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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1차시 : 계량경제학의 개요

1.계량경제학 정의

2.계량경제학 목적 및 필요성

3.계량경제학 분류 및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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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량경제학 정의

-Econometrics = Economic Measurement(양으로 측정된 경제학)
-계량경제학은 경제이론, 수학, 그리고 통계적 추론 등의 분석도구를
실제현상을 분석하는데 응용하는 사회과학이다 (A. S. Goldberger)

-계량경제학은 경제이론, 경제수학, 통계학을 조화시킨 학문으로 이들
세 분야와는 엄격히 구분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R. Frisch)

-계량경제학은 경제관계를 경험적으로 결정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참고) 경제관계(economic relation)의 유형
ㆍ행위관계(behavioral relation) : C = 𝛼 + 𝛽 𝑌
ㆍ기술관계(technological relation) : 𝑄 = 𝐴𝐾𝛼𝐿𝛽

ㆍ제도관계(institutional relation) : T = 0.2𝑌
ㆍ항등관계(identity relation) : Y = 𝐶 + 𝐼 + 𝐺 + 𝑋 −𝑀
ㆍ균형관계(equilibrium relation) : D = 𝑆(즉, demand=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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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량경제학 목적 및 중요성

(1) 계량경제학 목적

①경제통계자료의 특징 분석
-통계자료의 기술통계량, 요인분석 등 경제변수의 여러 특성을 파악
②경제이론의 검증
-경제학의 각 분야에서 개발된 경제이론이 현실경제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자료인지를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③경제정책 분석
-한 경제변수의 변화가 다른 경제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④미래에 대한 예측
-알려진 경제변수들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특정 경제변수의 미래 예측치를
추정

⑤실증분석방법론의 개발
-경제학의 실증연구에 적합한 방법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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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량경제학 중요성

-계량경제학의 중요성은 원재료, 자본,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생산과정에 비유할 수 있음

생산공정(과정) 계량경제학산출물
가설에 대한

증거

원재료 기술

자본 노동

자료 이론/방법론

컴퓨터 연구자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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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량경제학 분류 및 접근방법

(1) 계량경제학 분류

계량경제학

이론계량경제학 응용계량경제학

고전적 접근 Bayesian 접근 고전적 접근 Bayesian 접근

(참고) Bayesian 접근

사전적(기존) 믿음 사후적(업데이트된) 믿음새로운 정보

Bayesian 업데이트

DGP(Model) : 사전 확률분포 사후 확률분포Data

Bayesian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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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량경제학 접근방법

①계량모형의 설정 단계
-가설의 설정
-변수의 선정, 모수의 부호와 크기, 모형의 수학적 형태 등을 고려

소비함수 소비함수의 계량모형

𝐶 = 𝛼 + 𝛽𝑌 (0 < 𝛽 < 1) 𝐶 = 𝛼 + 𝛽𝑌 + 𝑈 (0 < 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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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추정의 단계
-추정이란 이용 가능한 자료로 모형 내에 있는 모수(parameter)의 추정량을
얻는 것

-추정단계에서는 자료수집,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확인, 적절한 통계기법
등을 고려

(예: 소비함수)
-소득과 소비에 관한 자료를 모아 모형의 모수(α, 𝛽, 𝜎𝛼

2, 𝜎𝛽
2, 𝜎𝑢

2)를 추정

③평가의 단계
-추정결과의 통계적 유의성(statistical significance) 및 경제적 유의성
(economical significance)를 살펴봄

-추정치에 대한 평가와 예측력에 대한 평가로 구분
-추정치 평가 : 경제이론, 통계, 계량경제적 기준에 의해 평가
-예측력 평가 :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에 대한 유의성을 고려
(예: 소비함수)
-주어진 독립변수(소득)의 값으로 종속변수(소비)의 미래 값을 예측
-소비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 지 등 정책 모의실험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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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정책 모의실험
(Policy Simulation)

또는

Yes

가설의 설정

모형 내 모수 추정

계량모형의 설정

통계적

추론

No

계량경제학 접근 순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