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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분석동기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재재와 미래재의 상대가격인 금리를 조정하는 방
식으로 수행된다. 정책금리의 조정효과는 현재의 소비지출과 이의 대체관계에
있는 미래의 소비지출, 즉 현재의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
와 고용 변화 및 이에 따른 노동소득 변화를 통하여 발생하는 파생적 지출 변
화의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금리 조정에 따른 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와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의미하는 두 가지 효과 가운데
어느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집계변수(aggregates) 수준
의 파급경로(transmission mechanism)는 물론 정책효과의 크기도 달라지게 된
다. 경제가 개방되면 여기에 더해 국내외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
(indirect terms of trade effect)도 발생하게 되어 정책당국은 국제가격 변화까지
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통화정책이 어떤 경로
를 통해 작동할 것인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 현실에서 가계나 기업의 현금흐름과 자산구성은 가계나 기업별로 서로
균일하지 않고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또한 다르다. 이처럼 가계나 기업별로
서로 다른 보유자산의 규모와 구성, 그리고 동 보유자산의 유동성 정도는 통화
정책에 따른 파생적 간접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가계나
기업별로 서로 상이한 금융여건은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유효성과 함께 통화정
책의 직간접 효과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계나 기업의 재
정상태(balance sheet)가 모형경제에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현대 거시경제 분석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새케인지안 모형(RANK;
Representative Agent New Keynesian Model)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균일한
(homogeneous) 대표주체를 전제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RANK경제는 또
가계가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다고 상정한다. 이러한 모형구조하에서는 2007년 경제위
기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불평등 확대와 통화정책 유효성의 관계 등을 분
석할 수 없는 한계가 뒤따른다.1)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계를 중심으로
1)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2007년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적 경제위기(GFC)로 인해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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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기업 구성(composition)의 균일성 가정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접근성
(participation)과 보유자산 구성의 다양성(heterogeneity) 등도 모형경제에 적절히
반영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2)
가계와 기업 구성의 균일성 가정을 완화하는 모형은 가계나 기업의 유형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2주체 새케인지안 모형(TANK; Two Agent New Keynesian
Model)과 그 이상의 주체로 일반화되는 이질적 주체의 새케인지안 모형
(HANK; 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Model)으로 분류된다. 항상소득
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PIH)이 가정하는 바와 같이 보유자산의 처
분과 필요자금 차입 등 가계금융에 제약은 없고 균일한 가계로 구성되는
RANK경제에서는 정책금리 조정이 실질금리 변화를 통해 가계소비 변화로 직
접 이어지게 된다. 통화정책으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상대가격인 실질금리
가 변동하면 국내총생산(GDP) 구성비중이 가장 큰 소비도 달라진 실질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 조정에 의한 직접효과만 적절히 고려한 통
화정책으로도 충분히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금융시장에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거나 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한
도가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는 가계보다 금융시장에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계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면3) 금융시장 접근성이나 자금의 차입한도 등에 대
한 고려 없이 대표주체를 상정하고 통화정책을 분석하는 RANK모형은 동 경제
를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반면 금융시장에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가계가 상당한 비중을 갖는 경제에 RANK모형을 적용하여 통
화정책을 분석하면 정책효과를 과소 또는 과다하게 평가하는 오류(bias)를 범할
수 있다. 경제주체간 차별화가 뚜렷한 경제에서는 금리 조정에 따른 직접효과
의 파급경로 역할보다는 소득변화에 따른 간접효과의 파급경로 역할이 더 커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화된 경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RANK모형을 보완하여 경제주체간 차별
화 현상을 고려할 수 있는 HANK모형으로 분석모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

경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겨났다. 종전에는 물가안정만으로 경제안정을 달성(divine coincidence)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라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경
제위기 이후 중앙은행은 물가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상황이나 경제변수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
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 가계와 기업의 균일성에 대한 가정을 완화하는 유형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 효과를 정리한 문헌으로
Brzoza-Brzezina, et al(201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 RANK모형을 적용하여 통화정책을 분석하더라도 정량적·정성적 효과의 평가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
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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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ousehold Debts Distributed by Income in Korea

Note: Households are lined up in ascending order of income.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HANK모형은 경제주체의 균일성 가정의 완화를 통
해 이들의 재정상태나 자산구성 변동에 따른 유동성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접
근성도 고려할 수 있도록 모형경제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동 HANK모형을
통해 정책변화에 따른 직접효과는 물론 소득과 부의 분배효과(distributional
effects)가 유발하는 간접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별 가계부채를
분포로 나타내는 <Figure 1>을 보면 저소득층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차입한 부채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연도별로4) 다소의 차
이가 있으나 최상위 5%와 상위 20%의 가계가 차지하는 가계부채는 각각 20∼
23%, 48∼51%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금융·복지조사”상으로는 상
위 20%의 가계와 나머지 80%의 가계가 가계부채를 각각 절반씩 분점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소득수준별 가계자산5) 을 분포로 나타내는 <Figure 2>를 보면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산규모가 확대되는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상위 5%와 상위 20%의 가계가 차지하는 가계자
4)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소득구간별 가계부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은 2014∼2017년이다.
5)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합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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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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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Assets Distributed by Income in Korea

Note: Households are lined up in ascending order of income.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산은 가계부채와 비슷한 각각 20∼21%, 46∼47%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
서 가계자산도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상위 20%의 가계와 나머지 80%의 가계
가 가계부채를 각각 절반씩 분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화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별 상이한 가계부채 분포를 반영하여 RANK모형의 가계 균일성 가정
을 완화하고 가계의 금융시장 접근성이나 보유자산의 유동성 차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소득과 부(wealth)의 분포에 따라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는
물론 총량(aggregates) 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존 연구
금리를 정책수단으로 구사하는 통화정책에서 금리 조정이 소비와 투자 지출
을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지는 정책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이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통화정책 효과는 거시경제학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되고
널리 논의되어 왔다. Hicks(1946)가 그의 저서 Value and Capital을 통해 거시경
제 동학에서 소비와 투자 지출의 기간간 대체 관계(intertemporal substitution)6)
6) 금리수준이 높아지면 소비지출은 미래로 이연시키고 생산은 현재로 앞당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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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동시키는 금리의 기능을 강조한 이래 금리는 동학적 확률일반균형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모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흔히 RANK모형으로 대표되는 DSGE모형은 외부의 경제상황 변화
에 동반하는 금리의 변화가 기간간 소비의 대체를 통하여 소비는 물론 투자 지
출을 변화시키게 된다. 현재 소득은 물론 미래의 예상소득(expected income)도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념은 현재 소득이 현재 소비
의 결정에 가장 중요하다는 전통적 케인지안의 견해7)와는 다른 것이다.
표준적인 거시경제학에서는 한 경제를 구성하는 가계가 균일(homogeneous)
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대표가계로 나타낸다. 이와 같은 RANK경제에서는 가계
가 금융시장에 참가하고 자산을 자유롭게 보유하고 거래하는 데에 아무런 제
약이 없다고 상정하는 모형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현상과 정책효과를 분석하
고 있다. 이에 Hall(1988)은 대표가계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합리적(rational
expectations)으로 형성하여 Lucas(1976) 비판8)으로부터 자유로운 최적화 조건9)
을 모형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RANK경제가 상정하는 금리 변동에 따른 소비의 기간간 탄력적 대
체는 기대하는 것 만큼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모형분석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소비지출의 기간간 대
체에 대한 금리의 직접적 작용을 지지하지 않는 대표적인 연구사례로
Campbell and Mankiw(1989)를 들 수 있다. 그들은 미국의 소비, 소득 및 금리
등 3개 시계열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계의 절반 정도는 미래투시적
(forward-looking) 관점에서 가계의 항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하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눈대중’이나 ‘주먹구구’(rule of thumb) 가계로서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10) 아울러 이러한 소비의 변동성을 설명하
기 위해 저축할 수 있는 가계와 저축할 수 없는 가계로 구성된 가계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가계선호의 다양성은 가계가 보유하는 자산분포로 확장되었다.

7)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s)보다는 행태방정식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8) Lucas(1976)는 전통적인 소비함수가 비록 소비동향을 잘 맞추더라도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용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9) The first-order conditions for optimal choice; 이러한 분석은 ‘오일러 방정식 접근법(Euler equation
approach)’이라고도 불린다.
10) Campbell and Mankiw(1989)는 금리가 현재 소비의 결정에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
는 주장인 셈이다. 결국 Hall(1988)의 ‘Euler 방정식 접근법(equation approach)’과는 달리 ‘소비함수
접근법(consumption function)’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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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limited

participation) 가계11)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자산시장에 자유롭게 참가하는
가계로 명확히 구분되는 TANK경제에서 통화정책을 분석하였다. 자산을 보유
하는 가계(asset holder)는 자산거래를 통한 소비의 평활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따라 소비를 기간별로 대체할 수 있고 노동공급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자산보유 가계의 소비와 노동공급 결정은 물가를 통한 실질임금을 변동
시키고 결국은 임금 수입으로만 소비할 수 있는 자산 미보유 가계(non-asset
holder)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이 경로의 작동이 표준적인 RANK
경제와는 구별되는 경로이다.
Bilbiie(2008)는 앞서 설명한 TANK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분석하였다. Woodford(2003)가 RANK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일관성을 갖
는 최적정책(timeless-optimal policy)인 목표준칙(targeting rules)을 설정할 수 있
다는 것을 분석한 바와 같이 Bilbiie(2008)도 자산을 보유하거나 보유하지 않는
두 가계가 공존하는 경제에서도 시간적으로 일관성을 갖는 최적정책을 목표준
칙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13) Bilbiie and Straub(2012)는 TANK모
형을 이용하여 최근 미국 총수요의 금리탄력성이 거의 제로( ≃  )로 추정되는
것은 연방준비제도의 볼커(Volcker) 의장 전후14)로 낮아진 가계의 자산시장 참
가율이 최근 높아진 데에 따른 생산과 실질금리 관계의 구조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산 보유의 결과로 얻는 재산소득은 통화정책의 실시에 따른 소득이전 문
제를 수반한다. Debortoli and Galí(2018)는 임금과 가격이 경직적으로 조정되는
TANK 경제에서, Cho and Kim(2018)은 생산자본(physical capital)을 추가한
TANK 경제에서 Leeper, et al (2010) 유형의 소득이전 체계를 도입하고 동 소
득이전 체계에 따라 TANK 경제의 통화정책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밝
혔다. Bilbiie, et al(2013)는 또 가계가 저축가계와 차입가계로 구성된 TANK모

11) 보유자산이 없는 데다 차입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비를 평활화하지 못하고 현재의 가처분소득으
로만 소비(hand-to-mouth)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아무 자산을 갖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총
수요와 금리의 연계성이 끊어지고 통화정책은 무력(ineffective)하게 된다.
12) Bilbiie(2008)는 자산시장 참가에 제약을 받는 가계의 비중(degree)은 실질금리의 총수요 탄력성에
비선형적(nonlinearly)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가계가 보유하는 금융자산에 따
라 배분되는 이윤분포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13) 기술적으로 말하면 TANK경제의 최적통화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거시적 후생함수(aggregate
welfare)를 근사(approximating)하는 제2차손실함수(quadratic loss function)를 도출하였다.
14) 강력한 물가안정(disinflation)을 추구한 연방준비제도의 볼커의장 재임기간을 제외한 이전(1965.Q4
∼1979.Q3)과 이후(1983.Q1∼2003.Q1)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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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이용하여 정부재정의 조달방법15)에 따른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당해 기간에 벌어들인 가처분 소득 거의 전부를 당해 기간에 소비하는
(hand-to-mouth; HtM)’ 가계는 일시적인 소득변화에 대해서도 높은 한계소비성
향을 보이기 때문에 경기는 물론 통화정책 효과에도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미
국 등 8개 선진국 가계의 자산구성을 분석한 Kaplan, et al(2014)은 미국에 대
해 주목해야 할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미국가계의 25∼40%가
HtM에 해당하는 가계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1/3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 HtM에 해당하는 가계의 1/3은 보유자산이 없어 실제로 가난하고
나머지 2/3는 부유(wealthy)하지만 유동자산(liquid wealth)이 부족한 것으로 파
악하였다.16) Kaplan, et al(2017)은 이와 같이 가계별로 상이한 보유자산 구성을
반영하여 가계의 이질성을 일반화한 HANK모형을 도입하고 있다. 그들은
HANK모형을 이용한 통화정책 효과분석을 통해 정책효과의 대부분이 현재소
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인 금리 조정을 통한 기간간 소비의 대체효과, 즉 직
접효과보다는 노동소득이나 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한 간접효과로 포착된다는
사실을 보였다. 따라서 HANK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통화정책은 직접효과보
다는 간접효과가 주된 전달경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strella and Furher(2003), Fuhrer and Rudebusch(2004), Kaplan, et al(2014),
Yogo(2004) 등이 1965∼2003년의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생산과 실질금리의 관
계를 나타내는 오일러 방정식(Euler equation) 또는 기대확장적 IS(expectationaugmented IS)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 방정식의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0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현재소득이 현재소비를 결정하고 통화정
책은 직접효과보다는 간접효과가 주된 전달경로라는 전통적 케인지안 견해와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다. 통화정책 효과와 동 정책의 전달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실증분석과 전통적 케인지안 견해도 고려하여 가계
의 이질성, 즉 가계의 보유자산 분포와 동 자산의 유동성 정도를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모형의 구축과 이를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15) 가계 일부를 대상으로 증세한 세입으로 다른 가계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 재분배(revenue-neutral, intratemporal redistribution; Robin Hood)하는 정책과 일시적인 감세를 국
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으로 기간간 재분배(debt-financed tax cuts as intertemporal
redistribution)하는 정책 두 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16)“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가계의 유동자산 보유비중 분포는 “부록A1”을 참조하기
바란다. Park(2017)은 전체 가계에서 부유한 HtM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보
다 높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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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고는 폐쇄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개방경제는 분석대상으로 고려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Jung(2018)17)은 우리의 높은 대외부문 의존도를 고려
하여 개방경제의 통화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이때 통화정책은 금리 조정에 따
른 기간간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이외에 재화 및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교역
조건 (terms of trade), 즉 국내외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를 통해서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분석방향과 연구의 개관
본 연구는 가계 일부가 부채 누적으로 신용시장에서 일정 한도 이상으로는
차입이 어려워 기간간 소비의 평활화가 제약을 받는 상황을 금융시장의 불완
전성(incomplete financial markets)이 내재된 2주체 소규모 새케인지언 구조모형
(New Keynesian Model)을 통해 분석한다.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영업하는 기업
이 메뉴비용(menu costs)의 존재 등으로 매기마다 가격을 최적으로 설정할 수
없는 가격체계(pricing scheme)를 상정한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 통
화정책의 전달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의 초점18)을 두기 위해 가계는 두 가
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즉, 가계부채 편중분포를 반영하여 가
계는 신용시장에서 차입이 자유로운 저축가계와 신용시장 접근이 어려워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 차입가계로 구성된다.19)
비탄력적으로 노동공급이 조정된다는 전제하에 기업은 총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비용 상승에 대해 임금을 내릴 수 있어 기업의 이윤은 증가
하고 결국 기업을 보유하는 저축가계의 재산소득은 늘어나게 된다. 이들 저축
가계는 소비를 늘리고 노동공급은 줄이게 된다. 반면 재산소득이 없는 차입가
계는 소득이 줄어들고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늘리게 된다.
따라서 노동공급의 낮은 임금탄력성으로 인해 차입가계와 저축가계는 비대칭
적, 즉 차입가계는 노동공급을 늘리고 저축가계는 노동공급을 줄이게 된다.
17) 개방경제에서는 환율이 금리와 1대 1의 비율로 변하는 금리평형조건(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이 교역조건 경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8) DTI나 LTV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경기안정화나 사회후생 관점에서 부채를 어떻
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본고에서는 거시
건전성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가계의 일부가 신용시장으로부터 차입에 제약을 받는 경제에서 통화
정책의 파급경로와 그 효과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19) 균일한 가계로 구성되는 RANK경제에서 가계의 균일성 가정을 완화하여 두 가지 유형의 가계로 구
성되는 TANK경제로 확장하더라도 RANK모형과 마찬가지로 TANK모형에 대한 분석적 해
(analytical solution)는 여전히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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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가 균일한 RANK경제에서 차입한도제약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가계로 구성된 TANK경제로 완화되면서 생산비용 상승은 상대가격 변화를 통
한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소득효과를 통해서도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비용 상승이 직접적 대체효과는 물론 간접적 소득효과를 통해서도 확산되
기 때문에 RANK경제의 TANK경제로 완화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도 간접경로
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시키게 된다.
저축 또는 차입을 주로 하는 가계의 노동에 대한 선호와 재화시장의 불완전
경쟁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당국이 적용하는 과세와 보조금
(taxation and subsidy)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안정과 사회후생을 기준으로
모형경제에서 바람직한 통화정책을 분석한다. 과세와 보조금 체계를 통한 소득
이전20)은 본고의 분석대상을 넘기는 하지만 저축가계의 재산소득을 어떻게 배
분할 것인지가 통화정책 효과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본고의 검토대상 정책체계로는 현실에서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이상적인
Ramsey 유형의 최적통화정책(Ramsey Optimal Policy;

ROP)과 시행가능한 정

책으로는 사회후생(social welfare)과 경제안정의 관점에서 물가목표를 달성하고
자 운영하는 통화정책(flexible inflation targeting; FIT), 엄격하게 물가목표를 달
성하고자 운영하는 통화정책(strict inflation targeting; SIT)을 고려한다.
물가갭과 생산갭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신축적 물가목
표 정책(FIT)과 차입가계의 비중과 이자상환 부담 등 모든 경제 상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는 최적정책(ROP)을 사회후생 기준에서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가계와 차입가계간 비대칭적 반응격차를 줄이
기 위해서는 최적정책(ROP)이나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FIT) 체계하에서 정책
당국은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분석을 위한 모형경제를 설정하
고 균형조건을 분석한 후, 제3절에서는 모형경제의 통화정책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끝으로 제4절에서 분석을 마무리한다.

20) HANK 경제를 분석하는 문헌에서 고려하는 소득이전 체계로는 단순비례 (uniform or full
redistribution), 부분비례 (partial redistribution), 누진적 재분배(progressive redistribution) 체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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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형경제
본고의 모형경제는 저축하는 가계와 차입하는 가계 두 유형으로 구성된 가
계, 독점적 경쟁구조의 시장에서 영업하는 기업,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
행, 조세의 징수와 세출을 담당하는 재무부로 이루어진다. 아래에서는 이를 순
차적으로 설명한다.

1. 가계의 구성
가계는 자산을 보유(asset-holder)하고 신용시장에서 차입하는 데에 제약을 받
지 않아 소비를 기간별로 평활화할 수 있는 저축가계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일정 한도 이상은 차입할 수 없고 따라서 기간별 소비의 평활화가 자유롭
지 않는 차입가계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21) 모형경제에서 저
축가계와 차입가계는 각각    와  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상정한다.22)

가. 저축가계
저축가계는 예산제약(2) 아래에서 해당 가계의 전생애 효용(life-time utility)
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소비(   ), 여가(      ), 포트폴리오(    ,  )를 선택
한다.23) 저축가계의 최대화 대상인 효용함수(1)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모수   는 저축가계의 여가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다. 또 모수  
와   는 각각 가계소비의 기간간 대체탄력성과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을 나
타낸다. 가계소비의 기간간 대체탄력성  가    이 되면 소비로부터 발생하
는 효용함수는    log   가 된다.24)
21) 저축(차입) 가계는 현실 세계에서 차입(저축) 보다 저축(차입)이 많은 순저축(순차입) 가계로 각각
이해할 수 있다. 가계를 저축가계와 차입가계로 구분하는 가정의 현실적 타당성 여부를 우리나라
자료를 기준으로 점검한 논의는 ‘A.1 가계자산의 금융자산비중 분포’를 참조하기 바란다.
22) 우리나라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상위 20%의 가계는 ‘저축가계’에, 나머지 80%의 가계는 ‘차입가
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3) 결국  는 저축가계의 노동공급이 된다.
24) 본고는 로그형식의 효용함수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때 기간간 대체탄력성은 1이 된다. 만일 차입가
계의 차입규모가 0이라면 이들의 노동공급은 변화가 없게 된다. 반면 효용함수가 로그 이외의 다른
형식을 갖는다면 차입가계는 소비의 평활화를 위한 차입이 어렵더라도 노동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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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가계는  기에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독점적 경쟁력을 갖는 기업의
주식   주와 실질금액(real)으로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상정
한다.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소비재 단위 주당  원으로 거래되고 채권은 시장
금리   만큼의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가계는 또한    시간을 노동으로 공급한
결과 얻은 실질임금 소득(      )에 대해 세율  로 납세하고 반대급부로 정부
로부터는   를 정액으로 이전지급 받는다. 이러한 저축가계가 당면한 현금흐
름의 제약은 다음과 같은 예산제약식(2)으로 정리할 수 있다.
    
  

        ≤                  

(2)

여기서 외생변수  는 저축가계가 보유주식 1주당 받는 배당률을, 외생변수
  는 물가상승률을 각각 나타낸다. 결국           은 저축가계의 보유

채권    원에 대한 실질수익률을 나타내게 된다.
저축가계의 최적화문제는 예산제약(2) 아래에서 전생애에 걸쳐 자신의 효용
(1)을 최대화될 수 있도록 소비(   ), 여가(      )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    ,  )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max
        



 






 


 

          


 



(3)

subject to
예산제약식(2).
여기서 연산자   와 모수   ∈   는 각각  기 정보집합하의 기대연산자
(expectations operator)와 저축가계의 시간할인인자(time preference)를 나타낸다.
저축가계의 소비활동(   ), 생산활동인 노동공급(    ), 금융활동인 채권
(    )과 주식(   )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대한 저축가계 경제활동에 대한 최
적화문제(3)의 제1계 필요조건은 다음의 3개 방정식25)으로 구성된다.

  ＆                  

(4a)

기 때문에 노동공급탄력성 크기와 관계 없이 종전보다 저축가계와 차입가계간 소비격차는 다소 줄
어들 수도 있게 된다.
25) 기업의 한계비용함수  는 다음 제Ⅱ.2.나절에서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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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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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여기서 변수   와 변수  는 생산성 충격과 기업  의 한계생산비용을 각각 나
타낸다.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저축가계의 금융활동에서 주식가격의 거품(bubble)
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기 주가  는    기 예상 주가(    )와 예상
배당률(    )의 합계를 예상 할인인자로 할인한 값과 같다(4c).

나. 차입가계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은 차입할 수 없는 차입가계의 경제활
동은 일반적인 예산제약에 추가하여 차입한도제약도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다
르다. 차입가계는 저축가계와 여가에 대한 선호도   , 시간할인인자   ∈   ,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는 다르지만 다른 모수와 함수형식은 저축가계와
동일하게 예산제약과 차입한도제약 아래에서 해당 가계의 전생애 효용을 최대
화할 수 있도록 소비(   ), 여가(      ), 포트폴리오(    )를 선택한다.26) 차입
가계의 최대화 대상인 효용함수(5)는 다음과 같이 저축가계의 효용함수(1)와 동
일한 형식을 갖는 것으로 상정한다.


                        



(5)

차입가계 소비의 기간간 대체탄력성   은 저축가계와 다르지 않다고 상정
한다. 또한 가계소비의 기간간 대체탄력성  가    이 되면 차입가계의 소비
에 따른 효용은 저축가계와 마찬가지로    log   가 된다.
차입가계의 현금흐름은 기본적으로 저축가계와 같지만 다음 두 가지가 결정
적으로 달라진다. 첫째, 차입가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 즉,     이 된
다. 둘째, 차입가계는 신용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차입할 수 없다. 이를
반영한 차입가계의 예산제약식(6)은 다음과 같다.

26) 결국  는 차입가계의 노동공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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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a)



      ≤ 


(6b)

저축가계와 마찬가지로 차입가계는    시간을 노동으로 공급한 결과 얻은
실질임금 소득(      )에 대해 세율  로 납세하고 반대급부로 정부로부터는

  를 정액으로 이전지급 받는다. 또한, 자산(    )을 보유하는 저축가계는 차
입가계가 발행한 차입증서, 즉 채권(    )을 보유한다. 균형에서 저축가계의 채

   
권과 차입가계의 채무는 같아지기 때문에 저축가계당 보유채권은  
와 같아지게 된다.27)
차입가계의 최적화문제는 예산제약(6) 아래에서 전생애에 걸처 자신의 효용
(5)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소비(   ), 여가(      )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    )28)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max
       


     

∞












 
   





        



(7)

subject to
예산제약식(6).
여기서 차입가계의 시간할인인자(   )는 저축가계의 시간할인인자(   )보다 작다
고 상정한다. 즉,      의 관계에 있다.
차입가계의 소비활동(   ), 생산활동인 노동공급(    ), 금융활동(    ) 등에
대한 차입가계 경제활동에 대한 최적화문제(7)의 제1계 필요조건은 다음의 2개
방정식으로 구성된다.

  ＆               
   
     

(8a)


  ＆                 


(8b)

27) 균형에서는 신용공여와 신용차입은 같아지기 때문에 차입가계가 신용한도 만큼 차입하게 되면
 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

28) 완전경쟁하의 금융시장을 상정하여 균형에서 금융기업의 이윤은 0이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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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내생변수  와  는 각각 기업  의 한계생산비용과 최적화문제(7)의
차입한도제약식(6b)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Lagrange multiplier)를 나타낸다.
가계소비의 기간간 대체탄력성(  )이 1이고 총요소생산성   에 변화가 없다
면 최적화문제(7)의 제1계 필요조건(8a)에 따라 차입가계의 노동공급은 항상 일
정 수준(     
  )에서 변동이 없게 된다.

다. 합계
앞의 소절에서 구한 저축가계와 차입가계의 소비와 노동공급은 다음과 같이
합산(aggregation) 된다.

         

(9a)

            

(9b)


     
      


(9c)

2. 생산기업
가. 기업의 생산활동과 총생산
측도(measure) 1 만큼 숫자의 기업이 영업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기업 
는 자본스톡 규모가 1로 고정된 생산설비에서 노동을 가변적으로 조정하여 생
산한다.29) 기업  는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CRS)의 생산기술
(10c)을 가지고 다른( ≠  ) 기업과 차별화된 재화    를 생산한다.
  ≡ log      ≡ log   

(10a)

           

(10b)

29) 자본스톡의 가변성을 허용하면 통화정책에 따라 노동과 자본 투입이 대체관계 또는 보완관계로 작
용하는지에 따라 생산과 물가 등 모형의 결과에 대해 보다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HANK 모형은 RANK 모형과 달리 재산소득에 따른 재분배 (redistribution)를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는가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수반한다. 문헌에서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 재분배
방식을 예시하면 Bilbiie(2019), Cho and Kim(2018), Debortoli and Gali(2018) 등이 고려한 uniform
(or full) redistribution policy, partial redistribution policy, progressive redistribution policy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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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

여기서 로그변환 총요소생산성    log   는 AR(1)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
다.
기업  는 생산기술(10c)로부터 차별화된 재화    를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
는 노동서비스    를 완전경쟁 생산요소시장에서 고용한다. 이와 같은 기업 
의 노동수요는 기업의 비용최소화 문제로부터 다음 식(11)과 같이 결정된다.
      

(11)

여기서  기의 실질한계비용  는 생산이나 고용 수준과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마크업(markup)의 역수와 같다.30)
기업별(  )로 생산한 재화는 Dixit

and Stiglitz(1977)의 불변대체탄력성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집계방식(aggregator)으로 집계되고 경
제 전체의 총생산   가 된다.

 








 

 

   



(12)

여기서 모수  (   )은 재화간 대체탄력성을 나타낸다.31)
한편, 기업  가 당면한 수요(    )는 가계의 소비활동에 따른 지출비용을 최
소화하려는 최적화문제(13)로 주어진다.
min
  



 


    

 

(13)

subject to
CES Aggregator(12).
가계 소비활동의 최적화문제(13)의 제1계 필요조건에서 소비재 가격지수
(    )의 종합물가지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0) 실질한계비용  과 명목한계비용   는  ≡  로 정의된다.
31) 재화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총생산량이 줄어든 결과 소비효용도 줄어들게 되어 기업이
재화 다각화(diversification)의 유인이 없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보다 큰 재화간 대체탄력성()
을 고려하고 재화다각화가 총생산과 소비효용에 기여하는 경제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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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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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합물가지수(   )의 정의식(14)을 이용하여 가계 소비활동의 최적화문제(13)
의 제1계 필요조건을 다시 정리하면 기업  가 당면한 수요(    )는 종합물가
(   ) 수준에 대비한 기업  재화의 상대가격(      )과 재화간 대체탄력성(  )
에 따라 총수요(   )가 배분된다. 즉,

  



 
  

 



(15)

 

나. 기업의 가격설정과 물가
Dixit and Stiglitz(1977)를 따라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독점적 경쟁시장
에 동 제품을 출하하는 기업  는 총수요와 집계화된 가격   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현재가치를 최대화하는 가격    를 설정한다. 독점적 경쟁시
장에서 영업하는 기업  는 자신의 가격    을 설정함에 있어 Calvo(1983) 방
식을 따라 가격을 조정한다. 즉 기업  의 가격은 각 시점  마다 자신이 당면한
수요함수(15) 아래에서     의 확률로 잔존기간에 걸쳐 현재가치로 평가한
기대이윤이 최대화되는 수준의 가격    를 찾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업 
의 이윤최적화(16)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max 
  


∞






  
  










  
             


    

 







 (16)

즉,   의 확률로         가 성립한다.
기업  의 이윤최적화(16) 문제에서 소비재 실질가치에 대한 할인인자
(discount factor)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17)

개별 기업단위의 수요함수(      )를 소거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  의 수요함
수식(15)을 이용하면 기업  의 이윤최적화(16) 문제는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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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max 

  


∞





 ∆    



   


 

 

   

   



  

  














(18)

여기서 수익의 할인인자( ∆     )는 정의식(17)에서 주어진 바와 같다.
개별 기업은 서로 다른 재화를 생산하지만 기업  는 다른 기업( ≠  )과 생산
기술과 수요를 공유한다. 따라서 기업  는 다른 기업( ≠  )과 과거 다른 시기 
에 오늘의 가격      을 설정하였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결국  기에 가격을
조정하는 모든 기업은 동일한 최적화(18)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기에 가
격을 조정하는 기업이 결정하는 최적가격 수준을   라고 표시한다면 최적화문
제의 제1계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19)








최적화(18) 문제에 대한 제1계 필요조건(19)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

 ∆     
  

















(20)

여기서 개별 기업  는 명목 한계비용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을
설정하게 된다. 즉 기업  의 가격할증률(price markup:


)은



    인

관계가 성립한다.
종합(aggregate) 물가지수는  기에 가격을 조정한(    ) 기업이 설정한 가격

  와 가격을 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나머지(  ) 기업32)에게는 종전    기
에 설정한 가격     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가격을 조정한 후 종합물가
지수(   )는 종합물가의 정의식(14)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2) 가격을 조정할 기회를 얻는 기업 (  )는 임의로 선택되고 기회를 얻지 못한 나머지 기업 는 과
거, 즉   기까지 설정한 가격의 평균이 적용된다. 따라서 가격을 조정할 기회를 얻지 못한 기업
의 평균가격은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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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

새로

책정된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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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합물가지수에

상대물가지수(  )를

대한

 ≡    로,  기의 인플레이션율(   )을   ≡            로 각각 정의
 
로 나누면 다음 관계식(22)을 구할
하고 위의 종합물가지수(21) 양변을 


수 있다.
 
          
     


(22)

   와    가 아래의 식((23b)와(23c))과 같이 재귀식(recursive form)33)으로

정의되면 기업이 설정하는 최적가격(   )은    와    의 관계(23a)를 충족하는
수준(   )으로 결정된다.






         


(23a)

여기서,
    
    
         


    
       

   

 





   

 





    

  

    

  

 



    

 


  



  


  


     





      (23b)




(23c)

그리고,
     

(23d)

식(23b)에서 시장지배력이나 생산 또는 임금소득의 왜곡으로 인하여 외생적
마크업이 시변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Woodford (2003)에서와 같
이 비효율적 충격   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는

AR(1)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를 따른다는 가정을 통하여 원자재나 원유 등 공급측의 가격변동을 고
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4) 한편, 물가가 완전히 신축적이면   , 가격은
33) Yun(2005)과 Schmitt-Grohe and Uribe(2011)를 참조할 수 있다.
34) 한계생산비용에 영향을 주는 비효율성  변화(충격)는 식(11)의 마크업 (markup) (변화)과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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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주어진다.


3. 정책당국
정책당국은 엄격한 물가목표(SIT), 신축적 물가목표(FIT)와 사회후생을 최대
화시키는 최적통화정책(ROP) 등 세 가지 정책체계 중 하나를 채택하여 정책을
운영한다고 상정한다. 여기서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은 정책당국이 물가목표만
을 고려하고 물가갭 
 에 대하여 표준적인 금리준칙에서 “
   ”를 정책목표로
설정한다. 반면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은 물가갭 
  과 생산갭 
  에 대하여 적정
   
    ”와 같
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표준적인 금리준칙에서 두 변수가 “ 

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정책목표로 설정한다.
최적통화정책은 자비로운(benevolent) 통화당국이 시간    에서 수립하고
발표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상정한다. 초기조건과
외생적 경제여건이 주어져 있을 때 정책부문을 제외한 균형조건을 만족시킨다
는 제약하에서 정책당국은 차입가계 비중을 적절히 고려하여 전생애 사회후생
이 최대화되도록 금리경로  ∞
을 선택한다.

한편, 재정당국은 다음과 같이 균형재정(24)을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상정한다.
                          

(24)

4. 최적화문제와 해
본 소절에서는 통화정책까지 고려하여 모형의 해를 찾아보기로 한다. 통화당
국이 시장균형을 충족시키면서 사회후생을 최대화하는 통화정책을 선택하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벨만방정식(Bellman equations)을 수립한다.  기의
최적화문제를

나타내는

벨만방정식의

가치함수(value

function)를

            로 나타내기로 한다. 여기서     는  기 이전의 초기조건과
외생적 경제여건을 나타낸다. 또   (·),   (·),  (·)는 각각 저축가계, 차입가계
및 전체가계 효용의 가치함수를 나타낸다.
게 기능한다. 마크업은 식 (28)에서 재화간 대체탄력성 (  )이나 식 (24), (26a), (26b) 등에서 과세나
이전지출 (  ) 등의 형식으로도 도입할 수 있다. 필립스곡선(NKPC)을 선형화하면 계수에 다소 차이
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효율성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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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액과세나 이전지출이 가능하여 정부가 예산운영에 제약을 받지 않을
때의 통화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Ramsey 계획가(benevolent social planner)는
제1계 필요조건 제약(26)하에서 금리를 포함한 내생변수             
 를 선택변수로 하는 다음의 가치함수
                          ∞


문제(25)를 최적화한다.

          

(25)


      
   
max                            






 






   
















  

 
 
 







 
  

subject to

           

(26a)

           

(26b)

            
  


(26c)



   

     

 





 

  





   


     



(26d)



   
            







  



(26e)



             
 


(26f)

                  

(26g)







  


        
      





 


    
   
    
              

  






(26h)


    

 


  


      (26i)




2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5권 제2호 (2019.6)


    

    
            
  








 



  


  


     




(26j)



(26k)

           

(26l)

 ․       ․    ․

(26m)


        


비선형 방정식으로 구성된 최적화(25) 문제의 제약조건(26)의 세부조건을 살
펴보면 먼저 식(26a, 26b)는 각각 저축가계와 차입가계의 소비 및 노동공급에
대한 효율성 조건이다.
식(26d)는 저축가계의 채권거래에 대한 효율성 조건을 나타낸다. 식(26e)와
(26f)는 각각 차입가계의 예산제약과 소비 최적화 조건을 나타낸다. 식(26g)부
터 식(26k)는 각각 기업의 종합물가지수, 상대가격 운동방정식 및 최적가격 설
정조건을 각각 나타낸다.

5. 균제상태
본 연구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제로(0)인 균제상태(steady state)를 고려한다.
먼저 장기균형경로(balanced growth path)에서 저축가계와 차입가계의 노동시간
이 같거나 차입가계가 저축가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는 상태 두 가지 시
나리오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가. 노동시간 시나리오 A: 저축가계 = 차입가계
저축가계와 차입가계의 노동시간이 동일한 상태(        )에서는 저축가
계(27a)와 차입가계(27b)의 여가에 대한 가중치   와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27a)

(27b)

모든 가계의 노동시간이 동일한 균제상태에서 자산을 보유하는 저축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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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차입가계의 소득보다 크기 때문에 저축가계의 소비도 차입가계보다 크
게 된다. 즉,


    


       ≤     




 





(28)

식(28)에서 재화간 대체탄력성(  )이 작을수록, 차입금( 
 )이 많을수록, 금리
(  )가 높을수록, 그리고 차입한도제약을 받는 가계(  )가 많을수록 저축가계와
차입가계의 소비격차(    )는 확대된다.

나. 노동시간 시나리오 B: 저축가계 ＜ 차입가계
저축가계와 차입가계 모두 여가(또는 노동)에 대한 선호도가 같다고 상정,
즉        일 때 균제상태에서의 저축가계와 차입가계의 노동시간은 다음
과 같이 결정된다.













    
              

   









    
          



(29a)

(29b)

위의 조건식(29)를 만족하는 해를 구해 보면 차입가계의 노동시간이 저축가
계보다 많게 된다. 그러나 저축가계는 차입가계보다는 일하는 노동시간이 작지
만 다양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데에 따른 재산소득이 발생하여 보다 많은 소비
와 여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균제상태에서 신용시장으로부터
차입에 제약이 없는 저축가계가 차입가계보다 효용, 즉 사회후생이 높게 된다.

6. 정책체계
비선형 방정식으로 구성된 가치함수 최적화문제(25, 26)의 해는 사회후생 기
준에서 바람직한 통화정책의 특성을 가진다. 통화정책은 최적화문제의 해를 바
탕으로 재화시장의 불완전 경쟁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서 정액과세와 이전지출 정책수단의 가용여부, 저축가계와 차입가계의 노동에
대한 선호도의 동일 여부 등으로 구분한다.
Ramsey 유형의 최적정책(ROP)은 시장균형을 만족하면서 사회후생을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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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최선의 정책이다. 그러나 Ramsey 유형의 최적정책은 그
형태가 복잡하고 재량적이어서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같은 취약한 적
용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 Woodford(2003)가 제안한 신축적 물가목표
(FIT)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신축적 물가목표(FIT) 정
책을 중심으로 Ramsey 유형의 최적정책 계획가가 시행하는 최적정책(ROP)과
단순히 물가목표를 달성하려는 엄격한 물가목표(SIT) 정책을 비교·분석한다.
차입가계와 저축가계의 시간할인율이 같을 때 과세를 통해 확보한 재정자금
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재화시장의 불완전 경쟁에 따른 비효율성35) 이 해소될
수 있다. 과세 및 보조금 체계의 이같은 기능을 활용하여 재정당국은 상대가격
(relative prices), 즉 물가분포(price dispersion)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축적 물가목표(FIT) 정책은 다음 식(3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0)
 






여기서  는  기 시점의 잠재생산 수준    로부터의 괴리, 즉 생산갭을 나타
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log  

 

이제 차입가계의 후생관점에서 통화정책의 함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
해

차입가계

최적화문제의

제1계

필요조건의

제1차

근사화(first-order

approximation) 식(31)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31a)


                
       
   

(31b)

 


여기에서  ,  와  은 각각  ≡  ,  ≡  ,  ≡    을 나타낸다.


 )는 균제
 은 정상상태의 실질금리를 나타낸다. 한편, 변수(  )에 대한 ∧ 표시( 

상태에서 로그 변화(deviation)를 나타낸다.
생산비용 상승은 기업에게는 생산을 줄이고 결국에는 차입가계에게는 소비
35) 여기에서 비효율성은 “deadweight loss due to relative price distortion”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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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이게 한다. 즉, 비용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때 정책금리가 물가상
승률보다 작게 상승하면 실질금리는 하락하고 차입가계의 소비 감소폭은 축소
된다. 최적정책(ROP)이나 신축적 물가목표(FIT) 정책은 이러한 생산비용 상승
에 따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
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을 엄격하게 0%로 유
지하는 정책보다는 어느 정도 양(+)의 물가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에서 실질금리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이 때문에 최적정책(ROP)이나 신축적 물가목
표(FIT) 정책이 차입가계에게도 유리하다. 결국 실질금리 감소폭이 클수록 고
용 감소폭도 축소되기 때문에 엄격한 물가목표(SIT) 정책보다는 물가상승을 어
느 정도 용인하는 최적정책(ROP)이나 신축적 물가목표(FIT) 정책이 차입가계
의 후생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7. 모수조율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한 분석에 앞서 주요 모수(parameters)를 조율
(calibration)하는데 그 결과는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기간간 대체탄력성
(   )과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은 Galí(2008), Woodford(2003) 등의 연구
를 따라 각각 1과  로 설정한다. 제Ⅲ.2절의 모의실험에서 살펴보는 바와 통
화정책의 파급경로에는 노동공급의 낮은 임금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모수  에 대해     로 조율한 것은 우리 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

<Table 1>
Variable

Calibrated Parameters
Value

Remark



1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⅓

Frisch Elasticity of Labor Supply



⅔

Nominal Price Rigidity



6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Varieties




0.3

Fraction of Borrowers

1.04

Steady-State Gross(Annualized) Real Interest Rate



0.95

First-order Serial Correlation of Technology Shock



0.95

First-order Serial Correlation of Cost-Push Shock



0.007

Standard Deviation of Technology Shock



0.007

Standard Deviation of Cost-Push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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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36)
재화간 대체탄력성(  )은 6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상태의 가격할증률
(price markup)이 1.2(     )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Calvo모수  는
   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3분기당 1회 정도 자신의 적정가격을

검토하고 최적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체 가계에서 차입가계가 차지하는 비중  는 0.3으로 설정한다. 동
차입가계는 또 신용시장으로부터 전혀 차입하지 못하거나 차입하더라도 소득
의 30% 한도를 넘어설 수 없음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정책분석
1. 분석대상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제II.5절에서 고려한 저축가계와 차입가계의 노동시간
동일여부(시나리오 “A”와 “B”)에 대한 경우의 수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정액
과세와 이전지출 체계가 작동하는지 여부(시나리오 “I”과 “II”)에 따른 경우의
수 조합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가. 저축가계와 차입가계의 노동시간: “=”(A) vs. “＜”(B)
저축가계와 차입가계 모두 여가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선호, 즉      라고
상정한다. 이때 노동에 대한 저축가계와 차입가계의 가중치가 같다고 가정할
때 금융자산 보유규모까지 동일하면 저축가계와 차입가계의 노동시간도 같아
지게 된다(시나리오 A). 그러나 저축가계는 차입가계보다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보유규모가 크기 마련이고 이는 결국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더
많은 여가와 소비를 누리게 된다(시나리오 B).

나. 정액과세와 이전지출 체계: “작동”(I) vs. “비작동”(II)
정액과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정부재정이 가계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
(non-distortionary taxation and subsidy)을 미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한다(시나리
36) 김인수·이명수(2015)는 명목임금 경직성과 실업을 포함한 새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하여 노동공급 탄
력성을 0.18(=1/5.42)로 추정하고 있다. 문외솔·송승주(2016)는 2000∼2008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공급 탄력성을 0.23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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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I). 이때 재정당국은 노동이나 생산에       의 비율로 과세 또는 보
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독점적 경쟁에 따른 재화시장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
업이 완전경쟁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가계의 노동이나 생산활동에 정액세         를 부과하
여 조달한 동 재정자금을 다시 보조금 형식으로 가계에 지급하여 가계가 더 많
은 노동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고 가정한다. 이와는 반대로 정액과세와 이전지
출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한다(시나리오 II).

2. 시나리오별 모의실험
여기에서는 각 정책체계별로 사회후생을 평가37)하고 관심이 가는 주요 내생변
수에 대해 Schmitt-Grohe and Uribe(2004) 방법을 따라 계산한 통계량을 살펴본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고려하는 각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통화정책을 비교·분석한다.

가. 시나리오 I & A
(정액과세와 이전지출 체계가 작동하고(I) & 저축과 차입 가계는 동일한 시
간을 노동(A))
먼저 균제상태에서 저축가계와 차입가계가 같은 시간 만큼 노동을 공급하지
만 차입가계는 일정 규모 이상을 신용시장에서 차입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다. 현실에서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개념적으로 이상적인 Ramsey 유형의 최적
통화정책(ROP)에 대한 통계량은 <Table 2>에,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FIT)의 결
과는 <Table 3>에,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SIT)의 결과는 <Table 4>에 각각 정
리되어 있다.
<Table 2>를 보면 최적정책(ROP)은 경기가 확장하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수축하면 금리를 내리는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정책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적정책(ROP)에서 인플레이션은 경기와는 거의 관계없
이(acyclical) 완만하게 변동한다.

37) 이하의 <Table 4>, <Table 7>, <Table 10>, <Table 13>에서 보여주는 사회후생 이득  와  의 계
산은 ‘A.2 사회후생이득  와  의 계산’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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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msey Optimal Policy(ROP) under the Scenarios I & A(   ≠   )
Variables

 

  



 








  











  

 

3.9900

0.0988

0.9259

-0.9704

0

0.0408

0.2482

-0.0421

1.0000

0.6419

0.9541

0.2119

1.0000

0.0000

0.9270

-0.9916

1.0700

2.0947

0.9262

0.9688

0.8300

2.2611

0.9387

0.8441

1.0000

  

2.0037

0.9272

1

3.9900

0.0983

0.9259

-0.9699

0

0.0407

0.2467

-0.0391

1.0000

0.6451

0.9543

0.2195

1.0000

0.0024

0.9379

-0.8468

1.0700

2.0888

0.9261

0.9684

0.8300

2.2712

0.9405

0.8482

1.0000

2.0024

0.9279

1

Note: The variables  , and  are expressed in percentage points per year and other variables
in levels, respectively.

<Table 3> Flexible Inflation Targeting(FIT) under the Scenarios I & A(  ≠   )
Variables

  








  









 

 
3.9900



  

 

0.0973

0.9233

-0.9690

0

0.0355

0.1918

-0.0347

1.0000

0.6451

0.9526

0.2192

1.0000

0.0000

0.9235

0.9685

1.0700

2.0648

0.9236

0.9675

0.8300

2.2565

0.9380

0.8428

1.0000
  

3.9900

1.9789

0.9252

1

0.0975

0.9365

-0.9692

0

0.0355

0.1943

-0.0332

1.0000

0.6437

0.9527

0.2157

1.0000

0.0074

0.9033

0.7782

1.0700

2.0936

0.9258

0.9683

0.8300

2.2488

0.9381

0.8423

1.0000

1.9969

0.9267

1

Note: The variables  , and  are expressed in percentage points per year and other variables
in leve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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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Table 3>과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물가갭과 생산갭
이외에 차입가계의 비중과 차입비용을 적절히 고려하는 신축적 물가목표(FIT)
정책이 단순히 물가갭 만을 고려하는 엄격한 물가목표(SIT) 정책보다는 소비와
고용(시간 기준) 등 실물경제를 다소 안정시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서 주목할 점은 신축적 물가목표(FIT) 정책에서 차입가계의 고용이 경기순응적
으로 변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입가계의 노동공급 변
동성 자체가 작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물경제 동향이 최적정책(ROP)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차입가계 비중을 고려한 신축적
물가목표(FIT) 정책도 최적정책(ROP)과 비슷한 시장균형을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3>).

<Table 4> Strict Inflation Targeting(SIT) under the Scenarios I & A(   ≠   )
Variables

 

  


 



4.0000

0.0982



0

0



1.0000





  

 


   ×  ,    ×  
0.9247

-0.9661

-

-

0.6589

0.9550

0.2142

1.0000

0.0000

0.9244

-0.4409



1.0700

2.0834

0.9247

0.9662



0.8300

2.2804

0.9249

0.8416



1.0000

1.9942

0.9249

  


  



3.9800

0.0972



0

0



1.0000



1


   ×  ,    ×  
0.9243

-0.9663

-

-

0.6597

0.9260

0.2345

1.0000

0.0024

0.9379

-0.8468



1.0700

2.0656

0.9243

0.9664



0.8300

2.2916

0.9257

0.8421



1.0000

1.9863

0.9246

1

Notes: 1) The variables  and  are expressed in percentage points per year and other variables
in levels, respectively.
2) Welfare gains  and  represent the difference between welfare associated with
the Ramsey optimal monetary policy(ROP) and welfare associated with the strict
inflation targeting rule(SIT), and the difference between welfare associated with the
flexible inflation targeting rule(FIT) and welfare associated with the strict inflation
targeting rule(SI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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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를 통해 각 정책체계 별로 사회후생을 비교해 보면 차입가계의 차
입한도( 
 ) 크기와는 관계 없이 엄격한 물가목표(SIT) 대신 신축적 물가목표
(FIT) 정책이나 최적정책(ROP)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후생 이득규모는
 ×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편익규모는 실물

마찰(real frictions)이 존재할 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재정 정책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도모할 수 있는 후생편익
(welfare gain)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단순한 정책체계 대신 상대적
으로 복잡한 정책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후생의 개
선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축가계와 차입가계의 노동시간
이 같을 때 균제상태에서 저축가계가 보유한 자산의 규모가 저축가계 자신은
물론 차입가계의 소비 수준과 경로도 결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보유자산을 이용하여 소비를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축가계의 소비 변
동성이 차입가계보다 작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소비보다는 생애소득이나 부(wealth)에 따라 결정되는 소비의 변동성이 더 작
다는 항상소득가설(PIH)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Figure 3>은 차입가계가 신용시장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신용한도가 없
을 때( 
   ) 효율적 생산성 변화에 대한 각 정책체계의 조정과정(impulse
<Figure 3> Impulse Responses to a Positive Productivity Shock under the
Scenarios I( 
   ) &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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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s)을 나타낸다. 그래프의 범례(legend) 청색 ‘   ’, 녹색 ‘  ∆ ’, 적색
‘  ’는 각각 최적정책(ROP), 신축적 물가목표(FIT), 엄격한 물가목표(SIT) 정
책에 따른 조정과정의 궤적(loci)을 나타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입한도
가 없는( 
   ) 차입가계가 로그함수 형식의 선호체계를 가질 때 차입가계의
노동 공급은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각 통화정책 체계 ROP,
FIT 및 SIT는 생산성 변화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시장균형을 갖게 된다. 이것
은 Bilbiie(2008), Woodford(2003)의 연구와 같이 조세부과 및 보조금 지급을 통
해 재화시장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생산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물
가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곧 경기 안정을 의미하는 Blanchard and Galí(2007)의
‘신성한 우연의 일치(Divine Coincidence)’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4>와 <Figure 5>는 예상하지 못한 생산비용 상승에 대해 차입가계의
차입한도가 전혀 없는 경우와 소득의 30% 정도만 차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 정책체계(ROP, FIT 및 SIT)가 시행될 때 나타날 주요 변수의
동태적 조정과정을 보여준다.38) 생산비용 상승에 따라 재화가격이 상승하면 재
<Figure 4> Impulse Responses to a Positive Cost-Push Shock under the
Scenarios I( 
   ) & A(   ≠   )

38) 가격과 더불어 임금 경직성까지 더해지면 Debortoli and Gali(2018)에서와 같이 최적 통화정책은 저축가
계와 차입가계의 소비변동 변화와 저축가계의 소비분포 변화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의 비효율성
은 이를 경제주제 누가 떠안을 것인지가 중요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통상 고려하
는 생산성은 물론 한계비용의 변화를 초래하는 비효율성 변화(충격)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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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된다. 또한 노동
의 수요함수가 하방 이동하면서 실질임금(실질한계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고용
과 실질임금의 하락폭은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들 변수
의 상대적 변동폭에 따라 기업의 이윤은 늘거나 줄어든다. 노동공급의 임금탄력
성이 작을(클) 때는 재화수요 감소에 따른 고용 감소폭이 작지만(커지고) 실질임
금의 감소폭은 커져(작아져) 기업의 이윤은 증가(감소)할 수도 있게 된다.
앞서 제Ⅱ.7절의 모수조율에서 상정한 노동공급 탄력성(     ) 아래에서
생산비용이 상승하면 고용의 감소폭보다는 실질임금의 감소폭은 더 확대되어
기업에게는 이윤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윤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배당은 금융
자산, 즉 주식을 보유한 저축가계의 부(wealth)의 확대로 이어지고 결국 늘어난
저축가계의 부는 소득효과의 작용을 통해 저축가계의 소비를 늘리는 한편 노
동공급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게 된다. 이에 반해 노동소득이 주된 소득원
인 차입가계는 줄어든 실질임금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줄어든 소득
을 만회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재화의 수요가 줄어든 상황
에서 차입가계의 고용, 즉 노동시간 증가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적정책(ROP)은 통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생산비용 상승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게 된다. 신축적 물가목표(FIT) 정책
<Figure 5> Impulse Responses to a Positive Cost-Push Shock under the
Scenarios I( 
   ) &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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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입가계의 비중과 차입비용 등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최적정책(ROP)이
나 신축적 물가목표(FIT) 정책에서는 재화 생산에 대한 비용이 상승할 때 다소
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한편 재화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기간별로
평활화(smoothing) 되도록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생산비용이 상승할 때 최적정책(ROP)이나 신축적 물가목표(FIT) 정책에 준
거하여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실질금리(  )의 하락을 유도하면 생산,
소비 및 고용은 낙타등(hump-shaped) 모양의 다소 완만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Figure 4>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생산비용 상승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을 평활화하고 이를 분산시키는 기준에서 엄격한 물가목표(SIT) 정책은
다소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적정책(ROP)이나 신축적 물가목표(FIT)
정책에서는 생산비용 상승에 대하여 생산, 소비 및 고용이 낙타등 모양으로 완
만히 반응하게 된다.
이제 차입가계에게 차입이 가능한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났을 때의 영향을 검
토해 보기로 한다. 차입한도 확대가 소비 등 주요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Figur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입한도 규모에 따라 별로 달라지지는 않고 있다. 최적
정책(ROP)이나 신축적 물가목표(FIT) 정책은 생산비용 상승이 유발하는 부정적
인 영향을 완화하고 분산시키도록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한 결과 소비, 고용,
생산 등이 완만하게 반응한다. 반면, 물가목표 달성만을 엄격히 추구하는 정책
(SIT)은 주요 변수가 과잉반응(overshooting)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Figure 3>와 <Figure 4>는 저축가계와 차입가계가 공존하는 TANK경제에서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상당 부분은 노동소득 변화를 통한 간접효과
가 반영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저축가계는 노동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실질
금리 변화에 따라 일정 기간 미래 소비(저축)를 줄이고 현재 소비를 늘린 후 정상
상태로 복귀한다. 반면, 노동소득이 줄어든 차입가계는 소비의 기간간 평활화가
어려워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와 같은 간접효과 작동은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
는 영향이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의 기간간 대체를 의미하는 직접효과가 대
부분인 RANK경제와 다른 TANK경제의 특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39)

39) RANK경제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각각



  ,   로서
  
  

두 값의 차이


는

    

일

정한 값을 가진다. 정책금리의 자기상관계수  값이 커질수록 두 값의 차이는 작아진다. 반면,
TANK경제에서 직접효과
준)는 작아지게 된다.

  
는
  

차입가계 비중 가 커질수록 동 직접효과의 크기(절대값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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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나리오 I & B
(정액과세와 이전지출 체계가 작동하고(I) & 차입가계는 저축가계보다 장시
간 노동(B))
최적정책(ROP),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FIT)과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SIT)이
시행된다면 얻게될 주요 내생변수에 대해 Schmitt-Grohe and Uribe(2004)를 따
라 계산한 통계량은 각각 <Table 5>, <Table 6>과 <Table 7>에 정리되어 있다.
식(29)에 따르면 균제상태에서 차입가계의 부채가 많을수록 저축가계의 부
(wealth)는 늘어나고 대체효과의 작용으로 노동공급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물
가목표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외부의 경제상황 변화에 대하여 그 영향을 완만
하게 흡수하는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FIT)이 물가목표만을 고려하고 동 목표를
엄격하게 달성하려는 정책(SIT)보다 소비의 변동성 완화와 사회후생 측면서 더

<Table 5> Ramsey Optimal Policy(ROP) under the Scenarios I & B(      )


  

 

3.9800

0.1094

0.9258

-0.9671

0

0.0430

0.2352

-0.0154



1.0300

0.6620

0.9558

0.0929



1.0500

0.0000

0.9493

0.3604



0.9500

2.0500

0.9258

0.9647



0.8700

2.3710

0.9380

0.8469



1.0300

1.9972

0.9262

1

  


  



3.9800

0.1099

0.9265

-0.9687



0

0.0429

0.2287

-0.0153



1.0200

0.6451

0.9542

0.2195



1.0500

0.0025

0.9359

-0.8514



0.9500

2.0635

0.9264

0.9663



0.8700

2.3960

0.9381

0.8530



1.0300

2.0119

0.9273

1

Variables

 

  


 




Notes: 1) The variables  and  are expressed in percentage points per year and other variables
in leve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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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차입가계의 차입한도 규모는 사회후생 기
준에서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FIT)이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SIT)보다 우월하다
는 비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을 통해 각 정책체계 별로 사회후생을 비교해 보면 균제상태에서
가계간 상이한 노동시간이 허용될 때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SIT)과 비교한 최
적정책(ROP) 및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FIT)의 사회후생 이득규모는  ×  
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차입가계와 저축가계간 상이한 노동시간을 허용하지 않
고 동일할 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가계의 차입한도( 
 ) 크기가 커지면
서 사회후생 이득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Table 6> Flexible Inflation Targeting(FIT) under the Scenarios I & B(     )
Variables

 

  


 






  

 

3.9800

0.1108

0.9257

-0.9675

0

0.0351

0.1908

-0.0405



1.0300

0.6566

0.9511

0.0851



1.0500

0.0000

0.7791

0.8631



0.9500

2.0743

0.9265

0.9653



0.8700

2.3732

0.9381

0.8482



1.0300

2.0173

0.9271

1

  


  



3.9800

0.1090

0.9378

-0.9669



0

0.0351

0.1885

-0.0378



1.0200

0.6612

0.9520

0.0849



1.0500

0.0084

0.9080

0.7858



0.9500

2.0694

0.9268

0.9651



0.8700

2.3562

0.9370

0.8441



1.0300

2.0056

0.9272

1

Notes: 1) The variables  and  are expressed in percentage points per year and other variables
in leve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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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rict Inflation Targeting(SIT) under the Scenarios I & B(      )
Variables

 

  



 








  











  

 


   ×  ,    ×  

3.9800

0.1097

0

0

0.9255

-0.9628

-

-

1.0300

0.6778

0.9253

0.1095

1.0500

0.0000

0.9263

-0.5978

0.9500

2.0541

0.9254

0.9629

0.8700

2.4125

0.9268

0.8468

1.0300

  

2.0074

0.9260

3.9900

0.1084

0

0

1.0300

0.6804

1


   ×  ,    ×  
0.9243

-0.9618

-

-

0.9259

0.1090

1.0500

0.0026

0.9253

-0.8422

0.9500

2.0339

0.9243

0.9619

0.8700

2.3979

0.9254

0.8424

1.0300

1.9858

0.9244

1

Notes: 1) The variables  and  are expressed in percentage points per year and other variables
in levels, respectively.
2) Welfare gains  and  represent the difference between welfare associated with
the Ramsey optimal monetary policy(ROP) and welfare associated with the strict
inflation targeting rule(SIT), and the difference between welfare associated with the
flexible inflation targeting rule(FIT) and welfare associated with the strict inflation
targeting rule(SIT), respectively.

<Figure 6>와 <Figure 7>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생산비용 상승이 있을 때
차입가계가 전혀 차입을 못하는 경우와 소득의 30% 정도만 차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 정책체계(ROP, FIT 및 SIT)가 시행될 때 나타날 주
요 변수의 동태적 조정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차입가계와 저축가계간 상이한
노동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이들의 노동시간이 동일할 때(<Figure 4>)와 상이한
노동시간을 허용할 때(<Figure 6>)의 주요 변수의 동태적 조정과정은 크게 다
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입가계의 소비나 노동공급은 차입금의 원
리금상환 부담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다. 차입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차입금에는
원리금상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상황의 변화가 차입가계에 미치는 영향
은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입가계와 저축가계간 상이한 노동
시간이 허용될 때의 주요 변수의 동태적 조정과정은 상이한 노동시간이 허용
되지 않을 때의 동태적 조정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생산비용이 상승하면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낮아지게 된다. 차입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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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가계간 상이한 노동시간이 허용되어 저축가계보다 차입가계가 더 많이 노
동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소득 이외에 재산소득도 얻을 수 있는 저축

<Figure 6> Impulse Responses to a Positive Cost-Push Shock under the
Scenarios I( 
   ) & B(      )

<Figure 7> Impulse Responses to a Positive Cost-Push Shock under the
Scenarios I( 
   )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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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보다는 노동소득이 주된 소득원인 차입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
에 없다. 차입가계와 저축가계간 상이한 노동시간이 허용되지 않을 때보다 차
입가계가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하고 있을 때 차입가계의 소득 감소폭은 더 크게
된다. 이같은 가계 유형간 차별화된 소득 변동폭은 두 유형의 가계간 소비의
차별화로 이어지게 된다. 차입가계는 소비의 하락폭이 커지는 반면 저축가계는
소비의 증가폭이 확대되는 비대칭적 현상이 보다 뚜렷하게 된다. 이처럼 차입
가계와 저축가계간 상이한 노동시간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경제전반을 적절히
고려하는 최적정책(ROP) 이나 차입가계의 비중도 고려하는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FIT)이 물가목표 달성만을 엄격히 고려하는 정책(SIT)보다는 경기안정화
나 사회후생 기준에서 우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 시나리오 II & A
(정액과세와 이전지출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II) & 저축과 차입 가계는 동일
한 시간을 노동(A))
이제 재화시장의 불완전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화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정액과세와 이전지출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의 통화정책 효과를 살펴보
기로 한다. 먼저 균제상태에서 저축가계와 차입가계간 상이한 노동시간이 허용되
지 않아 두 유형의 가계가 동일한 규모로 노동을 공급한다고 가정한다.
이같이 재정정책을 통한 재화시장 왜곡의 시정이 어려운 가운데 최적정책
(ROP),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FIT)과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SIT)이 시행된다면
얻게될 주요 내생변수에 대해 Schmitt-Grohe and Uribe(2004)를 따라 계산한 통
계량은 각각 <Table 8>, <Table 9>과 <Table 10>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각
Table에서는 재정정책으로 재화시장의 비효율성을 시정하는 경우와 비교하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1로 정규화(normalization)하였다.
재정정책을 통해 재화시장의 왜곡을 시정한 <Table 2>, <Table 3>과 <Table
4>와 재화시장의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방임한 <Table 8>, <Table 9>과 <Table
10>을 각각 비교해 보면 경제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시정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가 재정정책을 통해 재화시장의 비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
는 경우보다 주요 변수의 변동성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화시장에 잔존하는 비효율성 왜곡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적정
책(ROP)이나 신축적 물가목표(FIT) 정책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사회후생의
개선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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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amsey Optimal Policy(ROP) under the Scenarios II & A(   ≠   )
Variables

 



  

 

  



 
3.9900

0.0990

0.9260

-0.9702

0

0.0367

0.2426

-0.0444

1.0000

0.6383

0.9507

0.2206

1.0000

0.0000

0.9268

0.6053

1.0700

2.1001

0.9262

0.9688








  









0.8300

2.2753

0.9388

0.8479

1.0000

  

2.0126

0.9274

1

3.9900

0.0986

0.9256

-0.9703

0

0.0378

0.2502

-0.0417

1.0000

0.6419

0.9514

0.2126

1.0000

0.0024

0.9379

-0.8422

1.0700

2.0950

0.9258

0.9684

0.8300

2.2590

0.9378

0.8434

1.0000

2.0027

0.9267

1

Notes: 1) The variables  and  are expressed in percentage points per year and other variables
in levels, respectively.

<Table 9> Flexible Inflation Targeting(FIT) under the Scenarios II & A(  ≠   )
Variables

 

  



 



  

 

4.0000

0.0984

0.9392

-0.9692

0

0.0362

0.1937

0.0136

1.0000

0.6425

0.9515

0.2143

1.0000

0.0075

0.9064

0.7790

1.0700

2.1150

0.9276

0.9686

0.8300

2.2638

0.9347

0.8479

2.0170

0.9263

1



1.0000

  
3.9900

0.0976

0.9377

-0.9690



0

0.0362

0.1913

0.0168

1.0000

0.6415

0.9519

0.2214

1.0000

0.0074

0.9036

0.7744

1.0700

2.1002

0.9259

0.9684








  







0.8300

2.2590

0.9378

0.8434

1.0000

2.0066

0.9252

1

Notes: 1) The variables  and  are expressed in percentage points per year and other variables
in leve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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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와 <Figure 9>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생산비용 상승이 있을 때
차입가계가 전혀 차입을 못하는 경우와 소득의 30% 정도만 차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 정책체계(ROP, FIT 및 SIT)가 시행될 때 나타날 주
요 변수의 동태적 조정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정책을 통해 재화시장의 왜
곡을 시정한 <Figure 6> 및 <Figure 7>과 재화시장의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방
임한 <Figure 8> 및 <Figure 9>의 동태적 조정과정을 각각 비교해 보면 재화시
장의 비효율성 왜곡의 시정여부에 따라 그 조정과정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
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화시장의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방임할 때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된 결과 소비 등의 동태적 조정과정
은 재정정책을 통해 재화시장의 왜곡을 시정할 때보다 다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시나리오 II & B
(정액과세와 이전지출 체계가 작동 않고(II) & 차입가계는 저축가계보다 장
시간 노동(B))
저축가계와 차입가계 모두 여가와 노동에 대한 동일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
다고 상정한다(      ). 재정정책을 통한 재화시장 비효율성의 시정이 어려운
가운데 차입가계와 저축가계의 상이한 노동시간이 허용되는 경제에서 최적정
책(ROP),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FIT)과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SIT)이 시행된다
면 얻게될 주요 내생변수에 대해 Schmitt-Grohe and Uribe(2004)를 따라 계산한
통계량은 각각 <Table 11>, <Table 12>과 <Table 13>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각 Table에서는 재정정책으로 재화시장의 비효율성을 시정하는 경우와 비교하
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1로 정규화(normalization)하였다.
생산이나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노동시간, 즉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데 재정정책을 통한 비효율성 왜곡의 시정이 어렵다면 독점적 경쟁시장 구조
에서의 생산은 비효율적인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을 통한 비
효율성의 시정이 없는 상태의 결과인 <Table 11>, <Table 12> 및 <Table 13>을
재정정책을 통해 비효율성을 시정한 상태의 결과인 <Table 8>, <Table 9> 및
<Table 10>과 각각 비교해 보면 비효율성의 시정이 없는 상태의 소비는 재정
정책을 통해 비효율성을 시정한 상태의 소비보다 그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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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trict Inflation Targeting(SIT) under the Scenarios II & A(  ≠   )
Variables

 

  



 








  











  

 


   ×  ,    ×  

3.9800

0.0983

0

0

0.9250

-0.9671

-

-

1.0000

0.6546

0.9244

0.2212

1.0000

0.0000

0.9242

-0.4557

1.0700

2.0861

0.9250

0.9672

0.8300

2.2849

0.9246

0.8438

1.0000

  

2.0006

0.9251

3.9800

0.0994

0

0

1.0000

0.6607

1


   ×  ,    ×  
0.9268

-0.9673

-

-

0.9253

0.2219

1.0000

0.0025

0.9263

-0.8443

1.0700

2.1126

0.9268

0.9674

0.8300

2.3086

0.9264

0.8444

1.0000

2.0253

0.9271

1

Notes: 1) The variables  and  are expressed in percentage points per year and other variables
in levels, respectively.
2) Welfare gains  and  represent the difference between welfare associated with
the Ramsey optimal monetary policy(ROP) and welfare associated with the strict
inflation targeting rule(SIT), and the difference between welfare associated with the
flexible inflation targeting rule(FIT) and welfare associated with the strict inflation
targeting rule(SIT), respectively.

<Figure 8> Impulse Responses to a Positive Cost-Push Shock under the
Scenarios II( 
   ) &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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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을 통하여 재화시장의 비효율성을 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저축가계
와 차입가계간 상이한 노동시간을 허용할 때 최적정책(ROP)이나 신축적 물가목
표 정책(FIT)이 물가목표만을 엄격하게 달성하려는 정책(SIT)보다 소비의 변동성
을 완화할 수 있어 결국 사회후생 기준에서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저축가계와 차입가계간 상이한 노동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때보다 허용할 때 사
회후생 기준에서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SIT)의 손실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0>와 <Figure 11>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생산비용 상승이 있을
때 차입가계가 전혀 차입을 못하는 경우와 소득의 30% 정도만 차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 정책체계(ROP, FIT 및 SIT)가 시행될 때 나타
날 주요 변수의 동태적 조정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정책으로 재화시장의
비효율성 왜곡을 시정할 때의 <Figure 6>와 <Figure 7>와 마찬가지로 저축가계
와 차입가계간 상이한 노동시간을 허용하더라도 상이한 노동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때의 동태적 조정과정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동태적 조정과정의 이
같은 유사성은 차입가계의 파산위험에 따른 위험할증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입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차입가계의 소비나 고용은 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에만 영향을 받는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9> Impulse Responses to a Positive Cost-Push Shock under the
Scenarios II( 
   ) &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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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amsey Optimal Policy(ROP) under the Scenarios II & B(      )
Variables

 



  

 

  



 
3.9900

0.1089

0.9248

-0.9666

0

0.0388

0.2341

-0.0189

0.9800

0.6284

0.9520

0.1030

1.0000

0.0000

0.9232

0.9663

0.9000

1.9502

0.9246

0.9643








  









0.8300

2.2661

0.9372

0.8492

0.9900

  

1.9035

0.9252

1

3.9800

0.1096

0.9264

-0.9675

0

0.0387

0.2333

-0.0156

0.9800

0.6341

0.9535

0.0939

1.0000

0.0024

0.9352

-0.8472

0.9100

1.9662

0.9262

0.9651

0.8300

2.2721

0.9374

0.8485

0.9900

1.9164

0.9269

1

Notes: 1) The variables  and  are expressed in percentage points per year and other variables
in levels, respectively.

<Table 12> Flexible Inflation Targeting(FIT) under the Scenarios II & B(     )
Variables

 

  



 



  

 

3.9900

0.1097

0.9245

-0.9668

0

0.0351

0.1873

-0.0382

0.9800

0.6325

0.9515

0.0974

1.0000

0.0000

0.9189

0.8648

0.9000

1.9624

0.9252

0.9646

0.8300

2.2767

0.9386

0.8504

1.9151

0.9268

1



0.9900

  
3.9800

0.1089

0.9383

-0.9666



0

0.0315

0.1922

-0.0383

0.9800

0.6300

0.9513

0.0855

1.0000

0.0084

0.9104

0.7926

0.9100

1.9765

0.9269

0.9649








  







0.8300

2.2462

0.9376

0.8450

0.9900

1.9136

0.9274

1

Notes: 1) The variables  and  are expressed in percentage points per year and other variables
in leve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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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Strict Inflation Targeting(SIT) under the Scenarios II & B(     )
Variables

 

  



 








  











  

 


   ×  ,    ×  

4.0000

0.1112

0

0

0.9274

-0.9631

-

-

0.9800
1.0000

0.6528

0.9268

0.0816

0.0000

0.9256

0.5492

0.9000

1.9884

0.9274

0.9632

0.8300

2.2913

0.9257

0.9900

  

1.9286

0.9267

3.9800

0.10942

0

0

0.9800

0.6597

0.8399
1

   ×   ,    ×  
0.9261

-0.9625

-

-

0.9260

0.1103

1.0000

0.0024

0.9379

-0.8438

0.9100

1.9622

0.9261

0.9627

0.8300

2.3104

0.9263

0.8421

0.9900

1.9172

0.9262

1

Notes: 1) The variables  and  are expressed in percentage points per year and other variables
in levels, respectively.
2) Welfare gains  and  represent the difference between welfare associated with
the Ramsey optimal monetary policy(ROP) and welfare associated with the strict
inflation targeting rule(SIT), and the difference between welfare associated with the
flexible inflation targeting rule(FIT) and welfare associated with the strict inflation
targeting rule(SIT), respectively.

<Figure 10> Impulse Responses to a Positive Cost-Push Shock under the
Scenarios II( 
   )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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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Impulse Responses to a Positive Cost-Push Shock under the
Scenarios II( 
   ) & A(      )

Ⅳ. 맺음말
본 연구는 가계 일부가 부채 누적으로 신용시장에서 일정 한도 이상으로는
차입이 어려워 기간간 소비의 평활화(smoothing)가 제약을 받는 상황을 금융시
장의 불완전성(incomplete financial markets)이 내재된 2주체 소규모 새케인지언
구조모형(New Keynesian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의 문헌을 반영하여 비탄력적으로 노동공급이 조정
되는 것으로 모형경제를 조율하고 있다. 노동공급이 임금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확인한 기업은 총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비용 상승에 대해 임금
을 내릴 수 있어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고 결국 기업을 보유하는 저축가계의 재
산소득은 늘어나게 된다. 이들 저축가계는 소비를 늘리고 노동공급은 줄이게
된다. 반면 재산소득이 없는 차입가계는 소득이 줄어들고 줄어든 소득보전을
위해 노동공급을 늘리게 된다. 따라서 노동공급의 낮은 임금탄력성으로 인해
차입가계와 저축가계는 비대칭적, 즉 차입가계는 노동공급을 늘리고 저축가계
는 노동공급을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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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가 균일한 RANK경제에서 차입한도제약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가계로 구성된 TANK경제로 완화되면서 생산비용 상승은 상대가격 변화를 통
한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소득효과를 통해서도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비용 상승이 직접적 대체효과는 물론 간접적 소득효과를 통해서도 확산되
기 때문에 RANK경제의 TANK경제로 완화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도 간접경로
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시키게 된다.
가계의 일부가 신용한도제약을 받아 차입가계와 저축가계가 비대칭적으로
반응하는 모형경제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통화정책을 분석한 결과 물가갭과 생
산갭을 정책목표로 동시에 고려하는 신축적 물가목표(FIT) 통화정책은 사회후
생을 기준으로 최적통화정책(ROP)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가갭만을 정책목표로 고려하는 엄격한 물가목표(SIT) 정책보다는 사회후생
기준에서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계 일부가 차입한도제약을 받아
소비의 평활화가 어렵더라도 신축적 물가목표(FIT) 통화정책이 여전히 유효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차입가계와 저축가계의 비대칭적 반응이 초래하는 사회후생 변화를
완화하는 정도에 따라 정책금리 조정속도가 좌우된다. 물가갭과 생산갭을 정책
목표로 동시에 고려하는 신축적 물가목표(FIT) 정책과 차입가계와 저축가계간
사회후생 재배분까지도 정책목표로 고려하는 최적정책(ROP)은 물가갭만을 정
책목표로 고려하는 엄격한 물가목표(SIT) 정책보다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조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보다는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과
최적정책하에서 소비와 노동공급이 완만히 조정된다. 이는 정책체계 선택에 따
라 소비와 노동공급의 조정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생산자본을 도입하고 독점적 경쟁하에서 발생하게 되
는 재산소득인 이윤이 어떤 소득이전 체계에 따라 저축가계와 차입가계간 배
분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Cho and Kim(2018)의 연구와 같
이 소득이전 체계에 따른 바람직한 통화정책은 무엇이고 사회후생측면에서 엄
격한 물가목표 (SIT)와 신축적 물가목표 (FIT) 정책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후
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또한,

본고의 분석대상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Jung(2018)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방경제의 통화정책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교역조건, 즉 국내외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를 통해서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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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계가 유동성이 가장 큰 화폐 이외의 자산을 보유한 모형경제를
설정하고 가계 일부가 차입한도제약을 받는 상황에 대하여 통화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동 모형경제를 대상으로 실제 통계자료를 이용하
여 추정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현실적 의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모형
설계 측면에서 보유자산이 없는 차입가계도 화폐를 보유하도록 동 모형을 확
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화폐의 적극적 기능을 모형
경제에 추가함으로써 가계부채 누증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은 유동성 총량과
가계부채의 관계를 통화정책과 연계시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계가 일정 한도 이상을 차입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이
를 반영한 차입한도제약(6b)을 추가하는 데에 그친 한계도 있다. LTV나 DTI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통하여 차입가계의 금융활동이 거시건전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또 다른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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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1 가계자산의 금융자산비중 분포
가계가 차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소
비와 미래 소비의 대체를 통해 소비를 기간간 평활화(smoothing)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의 원활한 평활화를 위해서는 가계의 신용시장 접근도 용이해
야 하는 동시에 보유자산의 유동성도 높아야 할 것이다. 자산의 성격상 금융자
산이 부동산자산보다는 현금화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가계
의 보유자산 유동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산구성에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을 대상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함
께 보유하는 가계40)의 자산구성의 유동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부동산보유
가계의 총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분포는 <Figure
A1>에서 보여지고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비중이 20%
와 50% 이내일 가능성41)은 2017년 분포를 기준으로 각각 57%, 90%로 나타났
다. 이같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가계 대부분은 가계자산의 유동성이 높지 않아
가계소비를 기간간 평활화에는 신용시장 접근가능성이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가 부동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대체로 가계의 부(wealth)가 작아
서 그렇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유하는 금융자산 규모도 마찬가
지로 크지 않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동시
에 보유하는 가계의 다수도 자산구성상 유동성이 높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본문 제1절에서 가계부채와 가계자산 분포(<Figure 1>, <Figure 2>)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자산과 가계부채는 대체로 20% 가계와 그 나머지
80% 가계가 각각 절반씩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본자료를 근거로 20%와 80% 가계는 각각 본 연구의 모형경제에서 저축가계와
차입가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다.

40) 각 조사년도별로 표본가구의 30∼31%에 해당하는 가계는 부동산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하에서는 이들을 제외한 것이다.
41) 금융자산 보유비중의 분포가 편의상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0%부터 해당 비율까지의
cumulative density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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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Asset Liquidity Distribution in Korea

Note: Households are lined up in ascending order of the ratio.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A.2 사회후생 이득 W1 와 W2 의 계산
<Table 4> 이하에서  와  는 각각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SIT)과 비교한
최적통화정책(ROP)과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FIT)의 사회후생 이득을 나타낸다.
즉,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SIT) 대신 최적통화정책(ROP;  )을 채택하거나 신
축적 물가목표 정책(FIT;  )을 채택할 때의 사회후생 이득을 나타낸다. 여기
에서 사회후생은 Lucas(1987)를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정책체계(  ) 시나리오(   SIT, FIT, 및 ROP)가 시행




될 때의 소비와 노동공급을 각각   ,

   로 나타내기로 한다. 기준

(benchmark)이 되는 정책체계42)를  로 가정할 때 이와 다른 정책체계  가 시




행될 때의 소비와 노동공급을 각각   ,    로 나타내기로 한다. 기준이 정책
체계  대신 다른 정책체계  를 시점    부터 시행할 때 발생하는 후생이
득을  로 나타내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는 정책체계  와 정책체계  가
똑같은 사회후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계에게 보전하는 사회후생으로서 정책체
계  에서의 균제상태 소비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42) 여기서는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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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책체계  의 시행에 따른 사회후생 이득  는 다음과 같은 관계(A1)
를 만족하게 된다.
∞

∞





                     

(A1)

본고에서는 Schmitt-Grohe and Uribe(2004)의 방법을 따라 조건부 사회후생
이득  를 제2차 근사화한 후 Schmitt-Grohe and Uribe(2004)의 알고리듬을 이
용하여 근사적으로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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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ary Policy in a Two-Agent
Economy with Debt-Constrained
Households
Yongseung Jung*, SungJu Song**
This paper examines monetary policy quantitatively in a two-agent and small-scale
New-Keynesian economy with debt-constrained households that cannot smooth their
consumption intertemporally and frictionlessly since highly indebted households are not
allowed to borrow above a certain debt ceiling in incomplete financial markets without
additional risk premiums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savers and borrowers.
We find that, in the event of cost shocks, the asymmetric responses of borrowing
households without, and saving households with, dividend incomes lead to different
labor supplies and consumptions over heterogeneous households, and eventually to an
extension of the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channels. The income effect and low
elasticity of the labor supply play key roles in such asymmetric responses over
heterogeneous households. We also find that the social welfare in a flexible inflation
targeting (FIT) monetary policy, in which both the inflation gap and the output gap
are considered in an integrated manner when policy-making, is similar to that of the
Ramsey optimal monetary policy (ROP), in which the shares of debt-constrained
households, as well as all economic states, including both the inflation gap and output
gap, are considered comprehensively for policy-making, and that it is greater than that
of simple inflation targeting (SIT) monetary policy, in which only the inflation gap
is considered mechanically for policy-making. Such social welfare implies that a FIT
policy may still work even in an economy with a sizable number of debt-constrained
households. Further, the responses of cost shocks to consumption and labor supply are
dying out more slowly under FIT and ROP policies than under an SI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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