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el 및 R : 변화할당분석

I. Excel 변화할당분석
II. R 변화할당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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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cel 변화할당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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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은 두 시점간 지역 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방법

-

지역산업의 성장요인을 전국의 산업성장효과, 지역의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로 구분

-

즉, 전국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산업의 구성비가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한다는 전제

지역성장

=

지역 외적 요인에 의한 성장

+

경제성장 요인

지역 내적 요인에 의한 성장
산업구조 요인

할당 요인
-

경쟁 요인

변이 요인

지역의 실제성장변화를 다음 식과 같이 국가성장효과(National Growth Effect: NGE), 산업혼합효과
(Industrial Mix Effect: IME),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are Effect: RSE)로 분해

∙ 지역의 실제성장변화 = NGE + IME + RSE
∙ 𝑵𝑮𝑬𝒊𝒋 = 𝑺𝒊𝒋,𝟎 x G (전국의 경제성장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 𝑰𝑴𝑬𝒊𝒋 = 𝑺𝒊𝒋,𝟎 x (𝑮𝒊-G) (산업의 전국적인 성장특징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𝑹𝑺𝑬𝒊𝒋 = 𝑺𝒊𝒋,𝟎 x (𝑮𝒊𝒋 -𝑮𝒊) (지역의 생산환경의 특징으로 인한 지역의 성장)

단, 𝑺𝒊𝒋,𝟎 는 기준 연도 j지역 i산업 부가가치
G는 기준 연도와 비교 연도간 전국 전산업 부가가치 성장률
𝑮𝒊 는 기준 연도와 비교연도간 전국 i산업 부가가치 성장률
𝑮𝒊 -G는 전국 산업별 성장률 – 전국 산업평균 성장률

𝑮𝒊𝒋 는 기준 연도와 비교연도간 j지역 i산업 부가가치 성장률
𝑮𝒊𝒋 -𝑮𝒊는 j지역 산업별 성장률 – 전국 산업별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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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성장효과 : 일정기간동안 국가 전체의 산업성장이 지역에도 똑같이 유발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지역
산업이 국가 전체의 성장률로 성장했을 때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효과로 j지역 i산업의 부
가가치 총증가량 중에서 국가 전체의 모든 산업의 평균성장으로 유발된 부가가치 증가

-

산업혼합효과 : 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산업의 구성비가 큰 경우 그 지역은 유리한 산업
구조를 가졌다고 보고 그 산업의 구성비가 작은 지역보다 빨리 성장하는 효과로 전국 i산업의 성장률에서
전국 전산업 성장률을 뺀 전국 i산업의 순성장률이 j지역 i산업에 대하여 유발한 부가가치 증가

-

지역할당효과 : 특정산업의 해당지역 성장률과 전국 성장률의 차이로 나타나는 효과로 j지역 i산업의 성장
률에서 전국의 i산업의 성장률을 뺀 j지역 i산업의 순성장률이 j지역 i산업에 대하여 유발한 부가가치

-

(예) 전국과 제주의 2012년 및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자료(ss-fdi.xlsx)를 이용하여 변이할당분
석으로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할당효과를 계산해 보라
∙ http://kanggc.iptime.org/book/data/ss-fdi.xlsx로 파일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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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국가성장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J3에 =F3*E$2를 입력
산업혼합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K3에 =F3*(E3-E$2)를 입력
지역할당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L3에 =F3*(I3-E3)를 입력

지역요소효과(=산업혼합효과+지역할당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M3에 =K3+L3를 입력
∙ J3부터 M3까지 블록으로 선택하고 블록으로 선택된 영역의 오른쪽 맨 아래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
여 J11부터 M11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클릭하여 복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3가지 효과를 각각 계산
∙ J2에 =sum(J3:J11)을 구하여 확인해 보고 M2까지 복사하면 3가지 효과 및 지역요소효과의 합을 계산

5

-

계산된 제주지역의 산업별 산업혼합효과(IME) 및 지역할당효과(RSE)의 부호를 이용하여 산업을 아래 표
와 같이 4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산업 포지셔닝 맵으로 그리면 아래 그림과 같음
성장유망산업

IME > 0 및 RSE > 0

산업구조 우위산업

IME > 0 및 RSE < 0

입지여건 우위산업

IME < 0 및 RSE > 0

열위산업

IME < 0 및 RSE < 0

Ⅱ. R 변화할당분석
b3-ch4-12.R
library(openxlsx)
data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s-fdi-e.xlsx")
k2012<-data1$k2012;k2017<-data1$k2017

jj2012<-data1$jj2012;jj2017<-data1$jj2017
A<-matrix(data=NA, nrow=10, ncol=7, byrow=T)
for(i in 1:10) {
for(j in 1:4) {
A[i,1]<-(k2017[i]-k2012[i])
A[i,2]<-(A[i,1]/k2012[i])
A[i,3]<-(jj2017[i]-jj2012[i])
A[i,4]<-(A[i,3]/jj2012[i])
}
}
for(i in 1:9) {

for(j in 5:7) {
A[i+1,5]<-(jj2012[i+1])*A[1,2]
A[i+1,6]<-jj2012[i+1]*(A[i+1,2]-A[1,2])
A[i+1,7]<-jj2012[i+1]*(A[i+1,4]-A[i+1,2])
}
}
CS<-colSums(A[,5:7], na.rm=T)
A[1,5]<-CS[1]
A[1,6]<-CS[2]
A[1,7]<-CS[3]
AA<-round(A,digits=3)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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