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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제기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은?

-복합불황(combined recession)

-연착륙(soft landing) or 불시착(hard crash)

-성장순환(growth cycle) 대 경기순환(business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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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성장(Economic Growth)

(1)경제성장이란?

*정의

*총생산함수에서의 해석한국경제(표 2)

*'삶의 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의 저하

*특징적인 사실(stylized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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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성장이론

*고전학파:자본축적, 노동생산성 향상, 인구증가 등이
경제성장의 요인이다

*신고전파:기술진보나 혁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케인즈학파:자본주의경제에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3)한국의 경제성장

①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표 1>-<표 4>

*결론:경제성장5단계(W. Rostow)

전통적 사회 -> 도약준비단계 -> 도약단계 -> 성숙
단계 ->고도대중소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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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대별 특징 및 성과

*한국경제성장의 특징

-압축성장(condensed growth)

->Gerschenkron의 첫 번째 명제/장단점

-불균형성장(unbalanced growth)

->Hirschman/Gerschenkron 두 번째 명제/장단점

산업면:농어보다는 공업을 중시

분업면: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산업을 중시

기업면: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중시

-외연적성장(extensive growth)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연대별 한국경제의 환경, 전략, 주요 정책내용 및 성
과<표 5>

*결론:문제점이 있지만 높은 성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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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앞으로의 과제

*21세기 발전전략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균형성장(balanced growth)

내연적 성장(intensive growth)

*구체적인 정책과제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의 개선(<표 6>과 <그림
1>)

->물가안정, 생산요소시장의 효율성 제고, SOC 확충

-'저성장-저수익'체제에 대한 적응력강화(<표 7>)

->경제주체의 행동패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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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기순환(Business Cycle)

(1)경기순환이란?

*정의

*경기순환과 후생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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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소순환:Kitchen, 재고순환, 2-4년

-주순환:Juglar, 주순환, 7-11년

-Kuznets장기순환:건축순환, 15-20년

-Kondratieff장기순환:40-60년(<표 8>)

*주요특징

-자기상관(auto-correlation)

-공동변화(comovement)

-순환과정의 주기와 진폭이 서로 다르다

-비대칭성

-경기의 파행성:국제간,

거시적 대 미시적,

수요항목별,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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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심판관

-하바드 지수(Harvard Index)

-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CI)

-경기동향지수(Diffusion Index:WI)

-경기예고지수(Business Warning Index:WI)

-기업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BSI)

(2)경기순환이론

*내생적 이론

-태양흑점이론

-수확체증이론

*외생적 이론

-화폐적 이론

-실물적 이론

-신케인지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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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경기순환

①경기지수와 특징

*우리 나라 경기지수 작성 약사

-기업실사지수(BSI), 경기예고지수(WI)

-경기종합지수(CI):4차에 걸친 개편(<표 9>)과 과정(<그림
2>)

선행종합지수(Leading CI)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I)

후행종합지수(Lagging CI)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경기의 국면이나 전환점을 파악하기가 쉬움(<그림 3>)

-현재의 경기진단과 논쟁

*기준순환일

-경기전환점(turning point)을 나타냄.(<표 10>)

-우리나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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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원인

*계량모형을 이용한 경기변동의 원인 분석

-단일시계열모형:실질산출량이 추세 회귀 성향이 강함

-VAR모형:생산변동은 총공급요인이 주도하고 물가변동은
수요측 요인이 주도함

-구조모형:건설투자가 실질총생산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원유가와 국제상품가격이 물가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③경기순환과 경제정책

*전통적인 재량적 정책(discretionary policy) 또는 stop and
go policy(<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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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재량정책의 폐해

*성장정책과 안정화정책의 선택 및 조화

*경제주체의 역할

-정부: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정책의 조화, 정책의 차별
화, 정책의 일관성,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기업:고성장시대에 공급확대를 위한 외형위주의 투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화 및 연구개발 투자로 전환

-개인:합리적인 소비와 세계시민 의식의 함양을 통해 경쟁
력을 갖춘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