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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구조와 통화정책 효과

외환위기 이후에 지니계수 및 ER계수가 상승하는 등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

다. 아울러 가계저축률이 급격히 하락한 가운데 특히 최하위소득 계층은 陰의 저축

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저축을 통해 현재와 미래소비를 평활

화(smoothing)하는 최적화 가계의 비율은 낮아진 반면 현재소득을 모두 현재소비에 

충당하는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민간소비의 변동성이 GDP의 변동성을 상회할 정도로 증가하면

서 외환위기 이전과는 달리 민간소비가 경기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소비의 변동성 확대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소비 가계 

비율의 상승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Gali et al.(2004-a)의 동태일반균형모형(DSGE)을 

이용하여 가계부문을 최적화 가계와 단순소비 가계로 구분한 후 단순소비 가계의 비

율 상승이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및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상기 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에 의하면 콜금리 25bp 인하충격시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 0% → 30% → 50%) 첫째 분기의 소비증대 효과는 확

대(0.32% → 0.49% → 0.85%)되는 반면 충격반응 효과의 지속기간은 7∼8분기(=0%)

에서 4분기(=50%) 정도로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인하 초기에는 일시

적으로 소비가 확대되지만 최적화 가계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소비 진작효과가 장기

간 유지되지 못하고 단기간에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 평활화 기능이 원활

히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총

소비의 변동성은 두 배 정도 확대되었다.

한편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바람직한 금리준칙 

운용방안을 손실함수(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앙은행이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 안정을 통해 실질임금이 안정되면 소

비의 변동성도 완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높

아지는 상황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오

히려 경기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주제어: 소득분배, 경기변동, 통화정책

 경제학 문헌목록 주제 분류: D300, E320, E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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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확대로 인한 고용 불안정, 과

도한 차입으로 인한 개인파산의 증가 등으로 인해 중간소득 계층이 감소하

고 상위소득 계층과 하위소득 계층이 증가하면서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

고 있다. 또한 국민계정상의 가계저축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으

로써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상의 소비평활화 

(consumption smoothing)를 행하는 최적화 가계의 비율은 낮아지고 현재의 

소득으로 현재의 소비만을 행하는 단순소비 가계 (rule-of-thumb 

households)1)의 비율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GDP성장률의 변동성은 주로 민간소비의 변동성 확대

에 기인하여 외환위기 이전기간에 비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85. 1/4∼1997. 2/4분기중 GDP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의 변동성(표준

편차 기준)은 각각 1.97 및 1.52였으나 1999. 1/4∼2006. 3/4분기중에는 

각각 2.58과 4.32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민간소비 증가

율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기간에는 GDP성장률보다 변동성이 작음으로써 경

기 변동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기간에는 GDP성장률

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경기 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간소비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2)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 상승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실제로 단순소비 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적화 가계만

을 고려하는 전통적인 이론 모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1) 최적화 가계는 임금소득, 자본 임대소득 및 채권이자 소득 등을 이용하여 소비재와 투자재를 구매

하거나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걸쳐 소비를 평활화하나 단순소비 가계는 현재의 임금

소득을 모두 현재소비에 사용한다. 

2) 정형민 외 (2006)는 소비의 변동성이 확대된 요인으로 차입에 의한 소비 증가, 교통, 통신, 문화, 

오락 등 선택적 소비의 비중 증대, 고용불안에 따른 소비의 경기 민감도 증가 등을 지적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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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소비 가계를 고려하여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외적으로 Gali et al.(2004-a)

이 단순소비 가계를 고려할 때 동태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이 유일한 해를 갖기 위한 조건을 분석하였으

며 Amato et al.(2003)은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단순소비 가계가 

존재할 경우의 중앙은행 손실함수를 유도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Gali 

et al.(2004-a)을 이용하여 가계부문을 최적화 가계와 단순소비 가계로 구

분한 후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 상승이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및 효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통화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최근의 주요 금융경제 환경 변화

를 간략히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Gali et al.(2004-a)을 이용하여 동태일반

균형 모형을 설정한다. Ⅳ장에서는 설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단순소비 가계 

비율의 상승이 통화정책의 파급시차와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 Ⅴ장에서는 GDP 및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을 완화

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결론

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최근의 주요 금융경제 환경 변화

1.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문의 소득양극화 정도를 측정하는 ER(Esteban & 

Ray)계수3)뿐만 아니라 소득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4)도 크게 상

3) 소득양극화는 중간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중간소득계층에 속했던 가계가 일부는 상위계층으로, 일

부는 하위계층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득분포의 양 극단 계층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뜻한

다. ER계수는 가계부문의 두 계층 와 의 소득격차 |  |를 계산하고 이를 각 계층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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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는 등 가계부문의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그림-1>에 나타난 

바와 같이 ER계수의 경우 1990년 초부터 1997년까지는 0.0185∼0.019 구간

에 머물렀으나 1998년에 0.021 수준으로 큰 폭 상승한 이후 2000년대 초반

에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3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

계수 역시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0.28∼0.29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8년에 

0.32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001∼2003년중 소폭 개선되었다가 2004

년부터는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전체 가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

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 계층이 소비와 저축(미래소비)을 합리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비를 영위할 여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1>             ER계수 및 지니계수 추이

중()으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정의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승규 외(2006)를 참

조.

4) 지니(Gini) 계수는 소득분위별 분배상황이 균형분포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소득불

균등의 정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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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16.4 15.1 23.1 16.2 9.9 5.9 2.0 3.6 5.7 3.9

2. 가계저축률의 급격한 하락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는 가운데 2000년부터 가계저축률이 급격히 하락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15∼16%를 유지하던 가계순저축률이 2000년에 9.9%로 급락한 이후 2002년

에는 2.0%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05년에는 3.9%를 나타내

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악화된 소득분배 구조가 시간이 지나도 개선

되지 않음에 따라 가계의 저축 여력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경향은 저축(미래소비)을 조절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걸쳐 소비를 평

활화하는 가계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현재의 소득만으로 충당하는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계층별 저축률 추이를 보면 <그림-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상

위 20% 소득계층(5분위)의 저축률은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 중에 일시적

으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큰 변동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하위 20% 소득계층(1분위)의 저축률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낮은 수준이지만 저축을 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陰

(-)의 저축, 즉 차입을 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중간계층에 해당

하는 소득 2, 3, 4분위 계층의 저축률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하락하

여 소득 2분위 계층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20% 수준의 저축률을 유지

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약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가계 순저축률1) 추이                     (%)

  주1): 순저축/순조정처분가능소득, 개인기업 포함, 국민계정 

5) 일시적인 차입은 소비를 평활화시키는 요인이 되나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상태에서 저소득층의  차

입은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저축률의 감소 및 소비평활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유경원 외(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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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소득계층별 저축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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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민간소비 총투자 수출 수입

85.1-97.2 1.97 1.52 7.40 8.41 7.06

99.1-06.3 2.58 4.32 7.92 7.95 9.10

3. 민간소비의 변동성 증대

  GDP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의 변동성(표준편차)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

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1985. 1/4∼1997. 2/4 분기중에 GDP성장률은 

1.97, 민간소비 증가율은 1.52로 나타남으로써 민간소비가 GDP에 비해 안

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1999. 1/4∼2006. 3/4 분기중에는 각각 

2.58 및 4.32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민간소비의 변동성이 GDP의 변동성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민간소비가 GDP 변동성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6) 

한편 같은 기간중 총투자 증가율의 변동성은 7.40에서 7.92로 소폭 상승에 

그치고 수출증가율의 변동성은 8.41에서 7.95로 소폭 낮아졌다.

<표-2>          GDP 및 구성항목 증가율의 변동성1) 비교

   주1): 표준편차 기준 

  GDP와 민간소비의 변동성 역전현상은 두 지표의 단순 증가율 추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3>은 1985년 이후 GDP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의 추이인데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기확장기에는 GDP

성장률보다 낮고 경기수축기에는 GDP성장률보다 높은 추세를 보였으나 외

환위기 이후에는 경기가 하락할 때 민간소비는 더욱 크게 위축되고 경기가 

상승할 때 민간소비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

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민간소비가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기변동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6) 외환위기 이후에 GDP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1980년대 이후에 경기변동 사이클이 매우 완화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는 반대의 현상으로써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

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기변동의 자세한 내용은 McConnell et al.(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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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GDP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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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의 설정

  본 장에서는 Gali et al.(2004-a)의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일반균형모형

을 설정한다. 모형은 가계부문, 기업부문 그리고 통화당국으로 구성된다. 

본 모형이 기존의 New Keynesian 모형과 다른 점은 가계부문이 최적화 가

계(optimizing household)와 단순소비 가계 (rule-of-thumb consumers)로 

구분 된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최적화 가계는 임금소득, 자본 임대소득, 

채권 이자소득 등을 이용하여 소비, 투자 및 저축활동을 하면서 소비를 평

활화(consumption smoothing)하는 가계를 의미하여 단순소비 가계는 해당 

기간의 임금소득만으로 소비를 행하는 가계를 나타낸다. 한편 기업부문은 

기존의 모형과 동일하게 완전경쟁시장에서 최종재를 생산하는 최종재 기업

과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간재 기업으로 구분된다. 

1. 가계부문

  가계부문은 무한기간 존재하며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 연속적인 가계

들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만큼의 가계는 최적화 가계이고 나머지  

만큼은 단순소비 가계로 가정한다. 단순소비 가계의 발생 원인으로는 소비 

평활화에 대한 인식의 결여 또는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약 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나7)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중요한 것은 소득분배 구조 악

화에 따른 가계의 저축여력 감소로 인해 임금소득만으로 소비를 행하는 가

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1.1 최적화 가계

  최적화 가계는 (1)식의 예산제약식과 (2)식의 자본축적식하에서 소비재

7) 미국과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을 추정한 연구에 대해서는 Campbell and 

Mankiw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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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와 여가(

)로 구성된 효용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기마다 의사

결정을 행하며 이러한 의사결정행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위첨자 “”는 최적화 가계 관련 변수를 의미하며 효용함수는 

  ≡



 로 상대위험기피도가 고정(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CRRA)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는 고정된 값을 갖는 상대

위험기피 계수(현재와 미래소비의 대체탄력성)로 (1/)값이 작을수록(클

수록) 현재와 미래 소비간의 대체 성향이 높아지게 된다. 는 양수 ⋎  

로서 소비에 대한 여가의 상대적 가중치를 의미한다. 한편 여가와 노동공

급의 합은 1로 가정(즉, 
  

 =1)하며 
는 소비재, 

는 여가, 
는 

자본 보유량, 는 무위험채권, 는 명목임금, 
는 자본 임대가격, 

는 채권의 명목이자율을 각가 의미한다.

  최적화 가계는 (1)식의 예산제약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금소득 

(
)8), 자본 임대소득(


) 및 채권이자소득( ) 을 이용하여 소

비재와 투자재(
) 및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소비를 평활화 한다. (2)식

에서 자본 조정비용 






는 투자비율의 증가함수 형태로 설정되었다. 

여기서, ′   ″≤ , ′     로 가정함에 따라 정상상태

8) 여가와 노동공급의 합은 1로 가정되어 있으므로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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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  (5)

 

′ 






 



(6)

에서는 

 

가 되므로 (2)식은 일반적인 자본축적 방정식이 된다.  

  위의 최적화 문제로부터 소비(
), 여가(

), 투자(
), 채권구입() 

및 자본 보유(
 )의 1계조건 (first order condition)을 도출하면 다음

과 같다.  

여기서   ≡







  





  


로 정의되며 채권 보유시 

발생하는 명목이자에 대한 확률적 할인율(stochastic discount factor)을 

의미한다. 한편 (6)식의 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본의 암묵적 실질가치 

(shadow value) 또는 토빈의  (Tobin's )를 나타내며  


인 관계

가 성립한다. 아울러  


 


로 나타낼 수 있다. 

  (3)식은 가계의 최적화 문제로부터 소비(
)와 여가(

)에 대한 1계 조

건을 구한 다음 소비/여가 (
/

) 비율로 정리한 결과이며 소비와 여가

의 한계대체율이 실질임금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4)식은 채권구입

()에 대한 1계 조건으로부터 도출되며 소비 1단위를 포기하고 채권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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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하는 경우 다음 기에 얻게 될 한계효용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5)식은 


 에 대한 1계 조건으로부터 유도되며 현재 기에 자본 1단위를 축적하

는 경우 다음 기에 해당 자본으로부터 얻게 될 총효용의 현재가치를 의미

한다. 

   

1.2. 단순소비 가계

  단순소비 가계는 최적화 가계와는 달리 매기마다 노동을 공급하여 얻는 

임금소득 
으로 소비 

만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7)

따라서 단순소비 가계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8)

여기서 “”은 단순소비 가계 관련 변수를 의미하며 효용함수는 최적화 

가계의 경우와 같이   ≡



  형태로 가정한다. (8)식으

로부터 소비(
)와 여가(

)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한 다음 (7)식을 이용

하면 (9)∼(11)식과 같이 노동공급(
) 및 소비(

)의 최적해가 도출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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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13)

         




 (14)

         



 (15)


  


≡ (10)








(11)

1.3. 총량 변수

  최적화 가계와 단순소비 가계의 소비 및 노동공급을 가중 평균한 총소비

와 총노동공급은 (12)식 및 (13)식과 같으며 앞에서 구한 두 부류 가계의 

1계 조건을 이용하면 (14)식 및 (15)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4)식은 (12)식에 
대신 (11)식을 대입하고 

대신 







과 

(15)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결과이며 (15)식은 (13)식에 (10)식을 대입하여 

도출한다.  한편 총투자와 총자본 스톡은 ≡
과 ≡

으로 정의된다. 

2. 기업부문

  기업부문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최종재를 생산하는 단일 대표기업(a 

perfectly competitive, final goods firm)과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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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된 중간재를 생산하여 최종재 기업에게 판매하는 다수의 중간재 기업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intermediate goods firms)으로 구분된다.

2.1. 최종재 생산기업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를 구입한 후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생

산함수:   




 


 






에 의해 최종재 를 생산한다. 최종재 가

격 와 중간재 가격 가 주어진 상태에서 최종재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구하면 (16)식과 같은 중간재 수요곡선이 도출된다. 

     

최종재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므로 각 기업의 이윤은 제로(0)가 되고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최종재 가격:   




 
 




 을 구할 수 있다.

2.2. 중간재 생산기업

  중간재  생산기업은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Cobb 

Douglas 생산함수에 의해 중간재 를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9)

9) Gali et al.(2004-a)과 같이 기술수준   이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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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8)

 




(19)

  









 (20)

  중간재  생산기업의 비용 최소화 조건으로부터 노동과 자본의 1계 조건

을 구한 다음 중간재 기업의 한계비용10)을 (18)∼(19)식과 같이 노동과 자

본에 대하여 각각 유도할 수 있다.

                                      

또한 (17)∼(19)식을 결합하면 중간재 1단위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을 실질

임금과 실질 자본임대료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이다.

  중간재 생산기업은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므로 일정한 가

격 결정력을 가지고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매기마다 가격을 재설정

(reoptimize) 한다. 다만 Calvo(1983)의 경직적 가격조정(staggered price 

adjustment) 방식에 따라 전체 중간재 생산기업중  부분은 매기마다 

가격을 재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기 가격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가

정한다. 

  가격 재조정 기업들은 (16)식에 의해 주어진 중간재 수요식의 제약하에

서 (21)식의 이윤함수를 극대화하는 적정가격 
를 매기마다 결정한다.

10) 중간재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임금과 자본임대료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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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1)

   




 




 

∞

   



   (22)

   
 

  
 



(23)

위의 이윤극대화 조건으로부터 
에 관한 1계 조건을 구하면 (22)식과 

같다.

    

(22)식은 (21)식에 대신 중간재 수요식을 대입한 후 
에 대해 미

분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물가수준 는 (23)식과 같이 

가격 재설정 기업의 가격수준( )과 전기 가격을 현재에도 사용하는 기업

의 가격수준( )을 가중 평균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통화당국

  통화당국은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테일러 유형의 금리준칙에 의해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11)

11) 여기서 ≡  의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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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

       (26)

  



 (27)

 
  


 
∆ (28)

   
  



 


  (29)


  
 (30)

 
 

 (31)

4. 시장청산 조건

  총자본과 총노동은 (25)식과 같이 개별 중간재 생산기업에 투입된 모든 

자본과 노동의 합계이며 최종재의 경우 (26)식의 시장청산 조건이 성립한

다.

5. 로그-선형화한 균형식

  앞서 각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1계 조건과 시장청산 

조건을 정상상태에서 로그-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부문별로 각 변수의 로그

-선형화한 균형식이 유도된다. 먼저 가계부문으로부터는 총노동 공급, 총소

비 오일러 방정식, 토빈 와 투자와의 관계식, 그리고 자본축적 방정식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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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7)식에서  


로서 노동과 여가의 비율을 나타낸다. (28)식에서 

≡




 




이며  








로서 총소비중 단순소

비 가계가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을 나타낸다.12)  

  (27)식은 최적화 가계가 직면하는 소비와 여가의 한계대체율과 실질임금

에 관한 (3)식을 로그-선형화한 것으로 총노동공급은 실질임금의 증가함수

이며 소비의 감소함수임을 나타낸다.13) (28)식은 총소비에 대한 오일러 방

정식으로 (4)식,   의 정의식 및 (12)∼(13)식을 로그-선형화한 다음 

최적화 가계의 로그-선형화한 소비(

) 및 여가(


)를 대입하여 총소비

( )에 대해 정리한 결과이다. 동식에 의하면 총소비는 미래소비의 증가함

수이며 실질이자율과 미래 고용증가율의 감소함수이다. 고용증가율이 상승

할 경우 여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가와 보완재 관계에 있는 소비가 감소

한다. 한편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0일 경우 ≡ 


 로 단순화된

다. (29)식은 최적화행위 가계의 
 에 관한 1계 조건((5)식)을 로그-선

형화한 결과로서 Tobin's 의 동태적 행태, (30)식은 투자와 Tobin's 와

의 관계를 각각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31)식은 자본축적 과정을 나타낸

다.

  기업부문으로 부터는 (32)∼(33)식과 같이 필립스 곡선과 총생산함수의 

로그-선형식이 유도된다. 

12) 정상상태하의 균형조건 및 로그-선형화 등 보다 자세한 도출과정은 Gali et al.(2003)의         

  Appendix 1과 2 참조

13) 본 모형의 효용함수는 소비와 여가가 보완재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소비가 늘어날수록 여가가 증  

 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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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4)

     
 

 
  (35)

(32)식에서  


를 의미한다. 동 식은 중간재 생산기업 중에

서 가격 재조정 기업의 적정 가격에 관한 1계 조건인 (22)식과 전체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23)식을 로그-선형화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해 정리한 뉴

케인지안 필립스곡선으로 인플레이션은 미래인플레이션과 한계비용에 의해 

결정됨을 나타낸다.14) (33)식은 총생산함수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시장청산 조건을 로그-선형화하면 (34)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로 정상상태에서의 총생산 대비 총소비 비

율을 의미한다.15)  

  마지막으로 통화당국의 금리준칙은 (35)식과 같다.   

6. 캘리브레이션

  로그-선형화한 일반균형모형의 각 모수 값은 기존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거나 국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추정한 값 등을 바탕으로 설

정한다. 먼저 최적화 가계의 위험기피도  및 노동공급 탄력성의 역수 는 

Gali et al.(2004-a)과 같이 모두 기본값을 1로 설정한다.  

14) (32)식의 두 번째 항은 (18)식을 로그-선형화한 것이다.

15)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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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AR(1) 계수

인플레이션갭 계수

생산갭 계수

R2(adjusted) 

D.h 값

     0.67***

     0.49**

     0.11**

     0.72

     0.7

0.05

0.19

0.05

      14.27

       2.59

       1.95

  투자의 Tobin's 에 대한 탄력성 은 Gali et al.(2004-a)의 경우 1을 

사용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의 탄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와 Abel(1980) 등을 반영하여 기본모형의 값을 0.5로 설정하

였다. 총생산의 자본탄력성 는 박형수-신관호(2000)에서와 같이 0.5355를 

적용하였고 자본의 감가상각률 는 표학길(2003)을 원용하여 0.016으로 설

정하였다.

  중간재간의 대체탄력성 는 Gali et al.(2004-a)과 유진혁-안희주(2006)

를 따라 6으로 설정하였으며 전체 기업중 고정가격을 채택하는 기업의 비

율 는 유진혁-안희주(2006)의 추정치 0.78을 사용하였다.

  금리준칙의 계수는 <표-3>에서와 같이 1991. 1/4∼2006. 3/4분기의 우리

나라 관련 자료16)로 (35)식을 추정한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표-3>                    금리준칙 추정결과17)

     
주 1)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 이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16) 콜금리, CPI 인플레이션 및 GDP를 HP-filtering하여 추세치를 구한 후 실제치와 추세치와의 차   

 이를 계산하였으며 동 계산자료를 이용하여 OLS로 추정계수를 구하였다. 

17) 이항용 외(2005)는 1999.1~2005.5월 자료를 이용하여 금리준칙 계수를 각각 0.85, 0.29, 0.03    

 으로 추정하였으며 1999.1/4~2005.2/4분기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동 계수가 각각 0.76, 0.31,  

 0.15로 소폭 변동한다는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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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모수 값 정 의 출 처

 0.5355
총생산의 자본에 대한 

탄력성
 박형수, 신관호(2000)

 0.988 최적화 가계의 할인율
 1985-2006기간 중 실질

 금리를 이용하여 산출

 0.016 자본의 감가상각률  표학길(2003)

 6
중간재간의 고정 

대체탄력성

 2000∼2005년 중 한국

 은행 기업경영분석통계 

 및 

유진혁,안희주(2006)

 0.5 투자의 토빈 탄력성 Abel (1980)

 0.78 고정가격 채택 기업비율 유진혁, 안희주 (2006)

 1 최적화 가계의 위험기피도
 Gali, López-Salido and 

Vallés (2004) 

 1 노동공급 탄력성의 역수
 Gali, López-Salido and 

Vallés (2004) 

 0.67 금리준칙의 AR(1) 계수 
1991.1/4∼2006.3/4 기간 

추정치

 0.49
금리준칙의 인플레이션갭 

계수 

1991.1/4∼2006.3/4 기간 

추정치

 011 금리준칙의 생산갭 계수 
1991.1/4∼2006.3/4 기간 

추정치

<표-4>                      캘리브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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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모형의 흐름도

최적화 가계

단순소비 가계

중간재 

기업
최종재

기업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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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금리인하 파급경로

 [최적화 가계]

 

   

 ↓→  
최적화 

가계

저축의 기대 

한계효용

자본재 교체

비용

↓ →  저축↓→  ↑

↓ →            →  ↑
Tobin's 

Q
↑









↑

↑

⇒ 금리인하는 최적화 가계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함에 따라 총생산과 

고용 증가를 초래

[단순소비 가계]

→↓
  

단순소비 

가계

총수요 ↑

기업의 경직적 

가격조정









실질임금↑→↑

⇒ 금리인하는 총수요 증대를 통해 경직적 가격 모형하에서 실질임

금의 상승과 그로 인한 단순소비 가계의 소비 증가를 초래

→  명목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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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통화정책 효과 분석

  이하에서는 먼저 앞절에서 설정한 모수값을 이용하여 콜금리 변동(25 bp 인

하 충격)의 동태적 효과를 모든 가계가 최적화 행위를 한다고 가정(기본모형)

하여 시뮬레이션 해본다. 그 다음 외환위기 이후 금융경제 환경변화를 감안하

여 주요 모수값을 변경할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기본모형(Baseline Model)에 의한 시뮬레이션

  <그림-6>에서와 같이 정책금리인 콜금리가 25bp 인하될 경우 가계부문이 

모두 최적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기본모형(단순소비 가계 비율을 0

으로 가정) 에서는 총소비, 총수요 및 인플레이션이 모두 증가 또는 상승하

다가 7∼8분기 후에 원래 정상상태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동태적 진행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콜금리 인하 충격

(의 25bp 인하)이 발생할 경우 금리인하 → 저축 감소 → 소비 증대로 

인해 총소비가 첫째 분기에 0.34%정도 늘어난 후 증가폭이 점차 낮아져 대

체로 7∼8분기후에는 원래의 정상상태로 복귀하였다.

  콜금리 인하 충격(의 25bp 인하)에 대해 총투자도 총소비와 유사한 반

응행태를 보임에 따라 총수요(총소비와 총투자 합계)는 첫째 분기에 0.30%

증가하였다가 7∼8분기후에는 원래의 정상상태로 수렴하였다.

  한편 콜금리 인하 충격(의 25bp 인하)에 대해 인플레이션은 첫째 분기

에 0.14% 정도 상승한 후 점차 낮아져 7분기째에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본모형하에서는 금리인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주

요 거시경제 변수들이 대략 7∼8분기에 걸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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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콜금리 25bp 인하 충격이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
                 (기본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 %, 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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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소비가계 비율 상승시 콜금리 인하충격 효과

 

  기본모형에서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을 달리하면서 (: 0% → 30% → 

50%)18) 콜금리 25bp 인하충격에 따른 각 변수의 반응행태를 비교 분석하였

다.(<그림-8> 참조) 

  콜금리 25bp 인하충격에 따른 총소비의 반응을 보면 단순소비 가계의 비

율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첫째 분기의 소비증대 효과가 확대(0.32% → 

0.49% → 0.85%)되었다. 반면 충격반응 효과의 지속기간은 7∼8분기(= 

0%)에서 4분기(=50%)까지 짧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경직적 가격모형(sticky price model)하에서 단순소비 가

계의 경우 금리인하 초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질임금 상승효과19)로 

인해 소비가 확대되고 최적화 가계의 경우에는 실질임금 상승 및 저축 감

소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게 되나 소비평활화를 하는 최적화 가계가 줄어듦

에 따라 초기의 소비진작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지 못하고 단기간에 소멸되

기 때문이다. 

  총투자는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커질수록 초기 충격반응 효과가 오히

려 약화되고 충격반응 효과의 지속기간도 다소 단축되어  비율이 50%인 

경우에는 5분기에 그쳤다. 이는 모형에서 가정한 것처럼 저축과 투자의 주

체는 최적화 행위 가계인데 이러한 최적화행위 가계의 비율이 낮아지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콜금리 25bp 인하충격에 따른 총

수요(총소비와 총투자의 합)의 반응은 총투자의 충격반응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총소비의 반응보다는 다소 낮고20) 충격반응 효과의 지속기간은 총소비

와 마찬가지로  비율이 50% 정도에 달하면 4분기로 짧아졌다.

18)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각년도)에 의하면 2001년에 저축을 하지 않는   

  가계의 비율은 27%이고 2003년에는 35%로 나타나 있다. 

19) 금리인하 초기에 총수요가 증가하면 명목임금은 상승하나 기업의 경직적 가격조정으로 인해 단기  

 적으로는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20)  비율이 30%일 경우 총소비는 0.48%, 총수요는 0.40%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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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단순소비 가계 비율별 콜금리 25bp 인하충격 효과

                                   (분기 기준, %)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CON_0 CON_3 CON_5

.00

.04

.08

.12

.16

.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INV_0 INV_3 INV_5

.0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OUT_0 OUT_3 OUT_5

0.0

0.2

0.4

0.6

0.8

1.0

1.2

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LAB_0 LAB_3 LAB_5

단순소비가계=50%

단순소비가계=30%

단순소비가계=0%

단순소비가계=0%

단순소비가계=30%

단순소비가계=50%

단순소비가계=50%

단순소비가계=30%

단순소비가계=0%

단순소비가계=50%

단순소비가계=30%

단순소비가계=0%

   총투자   총소비

             총고용              총수요



- 27 -

  총고용은 총소비와 마찬가지로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확대될수록 최초

의 충격반응 효과가 크게 확대되나 충격반응 효과의 지속기간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콜금리 

25bp 인하 충격에 따른 총소비의 초기 반응은 점차 증가하고 총투자의 초기 

반응은 감소하나 총생산의 반응은 총소비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총수요, 총투자 및 총고용 모두 충격반응 효과의 지속기간

은 점차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단순소비가계 비율 상승이 소비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외생적 콜금리 충격21)이 매기마다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단순소비 가

계의 비율()이 확대될수록 총소비가 어떻게 변동하는 지를 모의실험을 통

해 살펴본 결과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30%에서 50%로 높아질 경우 총소

비의 변동성은 두 배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 경우 모의실험을 통해 산출한 총소

비의 변동성(표준편차)은 0.026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 경우에는 

0.052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그림-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 경우 모의실험을 통해 산출한 총소비는  인 경우에 비해 정

상상태로부터의 괴리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의실험 결과는 가계부문의 소득분배 구조 악화로 단순소비 가

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확장적 통화정책의 총소비 진작 효과가 

초기에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되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

고 단기간 내에 소멸됨에 따라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1)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0.14 (금리준칙 오차항의 추정 표준편차)인 정규분포에서 임의추출     

 (random generation)한 충격을 금리준칙의 충격()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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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단순소비가계 비율별 총소비의 변동성1) 

       

단순소비 가계 비율 총소비 

  0.019

  0.026

  0.052  

          주: 모의실험을 통해 산출한 총소비의 표준편차 기준임

<그림-9>       단순소비가계 비율과 총소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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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 증대와 통화정책 대응

  본 절에서는 III절에서 추정한 금리준칙의 계수를 변경하였을 경우 총생

산이나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본 다음 이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방안을 모색하였다.

  Woodford (2003)는 대표가계의 기대효용(expected discounted utility)

을 정상상태에서의 효용(steady-state utility)을 이용하여 근사화할 경우 

가계의 기대효용 극대화 문제는 인플레이션갭과 생산갭의 변동성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가계의 효용극대화가 곧 중앙은행의 손

실함수 최소화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였다.22) 

여기서 는 실제 총생산과 신축적 가격하에서의 총생산과의 갭이며 는 

정상상태하에서의 총생산과 가격왜곡이 없는 정상상태에서의 총생산과의 

갭을 의미한다. 위의 손실함수에서 를 1, 를 제로(0)라고 가정하면23) 

위의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갭과 생산갭의 계수를 조정할 경

우 손실함수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한다. 먼저 <표-6>은 생산갭의 계수를 고

정시킨 상태에서 인플레이션갭 계수를 변경할 경우 손실함수 값의 변동추

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6>의 두 번째 패널은 기본모형의 손실함수 값을 

22) Woodford (2003) p. 400, Proposition 6.4 참조 

23) Walsh (2003)의 Ch.11, p.518-5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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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는데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0일 경우에는 손실함수 값이 

0.022이나 50%로 증가할 경우에는 0.05로 증가함으로써 VI절의 충격반응 

분석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첫 번째 패널과 세 번째, 네 번째 패널은 생산

갭의 계수를 기본모형과 동일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인플레이션갭 계수를 

각각 0.5배 축소, 1.5배 및 2배로 확대시킨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인플레

이션갭 계수가 기본모형보다 작아질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보

다 소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손실함수 값은 증가하게 된다(단순소비 가계 비율

이 0일 경우 0.022 -> 0.024, 50%일 경우 0.050 -> 0.063). 반면에 인플레

이션갭 계수가 기본모형보다 2배로 더 커질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결과(단순

소비 가계 비율이 0일 경우 0.022 -> 0.019, 50%일 경우 0.050 -> 0.031)

를 나타내고 있다.

  <표-7>은 인플레이션갭 계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생산갭의 계수를 기본

모형보다 작게 하거나 크게 할 경우의 손실함수 값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

다. <표-6>과 마찬가지로 생산갭의 계수를 기본모형보다 작게 할 경우에는 

손실함수 값이 증가하고 (단순소비 가계 비율이 0일 경우 0.022 -> 0.025, 

50%일 경우 0.050 -> 0.064) 생산갭의 계수를 기본모형보다 2배로 증가시

킬 경우에는 (단순소비 가계 비율이 0일 경우 0.022 -> 0.020, 50%일 경우 

0.050 -> 0.039) 손실함수 값이 작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갭과 생산갭에 대한 반응 정도를 동일한 

비율로 변경시킬 경우 각 손실함수 값의 크기를 상호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8>은 이러한 손실함수의 값이 손실함수 형태 및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

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는 지를 나타내고 있다. 손실함수는 <표-6> 및 <표

-7>과 같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갭과 생산갭의 변동성에 동일한 가중치

를 부여할 경우(  
 

), 생산갭의 변동성에 더 비중을 둘 경우 

(  
 

), 인플레이션갭의 변동성에 더 비중을 둘 경우

(  
 

) 등 3가지 경우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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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1 0.2 0.3 0.4 0.5

  
 ×

 
  (인플레이션갭 계수 0.5배 감소)

 0.017 0.018 0.021 0.025 0.030 0.047

 0.007 0.007 0.008 0.010 0.011 0.016

  
 

 0.024 0.025 0.029 0.035 0.041 0.063

  
 

 
  (기본모형)

 0.015 0.017 0.018 0.022 0.026 0.037

 0.007 0.008 0.008 0.010 0.011 0.013

  
 

 0.023 0.025 0.026 0.032 0.037 0.050

  
 ×

 
  (인플레이션갭 계수 1.5배 증가)

 0.013 0.014 0.017 0.018 0.024 0.030

 0.006 0.006 0.007 0.008 0.009 0.011

  
 

 0.019 0.020 0.024 0.026 0.033 0.041

  
 ×

 
  (인플레이션갭 계수 2배 증가)

 0.013 0.013 0.016 0.017 0.019 0.023

 0.006 0.006 0.007 0.007 0.007 0.008

  
 

 0.019 0.019 0.023 0.024 0.026 0.031

<표-6>           인플레이션갭 계수별 손실함수 값1) 비교

  주 1): 표준편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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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1 0.2 0.3 0.4 0.5

  
 

 ×
  (생산갭 계수 0.5배 감소)

 0.017 0.018 0.023 0.026 0.030 0.047

 0.008 0.008 0.010 0.011 0.012 0.017

  
 

 0.025 0.026 0.033 0.037 0.042 0.064

  
 

 
  (기본모형)

 0.015 0.017 0.018 0.022 0.026 0.037

 0.007 0.008 0.008 0.010 0.011 0.013

  
 

 0.023 0.025 0.026 0.032 0.037 0.050

  
 

 ×
  (생산갭 계수 1.5배 증가)

 0.016 0.017 0.018 0.023 0.026 0.031

 0.007 0.008 0.008 0.010 0.010 0.011

  
 

 0.023 0.025 0.026 0.033 0.036 0.042

  
 

× 
  (생산갭 계수 2배 증가)

 0.014 0.017 0.018 0.021 0.021 0.029

 0.006 0.008 0.008 0.008 0.008 0.010

  
 

 0.020 0.025 0.026 0.029 0.030 0.039

<표-7>              생산갭 계수별 손실함수 값1) 비교

  주 1): 표준편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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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8-A>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패널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갭 

계수를 0.5배 감소시킨 경우와 생산갭 계수를 0.5배 축소시킨 경우의 손실

함수 값을 상호 비교할 경우 전자의 손실함수 값이 후자보다 더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50%일 경우를 예로 들면 세 가

지 손실함수의 형태에 따라 그 값이 각각 0.063과 0.064, 0.111과 0.112, 

0.040과 0.04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소비 가계 비율에 따라 영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패널은 인플레이션갭과 생산갭의 계수를 추정된 금

리준칙의 계수에 비해 1.5배 증가시킨 경우의 손실함수 값을 보여주고 있

다. 이 경우에도 세 가지 경우의 손실함수 값이 각각 0.041과 0.042, 

0.071과 0.074, 0.026과 0.027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50%일 경우)로 나

타남으로써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갭에 대한 반응을 1.5배 증가시켰을 경

우에 생산갭과 인플레이션갭의 변동성 합을 더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경우 역시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마지막으로 <표-8-B>와 같이 인플레이션갭과 생산갭의 계수를 각각 2배 

증가시킨 경우를 살펴보면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갭 계수를 

2배 증가시켰을 경우의 손실함수 값이 생산갭 계수를 2배 증가시킨 경우보

다 더 작게 나타났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경우에 손실함

수의 값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경우 실질임

금이 안정됨에 따라 소비의 변동성이 완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효과는 (11)식24)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소비가 실질임금에만 의존

하는 단순소비 가계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동 가계의 비율이 커

질수록 인플레이션 안정이 소비의 변동성 완화로 연결되는 효과는 더욱 증

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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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1 0.2 0.3 0.4 0.5

   
 

 
 (기본모형)

  
 

 0.023 0.025 0.026 0.032 0.037 0.050

  
 

 0.038 0.041 0.045 0.054 0.063 0.087

  
 

 0.015 0.016 0.017 0.021 0.024 0.031

  
 ×

 
  (인플레이션갭 계수 0.5배 감소)

  
 

 0.024 0.025 0.029 0.035 0.041 0.063

  
 

 0.042 0.043 0.050 0.060 0.070 0.111

  
 

 0.016 0.016 0.019 0.020 0.026 0.040

   
 

 ×
  (생산갭 계수 0.5배 감소)

  
 

 0.025 0.026 0.033 0.037 0.042 0.064

  
 

 0.043 0.044 0.055 0.062 0.072 0.112

  
 

 0.017 0.017 0.022 0.024 0.027 0.041

  
 ×

 
  (인플레이션갭 계수 1.5배 증가)

  
 

 0.019 0.020 0.024 0.026 0.033 0.041

  
 

 0.033 0.035 0.042 0.044 0.057 0.071

  
 

 0.013 0.014 0.016 0.017 0.021 0.026

  
 

 ×
  (생산갭 계수 1.5배 증가)

  
 

 0.023 0.025 0.026 0.033 0.036 0.042

  
 

 0.040 0.043 0.044 0.056 0.061 0.074

  
 

 0.016 0.017 0.017 0.021 0.023 0.027

<표-8-A>                손실함수 종류별 손실함수 값1) 비교 

  주 1): 표준편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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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1 0.2 0.3 0.4 0.5

  
 ×

 
  (인플레이션갭 계수 2배 증가)

  
 

 0.019 0.019 0.023 0.024 0.026 0.031

  
 

 0.031 0.031 0.039 0.042 0.046 0.053

  
 

 0.012 0.012 0.015 0.016 0.017 0.019

  
 

× 
  (생산갭 계수 2배 증가)

  
 

 0.020 0.025 0.026 0.029 0.030 0.039

  
 

 0.034 0.042 0.043 0.050 0.051 0.069

  
 

 0.013 0.016 0.016 0.019 0.019 0.025

<표-8-B>            손실함수 종류별 손실함수 값1) 비교

  주 1): 표준편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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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순소비 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본모형 하에서 콜금리 25bp 인하 충격이 발생하면 금리인하 → 저축 

감소 → 소비 증대로 인해 총소비는 첫째 분기에 0.32%정도 증가한 후 그 증

가폭이 점차 낮아져 대체로 7∼8분기 후에 원래의 정상상태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소비 가계 대신 최적화 가계만을 고려할 경우 금리인하의 

효과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단순소비 가계(rule-of-thumb households)의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경우(: 0% → 30% → 50%) 콜금리 25bp 인하충격에 따른 총소비

의 반응을 보면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첫째 분기의 소비

증대 효과는 확대(0.32% → 0.49% → 0.85%)되는 반면 충격반응 효과의 지

속기간은 7∼8분기(=0%)에서 4분기(=50%)로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총소비의 변

동성은 두 배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소비 가계의 경우 

경직적 가격모형 하에서 금리인하 초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질임금 

상승효과로 인해 소비가 확대되고 최적화 가계의 경우에는 실질임금 상승 

및 저축 감소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나 소비평활화를 행하는 최적화 가계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초기의 소비 진작효과가 장기간 유지되지 못하고 단기

간에 소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이 초기에 총소비를 일시적으로 진작시키지만 그 효과가 짧은 기

간내에 사라짐에 따라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갭과 생산갭에 대한 반응을 각각 추정된 금

리준칙 계수의 2배로 증가시켰을 경우에 전자의 손실함수 값이 후자보다 

더 작게 나타남으로써 중앙은행이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보다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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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경우 실질임금이 안정되

어 소비의 변동성이 완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

이 저축을 하지 못하는 가계의 비율이 증가하고 하위소득 계층의 저축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소비 진

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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