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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효과를 추정하는 많은 연구들이 유발계수를 이용하면서 유발계수를 중요하게 인식
하고 있다. 최종수요의 유발효과분석은 유발원인자로 최종수요를 사용하며, 여기에서 추정
한 제품별 중간투입유발 총액은 산업별로 투입된 제품별 중간재 직접 투입 총액과 동일하
다. 최종수요의 유발과는 달리 생산활동인 총부분산출(gross output)의 유발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석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는 최종수요의 유발효과가 아니라,
총부분산출의 생산유발효과를 고려해야 할 때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간투입유발의
개념을 검토하고, 최종수요, 총부분산출, 특정 산업 산출액의 중간투입유발 개념을 비교하
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부분산출을 고려할 때에는 산업연관표의 투입액(산출액)은 총수요
액과 동일해야 하고,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중간재의 연쇄적
생산구조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Sancho (2012)가 도출한 유발계수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특정산업의 외생화방법으로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를 도출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특정 산업의 모든 중간투입을 최종수요로 외생화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유발액과 유발원인자의 관계를 검토하여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액을 산정할
때에 유발원인자는 해당부문의 최종수요와 자기 중간투입유발액을 합한 값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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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유발효과분석에서 도출되는 유발액은 통상적으로 승수
와 승수기저의 곱으로 나타낸다. 승수는 유발계수이며, 승수기저는 유발원인자
이며, 유발액은 유발결과자에 해당한다. 유발효과를 추정하는 많은 연구들이
유발계수를 이용하면서 유발계수를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유발계수가 갖는 의
미, 중간투입유발과 유발원인자의 관계 등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최종수요의 유발효과분석은 유발원인자로 최종수요를 사용하며, 여기에서 추
정한 제품별 중간투입유발 총액은 산업별로 투입된 제품별 중간재 직접 투입
총액과 동일하다. 최종수요의 중간투입 유발액은 유발원인자로서 최종수요를
사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특정 제품의 직접 투입 총액을 산업별로 재배분하는
의미를 갖는다.1)
생산활동인 산출의 유발은 최종수요의 유발과 달리 산업연관분석 특히 실증
적 응용분석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석 대상이나 목적에 따
라서는 최종수요의 유발효과가 아니라, 생산의 유발효과를 고려해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발전사업이 1억 원의 전력 생산을 할 때에 중간재 투입 또는
생산 유발을 산정하려면, 유발원인자가 최종수요가 아니라 생산이므로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최종수요의 유발효과분석은 사용할 수 없다.2)
이와 같은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생산활동인 산출의 유발에 대하여 깊은 이
해가 필요하다. Jeong (1984), Gim and Kim (1998) 및 Sancho (2012)는 생산활
동인 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수 분석
에서 이 논문들은 유발원인자인 산출로서 “총부분산출(gross output)”3)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들은 유발원인자로 이용될 수 있는 총부
1) 김지환·김윤경(2015), 김한주(2009) 및 백재옥(2016)은 최종수요의 유발효과를 분석하는 사례이다.
2) 정태용·강성진·정용운(2015)은 기후산업의 산출을 외생화하여 여러 가지 유발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데, 유발원인자로서 산출(또는 생산)과 최종수요의 차이점에 대하여 분명한 개념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3) 본 논문은 Jeong (1984), Gim and Kim (1998) 및 Sancho(2012)에서 사용하는 용어 “gross output”을
총산출로 번역하지 않고, “총부분산출”로 의역하고자 한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Jeong (1984),
Gim and Kim (1998) 및 Sancho (2012)에서 사용하는 “gross output”은 개념적으로 특정산업의 제품
에 대한 최종수요와 그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된 동 제품의 직·간접 유발 투입의 합계량(또는 합계액)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정산업의 제품이 다른 산업의 중간투입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
한 “gross output” 즉 총부분산출은 산업연관표에서 거래액을 나타내는 산출(또는 총산출)과 같은 의
미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ross output”을 “총산출”로 번역하는 것은 산업연관거래표의 산출과
혼동의 여지가 많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Jeong (1984), Gim and Kim (1998) 등 중간
투입유발과 관련된 논문의 가독성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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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출과 산출의 차이에 대하여 분명히 하지 않고 있어, 유발결과자인 중간투
입유발의 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들은 총부분산
출의 유발과 최종수요의 유발을 비교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 때
문에 총부분산출의 유발에 대한 개념은 혼동의 여지를 갖고, 생산의 중간투입
유발계수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간투입유발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수
요, 총부분산출, 특정 산업 산출액의 중간투입유발을 비교하여 유발 개념간의
관계를 살핀다. 그리고 외생화법에 의한 방법이 총부분산출의 유발효과 산정
수식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서 최종수요의 유발과 총부분산
출의 유발을 적합하게 다루고, 이 개념들이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는 한 나라의 경제를 전력산업과 비전력
산업으로 구분한 2×2 폐쇄경제 개방형 투입산출구조 하에서 중간투입유발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III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중간투입유발들을 정리하고,
그 차이를 살핀다. 여기에서 다루는 중간투입유발은 3가지로서 최종수요의 중
간투입유발,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 특정 산업 산출액의 중간투입유발이
다. IV는 폐쇄경제의 2산업 개방모형(2×2)을 이용하여 중간투입유발계수와 그
유발액을 설명한다. 이는 유발효과분석으로 추정되는 중간투입유발액이 갖추어
야 하는 의미를 선행연구들의 중간투입유발과 대응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V
는 결과이며, 산업연관분석의 중간투입유발에 대한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한
다. 그리고 <부록 1>에 주요 사용 부호 및 정의를, <부록 2>에 중간투입유발계
수 행렬의 동등 증명을 제시한다.

Ⅱ. 중간투입유발의 개념
Jeong (1984) 및 Gim and Kim (1998)은 중간투입유발4)에 대하여 두 가지 개
념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이며, 다른 하나는 총부
분산출(gross output)의 중간투입유발이다. 이 개념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중간투입유발뿐만 아니라, 상위의 개념인 생산유발을 동시에
고려하여 유발액을 설명한다.
4) 본 논문은 “직·간접 중간투입소요액(direct and indirect input requirements)”, “중간투입유발”, “중간투
입유발액”을 동의어로 사용한다. 이는 “유발”이 직·간접 소요액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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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의 생산유발, 중간투입유발 등과 같은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간략한 경제체제와 투입산출구조를 가정한다. 이 경제체제는 전력산업과 비
(非)전력산업으로 구성되고, 국가간 무역은 없는 2×2 폐쇄경제 개방형 투입산
출구조를 갖는다. 이 때, 산업과 제품은 동의어로 간주한다.
위와 같은 투입산출구조 하에서 먼저 전력설비를 증설하지 않고 외생적 요
인에 의하여 전력이 신규로 일정한 금액(예, 1억 원)만큼 증산되는 경우를 가정
하고, 이 가정 하에서 증산량과 전력수요의 관계를 살핀다. 전력 증산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에 실현된다. 이 의미에서 전력 증산의 근본적 원천은 신
규 수요의 발생에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외생적 요인이 이러한 신규 수요를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력에 대한 신규 수요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전력의 최종수요이며,
다른 하나는 비전력제품의 최종수요가 증가하여 산출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되는 비전력산업의 중간투입용 전력 수요이다. 이러한 전력 수요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전력의 생산 증가를 가져오며, 산업연관표의 의미에서 볼 때에 전
력의 생산 증가는 전력의 산출량 증가로 반영된다. 이러한 관계를 수식으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전력의 생산(또는 산출) 증가량
= 전력의 최종수요 증가량
+ 전력의 최종수요의 증가에 의해 유발되는 전력 투입량
+ 비전력제품의 최종수요 증가에 의해 유발된 전력 투입량
그런데 Jeong (1984) 및 Gim and Kim (1998)의 관점에서 보면 전력의 총부
분산출(gross output)은 전력의 최종수요와 그에 의해 유발되는 자기부문제품
(즉, 전력)의 투입량과 연결된다.5) 이 연구들이 언급하는 “총부분(gross)”은 특
정제품의 순산출(net output, 즉, 최종수요)과 이 순산출의 실현에 소요된 그 특
정제품의 직·간접 투입량을 포함한다. 이 관계를 달리 표현하면, 전력의 순산출
(즉, 최종수요)은 직관적으로 전력의 총부분산출에서 그 총부분산출의 실현에
소요된 직·간접 전력 투입량을 차감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증가량의 개념으
5) Jeong (1984) 및 Gim and Kim (1998)이 제시하는 중간투입유발계수에 대응되는 유발원인자는 총부
분산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본문의 아래에서 설명하는 <Figure 1>과 <Figure 2>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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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6)
전력 총부분산출 증가량
= 전력 최종수요 증가량 + 이 최종수요 증가에 의해 유발된 전력 투입량
전력 최종수요 증가량
= 전력 총부분산출 증가량 – 이 총부분산출 증가에 의해 유발된 전력 투입량
이와 같은 직관적 관계에 의하면 전력의 총부분산출 증가량이 일정할 때, 이
총부분산출 증가에 의해 유발된 전력 투입량은 관련된 최종수요 증가에 의해
유발된 전력 투입량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치관계는 III
및 IV에서 증명된다.

<Figure 1> Conceptual Diagram for Derived Input and Output Effects of the
Electricit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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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ew Intermediate
Demand, Direct and
Indirect, for Electricity

Electricity Used for
New Final Demand (Net
Output of Electricity)
(A)
Electricity Used for New
Intermediate Demand,
Direct and Indirect, for
Electricity
(B)

New Intermediate
Demand, Direct and
Indirect, for
Non-Electricity

Note: Dotted lines are to clarify definitional issues; ① for the final demand; ③ for the gross
output; ② for direct and indirect input effects derived from the final demand and the
gross output; and, ④ for direct and indirect output effects derived from the final
demand and the gross output.
6) 본문의 수식에서 “유발된 전력 투입량”이 없으면 “전력 총부문산출 증가량”은 “전력 최종수요(즉 순
산출) 증가량”과 같고, “전력 최종수요 증가량(순산출) 증가량”이 없으면 전력 총부문산출 증가량은
“유발된 전력 투입량”과 같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전력 최종수요의 유발효과 산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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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설명을 토대로 하여 <Figure 1>은 전력의 신규 수요 및 총부분산출에
의한 생산 및 중간투입 유발을 나타낸다. 최종수요(Figure 1의 ①)의 중간투입
유발은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직·간접 중간투입(Figure 1의 ②)이
며, 그 수요의 생산유발은 직·간접 중간투입과 순산출 전력(Figure 1의 (A))을
합한(Figure 1의 ④)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부분산출(Figure 1의 ③)
의 중간투입유발은 총부분산출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직·간접 중간투입
(Figure 1의 ②)이며, 그 총부분산출의 생산유발은 직·간접 중간투입에 순산출
전력(Figure 1의 (A))을 더한(Figure 1의 ④) 것이다. 다시 정의하면, 전력 총부
분산출의 생산유발은 그 총부분산출이 유발하는 비전력의 직·간접 중간투입에
전력의 총부분산출을 합한(Figure 1의 ④) 값이 된다.
<Figure 1>에서 직관적으로 최종수요의 생산유발은 총부분산출의 생산유발
과 동일하여야 하며,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은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과
같아야 한다. 이는 총부분산출의 생산 및 중간투입 유발은 최종수요의 유발을
총부분산출의 측면에서 다시 산정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Figure 2> Conceptual Diagram for Derived Input and Output Effects of the
Non-Electricity Sector

③ ④

New Activity of
Non-Electricity
Production

New Final
Demand for
Non-Electricity
①

②

New Intermediate
Demand, Direct and
Indirect, for
Non-Electricity

Non-Electricity Used for
New Final Demand (Net
Output of
Non-Electricity)
Non-Electricity Used for
New Intermediate
Demand, Direct and
Indirect, for
Non-Electricity

New Intermediate
Demand, Direct and
Indirect, for Electricity
(C)

Note: Dotted lines are to clarify definitional issues; ① for the final demand; ③ for the gross
output; ② for direct and indirect input effects derived from the final demand and the
gross output; and, ④ for direct and indirect output effects derived from the final
demand and the gross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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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과 마찬가지로 비(非)전력산업의 신규 수요 및 총부분산출에 의한
생산 및 중간투입 유발은 <Figure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ure 1>에서
전력산업을 대상으로 정의하고 설명한 유발액은 비전력제품의 경우에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 <Figure 2>에서는 비전력제품의 직·간접 중간투입용 전력
(Figure 2의 (C))과 관련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igure 1>의 (A)와 (B)에 <Figure 2>의 (C)를 합하
면, 이는 폐쇄경제 개방형 산업연관표의 통상적인 전력 산출 증가액이 되어야
한다. 즉, 전력의 최종수요 증가액, 이에 의해서 유발된 중간투입 전력, 그리고
비전력 제품의 최종수요 증가에 의해 유발된 중간투입 전력을 합하면 산업연
관표의 전력 산출 증가액이 된다. 이는 전력과 비전력제품의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된 중간투입 전력의 합계량은 산업연관표에서 중간투입용으로 거래된 전
력의 합계액과 같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산업연관표의 거래에 의한 전력 산출은 Jeong (1984)과 Gim and
Kim (1998)의 용어 “총부분산출(gross output)”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항등식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산업연관표의 전력 산출
= 전력의 총부분산출 + 비전력산업에 의해 유발된 중간투입용 전력
이 식의 우변에 있는 “전력의 총부분산출”은 개념적으로 전력의 최종수요와
전력에 의한 중간투입용 유발 전력의 합계이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본 논
문은 Jeong (1984)과 Gim and Kim (1998)의 총산출(gross output)을 총부분산출
로 의역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밝혀 두고자 하는 바는 전력의 최종수요 및 총
부분산출에 의한 유발액을 산정할 때에 비전력산업의 최종수요 또는 총부분산
출에 의해서 유발되는 중간투입 유발 전력(<Figure 2>의 (C))은 고려 대상이 아
니라는 것이다.
유발액은 통상적으로 승수와 승수기저의 곱으로 나타낸다. 본 논문은 유발액
을 유발결과자, 승수를 유발계수, 그리고 승수기저를 유발원인자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에 앞에서 살핀 전력 총부분산출의 생산 및 중간투입 유발액
은 전력의 총부분산출을 유발원인자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총부분산출”의
개념은 전력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전력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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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산출”은 일반적으로 산업연관표의 전력 산출을 의미하며, 총부분산출로
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면 1억 원의 산출액을 갖는 전력의 신규 사업의 유발액을 산
정할 때에 유발효과의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 유발효과를
산정할 때에 전력 산출 1억 원을 총부분산출로 볼 것인가 또는 산업연관표의
산출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력 산출 1억 원이 비전력산업의 중간
투입용 전력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총부분산출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력 산출 1억 원이 비전력산업의 중간투입용 전력으로도 이용
되는 경우라면 그 금액은 산업연관표의 산출로 인식하는 것이 적합하다. 산업
연관표의 거래를 고려할 때에 후자의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전력산업의 중간투입용 유발전력은 전력 1억 원의 생산유발 또
는 중간투입유발을 산정할 때에 제외하여야 한다. 제외 비율로서는 산업연관표
의 전력 산출 중에서 비전력산업에 의한 전력의 직·간접 투입액 비중을 사용할
수 있다. 비전력산업의 중간투입용 유발전력은 비전력 산업의 최종수요 또는
총부분산출이 유발한 것이며, 전력 산업의 최종수요 또는 총부분산출이 유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1억 원 전체를 총부분
산출로 인식한다면 경제 전체로 볼 때에 전력산업의 유발효과가 크게 추정되
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Ⅲ. 선행연구들의 중간투입유발7)
1.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
산업연관분석에서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8) 최종
수요의 생산유발로부터 도출된다. 폐쇄경제의 개방형 투입산출모형에서 최종수
요의 생산유발은 수식 (1)과 같다.9)

  ≡  
 =      


(1)

7) <부록 1>에 중간투입유발의 도출과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부호와 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다.
8) 최종수요의 생산 및 중간투입 유발액은 투입산출분석 관련 교재에 수록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Miller and Blair (2009)의 제6장을 들 수 있다.
9)  +  =  에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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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산업별 최종수요를 원소로 하는 대각행렬,  는 단위행렬,
수식 (1)에서 

 는 산업의 투입계수  를 원소로 하는 투입계수 행렬 [  ]이다.      는
   의 역행렬로서 최종수요의 생산유발계수 행렬이며,  또는 [  ]로 나타

낸다. 
  는 최종수요의 생산유발액 행렬이며, 위첨자   는 그 행렬이 최종

수요의 생산유발 수식으로부터 도출된 것을 의미한다. 
 는  산업 제품의 최

종수요에 의해 유발된  산업 제품의 산출액이다.

 를 원소 1로 이루어진 집계 열벡터로 정의하면, 수식 (1)의 행합계  

또는 ∑ 
 는 각각 산출벡터  및 그 벡터의 원소  와 같다. 최종수요의 생

산유발액 행렬 
  는 산업별 최종수요의 유발액 기준으로  산업의 산출액 

를 산업별로 배분한 결과이다. 따라서 
 는  산업 제품의 최종수요를 충족시

켜 주기 위해 필요한  산업 제품의 유발(직·간접) 산출액으로 해석된다.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액은 수식 (1)에서 최종수요를 차감하여 도출하며,
수식 (2)와 같다.  는  산업 제품의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 제품의 유발(직·간접) 투입액을 의미한다.

  ≡   
 =         


(2)


수식 (2)에서   는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로         로

정의되며, [  ]이다.   는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액 행렬이며, 위첨자 
는 중간투입유발액이 최종수요의 생산유발액으로부터 도출된 것을 의미한다.

 는  산업 제품의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 제품의 유발
(직·간접) 투입액이다.

 를  산업이 중간투입용으로 구입한  산업 제품의 거래액으로, 
를 산

]는  
업별로 투입된  산업 제품의 거래 합계액(= ∑  )으로 하면, [ 

와 같다.  산업 제품의 중간투입 합계액인 중간수요는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
발액 행렬에서  행의 합계와 같으며, 
= ∑  = ∑  이다. 그러나 수

식 (2)에서 보면  는  와 같지 않다.  는 중간투입을 위한  ,  산업간의
가 최종수요의 직·간접 유
시장거래액이지만,  는 중간수요 거래 합계액 


1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2권 제3호 (2016.9)

발액 기준으로  산업에 배분된 중간투입액이다.
수식 (1)과 수식 (2)에서 최종수요의 생산유발액 또는 중간투입유발액은 투
입산출연관의 항등식  +  =  로부터 도출되어 유발계수와 유발원인자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유발결과자인 생산유발액 및 중간투입유발액 행렬의 행 합
계는 각각 해당 산업의 산출액 또는 중간수요 합계액과 일치하기 때문에 경제
분석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2×2 산업연관표를 고려할 때에 최종수요의 생산유발계수(  )와 중간투입유
발계수(  )는 각각 행렬 (3) 및 (4)와 같다. 이 두 행렬의 원소를 비교하면 
=  -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행렬 (3)과 (4)에
서  등은 2×2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 행렬 등이며,    는 행렬식의 값
이다.
 ≡

  


= 
     =


   





   
  

  


         
        

  


                   



 ≡

  






  



(3)




        
      

         

(4)

    
 =
=  
     

      

        


         






2.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
Jeong (1984)은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 중에서 대각원소의 유
발계수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이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계수와 갖는 관
계를 이론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Gim and Kim (1998)은 Jeong (1984)의
연구 결과를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의 비대각원소로 확장하였다. Gim and Kim
(1998)에 의하면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   )은 수식 (5)와 같다.
수식 (5)에서 
 는 최종수요의 생산유발계수 행렬  의 대각원소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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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행렬이다.
  ≡ 
  

(5)

2×2 산업연관표에서   는 행렬 (6)과 같다. 이는 Gim and Kim (1998)이 정
의하는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은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을 구성하는 각 행의 원소를 그에 상응하는 로 나눈 것이다.



 ≡



  



=


  

   

 


   



 
 

 
  

=





 


  


  



  
  
=
  


  


     
   





(6)

Gim and Kim (1998)은 유발원인자인 총부분산출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
다. 그러나 앞에서 밝혔듯이 유발원인자는   이며, 특정 산업  의 최종수요
에 의해 유발되는 산업  의 생산유발이 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면 Gim and

Kim (1998)이 언급한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 행렬( 
  )은 수식 (7)과 같

이 정의되고, 수식 (5)를 이용하여 전개된다. 그리고 수식 (2)를 이용하면, 수식


(7)의 중간투입유발 행렬( 
  )은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 행렬(   )과 비교

할 수 있는 행렬 수식 (8)로 쓸 수 있다.

  
    

  ≡    =    

(7)



    
        

 
 = 
    

  =     =      

(8)

수식 (8)은 Gim and Kim (1998)에 의한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 행렬


( 
  )이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 행렬(   )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행렬에서 대각원소는 서로 같지만, 비대각원소는 모든  가 동일하지 않다면
서로 다르다. Gim and Kim (1998)의 중간투입유발계수는 총부분산출의 중간투
입유발과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위배하고 있다.10)
Sancho (2012)는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   )을 행렬 수식 (9)
와 같이 제시한다. 2×2 산업연관표를 가정할 때,   는 행렬 (10)과 같다. 여기
10) 이에 대한 분석은 IV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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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Sancho (2012)가 정의한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은 최종수요
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의 각 열의 원소를 그에 상응하는 로 나눈 것이다.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에 대한 Sancho (2012)와 Gim and Kim (1998)의 차이는
  를 곱하는 위치이다.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   )에 
  =   
 

≡







(9)

       

  


  
 







  
  



= 
=   
=


 
 

  
  






  











   



 





(10)

총부분산출에 의한 Sancho (2012)의 중간투입유발 행렬   은 행렬 수식
(11)과 같다. 이 유발행렬은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 행렬   와 동일하다.
이를 고려하면 Sancho (2012)가 제시한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 행렬 산정
방법은 총부분산출과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준수
하고 있다.11)

  ≡   
 
 =   
 
 ≡  
  

(11)

3. 특정 산업 산출액의 중간투입유발
한국은행(2004)은 특정 산업의 산출액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를 설명하기 위하
여 건설업의 건설활동이 갖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방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때, 특정 산업은 건설업이며, 건설활동은 산출액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한
국은행(2004)의 개념을 적용하여 중간투입유발을 살피지만, 분석대상 산업수,
관련 행렬 수식, 변수, 기호 등은 별도로 정의한다. 3개의 산업으로 구성된 폐
쇄경제 개방형 산업연관표(3×3)의 수급 항등식은 연립방정식 (12)와 같다.

        

(12a)

        

(12b)

11) 이에 대한 분석은 IV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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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c)

한국은행(2004)에 따라서 1산업 제품의 중간수요 거래액을 최종수요로 하면
서, 동시에 본원적 투입(primary inputs)으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서 2 및 3 산업
으로 구성되는 수급항등식은 수식 (13)과 같이 정리된다.

   
 

+

 

=  + 

(13a)

    =  + 

(13b)

수식 (13)은 행렬 수식 (14)로 쓸 수 있다.



    
   
   
 

(14)

             
,  =  ,  = 
,  =  ,  = 

 
  
  
  

  = 



  는 행렬 수식 (15)와 같이 유도된다. 한국은행(2004, p. 164)의 정의에



  은 “생산유발액”으로 사용되며, 
 =0
따르면, 수식 (15)의       


  와  을 합한 값은 1산업 산출액의 “총생산유발효과”이다.
하에서 ′ 




         
         
 

(15)

한국은행(2004)의 분석은 다음의 유의점을 갖는다. 첫째, 한국은행(2004)이
사용하는 “생산유발액”은 엄밀하게 말하면 산출액의 중간투입유발 행렬이다.12)


 =0 하에서 
  는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간투입유발
둘째, 


 ≠0 하에서 한국은행(2004)의 
  는 1산업 산출
벡터로 정의되어야 한다. 

의 중간투입유발 벡터와 2 및 3 산업의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 벡터를 합한
값이다.




이와 같은 유의점을 반영하여       

을 1산업 산출의 중간투입유

12) 이는 산출의 유발계수이며, 총부분산출의 유발계수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한
국은행의 유발원인자는 1산업의 산출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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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계수 행렬(   )로 정의하고(수식 (16) 참조), 1산업 산출의 중간투입유발 행

 )을 도출하면 행렬 수식 (17a)가 된다. 1산업의 생산활동에 의해 유발
렬( 


되는 2 및 3 산업 제품에 대한 중간투입유발 벡터는 (17b)와 같다. 여기서  는
적절한 차원의 합계 열벡터이다.


  ≡       


(16)

  ≡    ∀          

(17a)

   ≡   ∀     

(17b)


수식 (17b)를  산업에 대하여 전개하면 수식(18)이 된다. 수식 (18)에서 


는 행렬 수식 (14)에 있는      의 원소이며,  은 수식 (12)에서 도출되


는      의 원소이다. 수식 (18a)의 
는 1산업의 생산활동에 의해 유발


되는 2산업 제품의 중간투입유발이며, 이는 한국은행(2004)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 이 값은 1산업의 산출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2산업 제품의 투입유발과,
1산업의 산출에 필요한 3산업 제품을 지탱하기 위해 소요되는 2산업 제품의
중간투입유발을 합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는 Sancho (2012)의 방법으로 산정
한 1산업의 총부분산출에 의해 유발되는 2산업 제품의 중간투입유발과 다르다
(수식 (18a) 및 수식 (11) 참조).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한국은행(2004)


의 방법에 의한 유발계수 
       가 Sancho (2012)의 방법에

의한 유발계수 (  )와 동일하지만, 유발원인자는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행(2004)의 방법에 의한 유발원인자는  = (   +   +   )이며, 이는
Sancho (2012)의 방법에 의한 유발원인자보다 크다. 이러한 상황은 3산업 제품
에 대해서도 발생한다(수식 (18b) 참조).

  =         ≠  = (  ) 

(18a)

  =          ≠  = (  ) 

(18b)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을 산정하는 경우에 한국은행(2004)의 방법을 적
용하려면, 수식 (15)가 논리적으로 도출되었더라도 유발원인자를 수식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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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으로 하지 않고 총부분산출(  )으로 해야 한다. 산업별 중간투입유발의
합계액을 도출하려면 자기산업에 대한 중간투입유발이 필요하지만, 한국은행
(2004)의 방법은 자기산업에 대한 중간투입유발을 별도의 방법으로 도출해야
한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한국은행(2004)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 1산업을 외생화할 때에 모든 산업제품에 대한 1산업의 중간투입을
최종수요의 항목으로 외생화하지만, 1산업 제품의 산업간 거래는 본원적 투입
(primary inputs)으로 외생화하지 않는 것이다.13) 수식 (12)에 이러한 외생화방
법을 적용하면 수식 (19)가 도출된다.

 



   
 

 

=  + 

(19a)

 

=  + 

(19b)

    =  + 

+

(19c)

수식 (19)는 행렬 수식 (20)으로 쓸 수 있고, 이를 산출액에 대하여 전개하면
수식 (21)을 도출할 수 있다.14)

    
  
   






(20)

  
   





=    ,  =    ,  = 

  
   












        
         


(21)

13) 외생화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대안들이 있다. 예를 들면, Miller and Blair (2009, p. 621)는  을 최
종수요로 외생화하면서,  을 내생화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있다.


14) 수식 (20)에서 사용하는 투입계수  에서 1제품 부문의 투입계수는 모두 0이다. 이것은 원자재 투
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본 및 노동 투입은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
전의 경우에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생산이 현실화되면, 원자재 투입은 자본비용 및 인건비에 비하여
지극히 소액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원자재 투입이 0이라고 하여도 산업연관표의 “산출
= 수요” 등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생화 방법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원론적인
제약점을 안고 있다. IV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외생화 이후의 산업연관모형은 그 이전의 산업연관
시스템과 성격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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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으로 정의할 때, 이로부터 도출되는 1산업 산
그리고       

출(  )의 중간투입유발 벡터( 
  )는 Sancho (2012)의 방법에 의한 것과 같다
(수식 (22) 참조). 수식 (22)에서  는 적절한 차원의 합계 열벡터이며, [  ]는
Sancho (2012)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 즉   의 1열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한국은행(2004)의 방법에서 제시한 과정과 유사
하다.

   
   = [  ]

  ≡   =   

∀      

(22)

이와 같은 외생화방법을 2 및 3 산업에도 적용하여 도출되는 모든 산업의 생
산활동에 의한 중간투입유발계수(   )는   와 동일하다.15)   의 1열 벡터
는    와 같고,   의 2열 벡터는    와 같고, 그리고   의 3열 벡터는

   와 같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외생화방법은 여전히 유발원인자 문제를 갖
고 있다.

Ⅳ. 중간투입유발에 대한 해석
여기서는 먼저 폐쇄경제의 2산업 개방모형(2×2) 산업연관 시스템 하에서 직·
간접 중간투입유발을 나타내는 나무그림(tree graph)을 이용하여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를 설명한다. 그 후에 이 유발계수와 III에서 제시한 선행연구
들의 중간투입유발계수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총부분산출의 생
산유발액을 설명한다. 이 장은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를 서술적으로
설명하여 이 계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발액의 산정을 위한 활용을 살피
는 것이다.
<Figure 3>에서 점선 네모는 제품  의 1단위 생산과 관련된 모든 직·간접
중간투입의 연쇄적 과정이다. 첫째 열의 점선 네모는 제품  의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직접 투입계수이며, 둘째 열의 점선 네모는 제품  의 생산과 관련될
수 있는 1단계의 모든 간접투입이며, 셋째 열의 점선 네모는 이 제품  의 생


15) n × n의 산업연관표에서 
=  에 대한 수리적 증명은 <부록 2>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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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관련될 수 있는 2단계의 모든 간접투입이다.16)

<Figure 5> Direct and Indirect Inputs in Relevance to the Production of
One Unit of the Gross Output
①

 

⋯⋯

 

⋯⋯

 

⋯⋯

 

⋯⋯

 

⋯⋯

 

⋯⋯

 

⋯⋯

 

⋯⋯

②




Production of One
Unit of Commodity 1
(i.e.,   )

 



③

④
Note: All dotted boxes represent direct and indirect inputs in support of one unit of the final
demand for the commodity   . However, the combined use of inputs in connection
with dotted lines ③ and ④ includes all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inputs, direct and
indirect, to produce one unit of the commodity.

여기서 말하는 제품  의 1단위 생산은 유발원인자인 총부분산출과 관련되
어 있으며, 그 관계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다만 <Figure 3>의 1단위 생산은 자
기 제품 즉 제품  에 대한 중간투입을 포함하는 것이다.
<Figure 3>에서 도출하려는 것은 제품  의 1단위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고
16) <Figure 3>의 실선 네모 즉 나무 뿌리인 “1제품( ) 1단위 생산” 대신에 1제품 최종수요 1단위 생
산을 생각하면 <Figure 3>의 줄기 단계는 최종수요의 중간재 투입유발과 관련이 있다. 최종수요의
생산유발은  =  +  +   +   ……이므로 최종수요의 중간재 유발은   =  +   +  
……이다. 그러므로 최종수요 1단위 생산을 가정하면, 나무뿌리는  와 관련되며, 첫째 열의 점선
네모(직접 투입계수)는  와 관련되며, 둘째 열의 점선 네모(1단계의 중간재 간접투입)는   와 관
련되고, 셋째 열의 점선네모(2단계의 중간재 간접투입)는   와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
은 2×2 산업연관표를 나타내는 <Figure 3>에서 점선 네모 모두는 1제품 최종수요의 중간재 투입유
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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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분한 직·간접 투입 중간재를 선택하여 제품  의 1단위 생산에 대한 중간
투입유발계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필요한 직·간접 투입 중간재는 첫째,
연쇄적 생산구조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제품  1단위를 생산할 있어
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직·간접 투입 중간재는 제품  의 1단위 생산에 필요
한 최소한의 직·간접 중간투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직·간
접 투입 중간재는 생산되는 제품  1단위에서 자기 제품에 대한 중간투입을
제외한 순생산(또는 순산출)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제품의 중간투입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과 조건에 부합하는 직·간접 중간투입유발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Figure 3>에서 직·간접 투입 대안으로서 경로 ①과 경로 ②의 결합
방안과 경로 ③과 경로 ④의 결합 대안을 검토한다. 왜냐하면 이들 대안은 직
관적으로 제품  의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경로 ③
및 ④의 투입요소 결합 대안에 의하면, 2단계 간접투입용 제품(이하, 원자재)인

 과  을 결합하여 상위 단계의 원자재  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원자재  에  을 결합하여 직접 투입 원자재인  을 생산할 수 있
다. 이러한 직접 투입 원자재  은  과 결합하여  제품 1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때, 제품  의 원자재 투입인  ,  ,  등은 생산될  제
품 1단위에서 차감되는 중간재이다. 그리고 직·간접으로 투입된 제품  의 원
자재  ,  ,  등은 생산될  제품 1단위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제
품  의 1단위에서 차감될 원자재는 아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경로 ① 및 ②의 결합도 연쇄적 생산구조를 충족하며
동시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재 투입 결합 대
안은  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모든 직·간접 투입요소를 포함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직접투입 원자재  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을 생산하려면
원자재  이 필요하지만, 경로 ① 및 ②는 그 원자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로 ① 및 ②는 제품  의 생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투입요소
를 확보하지 못하는 요소 결합 대안이다.
결과적으로 제품  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2가지의 직·간접 투입 대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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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로 ③ 및 ④의 요소결합 대안이 제품  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충분한 원자재를 포함한다. 경로 ③의 수열 합계는 수식 (23)과 같고,
경로 ④의 수열 합계는 수식 (24)와 같다. 그리고 제품  의 순산출은 수식
(25)와 같이 산정된다.

      (경로 ③ 합계)

(23)

   

(24)

(경로 ④ 합계)

1         (제품  의 순산출 1단위 중 가능한 최종소비액)
(25)
위의 설명을  제품의 1단위 생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때의 최적 생
산요소의 결합 경로에서 제품  의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직·간접 중간투입유발
계수를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도출한 제품  및 제품  의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중간투입유발계수를  라고 정의하면, 이는 행렬 (26)과 같다.17)


 ≡ 



    


 
  



  
  


 
=
=
(26)



  
 
   

     

 
   







그러면 여기서 행렬 (26) 즉  가 제품  및  의 총부분산출에 대한 중간
투입유발계수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렬 (26) 즉  에
대응되는 유발원인자를     ′ 라 하면, 의 생산유발액은 산업연관표의
산출 즉     과 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유발원인자인 는 일종의 산출
개념이므로 의 생산유발은 II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연관 시스템의 실제
산출을 반영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행렬 (26)을 이용하여 도출되는 제품  에 대한 의 생산유발은  + ( 

  ) +  이다. 이 수식의 첫째 항은  의 자기 제품에 대한 중간투입

17) 행렬 (26)의 모든 원소와 두 제품의 순산출이 양수값을 가져야 한다는 제약이 Hawkins-Simon 조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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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이며, 둘째 항은 자기 제품의 순산출이며, 그리고 셋째 항은  의  제품에
대한 중간투입유발이다. 이들의 합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연관 거
래액  과 동일해야 하므로  =    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Figure 3>
또는 행렬 (26)에 부합하는 유발원인자인  은 II에서 제시한 총부분산출과 동
일한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리는 유발원인자인  에 대해서
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행렬 (26) 즉  는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가 된다. 다시
말하면 <Figure 3>에 제시된 경로 ③의 수열 합계는 제품  의 총부분산출을
위한 제품  의 중간투입유발계수이며, 경로 ④의 수열 합계는 제품  의 총부
분산출을 위한 제품  의 중간투입유발계수이다. 제품  에 대해서도 이와 유
사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논리 때문에 서술적으로 도출한 행렬 (26)의 중간투입유발계수는
Sancho (2012)의 방법에 의한 중간투입유발계수(  , 수식 (10) 참조)와 동일하
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외생화방법에 의한 중간투입유발계수(  )와도 같다.
이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은 III에서 설명한 최종수요의 중간투입계수 행렬
(  , 수식 (4) 참조)에 적절한 차원의 대각행렬[ 
  ,  = 1, 2]를 곱한 것과
도 같다(수식 (9) 참조). 그러나 행렬 (26)의 중간투입유발계수는 Gim and Kim
(1998)의 방법에 의한 유발계수(  )와 다르다(수식 (6) 참조). 수식 (6)은 다음
과 같다.

 ≡

 

 





=

  

   









 





  

  
  

=

 


  


 
   
   










(6)의 인용

수식 (6)에서 원소 
 은 <Figure 3>의 경로 ③의 수열 합계와 같고,  은

경로 ②의 수열 합계와 같다. 그런데 경로 ② 및 ③의 원자재 조합은 제품 
의 총부분산출을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투입요소를 포함하
지 않고 있다. 경로 ② 및 ③의 원자재를 이용할 경우에 제품  의 총부분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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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위 생산에 필요한 직접 투입요소  을 연쇄적으로 생산할 수 없으며, 또한
직접 투입요소  을 연쇄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이러한 오류는 제품  의 경
우에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Gim and Kim (1998)의 중간투입유발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 유발계수 × 총부분산출)은 다음과 같이 해
석된다. II 및 III에서 밝혔듯이 유발원인자인 총부분산출은 특정 제품의 순산
출인 최종수요와 그 제품의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되는 자기 제품의 중간투입
유발을 합계한 것이다. 총부분산출은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자기제품에 대한
생산유발과 같으므로 열벡터 [   ]′와 같다.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
행렬( 
  )은 수식 (26)의 계수행렬과 총부분산출 열벡터의 대각행렬을 곱하여
도출하며, 이는 수식 (27)의 첫째 정의식과 같고,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 행
렬과 동일하다.

     


 =   =        

  ≡ 
      
       

(27)

본 논문이 제안하는 외생화방법에서 유도되는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은 행
렬 (26)과 같지만, 수식의 유도 과정을 고려할 때에 유발원인자는 산업연관표
의 산출과 동일하다(수식 (21) 참조). 따라서 외생화방법으로 총부분산출의 중
간투입유발 행렬을 도출하려면, 유발원인자를 산출에서 총부분산출로 전환하여
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개는 논리적 결함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외
생화방법에 의한 3×3 산업연관표의 항등 거래 수식은 수식 (19a)~(19c)와 같다.
이 연립방정식은  제품의 생산에서 중간재 투입이 0인 새로운 생산구조를
의미한다. <Figure 3>을 이용하면 제품  생산의 투입계수  ,  및  는 0
이다. 이러한 새로운 생산구조를 대상으로 Sancho(2012)의 방법을 적용하여 총
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 행렬을 도출하면 III의   또는 행렬 (26)과 다른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이 유도될 것이다. 그렇지만 외생화방법에 의한 중간투
입유발계수의 도출은 산정과정에서 0이 아닌  ,  및  을 전제하고 1산업
의 중간거래액을 외생적 최종수요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외생화방법은 관점에
따라 자체적으로 논리적 결함을 지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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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출액이 전망되는 특정 사업에 대하여 그 산출로부터 중간투입유발
행렬을 도출하는 경우에 외생화방법은 현실적인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외
생화방법에 의한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   )을 이용하여 산출의 중간투입유

 )을 도출하려면 먼저 유발원인자인 총부분산출을 산출로 전환하
발 행렬( 

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식 (28)의 첫째 정의식은 유발계수행렬에 총부분산출을
곱한 것이며, 이를 적절히 전개하면 산출을 유발원인자로 하는 유발계수행렬을
도출할 수 있다. 수식 (28)에서   는 산출액 대비 총부분산출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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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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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여기서,   ≡ { 
그러므로 특정 신규 사업의 산출을 미리 알 수 있을 때, 이 산출의 중간투입

 )은 수식 (29a) 또는 (29b)로 부터 도출할 수 있다.18)
유발 행렬( 




 ≡ {     } 





 ≡ 



, 여기서   ≡    

(29a)
(29b)

그리고 특정 신규 사업의 산출을 미리 알 수 있을 때, 이 산출의 생산유발행

 )은 수식 (30a) 또는 (30b)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수식 (30a)
렬( 

는 정의식이며, 우변의 첫째 항은 신규 사업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 행렬
이고, 우변의 둘째 항은 신규 사업 총부분산출 중에서 최종수요 상당액을 추정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식 (30a)의 우변은 신규 사업의 총부분산출에 의한
생산유발행렬을 나타낸다. 수식 (30a)에서 신규 사업의 산출액 중에서 신규 사
업 외의 다른 산업의 생산 증가에 의한 신규 사업의 해당 제품에 대한 중간투
입유발은 신규 사업의 생산유발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신규 사업의 예상 산
출은 이러한 중간수요의 증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간수요의 증가는 신규
사업의 효과가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한다.19) 수식 (30b)도 유사한 방법으로 신
18) II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의 예상되는 산출량을 모두 총부분산출로 전제하면 수식 (29a)에서

   는 1.0이 되며, 수식 (29b)에서   는    와 같다.
19) 앞의 각주에서와 같이 신규 사업의 예상되는 산출량이 모두 총부분산출로 전제하면 수식 (30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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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사업의 산출로부터 생산유발행렬을 도출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수식 (30a)
와 동일하다.



 ≡ {     } 





 ≡ 



 

+ {






}



 
  } 
+ {

(30a)
(30b)

V. 결론
산업연관분석에서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은 널리 이해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은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활용되
는 정도도 낮다. 그렇지만 분석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는 총부분산출의 중간투
입유발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에서 중간투입유발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
확히 하고자 하였다.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에 대하여 선행연구인
Gim and Kim (1998) 및 Sancho (2012)의 결과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총부분산출을 고려할 때에는 Sancho (2012)가 도출한 유발계수를 이용하는 것
이 적합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
시한다. 첫째, Sancho (2012)의 유발계수는 산업연관표의 투입액(산출액)은 총
수요액과 동일해야 한다는 항등식 구조에 부합한다. 둘째, Sancho (2012)의 유
발계수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중간재의 연쇄적
생산구조 하에서 도출된다.
또한 본 논문은 한국은행(2004)이 제시한 특정산업의 외생화방법으로부터 총
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의 방법은 특정 산업에 대한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을 산출할 때
에 자기 산업에 대한 중간투입유발은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새로운 외생화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특정 산업
의 모든 중간투입을 최종수요로 외생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방법을 통해서
도출되는 중간투입유발계수가 Sancho (2012)의 해당 계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중간투입유발계수 측면에서 새로운 외생화방법과 Sancho (2012)의
   는 1.0이 되며, 수식 (30b)에서   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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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동일한 계수를 제시하지만, 새로운 외생화방법은 외생화로부터 도출되
는 산업연관항등식에 이미 새로운 생산구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
을 안고 있다.
더해서 중간투입유발계수로부터 중간투입유발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살피기
위하여 계수에 곱하는 피승수(유발원인자)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유발원
인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특정 전원의 발전사
업이 1억 원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할 때 이 사업의 중간투입유발액을 추정하려
면 유발원인자를 검토해야 한다. 본 논문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경우에 유발원인
자는 1억 원의 전력이 아니다. 이 경우에 유발원인자는 총부분산출이며, 유발
원인자에서 전력부문이 아닌 다른 산업의 최종수요로부터 유발되는 중간투입
용 전력수요는 제외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지환·김윤경(2015),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국내 산업군 수주율별 유발효과 추정
연구,” 경제연구, 제33권 제2호, pp. 61-84.
김한주(2009),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경북권과 타권역간 관광산업의 경제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 『관광연구, 제24권 제2호, pp. 219-237.
백재옥(2016),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 제110권, pp. 133-159.
정태용·강성진·정용운(2015), “한국 기후변화산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경
제연구』, 제14권 제1호, pp. 143-174.
한국은행(2004),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pp. 161-165.
Gim, H. U. and K. Kim (1998), “The General Relation between Two Different Notions
of Direct and Indirect Input Requirements,” Journal of Macroeconomics, Vol.
20(1), pp. 199-208.
Jeong, K. (1984), “The Relation between Two Different Notions of Direct and Indirect
Input Requirements,” Journal of Macroeconomics, Vol. 6(4), pp. 473-476.
Miller, R. E. and P. D. Blair (2009),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Oxford
Sancho, F. (2012), “Straightening Out the Concept of Direct and Indirect Input
Requirements,” Economic Bulletin, Vol. 32(1), pp. 502-509.

산업연관분석의 중간투입유발에 대한 해석 연구

25

<부록 1>

주요 사용 부호 및 정의


투입계수 행렬 [  ]

  산업 제품의 단위당  산업 제품의 중간투입 거래액 (투입계수,  )



최종수요의 생산유발계수 행렬, [  ]




최종수요의 생산유발 행렬  의 대각원소로 이루어진 대각행렬



 산업 제품의 최종수요



산출액 열벡터, [ ]



 산업 제품의 산출액



 산업이 중간투입용으로 구입한  산업 제품의 거래액




산업별로 투입된  산업 제품의 거래 합계액, ∑ 


[ 
 ]

최종수요의 생산유발액 행렬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액 행렬




  Gim and Kim (1988)의  로 산정될 수 있는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

유발 행렬

  Sancho (2012)의   로 산정될 수 있는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 행렬


원소 1로 이루어진 집계 열벡터



최종수요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   = [  ]



Gim and Kim (1988)의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 행렬



Sancho (2012)의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

 

외생화방법에 의한 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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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의 동등 증명
이 부록에서는 n×n의 폐쇄·개방형 산업연관 구조 하에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외생화방법으로 도출한 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   )이 Sancho (2012)
의 방법으로 도출한 총부분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   )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의 1열 벡터를 
= [ 

 ⋯  ⋯  ]′으로,  의 1열 벡터를 

=  를 증명한다. 즉, 1산업 총부분산출
= [  ⋯  ⋯  ]′으로 할 때, 

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이 외생화 또는 Sancho (2012)의 방법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2 내지 n 산업에 대한 위와 같은 속성은 행렬 및
행렬식의 속성을 이용하여 서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1. Sancho (2012)의 방법에 의한 1산업 총부분산출의 중간
투입유발계수 벡터 도출

Sancho (2012) 방법에 의하면   =   
  =        
  이다.


     를  로 정의하면,   =  
    
  이다. 이 경우에  =

[  ⋯  ⋯  ]′의 원소는 아래와 같이 전개된다. 여기서  는 (    ) 행
렬에서  에 위치한 원소의 소행렬(minor)이다.


      

 =    = 
   
 






 

      
      
  =

  
   



(a1)


      

 =    = 
   
 




∀   ⋯



 

      
     
=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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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생화방법에 의한 1산업 산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 도출
과 동등성 비교
본 논문이 제안하는 외생화방법에 따라 1산업을 외생화하고 1산업의 투입계
수를 대각행렬로 이용하면, 본문의 수식 (21)로부터 1산업의 산출에 의한 중간
투입유발계수 행렬(   )을 구할 수 있다(행렬 수식 a3 참조). 여기에서   은

 은 1산업 투입계
1산업을 외생화한 이후의 투입계수행렬이며(행렬 a4 참조), 
수의 대각행렬이다.   의 한 원소를 
 이라고 하면, 이는 1산업 제품을 1단
위 생산하기 위하여  산업이 원자재로 사용하는  제품의 투입액이다.


  =       

 

(a3)

   ⋯  ⋯  
  ⋯  ⋯ 
⋯⋯⋯⋯⋯⋯
=
  ⋯  ⋯ 
⋯⋯⋯⋯⋯⋯
   ⋯  ⋯ 

(a4)

  행렬의  행을 합하면, 이는 1산업 제품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모든
산업이 원자재로 이용하는  산업 제품의 투입액을 나타낸다. 이것이 제품  의
1단위 산출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제품의 투입액이다. 그러므로 수식 (a5)


의 우변은 앞에서 제시한   의 1열 벡터인 
= [ 

 ⋯  ⋯  ]′를

의미한다. 여기서  는 합계 열벡터이다.

 } 

=    = {       


(a5)



 의 원소가 앞에서 도출한  의 원소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

원소를


{     

구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수식

(a5)의

우변에

있는


 }  를 구체적으로 전개하여 간략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       
 , 그리고 {       
 }  를 차례로 평가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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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a4)를 이용하여 (     )을 구하고 그 역행렬을 도출하면, 수식 (a6)과

같다. 여기에서   는 (     )의 역행렬 [ 
 ]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     ) 행렬에서   에 위치한 원소의 소행렬이다.


    
    

 
 


 
   
 

⋯
⋯

 ≡
 



    

     
⋯
⋯
 



   

  





⋯    
 

 
⋯  
⋯
⋯


⋯    
⋯
⋯


⋯    

 

⋯   
 

 
⋯  
⋯
⋯


⋯   
⋯
⋯


⋯    



(a6)

그리고  를 (    ) 행렬에서   에 위치한 원소의 소행렬이라고 하면,


{     


 }  의 전개 또는 평가를 위해서 아래의 몇 가지 보조적 속성을

이용한다.

   ∀   ⋯ . 행렬  와   의 속성상 명백하다.
(ⅰ) 

   ∀   ⋯ . 행렬   의 속성상 명백하다.
(ⅱ) 

(ⅲ)     =  .     의 1열을 기준으로 그 행렬식을 Laplace 전개
한 결과는 행렬 (    )에서 (1,1)에 위치한 원소의 소행렬과 같다.
(ⅳ) 행렬 (    ) 및 (     )와 유사한 보조행렬 (     )를 설정하기 위
하여   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그러면 (     ) 행렬은 (    )
행렬과 비교하여 (1,1)의 위치에서만 다르다.

 

  

⋯
=

⋯
 

 ⋯  ⋯  
 ⋯  ⋯ 
⋯⋯⋯⋯⋯
 ⋯  ⋯ 
⋯⋯⋯⋯⋯
 ⋯  ⋯ 

(a7)

(ⅴ) 행렬 (    ), (     ) 및 (     )에서    위치의 원소에 대한 소
행렬을 각각  ,  및  으로 정의하면  =    이다.
여기서    ⋯ ,    ⋯ 이다. 이 명제의 증명은 다음과 같다.

   이고    ⋯ 이면, 행렬 (    )와 (     )는 (1,1)의 위치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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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기 때문에  =  이며,  = 0이므로 위의 명제는 성립한다. 그
리고    ⋯ 이고    ⋯ 이면, (    ), (     ) 및 (     )는 1
열에서만 원소의 값이 다르므로    위치의 소행렬에 대하여 1열을 기준으로
Laplace 전개하면  =    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을 곱하고, 합계 열
역행렬       을 나타내는 수식 (a6)에 대각행렬 


= [ 
벡터  를 곱하면,   의 1열 벡터인 

 ⋯  ⋯  ]′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의 도출식은 (a8)과 같이 전개되며, 결과적으로  (수식 a1)

과 동등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      
 + ⋯

｛     
 = 

   

(a8)

 


 + ⋯ +     
｝
+    


 
 
｛     +     + ⋯ + 
= 

   
    
 
+ ⋯ +     ｝

=


｛    



<속성 (ⅰ) 참조>

  

+

        

    
 ⋯         ⋯        ｝

<속

성 (ⅲ) 참조>


=  ｛   +    ｝

    
=  = 


<1열 기준    의 Laplace 전개>

<수식 a1 참조>

그리고    ⋯ 인 경우, 
 의 도출식은 (a9)와 같이 전개되며, 결과적
으로  (수식 a2)와 동등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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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a9)

 


 + ⋯ +      
｝
+     


 


 +         

=  ｛        

 

 + ⋯ +
+ ⋯ +       

｝
        

<속성 (ⅲ), (ⅳ) 및 (ⅴ)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잘못된 열을 기준으로 Laplace 전개 시

∣     ∣ = 0>


 
 
 
=  ｛     +        

        ⋯         ⋯  
    }

 
=  ｛     }

시 ∣    ∣= 0> = 

<잘못된 열을 기준으로 Laplace 전개
<수식 (a2) 참조>

3.    ⋯ 산업을 외생화할 경우,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의
동등 증명


지금까지 1산업을 외생화할 경우에 
= [ 

 ⋯  ⋯  ]′가 San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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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방법에 의한  = [  ⋯  ⋯  ]′과 동등하다는 것을 살폈다. 이 때,

 이며, 각 행렬에서 원소의 위치가 중요하
이용되는 행렬은  ,   ,   및 
게 역할을 하고 있다.
2산업의 중간거래를 외생화한다면, 먼저 수식 (a4)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

 가 설정된다. 여기서 행렬  및
설정되며, 그에 따라   가 다시 정의되고, 
 에서 2행과 1행을 교환하고, 2열과 1열을
새롭게 정의된 행렬   ,   및 
교환하면, 2산업이 1산업인 것처럼 전환된다. 그리고 행과 열을 합하여 두 번의
교환을 하였으므로 역행렬 산정 시에 필요한 행렬식의 값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본 논문이 제안하는 외생화방법으로 도출한 산
출의 중간투입유발계수 행렬(   )는 Sancho (2012)의 방법으로 도출한 총부분
산출의 해당 행렬(   )과 동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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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any studies recognize the simple multiplier to be important for the
estimation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i.e., total effects. The usual analysis of
total effects uses the final demand as a source of generating them, where all
sectors’ total input requirements of each product are added to be equivalent to
the sum of all sectors’ direct inputs of the said product. On the contrary, it is
not quite common to utilize total effects of the gross output representing
production activity. Depending on business projects and objectives of the
research, however, the gross output needs to be considered as a generating
source instead of the final demand. This study clarifies the concept and the
correct usage of total input requirements, which helps avoid potential confusion
about total effects derived from the final demand, the gross output or the output
of a specific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Sancho (2012) derives the right multiplier
for total input requirements of the gross output in view of the basic structures of
the input-output model. Sancho’s multiplier is consistent with total input
requirements calculated under the condition of equality between total inputs (or
production) and total demand. It also includes all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inputs, directly and indirectly, to produce one unit of a specific commodity. This
study proposes an exogenous industry method to derive Sancho’s multiplier
where all the input demand of a specific industry is treated as exogenous
constants. In the exogenous model, however, the source of generating total
requirements should include the final demand and the derived input demand for
the commodity produced in the exogenou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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