428403.6)

4)
Plng =천연가스 실질소비자가격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493.331
(246.772)

930.048
(4.317)

5)
Poil =무연보통휘발유 실질소비자가격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1417.560
(316.437)

1790.146
(860.966)

e6)=실질 대미환율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1506.551
(337.377)

2450.431
(1028.947)

4245.922
(1136.614)

5852.676
(1812.498)

247.177
(370.903)

1285.199
(-405.939)

174137.700
(170403.300)

571970.000
(9082.198)

261.684
(176.535)

542.004
(38.731)

67.519
(20.078)

100.000
(35.153)

12)
POP =인구(KOSIS)

45819.817
(2548.873)

49410.00
(41213.70)

GEXP13)=국민 1인당 실질정부지출
(통합재정통계)

3242.128
(1371.962)

5618.585
(1098.921)

1)

Mlng =인구 1,000명당 천연가스수입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2)
FR =국민 1인당 실질외환보유액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FCY3)=국민 1인당 실질요소비용국민소득
(KOSIS)

7)
K =국민 1인당 실질민간투자액
(KOSIS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8)
CA =국민 1인당 실질경상수지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FDI9)=국민 1인당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0)
Clng =국민 1,000명당 천연가스소비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11)
CPI =GDP deflator(KOSIS)

주 1), 10). 단위: 톤
2), 6). 단위: 달러
3). 단위: 십원
3
3
4). 단위: 원/m . 1,000liter=m
5). 단위: 원/liter
7), 8), 9), 13). 단위: 천원
11). 단위: 100(2010=100)
12). 단위: 천명
자료: 1), 4), 5), 6), 10). 에너지경제연구원
3), 11), 12). 통계청.
7). 각각 통계청 및 한국은행
2), 8), 9). 한국은행
13). 기획재정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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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와 독립변수들에 대한 정규성 검정결과를 <표 2>에 제시한
다. Kolmogorov-Smirnov 검정결과와 왜도를 추정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정규분포에 근사함을 알
수 있다(Black, 2001). 또한 연(run)검정 결과 모든 변수에서 연속적인 관측치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류근관, 2010).
<표 2> 로버스트성 검사: 정규성 검정
정규성 검정
변수

연검정2)
(z 값)

K-S
(z 값)1)

왜도
(Skewness)

Mlng

H0 채택
(0.641)

0.269

H0 기각
(3.675)

FR

H0 채택
(1.160)

0.730

H0 기각
(4.494)

FCY

H0 채택
(1.113)

1.048

H0 기각
(3.675)

Plng

H0 채택
(0.972)

-0.812

H0 기각
(2.296)

Poil

H0 기각
(1.293)

-0.523

H0 기각
(4.085)

e

H0 채택
(0.631)

1.088

H0 기각
(3.675)

K

H0 채택
(0.606)

-0.631

H0 기각
(2.857)

CA

H0 채택
(0.843)

0.887

H0 채택
(2.038)

FDI

H0 채택
(0.138)

1.401

H0 기각
(2.857)

Clng

H0 채택
(0.435)

0.211

H0 기각
(3.412)

CPI

H0 채택
(0.606)

-0.098

H0 기각
(4.494)

POP

H0 채택
(0.625)

-0.378

H0 기각
(4.494)

GEXP

H0 채택
(0.569)

0.024

H0 기각
(4.494)

주 1). Kolmogorov-Smirnov 검정결과임. 귀무가설(H0): 정규분포. 가설검정에서 유의수준은 5%임. 양측검정 결과임.
“H0 채택”은 “H0 기각할 수 없음"을 의미함.
주 2). H0: 연속적인 관측치들의 무작위 추출. 중위수 기준. 가설검정에서 유의수준은 5%임. 절대 값임.

천연가스 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의 상호관계 ▪

11

외환보유액, 소득, 천연가스 소비자가격, 무연보통휘발유 소비자가격, 환율, 민간투자, 경상수지 그
리고 정부지출은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를 사용하여 실질가치로 변환하였다. 한편 제한된 25년
기간의 자료는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의 상호관계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완전히 평가하기에
는 관측치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회귀계수의 추정된 t 통계량은 종속변수의 편차를 설명함에
있어 설명변수의 역할에 대한 반드시 좋은 지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제한된 설명
변수의 수와 함께 양측검정 시 유의수준도 10%까지 높게 조정하였다(Leamer, 1978).
수집된 자료들을 SPSS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는 ‘평균적
으로(on average)'와 ‘여타 조건 일정불변 시(ceteris paribus)’의 용어가 항상 적용된다.

4. 추정결과
본 장에서는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정한다. 제1절에서는 공적분 존재로부터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제2
절에서는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시계열모수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
한다.

1) 오차수정모형 추정 결과
본 절에서는 천연가스수입(Mlng)과 국민 1인당 실질외환보유액(FR)의 안정성(stationarity)을
검정하고 불안정성이 확인되면 공적분(co-integration)의 관계가 있는지를 검정한다. 검정결과 공적분
이 존재하면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다.
먼저 단위근과 공적분을 검정하는데 있어서 유의수준을 10%로 하였다. 이 임계치는 본 연구와 같이
적은 수의 표본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다(Leamer, 1978; Yoo & Kwak, 2004).

(1) 안정성 검정과 공적분
각 시계열자료의 수준변수(natural log-levels)와 1차 차분변수(first-differences)의 안정성(stationarity)
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모형을 각각 OLS를 사용하여 추정한다.


∆        

 ∆





    Ɛ



∆         

  ∆





    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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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공적분 회귀방정식(cointegrating regression)을 OLS로 추정한다.


∆     

  ∆Ɛ





    



1)

<표 3> 1계 차분된 자료의 단위근 검정결과: ADF검정
변수

τ(α2, β2, γ2 및 δ2)

F

t

Mlng

-4.122*

11.816***

-4.120*

FR

-2.043*

6.462***

-2.050*

τ의 임계치
(표본크기=25)
양측검정 시 유의수준 α=10%일 때
-3.240과 -1.140

주 1). ***, ** 및 *는 양측검정 결과 각각 0.01, 0.05 및 0.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H0(귀무가 설): α0=α1=α2=0.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단위근 존재. τ=s(est(γ))/s(est(γ))임. s(est(γ))은 est(γ)의 표준오차임. 검정통계량
은 비표준적 분포를 따르는 τ비율임. 검정과정은 이종원 (1997) 참조. 1차차분한 자료(P=1)에 대하여 ADF
검정을 실시해 본 결과 Mlng와 FR은 α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단위근 현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은 ADF 검정법을 이용한 단위근 검정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검정결과 Mlng와 FR은 귀무
가설이 기각되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다.
공적분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는 두 개의 개별적인 불안정적 시계열의 선형결합이 안정적인지
여부를 검정하는 것이다. Mlng와 FR시계열에 대한 공적분 검정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관례
에 따라, 공적분 검정에서 공적분 방정식에 상수항과 시간추세항을 포함시켜 ADF 검정을 실시하였다.
1)

<표 4> 공적분 검정: ADF 검정
추정식

ADF(τ)

F

t

τ의 임계치
(표본의 크기=50)

        
        

4.649*

34.426***

4.641*

변수의 수 5일 때 유의수준
α=1%에서 4.80,

        
     

4.299*

31.067***

4.315*

α=10%에서 3.85.
단측검정 시행

주 1). <표 3>의 주 1) 참조. H0:γ=0.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공적분 존재. 검정결과 모든 모 형에서 공적분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천연가스수입은 국민 1인당 실질외환 보유액에 의해 잘 대변되고 있으며 역으로
국민 1인당 실질외환보유액은 천연가스수입에 의해 잘 대변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음. 이로부터 오차수정모형
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검정 과정은 이종원(1997) 참조.

검정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Mlng와 FR 사이에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과 외환보유액은 서로 공적분되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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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두 변수간에 장기적 관계(long-run relationship)가 성립함을 의미하며, 적어도 한 방향으
로의 인과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시계열 변수가 불안정적이고 이것들의 선형결합이
안정적이므로 표준적인 인과성 검정뿐만 아니라 방정식(1)과 (2)에 제시되어 있는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인과성 여부를 검정해야 한다.
공적분 검정결과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입과 국민 1인당 실질외환보유액은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오차수정모형을 구성하고 개별 계수를 구할 수 있다.

(2) 오차수정모형 추정 결과
1)

<표 5> 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
방정식

방정식
St-1(t 값)

F(6,16)

R2

D.W.

(1)

-0.534(1.392)

2.842**

0.516

1.834

(2)

-0.398(1.784)*

5.794***

0.685

2.400

주 1). <표 3>의 주 1) 참조. D.W.통계량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α=1%에서 자기회귀잔차항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

<표 5>는 천연가스 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에 상호관계 존재여부를 검정하기 위한 오차수정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천연가스 수입을 종속변수로 한 방정식(1)의 경우 오차수정항의 계수값은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1년의 시차가 사용되어 질 때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
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료수집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외환보유액을 종
속변수로 한 방정식(2)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년의 시차가
사용되어질 때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됨을 의미하며 두 변수(천연가스 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에 장기균형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F 통계량으로부터 외환보유액은 천연가스 수입에 인과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α=5%에서 기각되어 추정된 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천연가스 수입은

외환보유액에 인과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은 유의수준 α=1%에서 기각됨을 보여주고 있다.3)

3) Glasure & Lee(1997)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표
준적인 Granger-인과성 검정 기법을 적용할 때는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하였더니
상호관계가 발견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표준적인 Granger-인과성 검정기법이 아닌 오차수정모형에 근거한 인과성
검정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Granger와 Stock-Watson 인과관계 검정
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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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계열자료 분석 결과
<표 6>에서 3개의 변수들(FCY, FR, K)의 각각과 국민 1인당 실질정부지출(GEXP)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 추정값은 매우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GEXP변수는 천연가스수입방정식(1)과 국민 1인당 실질외환보유액방정식(2)에서 제외한다.
1)

<표 6> 변수들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 추정
FCY/GEXP

FR/GEXP

K/GEXP

K/FCY

FR/FCY

-0.905
(0.000)***

0.913
(0.000)***

0.839
(0.000)***

-0.832
(0.000)***

-0.698
(0.000)***

주 1). ( )안의 숫자는 p 값임. ***는 양측검정 결과 상관은 0.01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상호관계를 검정한 결과, 한국에서의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에 상
호관계가 존재함이 발견되었다. 검정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수입에 대한 외환보유액
과 역으로 외환보유액에 대한 천연가스수입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도
한다. 여타 조건 일정불변 시 평균탄력성(ceteris paribus mean elasticity)을 산출하기 위하여 선형모
형을 추정한 결과를 <표 10>과 <표 11>에 제시한다.
2

2

2

선형모형에 대한 조정된 다중결정계수(Adjusted R : Adj. R )의 값이 양측대수모형의 Adj. R 의 값보
다 높으면 선형모형이 양측대수모형보다 우월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Gupta 외, 2001). <표 7>의
2

둘째 열(column)과 셋째 열에서 선형모형의 Adj. R 의 값이 높게 나타나 선형모형을 선택한다.
2

1)

<표 7> 선형 대 양측대수모형의 Adj. R 의 값: OLS 추정
방정식

양측대수모형(H1)

선형모형(H0)

검정결과

(1)

0.626

0.980

H0 기각할 수 없음

(2)

0.913

0.949

H0 기각할 수 없음

주 1). H0: 선형모형이 양측대수모형보다 우월함; 대립가설(H1): 양측대수모형이 선형모형보다 우월 함. H0 기각은
H1 채택을 의미함. 일부 lnCA의 값은 1보다 작다. 따라서 양측대수모형의 Adj.R2의 값은 제1계테일러급수근사치
(The first order Taylor series approximation)에 준해 서 산출한다; ln(1+CA-1)≈ln(CA)≈CA-1.

본 연구에서는 주요 목표의 하나인 내생화 검정을 수행한다. 내생화검정은 OLS기법을 사용하는
회귀방정식에 유도형방정식으로부터 추정한 내생화의 가능성이 있는 변수의 예측치를 추가함으로써
실행된다(Dowrick, 1993). 각 방정식의 결합유의성에 대한 F통계량과 t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크다면
내생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변수들 사이에 내생화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표 8>에 제시한 회귀분석 결과는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의 내생화에 대한 강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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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보여준다.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은 상호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 변수의 증가는 다른 두 변수의 증가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천연가
스수입은 무연보통휘발유의 실질소비자가격이 오르면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외환보유액의
증가로 간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상호관계 검정결과와
일치한다.
1)

<표 8>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의 내생화 검정: OLS
방정식

내생화검정

외생화검정

비고

F-통계량

t-통계량

SEE

(1)

(1,16)=174.660***

7.826***

12.335

H0 기각

(2)

(1,17)= 96.583***

5.447***

2.398

H0 기각

주 1). ***, **, 및 *은 양측검정 결과 유의수준 α=1%, 5%, 및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F-통계량은 결합F검정(joint
F test)임. 검정과정은 Dowrick(1993) 참조. t-통계량은 내생화가 의심되는 변수의 잔차항(residual)의 t-통계량임.
절대값임. 검정과정은 Beggs(1988) 참조. SEE(Standard Error of Estimates)는 회귀선의 표준추정오차임.

모형에서 제외된 변수의 효과는 원래의 설명변수의 기능에 의하여 대용될 수 있음을 가정하는 함수
형태의 그릇된 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검정으로써 Ramsey의 RESET2검정을 사용한다. RESET2
검정은 모형의 예측값의 제곱을 회귀방정식에 추가한 후, 추가된 계수에 대해 t 검정을 수행한다.
추가한 변수의 계산된 t 값이 t 통계량보다 작으면 함수형태의 그릇된 설정에 대한 귀무가설은 기각된
다. RESET2 검정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경우 RESET3 검정을 시도한다. RESET3 검정은
모형의 예측값의 세제곱을 모형의 예측값의 제곱과 함께 회귀방정식에 추가한 후, 추가된 계수에 대해
t 검정을 수행한다. 추가한 변수들의 각각의 계산된 t 값이 t 통계량보다 작으면 함수형태의 그릇된
설정에 대한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표 9>의 RESET3검정결과 천연가스수입방정식과 외환보유액방정식에서 함수형태의 그릇된 설
정에 대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는 천연가스수입방정식(3)과 외환보유액방정식(4)가 적합하게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1)

<표 9> 선형모형의 적합도 검정: OLS 추정

RESET2
RESET3
동분산검정
F
D.W.
2
(t 값)
(t 값)
(χ )
(1)
1.893**
0.670
199.797***
2.163
3.825
(2)
2.775**
1.863*
82.972***
1.935
3.400
주 1). t 값은 절대값임. <표 8>의 주 1) 참조. 동분산검정에서 χ2(5)의 99% 임계치는 15.086임. Breusch & Pagan(1979)
참조. D.W.검정통계량에서 임계치는 k'=7(n=24)일 때 유의수준 α =5%에서 D.W.U=2.174임. 계산된 D.W.통계량이
D.W.U보다 크거나 D.W.U와 4-D.W.U 사이에 있으면 자기회귀잔차항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 이는
2
2
2
모형이 적합하게 설정되었음을 의미함. Chi-Square(χ )값의 99% 임계치는 각각 χ (6)=16.810 및 χ (5)=15.090임.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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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회귀식에서 D.W.(Durbin-Watson)통계량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수
준 α=1% 및 10%에서 자기회귀잔차항이 없다는 귀무가설(H0)을 기각할 수 없는데 이는 두 개의
방정식들이 적합하게 설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잔차항의 기대치가 0이라는 가정을 위배하지 않음을
의미한다(Gerdtham & Jonsson, 1992).4)
다양한 회귀방정식에 대하여 동분산 검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분산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2

수 없음을 추출하는 것이다. 추정된 Chi- Square(χ )값이 99% 임계치보다 작으면 동분산에 대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Breusch & Pagan, 1979). <표 9>의 이분산검정 결과 천연가스 수입방정
식(3)과 외환보유액방정식(4)에서 동분산에 대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는 교란항의 분산은 1987년
부터 2010년까지 거의 일정하다는 가정을 기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표 10>에 천연가스수입방정식의 선형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SEE의 추정값이
가장 낮은 회귀식 (1)-(3)은 Durbin-Watson (D.W.) 통계량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α=1%에서
자기회귀잔차항이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데 이는 모형이 적합하지 않게 설정되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모형이 적합하게 설정되었으며 SEE의 추정값이 낮은 회귀식(1)-(4)만 분석한다.5) 회귀
식(1)-(4)는 소득을 천연가스 수입방정식에서 제외한 후 2단계최소방정식(two stage least squares:
TSLS)으로 추정한 결과이다.6)
천연가스수입에 대한 외환보유액의 효과는 양측검정 결과 유의수준 α=1%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민 1인당 실질외환보유액이 1달러 증가하면 국민 1,000명당 천연가스수
입은 6.271톤 증가함을 의미한다.
천연가스 실질소비자가격은 천연가스 수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는 수요이론과 일치함을 의미한다. 또한 무연보통휘발유의 실질소비자가격은 천연가스수입에 유의수
준 α=1%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천연가스와 무연보통휘발유가 대체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추정결과는 Korea Gas Corporation(2011)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
침하고 있다.7) Waldman(1986)도 천연가스는 석유의 대체재로서 천연가스의 사용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미국의 통계치를 근거로 주장한다. 최근에 박광수(2011)도 logit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석유와 가스의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석유와 가스의 수요의 교차탄력성
의 값이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석유와 가스는 대체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4) OLS로 추정한 결과를 D.W.통계량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α=1% 및 10%에서 자기회귀잔차항이 없다는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방정식(1)과 (2)를 OLS와 two stage least squares로 추정한
결과에 대해서만 분석한다.
5) 본 논평은 호주 University of Queensland의 John Mangan교수로부터 제공되었다.
6) <표 10>에서 국민 1인당 요소비용국민소득(FCY)과 2개의 변수들(FR, K)의 각각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 추정
값은 -0.832와 -0.698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1인당
요소비용국민소득변수를 방정식에서 제외한 후 추정하였다. OLS로 추정한 결과 SEE의 값이 낮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7) 두 재화의 대체관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강철규․이재형(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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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2013)은 실증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이 다른 에너지원의 가격경쟁력보
다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의 회귀식(1)-(4)에 제시한 추정결과는 실질환율의 증가는 천연가스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평가절상(appreciation)은 수입을
촉진한다는 환율이론과 일치한다. 즉 실질환율의 평가절상은 천연가스수입을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Schryder와 Peersmen(2013)이 65개 석유수입국가들의 1971년부터 2008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사용
하여 추정한 결과 미달러가치의 하락은 석유수입의 증가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로 대용한 자본의 대용변수인 국내투자의 증가는 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천연가스수
입을 증가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Erdogdu(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1975년부터 2005년까지
터키의 연간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Granger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민간투자는 석유를 제외한 에너
지수입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Erdogdu는 검정결과로부터 석유를 제외한 에너지는 민간부
문의 투자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입됨을 시사하고 있다.
<표 10> 선형 천연가스수입방정식의 추정결과1)
종속변수: Mlngt
독립변수

OLS

TSLS

(1)-(1)

(1)-(2)

(1)-(3)

(1)-(4)

FRt

5.966
(0.977)***

5.945
(0.951)***

6.485
(0.524)***

6.271
(0.566)***

FCYt

-0.00001
(0.00002)

-

-0.00002
(0.00001)**

-

Plngt

-0.055
(0.031)*

-0.057
(0.029)*

-0.038
(0.016)**

-0.042
(0.018)**

Poilt

0.125
(0.052)**

0.131
(0.048)**

0.088
(0.029)***

0.116
(0.029)***

et

0.141
(0.078)*

0.145
(0.075)*

0.106
(0.039)**

0.112
(0.043)**

Kt

0.079
(0.020)***

0.082
(0.017)***

0.066
(0.011)***

0.078
(0.010)***

Constant

-534.027
(184.258)***

-572.712
(138.481)***

-358.213
(100.513)***

-500.885
(84.404)***

R (Adj.R )

2

0.986(0.981)

0.986(0.982)

0.996(0.994)

0.994(0.993)

F

199.797***

252.225***

633.328***

626.222***

2

D.W.

2.163

2.120

2.485

2.040

SEE

26.294

25.635

14.840

16.338

주 1). <표 8>의 주 1) 참조. D.W.검정통계량에서 임계치는 k'=6(n=24)일 때 유의수준 α=1%에서 D.W.U=1.759임.
계산된 D.W.통계량이 D.W.U보다 크거나 D.W.U와 4-D.W.U 사이에 있으면 자 기회귀잔차항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 이는 모형이 적합하게 설정되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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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11>에 외환보유액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FDI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lng와
FDI 그리고 FCY와 FDI의 Pearson 상관계수의 추정값은 각각 0.968과 -0.665로 높게 나타나 FDI를
외환보유액방정식에서 제외한 후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시도하였다.
D.W.통계량을 검정한 결과 임계치는 k'=6(n=24)일 때 유의수준 α=1%에서 D.W.U=1.759이다.
계산된 D.W.통계량이 D.W.U보다 크거나 D.W.U와 4-D.W.U 사이에 있으면 자기회귀잔차항이 없다
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이는 모형이 적합하게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회귀식(2)-(3)은 SEE
가 가장 낮게 추정되었으나 모형이 적합하게 설정되지 않아 모형이 적합하게 설정되었으며 SEE의
추정값도 낮은 회귀식(2)-(2)만 분석한다. 회귀식(2)-(2)는 외환보유액방정식(2)를 통상최소자승
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결과 추정계수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은 대체로 예상과 일치하였다. 외환보유액에 대한 천
연가스수입의 효과는 양측검정 결과 유의수준 α=1%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민 1,000명당 천연가스를 1톤 수입증가하면 국민 1인당 실질외환보유액은 0.105달러 증가함을
의미한다.
외환보유액에 대한 소득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최창열과 김창범(2012)의
추정결과와 일치한다. 즉 1991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월간자료로부터 통상최소자승법을 사용하
여 추정한 결과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값은
17.37).
외환보유액에 대한 경상수지의 효과는 양측검정 결과 유의수준 α=1%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자본수지도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Romero(2005)의 추정결과와 일치한다. Romero는 중국과 인디아의 자료수집이 가능한 1980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간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선형의 외환보유액에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두 나라 모두 한계수입성향과 환율이 일정하다면 경상수지는 외환보유액에 유의수준 α=1%
에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다.
환율의 효과는 외환보유액에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원화의 저평가는 경상수지의
흑자로 인해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킴을 시사하고 있다. 추정결과는 허찬국 등(2006)의 분석을 뒷받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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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 11> 선형 외환보유액방정식의 추정결과
종속변수: FRt

독립변수

OLS

TSLS

(2)-(1)

(2)-(2)

(2)-(3)

(2)-(4)

Mlngt

0.103
(0.014)***

0.105
(0.010)***

0.107
(0.007)***

0.101
(0.006)***

FCYt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CAt

0.012
(0.0004)***

0.012
(0.004)***

0.015
(0.002)***

0.015
(0.002)***

et

-0.013
(0.005)**

-0.014
(0.005)***

-0.022
(0.003)***

-0.021
(0.003)***

FDIt

0.0001
(0.0001)

-

0.0001
(0.0001)

-

Constant

-14.485
(9.956)

-14.713
(9.672)

-3.760
(6.133)

-3.879
(6.255)

R2(Adj.R2)

0.956(0.945)

0.956(0.947)

0.989(0.986)

0.988(0.985)

F

82.972***

108.844***

321.025***

385.286***

D.W.

1.935

1.945

2.565

2.308

SEE

4.689

4.577

2.376

2.424

주 1). <표 8>의 주 1) 참조.

<표 12>는 천연가스의 대체재로 추정된 무연보통휘발유의 실질소비자가격이 오르면 천연가스수
입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외환보유액의 증가로 간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2> 무연보통휘발유의 실질소비자가격이 천연가스수입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0.116

0.167

0.283

주 1). 총효과는 부록에 제시한 유도형 방정식의 추정결과임. 직접효과는 <표 10>의 회귀식(1)-(4)에 제시한 추정결과임.
간접효과는 총효과에서 직접효과를 제한 값임.

천연가스 수입과 국민 1인당 실질외환보유액의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탄력성을 산출
하여 <표 13>에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천연가스 수입과 외환보유액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실질민간투자로 대용한 자본탄력성이 탄력적으로 나타나 천연가스 수입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실질환율, 그 다음은 천연가스 대체재로 정의되는 실질석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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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실질외환보유액 순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 수입의 실질소비자가격탄력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천연가스 실질소비자가격은 천연가스 수입에 민감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13> 천연가스 수입과 외환보유액의 탄력성 산출결과
방정식

독립변수
Mlng

FR

FCY

Plng

Poil

e

K

CA

Mlng

-

0.458

-

-0.104

0.686

0.806

1.285

-

FR

1.363

-

1.002

-

-

-0.938

-

0.142

주 1). <표 1>과 <표 10>의 회귀식(1)-(4) 및 <표 11>의 회귀식(2)-(2)의 추정결과로부터 산출하였음.

한편 국민 1인당 실질외환보유액의 천연가스수입탄력성은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연가스수
입이 외환보유액에 가장 민감함을 의미한다. 그 다음은 실질요소비용국민소득, 환율, 국민 1인당 실질
경상수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보유액의 실질환율탄력성은 천연가스수입의 실질환율탄력성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표 10>과 <표 11>로부터 통계적 유의성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원화평가절하
의 효과가 더 큼을 의미한다.

5. 결언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의 상호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오차수정모형과 외생화 및 내생화
검정을 시도하였다.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의 단기동학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천연가스 수입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오차수정항의 계수값은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1년의 시차가 사용되어질 때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외환보유액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년의
시차가 사용되어질 때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됨을 의미하며 두 변수(천연가스
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에 장기균형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상호관계 검정결과, 한국에서의 천연가스 수입과 외환보유액 사이에
상호관계의 개연성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천연가스 수입의 증가는 외환보유액의 증대와 관련
이 있음을 시사하는데, 정책도구의 선택은 유일한 목표변수의 안정화 분석에 의존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천연가스 수입은 국내민간투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상수지흑자를 통한 외환보
유액의 증대를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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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천연가스 수입과 외환보유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천연가스의 실질소비
자가격, 무연보통휘발유의 실질소비자가격, 실질환율 그리고 자본을 대용한 실질국내민간투자를 제
어한 후 2단계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결과 국민 1인당 실질외환보유액은 인구 1,000명당 천연가스
수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으로 실질소득과 실질
경상수지 그리고 실질환율을 통제한 후 통상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천연가스
수입은 국민 1인당 실질외환보유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천연가스의 대체재로 추정된 무연보통휘발유의 실질소비자가격이 오르면 천연가스
수입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외환보유액의 증가로 간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외환보유액에서 천연가스수입으로 인과관계의 존재로부터 외환보유액의 증대는 천연가스수입에
의존적임을 시사한다. 역으로 천연가스수입에서 외환보유액으로 인과관계의 존재는 천연가스수입을
증가시키면 외환보유액도 증대함을 시사한다.8) 이는 천연가스절약정책은 외환보유액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산업용 및 발전용 천연가스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 및 북미로
부터의 수입다변화와 해외천연가스 개발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전략용
천연가스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
국민 1,000명당 천연가스수입의 국민 1인당 실질외환보유액 탄력성의 값은 0.458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국민 1인당 실질외환보유액의 국민 1,000명당 천연가스수입 탄력성의 값은 1.363으로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연가스수입은 외환보유액에 민감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천연가스수입과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천연가스안보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한국은 셰일
오일과 가스(shale oil and gas)와 같은 대체재의 수입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분야의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8) Glasure & Lee(1998)는 한국의 경우 높은 에너지세율로 소비자의 수요는 감소시킨 한편 에너지를 주로 산업용
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을 유지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Sadorsky(2011)도 1980년부터 2007년까지 8개 중동지역
국가들을 관측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소비와 수출 사이의 Granger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에
너지소비의 변화는 수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로부터 에너지절약정책은 수출촉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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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천연가스 수입과 외환보유액의 유도형 방정식
1)
추정결과: OLS
종속변수:
독립변수

Mlng

FR

(1)-(1)

(1)-(2)

(2)-(1)

(2)-(2)

FCY

0.0001
(0.0001)**

-

0.0001
(0.0001)***

-

Plng

-0.021
(0.037)

0.016
(0.040)

0.003
(0.001)***

0.012
(0.006)**

Poil

0.283
(0.046)***

0.292
(0.052)***

0.001
(0.001)

0.030
(0.007)***

e

-0.040
(0.076)

-0.151
(0.080)*

-0.003
(0.001)***

-0.051
(0.011)***

K

0.146
(0.037)***

0.076
(0.026)***

0.001
(0.001)*

-0.002
(0.004)

CA

0.157
(0.046)***

0.085
(0.032)**

0.002
(0.001)***

0.012
(0.005)**

FDI

0.0001
(0.0001)

-

0.0001
(0.0001)

-

Constant

-915.834
(302.415)***

-266.631
(191.653)

-4.817
(3.937)

53.210
(26.947)*

R (Adj.R )

2

0.980(0.971)

0.968(0.959)

0.969(0.955)

0.942(0.925)

F

111.467***

108.252***

70.897***

58.094***

D.W.

1.925

1.337

1.506

0.914

SEE

32.491

38.769

0.423

5.451

2

주 1). <표 8>의 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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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time series data from 1986 to 2010 this paper analyze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natural gas import per 1,000 population and per capita real foreign reserves taken
as endogenous. The empirical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that the
inter-relationship exists; natural gas import affecting foreign reserves, and foreign reserves
affecting natural gas import. An implication of this is that natural gas imports and foreign
reserves may be one package in policy formulation. A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rror correction term in foreign reserves equation implies that the null hypothesis of no
cointegration is rejected when one period lag is used. The existence of cointegration means
that natural gas imports and foreign reserves can be targeted to bring about a desired
long-run effect as well as short run effect on growth.

Keywords: Natural Gas Import, Foreign Reserves, Inter-relationship,
Error Correction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