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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경직성 하에서 생산성 변동에 따른
대출정책의 효과*
정

도

성**

물가가1)경직성을 갖고 매기 노동생산성이 불확실한 경제에서 가계와 기업
만이 대부자금시장에 참여하는 자율적 대부자금시장의 경제와 통화당국이 또
한 대부자금시장에 참여하여 생산성에 따라서 대출정책을 시행하는 경제를 비
교한다. 대출정책을 생산성이 높을 때 대부자금을 공급하는 경기순응적인 정
책과 생산성이 낮을 때 대부자금을 공급하는 반경기적인 정책으로 분류했을
때, 경기순응적인 대출정책은 생산성이 높은 경제에 팽창적인 효과를, 생산성이
낮은 경제에 위축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반경기적인 대출정책은 이와 반대의 효
과를 가져온다. 후생에 있어서는 경기순응적 대출정책, 자율적 대부자금시장, 반
경기적 대출정책의 순으로 우월하다. 그러나 생산성에 불확실성이 없거나 물가
가 신축적으로 결정되는 경제에서는 대출정책은 아무런 실물효과가 없다.
핵심용어：대출정책, 물가경직성, 노동생산성, 후생

Ⅰ. 머리말
이 연구는 물가가 경직성을 갖는 경제에서 노동생산성 변동에 대응한 통화당국
의 대출정책의 효과를 신케인지언의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여기에서 대출정책은 통화당국이 통화를 발행해서 이 자금을 대부자금시장에서
대출했다가 기말에 회수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 하에서는 자금이 공급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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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이 증가했다가 자금이 회수될 때 다시 본래의 수준으로 돌아가므로 통화량
증가는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만 일어난다.
한편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근자의 여러 신케인지언의 연구들은 정책당국이
경제에 통화를 주입함으로써 통화량이 변화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있다(Svensson,
1986；Yun, 1996；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1997；Chari, Kehoe,
and McGrattan, 2000). 이때에는 별도로 통화를 흡수하는 정책을 쓰지 않는 한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 상태가 지속된다.
이 연구에서 대출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통화정책이 앞서의 연구들
이 단순화시킨 것처럼 경제단위들에게 통화를 이전함으로써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에 대출정책은 중앙은행의 1기간 재할인 정책이나 1기
만기 채권에 대한 공개시장매입과 같은 의미이다.
한편 이 정책을 진성어음주의(real bills doctrine)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진성어음주의는 실물부문에 공급된 대출자금을 통화당국(또는 은행)이 통화를 발
행하여 재할인할 것을 주장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통
화량과 물가가 안정된다고 설명한다(Sargent and Wallace, 1982；Laidler, 1984；
Smith, 1992). 이 연구의 대출정책에 의한 대부자금은 모두 실물부문으로 공급되
며, 대출금이 상환됨에 따라서 통화량이 매기 말에 일정하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진성어음주의에 의한 대출의 성격을 가지며, 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진성
어음주의가 이 연구의 경제 모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기업들은 매기 초에 재화 가격을 설정하고 다음에 경제의 노동생산
성 충격이 실현된다. 그 후에 기업들은 대부자금시장에서 차입하여 가계로부터 노
동을 구입하여 재화를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생산된 재화를 가계에 판매
하여 그 대금으로 차입금을 기말에 상환하며, 이상의 과정이 매기 반복된다. 이 연
구는 먼저 Ⅱ절에서 가계와 기업만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대부자금시장이 있는 경제
의 균형을 살펴본다. 이 경제에서는 재화 가격이 미리 정해짐에 따라서 재화에 대한
수요와 생산이 결정되고 생산성의 변화는 단지 노동의 변화를 가져올 뿐이다.
다음 Ⅲ절에서 통화당국이 또한 대부자금시장에 참여하여 노동생산성의 실현된
값에 따라서 대부자금을 공급하는 경제를 살펴본다. 특히 생산성이 높을 때 대부
자금을 공급하고, 생산성이 낮을 때는 대부자금을 공급하지 않는 정책(경기순응적
대출정책)과 반대로 생산성이 높을 때 대부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생산성이 낮을
때 대부자금을 공급하는 정책(반경기적 대출정책)의 효과를 자율적 대부자금시장
의 경제와 비교 분석한다. 이에 의하면 경기순응적인 대출정책이 시행될 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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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게 실현되면 정책당국의 대부자금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제가 팽창하
고, 생산성이 낮게 실현되면 경제는 위축된다. 반면에 반경기적인 대출정책이 시행
될 때 생산성이 높게 실현되면 경제는 위축되고, 생산성이 낮게 실현되면 정책당
국의 대부자금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제가 팽창한다. 또한 두 정책이 가계의
기대생애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기순응적 대출정책, 자율적 대부자금시
장 경제, 반경기적 대출정책의 순서로 후생에 있어서 우월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Ⅳ절에서는 모형의 가정을 완화하여 노동생산성이 일정하여 불확실
성이 없는 경제와 노동생산성은 불확실하지만 기업이 재화의 가격을 노동생산성
충격이 실현된 후에 신축적으로 설정하는 경제를 각각 분석한다. 이 두 경제 모두
에서 대출정책은 더 이상 실물효과가 없으며 물가만을 변화시킨다. Ⅴ절은 결론이다.

Ⅱ. 자율적 대부자금시장
1. 모형
경제는 다수의 가계와 기업들로 구성된다. 매기 초에 기업은 그 기의 노동생산
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이 생산할 재화의 가격을 설정한다. 이 가격은 한 기
간 동안 유효하며 기간 중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후 노동생산성 충격이 실현되
며, 다음에 대부자금시장과 노동시장이 함께 열린다.1) 기업은 대부자금시장에서
차입하여 이 자금으로 노동시장에서 가계로부터 노동 서비스를 매입하여 재화를
생산한다. 가계는 대부자금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에 노동을 공급한다. 다
음에 재화시장이 열린다. 기업은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고 가계는 재화를 구입하여
소비한다. 기말에 기업은 기초에 대부자금시장에서 조달했던 차입 원리금을 가계
에 상환하고, 마지막으로 이윤을 가계에게 배당한다.
경제에 자본재는 없으며, 생산된 재화는 그 기간을 넘어서 저장이 불가능하다.
경제의 통화량은 매기 일정하고, 모든 거래는 화폐를 지급수단으로 하므로 가계와
기업은 현금선수제약(cash-in-advance constraint)하에 있게 된다. 이 모형에서
정책당국은 대부자금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며 통화량은 항상 일정하다. 각 시장이
개설되는 순서와 가계와 기업 간의 거래를 <표 1>이 보인다.
1) 대부자금시장과 노동시장이 함께 열리면 가계는 임금 소득의 일부를 대부자금시장에서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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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기간중 거래 순서
Ⅰ

Ⅱ

Ⅲ

Ⅳ

Ⅴ

Ⅵ

Ⅶ
1)

통화당국
대부자금
대부자금 기업이윤
노동시장 재화시장
이자수입
시장
원리금상환 배당
배당
기업

재화가격 노동생산성
설정
충격


수요

수요

공급

상환

지급

 

 

 

  

 

공급

공급

수요

회수

수취

수취







 







2)

가계
통화당국1)
주)

공급

회수

지급



 



1)

통화당국은 Ⅲ절의 모형에 적용됨.

2)

   이면 가계의 대부자금 수요를 의미함.

(1) 가계

경제에는 일정한 다수(크기를 1로 정규화 한다)의 무한히 생존하는 동질적인
가계들이 있다. 개별 가계는  기에 다수의 차별화된 재화  , ∈   들을 결합



 

 
 
  





  

하여 소비  



(여기에서    )한다. 개별 재화  의 가격을 

라 하면, 결합재   를 최소의 비용으로 매입할 때 재화  에 대한 수요는
   
  
 가 된다. 여기에서  
  






 
 







는 결합재의 가격이다(Dixit

and Stiglitz, 1977).

한편 가계는 매기  의 노동을 공급한다. 가계의 생애효용은 매기 소비와 노동
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1)

 

여기에서  는 0기 정보에 근거한 기대치 인자,    는 효용(총)할인율이다. 기
별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에서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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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기 예산제약식은
                  ≥  

(3)

이다. 여기에서   는 기 말의 화폐보유액,   는 대부자금 차입액(음이면 대출액
을 의미),  는 명목임금,  ≥ 는 총이자율(이 논문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자율은 총이자율을 의미한다),  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다. 가계는 배
당금을 외생변수로 간주한다. 예산제약식을 물가수준  로 나누어서 실질 값으로
나타내면
                   ≥   

(3)'

이다. 여기에서 각 영문 소문자는 해당 변수의 실질 값을 의미한다.
또한 가계는 매기에 다음 현금선수제약식을 만족해야 한다：
          ≥   .

(4)

이 식을 실질 값으로 표시하면
        ≥ 

(4)'

이다. 가계는 매기 주어진 정보에 근거하여 식 (3)', 식 (4)'의 제약 하에 효용함수
식 (1)를 극대화 한다. 한편 차입금은 기말에 상환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차입으로
과거의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다. 따라서 폰지전략(Ponzi scheme)은 불가능하고
이를 배제할 조건을 따로 고려할 필요 없다.
극대화의 라그랑쥬 함수는
∞







                         

 

             

(5)

이며, 매기에 각 선택변수에 대해서 다음 1계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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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한편   이면   ,   이며, 식 (3)'과 식 (4)'는 등호로 성립한다. 말기조
건(transversality condition)은 lim        이다.2)
→∞

식 (6), 식 (7)로부터
     

(10)

이 성립하며, 이는 소비와 여가의 한계대체율이 임금과 같아짐을 보인다. 또 식
(6), 식 (8), 식 (9)로부터 다음 오일러(Euler)식이 성립한다：

 
  
     .

  
       

(11)

(2) 기업

경제 안에 기업들이 단위구간 [0, 1]에 균일하게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개별 기
업  ∈는 재화 를 독점적으로 생산한다. 기초에 기업은 자신이 생산할 재화
의 가격 를 설정한다. 그 후 경제에 노동생산성 충격  가 실현된다. 기업은 선
형의 생산함수를 가지며  는 기업이 노동 1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의미한다. 생산성 충격은 높거나( ), 낮은()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으며
(      ),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별로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하
며 확률 로 , 확률  로  의 값을 가진다.

  가 실현된 후에 기업은 대부자금시장에서  
를 차입하여 이 자금으로 노동시

장에서 임금률   로 노동 를 고용하고, 이 노동으로  재   를 생산한다. 이
모형에서 기업은 재화를 판매하기 앞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선수제약
식  ≥  을 만족해야 한다.3)
기업은 기초에 자신이 설정한 재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재화의 시장수요량

2) 균형에서       가 일정하며(Ⅱ. 2 참조), 따라서 말기조건이 성립한다.
3) 이와 같이 기업이 생산물 판매에 앞서서 차입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모형으로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1997, 2003)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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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생산하며, 따라서 노동수요는    이다. 기업은 재화를 판매


한 대금으로 기말에 차입 원리금을 상환하고, 마지막으로 이윤을 가계에 배당한다.
대부자금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기업은 이자율과 임금에 대해서 가격
순응적이다.
기업은 매기 초에 그 기의 이윤의 기대치를 극대화 하도록 를 설정한다：4)


     
         
.



(12)

(생산성 충격  의 실현값은 기의 정보에 포함된다고 간주하므로 위에서 기대치
인자는   기의 정보에 의존한다.) 한편 기업은 현금선수제약   ≥  을 만
족해야 한다. 이 극대화 문제는 다시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5)


     






 



 
     
  

 




 .




(13)

여기에서 기업은  ,  ,  , 를 외생적으로 간주한다. 이로부터 최적가격은 다음
과 같이 얻어진다：
        
   .
        

(14)

이후  가 실현되고 기업의 노동수요는
 
   
  

 





(15)

기업의 자금수요는 (이자율이   일 때)

4) 기초에 설정된 가격은 이후 발생하는 생산성 충격에 관계없이 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
이같이 1기간 가격 경직성이 있는 경제를 분석한 모형으로 Svensson(1986), Gali
(1999)등이 있다. 근자의 많은 신케인지언 모형들은 통화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설명하
기 위해서 가격이 다기간 동안 경직적인 경제를 분석하고 있다(Yun, 1996；Goodfriend
and King, 1997；Chari, Kehoe, and McGrattan, 2000 등).
5)   이면      이므로 식 (12)는 식 (13)이 된다.    이면 식 (12)에서    
이므로 식 (13)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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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기업의 이윤은

이 된다.
식 (14)에 의하면 모든 기업이 동일한 가격을 설정하므로 물가수준    ,
∈   가 된다. 그러면 식 (15)으로부터    로서 모든 기업의 노동수요

가 동일하다. 그러므로 기업부문 전체의 노동수요는     , 실질자금수요는
     , 실질이윤은        가 된다.

2. 균형
이 경제는 매기 가계와 기업들이 앞서와 같이 최적화하며 다음과 같이 각 시장
의 수급이 청산될 때 균형한다：    (대부자금),    (노동),     (재화),
   (화폐).

이 경제의 상태변수는 생산성   로서 경제는 매기  의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확률적 정상균형(stochastic stationary equilibrium)을 갖게 된다. 그러나 생산성
충격  가 실현되기 전인 기초에는 경제가 매기 동일한 상태에 있으며, 물가는 기
초에 정해지므로 물가  는 생산성 충격의 실현된 값과 관계없이 매기 일정하게
결정된다(  ).
이자율  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가계와 기업의 현금선수제약식 (4), (16)이
등호로 성립한다. 또한 대부자금시장이 청산되면       이고,      이므로
      이다. 그러면 식 (4)로부터    가 성립한다. 여기에서  가 일

정하므로 경제의 생산(소비)  도 생산성 충격과 무관하게 매기 일정하게 결정된
다(  ). 그러면 식 (11)에 의해서      가 성립한다. 이는 이자율도 생산성
충격과 무관하게 효용할인율과 일치하도록 결정됨을 보인다. 한편 이자율이 1보다
크므로 이는 앞서의 가정에 부합한다.
 ( )가 일정하므로 노동    는 생산성   에 반비례한다.  를 생산성이
      일 때 노동수준이라면(생산성에 의존하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도

하첨자 1, 2를 같은 방법으로 정의한다)   이므로 경제의 생산성이 높을 때
노동이 감소한다. 실질임금  는 식 (10)에 의하여      이므로 생산성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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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하락한다(  ). 기업의 실질차입금  은 임금총액과 같으므로     로서
생산성이 높을 때 하락한다(  ). 기업의 실질이윤  은        로서 생산성
이 높을 때 상승한다(  ).
마지막으로 균형 생산량 의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14)의 양변을 


  
  

로 나누면        이고, 이 식에 식 (10)의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18)

이다. 여기에서
  


 ≡           
 
 
 

 
 





(19)

이다. 이  값을 앞서 변수 값들에 대입하면 이들의 축약형 균형 해를 구할 수
있다.
이 균형의 특징은 재화의 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재화에 대한 수요와 생산량이
고정되고,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노동수요의 감소와 임금의 하락을 가져오
는 것이라 할 수 있다.6)

Ⅲ. 통화발행에 의한 대부자금 공급
1. 모형
앞서의 모형에서는 경제의 통화량이 항상 일정하고 대부자금시장은 가계와 기
업들만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제 통화당국 또는 은행이 매
기 생산성 충격이 실현된 후 이에 따라서 통화   ≥ 를 발행하여 대부자금시장
에 공급한다고 하자. 즉 생산성이 높을 때는 (     ),      의 자금을 공급하고,

6) 가격 경직성이 있는 경제에서 생산성과 노동의 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로 Gali(199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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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낮을 때는 (    ),     를 공급한다. 통화당국은 이러한 대출정책을
약속하고 실행하며, 경제의 구성원은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정책이 약속대로
실행될 것을 신뢰한다고 가정한다(그러므로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는 고려
하지 않는다.).
통화당국은 기말에 원리금   를 상환 받으며 이자액       만큼 이윤이
발생한다. 통화당국은 이 이윤을 가계들에게 균등하게 정액으로 배당하며 가계는
이를 외생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경제의 통화량은 통화당국이 대부자금을 공급
할 때   로 증가했다가 기말에 다시 본래의 수준  으로 돌아가고 이 과정이
매기 반복된다. 이와 같은 통화당국의 대출정책은 기간 중에 일시적인 통화창출에
의한 대부자금 공급의 증가를 가져온다.7)
이 모형에서 가계의 예산제약식은
                   ≥   

(20)

(여기에서  ≡   )이며, 대부자금시장의 청산조건은        이다. 모형의
그 밖의 구조는 앞서 자율적 대부자금시장의 경우와 전적으로 같다.

2. 균형
앞서 자율적 대부자금시장의 모형과 같이 경제는 생산성 충격이 실현되기 전인
매기 초에는 동일한 상태에 있으며, 물가 는 기초에 결정되므로 균형 하에서 매
기 물가는    로 일정하다(균형물가수준  는 아래 식 (22)가 보이는 바와 같이
대출정책 (  )에 영향 받는다.).
이자율이 1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가계의 현금선수제약식 (4)가 등호로 성립하
며, 여기에 식 (16)과 대부자금시장 균형식        을 대입하면
      

(21)

가 얻어진다.
이제부터 매기 초의 명목통화량 을 1로 정규화하기로 한다. 그러면 모든 명목
변수는 기초 통화량에 대비한 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 실질통화량은   이다.
7) Lucas(1990)에서 통화정책도 같은 구조이다. 그는 실물생산이 매기 일정한 경제에서 정
책당국이 1기 만기로 차입거래하고 이에 따른 이자지급을 정액세로 흡수하여 경제의 통
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시적인 통화량 감축정책의 유동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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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에 의하여 매기 생산성 충격의 실현 값  (   )에 따라서 경제의 균형 생
산량은        가 된다. 또한 노동             , 실질임금  
          , 기업의

실질차입                ,

가계의 실질차입                 이다. 이자율은 식 (11)에 의


 
    

하여   
이며,8) 기업의 실질이윤은


                

     

           
             
, 통화당국의 실질이윤
 
              



     
     이다.
(실질이자수입)은       



              





     

 
한편 식 (14)으로부터     이다. 이 식 우변의 변수들을

          

위에서 구한 값들로 대체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m의 해를 얻는다.




                        
   

 
     
     

  




















    



(22)



이를 위에서 구한 변수 값들에 다시 대입하면 각 변수의 축약형 균형해를 얻을 수
있다.9)

3. 통화당국의 대부자금 공급의 효과
통화당국의 대부자금 공급이 경제에 주는 영향을 위 Ⅲ. 2에서 구한 각 변수의
축약형에 대한 비교정학 분석으로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통화당국의 대부자금
공급이 없는 경제(      )(Ⅱ절의 자율적 대부자금시장 경제)와 있는 경제
(  ≥ )를 국지적(local)으로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을 때만


  

 

8) 이자율이 균형 하에서  ≥ 이 되기 위해서는 L 1, L 2 는  ≤  ≤  를 만족

 
    


해야 한다.
9) 통화당국의 대부자금 공급이 항상 없으면(      ), 이 경제는 바로 앞서의 자율적 대
부자금시장의 경제이다. 여기에서 구한 각 변수의 균형 해에 이 조건을 대입하면 자율적
대부자금시장 경제의 각 변수의 균형해와 같아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에서 식 (22)의  을 대입하고      로 놓으면 자율적 대부자금시장의
소비식 (18)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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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경기순응적 대출정책)과 생산성이 낮을 때만 대부자금
을 공급하는 정책(반경기적인 대출정책)의 효과를 각각 분석한다.
(1) 경기순응적 대출정책

먼저 경제의 생산성이 낮을 때 (    ) 대부자금 공급을    로 하고, 생산성
이 높을 때는 (   ) 대부자금 공급을    로 하는 정책이 ‘매기’ 시행된다고
하자. 이를 경기순응적인(pro-cyclical) 정책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정책이 시행
될 때 생산성이 높게 실현된 경제를 보기로 한다. 이 때 자금공급  은 경제의 총
생산 을 증가시킨다：10)







        

    








(23)

(증명은 부록 A 참조). 여기에서 Ο 는          인 점에서 해당 항의 값을 계
산함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성이 높게 실현되면 경기순응적인 대출정책 하에서 대
부자금의 공급이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결정된 생산량은 자율적 대부자금시장 경
제의 생산량보다 크게 됨을 보인다.
또한 노동  과 실질임금 은 각각 생산 의 증가함수이므로 대출금   이 증
가함에 따라서 역시 증가한다(     ,       ). 따라서 기업의 실질
차입금    도 증가한다(     ). 한편   의 증가는 이자율  을 낮
추는 유동성 효과를 가지며(         ), 물가수준  를 상승시킨다
(     ).11)
즉 경기순응적인 대출정책이 시행될 때 생산성이 높게 실현되면 통화당국의 대
부자금 공급에 의하여 이자율이 하락하고 기업의 차입금과 임금 지급액이 증가하
고 노동과 생산이 증가하는 팽창적 효과를 갖는다. 한편 가계는 임금소득이 증가
함에 따라서 기업이 증산한 생산물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번에는 경기순응적인 정책이 시행될 때 생산성이 낮게 실현된 경우를 본다.
이 때에는 통화당국의 대부자금 공급은 없다. 그러나 생산성이 높게 실현되었을
10) 이하에서 정책의 결과로 변수가 증가(상승) 또는 감소(하락)한다는 말은 변수가 시간에
따라서 동태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균형 값이 자율적 대부자금시장 경제
에서의 균형 값과 비교해서 높게 또는 낮게 결정 된다는 의미이다.


11)    이고 부록의 식 (A2)에서 




 




  이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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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통화당국이 공급하는 대부자금   은 생산성이 낮게 실현된 경제의 생산  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

   
 
  






(24)

(부록 A의 식 (A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값은 음이다.) 이에 따라 노동  , 실
질임금  , 기업의 실질차입금 가 모두 감소하며(     ,       ,
      ), 이자율  는 상승한다(        ). 즉 경기순응적인 정책

하에서 생산성이 낮게 실현되면 경제는 자율적 대부자금 시장의 경제와 비교해서
위축된다.
이와 같이 생산성이 높았으면 공급되었을   이 생산성이 낮게 실현된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초에 결정되는 물가가   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경
기순응적인 정책 (        ) 하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이 기초에 물가
를 설정할 때 생산성이 높게 실현됨에 따라서   이 공급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
율적 대부자금시장의 경우(       )보다 물가를 높게 설정한다(      ).
그런데 차후에 생산성이 낮게 실현되면 통화당국의 대부자금 공급이 없게 되므로
자율적 대부자금 경제와 비교해서 통화량은 같으나 물가는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
로 경제에 위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반경기적 대출정책

다음에는 경제의 생산성이 낮을 때는 (   ) 대부자금 공급을    으로 하고,
생산성이 높을 때는 (   ) 대부자금 공급을    으로 하는 정책의 효과를 보기
로 한다. 이를 반경기적인(counter-cyclical) 대출정책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정책
이 시행될 때 생산성이 낮게 실현되었다고 하자. 이 때 자금공급   는 생산  를 증
가시킨다(     , 증명은 부록 B 참조). 또한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
 과 실질임금  , 기업의 실질차입금  이 증가한다(     ,       ,
      ). 한편 이자율 i 2 는 하락하고(        ), 물가  는 상승한

다(     ).12) 즉 반경기적인 대출정책이 시행될 때 생산성이 낮게 실현되



12) 부록의 식 (A3)에서 




 




  이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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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통화당국은 대부자금을 공급하고, 이에 따라서 경제는 팽창한다. 또한 자금공급
은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유동성 효과를 가진다.
한편 반경기적인 대출정책이 생산성이 높은 경제에 주는 효과는 보면, 대출
  가 소비  에 주는 효과는             이다(부록

B의 식 (A3) 참조). 이에 따라 노동  , 실질임금  , 기업의 실질차입금 가
모두 감소하며(     ,       ,      ), 이자율  은 상승한다
(         ). 이는 앞서 경기순응적인 정책이 생산성이 낮은 경제에
주는 영향과 마찬가지 이유로 경제에 위축적인 효과를 가져옴을 보인다.
요약하면 경기순응적인 대출정책은(자율적 대부자금시장 경제와 비교해서) 생
산성이 높은 경제에 팽창적인 효과를, 생산성이 낮은 경제에 위축적인 효과를 가
지며; 이와 반대로 반경기적인 대출정책은 생산성이 높은 경제에 위축적인 효과를,
생산성이 낮은 경제에 팽창적인 효과를 가진다.

4. 대출정책의 후생효과
이제 생산성 충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출정책이 가계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한다. 주어진 대출정책이 매기 시행될 때 기초에 형성되는 가계의 1기간 기대효용
       은 균형 하에서 매기에 동일하다. 왜냐하면 주어진 대출정책 하에서

소비  와 노동  는 그 기의 생산성 충격  만의 함수이며, 생산성 충격   는 매기
에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하므로,   도 매기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하기
∞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계의 기대생애효용은 



 


          




로서 1기간 기대효용과 비례한다. 따라서 대출정책이 가계 후생에 주는 효과는
   가 1기간 기대효용           + u( c 2, n 2 )(1- p)에 주는 효과

만을 분석하면 된다.
위 Ⅲ. 3에서와 같이 자율적 대부자금시장의 경제와 대출정책에 의한 대부자금
공급이 있는 경제에서 가계의 후생을 국지적으로 비교한다. 먼저 생산성이 높을 때
대부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경기순응적 대출정책)은 가계의 1기간 기대효용을 증가





시킨다：           (증명은 부록 C 참조). 반면에 생산성
 

이 낮을 때 대부자금을 공급하는 정책(반경기적 대출정책)은 가계의 1기간 기대효




용을 감소시킨다：           (증명은 부록 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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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Ⅲ. 3에서 경기순응적인 대출정책이 시행될 때, 생산성이 높게 실현되면
소비와 노동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낮게 실현되면 소비와 노동이 감소함을 보았다.
위 결과는 경기순응적 대출정책 하에서 효용의 기대치가 자율적 대부자금시장
의 경제와 비교해서 높음을 보인다. 반면에 반경기적인 대출정책이 시행될 때,
생산성이 높게 실현되면 소비와 노동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낮게 실현되면 소비
와 노동이 증가하는 바, 이에 따른 효용의 기대치는 자율적 대부자금시장의 경
제와 비교해서 낮다. 그러므로 후생에 있어서 경기순응적인 대출정책이 가장 유
리하고, 다음이 자율적 대부자금시장의 경제이며, 반경기적인 대출정책이 가장
불리하다.

Ⅳ. 모형의 변형
지금까지 생산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화의 가격이 미리 정해지는 경제에서
대출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 가정들을 완화했을 때 경제의 균형과 정
책의 효과를 보기로 한다.

1. 생산성이 일정한 경제
노동생산성이 매기  로 일정하고, 통화당국은 매기 일정한 대부자금  을 공급한
다고 하자. 따라서 이 경제에 불확실성은 없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식 (14)에 따라서 가격을 설정하면 물가수준은
 
    을 만족한다. 매기 생산은 로 일정하다. 그러므로 가계의 소비선택식
  

  
(11)에 의하여 이자율은   이다. 그러면 실질임금은       이다. 한편 이

 
   

 값을 가계의 최적화 조건 식 (10)에 대입하면          이며, 여기
  


에 노동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c =




  

 





 

 이다. 즉 경제의 총생산

, 노동 , 실질임금  , 이자율 는 대부자금 공급  과 무관하다. 한편 개인과 기업


의 현금선수제약식 (4), (14)로부터   이므로, 기초의 통화량  과 통화당


국의 대부자금 공급  이 주어질 때 물가수준  가 결정된다. 이상은 이 경제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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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균형(stationary equilibrium)하며 통화당국의 완전히 예견된 대부자금 공급은
실물변수에 중립적이고 물가수준만 변화시킴을 보인다.

2. 물가가 신축적인 경제
노동생산성   는 본래의 모형과 같이 기초에 불확실하다. 그러나 기업들은 노동
생산성 충격이 실현된 후에 가격을 설정한다고 하자. 따라서 경제의 물가수준은
생산성 충격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반응하여 결정된다. 한편 통화당국은 생산성에
따라서 대부자금   (   )를 공급한다.
기업은 생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을 설정하므로 식 (14)로부터
 
물가는 생산성 충격  (   )에 따라서     이고, 실질임금은 w j =
 






 
   
이다. 한편 이자율은 식 (11)로부터   
이
  , 노동은   


   
 

   

 




다. 가계의 최적화 조건 식 (10)에 의하여      이므로  



    
 
  

 
이며, 이 식에 위의 이자율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생산은    
 



 
 




      






 

  
 

이다. 이상으로부터 노동생산성이 높을 때 생산량이 많으

며(   ), 노동이 크고(   ), 실질임금이 높으며(   ), 이자율이 낮다
  
(   ).13) 또한 이 변수들은 대부자금 공급   와 무관하다. 한편    가 성


립하므로  는 물가수준  에만 영향을 주게 된다.
위 Ⅳ. 1과 Ⅳ. 2의 두 변형된 모형은 생산성에 불확실성이 없거나 물가가 신축
적이면 통화당국의 대부자금 공급은 실물부문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경제의 균
형 물가수준 만을 상승시킴을 보인다.

13) 이는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이므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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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 연구는 통화당국이 화폐를 발행해서 대부자금시장에 공급했다가 만기에 이
를 회수하는 정책이 경제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제의 생산성이 매기 일정
하여 불확실성이 없거나, 또는 생산성이 불확실하더라도 재화 가격이 생산성이 실
현된 다음에 신축적으로 결정된다면 이와 같은 대출정책은 실물 효과가 없고 물가
에만 영향을 주게 된다. 즉 고전적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생산성이 불확실하며 물가가 경직성을 가질 때, 가계와 기
업만이 대부자금시장에 참여하는 자율적 대부자금시장의 경제와 통화당국이 또한
대부자금시장에 참여하여 대출정책을 시행하는 경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생산성이 높을 때 통화당국이 대부자금을 공급하는 경기순응적인 대
출정책과 생산성이 낮을 때 대부자금을 공급하는 반경기적인 대출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경기순응적인 대출정책 하에서 생산성이 높게 실현되면 대부자금 공급이 증가
함에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고 생산과 노동이 증가하는 팽창적인 효과를 가져오
며, 생산성이 낮게 실현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생산과 노동이 감소하는 위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반경기적인 대출정책 하에서는 생산성이 높게 실현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실물부문이 위축되며, 생산성이 낮게 실현되면 이자율이 하락
하고 실물부문이 팽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두 정책이 가계의 기대생애효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 바, 경기순응
적인 대출정책은 자율적 대부자금시장에 비해서 높은 후생을 가져오고, 반경기정
책은 낮은 후생을 가져온다. 이는 정책당국의 대부자금 공급이 경제의 생산성이
높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낮을 때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월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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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의 증명
  











본문 Ⅲ. 2로부터        이므로 식 (23)으로부터      이다.
    



한편 식 (22)로부터
  
  

  









 

   

 

  
  

 



(A1)



 


  

 
 


이다(의 정의는 식 (19) 참조). 그러므로 



다. 여기에서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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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이다. 한편   ,
  




  ,   ,   ,   이다. 그러므로   이다. ∎
  




B.    의 증명
  







       이므로      이다. 여기에서
    










   
 
  


 


이다. 식 (A1), 식 (A3)으로부터 



 


 

여기에서     







므로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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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그러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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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의 증명
 

본문 Ⅲ. 2에서 구한    의 축약형 균형해를 대입한 후 긴 계산과정을 거쳐
서 다음을 도출할 수 있다.




        
J≡





 





 
 
                 
  
  
  
 









   
  


           
 
 
 
 


   
   





여기에서    





 

   

  





 



(A4)





,   ,     ,     이






다. 이제 다음 보조정리를 이용한다.

보조정리：  ,    ,      ≥ 이면      일 때,        이
다. (증명 생략)




  이다. 또   ,        ,
식 (A4)에서       이므로   
 
 








      이다. 위 보조정리에서   ,   , c = I,   
, 
라 하자.
 
 


 



 









 



 



        이다. 한편 식
그러면 보조정리에 의해서  
 
 
 
 

 




(A4)에서   이다. 그러므로   이다. ∎





D.             의 증명
 


계산에 의하면 이는 위 부록 C 식 (A4)의  와 부호만 다르다. 즉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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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roductivity-dependent
Loan Supply Policy under Price
Stickiness
Dosung Chung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loan supply policy of monetary
authority in an economy with price stickiness and labor productivity
uncertainty. Procyclical and countercyclical loan policies are defined
to supply loans when the productivity is high and low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economy of an autonomous loan market, the procyclical loan policy has expansionary (contractionary) effects when
the productivity is high (low), whereas the countercyclical loan policy
has expansionary (contractionary) effects when the productivity is
low (high). Utility-based analysis shows that the procyclical loan
policy yields the highest welfare, followed by the autonomous loan
market and the countercyclical policy in that order.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no productivity uncertainty or if the prices are flexibly determined after the productivity shock, loan policy has no real
effect and only the price level changes.
Keywords: Loan Policy, Price Stickiness, Labor Productivity,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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