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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투자와 경기변동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생산평활(production smoothing) 가설과
재고소진 회피(stock-out avoidance) 가설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업의 재고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은 두 가지 동기 모두에 의해 영향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경기국면
에 따라 각각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 혹은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재고투자 동학에서 생산평활 동기와 재고소진 회피동기의 상대적 유의성을 실증적으로 검
증하되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의 존재와 형태를 규명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형 재고투자 모형을 확장한 비선형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 우수한 지를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 평가하
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재고투자 동학의 경기국면별 비대칭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경기 호황기에
는 재고소진 회피동기가 나타나지만 생산평활 동기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경기 불황
기에는 재고소진 회피동기는 유의하지 않지만 Ramey (1991)에서 제시된 생산비용의 비볼
록성에 의하여 재고변화가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경기 의존적 특성을 발견하였다. 경기국
면별 비대칭성을 모형에 고려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모형에 비해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
음을 표본 내 및 표본 외 예측, 다양한 예측력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고투자의 동학과 경기 불안정화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경제
전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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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재고투자는 GDP 변화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크고
경기변동의 확대 혹은 축소와 관련된 동태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재고투자는 경기전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경기 불황기
에 GDP 변화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
고투자가 GDP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에 비하여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재고투자가 경기 변동의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재고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한 미시 동학적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재고투자의 동태적 특성
에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반영하도록 모형을 확장한 거시 동학적 분석을 통
해 재고투자와 경기 변동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고의 분석주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생산평활
(production smoothing) 가설과 재고소진 회피(stock-out avoidance) 가설의 상대
적 유효성의 실증적 검증이며 둘째, 재고투자 동학에 있어 경기국면별 비대칭
성의 존재 및 형태의 규명이고 셋째, 추정된 실증모형을 바탕으로 한 재고투자
및 경기에 대한 예측력 검정이다. 각각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
유로 하나의 흐름으로 상호 연결된다.
첫 번째 분석주제와 관련하여 재고투자와 경기변동의 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2개의 가설인 생산평활 가설과 재고소진 회피가설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
고 있다. 재고투자의 생산평활 가설이 재고투자가 수요1) 의 변화를 완충함으로
써 경기변동을 축소시킨다고 보는 반면 재고소진 회피 동기에 의하면 재고투
자는 예상되는 수요와 동조성을 가지므로 경기변동을 확대시킨다고 본다. 양
가설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빈번히 다루어 졌던 주제이
지만, 많은 경우 기존 연구는 어느 하나의 재고투자 동기에만 주목하여 분석한
데 비해 본 연구는 기업의 재고보유 동기에는 두 가지 모두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형에 모두 반영하여 분석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분석주제는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가장 큰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이
다. 재고투자 모형에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기존 재고투자
1) 본고에서 수요, 판매, 매출, 출하 등은 동일한 개념으로서 문맥에 따라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사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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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 지닌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모형을 확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
다. 이는 각각의 재고동기가 경기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고소진 회피동기의 경우,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경기가 좋을 때
재고소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재고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의 행태이므로 경
기가 나쁠 때보다는 좋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평활
동기의 경우, 생산비용함수의 볼록성을 전제로 한 이론인데 만일 경기상황에
따라 생산비용함수의 볼록성의 정도가 달라지거나 혹은 생산비용함수가 비볼
록해 진다면 의미하는 바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재고투자 데이터의 동태
적 특성을 살펴보아도 재고투자 동학의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의 존재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재고는 경기불황 국면에서 특히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1998년 재고는 19.3조원 감소하였고,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22.7조원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재고 변화는
기존의 선형적인 재고투자 모형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어렵다. 왜냐하면 경기호
황기에 두드러진 재고소진 기피동기에 의할 때는 데이터와 같이 경기불황기에
재고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재고투자 동학의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감안하지 않은 분석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분석주제는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반영한 본고의 확장된 모형이
그렇지 않은 기존의 모형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본고의 분석의
정당성을 확인하는데 취지가 있다. 예측력 평가는 대표적인 모형 비교방법이라
는 점에서 본고의 모형이 기존 모형보다 예측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임으로
써 본고의 논지를 강화할 수 있다.
분석결과, 미시 동태적 분석에서는 재고투자의 재고소진 회피동기가 유의하
게 나타난 반면 생산평활 동기에 의한 재고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고투자는 기업 이익(현금 흐름)과 양(+)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이익은 경기 변동과 높은 순응성(pro-cyclicality)을 갖고 경기 변동을 선행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재고투자 역시 경기변동과 밀접
한 관련성을 지녔음을 시사한다. 거시 동태적 분석에서는 재고 수준과 판매, 생
산과 판매 간의 2개의 장기균형관계를 얻고 이를 기초로 재고투자의 동태적 특
성을 분석하였는데 재고투자 동학의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확인하였다. 경기
호황기에는 재고소진 회피 동기가 나타나지만 생산평활 동기는 유의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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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대로 경기 불황기에는 재고소진 회피 동기는 유의하지 않지만 생산비용
의 비볼록성에 의하여 재고변화가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러한 비대칭적 특성을 경제 전망에 활용하여 경기 변동에 대한 예측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주요 결과로 얻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재고투자와 관련한 선행연구
와 분석방법론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재고
투자에 대한 동태패널 분석 결과를 보인다. 제4장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
여 재고투자에 대한 거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경기예측 결과
를 보인다.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분석결과 등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1. 선행연구
재고투자와 관련된 논의의 큰 흐름은 재고투자가 경기변동의 안정요인
(stabilizer)인지 혹은 불안정요인(de-stabilizer)으로 작용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재고투자가 경기안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생산평활 모형이 직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재고투
자가 경기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관찰됨에 따라 이러한 불합치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는데 이 중에서 본고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
로는 재고소진 회피모형과 생산비용의 비볼록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생산평활 모형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볼록한 경우(convex production cost) 예
상치 못한 수요변동에 직면하여 생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고를 조정하
여 생산을 평활화한다는 이론이다. 이에 따라 수요의 변동보다 생산이 변동이
작게 나타나는 한편, 재고투자와 수요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기대
된다. 생산평활 모형은 재고투자에 관련한 대표적 모형으로 이용되는 Holt,
Modigliani, Muth, and Simon (1960)의 선형-이차 재고 모형의 형태로 제시되었
으며 이후 Lovell (1961)의 스톡조정 모형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상에서 생산의 변동성이 수요의 변동성보다 높으며 재
고투자와 수요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관찰됨에 따라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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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기존의 생산완충모형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설명
을 시도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Blinder (1986), Eichenbaum (1989) 등은 생산
평활 모형에 비용충격을 도입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동 모형에 의하면 확률적
인 충격의 영향으로 비용이 낮을 때 생산수준을 높이고, 비용이 높을 때 생산
을 낮춤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과 판매의 차이를 기업은 재고투자를 통해 대응
한다. 따라서 생산이 판매에 비해 가변적이며 재고투자가 경기 순응적이게 된
다. Blinder (1986)와 Blinder and Maccini (1991b)는 재고 소진을 회피하고자 하
는 동기를 재고 보유의 중요한 동기로 보았다. 동 동기에 의하면 재고투자는
예상되는 판매와 동조성을 갖게 되므로 재고투자의 경기 순응성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생산의 변동성이 판매의 변동성을 초과할 수 있다. Ramey (1991)는
생산비용의 비볼록성(non-convex production cost)을 도입하여 퍼즐을 설명하였
다. 기업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범위(relevant range of firm production)에서 한계
비용이 체증하기 보다는 체감한다면 기업은 특정 기간에는 생산을 많이 함으
로써 비용을 낮추려 하고, 다른 기간에는 높은 한계비용으로 인해 적게 생산하
려 할 것이다. 모형에 수요충격만 있는 경우 이같이 한계비용이 체감한다면 생
산의 분산이 수요의 분산보다 크게 될 수 있다. 동 논문에 의하면 미국의 자동
차 산업과 담배 산업 등은 생산비용이 비볼록한 영역에서 생산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고의 제3장의 미시 동태적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Carpenter, Fazzari,
and Petersen (1994)가 있다. 동 논문은 기업이윤이 경기 순응적이며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적 사실이 재고투자의 경기순응성 및 변동성과 관련성이 높다
는 점을 제시하였다. 동 논문에 의하면 기업은 외부자금(external finance) 시장
이 불완전한 경우 빈번하게 내부자금(internal finance)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따
른 내부자금의 변동은 재고투자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경기변동으로 이윤(혹은
현금흐름)이 기업의 내부자금에 영향을 주고 내부자금중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이 가장 낮은 재고투자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게 됨을 보였다.
본고의 제4장의 거시 동태적 분석의 방법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Hamilton (2002), Hansen and Seo (2002) 등이 있다. Hamilton (2002)는 생산,
판매, 재고 변수들이 단위근을 갖는 선형-이차 재고모형으로부터 재고 보유동
기를 변수간의 공적분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동태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Hansen and Seo (2002)는 오차수정모형의 장기관계항(오차수정항)에 임계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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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threshold effect)가 존재하여 임계점을 전후로 오차수정모형의 계수값이 달
라지는 비선형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Hamilton (2002)와 같이 공적분 관계로 재고 보유동기가 표현된 모형
에 Ramey (1991)에서 제시된 생산기술의 비볼록성을 결합하였는데 Hansen and
Seo (2002)의 모형을 이용하여 비선형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Ramey
(1991)에서 특정 산업은 항상 생산기술이 비볼록한 영역에서 생산이 이루어 지
는 것과 달리 생산기술이 경기국면에 따라 볼록하거나 비볼록한 비선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구현하기 위하여 Hansen and Seo (2002)의 모형을 이용하였
다. 따라서 본고는 생산평활 동기 혹은 재고소진 회피동기 중 어느 하나의 재
고 보유동기에 의존하지 않고 모두를 고려하면서 경기국면에 따라 각각의 재
고 보유동기가 비선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지닌다.
재고투자에 관한 국내연구로 공철․권동휘(2010)는 재고투자가 단기에서는 생
산평활화 동기에 의해 경기변동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중기에서는 이와
반대로 확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기업의 재고투자 결정행태
를 재고스톡 조정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이를 패널회귀를 통해 추정하였다. 분
석결과 매출변동이 재고투자의 변동을 초래할 여지는 제한적인 반면 영업손익
은 재고투자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재고투자의 높은 변동성을 초래하
는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화 (2000)는 우리나라 1970년 1분기~1998년
3분기의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고투자가 GDP 등 주요변수에 선
행하여 변동하며 경기순응적이고, 경기수축기 생산감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변동의 지속성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산변동이 수요(매출) 변동보다
가변적인 것으로 나타나 재고가 외적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한다고 보
기 어려우며 대략 1998년 3분기를 전후하여 재고변동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2. 연구방법론 : 선형-이차 재고모형
가. 개요
본 절에서는 본고의 분석모형의 이론적 출발점이 되는 선형-이차(Linear
Quadratic) 재고모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선형-이차 재고모형은 생산비용
의 볼록성 가정아래 도출된 생산평활 이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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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변동성이 판매의 변동성보다 작아야 하지만 Blanchard (1983), Blinder
(1986), West (1986) 등에서 경험적 사실로 생산의 변동성이 판매의 변동성을
초과하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이후 이러한 불일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되어
발전하였다.
Blanchard (1983), West (1986)는 목표 재고수준이 예상 매출의 증가함수이며
실제 재고가 목표 수준에서 벗어날 경우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도록 가정하였
다. 특히, Kahn (1987)은 재고수준은 음수가 될 수 없다는 비음부호조건
(non-negativeness)을 가정하여 재고투자의 재고소진 회피 동기를 모형에 반영
하였다. Ramey (1991)에서는 비용함수의 볼록성 가정을 완화하여 한계비용이
감소하는 영역에서는 생산의 변동성이 판매의 변동성을 초과할 수 있음을 보
였다. Eichenbaum (1989), West and Wilcox (1994)에서는 비용함수에 한계비용
충격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생산수준이 아니라 생산비용을 평활화하고자 재
고를 보유하는 동기를 갖도록 하였다.2)

나. 모형의 내용
기업의 비용은 재고에 관한 비용(  )과 제품 생산에 관한 비용(  ) 두 가
지로 구성된다고 하자. 먼저 재고 비용(  )은 (1)과 같다.







           

(1)



단,   는 재고 스톡,   는 목표 재고수준이며,  는 재고소진 회피계수,  는
재고조정비용 계수이다.

실제 재고가 목표수준에서 벗어날 경우 재고 보유는 비용 증가를 수반한다.
그리고 재고 수준의 변화가 평균 증가율(  )을 벗어날 경우 변화로 인한 조정비
용이 발생한다. Blanchard (1983), West (1986), Ramey (1989), Kashyap and
Wilcox (1993), Durlauf and Maccini (1995) 등과 같이 목표 재고수준이 판매수
준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가속장치(accelerator) 모형을 가정한다.3)
2) 특히, Eichenbaum (1989)은 생산수준의 평활화와 생산비용의 평활화 가설을 검정하여 제조업 주요업
종에 대한 계량분석에서 생산수준의 평활화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지만 생산비용의 평활화에 대한 가
설은 성립하는 것을 보였다. Blanchard (1983)와 Kahn (1992) 역시 자동차 산업의 자료 분석을 통하
여 재고 보유에서 생산평활 동기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음을 보였다.
3) 특히, Kashyap and Wilcox (1993)는 General Motors 기업 분석에서 예상 판매에 상응하여 목표 재고
수준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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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는 판매, 그리고    ⋅는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기
초한 조건부 기대이며, 는 가속장치 계수이다.

생산에 관련한 비용(  )은 (2)와 같다.




     

(2)

단,   는 생산,   는 한계비용 충격이다. 는 생산평활 계수이다.

계수 가 양수이면 한계비용은 생산에 대하여 증가함수이다. 이는 기업의 재
고보유의 생산평활 동기와 연관된다. 하지만 계수  가 음수이면 한계비용은 생
산에 대하여 감소함수이고 이는 Ramey (1991)의 모형에서 비용함수의 비볼록
성 가정에 상응한다. 한계비용 충격  는 Blanchard (1983), West and Wilcox
(1994)에서와 같이 재고보유의 생산비용 평활화 동기를 반영한다.
기업의 총비용은 재고비용과 생산비용의 합인 (3)과 같다.

    

(3)

기업은 (4)의 기대이윤을 극대화한다.
∞

 

  




         

(4)

단,   는 제품 가격이고 는 시간 할인율이다.

생산과 판매, 그리고 재고변화(재고투자)는 조건 (5)를 만족한다.

    

(5)

기업의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일계조건은 (6)과 같이 도출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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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이차 재고 모형에서 판매는 불확실성을 지닌 외생적인 것으로 가정한
다. 판매에 대한 동태적 모형은 과거 지속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장이 가능
하다.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에 대하여 (7)을 가정한다.

        

단,      

(7)

극대화 조건을 다시 정리하면 식 (8)이 도출된다.

                      
                  

(8)

동 극대화 조건으로부터 재고 변화에 대한 동태적 모형을 얻는데 있어
Kashyap and Wilcox (1993), Hamilton (2002)은 재고와 판매, 그리고 생산 변수
들의 시계열 특성을 이용하였다. 한편, Carpenter, Fazzari, and Petersen (1994)
은 기업패널 자료 분석에 적용하기 위하여 부분조정(partial adjustment) 모형을
제시하였고 후술할 본고의 미시적 동태분석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
Kashyap and Wilcox (1993), Hamilton (2002)에서와 같이 재고, 판매, 생산 변
수들이 단위근을 갖는 비정상적(non-stationary) 시계열이고 이들 간에 장기균형
(공적분) 관계를 갖는 점에서 (9)와 같은 동태적 모형을 도출한다.


                       
    

(9)

    


여기서    ,    ,    이며       이다. 그리
    
    

고 재고와 판매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  는 다음과 같다.

  
   

판매, 생산, 재고 각각을 차분한 변수들은 정상적 시계열이다. 그리고 재고와
판매는 선형결합으로 정상적 시계열이 되므로 Engle and Granger (1986)의 정
의에 따라 장기균형 관계를 갖는다. 계수  는 두 변수의 장기균형관계를 형성
하는 장기균형계수의 의미를 지닌다.
장기균형계수  는 가속장치 계수 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시간할인율 
가 1에 근접할수록 장기균형계수는 가속장치 계수와 같아진다. 재고소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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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클수록 계수 가 증가하므로 장기균형계수는 가속장치 계수에 가까워
진다. 생산 평활 동기가 클수록 계수  가 증가하는데 이는 장기균형계수의 값
을 가속장치 계수보다 작게 만든다. 그러나 Ramey (1991)의 모형에서와 같이
생산평활 계수  의 부호가 음(-)일 경우에는 오히려 한계비용이 생산의 감소
함수이므로 장기균형계수의 값을 크게 만든다.
조정계수 의 크기는 재고소진 회피 계수 에 대하여 증가하는 관계를 갖는
다. 재고소진 회피 동기가 클수록 실제 재고는 목표 수준에 신속하게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조정계수 의 크기는 시간할인율 에 대하여는 감소하는 관
계를 갖는다. 또한 재고스톡의 조정비용에 관련한 계수  와 생산평활 계수 가
클수록 조정계수 의 크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 재고소진 회피 계수 ,
시간할인율 이 양수이므로 만일 생산평활 계수 가 양수일 경우4) 조정계수 
의 부호는 정(+)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재고는 목표재고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
으며 불안정적 경로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생산평활 계수 가 부(-)의 부호를
갖는다면5) 조정계수 의 부호는 부(-)로 나타나며 재고는 목표 수준으로 수렴
하는 경로를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이하 실증분석에서는 동태모형의 추정을 통
하여 재고투자의 조정계수 의 부호와 수렴 속도 등에 대하여 밝히도록 한다.
재고투자는 정상적 시계열이므로 재고투자에 대한 정의식6)에서 생산  과
판매  는 장기균형관계를 갖는다. 두 변수의 장기균형계수는  과 같다.
따라서 재고투자 모형에서 식 (10), (11)과 같은 두 개의 장기균형관계를 얻
는다.

     

(10)

    

(11)

재고소진 회피동기를 나타내는 첫 번째 장기균형 관계는 재고와 판매 간의
관계이다. 예상되는 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목표 재고수준에서 실제 재고가 벗
어난 경우 재고가 조정과정을 따라 다시 목표 재고수준으로 균형 수렴한다.
생산평활 동기를 나타내는 두 번째 장기균형관계는 생산과 판매로 구성되는
데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재고의 변화가 정상적(stationary, I(0))이므로 이들은
4) 더 정확히는 c > -b인 경우이다.
5) 더 정확히는 c < -b인 경우이다.
6) 재고투자( ) = 생산(  ) -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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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균형관계를 갖는다.
장기균형관계를 이용하여 재고 변화에 대한 동태적 모형은 (1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한계비용 충격에 대하여      을 가정하면 위 식에서

(12)

      



을 만족한다. 그리고 조정계수는    ,    와 같다.
   


Ⅲ. 기업 재고투자 미시 동태패널 분석
1. 분석 데이터 : 기업패널 자료
미시적 분석에 사용하는 기업패널 자료는 1,298개의 제조업 상장기업의 분석
기간 1980년~2016년의 연간 자료로서 KISVALUE에서 구하였다. 기업패널 자
료를 사용하여 기업의 회계 및 재무정보를 분석에 반영토록 하였다.
<표 3-1>은 기업패널 자료의 기초 통계이다. 재고스톡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
이를 보이고 있으나 1998년~1999년, 2001년, 2009년 등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양극화로 인하여 대규모 기업은 더욱 규모가 커지고 중소기업의
규모는 정체 상태를 보이므로 평균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중앙값의 증가 추이
는 크지 않다.
매출에서도 전반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지만, 1998년에는 오히려 평균 매출이
감소하였다. 당기 순이익의 평균값은 1998년에는 음(-)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에는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유형고정자산은 증가 추이를 보이지만
1999년~2001년에는 평균값이 감소하였다.
한편, 기업의 규모 효과에 따라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증분석에
서는 규모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변수들을 자산으로 나누어 재고/자산, 매출/
자산, 당기순이익/자산, 영업이익/자산의 형태로 변환하였다. Carpenter, Fazzari,
and Petersen (1994)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 효과로 인한 주요 변수들의
이질성 효과를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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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ummary Statistics of Corporate Panel
(unit: mil. won)

Year

Inventory Stock
Mean

Median

Net Income
Mean

Sales

Median

Mean

Median

Tangible Fixed Asset
Mean
21,658

Median

1980

9,622

4,657

-792

343

49,169 28,604

7,047

1990

15,135

3,353

2,710

692

107,256 25,425

57,459

7,712

1997

30,113

4,719

249

424

209,922 37,945

112,617

10,981

1998

25,187

3,559

-11,730

389

199,275 31,633

133,945

10,856

1999

25,048

3,539

9,492

1,202

210,236 31,653

131,979

9,825

2000

26,305

3,888

7,778

1,145

234,351 32,840

128,832

10,055

2001

23,332

4,174

1,763

929

234,407 32,500

124,850

10,126

2008

50,338

8,235

16,726

1,576

461,886 64,403

172,094

19,398

2009

43,907

8,156

32,851

3,046

480,838 67,712

186,560

22,887

2010

54,200

10,253

47,515

4,167

563,985 81,636

208,997

24,833

2016

55,897

11,285

31,158

3,153

596,043 91,204

265,664

33,868

2. 미시 동태적(Micro-Dynamic) 분석모형
본 절에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기업의 재고투자에 대한 동기와 동태적 특성
을 밝히고 재고투자와 관련한 결정 요인을 찾기 위하여 재고투자에 대한 미시
분석을 실시한다. 본고의 주된 분석초점은 거시분석에 있지만 별도의 미시분석
을 하는 이유는 재고투자는 결국 미시적 차원의 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
어 진다는 점에서 미시분석 결과가 거시 데이터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면 거시 분석결과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장의 선형-이차 재고모형에서 도출하였듯이 생산평활 동기와 재고소진
회피 동기를 재고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 재고투자의 결정요인으로 기업이익을 고려하였다. 기업이익
은 경기 의존적인 현금흐름 효과를 갖는다. 기업이익은 변동성이 크고 경기 순
응성(pro-cyclicality)을 갖는다는 점이 Mitchell (1951)과 Lucas (1977)에 의하여
경기 변동의 특징적 사실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업이익은 경기 변동에 대하여
높은 순응성과 함께 경기 변동을 선행하는 경향을 갖는다. 특히, 경기 불황의
국면에서 기업의 재고투자는 더욱 뚜렷한 경기 순응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기
초하여 Carpenter, Fazzari, and Petersen (1994)은 기업이익을 재고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하였다.
재고투자에 대한 미시분석에서 사용하는 모형은 (13)과 같다.7) 이는 Lov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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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의 재고 모형에 기업이익이 추가된 형태인 Carpenter, Fazzari, and
Petersen (1994)의 모형과 같다.

               
           

(13)

여기서  는  기업의  기 현금 흐름(기업 이익)이고  는 재고 스톡,

 는 판매이다.  는 목표 재고수준이다. 는 조정계수, 는 생산평활 계수
이다. 동태패널 분석의 오차에 대해서는 표준적 가정을 하였다. 따라서 오차

 는 순수한 확률적 교란항 외에도 개별 기업의 고유의 특성인 고정 효과와
시간 효과로 구성된다.
위 식의 우측의 첫 번째 항은 예측된 재고투자이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면 재고소진(stock-out)의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고를
증가시키는 동학을 표현한다. 모수 는 실제 재고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있어 조정속도를 의미한다.
우측의 두 번째 항은 비예측된 재고투자로서 기업이 생산을 평활화
(smoothing)할 경우 재고가 완충 스톡(buffer stock)의 기능을 함을 나타낸다. 따
라서 실제 판매가 예상 판매를 초과하면 재고투자가 감소함으로써 생산의 급
격한 변동을 막는 경향을 보인다. 모수 는 실제 판매가 예상 수준과 차이를
보일 경우 재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생산평활 계수이다.
목표 재고수준  은 예상되는 판매와 (14)와 같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상정
한다.

        

(14)

여기서 는 상수항, 는 가속장치 계수이다.
판매에 대하여는 (15)와 같이 과거 의존성에 기초하여 AR(2) 모형을 가정하였
다. 실증 분석에서는 AR(2) 외에도 AR(1) 형태에 대하여도 결과를 살펴 보였다.

            

(15)

7) 모형에 포함되는 기업이익 변수를 과거 2기까지 설정하였는데 이는 ① 3기 이상 설정한 경우 회귀
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으며 ② Carpenter, Fazzari, and Peterson (1994)과 공철․권동휘 (2010)
등 선행연구에서도 2기까지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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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전개하면 (16)과 같이 추정을 위한 동태패널 모형을 얻는다.

              
               

(16)


여기서   ,    ,             와 같다.

동태패널 모형의 추정을 위해서는 관찰불가능한 개별 고유 효과로 인한 문
제와 내생성 문제 모두를 해결하여야 한다. 관찰불가능한 개별 고유 효과가 매
시점 동일하므로 차분을 통하여 제거한다. 또한 교란항에 대해 외생성을 만족
하는 적절한 도구변수를 활용한다. 따라서 Arellano and Bond (1991), Blundell
and Bond (1998)가 제시한 동태패널 모형에 대한 일반적률법(GMM) 추정을 적
용하였다.

3. 추정결과
재고투자에 대한 동태패널 분석은 현금흐름 변수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을 각각 사용하였다. [Table 3-2]는 현금흐름 변수로 당기순이익을 사용한 분석
인 재고투자에 대한 동태패널 모형을 GMM 추정으로 얻은 결과8)이다. 분석기
간을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1980년~1996년),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2000
년~2016년)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전기의 재고 스톡의 계수는 부(-)의 부호를 갖고 유의하게 나타났다. 재고 변
화는 과거 의존성(dependence)으로 전기의 재고 스톡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 그 정도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의 계수는
정(+)의 부호를 보이며 유의하다.
전체 기간 추정에서 현금흐름(기업 이익)에 대한 재고의 변화는 정(+)의 부
호를 보인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기업 이익은 경기순응성을 지닌 대표적인 변
수라는 점에서 매출의 계수가 양(+)으로 추정된 결과와 함께 이는 재고 변화의
경기 순응적 특성을 시사한다. 경기침체기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운 가운데 이
익이 크게 감소한다면 기업은 내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재고투자를 축소하
게 되므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다만, 외환위기 이전
8) 영업이익을 현금흐름 변수로 이용한 분석결과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지만 당기순이익을 이용한 분석
결과와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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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상당 기간 이 같은 특성이 뚜렷이 발견
되지 않는다.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기업의 행태
변화(외형성장전략 → 이익추구전략)에 상당 부분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이익이 경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지 못하였기에
직관과 달리 기업이익과 재고투자 간에 부(-)의 관계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추
측된다.
기업의 차입이자율에 대하여 재고의 변화는 부(-)의 연계성을 보인다. 재고투
자는 기업의 신용 상태와 경기 불황시의 신용경색에 의해 차입이자율이 상승
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업 연령의 계수를 보면
재고투자에 정(+)의 방향으로 연령 효과를 나타냈다.

<Table 3-2> Dynamic Panel Estimation of Corporate Inventory Investment
Variables

Entire Period:
1980-2016
Coef.

S.E.

Period 1: 1980-1996

Period 2: 2000-2016

Coef.

Coef.

S.E.

S.E.

-0.389344

0.001114
[0.0000]

-0.395105

0.014882
[0.0000]

-0.481469

0.003530
[0.0000]

0.019723

0.000310
[0.0000]

0.033971

0.004662
[0.0000]

0.029400

0.000672
[0.0000]

-0.012408

0.000247
[0.0000]

-0.010588

0.003778
[0.0051]

-0.013351

0.000505
[0.0000]

-0.000376

9.99E-05
[0.0000]

0.004255

0.001505
[0.0047]

-0.000429

0.000242
[0.0765]

0.020782

0.000758
[0.0002]

-0.127846

0.019643
[0.0000]

0.019516

0.001597
[0.0000]

-0.002517

0.000659
[0.0000]

-0.080063

0.034158
[0.0191]

-0.006491

0.001230
[0.0000]

0.010721

0.000505
[0.0001]

0.022979

0.008649
[0.0079]

0.008590

0.001166
[0.0000]

-6.34E-07

2.93E-08
[0.0000]

1.34E-06

7.19E-06
[0.8517]

-4.70E-07

3.41E-08
[0.0000]

0.002215

0.000174
[0.0000]

-0.001620

0.005371
[0.7629]

0.002716

0.000317
[0.0000]

971.2591

[0.536803]

226.5181

[0.570956]

918.5188

[0.424156]

AR(1)

-14.182347

[0.0000]

-11.092370

[0.0000]

-16.416090

[0.0000]

AR(2)

1.912185

[0.0559]

0.910669

[0.3625]

0.837654

[0.4022]

   
  
    
    
  
    
    
Borrowing rate
of interest
Firms’ Age

J Statistics
AC Test

Note: P-values are in the br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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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Estimation of Corporate Inventory Investment Model’s Major
Coefficients
Entire Period: 1980-2016
Coef.
Adjustment
Coef. ()

0.389344

Production Smoothing
effect()

-0.019723

S.E.
0.001114

Period 1: 1980-1996

Period 2: 2000-2016

Coef.

Coef.

0.395105

[0.0000]
0.000310

S.E.
0.014882

0.481469

[0.0000]
-0.033971

[0.0000]

0.004662

S.E.
0.003530
[0.0000]

-0.029400

[0.0000]

0.000672
[0.0000]

Acceleration
Coef.()
AR(1)

0.018788

0.000584

0.059182

[0.0000]
AR(2)

0.017824

0.000583

0.028986

0.001072

0.033335

[0.0000]
0.069951

[0.0000]
Cash Flow effect

0.007449

0.009422

[0.0000]
0.032444

[0.0000]
-0.184929

0.043084

0.001130

0.001107
[0.0000]

0.021614

0.002488



(

 )





[0.0000]

[0.0000]

[0.0000]

Note: Numbers in parentheses are p-values.

연도 효과9)를 보면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하
여 2009년 부(-)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며 경기 불황 국면에서 재고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험적 사실과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J-검정결과, 도구변수를 사용한 GMM 방식 동태패널 추정이 적합성을 충족
함을 보여준다. Arellano and Bond (1991)의 자기상관 검정은 차수 1에서 유의
하고 차수 2에서는 유의하지 않아서 계열상관에 대한 동태패널 모형 설정과 부
합하게 나타났다.
[Table 3-3]은 재고투자 모형을 추정하고 얻은 주요 모수의 추정결과이다. 조
정계수( )는 정(+)의 값을 갖고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기간 1보다 기간 2의 조
정계수가 크게 추정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 기업의 재고투자와 관련하
여 재고소진 회피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산평활 계수( )는 기업 재고투자 결정모형에서 상정하는 것과 반대방향인
부(-)의 값을 갖지만 그 크기는 비교적 작게 추정되었다. 동 추정결과는 후술할
거시분석의 결과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미시분석과 달리 거시분석에서는
경기국면에 따른 비선형성을 고려하였다. 후술할 거시분석에서 생산평활 동기
9) 연도효과와 관련된 추정결과는 지면관계상 [Table 3-2]에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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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경기에는 직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재고투자에 영향을 주지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불경기에는 직관과 반대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선형
성을 고려하지 않은 미시분석 결과는 이같은 거시분석 결과의 중간 어느 지점
의 결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미시분석에서 금융시장 마찰을 주요 변수로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분석과 유사한 결과10)를 유의하게 도출한 점에서
미시분석 결과는 거시분석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가속장치 계수( )는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다. 가속장치 계수를 추정함에 있어 판매에 대하여 AR(1) 모형과 AR(2) 모형
을 적용하였는데 추정된 가속장치 계수는 두 모형에서 비교적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현금흐름 효과를 추정하였을 때 전체 기간에서는 정(+)의 부호를 보이고 유
의성을 나타낸다. 기간 2에서도 현금흐름 효과가 정(+)의 부호로 나타났다. 그
러나 기간 1의 추정은 부(-)의 부호를 나타냈다. 앞서 언급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에 달라진 기업의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Ⅳ. 재고투자 거시시계열 동태분석
1. 분석 데이터 : 거시시계열 자료
거시 동태적 분석에서 재고, 판매, 생산 변수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제조업
재고지수11), 출하지수, 생산지수이다. 표본기간은 1980년 1월~2017년 6월이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구하였다. [Figure 4-1]은 이들 변수들의 시계열
을 보여준다. 증가 추세와 변수들 간의 동행성이 관찰된다.
[Figure 4-2]는 추세를 제거한 자료의 시계열을 보여주고 있다. 추세를 제거
하기 위한 방법으로 Hodrick-Prescott 필터를 적용하였다. [Table 4-1]은 추세를
제거한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준다. 재고의 표준편차가 제일 크고

10) 거시분석의 주요 결과는 ① 호경기와 평상시에 재고소진 회피동기가 유의하게 나타난 점, ② 불경
기에 생산평활 동기가 유의하게 추정되었지만 생산비용의 비볼록성으로 인해 재고투자가 경기침체
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이다.
11) 본고에서 분석에 사용한 통계청 재고지수 데이터는 최종재 재고로서 생산자가 보관하고 있는 반제
품, 재공품 등의 중간재가 포함되지 않는다. 비록 전체 재고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재 재고가
빠져 있지만 본고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재고투자 모형인 생산평활 모형과 재고소진 회피모형이 최
종재 재고를 전제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에는 더 부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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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생산의 표준편차가 판매의 표준편차보다 크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이인 범위(range) 역시 생산이 판매에 비하여 크게 나타난다. 생산의 변동성이
판매의 변동성 보다 크다는 점은 Blinder (1986)의 경험적 사실에 부합한다. 왜
도와 첨도에 있어서도 생산이 판매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2]에서는 등분산성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하였다. Siegel-Tukey 검정
에 의하면 재고의 변동성은 판매와 생산의 변동성에 비하여 크고 차이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Bartlett 검정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생산의 분산이
판매의 분산에 비하여 크기는 하지만 세 가지 검정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
지는 않는다.
후술할 장기균형검정, ECM,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에는 1980년 1월~2017년 6월 제조업 재고, 판매, 생산지수를 계절조정하고 로
그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Figure 4-1> Indices of Manufacturing Inventory, Sales, and Output

<Figure 4-2> De-trended Indices of Manufacturing Inventory, Sales, and
Output

Note: De-trended by HP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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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Summary Statistics
Inventory(  )

Output(  )

Sales(  )

Mean

-0.045152

-0.024446

-0.022764

Median

0.024463

0.122947

0.235949

Max.

11.73794

10.57121

9.773840

Min.

-12.57580

-21.92798

-17.98778

S.D.

4.033655

3.958304

3.808579

Skewness

-0.098150

-1.294813

-1.099425

Kurtosis

3.567082

7.774055

6.438507

<Table 4-2>

Output vs
Inventory
Sales vs Inventory

Output vs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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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for Homogeneity of Variances

Statistics
p-value
Statistics
p-value
Statistics
p-value

Siegel-Tukey

Bartlett

Levene

2.533417

0.159477

2.832525

0.0113

0.6896

0.0927

2.803724

1.477754

4.402854

0.0051

0.2241

0.0362

0.305826

0.666679

0.123940

0.7597

0.4142

0.7249

2. 거시 동태적(Macro-Dynamic) 분석모형
앞서 제2장의 선형-이차 재고모형의 극대화 조건에서 재고소진 회피동기에
기초한 재고와 판매의 장기균형관계와 생산평활 동기에 상응한 생산과 판매의
장기균형관계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장기균형과 단기조정을 설명하는 오차수정
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기본 모형으로 한다. 그리고 재고 변화의 경기
국면별 비대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으로 거
시분석을 한다.
거시분석에 사용되는 기본 모형은 재고스톡, 판매, 생산 세 개의 변수(벡터

 )로 구성된 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 VECM)으로 (17)과
같은 형태이다. 본고가 제시하는 모형의 비교대상 모형으로 고려한 VECM은
균형조정에서 선형성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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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에 대해 재고투자의 생산평활 동기와 재고소진 회피 동기에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허용하고자 한다. 이는 생산비용의 비볼록성으로 인하여 생산평활
모형이 예측하는 것과는 달리 생산의 변동성이 판매의 변동성에 비하여 작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Ramey (1991)는 생산 영역에 따라서 생산의 변동성이
판매의 변동성을 초과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생산평활 동기는 생산 영역
또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강하거나 약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혹은 그것이 원래
의미하는 것과 반대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재고투자의 재고소진 회피 동기
역시 마찬가지로 상태 의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재고투자에 경기국
면별 비대칭성을 반영한 일반화된 모형은 재고 모형과 경험적 사실의 불일치
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고투자의 생산평활 동기와 재고소진 회피동기가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지니도록 허용한 본고의 확장된 모형(Threshold ECM)은 (18)과 같다.


 







         



 

   ⋅ ∈  

(18)

여기서  ∈ 은 지시함수이며 상태 s에 속하면 1의 값을 갖는다.
재고투자 동학의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상태 변수를 정의한다. 분석에서는 추세를 제거한 제조업
생산지수를 상태 변수로 하였다. 따라서 생산지수를 상태 변수  로 하고 상태
의 수를 3으로 가정하면 세 개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상태 1:  ≤  ,

상태 2:    ≤  ,

상태 3:   

상태변경 모수      는 그리드(grid) 탐색방식으로 추정이 이루어진다.
상태변경 모수를 포함한 모형은 최우추정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기균형관계로의 조정에서 상태 의존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정하기 위
하여 Hansen and Seo (2002)의 Threshold Cointegration 검정을 적용하였다. 다
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세 개의 변수, 두 개의 장기균형관계, 그리고 상
태의 수에서 일반화된 모형을 사용하므로 Hansen and Seo (2002)의 검정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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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재고투자의 상태 의존적 비선형 조정과정에 대한 검정은 다음 가설
에 기초한다.

     for all     … 
   ≠ for some     … 

단, m은 상태의 개수

여기서       …  
따라서 귀무가설이 성립하면 모든 조정계수들은 상태와 무관한 일정한 값을
갖는다. 반대로 귀무가설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조정계수들은 상태 의존성을
나타낸다. 상태 의존성을 검정하는데 있어 귀무가설 하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모수의 문제12)를 갖기 때문에 표준적인 검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Hansen and Seo (2002)가 제시한 분포이론과 부트스트래핑 검
정을 따르도록 한다.

3. 추정결과
먼저 장기균형관계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Table 4-3]은 재고, 판매,
생산지수 세 개의 변수에 대하여 Johansen 장기균형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장
기균형관계가 없다는 가설과 장기균형관계가 하나 있다는 가설을 기각한 반면
두 개 있다는 가설은 기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세 개의 변수에서 두 개의 장
기균형관계가 존재하는데 재고와 판매, 생산과 판매 두 개의 변수에 대해 각각
하나씩의 장기균형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장기균형검정에서 VECM 적정 차수
는 BIC에 의하여 1로 선택하였다.

<Table 4-3>
Variables

    

Johansen Cointegration Test
Null Hypothesis

LR Statistics

5% Crit. Value

p-value

    

49.04710

29.79707

0.0001

   ≤ 

19.86970

15.49471

0.0103

   ≤ 

2.817702

3.841466

0.0932

12) 상태변경 모수     는 귀무가설 하에서는 인식되지 않으므로 최적(optimal) 통계량으로 문제
를 해결한다. 자세한 내용은 Hansen and Seo (200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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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sen 검정에 따라 두 개의 장기균형관계를 얻고 VECM 최우추정법에 의
하여 장기균형관계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단,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다.
 
첫 번째 장기균형관계는 재고와 판매로 구성되며 장기균형 계수는 정(+)의
부호를 갖고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다. 판매가 증가할 경우 목표 재고가 증가하
고 재고는 동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려 하므로 재고소진 회피동기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 장기균형관계는 생산과 판매로 구성되며 이들은 균형관계를
갖고 장기균형 계수는 1에 근접하므로 두 변수의 동행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판매에 충격이 오면 생산이 반응하므로 이들의 차이인 재고의 변화는 정상성
을 지닌다.
재고 변화에 대하여 ECM으로 추정한 결과 [Table 4-4]와 같이 장기균형관계

   의 계수는 음(-)의 부호를 갖고 유의함을 보인다. 이는 예상되는 판매 증
가에 대하여 목표 재고가 증가하고 실제 재고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균형
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재고 변화의 동태적
특성으로 재고소진 회피 동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고의 변화는 장기균형관계    에 대하여는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다. 판매가 증가할 경우 생산평활 동기가 작동한다면 생산이 크게 변하지 않고

<Table 4-4>
Model

ECM

ECM Estimation of Inventory Changes
Variabales

Coef.

S.E.

t Statistics

Constant

0.004798

0.000946

5.072184

0.0000

   

-0.025260

0.006109

-4.135132

0.0000

   

0.016479

0.031766

0.518749

0.6042

  

0.106724

0.048490

2.200959

0.0283

  

0.089370

0.073500

1.215919

0.2247

   

-0.044273

0.076160

-0.581325

0.5613

0.076956

AIC

-5.131608

RSS

0.150849

BIC

-5.076633

Log likelihood

1155.480

DW

1.948144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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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으로 재고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나 판매의 증가에 대하여 생산이 크
게 증가한다면 재고 변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ECM 추정
결과에 의하면 판매충격이 있는 경우 생산평활 동기에 의한 재고의 변화는 크
지 않은 반면 재고는 재고소진 회피 동기에 의하여 목표 재고로 수렴해 가는
동태적 특성을 보인다.
지금까지 설명한 ECM 추정은 재고 변화의 동태적 특성으로 경기국면별 비
대칭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ECM 추정 결과에서 결정계수(   )는 0.077로 설명
력이 높지 않다.
[Table 4-5]는 재고투자 동학의 경기국면별 비대칭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이
다. 두 개 및 세 개의 상태를 가정하여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검정하였으며
상태 변수로는 추세를 제거한 생산지수, 판매지수, 재고지수를 각각 적용하였
다. Hansen and Seo (2002)의 Threshold Cointegration 검정방법을 변수 및 상태
의 수에 맞추어 확장함으로써 분석에 적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임계값과 p-값은

<Table 4-5>
State
Variables( )1)

Output
(  )

Sales
(  )

Inventory
(  )

Threshold Cointegration Test
No. of
States
2
Regime
3
Regime
2
Regime
3
Regime
2
Regime
3
Regime

Test Statistics

ECM lag()
1

2

3

4

5

SupLM

62.811

70.854

76.108

84.108

90.873

5% Crit. Value

35.711

47.186

58.397

69.243

79.701

p-Value

0.000

0.000

0.000

0.001

0.003

SupLM

100.775 115.691 129.453 140.611 157.196

5% Crit. Value

63.481

p-Value

0.000

0.000

0.000

0.000

0.003

SupLM

66.724

69.043

72.680

78.884

92.623

5% Crit. Value

35.494

46.942

58.275

69.470

79.495

p-Value

0.000

0.000

0.001

0.003

0.002

SupLM

84.451 105.172 124.441 144.842

97.232 111.912 122.838 139.888 159.532

5% Crit. Value

63.649

p-Value

0.000

0.000

0.001

0.001

0.000

SupLM

54.267

63.060

72.063

83.290

91.222

5% Crit. Value

35.836

47.449

58.662

68.881

79.884

p-Value

0.000

0.000

0.001

0.001

0.002

SupLM

84.440 102.864 118.521 142.424 152.847

5% Crit. Value

63.540

p-Value

0.000

Note: 1) Detrended and seasonally adjusted.

84.384 105.374 124.437 143.649

84.986 105.023 124.601 144.118
0.000

0.001

0.00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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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번의 반복 시행을 통하여 구하였다. VECM 적정차수인 1과 함께 다른 차
수에 대하여도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이 나타나는지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생산지수를 상태 변수
로 할 경우 적정 차수 1에서 두 개의 상태에 대한 SupLM 통계량이 62.811으로
임계값 35.711 보다 크다. 세 개의 상태에 대하여도 SupLM 통계량이 100.775
으로 임계값 63.481 보다 크다. 상태 변수를 판매지수와 재고지수로 할 경우에
도 상태 의존적 균형조정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재고투자의 경기국면별 비대칭적 특성을 반영한 Threshold Cointegration 모
형의 추정은 [Table 4-6]과 같다. 추정에 사용한 상태 변수  는 추세를 제거한
제조업 생산지수이다. 세 개의 상태를 가정한 모형13)을 추정하였으며 상태변경
모수  과  는 각각 –2.1948, 4.8787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상태변경 모수에
의해 결정되는 상태 1, 2, 3은 각각 불황, 평상시, 호황의 시기로 해석가능하다.
상태 1, 2, 3에 머무를 확률은 각각   ≤    0.1942,     ≤   
0.7165,       0.0893이다. 선형성을 가정한 ECM 추정과 비교하여 경기
국면별 비대칭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결정계수(   )가 증가(0.0770 → 0.1815)
하여 설명력의 향상을 보이고 로그우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1155.48 →
1182.42)하였다.
상태 1에서 장기균형관계    의 계수는 재고소진 회피동기가 상정하듯이
부(-)의 부호이지만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상태 2와 상태 3에서는 부(-)의 부호
를 갖고 유의함을 보인다. 따라서 상태 2와 상태 3에서는 판매 증가가 예상될
경우 목표 재고가 증가하고 실제 재고가 균형 조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증가
한다. 따라서 상태 2와 상태 3에서는 재고투자의 재고소진 회피동기가 나타나
고 있으나 상태 1에서는 재고소진 회피 동기에 의한 재고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태 1의 추정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장기균형관계    의 계수는 부(-)의
부호를 보이므로 경기 침체와 함께 판매 감소 발생 시 재고소진 회피 동기에
의한 재고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성은 크지 않으므로 실제로
동 동기에 의한 재고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 반면 재고의 변화에 대하여
13) 재고투자의 경기국면별 비대칭적 동학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보여 주기 위하여 경기상태를 3가
지로 구분하였다. 2가지로 구분한 분석결과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지만 동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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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Threshold Cointegration Model Estimation of Inventory
Investment

State 1:
 ≤ 

State 2:
   ≤ 

State 3:
  

Variables

Coef.

S.E.

t Statistics

p-Value

Constant

-0.002995

0.001918

-1.561776

0.1191

   

-0.011878

0.015757

-0.753824

0.4514

   

0.155930

0.083225

1.873598

0.0617

   

0.070569

0.100226

0.704103

0.4817

  

0.229473

0.138351

1.658631

0.0979

   

-0.199543

0.162184

-1.230347

0.2192

Constant

0.006726

0.001143

5.883030

0.0000

   

-0.022563

0.006840

-3.298908

0.0011

   

-0.009979

0.035735

-0.279262

0.7802

   

0.117126

0.059557

1.966612

0.0499

  

-0.069824

0.090635

-0.770390

0.4415

   

0.021142

0.088324

0.239365

0.8109

Constant

0.013930

0.005068

2.748466

0.0062

   

-0.052784

0.026771

-1.971694

0.0493

   

-0.024248

0.118454

-0.204708

0.8379

   

-0.381845

0.138512

-2.756760

0.0061

  

0.369972

0.288664

1.281671

0.2006

   

-0.302797

0.248474

-1.218627

0.2237



-2.1948



4.8787



0.181541

AIC

-5.198291

RSS

0.133757

BIC

-5.033366

Log likelihood

1182.417

DW

1.988163



Note:   ≤    0.1942,     ≤    0.7165,       0.0893.

장기균형관계    의 계수는 정(+)의 부호를 갖고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상태 1에서 판매가 감소할 때 생산의 변동이 없거나 작다면 재고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14)한다. 즉, 생산평활 동기가 상정하듯이 재고가 완충스톡으로 작용하


  
14) 수식으로 설명하면    ×   
  
  
  



 
∵

 

 


  
     와 같다. 여기

  
  



  
서   인 이유는 생산비용이 볼록한 영역에서는 재고가 완충스톡으로 작용하여 생산의 변동이



  
        
  
수요의 변동보다 작기 때문이다. 즉,      이므로           
  
  
  
  
  
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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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산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나 생산비용이 볼록성의 특징을 지닐 때에만 그러하다. 만일 생산비용이 비볼
록성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에는 생산의 감소가 판매의 감소를 초과하며 재고는
오히려 감소할 것15)이다. Ramey (1991)는 생산 구간에 따라 생산비용이 볼록성
을 갖지 않을 때 생산평활화가 오히려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보였
다. 생산비용이 비볼록한(non-convex) 구간에서는 생산평활화 대신 수요충격에
대해 생산수준을 크게 변동시키는 선택이 합리적이다.16) 한편, 경기불황 국면에
서는 Ramey (199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퇴장(labor hoarding) 등의 이유
로 생산비용이 비볼록한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17). 앞서 [Figure 4-2]를 보면

<Figure 4-3>

Cost Curve

Source : Ramey (1991)



  
15) 수식으로 설명하면    ×   
  
  
  
기서



 
∵

 

 


  
     와 같다. 여

  
  



  
 인 이유는 생산비용이 비볼록한 영역에서는 수요충격 발생시 생산의 변동이 수

  

  
  
        
요의 변동보다 크기 때문이다. 즉,    이므로           이
  
  
  
  
  
게 된다.
16) [Figure 4-3]에서 Ramey (1991)가 상정한 생산비용이 비볼록한 구간(그림의 왼쪽 영역)에서는 수요
충격 발생 시 생산수준을 평활화시키기 보다는 크게 변동시킬 때 평균적으로 비용을 더 작게 된다
는 것이 확인된다. 즉, 생산 수준 평활시 평균비용(  )이 생산수준을 크게 변동시키는 경우의 평균
비용(  )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17) 학부 미시교과서 등에서 등장하는 생산비용함수는 경험적 사실을 반영하는데 [Figure 4-3]과 같이
생산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비볼록하다가 변곡점을 지난 구간 이후 볼록해 지는 형태이다. 이는 경
험적으로도 생산량이 적은, 즉 불황국면에서는 생산비용이 비볼록한 성질을 지닐 가능성이 큼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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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강국면에서 생산의 감소폭이 판매의 감소폭을 상회하는 가운데 재고는
후행하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데이터 상에서도 Ramey가 상정
한 구간의 특징을 드러낸다. 그 결과 추정결과와 같이 경기 불황의 국면에서
생산이 크게 감소하고 재고 역시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상태 2와 상태 3에서 재고의 변화는 장기균형관계    에 대하여는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판매가 증가할 경우 생산의 변동이 없거나 작다면 사후
적으로 재고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나 판매의 증가에 대하여 생산이 함께 상
당 폭 증가한다면 재고 변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추정결
과는 상태 2와 상태 3에서는 생산평활 동기에 의한 재고의 변화는 크지 않으며
재고소진 회피 동기에 의하여 목표 재고로 수렴하는 동태적 특성을 보인다.
[Figure 4-4]에서 수평축은 장기균형관계    를 나타내고 수직축은 재고의
반응  으로서 각 상태별 재고소진 회피 동기에 의한 재고 변동의 경기국면
별 비대칭적 특성을 나타낸다. 상태 1에서는 장기균형관계    에 대하여 재
고는 유의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상태 2와 상태 3에서는 재고의
반응은 유의하게 나타나고 상태 3에서 더욱 커진다. 즉, 재고 변동에서 재고소
진 회피 동기는 상태 2와 상태 3에서는 유의하지만 상태 1에서는 유의하지 않

<Figure 4-4>

Response of Inventory 1
(Inventory’s State-Dependent Response to

Notes: 1) Horizontal axis is

   )

   , and vertical axis is ΔH(t).

2) ΔH(t)|St =1, ΔH(t)|St =2, and ΔH(t)|St =3 are inventory changes under state 1, 2,
and 3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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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Response of Inventory 2
(Inventory’s State-Dependent Response to

Notes: 1) Horizontal axis is

   )

   , and vertical axis is ΔH(t).

2) ΔH(t)|St =1, ΔH(t)|St =2, and ΔH(t)|St =3 are inventory changes under state 1, 2,
and 3 respectively.

다. 특히 상태 3에서는 경기 호황 시 재고소진 회피 동기에 의한 재고 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5]에서 수평축은 장기균형관계    를, 수직축은 재고의 반응

 을 나타내며 생산평활 동기에 의한 재고 반응의 상태 의존성을 보여준다.
상태 1에서 Ramey (1991)가 제시하듯이 생산비용이 비볼록하여 기업은 생산평
활화 대신 생산수준을 크게 변동시킴으로써 생산비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따라 생산의 감소폭이 판매 감소폭을 초과하므로 재고도 감소하게 된
다. 상태 2와 상태 3에서는 재고의 반응은 유의하지 않으므로 생산평활 동기에
의한 재고의 변동은 크지 않다.

4. 재고투자 모형을 이용한 경기 예측
재고투자에 대한 동태적 분석에서 재고와 판매, 생산과 판매 사이에 각각 장
기균형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국면별 비대칭적 균형조정을
동태적 분석 결과로 얻었다. 따라서 재고 변화의 상태 의존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분석 방법은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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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추정에 사용한 Threshold ECM은 재고 변화의 경기국면별 비대
칭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이를 경기 예측에 적용하고 AR, ECM 모형에 의한 예
측과 비교하였다. 제조업 생산지수를 경제활동의 예측 변수로 하였으며 표본
내 예측18)과 표본 외 예측19)을 하였다.
[Table 4-7]과 같이 표본 내 예측에서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반영한 예측은
AR 모형에 비하여 RMSE와 MAE를 각각 12.28%, 11.53%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반영하지 않는 ECM 예측에 의하면 AR 모형
에 비하여 RMSE와 MAE는 각각 2.61%, 3.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외 예측에서는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반영한 Threshold ECM에 의한
예측은 AR 모형에 비하여 RMSE와 MAE를 각각 14.44%, 18.62% 향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ECM에 의한 예측에서 얻는 6.37%, 8.80%에 비하여 큰
폭으로 예측력을 향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4-8]은 표본 외 예측에서 예측력 향상에 대한 검정결과이다.
Diebold-Mariano 검정으로 Threshold ECM에 의한 예측은 AR 모형에 의한 예측
에 비하여 예측오차를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Threshold ECM에 의한 예측은
ECM에 의한 예측에 비하여 예측오차를 감소시키고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Table 4-7>

Evaluation of Forecasting Accuracy
Threshold ECM

In-sample
Forecast

Outof-sample
Forecast

ECM

AR

A

(A/C)

B

(B/C)

C

(C/C)

RMSE

1.241509

0.8772

1.378331

0.9739

1.415251

1.0000

MAE

0.785915

0.8847

0.861314

0.9696

0.888317

1.0000

MAPE

1.563350

0.9022

1.689473

0.9750

1.732753

1.0000

RMSE

1.801141

0.8556

1.971052

0.9363

2.105163

1.0000

MAE

1.440549

0.8138

1.614385

0.9120

1.770107

1.0000

MAPE

1.320903

0.8123

1.479411

0.9098

1.626145

1.0000


 
 
   
  
    , MAE = 
    ,

  
     
  
     
   where 
   is forecasted value.
MAPE = 



Note: RMSE =





 





 

18) 표본내 예측은 전체 표본기간(1980년 1월~2017년 6월)을 추정에 사용하고 전체기간에 대하여 예측
을 실시하였다.
19) 표본외 예측은 1980년 1월~2014년 12월에 대하여 추정하고, 2015년 1월~2017년 6월에 대하여 예측
을 하였으며, 정태적 예측(static forecast) 방식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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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Test for Forecasting Accuracy
Diebold-Mariano Test
Statistics

p-value

Granger-Newbold Test
Statistics

p-value

AR vs TVECM

1.786431

0.0422

1.3977

0.0864

AR vs VECM

1.561947

0.0645

0.0753

0.4702

VECM vs TVECM

1.506118

0.0714

1.4790

0.0750

보인다. Granger-Newbold 검정 역시 10% 유의수준에서 예측력의 개선을 나타낸
다. Granger-Newbold 검정에 의하면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반영하지 않는 ECM
예측은 AR 모형에 대하여 예측력 감소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Ⅴ. 결론
재고투자와 경기변동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2개의 이론인 생산평활 가설과
재고소진 회피가설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업의 재고투자에 관
한 의사결정은 두 가지 동기 모두에 의해 영향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경기국
면에 따라 각각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 혹은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재고투자 동학에서 생산평활 동기와 재고소진 회피동기의 상대적
유의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되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의 존재와 형태를 규명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형 재고투자 모형을 확장한 비선형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 우수한 지를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 평가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재고투자에 대한 결정 요인을 찾기 위하여 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 동태분석을 하고, 생산평활 동기와 재고소진 회피동기에 경기국면별 비대
칭성을 반영한 재고 모형으로 재고투자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거시 동
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시분석에서는 재고투자의 재고소진 회피 동기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생산평활 가설에 의한 재고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 이익(현
금 흐름)과 재고투자는 양(+)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이익은 경
기변동과 높은 순응성(pro-cyclicality)을 갖고 경기 변동을 선행하는 경향을 갖
는다는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재고투자 역시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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녔음을 시사한다.
거시분석 결과, 재고와 판매, 생산과 판매가 각각 1개의 장기균형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의 장기균형관계 각각은 재고투자의 재고소진 회피 동
기와 생산평활 동기를 설명한다. 이와 같은 장기균형관계를 기초로 재고 변화
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확인하였다. 경기 호황기에
는 재고소진 회피 동기가 나타나지만 생산평활 동기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대
로 경기 불황기에는 재고소진 회피 동기는 유의하지 않지만 Ramey (1991)에서
제시된 생산비용의 비볼록성에 의하여 재고변화가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경
기 의존적 특성을 발견하였다.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모형에 고려함으로써 그
렇지 않은 모형에 비해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표본 내 및 표본 외 예
측, 다양한 예측력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고투자의 동학과 경기 불안정화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
고하여 경제 전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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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t comes to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ntory investment and
business fluctuations, the production smoothing theory and the stock-out avoidance
theory take contradictory stances. Decision-making related to inventory investments
of corporations is thought to be influenced by both motives, but the relative sizes
or directions of their respective influences can differ depending upon the phase of
the business cycle.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differs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it theoretically tests the relative significances of the production smoothing
and stock-out avoidance motives in the inventory investment dynamics, while
placing its analytical focus on determining the existence and patterns of the
asymmetric dynamics of inventory investment over the business cycle phases. To
this end this paper sets up a non-linear model that is expanded from the existing
linear inventory investment model, and checks whether its predictive power is
better than that of the existing model.
The results of analysis confirm the nature of the asymmetric dynamics of
inventory investment over the business cycle phases. A stock-out avoidance
motive appear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production smoothing motive in boom
times. In downturns, in contrast, the stock-out avoidance motive is insignificant,
but a quality of asymmetric dynamics in which changes in inventory cause the
deepening of recessions, due to the non-convexity of production costs proposed
by Ramey (1991), is detected. This paper confirms that a model conside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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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metric dynamics of

inventory investment can have better predictive power

than one that does not consider it, through within-sample and out-of-sample
predictions and various predictive power tests.
Thes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economic forecasting,
through their enhancement of the understandings of the inventory investment
dynamics and of the nature of its business cycle destabilization.

JEL Classification Number: C32, E22, E32
Keywords: Inventory investment, Asymmetric dynamics of inventory investment over the
business cycle phases, Non-convexity of production cost, Production smoothing,
Stock-out avoid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