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厚生費用의 推定

南 廣 熙*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購買力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 물가사이
의 相對價格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킨다. 또한
所得分配構造를 왜곡시키고 경제활동의 不確實性을 증폭시키는 등 상당한
경제적 厚生費用을 초래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끼치는 그 경제적 비용의 性格과 規模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실제자료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해 인플레이
션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費用의 크기가 과연 얼마이며 어떠한 經路를 통하
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주체
들이 豫想하는 長期的인 인플레이션이 경제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인플레이션
은 실질화폐잔고를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빈번하게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
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實質殘高 維持費用을 유발시킨다. 둘째, 인플
레이션은 현금을 지불하여 구매하는 現金財와 현금지불이 필요없는 信用財
간의 대체를 불러 일으키며, 또한 현금재소비와 신용재적 성격을 가지는
여가소비간에도 대체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勞動供給을 축소시킨다. 셋째,
인플레이션은 위의 두가지 경로를 통해 생산부문에 대한 노동공급을 감소
시킴으로써 經濟成長을 위축시킨다.
그리고 1970-94년간의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 厚生費用
을 추정한 결과, 10%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후생비용의 크기는 GDP대비
2.36%로 나타나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物價
安定을 위한 거시경제적 안정과 인플레이션 조절정책의 적절한 운용이 요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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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背景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購買力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 물가사이의
相對價格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킨다. 또한 所得分
配構造를 왜곡시키고 경제활동의 不確實性을 증폭시키는 등 상당한 경제적 厚
生費用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국민들의 인플레이션의 弊害에 대한 인식 역시 여전히 완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으로 1970-81년 동안 평균
15%에서 1982-94년동안 평균 5%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나듯 物價安定은 여전히 일반국민들의 중요 요망사항으
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상당한 폐해를 끼치고 있지만, 그 경제적
비용의 性格과 規模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실제자료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우
리경제에 끼치는 費用의 크기가 과연 얼마이며 어떠한 經路를 통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豫想하는
長期的인 인플레이션이 경제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적으로 고
찰하고자 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소비, 투자, 고용의 均衡成長經路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가계의 실질잔고
유지비용이 증가할 때 金融機關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도 병행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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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후
생비용을 기존연구결과를 통하여 정리하여 보고, Ⅲ장에서는 예상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비용을 규명하기 위해 一般均衡模型을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가
계부문, 금융부문, 생산부문의 모형의 각 부문에 대해 알아보고 각 부문이 연
결되는 균형의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Ⅳ장에서는 모형에서 도출된 巨視經
濟變數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후생비용을 도출하는 지를 논하고, 모형의 매개변
수를 과거 통계자료를 통해 추정한다. 그리고 Ⅴ장에서는 후생비용의 추정결과
를 보고하고, 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인플레이션의 費用
각국 中央銀行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政策目標로 삼아왔다. 특히 뉴
질랜드, 캐나다 중앙은행은 목표치를 설정, 운용하여 성공한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또한 영국과 같은 나라는 과거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의 결과, 높은 실업
률을 감내해야만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문제로 삼는 이유는 재화 및 용역의 대가
로 貨幣를 교환하는 경제활동에서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상대가격구조를 왜곡시켜 경제의 效率性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화폐의 購買力 低下는 경제주체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豫測可能한 경우
에도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예측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의 相對價格을 왜곡시키게 되며, 더 나아가 인플레이
션의 不確實性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실물경제에 영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초래할 수 있는 비용은 Driffill et al(1990)과 朴東
淳․崔聖煥(1993)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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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豫想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가. 相對價格變化와 所得分配構造의 歪曲
첫째,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相對價格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주체들
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게 된다. 인플레이션의 예측이 어려워질수록 個別價格
간 상대가격의 결정도 보다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개별가격은 각기 다른 예상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조정되므로 상대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결국 價格機能의 資源配分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Cukierman(1984)은 Lucas(1973)의 섬경제(island economy)모형을 이용하
여, 不完全한 情報를 가진 경제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가를 분석한 바 있다. 경제주체들이 자신이 거래하는 개별시장의 가
격에 대해서만 정보를 가지는 경우 外部衝擊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
이게 된다. 實物衝擊(real shock)에 대해서는 과소한 반응을, 貨幣衝擊
(monetary shock)에 대해서는 과다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경제가 균형상태
에서 離脫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둘째,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所得階層間의 不均等現狀을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이의 名目所得이 균등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소득계층별
로 상이한 명목소득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연금, 유가증권으로부터 고
정된 명목이자수입을 받는 사람,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불완전하게 연동되어 있
는 봉급생활자 등이 손해를 입게 된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債權者와 債務者간
의 상대적 입장을 변화시킨다. 채권자는 채권금액의 실질구매력이 하락하기 때
문에 손해를 보며, 채무자는 채무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소득계층간 또는 채권.채무자간 불균등현상은 개별적 입장에서는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볼 수도 있으므로, 경제전체적으로는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생
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실물경제활동을 위축
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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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不確實性의 증가
화폐경제에서는 그 거래가 현금거래이든지, 또는 신용거래이든지 간에 契
約條件은 대부분 화폐로 표시된다. 그런데 화폐가치의 불가측적인 변화는 계약
조건의 명시를 보다 어렵게 만든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수록 대
부분의 개인(위험기피자)들은 實際와 豫想인플레이션간의 괴리에 의해 유발되
는 손실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기간의 단축을 시도할 것이며, 이
에 따라 빈번한 계약협상으로 경제활동의 去來費用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하게 된다.
한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은 危險 프리미엄(risk premium)을 증가시켜 실
질금리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며, 결국 實物投資를 저해하게 될 것이다. Hess
& Morris(1996)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일수록 인플레
이션의 불확실성은 증가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따른 危險損失을
보전하기 위해 위험 회피적인 유가증권 투자자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며, 명목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명목금리와 예상인플레이션율
의 차이인 實質金利를 상승시키고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2. 豫想된 인플레이션
경제주체가 향후 인플레이션을 完全히 豫想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또한
예상된 인플레이션 이외에는 다른 경제적 왜곡현상이 없다고 하자. 이러한 경
우 인플레이션은 다름 아닌 實質貨幣殘高에 대한 租稅로 작용하게 된다. 즉,
“貨幣의 購買力 低下”가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비용인 것이다. 경제주체가 인
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하여 다른 실질변수의 결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
더라도, 名目利子率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더 자주 은행에 가서 현금
을 인출하게 되며, 이에 따른 비용, 즉 實質殘高維持費用(shoe leather cost)을
부담하게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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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화폐수요함수

R(명목이자율)
A
R10
R0
O

C
B

( mp ) 10

( mp ) 0

m (실질잔고)
p

이러한 비용은 Bailey(1956)가 貨幣需要函數를 이용하여 측정한 바 있다.
<그림 1>을 통하여 그 경제적 비용의 크기를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인플레
이션으로 실질이자율, 실질소득등의 實質變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가정하
자. 이 경우 인플레이션은 단지 명목이자율만을 변화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예상인플레이션이 0일 때, 명목이자율은 R 0(= 고정된 실질이자율 + 零의 인
플레이션)이고, 實質貨幣需要는 ( mp ) 0 가 된다. 이 때 점 B는 소비자가 화
폐보유에 따른 거래적 편의의 대가로 R 0만큼의 이자를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
는 用意를 나타낸다. 따라서, 소비자가 ( mp ) 0만큼의 실질화폐잔고를 보유함
1) 완전히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실질잔고 유지비용 뿐만 아니라 價格票 變更費用(menu costs)을
유발한다. 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게 되면, 판매자는 名目價格票를 매번 바꾸어야 하므로 이
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편판매업자와 같은 몇몇 판매업자들은 상당한
가격표 변경비용을 부담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이러한 비용의 크기는 미미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바코드와 같은 기술진보로 이러한 가격표 변경비용은 갈수록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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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얻는 總效用의 크기는 AB ( mp ) 0 O가 된다.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10%로 상승하였다고 하자. 실질이자율이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명목이자율은 10%만큼 상승하게 될 것이다. 즉 R 10 = R 0 +10이 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화폐보유에 따른 機會費用의 증가로 실질화폐잔고를
( mp ) 10으로 줄일 것이다. 이때 소비자의 효용은 이전보다 줄어든 AC

( mp ) 10 O가 된다. 결국 소비자의 효용은 CB ( mp ) 0 ( mp ) 10 만큼 감소하
게 되며,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실질화폐잔고를 줄이고자 하는
추가적인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비용, 즉 실질잔고 유지비용(shoe leather
cost)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화폐수요함수를 이용한 인플레이션 비용측정방법은 인플레이
션이 변화하여도 다른 실질변수의 변화가 없다는 部分均衡에 기초한 접근방법
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게 된다면, 消費와 餘暇에
대한 결정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Cooley & Hansen(1989)이 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하여 밝힌 바에 따르면, 소비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소비를
여가로 대체하게 된다. 이는 결국 勞動供給의 감소를 초래하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균형모형에서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발생
하게 되면 생산량, 노동시간 등의 實質變數가 변화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의 비용을 올바르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를 모두 감안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균형모형 접근법이 보다 體系的
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 접근법을 받
아 들여 인플레이션 비용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Ⅳ장에
서 알아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Bailey식의 부분균형접근법을 이용한 인플레이
션 비용도 측정하여, 두가지 접근방법에 따른 비용을 相互比較하고자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후생비용을 측정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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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그 영향이 심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분석
도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까지 포함하여야 하겠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
고 있는 바와 같은 이론적 모형을 통한 비용분석은 통상 예상된 인플레이션
에 대한 경우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까지 분석
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의 개발이 향후 요구된다.

Ⅲ. 模 型
본 모형은 內生的 成長 模型에 거래적 화폐수요함수를 명시적으로 정형
화한 Dotsey and Ireland(1996)를 원용하였다. 본 모형에서 인플레이션이 초래
하는 經濟的 費用의 경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인플레이션은
실질화폐잔고를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빈번하게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實質殘高 維持費用(shoe-leather cost)을 유발시킨다.
den Haan(1990)과 Gillman(1993) 등은 이러한 측면의 인플레이션 비용을
Shopping-time technology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한 바 있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지불하여 구매하는 現金財(cash good)와 현금
지불이 필요없는 信用財(credit good)2) 간의 대체를 불러 일으키며, 또한 현금
재소비와 신용재적 성격을 가지는 여가소비간에도 대체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勞動供給을 축소시킨다.3) Cooley and Hansen(1989, 1991) 등이 이러한 측면의
인플레이션 비용을 연구한 바 있다.
셋째, 인플레이션은 위의 2가지 경로를 통해 생산부문에 대한 노동공급을
2) Lucas & Stokey(1987)에서와 마찬가지로 현금재와 신용재의 구분은 現金先拂制約條件
(cash-in-advance constraint)하에 놓이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 즉, 현금재란 구매시점에 현금
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재화이며, 신용재란 당장 구매시점에는 현금지급이 필요없고 다음기
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화이다. 즉, 신용재는 당해기의 노동소득으로 지급이 가능한 재화
로 정의할 수도 있다. 따라서 餘暇도 신용재의 범주에 포함된다.
3) 본 모형에서 인플레이션은 2가지 측면에서 代替效果를 가진다. 첫째, 소비재는 현금선불조건
의 제약하에 놓이느냐에 따라 현금재와 신용재로 구분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실질잔고 유지비
용을 증가시키므로 소비자는 이에 대응하여 현금재를 신용재로 대체시킨다. 둘째, 여가는 신
용재적인 성격을 띠므로, 인플레이션은 현금재소비를 여가로 대체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 8 -

감소시킴으로써 經濟成長을 위축시킨다. Chari, Jones and Manuelli(1995)는 인
플레이션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1. 家計部門
경제는 무한기간을 살아가는(infinitely-lived) 다수의 代表的인 家計
(representative households)로 구성되어 있고, 각 가계는 미래에 대한 완전한
예측력(perfect foresight)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가계는 선호체계
(Preferences), 생산기술(Technology)과 거래기회(Trade opportunities) 등의 측
면에서 동일하다.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市場은 가계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구분지워지
고, 그 거리는 지표 ｉ∈ [0,1)로 나타낼 수 있는 바, 소비자는 시장 0 에 거주
하고 있으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시장은 지표 ｉ= 1-ε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가계는 원주가 1인 圓의 특정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주의 각 점들 위
에 시장이 개설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는 每期 원을 한바퀴
돌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가계는 상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2가지의 支拂手段을 가진다. 하나는 정부가 발행한 貨幣이며, 다른 하
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信用서비스이다.
가계가 화폐로 지불한다면, 시장 ｉ에서 상품 c t( i ) 를 구입하기 위해서
는 ptc t( i) 만큼의 화폐가 필요하고, 여기서 pt 는 상품 c t( i) 의 명목가격
이다. 가계가 신용거래를 한다면, 상품 c t( i )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실질가격 qt( i)을 지불하여야 한다. 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시장
ｉ에서 구매하는 가계의 신용을 보장하는 대가로 qt( i ) 의 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가계가 신용거래를 하는 경우, 시장 ｉ에서 c t( i) 를 구입하는데는
pt[ c t( i)+ qt( i)]의 명목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가계의 身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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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고 支拂能力을 보장하는 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γ ( i ) 단위의 노동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신용거래의 수수료( q t( i ) )와
비용( γ( i ))은 거래의 규모와 무관하며, 단지 시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의
거리 ｉ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시장 0 에 거주하는 가계는 다음과 같은 효용흐름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 t ⌠1
∑
β ｛ ⌡ ln[ c t( i )]di + BJt｝
t =0
0

(1)
여기서 β는 시간할인율을, c t( i) 는 t 기에 시장 ｉ에서 구입한 상품의 소비
를, B는 여가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매개변수를, Jt 는 t 기의 여가를 각각 나
타낸다.
가계는 賃貸者(renter), 勞動者(worker)와 購買者(shopper)로 구성되어 있
다. 매기 임대자는 가계의 자본스톡 kt를 r t 의 보수를 받고 임대하며, 노동
자는 재화생산공장에 대해 wt의 실질임금을 받고 l gt 만큼의 노동을 공급하
며, 금융기관에 대해 wt의 실질임금을 받고 l ft 만큼의 노동을 공급한다. 따라
서 노동자의 時間制約式은 아래와 같다.

l gt + l ft + Jt≤1

(2)

그리고 구매자가 前期로부터 이월하여 今期에 사용할 수 있는 화폐량을
m t로 나타내며, 정부로부터 이전받는 화폐량(Money transfer)을 h t로 나타낸
다면, 今期에 구매자가 사용가능한 명목화폐잔고는 m t + h t로 나타낼 수 있
다. 이때, 구매자는 아래와 같은 현금선불제약(Cash-in-advance constraint)하
에 놓인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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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t ⌠
⌡0 [1- ξ t ( i)]c t( i)di ≤ m t + h t

(3)

여기서 좌변은 화폐로 구매한 상품의 명목비용을 나타내며, ξ t( i) 는 표시함수
(Indicator function)로서 구매자가 t기에 화폐로 구입하면 ξ t( i) = 0의 값을,
t기에 신용서비스를 이용하면 ξ t( i) = 1의 값을 가진다.
가계는 노동보수( wt( l gt + l ft) ), 자본임대수입( r tkt), 전기에서 이월한 실
질화폐잔고( mptt ), 및 정부로부터의 화폐이전( hptt )등의 자금원천을 가지며,
1
1
⌠
c
(
i
)
di
이를 소비( ⌠
)),
수수료
지급(
⌡0 t
⌡0 ξ t( i) qt( i)di)), 투자( xt) 및 차기이
월 실질화폐잔고( mpt +1
) 등에 운용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의 豫算制約式은
t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1
m
m +h
⌠
⌠
c
(
i
)
di
+
t
⌡0
⌡0 ξ t( i) qt( i)di + xt + pt +t 1 ≤ wt( l gt + l ft)+ r tkt + tpt t (4)
또한, 가계는 아래와 같은 자본축적식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다.

kt +1 =(1- δ)kt + xt,

(5)

여기서, xt는 투자를, δ는 감가상각률을 나타낸다.
결국, 가계는 ｛h t, r t, wt, pt, qt( i), R t｝ ∞t= o 가 주어진 상태에서 효용함
수
(1)를
(2)~(5)의
제약식하에서
극대화시키기
위해
｛c t( i), ξ t( i), Jt, l gt, lft, kt +1, m t +1｝ ∞t=0 를 결정한다. 물론 최초의 자본스
톡( k0)과 화폐잔고( m 0)는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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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金融部門
대표적인 金融機關(representative financial intermediary)은 구매자가 t기
에 i의 상품을 신용구매할 때, qt( i )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γ(i )의 노동을 고용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ξ st( i) 를 결정
한다.
π tf

=⌠
⌡0 ξ st( i) [ qt ( i)- wtγ( i)]di
1

(6)

여기서 금융기관은 wt와 qt( i) 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ξ st( i) 는 표시함
수(indicator function)로서 금융기관이 가계에 대해 信用서비스를 제공한다면
ξ st( i )=1 의 값을, 그렇지 않다면 ξ st( i)=0 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금융기관
의 勞動需要는 다음과 같다.
1 s
n tf = ⌠
⌡0 ξ t( i) γ( i) di

(7)

3. 生産部門
대표적인 재화생산기업은 kt단위의 자본과 n gt단위의 노동을 고용하여
아래와 같은 生産技術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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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t) ( n gt) 1- ( Kt )
α

α

η

(8)

여기서 Kt는 경제전체의 총자본스톡을 나타내며, 위의 생산함수는 外部效果
(externalities)를 가지며, 경제전체적으로 생산의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을 유발한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성장률은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인
플레이션율도 경제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기술은 收穫不變의 법칙(Constant returns to
scale)이 적용되므로, 총자본스톡( Kt)의 외부효과를 감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본스톡( kt)의 한계생산성만을 고려하여 자본을 고용하게 된다.
4. 均衡의 性格
대표적인 가계는 특정시장 st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장 i≤st에서
는 信用去來를 하며, st보다 먼 거리에 있는 시장 i > st에서는 現金去來를 하
게 된다. 이는 거리 i 가 멀어짐에 따라 신용서비스 수수료 qt( i) 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위의 특정시장 st는 ξ t( i)에 대한 1차조건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st )=[ ln(λ t + μ t)- ln(λ t)]/wtλ t

(9)
여기서 λ t는 예산제약식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Lagrangean multiplier)이며,
μ t는 현금선불제약식4)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이다.
가계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장( i≤st)의 상품은 c t1만큼, 먼 거리에
있는 시장( i > st)의 상품은 c t0만큼 소비하게 된다.
γ

4) 정확하게는 식(3)을 물가로 나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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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 i)=

{

c t1 =1/λ t,
c t0 =1/( λ t+ μ t),

i≤st
i > st

(10)

여기서 μ t≥0이기 때문에 c t1 ≥ c t0이다.
따라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장의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먼
거리에 있는 시장의 상품은 덜 소비하게 됨. 그러나 만약 最適解(optimum)에
서 소비하게 된다면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량( c 0t = c t1)만큼 소비할 것이다.
한편, 식(4)의 현금선불제약 조건식은 다음과 같은 均衡貨幣需要를 결정한다.

m t + h t =(1- s ) c 0 = 1- st
t t
pt
λ t+ μ t

(11)

그런데, 채권시장이 每期 末에 개설된다고 하면, 가계는 今期에 명목이자율 R t
로 할인된 채권 bt +1을 매입할 수 있으며, 다음기에 가서는 bt +1만큼을 지
급받을 수 있다. 물론 균형에서 채권의 순공급은 零이 된다.
여기서 채권에 대한 1차조건식과 화폐실질잔고에 대한 1차조건식으로부
터 다음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R t =( λ t + μ t)/λ t = U'(c 0)/U'(c 1 )

(12)

위 식에서 나타나듯, 이자율은 현금재와 신용재간의 限界代替率을 의미한다.
현금재 1 단위의 소비를 늘일 때 신용재 소비를 얼마나 줄일 용의가 있는가를
나타낸다. 즉, 현금재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을 뜻한다. 결국, 화폐수요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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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 t + h t = (1- st ) c t1
pt
Rt

(13)

화폐수요는 소비 c t1과는 正의 관계를, 이자율 R t와는 負의 관계를 가지는
일반적인 형태를 가진다. 한편, 금융부문에 종사하는 고용량은 다음과 같이 결
정된다.

l tf = ⌠
⌡0 γ( i)di
st

(14)

즉,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장이 늘어날수록( st↑) 금융부문 고용량은 증가
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할수록 實質貨幣殘高의 한계효용( μ t)은 증가하
게 되므로, 식(9)에 의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장이 늘어난다.
가계가 수확한 1단위의 생산물을 가지고 다른 시장에 가서 信用財를 구
입한다면,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제한 1-q만큼의 재화를 획득하게 되는 반면,
다른 시장에서 現金財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가계가 생산한 수확물을 금
기의 재화시장에 pt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한 뒤, 이 자금으로 다
음기에 개설되는 시장에서 1/( pt +1 /pt)만큼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는 금융수수료와 인플레이션율을 비교하여 현금재와 신용재
간의 購買比率을 결정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수록 현금재 소비를
줄이게 된다.
즉, 인플레이션이 진행함에 따라 이전과 같은 수준의 실질잔고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더욱 빈번히 은행에 가야 하므로 실질잔고 유지비용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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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이에 대처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줄
이고자 한다. 즉 신용구매비율( st)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금재와 신용재 소비간의 괴리는 두재화간의 소비에 있어서 限界
代替率과 생산에 있어서의 限界變換率간의 괴리를 발생시킨다.5) 따라서 인플
레이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가계가 금융기관의 이용을 늘인 결과, 금융부문
의 고용량이 증가한다.
본 모형에서 금융부문의 자원이용은 생산부문에서 활용가능한 자원을 消
耗시킨 결과를 가진다. 즉 금융부문의 자원이용은 경제전체적으로 부담을 주게
된다. 이는 現實經濟에서 금융부문이 자금중개, 정보제공 및 위험중화 기능 등
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肯定的인 측면을 본 모형에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떄문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현금재의 구매가 줄어들게 되고, 현금구매
가 필요없는 餘暇의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生
産減退가 초래된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하에서 가계가 현금재 소비를 여가로
대체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위축을 낳게 된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代替
效果는 Cooley and Hansen(1989, 1991)에서 밝혀진 바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본 모형은 내생적 성장모형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생산의 절
대적인 수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成長率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6)
이상에서 살펴본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害惡의 경로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용재와 현금재간의 소비대체성과 생산효율성간의 괴리를 확대시킨다.
둘째, 현금재 구매대신 여가의 소비를 촉진시켜 생산 및 성장을 감퇴시킨다.
5) 생산에 있어서는 현금재와 신용재의 구분은 없기 때문에 한계변환율은 1인 반면, 소비에서의
한계대체율은 ( λ t + μ t)/λ t로 μ t가 영이 아닌 이상 1이 되지 않는다.
6) 投資에 대한 다음의 1차 조건식에서 노동량이 감소하면 성장률( λ t/λ t + 1 )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λt
λ t +1

= β [ Aα ( n gt+1 ) 1 - +(1-δ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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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금융부문으로 자원이 배분됨으로써 생산부문의 생산과 성장을 위축시킨
다.

Ⅳ. 후생비용의 測定
1. 후생비용의 測定方法
앞서 구축한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인플레이션 후생비용의 측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추정한다. 適正인플레이션(예를 들어, 零의 인플레이션)과
任意의 인플레이션(예를 들어, 연 10%)下에서의 소비자효용을 각각 측정하여
그 차이를 GDP에 대한 비율로 계산함으로써 임의의 인플레이션으로 초래되는
후생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Cooley and Hansen(1989) 이후
Imrohologlu(1992), Gomme(1993), Eckstein and Leiderman(1992) 등 많은 연
구에서 일반화되어 왔다.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균형하에서 구한 소비, 투
자, 노동, 생산 등의 경제변수로 적정인플레이션과 임의의 인플레이션하의 效
用水準을 구한 다음 각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다. 임의의 인플레이션이 초래하
는 후생비용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 t- s
∞
∑
β U(c at + τyat , Jat )= ∑ β t - sU(c *t , J*t )
t= s
t= s

(15)

위 식의 좌변은 임의의 인플레이션하에서 가계가 누리게 되는 豫想 效用
水準을 나타내고, 우변은 영의 인플레이션하에서 가계가 누리게 되는 예상 효
용수준을 나타낸다.7) 임의의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후생비용은 零의 인플레
7) 여기서 β는 시간할인율을, U( ․)는 효용함수를, c t는 소비를, τ는 상수를, y t는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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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과 같은 수준의 효용수준을 달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비를 생산량에 대
비하여 계산한 Annuity의 개념이다. 영의 인플레이션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갖기 위해서 임의의 인플레이션하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消費量을 위 식에서
τyat 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τ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비량이 GDP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의미한다. 결국 위 식의 τ가 후생비용의 크기를 측정한다.
2. 매개변수의 推定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후생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형에서 나
타난 여러 매개변수 값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 한국경제 데이타
를 이용하여 주요거시변수들의 正常狀態 값과 매개변수들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 이용된 자료는 1970-94년 사이의 分期別 자료로, <표 1>은 모형에서 사
용한 매개변수들의 값을 싣고 있다.
<표 1>

.

매개변수들의 값(분기기준)



(시간할인율)
B (여가의 중요도)
A (총요소생산성)
δ (감가상각률)
s (신용재 구매비율)
γ(금융부문 노동비용)
1-α (노동소득비중)
η (외부효과)

0.9811
1.5040
0.2537
0.1289/4
0.1772
0.0850
0.5064
0.5064

β



을, Jt는 여가를 나타냄. 한편, 위첨자 a는 임의의 인플레이션을 표시하고, 위첨자 *는 영의
인플레이션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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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間割引率(β)은 실질이자율이 연 7.9%가 되게 정하였다. 실질이자율은
회사채수익률(연 17.8%)에서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지수 기준, 9.9%)을 除함
으로써 구하였다. 그리고 여가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매개변수(B)는 노동량( n )
이 0.4559가 되도록 정하였다. 노동량은 可用時間에 대한 노동시간의 비율로서,
일일 가용시간은 16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노동시간은 매월노동통계조사
보고서의 제조업 상용종업원 월평균 총노동시간을 이용하였다.
總要素生産性을 나타내는 매개변수(A)는 모형의 경제성장률이 6.9%가 되
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감가상각률(δ)은 기업경영분석의 제조업 1970-94년간
평균 감가상각률 12.89%를 이용하였다.
信用財 구매비율(s)과 금융부문의 노동비용을 나타내는 매개변수(γ)는 s
를 결정짓는 식(9)와 금융부문 노동에 대한 공급식의 2가지 정상상태 조건식
에서 각각 0.1772와 0.085로 구하였다. 여기서, 금융부문의 노동비용을 나타내
는 함수 γ ( i)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γ

( i)= γ 1-i i ,

γ

>0

(15)

생산함수의 勞動係數(1-α)는 총가처분소득중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
중으로 계산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비중(Labor Share, 51.20%)은 전후 미
국의 평균치인 64%보다 낮은 수준이나, 70년대의 40% 대에서 90년대의 60%
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均衡成長(Balanced growth)은 생
산함수가 축적되는 자본에 대해 線形의 관계를 가질 때 가능하므로, 외부효과
를 나타내는 매개변수(η)는 0.5064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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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후생비용 推定結果
<표 2>는 예상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여가, 고용, 신용구매비율,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변수가 균형성장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 때 후생비
용의 크기는 얼마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0%에서 10%로 변할 떄, 여가의 비중은 0.5398에서 0.5441로
증가한다. 즉, 인플레이션은 신용재적인 성격을 가진 여가의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전체적으로 이용가능한 雇傭量을 감소시킨다.
<표 2>

豫想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변수들의 反應과 厚生費用

인플레이션율(연)
最 適1)
0%
10%
20%

여
가
0.5226
0.5398
0.5441
0.5438
생산부문 고용
0.4774
0.4590
0.4514
0.4467
실질잔고유지부문 고용 0.0000
0.0012
0.0045
0.0095
신용구매비율
0.0000
0.0750
0.1772
0.2858
화폐공급증가율
-0.0734
0.0718
0.1748
0.2805

후생비용
-0.0511
0.0000
0.0236
0.0456

주 : 1) 14.12%의 디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은 소비를 여가로 대체시키는 효과를 가지는데, 이는 현금선불
제약조건을 가정한 Cooley & Hansen(1989) 등의 모형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다. 본 모형에서는 높지 않은 인플레이션수준(예, 10%)까지는 이러한 代替效果
가 우세한 양상을 보이나,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때(예, 20%)는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負의 所得效果가 위에서 언급한 대체효과를 능가하여
여가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모형의 현실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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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현금구매 대신 신용구매비율을
증가시킨다. 0% 인플레이션하에서 7.50%의 신용구매비율은 인플레이션이
10%로 변할 때 17.72%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실질잔고 유지부문(금융부문의
여러 기능중 실질잔고 유지비용을 절감시키는 부문만을 지칭)의 고용도 증가
하여, 0% 인플레이션하의 0.0012에서 10% 인플레이션하에서는 0.0045로 증가
한다.
<그림 2>는 均衡成長經路(Balanced growth path)상에 있는 GDP, 자본스
톡 및 소비량 등을 나타내고 있다. 零의 인플레이션하의 성장경로는 실선으로,
10%의 인플레이션하의 성장경로는 점선으로 그려져 있다. 두 성장경로는 최초
의 자본스톡이 같다는 가정하에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이할 때 거시경제변수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영의 인플레이션하의 GDP는 최초의 시점에서부터 10% 인플레이션
하의 GDP보다 절대적인 수준이 높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을 거듭하여 그
격차도 벌어진다.
영의 인플레이션하의 자본스톡은 최초의 시점에서는 10%의 인플레이션하
의 자본스톡과 같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늘어난다. 그리고 인플레이
션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실질잔고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금구매보다 은
행의 신용제공서비스를 이용한 구매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초의 시점에서는
10% 인플레이션하의 신용재 소비수준( c 1)이 영의 인플레이션하에서의 그것보
다 높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오히려 절대적인 수준이 떨어진다.
영의 인플레이션하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는 소비재( c 0)의 수준은 최초의
시점에서부터 10% 인플레이션하의 그것보다 절대적으로 높으며, 시간이 흐를
수록 성장을 거듭하여 그 격차도 갈수록 벌어진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높을수
록 생산부문 노동시간( n g)은 줄어들고 금융부문 노동시간( n f)은 늘어나며,
신용구매비율( s)도 늘어난다. 이 변수들은 균형성장경로에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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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10% 줄일 경우(10% 수준에서 0% 수준으로) 경제적 厚生
利益은 GDP 대비 2.36% 포인트 증가시킨다. 현재 한국의 GDP 규모를 대략
400조원(미화로는 4,800억 달러)으로 잡는다면, 인플레이션을 10% 줄임으로써,
9조원(미화로는 113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예상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후
생비용만을 계산한 결과이므로, 相對價格 變動, 인플레이션 不確實性 등에 따
른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 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한
인플레이션의 후생비용은 가장 保守的으로 계산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만약, 화폐공급증가율을 시간할인율수준(β)까지 감소시킨다면, 名目利子
率은 영이 되며 이론적으로 最適의 수준(Friedman Rule)에 도달하게 된다. 즉,
화폐보유에 따른 이자율 손실이라는 기회비용이 없는 최적의 상태이다. 이 때
후생비용은 GDP 대비 -5.11%가 된다. 이는 최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10%의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후생비용이 7.47%(2.36%+5.11%)에 이름을 의미한다.
한편, 인플레이션율이 20% 까지 상승한다면 0% 인플레이션 대비 후생비용은
GDP의 4.56% 까지 확대된다.
이상의 후생비용 추정은 一般均衡模型에서의 분석으로서 Cooley and
Hansen(1989)이후 보편화된 방법이다. 한편, 제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이
전에는 Bailey(1956)가 제안한 부분균형에 입각한 貨幣需要函數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두가지 추정방법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화폐수요
함수 방법에 대해서도 본 모형을 적용해 본 결과, 10% 인플레이션의 후생비용
은 0.46%에 그쳐 일반균형방법으로 구한 2.36% 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다. 이
는 노동시간의 변동과 경제성장률의 변화와 같이 일반균형모형에서 감안되었
던 요소들이 부분균형모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적수준에 대한
10% 인플레이션의 후생비용도 GDP 대비 0.65%(=0.46%+0.19%) 수준에 그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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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화폐수요함수 방법으로 구한 후생비용

인플레이션율
최 적
0%
10%
20%

후생비용
-0.0019
0.0000
0.0046
0.0112




Ⅵ. 結 論
예상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생산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며, 자본축적
을 감퇴시켜, 經濟成長을 저하시키는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가계의 去來的 費用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자원이 금융
기관에 몰리게 됨에 따라 경제전체적으로는 자원소모의 비용이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가진 일반균형모형에 대해 과거 한국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적용해 본 결과, 10%의 인플레이션은 GDP 대비 2.36%의 상당한 후생
비용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폐해는 이상과 같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에 의해 초
래된 비용이외에 예상되지않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시키는 비용이 오히려 클 수
있다.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不確實性을 증폭시킨다. 특히 실질
량을 기준으로 경제행위를 결정하는 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변수의 변동은 경제행위의 선택에 상당한 추가비용을 초래한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균형모형에서는 분석방법상의 한계로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비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포착할 수 있는 보다 정치한 모형의 개발이 향후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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