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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제약하의 통화정책:
2주체 거시모형(TANK)에서의 정량적 분석
정용승(경희대학교), 송승주

(연구 배경)
□ 최근 들어 경제주체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반영한 새케인지언
(New Keynesian, 이하 NK) 모형이 발달

ㅇ 기존에는 대표적 경제주체를 가정한 모형(Representative Agent New
Keynesian Model, 이하 RANK 모형)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데

반해, 최근에는 두 종류(Two Agents NK, 이하 TANK) 또는 여러 종류
(Heterogeneous Agents NK, HANK)의 이질적 경제주체를 가정한 모형

에 대한 연구가 활발
□ 본고에서는 부채 누적으로 인한 차입제약으로 기간간 소비의 평활
화(smoothing)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일부 존재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변화가 생기는지 점검
ㅇ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과 부채의 편중분포*를 고려하여 TANK 모
형을 설정한 다음 일부 가계가 직면하는 차입한도 제약이 통화
정책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20% 가계가 자산과 부채 각각의 약 절반 정도를 점유

(분석 방법)
□ 소규모 새케인지언 구조모형, 차입제약이 존재하는 불완전 금융시
장(incomplete financial markets) 및 경제주체의 이질성을 결합하여 분
석모형을 설정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
문의처 : 송승주 조사국 거시모형부 모형연구팀장 (☎ 02-759-4177)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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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계는 신용시장에서 일정 한도 이상을 차입할 수 없는 차입가계와
차입한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저축가계 두 종류의(two agents) 유형으로
구분
(분석 결과)
□ 가계를 차입한도제약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확장(RANK → TANK)
하더라도 사회후생(social welfare)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남
ㅇ 정책목표로 물가갭과 생산갭을 동시에 고려하는 신축적 물가목표제
(Flexible Inflation Targeting)에

기반한 통화정책은 최적통화정책(Ramsey

Optimal Policy)과 사회후생 수준에서 비슷

ㅇ 또한 신축적 물가목표제는 물가갭 만을 정책목표로 고려하는 엄격한
물가목표제(Strict Inflation Targeting) 보다는 사회후생 측면에서 우월
□ 가계를 차입한도제약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에서 간접효과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
ㅇ 공급측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생산비용 상승에 대해 차입가계와 저
축가계는 소비와 노동공급을 비대칭적*으로 조정
* 생산비용↑→ 실질임금↓→ (차입가계) 임금소득 ↓ → 소비 ↓･ 노동공급 ↑
(저축가계) 배당 등 재산소득 ↑ → 소비 ↑･ 노동공급 ↓

ㅇ 실질임금이 하락함에도 차입가계의 노동공급이 증대되는 데에는 노동
공급의 낮은 임금탄력성*이 중요하게 작용
* 문헌에 보고되는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을 보면 미시자료를 이용한 추정치는
0.23 정도, 거시자료를 이용한 추정치는 0.18 정도로 추정

⇒ 통화정책은 RANK 모형의 경우 소비의 기간간 대체효과(intensive margin),
즉 직접효과를 통해서만 파급되나
⇒ TANK 모형에서는 노동공급(고용)을 통한 소득효과(extensive margin), 즉
간접효과를 통해서도 파급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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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가계 일부가 차입한도에 제약을 받아 소비의 평활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 신축적 물가목표제는 사회후생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
ㅇ 생산비용 상승이라는 동일한 상황 변화에 대해 차입가계와 저축가계의
노동공급 반응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가계 일부가 차입한도제약을 받아 소비의 평활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직접경로뿐만 아니라 간접경로를 통해서도 파급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정책을 운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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