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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난해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상당히 힘든 시
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금융위기에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국가들도 있고 이에 따라 낙관적 전망
도 제기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
의 발생과 각국의 대응, 그리고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상존하는
불안요인을 고려하면 향후 경기 국면이 어떻게 진행될지 장담
하기란 쉽지 않다. 위기의 발생과 대응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위
기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 정책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펼쳐
지고 있는 위기 대응책은 원인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라기보다
는 경기현상에 대응하는 대증적 처방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증적 처방은 현재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경
제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하며 현
재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증적 처방에 소요되는 재원들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각국에서 쏟
아붓고 있는 막대한 재원은 우리 세대의 삶뿐 아니라 장차 우리
후손들의 삶을 결정할 매우 귀중한 재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
원을 사용하기 이전에 위기의 발생 원인을 보다 깊이 있게 고민
하고 현재의 삶이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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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세계경제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경기호황과 불황의 원
인을 보다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본 보고서는 이번 국제금융위기가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
초래된 참혹한 결과가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든
정부의 정책실패에 더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비록 여기서 제기되는 의견이 소수의견일지는 몰라도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경기변동의 크기와 빈도를 조금이
라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정부 당국자와
정책입안자들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위기가 자
유시장의 이념을 흔들고 정부 규모의 확대와 시장개입의 기회
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본 보고서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의
구축을 위한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대구대학교의 전용덕 교수와
본원의 김학수 연구위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두 분의 노고에 감
사한다. 연구 진행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여러 박사와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자료수
집과 정리에 도움을 준 최병일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
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 견해로서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09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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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을 고찰할 뿐 아니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은 모든 경기변동이 시장실패
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에 연유한다는 경제학적 지혜를 다
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 경기변동이론의 핵
심은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시장이자율을 자유시장(free
market)에서 결정되는 이자율, 즉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

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규제하면 붐과 버스트로 이어지는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화량 증가에 의해 이자율이 왜곡
된 결과, 생산자는 과오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과소비를
하게 된다. 요컨대 정부가 자본의 대가인 이자율을 조작하면
자본시장에서 시제 간 자원배분에 부조정(discoordation)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경기변동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경
제 내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과오투자(mal-investment)와 과소비
(overconsumption)가 이루어지는 붐(boom)시기가 있다. 여기에서

과오투자란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상업세계
(business world)에서, 과잉투자는 자본재산업에서 과소투자는 소

비재산업에서 발생한다. 이 시기에 모든 산업에 고용된 생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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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의 소득이 증가한다. 과잉투자된 산업에서는 생산요소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과소투자된 산업에서는 생산요소들이 과
잉투자된 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모든 산업의 생산요소들의
소득이 증가한다. 그 결과 소비자 쪽에서는 과소비가 발생한다.
과소비는 거의 전 산업에서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또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에서 큰
붐이 발생한다.
그러나 붐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이제 상당수 기업이
자신들의 투자가 이윤이 나지 않고 그 결과 투자가 잘못되었다
는 것을 인식하는 위기(crisis)국면이 도래한다. 국제금융위기로
표현되는 상황은 이 국면의 일부를 지칭한다. 위기국면에서부터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가격이 거의 동시에 하락 또는 폭
락한다. 과잉투자된 부문에서 재화는 과잉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재화의 가격하락과 잘못 투자된 기계 등과 같은 자본의 구조조
정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붐 시기의 과소비로
인하여 과잉생산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저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기 또는 침체가 발생하는 것은 과소소비
가 아니라 오히려 ‘ 과잉소비’ 또는 ‘ 과소저축’ 때문임을 알 수 있
다. 이제 상당수의 산업과 기업에서 파산･실업･구조조정･합병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노동, 토지 등과 같은 본원적
요소들의 마찰적 실업 등이 일어나는 침체(depression)국면에 도
달한다.
위기국면과 침체국면을 통합하여 버스트(bust) 시기라고도 한
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붐과 버스트 과정만으로 경기변동이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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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경기침체의 2차 특징이 나타난다.
그 특징은 화폐수요에 대한 증가와 민간금융기관의 신용축소에
의해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이다. 요컨대 통화팽창으로 인한 화폐
적 혼란(monetary disturbances)은 침체와 디플레이션 등을 통해 스
스로 역전하는(self-reversing) 특징을 가진다.
버스트는 회복으로 가는 단계이자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시장
조정과정이다. 만약 버스트나 침체를 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각
종 시장 간섭정책을 시행하면 그런 정책은 침체를 지연시키거
나 다음 경기변동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특히 확장적 통화정
책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하는 정책, 즉 리플레이션(reflation)
정책이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시장의 조
정과정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간섭정책
이 반복적인 경기변동의 원인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변
동이 여러 나라에서 시차를 두고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이
다. 경기변동의 제도적 원인으로는 정부가 화폐시장을 독점하고
금융시장을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규제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기변동의 근원을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찾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함께 시도하였다. 미시적 접근으
로는 산업･자산유형별 투자 추이를 역사적 경기변동 기간을 전
후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산업에서 과잉투자가 발생하였는
지를 살펴보고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실증적으로
유용한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 일부 산업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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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지 않고 경제 전체의 호황과 불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서는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민간고정투자, 민간소비지출, 장단기 금리차이 사이의 장기
균형관계에서 벗어나는 단기적 불균형이 장기 균형관계로 회복
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세 변수 벡터오차수정모형으
로 분석하고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의 유용성을 확인
하였다.
산업･자산유형별 투자 추이 분석을 미국의 63개 산업별 비주
거용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같이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산업
들은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기에 대체적으로 투자 확대가
일어나고 뒤따르는 경기침체기에 잘못된 과잉투자의 청산과정
이 수반되는 공통적 양상을 찾을 수 있었다.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비자의 과소비에 대응하여 소비재 관련 산업에서도 인
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기에 투자 확대가 일어나고 뒤이어
청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소비재산업에 ‘ 과잉투자’ 가 일어난다는 명확한 표현은 하이에크
(F.A. Hayek), 미제스(L. von Mises), 라스바드(M. Rothbard), 게리슨
(R.W. Garrison) 등 어느 누구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투자나

주가 통계자료에서는 소비재 관련 산업에서도 과잉투자 현상과
청산과정이 관측되고 있어서 이는 향후 더욱 논의되어야 할 부
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산업에서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확대되고 침체기에 투자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인위적 호황
기에 투자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거나 다소 축소된 산업들 중 일

요 약

13

부 산업에서는 인위적 호황기를 뒤따르는 침체기에 투자를 확
대하는 일부 산업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경기 대응적으로 시행하는 추가적 저금리정책과 같은 경기부양
책에 편승하여 투자를 확대하며 또 다른 경기변동의 씨앗으로
자라나는 산업들로 판단된다.
이러한 미시적 분석결과가 특정 산업 또는 일부 산업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체의 부침으로 파급되는지를 살
펴보기 위해 수행한 거시적 분석결과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
변동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4년 3분기부터 2009
년 2분기까지의 미국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거시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자와 소비가 균형수준을
벗어난 경우 균형수준으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으며 단기
정책금리 인하에 의해 확대된 장단기 금리차이의 충격에 의해
투자와 소비의 증가율은 충격발생 이후 10번째 분기를 전후하
여 투자(8분기 )와 소비(10분 기) 증대 효과가 최대수준에 달하고
이후에는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시적 분석결과는 정부가 신용긴축의 일환으로 단기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와 투자는 빠르게 위축되고 10번째
분기를 전후하여 소비와 투자의 감소세의 저점을 통과한 후 감
소세 둔화가 일어날 것을 시사한다. 이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
기호황기에 확대된 투자와 소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
어 정부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빠른 시장 청산과정을
거친 후 경제가 장기 균형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오
스트리아학파에서 주장하는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이 정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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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간섭을 통한 시장개입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기변동이 근본적으로 정
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기인한다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
동이론은 하이에크와 미제스 이후에 소수의견으로 홀대받으며
주류경제학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
변동이론은 재평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은 경기
부양책으로 손쉽게 꺼내 들 수 있는 통화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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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간지>

1. 국제금융위기의 발생

(1)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되었
다. 2000년 초 미국은 닷컴 붕괴와 9･11테러 이후 실업률 증가,
원유가격 상승, 분식회계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야기되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저금리정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
라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유동성은 정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정책과 맞물려 주택시장에 대거 유입된다. 이후 정책당
국은 과다한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염려하여 금리를 인
상하였다.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 하락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
출자들의 상환 연체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상당수 모기지
대출자들의 상환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부
실채권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베어스턴스(Bear Stearns),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와 같은 투자은행들이 막대한 손
해를 보고 파산하게 되었다.1)
미국의 금융위기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이후 미국 정부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의
버블 붕괴와 9･11테러로 인해 금융 및 실물경제의 악화에 대한
1) 안재욱, ｢출구전략과 향후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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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으로 2004년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연방준비
위원회는 2000년 12월 6.5%였던 연방기금금리를 2004년 5월에
는 1.0%까지 인하하였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의한 지속적인
금리인하는 금융시장에 보다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집을 월세로 이용하는 것보다 취득 후 이
자를 지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대안으로 고려되는 상황을 만
들었다. 따라서 금리하락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는 주택가격 상
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모기지대출에서 신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출을 증가시키는 자기강화 과정을 낳았다.
같은 시기에 은행들은 이와 같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대출한
도(LTV)를 평균 80～90% 로 시행하였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저금리정책은 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제공했고,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정책은 저소득
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법적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러한 시
장 환경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모기지대출 경쟁을 심화하게
하였고, 서브프라임 전문기관이라 불리는 ‘뉴센트리 파이낸셜
(New Century Financial)’ 과 같은 기업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을 보다 활성화시켰다. 명실 공히 가장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금융산업은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을 여러
형태의 파생상품으로 유동화하여 이를 전 세계에 판매하였다.
이 과정에 부실한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 상품들도 시장에서 대거 거래되었다.
이후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자 연방준비
제도이사회는 기준금리를 2004년 6월 1%에서 2006년 6월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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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인상했다. 2006년 6월의 5.25%는 기준금리를 0.25%씩 17차
례에 걸쳐 인상한 결과였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대출
로 주택을 구입한 저소득층은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이 증가하
게 되었다.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가
월세보다 낮았으나 금리상승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대출에
대한 이자가 월세를 상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자 지불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저소득층들은 주택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시장에는 매물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로 주택가격 하락
과 금리상승의 악재에 처한 저소득층은 주택을 매각해도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결국 파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 업체들은 파산하기 시작하였고, 서브프
라임 모기지대출 유동화 상품에 투자했던 투자은행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기 시작했다.
결국 과도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금리상승에 따라 모기지
연체의 증가, 투기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확대, 금융회사의 재정
악화와 같은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소비 위축과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져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금융부실 확산
2006년 미국경제를 비롯한 전 세계경제는 높은 주가와 안정
된 경제성장으로 외견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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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8일 세계적인 은행인 HSBC는 미국의 주택가격 하
락에 따른 영향으로 서브프라임 관련 산업에서 대략 105억 달
러의 손실이 발생했음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007년 3월 12일
미국의 2위 모기지회사인 뉴센트리 파이낸셜은 영업중단을 발
표했다. 당시 뉴센트리 파이낸셜의 손실액은 1,000억 달러로 추
정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서브프라임 사태의 심각성이 본격
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주식시장
의 경우에는 아직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이러한 위험을 반영
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2006년까지 호황이었던 주식시장 상
황에 비춰서 다시 급반등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견해
까지도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이 같은 낙관적인 시장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2007년 6월 21일
미국 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는 자신이 운용하는 헤지펀드
의 대규모 손실로 인해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문제가 되는 헤지펀드의 손실은 대부분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채담보부증권(CDO)에 투자를 하였다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메릴린치, 골드만
삭스 등과 같은 다른 투자은행들에 대해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로 인한 부실 발생 여부에 관한 우려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2007년 7월말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merican Home
Mortgage Investment)가 파산신청을 했다.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

스트먼트는 뉴센트리 파이낸셜과 달리 서브프라임 관련 대출이
아닌 ‘Alt-A’ 2) 등급 대출을 주로 시행하던 기업이었으므로 그 결
2) 모기지 기관은 대출자 들을 신 용에 따 라 크게 세 가지 등 급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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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컸으며, 이를 계기로 시장에 불확실성
은 증가하였다. 2007년 8월 9일 프랑스 수신 기준 최대은행인

BNP 파리바은행도 16억 유로 규모의 ABS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
을 선언하였다. 이어서 8월 13일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관련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발표하였다.

2008년 2월 13일 미국 정부와 대형 모기지대출 업체들은 이
자 및 원금상황 연체에 대한 주택 차압을 30일 동안 중지했으
며, 그 대상을 90일 이상 연체자 중 서브프라임뿐만 아니라

Alt-A 및 프라임 모기지까지 확대하였다. 이후 2월 26일 채권보
증사인 모노라인(Monoline)에 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했으며, 대형
투자은행들이 채권보증업체인 암박(Ambak)에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3월 16일 JP모건체이스는 유동성 위기에 따라 파산위기에 직
면해 있는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연방준
비제도이사회는 이에 300억 달러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
고 같은 해 7월 15일 무디스(Moody’s)는 양대 국채 모기지업체인
페니매(Fanie Mae)와 프레디맥(Fredi Mac)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였으며, 9월 7일 미국 재무부는 페니매와 프레디맥에 2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9
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메릴린치는 440
억 달러에 BoA (Bank of America)로 매각되었다.
프라임, Alt-A, 서브프라임이 그것이다. 신용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점수에
따라 구분 하는데 660점을 초과하 면 프 라임 등 급을 받고, 62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등급을 받는다. Alt-A의 경우에는 프라임과 서브프
라 임 사 이 인 620～660점 에 해 당하 는 등급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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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침체 및 각국의 대응

리먼 사태 이후 세계 금융시장은 그 해 10월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어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폭락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 그림 1>을 통해 살펴보면 2007년 말 종가 대
비 같은 기간 주가 변동을 비교한 결과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30% 이상 하락하였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약 70% 에 이르는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물경제 역시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여파로 불황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림 2> 에서 보듯이 리먼 사태 이후 각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어 2008년 3～4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
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
낸다. 그러나 2009년 2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폭이지만
경제가 회복하는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국제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주가 변동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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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국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산업생산지수 역시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서 언
급한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07년
이후 안정된 상태이거나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8년 하
반기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09년 상반기부터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산업생산지수에서는 한국과 독일이 글로벌 금
융 사태에 가장 민감하게 변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각국 산업생산지수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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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실업률의 경우를 <그림 4> 에서 볼 수 있듯이 앞서 설
명한 두 그래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2007
년 이후 리먼 사태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완만한 하
락세를 보이다가 2008년 10월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률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에는
한국과 일본은 점차 실업률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다른 국가
들에서는 뚜렷한 감소세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림 4> 각국 실업률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008년 10월 무렵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의 경기불황을 완화시키고자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한다. 시장의 이러한 급박한 충격에 연방준
비제도이사회는 세계 최대 보험사인 AIG에 850억 달러 자금지
원을 결정하였으며, 그 조건으로 AIG 지분 79.9% 를 인수하고

24개월에 걸쳐 자금을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동시에 미국 당국
은 9월 19일 부실채권 매입기구 설립 추진을 결정하고, 같은 날

MMF시장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서 500억 달러 정부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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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원금보장 및 은행권을 통한 2,300억 달러의 MMF
보유 ABCP의 매입 방침을 발표했다. 또 10월 6일 하원은 구제
금융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약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발표되었다. < 그림 5> 는 각 국가별로
지출한 재정규모를 2007년 명목 GDP를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이다. G20 국가의 경우에는 재정지출 규모가 GDP 대비 약

2.2%이며, 한국의 경우 3.6% 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국가별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규모
(단위: GDP 대비 %, 2007 년 명목 GDP 기준)

자료: IMF(2009. 7), The S tate of Public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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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적 및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은 이번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오랫동안 잊혀
있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고찰할 뿐 아니라 실증적
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로 가시화
된 국제금융위기는 경기변동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금융위기에
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불행
하게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은 모두 금융
위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경기변동에 대한 대책은
잘못되거나 불완전할 뿐 아니라 더 나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대책이라는 것이 다음 경기변동의 씨앗이 된다는 점이다.3)
그러므로 지금의 경기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지금
필요한 대책과 미래의 경기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요하다.
이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은 모든 경기변동이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에 연유한다는 경제학적 지혜를 다시 한 번 입
증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 경기변동이론의 핵심은 정부가 통화량을 증
가시켜 정부가 규제한 이자율을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
3) 궁극적으로는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문제점이 원인이 되어 각국마다 경기
변동이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주요국이 경기변동을 돌아가면서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화폐제도와 금융제
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비추어보 면 중국과 같은 국가의 국제 화 폐제도에
대한 개혁도 초점을 잃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문 제점 과 대책 또는 개 혁 방 안 에 대 해서 는 전용 덕( 2009b)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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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연이자율보다 낮게 만들면 붐과 버스트로 이어지는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화량 증가에 의해 이자율이 왜곡
된 결과 생산자는 과오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과소비를 하
게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요컨대 정부가 자본에 대한 대
가인 이자율을 조작하면 시제 간 자원배분에 부조화가 발생한
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부연설명하면 경기변동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4) 먼저 경제 내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과
오투자와 과소비가 이루어지는 붐 시기가 있다. 여기에서 과오
투자란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서 과잉투
자는 자본재산업에서 과소투자는 소비재산업에서 발생한다. 소
비자 쪽에서는 과소비가 발생한다. 이 시기에는 또한 주식시장
과 부동산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에서 큰 붐이 발생한다. 그러나
붐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이제 상당수 기업이 자신들의
투자가 이윤이 나지 않고 그 결과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
식하는 위기국면이 도래한다. 국제금융위기로 표현되는 상황은
이 국면의 일부를 지칭한다. 위기국면에서부터 주식, 부동산 등
과 같은 자산가격이 거의 동시에 하락 또는 폭락한다. 상당수의
산업과 기업에서 파산･실업･구조조정･합병 등이 동시다발적으
로 진행되고 노동･토지 등과 같은 본원적 요소들의 마찰적 실
업 등이 일어나는 침체국면에 도달한다. 위기국면과 침체국면을
통합하여 버스트 시기라고도 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4) Rothbard(2006), 번 역본 , p.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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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II절에서 하고자 한다.
버스트 시기를 부연설명하면, 과잉투자된 부문에서 재화는 과
잉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재화의 가격하락과 잘못 투자된 기계
등과 같은 자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붐 시기
의 과소비로 인하여 과잉생산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저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버스트는 회복으로 가는 단계
이자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시장 조정과정이다. 만약 버스트나 침
체를 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각종 시장 간섭정책을 시행하면 그
런 정책은 침체를 지연시키거나 다음 경기변동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시장의 조정
과정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간섭정책이
반복적인 경기변동의 원인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변동이
여러 나라에서 시차를 두고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이다. 그
러나 침체기에 정부의 각종 시장 간섭정책은 다음 시기의 경기
변동을 초래한다는 이론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여기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킨 정도와 그 결
과 이자율이 얼마나 하락했는가를 보기로 한다. <표 1> 은 1994
년부터 통화량 증가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보여준다. 이렇게 통
화량이 극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1980년 제정된 금융기관 규
제철폐와 통화통제법(The Depository Institutions Der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에서 시작된 예금에 대한 규제완화, 그 이후

에도 지속된 각종 행정적인 규제완화, 각종 편법적인 지급준비
율의 지속적인 인하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5) 예를 들어
5) 자세 한 내용 은 Henderson and H umm el(2008), p.4 이 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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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공휴일과 주말에는 민간금융기관이 보유
한 상당부분의 요구불예금(checking deposits)을 법정지급준비금이
필요 없는 저축예금 형태의 계좌로 옮길 수 있는 방법, 즉

‘sweep’을 허락했다. 그 결과 본원통화도 증가했지만 신용수단
이 극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제II절에서 하고자 한다.
<표 1> 화폐와 관련한 각종 자료

구분

본원 통화 은행보유
(base
리저브
화폐공급
money)
(reserve) (십억 달러)
3)
(십억 달러) (십억 달러)

신용수단
(fiduciary
media)
(조 달러)

통화승수
(배)
5), 7)

4)

신용수단
연평균
증가율(%)
6)

1), 8)

2)

1994. 12

427.3

61.36

2337.3

1.91

38.1

1999. 12

608.0

41.7

3858.0

3.25

92.5

14.21

2007. 12

836.4

42.7

6901.9

6.07

161.6

8.12

주: 1) 본원통화 = 발행된 지폐 +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민간은행의 직불예금

(checking deposit liabilit ies)
2) 은행보유 리저브 = 지폐의 일부 +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 liabilities)의
일부

3) 화폐공급 = M1 + 스위프계좌(sweep accounts) + MMMF(개인과 기관 보유) +
저축예금의 50%
4) 신용수단: 표준화폐인 지폐의 보증(back-up)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것이
순수한 신용 증가를 보여줌.
5) 화폐승수 = 화폐공급 ÷ 은행보유 리저브
6) 연평균 증가율: 1999 년은 1994년 대비, 2007 년은 1999년 대비(복리계산)
7) 2005년 12월 통화승수는 126 배 이상임.
8) 2007년 12 월 본원통화 중에서 지폐가 7,638 억 달러로서, 본원통화의 대부
분이 지폐임.
자료: Reisman(2009)에서 정리

그리고 통화량 증가로 금융시장의 이자율은 < 그림 6>과 같이
연방기금 목표금리가 2000년 말부터 하락하여 2003년에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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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점인 1% 에 도달하였다. 이후 연방준비위원회는 주택시장의
버블과 주택 투기 등이 발생하자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
였다.
<그림 6> 미국의 연방기금 목표금리(2000. 1∼2009. 9)

자료: St. Louis F RB 웹사이트

이 연구에서 우리는 산업별 투자 자료가 가용한 미국을 실증
분석 대상 국가로 삼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에 닷컴 버블을 연
구대상에 포함하여 현재의 침체국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
론을 입증함으로써 정부 등이 하고 있는 경기변동에 대한 대책
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 이 연구 목적의 일부이다. 오
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의 실증분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
과 실증분석의 한계를 제III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실증분석한 경기변동의 직접적 원인으로부터 시사점을 유도
할 수 있다.6) 먼저 침체기의 정부 정책, 즉 소극적 정책을 제안
6) 미국발 경기변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작금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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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침체시기의 정부의 적절한 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
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침체시기는 사실상 회
복기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 정책은 침체를 악화 또는 지연시
키거나 다음 경기변동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침체시기의 적
극적 정부 정책, 즉 경기변동을 예방하는 정책은 정부의 크기를
줄이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IV 절
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위기가 국제금융위기로 명명된 이유를 밝힐 수 있다. 각국의 환율정책 등
은 미국 의 통화 량이 각 국으 로 확산 되는 데 기여 하는 전 달 메 커니 즘
(transmission mechanism)인데 그런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 추가적 으로 국 제 지폐 로서 미 국의 달 러가 세 계경제, 특히 세 계 금
융시장에서의 역할을 설명하면 작금의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국제 지폐 본위제의 발생과 본질을
분석 하고 그런 제도가 이번 경기변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규명
하면 현 재의 위기를 이해 하는 데 도 움이 될 것 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자
세 한 설 명 은 전 용덕 (2009b)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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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 간지>

1.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선택한 이유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이론으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
동이론을 선택한 이유를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경기변동도
인간의 행위, 특히 경제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이론
은 일반경제이론과 통합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일반경
제이론이라 함은 재화와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뿐 아
니라 무엇보다도 자본과 화폐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 현
재 경제학계에서 일반경제이론과 통합되어 제시된 경기변동이
론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유일하다. 이것이 오스
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택한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대증요법에 따른 정책
처방을 받아들이거나 경기변동에 대한 이론이 없는 경제체계,
예를 들면 케인스경제학이나 통화주의(monetarism)의 처방에 따
라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7) 각국의 그런 태
7) 대증요법은 현실에서 이론을 유도하거나 추출하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연구방법론 관점에서 보면 문제점을 지닌다. Mises(1962)는
현실에서 이론을 유도하거 나 추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정확한 이론화(theorizing) 과정은 먼저 인간의 행위에 대 한 몇
가지 기본 공리(axiom)로부터 정확한 이론(이론들)을 유도하거나 만든다.
그 다음에 그 이론(이론들)을 이용하여 현실 세계의 관찰 가능한 사실들
(observable facts)의 의미를 해석한다. 이것이 정확한 연구방법론이다. 대
증요법에 의거한 처방은 연구방법론에서도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그런 처

Ⅱ. 오스트 리아 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

37

도는 비과학적일 뿐 아니라 바로 그 이유로 각국이 채택한 정책
이 경기변동으로 인한 폐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이 사
실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또는 두 정책
중의 어느 하나 만 이라도)은 단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

이지만 장기에서는 폐해를 누적시킨다.8) 경기변동에 대한 처방
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
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이론을 먼저 명확히 정
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나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은 그에 앞서
문제나 사건에 대입할 수 있는 이론을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이번 경기변
동이라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리로부터 유도된 유일한
이론이다. 이것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택한 두
번째 이유이다.9)
오스트리아학파는 경제학이라는 학문 또는 원리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실주의적 전통(realist tradition)’을 가장 잘 따르고 있
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뛰어난 자유시장 옹호자이다.10) 그런 오
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왜 사적 재산권(private property)이
사회적 협동을 위한 근본적인 틀이 되는지를 설명해왔다. 그들
방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연구방법론에 대한 자세
한 설명 은 Mises( 1962) 를 참 조
8) 이 점에 대한 자 세한 설 명은 제I V절을 참 조
9) 오스트리아학파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용덕(2009b) 참조
10) 칼 멩거를 시조로 하는 오스트리아학파는 현재 주류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전학파 경제학 에 비하여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한다. 바로 그 점에서 자유시장의 영역을 최대한 넓히고 보존할
것을 제안한다고 하겠다.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 저작으로는 Mises(1996),
Rothbard(1993) 등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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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나 개인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되면 발생할 폐해를 강조
해 왔다.11) 경기변동은 정부가 화폐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재산
권을 침해하면 일어날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
례이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대한 대책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
학이 제시하는 처방을 채택하는 것이 민간의 재산권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일반인을 포함
하여 전문가, 예를 들어 케인지언, 통화주의자 등은 지금 또는
미래 언젠가 오히려 경기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그 결과 개인
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오
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택하는 세 번째 이유이다.
경기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여 경기변동을 훌륭하게 억
제하면 그것은 그만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투자의 활성화를 통
해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은 그에 따른 번영을 누
리게 될 것이다.12) 경기변동의 억제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면
그만큼 대외 환경도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기변동의 억제는 국내적 불확실성과 대외적 불확실성을 감소
시키고 그것은 기업이 투자와 그에 따른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든다. 그 결과 경제는 장기적으로 안정

11) 민간, 특히 조직폭력배는 조직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러나
그 영향은 매우 제 한적일 뿐 아 니라 현 실에서 법, 경 찰 등이 그런 문제
를 해결한다. 민 주주의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개인의 재산 권을 침
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 는 제 도가 아 님을 보 인 문 헌으 로는 H oppe(2001) 참조
12) 이 점 은 안 재욱 교 수가 원 내 세 미나 에서 제 시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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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이것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을 채택하는 네 번째 이유이다.

1930년대의 미국, 1990년대의 일본 등에서는 케인스경제학, 통
화주의 등의 경기변동에 대한 처방을 이미 실험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하게 그들의 처방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말이
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 체계의 처방이 효과가 없었거나 예상대
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30년대의 미
국이나 1990년대의 일본에 대한 잘못된 역사 해석이 지배적인
견해가 되면서 케인스경제학, 통화주의 등이 그 위세를 잃지 않
고 있다. 물론 그런 견해가 아직도 지배적인 것은 현실 정치에서
일부 지식인의 잘못된 지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오스트
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택하는 다섯 번째 이유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은 충분하지
는 않지만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런 실증분석으로는 Callahan

and Garrison(2003), Johnsson(2005), Keeler(2001), Mulligan(2002,
2006),

Powell(2002), Rothbard(1975), Vedder and Gallaway(1991),

Woods(2009) 등 다수이다. 정밀한 실증분석은 아니지만 오스트
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이번 경제위기에 적용한 국내 문헌
으로는 김이석(2008), 전용덕(2009a) 등이 있다. 앞의 두 번째 이
유에서 지적하였듯이 실증분석이 이론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론은 실증분석에 선행하는 또는 선험적인(a priori) 것이기 때
문이다.13) 예를 들어 동일한 현상(facts)을 두 가지 이론으로 설

13) 연 구방 법론 에 대한 자세 한 설명 은 각주 8번과 Mis es( 1962)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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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가능하다면 그 현상으로 이론을 선택할 수는 없다. 이론의
선택 또는 이론의 우열은 실증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 그
자체의 정확성에 달려 있고, 만약 정확성이 동일하다면 간결성
등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은 이론을 설명하는 보조수단
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이론을 통해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 실증분석이 많아진다는 것은 보조수단
이 풍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조수단이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좋은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상기의 실증분석들
은 많은 보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기여할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
택하는 여섯 번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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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1) 몇 가지 중요한 개념
경기변동과 경기변화의 구분
경기변동의 원인을 논의하기 이전에, 경기변동(business cycles)
과 경기변화(business fluctuations)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14)
먼저 경기변화를 알아보자. 우리는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
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라스바드는 그런 변화의 원인
을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섯 가지란 소비자의 기
호 변화, 시간선호(time preference)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저축과
소비 비율의 변화, 노동력의 양과 질 그리고 노동력이 존재하는
위치의 변화, 자연자원의 발견 또는 소멸과 같은 자연자원의 변
화, 생산가능성(production possibilities)을 변경시키는 기술적 변화,
기후의 변화와 같은 천재지변의 발생 등이다.15)
모든 경제는 언제나 이런 변화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겪는다.
하루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경제는 앞에서 지적한 여섯 가
지 변화의 일부만 일어나지만,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는 여
섯 가지 변화, 전부가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날 수도 있
14) 게리슨은 오스트리안(Austrians)을 포함해서 다른 학파들도 경기변동과 산
업변화(industrial fluctuation)를 동의어로 사용한다고 지적한다. Garrison(1989),
p.11 참 조
15) 경 기변 화의 여 섯 가 지 원인 에 대해서 는 Rothbard( 1975) , p.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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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화의 정도도 단기에 비하면 장기에 더 클 것이다. 다시 말
하면 우리는 하루라도 변화가 없는 세상에 살 수 없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경제 여건(economic data)이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제 여건의 변화가 초래하는
것은 경기변화이고 그런 경기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기변동
이론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의 발전은 생산가능
성을 높여서 경제성장을 초래하지만 일반적으로 붐과 버스트로
이루어진 경기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일반경제이론
으로 그런 경기변화를 충분히 설명한다. 요컨대 ‘ 실물경기변동
(real business cycle)’ 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변동은 경제가 일반적으로 붐과 버스트로 이루어지는 현
상을 지칭한다.16) 바로 그 이유로 만약 예를 들어 ‘부동산 사이
클’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사이클은 일반적인 붐과 침체로 이루
어진 경기변동과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경제 여건의 변화에 의
해 경기변화가 초래된다면, 뒤에서 자세히 규명하겠지만 경기변
동은 화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화폐제도･금융제도와 간접
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경제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일반 교환수단인 화폐가 유일하
기 때문이다.
16) 현실에서 는 경기변동과 경기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는 이론적으로 는 두 경 우를 식별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난 관측치 에서 두 경우를 명약관화하게 구분하는 일은 매
우 어려운 일 임은 분명 해 보인 다. 그러 나 두 경우를 현실에서 식별하는
일이 어렵다고 그 자체 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관측치를
다루는 경우에는 경기변 동과 경기변화가 동시에 진행 될 수 있 음을 염두
에 두고 관 측치 의 분 석 과 해 석에 주 의가 요 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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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
경기변동이론으로 설명해야 할 수수께끼 또는 ‘관찰할 수 있
는 사실(observable fact)’ 은 크게 세 가지다. 경기변동의 첫 번째
특징은 경영상의 오류가 왜 한꺼번에 발생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은 세 가지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경영을 잘 하여 적절한 이윤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경
고도 없이 왜 갑자기 많은 기업이 손실을 입게 되는가 하는 것
이다.
주지하듯이 기업가의 주요 기능은 예측이다. 좀 더 구체적으
로 기업가는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미래가격(future price of
final product)을 예측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를 잘 예측한

기업가는 이윤을 얻게 되고 비효율적인 기업가는 손실을 입는
다.17) 시장은 미래를 잘 예측한 기업가에게는 이윤과 영업확장
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기업가를 시장에서
도태시킨다. 다시 말하면 시장은 기업가에게 일종의 ‘ 훈련장
(training ground)’ 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점에서는 약간의 ‘ 기업가-경영자’ 만이 손실
을 입고, 다수의 기업가는 이윤을 내거나 손익분기점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경기변동에서 많은 기업가가 갑자기 손실을 입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도 그
17) 그러므로 이윤은 불확실성, 특히 최종 재화의 미래 가격의 불확실성 때문
에 발생하고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독점이윤 (monopoly
profit)이라는 말은 틀린 것 이다. 독 점으로부터 발생하 는 것은 독점이득
(monopoly gain)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독 점과 독점 이득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Rothbard(1993), 제 10장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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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윤을 창출하여 시장에서 유능한 기
업가로 평가받았던 다수의 기업가가 일순간에 손실을 입고 위
기에 놓이게 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질문의 요점은
다수 기업가 또는 많은 기업가의 예측이 왜 갑자기 실패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예측의 실패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집중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제 내에서 대규모의 ‘과오(error)’
를 초래한다. 다수 기업가의 과오가 집중되는 것, 그로 인한 대
규모 과오의 발생 등이 경기변동이론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18)
경기변동의 두 번째 특징은 자본재산업(capital-goods industries)
의 변동성이 소비재산업(consumer-goods industries)의 변동성보다
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재산업이 소비재산업보다 붐
기간에는 더 크게 확장하고 침체기에는 더 크게 축소된다는 것
이다. 여기에서 자본재산업은 소비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차의
생산(higher orders of production(furthest from the consumer))을 말하
고 소비재산업은 소비자에게 가까운 저차의 생산(lower orders of
production(near the consumer))을 말한다.19) 구체적으로

Rothbard(1996)

는 자본재산업이란 산업용 원자재(industrial raw materials), 산업플
랜트(industrial plants), 내구성 기계와 장비(durable machine and
equipment) 등을 다른 산업에 공급하는 산업을 지칭한다고 했다.20)

Salerno (1989)는 고차재 산업의 예로서 어떤 특별 프로젝트를 위
18) Rothbard( 2006) 번 역본 , p.1138.
19) 주의해야 할 것은 자본재산업과 소비재산업의 구분은 자본집약적 산업과
노 동집 약적 산업 의 구분 과 다른 것이 라는 점 이다 .
20) 자 본재 산업 에 대해 서는 Rot hbard(1996) , p.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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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맞춤형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거대한 오일 착암기를 만드는
시설의 확충,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부지 계획 등을 들고
있다.21)
경기변동의 세 번째 특징은 붐 기간 중에는 언제나 화폐공급
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와 반대로 침체기에는 일반적으로 화
폐공급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물론 침체기의 화폐공급의 감소는
언제나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2) 경기변동의 직접적 원인과 그 과정
자유시장에서의 자원배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서 주장하는 경기변동의 직
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붐-버스트 사이
클은 정부가 통화정책을 통해 이자율에 간섭함으로써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화폐공급의 증가 중에서 재계(business world)로 대출
된 부분이 경기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다.22) 다시 말하면 정부
가 화폐공급의 증가를 통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경기변동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시간시장(time market)
과 금융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capital market)에 대한 정부의 간
섭이 경기변동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21) S alerno(1989), p.143 참 조
22) 금융시장에서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대출된 금융은 인플레이션을 초
래 하지 만 경 기변 동을 초 래하 지는 않 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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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화 간섭이 어떻게 경기변동을 초래하는가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시장 또는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economy)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과정과 그와 관련한 자원배분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23) 왜냐하면 자유시장경제에서 이자율
이 결정되는 과정과 자원 배분은 정부의 통화간섭정책이 가져
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설명을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초기에 경제 내의 통화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다.24)
먼저 그 통화량의 일정부분은 소비에 쓰인다. 나머지 통화량
의 거의 대부분은 저축되어 투자되고 전체 통화량의 작은 부분
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현금의 형태로 보유된다. 그러
나 순수 자유시장에서 현금 보유는 전체 통화량에서 비중이 크
지 않을 뿐 아니라 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편
의상 잠시 논의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경기변동 과정에서는 현
금 보유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때 다시 논의에 포함하고
자 한다. 투자자금은 여러 단계의 생산구조(production structure)
에 배분된다.25) 소비와 저축 또는 소비와 투자의 비율은 사람
23) 자유시장에서의 이자율 결정과 자원배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thbard(1993),
제 6장 참 조
24) 자 세한 설 명은 전용 덕 (2009b) 참조
25) 원료를 구입하여 가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재 형태로 만들어 유통시킨
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가는 이윤이 발생하는 점까지 생산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 이때 발생하는 생산단계 를 생산구 조라고 일 컫는다. 설명이나
연구 목적에 따라 생산구조는 작게 또는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실에는 각
종 생산조직, 예를 들어 카르텔, 수직통합 등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통칭할
때도 생산구조라고 한다. 생산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thbard(1993),
제 5～7장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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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시간선호(time preference)에 의해 결정된다.26)27) 한마디로
시간선호는 시제 간(intertemporal) 자원배분을 결정한다. 여기에
서 시간선호란 미래에 대비하여 현재를 선호하는 정도를 말한
다. 사람들이 현재를 선호할수록 시간선호가 높아진다고 하고
사람들이 미래를 선호할수록 시간선호가 낮아진다고 한다. 사
람들의 시간선호가 ‘ 순이자율(pure interest rate)’ 을 결정한다. 순
이자율이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의, 현재 재화
또는 현재 화폐에 대한 미래 재화 또는 미래 화폐의 시간할인
율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0만 원의 화폐가 1년 후에 105만 원
의 화폐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결과 교환된다면 순이
자율은 연 5% 이다. 물론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말이다.
자신의 총화폐 소득에서 어느 정도의 ‘ 소비/저축’ 비율을 유지
26) 불행 하게도 개인의 시 간선호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소비 와 저축 의 형 태로 외부로 표출되 지만 말이다 . 시간 선호가 각
개인에 의해 심리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행위학은 시간선호들에 대
해 궁극적 설 명을 제공 할 수 없다. 그러나 인 간행위학은 시간선호에 영
향을 주는 것들 에 대 해 몇 가지 진실 을 말 할 수 있다 . 첫 째, 다른 조건
이 일정하다면 개인의 실질소득 이 증가 하면 그 의 시간 선호 스 케줄에서
시간선호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미래를 선호 하게 된 다는 것으로 사람들의 행위 에서 흔 히 관 찰 수 있는
변화 이다 . 둘 째, 가까 운 미 래에 종말 이 올 것 이 확 실시 된다 면 인 간은
미래 에 대 한 요구 를 멈 출 것 이다. 그런 상황에 서 시 간선호는 급상 승할
것이 다. 셋 째, 앞의 경 우와 반대로 인간이 영생 할 수 있는 신약이 나 방
법을 발견한다면 시간선호는 매우 낮아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호
스케 줄 자체 가 이 동할 수 도 있 다는 점이 다. Rothba rd( 2006), 번 역본,
pp.512-513 참조
27) 경기변동 이론뿐 아니라 모든 인간 행위의 중 심에는 시간선호가 존재한
다. 시간선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Mises(1996), 제18장과 제19장,
Jevons(1965), Fetter(1977), Rothbard(1993), Reisman(1996), pp.55-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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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시간선호율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들의
시간선호의 총합에 의해 총시간 시장 스케줄(aggregate time-market
schedules)이 결정되고, 그것들이 사회 전체의 저축과 소비 간의

비율, 즉 총사회 비율들(aggregate social proportions)을 결정한다.
그 결과 “시간선호 스케줄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축 대비 소비
의 비율은 커질 것이고, 반면에 시간선호 스케줄들이 낮으면 낮
을수록 이 비율은 점점 낮아질 것이 명백하다. 그와 동시에 경제
에서 높은 시간선호 스케줄들은 높은 이자율로 이끌고 낮은 스케
줄들은 낮은 이자율로 이끈다는 것을 보았다.” 28) 사람들의 시간
선호가 낮아질수록 ‘ 투자/소비’ 비율이 높아지고, 생산구조를 길
게 하며, 자본이 축적된다. 반대로 사람들의 시간선호가 높아질
수록 ‘ 투자/소비’ 비율이 낮아지고, 생산구조를 단축시키며, 자본
이 소비된다. 시간선호가 낮아지는 것이 경제성장으로 가는 길이
라면 시간선호가 높아지는 경우는 자본소비(capital consumption)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negative)의 경제성장으로 가는 길이다.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 이라 하고, 자연이자율은 순이자율에 특정 프로젝트의

위험프리미엄, 화폐의 구매력의 변화, 화폐가 실물에 미치는 영
향을 반영하는 교역조건의 변화 등을 합산한 것이다. 어떤 프로
젝트의 위험프리미엄은 채권자 또는 대출자의 위험에 대한 평
가에 따라 달라진다. 채권자는 그 대출에 관한 한 기업가의 위
치에 있기 때문에 위험프리미엄을 ‘ 기업가적 위험(entrepreneurial
risk)’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험프리미엄은 프로젝트 평가자마
28) Rothbard( 2006) , 번역 본, p.466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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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나로 동일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자율로 이루어지는 이자율 구조(structure of interest rates)를 만
들어낸다. 즉 현실에서 이자율이 동일해지지 않고 하나의 구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가적 위험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화폐의 구매력의 변화는 양(positive)일 수도
있고 음(negative)이 될 수도 있다. 자연이자율에서 결정적인 요
소는 순이자율이다. 순이자율이 대부시장(loan market) 또는 금융
시장의 이자율에 반영된다.
요컨대 순이자율과 자연이자율은 시간시장에서 사람들의 시
간선호에 의해 결정되고 이와 동시에 사람들의 시간선호에 의
해 소비와 저축 또는 투자가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자율
과 소비와 저축 또는 투자가 동시에(simultaneously)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축과 투자는 언제나 동일한 것이다.29) 자유시
장에서 생산자의 자원배분과 소비자의 자원배분이 일치하는 상
황을 “소비자들의 시제 간 소비 계획들이 기업가들의 시제 간
투자 계획들과 걸맞는 것이다”라고 Carilli and Dempster(2001)는
적고 있다.30) 문제는 순이자율과 자연이자율은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간섭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그 두 종류의 이자율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의 간섭이 매우 작아지면 그 두
이자율의 근사치는 현실에서 관찰할 수도 있다.
이제 만약 시간선호가 자발적으로 하락하여, 즉 자연이자율이
29) 그러나 케인스경제학은 저축과 투자가 동일한 것이라는 관점을 부정한다.
30) Carilli and Dempst er(2001), p.326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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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하여 저축과 투자가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에 도달
할 균형 상태를 Rothbard (2006)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자유
시장에서는 투자는 언제나 소비자의 가장 시급한 욕구들을 충
족시키는 사업에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후 그 다음
가장 시급한 욕구가 충족되고, 그 다음 순서로 계속된다. 이자
율은 그 시급성에 따라 사업의 시간상 순서를 규율한다. 시장에
서의 낮은 이자율은 더 많은 사업들이 이윤을 내면서 시도될 수
있다는 신호이다. 자유시장에서 증가된 저축은 더 낮은 이자율
에서의 안정된 생산균형으로 경제를 이끌고 간다.”31)
요컨대 이러한 상황은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시간선호 하락에
의해 유도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예전보다
길어진 생산구조(lengthened structure of production)는 무한정 유지
된다. 우리는 이것을 지속가능한 붐(sustainable boom)이라고 명명
하고, 뒤에서 설명할 정부에 의한 화폐공급의 증가, 그 중에서
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확장에 의한 붐, 즉 지속불가능한 붐
(unsustainable boom)과 구분한다. 지속가능한 붐의 크기나 지속

기간은 시간선호가 얼마나 빨리 하락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기변동의 직접적 원인: 화폐공급의 증가
라스바드는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재계로 대출된 ‘ 신용팽창
(credit expansion)’으로 정의한다.32)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
31) Rothbard( 2006) , 번역 본, p.1134 인 용
32) Rothbard( 1975) , p.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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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검토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용팽창이라
는 개념이 지폐제도에서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기변동이 ‘ 재계’ 로 대출된 신용팽창 때문
에 발생한다면 소비자로 대출된 신용은 경기변동과 어떤 관련
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면
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결론만 간략히 요약하
고자 한다.33) 두 번째 문제는 그 다음에 언급하고자 한다. 신용
팽창이라는 개념은 상품화폐제도에서만 유의하다. 지폐제도에서
는 화폐공급은 본원통화와 신용수단의 합이다. 신용수단의 증가
를 신용팽창이라고 정의한다. 본원통화의 대부분은 정부가 발행
한 지폐이다. 지폐제도에서는 본원통화도 증가하고 신용수단도
증가하기 때문에 신용팽창을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화폐공급의 증가에서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거나 정부가 명시적으
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지폐
제도에서는 ‘화폐공급의 증가’가 경기변동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연방준비은행이 지폐공급을 극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는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사실 오늘날 오스트리안 중에는 Reisman(2009)과
같은 연구자는 신용팽창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Hὔlsmann(2008a,
2008b)은 신용수단의 팽창뿐 아니라 지폐 자체의 증가도 인플레

이션 등을 정의할 때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예

33) 자 세한 설 명은 전용 덕 (2009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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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팽창이라는 용어 대신에 화폐공
급의 증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기업들
에 대출한다고 가정한다. 통화공급의 증가는 대부시장의 이자율
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린다. 이자율 하락은 기업가로 하여금 저
축된 자금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믿게 만들고 그는 그 자금을
이용하여 소비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생산과정 또는 고차 단계
의 생산과정에 투자한다.34) 다시 말하면 기업가는 투자의 중심
을 소비재산업에서 자본재산업으로, 저차의 생산에서 고차의 생
산으로 이전한다.35) 사람들의 시간선호를 반영하지 않는 통화
공급에 의한 정책금리 조정은 기업가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
정, 즉 과오투자를 유도한다. 여기에서 과오투자는 자본재산업
에는 과잉투자를, 소비재산업에는 과소투자를 의미한다. 이 부
분에 대한 ‘화폐- 거시경제학’ 적 해석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자
본재산업에 과잉투자가, 소비재산업에 과소투자가 일어나는 것
은 불확실성이 높은 자본재산업일수록 이자율의 변화에 민감하
고,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낮은 소비재산업은 이자율의 변화에
덜 민감하기 때문이다. 라스바드는 이런 상황을 미제스의 빌딩
건축업자의 예를 빌려와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34) 하이에크는 저축된 자금을 강요된 저축(forced saving)이라고 표현했지만
진정 한 저축 이 아니 라는 관점 에서 보 면 정확한 용 어라 고 할 수 없 다.
Garrison( 2004) 참 조
35)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에서, 생산단계를 소비자에 가까우면 낮은 번호
를 부여하 고 소 비자로부 터 멀 면 높 은 번 호를 부여하는 것이 관행 이다.
그러므로 소비재산업을 저차의 생산, 생 산재산업을 고차의 생산 으로 부
르 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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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은 자신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양보다 건자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높은 빌딩을 지으려던 공사
청부업자의 상황과 유사하다. 너무 넓은 기초(고차단계)를 만
드는 데 자신이 지닌 건자재를 다 소진해 버려 빌딩을 계속
지을 건자재가 더 이상 남지 않는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다. 명백히 은행 신용팽창은 자본투자를 조금도 증가
시킬 수 없다. 투자는 여전히 저축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 뿐
이다.”36)

화폐공급의 증가가 기업가에게는 과오투자를 유도한다면 소
비자에게는 과소비를 자극한다.37) 과잉투자는 과잉투자된 산업
또는 기업에 고용된 생산요소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
들에게 지불하는 대가인 임금, 지대, 이자 등의 상승을 초래한
다. 특히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임금 상승이 가장 가파르다. 이
와 함께 과소투자된 산업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생산
요소의 일부가 과잉투자된 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과소투자

36) Rothbard( 2006) , 번역 서 pp.1135-1136 인 용
37) 오스트리아학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연구자들인 미제스와 하
이에크는 경기변동의 원인이 신용팽창 또는 화폐공급의 증가에 있다는 점
에 동 의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Garrison(2004)은 미 제스의 과오 투자와 하이 에크의 강요된 저축(forced
saving)이 그들의 설명 내용을 대조해 볼 때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제스는 과소비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하이에
크는 과소비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Garrison(2004)은 두 학자의
견해를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비교한 결과, 미제스의 설명이 하이에
크의 설명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말이
다. 여 기에서는 미제스의 견해를 채택하기로 한다. 미제 스와 하이에크의
차 이에 대해 서는 Ga rrison(200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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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산업에서는 예전보다 가용 생산요소가 더 희소해지기 때문
이다. 그 결과 과소투자된 산업에서도 임금, 지대, 이자 등이 상
승한다. 소비자들은 증가한 자신의 소득 중에서 예전보다 더 많
은 비율로 소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요컨대 화폐공급이 증가하
여 이자율이 인위적으로 하락하면 소비자도 과소비를 하게 된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재화의 가격이 오르
는 현상,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38)39)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은행의 대출이 소비자에게 직
접 가는 경우, 즉 소비자 금융이 경기변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
가 하는 것이다. 다른 예는 은행이 신용을 창출하여 정부가 재
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되
겠다. 라스바드는 은행의 신용팽창이 기업에게 대출된 경우에만
과잉투자의 유발을 통해 경기변동을 초래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새롭게 재계에 대출된(또는 기업 채 권을 구매하는
것을 통한) 은행의 인플레이션적 신용팽창만이 붐- 버스트 사이클

을 초래하는 고차 자본재에 대한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것임을
38)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화폐 재
고의 증가와 감소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학문 세계의 토론과 일상생활 모
두에서 말이다. 그러나 케인지언 혁명을 거치면서 두 용어의 의미는 근본
적으로 변했다. 1950년대에 는 인플레이 션은 가격들 의 일반적인 상승을,
디플 레이션은 가격들 의 일 반적인 하락을 의미 하는 것 으로 고착되었다.
Salerno(2003), p.82 참조, 그러나 Mises(1996)와 Rothbard(2006)는 1950년
대 이후에 사용되게 된 두 용어의 정의는 과학적 토론을 위해서는 부적당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Mises(1996), pp.422-424 참조, Rothbard(2006), 번
역본 pp.1161-1162 참조, 여기 에서 는 그 런 문제를 무 시하고 자 한 다.
39) 인플 레이션은 재 화들의 가 격 상승이라 는 부작용 이외에도 소득재분배,
경제 계산의 문제 등과 같은 부작용 을 초래 한다. 자세 한 설명 은 전 용덕
(2009b)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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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보여준다. 정부의 재정적자
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 은행의 인플레이션적 신용은 경기
변동을 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신용은 고차의 자본재
에 대한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대신에 자원을 민간부문에서 공
공부문으로 단순히 재배분하는 것이고 또한 가격들을 밀어올리
는 경향이 있다. (중략) 왜냐하면 소비자 금융은 경기후퇴기에
청산되어야 할 과잉투자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
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청산되어야
할 투자의 홍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변동효과는 은행이 재계에 대출한 신용으로부터만 발
생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시간선호로부터 투자/소비 비율을 낮
추는 효과는 비대칭적일 것이다.” 40)
이제 “경기변동 과정은 무한정 지속되는가?” 라는 의문을 해결
해야 할 차례이다. 먼저 소비자들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앞에
서 언급한 인플레이션이 모든 소비자에게 차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득이 증가하기 이전의 ‘ 소비/ 투자’(또는 ‘소 비/
저축’) 비율을 재확립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과소비를 종식하

고 옛날의 소비/투자 비율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용팽
창으로 시간선호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그런 가
정은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과소비가 진정되기 시작하면
자본재산업의 일부 기업가들은 자신의 투자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자본재산업 또는 고차 산업의 투자가 낭비라는

40) Rothbard( 1978) , pp.152-153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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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런 과오투자는 필연적으로 청산되어
야 한다. 이와 함께 수요가 자본재산업 또는 고차 산업에서 소
비재산업 또는 저차 산업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통화공급(대부자
금)의 증가가 초래한 이자율 하락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

기호황은 필연적으로 위기와 경기침체로 귀결된다. 요컨대 정부
나 민간금융기관이 오직 한 번만 화폐를 증가시키면 또는 화폐
를 경제에 주입(injection)하면 짧은 붐- 버스트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재에 대한 과소소비(underconsumption)가 위기를 불
러온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 위기를 맞거나 침체를 겪는 산업
은 자본재산업이지 소비재산업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아니라 고차 또는 생
산재에 대한 기업가적 수요(entrepreneurial demand)이다. 그리고
자본재산업이 침체 또는 위기를 겪는 것은 소비자들이 ‘ 소비/ 투
자’ 비율을 통화팽창이 일어나기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위기 또는 침체가 발생하는 것은 과소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 과잉소비’ 또는 ‘ 과소저축’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붐-버스트 사이클이 장기간 지속되고 폐해
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 현실에서 정부나 민간금융기관은 버스
트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또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악화될 때까
지 지속적으로 화폐공급을 증가시킨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정부
는 지폐를 증가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민간금융기관은 지속적으
로 신용을 기업에 대부한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 또
는 목적으로 지폐를 민간금융기관에게 공급하고, 민간금융기관
은 이익 추구를 위하여 늘어난 지폐에 기초하여 대출을 받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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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의 부도 위험이 높아질 때까지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신용
을 대출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금융기관이 신용을 팽창
하는 일에 보증을 선다. 다시 말하면 민간금융기관과 정부는 본
질적으로(inherently)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선호하는 기관이다.
그 결과 붐-버스트 사이클은 장기간 지속될 뿐 아니라 경기침체
시에 그 폐해가 막대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붐-버스트 사이클이 지속되는 기간과 폐해의 정도는 증가한 화
폐량의 크기, 지폐와 신용이 주입된 기간, 재계로 대출된 신용
의 양 등에 비례한다.41) 추가적으로 어떤 국가가 국제 지폐 발
행국인가, 국제 지폐 피발행국인가 하는 점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42)
신용팽창에 의해 유도된 붐 시기가 과오투자가 실제로 발생
하는 시기이다. 다시 말하면 붐 시기가 오류가 만들어지는 시기
라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붐은 필연적으로 버스트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예전의 ‘ 소비/ 저축’ 비율을 재확
립하고자 할 때 위기가 발생한다. 침체는 붐 시기에 만들어진
오류와 낭비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요컨대 견디기 힘든 침체기
가 바로 ‘ 회복기’라는 것이다.

‘침체- 회복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잘못된 투자가 구조조
정된다. 어떤 투자는 전적으로 포기된다. 다른 투자는 다른 용
41) 혹자는 붐 기간 이 충분히 지속되면 과오투자 는 자연스럽게 종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과잉 투자된 자본 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청산되고
재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붐 기간이 길어지고 그 정도가 클수록 버스트
의 폐해는 길어 지고 그 정 도는 클 것 이다. Rothbard( 1975), p.35 참조
42) 자 세한 설 명은 전용 덕 (2009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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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전용된다. 채무조정도 이루어진다. 둘째, 붐 시기에 상승했
던 생산재들의 가격은 이제 하락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
가지다. 어떤 구체적인 기계나 장비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고,
소비재들의 가격에 비해 생산재들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
이며, 자본의 총량이라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주식시장, 부
동산시장 등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본재
들의 가격하락은 그런 산업들에 사용되었던 생산요소들, 즉 토
지･임금 등의 하락을 초래한다. 이런 생산요소들은 고차 생산에
서 저차 생산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마찰적 실
업을 불러온다. 기업의 파산, 대형 구조조정 등에 의해 마찰적
실업의 크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다. 그러
나 만약 정부의 경기부양정책과 같은, 정부에 의한 시장 간섭이
없다면 실업은 일시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공황의 경우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억제하여 인위
적으로 높게 유지하면, 즉 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자유시장 임금 수준보다 임금을 높게 유지하면, 실
업은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이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이나 최저
임금법과 같은 임금의 하락을 억제하는 법이나 제도는 조직적으
로 임금의 하락을 억제한다. 넷째,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수
록 침체-회복기는 빠르게 종료될 것이다. 그런 구조조정을 방해
하는 어떤 것도 침체를 지연시킬 뿐이고 생산요소 소유자들, 특
히 노동자들의 고통을 크게 할 뿐이다. 요약하면 침체-회복기는
자유시장 균형이 복구되고 팽창적 왜곡이 배제될 때 끝나고 침
체과정에 대한 어떤 정부 간섭도 단지 침체기를 연장하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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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악화시키거나, 다음 파멸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경기침체기에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은 어떤 효과를 초래하는
가. 경기침체기에 인플레이션이 점차 악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자율을 상승시키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인플레이션 악
화를 무시하고 통화공급을 지속하거나 통화공급의 확대를 지속
하면 ‘천정부지의 인플레이션(runaway inflation)’ 또는 ‘ 하이퍼인플
레이션(hyper inflation)’ 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주체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수정해야 하는 경기침체기에 인위적인 경기부양정
책은 경기침체를 더욱 길고 헤어 나오기 어렵게 만든다. 1990년
대 이후의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43) 확장적 재정정책은 구
조조정으로 퇴출되어야 할 ‘ 무능한’ 기업가를 생존하게 만든다.
물론 그런 기업가는 다음 경기변동이나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
할 수 없다. 무능한 기업가를 생존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구조조정으로 새
로운 기업가가 소비자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무능한 기업가를 생존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후생을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다.
신용팽창을 위주로 한 화폐공급의 증가가 붐과 버스트로 이
루어진 경기변동을 초래함을 보았다. Garrison (1989)에 의하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경기변동의 원인이 정부의
화폐공급 증가에 있다는 점에서 ‘ 명목적(nominal)’이면서 ‘ 외생적
(exogenous)’ 이다.44) 그리고 경기변동 과정이 시장 내에서 자원
43) 일 본 사례 에 대 한 자세 한 설명 은 전 용덕 (2009b) 참 조
44) Ga rrison(1989), pp.4-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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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실물적(real)’ 이면서 ‘ 내
생적(endogenous)’이다. 즉 경기변동은 명목적 원인으로 시작해서
실물적 변화를 초래하고 외생적 원인으로 시작해서 내생적 변
화를 거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
론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부의 시장 간섭은 시장의 시제 간
자원배분을 단기적으로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경기침체의 2차 특징: 디플레이션
앞에서 경기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히고 붐과 버스트 과
정을 서술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경기변동 과정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경기침체의 2차 특징이 나타난다. 물론 이 2
차 특징은 매우 짧게 나타날 수도 있고 통계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침체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시행하는가에 따라서 또는 경기변동의 크기나
기간에 따라 2차 특징이 나타나는 양상은 다를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목격할 수 없다고 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붐이 아무리 짧아도 2차 특징은 대부
분 나타난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침체가 상당히 진행되고 난 다
음에 정부가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2차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국면에서 경기침체국면이 시작된다. 침
체국면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위기는 화
폐공급의 축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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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5) 물론 이때 화폐수요의 변화로
인한 디플레이션도 발생한다. 그러나 화폐수요의 변화는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복귀한다. 그 점에서 화폐수요의 변화
로 인한 디플레이션은 화폐공급의 축소로 인한 디플레이션보다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짧다. 경기침체에서 언제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디플레이션
이 발생한다.
침체국면과 함께 통화공급 측면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로 인
한 디플레이션을 먼저 보기로 한다. 정부의 지폐공급 증가와 은
행의 신용팽창으로 붐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점을
앞에서 서술했다. 이제 차용인들(borrowers)의 상당수가 재무상
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한 신용
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다. 차용인인 기업이 적자를 내고 어려
움에 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런 소식은 곧 바로 은행
들의 지급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게 된다. 비록 예금보호제
도가 은행쇄도(bank run)를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궁극적으로 은
행이 파산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우리나라
의 1997년 위기와 미국의 금번 경제 위기에서 민간금융기관들
이 파산했고, 두 나라 모두 새로운 화폐를 찍어서 국유화한 것
이 좋은 예이다. 민간은행의 부분지급준비제도는 본질적으로 은
행쇄도와 그로 인한 파산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45) 디플레이션을 다룬 연구자와 문헌은 상당수 있다. 그러나 Salerno(2003)
는 아 마도 처음으로 디플레이션을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누
고 개관했 다. 주 로 미 국 사 례를 이용하여 유익 한 디 플레이션 과 유 해한
디 플레 이션 으로 나누 고 적절 한 통화 정책 방향 을 제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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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차용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대출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도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신용을 축소해야 한다. 경기침
체국면으로 들어가면 신규 투자에 대한 평가도 매우 엄격해지
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 억제된다. 침체국면에서 기업들이 이윤
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고, 그 결과 신용이 축소된다는 주장은 은행이 기업 대출을 줄
이는 대신에 채권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요컨대 신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동기
나 압력은 은행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기업 차용자들로부
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화공급의 감소, 특히 은행의 신용감소로 인하여 화폐의 구
매력은 상승하고 재화들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락한다. 디플레
이션이 일어나는 것이다. Salerno(2003)는 은행의 신용축소에 의
한 디플레이션을 ‘ 은행신용 디플레이션(bank credit deflation)’이라
고 부를 것을 제안했다. 디플레이션을 반대하는 사람과 달리, 신
용축소에 의한 디플레이션은 시장의 조정과정을 크게 도와준다.
디플레이션이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알아보자. 신용의
축소가 고차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게 하고 저차재 산업
으로의 투자를 증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한 마디로 신용의 축
소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생산구조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다.
신용축소는 과잉투자되었던 고차재 산업의 일부를 없어지게 만
드는 것이다. 소비자 쪽에서는 그런 조정이 자신에게 필요한 수
준의 ‘ 소비/투자’ 비율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준다. 만약 소비자의
시간선호 자체가 변한다면 조정은 더 빨리 이루어지고 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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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여기에서 시간선호가 변한다는 것은 경기변동 이전에 비
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46) 침체를 극복하
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전보다 ‘더’ 많은 저축과 ‘더’ 적은 소비
이다. 즉 예전보다 더 많은 소비, 그에 따른 더 적은 저축과 투자
가 침체를 극복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디플레이
션, 즉 재화들의 일반적인 가격하락은 붐 기간에 비해 더 많은
저축과 더 적은 소비를 하게 만든다. 앞에서 신용팽창을 통한 인
플레이션이 ‘저축- 투자’ 를 억제하는 동시에 자본소비가 일어나도
록 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제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 일어났던 과정을 역전시킨다. 손실과 자본소비로
여겨졌던 것이 실제로는 이윤이 된다는 것을 기업가는 알게 된
다. 왜냐하면 이제 대체해야 할 기계와 같은 자산이 교체하는 데
예전보다 비용이 적게 들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업가는 손실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붐 기간에 비
해 디플레이션 기간에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게 된다.
화폐공급의 감소에 의한 디플레이션은 1단계로 무능한 기업
가로부터 화폐공급을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로부터 떨어
진 고차재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 들어가는 화폐공급이 축소되

46) 마틴 펠트스타인은 중앙일보 칼럼에서 미국 가계의 순저축률이 최근 거
의 0%대로 떨어졌다가 2009년 초부터 급격히 상승해 지난 5월에는 세후
개인소득의 6.9%까지 치솟았다 고 설명한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저축률
은 미 국이 2005～2007년에 경험했던 1%대 미만의 가계 저축 률에 비하
면 급등 한 수치라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이 저축률이 높은 수준을 유
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이 여기에서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변동으로 미국인의 시간선호가 변한 증거가 아닌가 생 각된다. 중앙일보,
2009년 8월 4일 자, ｢치솟 는 저 축률 , 미 국경제 에 약 인가 독인 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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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러한 축소는 그 단계에 있는 본원적 생산요소들에
대한 수요를 감소하게 만들고, 그 결과 그 생산요소들의 가격,
소득 등을 낮춘다. 그리고 고차재 재화의 판매가격과 생산요소
들에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spread)는 예전보다 커지고 자연이자
율은 상승한다. 이러한 상황은 생산요소들을 고차재 산업에서
소비자에게 근접한 저차재 산업으로의 이동을 촉진한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왜곡이 아니라 신용팽창으로 만들어진 지금까지
의 왜곡을 제거하는 ‘ 회복과정’ 또는 ‘시장의 조정’ 이라고 하겠
다. 신용축소는 그런 과정이 없는 것에 비하여 경제를 신용팽창
에 의한 왜곡이 없는 자유시장으로 더 빨리 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는 화폐공급의 축소 또는 신용축소가 신
용팽창으로 인한 왜곡을 과다하게 교정하여 새로운 왜곡을 만
들어내기 때문에 반대할지도 모른다.47) 물론 디플레이션 과정
은 자유시장 균형점을 지나칠 수 있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디플
레이션은 이자율을 자유시장 수준보다 더 높아지게 만들고 투
자는 자유시장 수준보다 더 낮아지게 만들 수 있다. 아마도 디
플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이 자유시장
에서의 미래 전망보다 비관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러나 그런 경우에도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
용축소가 과오투자를 발생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추가적인 붐- 버
스트 사이클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용축소에 의해 초래되는 디플레이션의 한계는 없

47) Rothbard( 2006) , 번역 본 p.11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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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신용의 팽창은 무제한적이지만 신용의 축소는 물론 무한
정하지 않다. 신용축소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신용팽창의 한계
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신용의 축소가 어느 수준
이 될 것인가는 지폐제도에서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상품화폐
의 경우에 적정 통화량이 시장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지만 지
폐제도에서는 그런 과정으로 결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까
지 그에 대한 연구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의 2차적인 특징의 다른 하나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변한다는 것이다. 화폐수요에 대한 최초의 변화는 화폐수요의
증가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침체와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재화
들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면서 재화에 대한 지출을 줄이
고 예전보다 많은 화폐를 보유한다. 특히 가격의 변화가 큰, 내
구 소비재인 주택, 자동차 등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은행들과
대출자들은 차용자들이 유용한 다른 자산을 처분하여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종용하기 때문에도 예전에 비해 화폐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한다.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상당수 기업은 많은 액수
의 손실을 보거나 파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연기하거나 중단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불확
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질 때까지 투자를 유보하고 현금을 보유
하게 된다. 이것이 경기침제기의 화폐수요의 최초의 변화이다.
우리는 이러한 화폐수요의 증가를 ‘ 퇴장(hoarding)’ 이라는 말로
비난하는 행위를 흔히 목격한다. 그러나 얼마의 실질현금잔고
(real cash balance)를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화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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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상업세계에서 파산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재화들의 가
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면, 현금을 보유하여 위험을 낮추고 자
신이 소지한 화폐의 구매력이 높아졌을 때 재화들을 구매하는
것은 너무나 ‘ 합리적인’ 행동이다. 누가 이런 행위를 퇴장이라는
비난조의 말로 지칭할 수 있는가? 이때의 화폐수요 증가는 개인
들의 효용을 감소키기보다는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화폐
수요의 증가는 재화들에 대한 수요를 감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화들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하락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화폐수
요의 증가도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 그리고 Salerno (2003)는 퇴
장이라는 용어 대신에 ‘현금축적(cash building)’ 이라는 용어를 사
용할 것을 제안하고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을 ‘ 현
금축적 디플레이션(cash-building deflation)’이라고 지칭하자고 제안
한다.48) 다만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은행신용 디플레이션과 다
를 뿐이다. 그러나 경기침체기의 화폐수요의 제1단계 변화는 일
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변화하게 된다. 2단계로 넘어가는 것
이다.
제2단계의 화폐수요의 변화는 시장의 조정과 청산이 끝났을
때 발생한다. 진행 중인 파산이 마무리되고 차용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화폐
수요는 다시 예전의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만약 디플레이션
으로 인한 재화 일반의 가격이 하락하고 그와 함께 과오투자의
조정으로 인한 고차재 산업의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제2단계
48) 케인 지언의 용법 으로 사용할 때는 퇴장을, 오 스트리아학파의 용법으로
사 용할 때는 현 금축 적이 라는 용 어를 사용 하고 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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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폐수요 변화는 ‘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제2단계
의 화폐수요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말해 경제가 ‘ 정상으로 돌아
가는 과정’ 의 일부라고 하겠다.
요약하면 통화팽창으로 인한 화폐적 혼란(monetary disturbances)
은 침체와 디플레이션 등을 통해 스스로 역전하는(self-reversing)
하는 특징을 가진다.49) 그리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어느 정도
스스로 역전할 것인가는 정부의 정책과 각종 제도,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과 같은 것이 그런 역전 과정을 얼마나 방해하느냐
에 달려 있다. 만약 임금이 완전히 가변적이라면 역전 과정은
빠르고 짧게 끝날 것이지만, 임금의 변동이 제도적으로 억제되
면 앞의 경우와 비교하여 역전과정은 더디고 길어질 것이다.50)
그러나 디플레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디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초래한
다. 디플레이션이 가져오는 소득재분배의 분명한 특징은 네 가지
다. 첫째,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과 꼭 같이 영합(zero-sum)게임
이라는 것이다. 이득을 보는 사람의 이득과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실의 합이 영(零)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
해를 보는 사람을 구분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경우와 해고 노동자 등은 쉽
게 식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재분
배는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소득재
49) H ayek(1941) , pp.33-34 참 조
50) 1930년 대 초반의 미국에는 임금의 변동을 억제하는 제도가 많 았다. 그
결과 역전과정이 더디고 길어졌기 때문에 통상의 침체가 아니 라 대공황
이 된 것이 다. Murphy(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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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를 명확히 볼 수는 없지만 말이다. 이 점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와 다른 것이다. 디플레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
의 세 번째 특징은 디플레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인플레이
션에 의한 소득재분배에 추가된다는 것이다.51) 이 점이 중요하
다. 붐과 버스트로 이어지는 경기변동에는 먼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발생하고, 나중에 경기변동의 2차 특징, 즉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디플레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인플레이션이 초래
하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역순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
런데 이 쟁점에 대해서 라스바드와 휠즈만은 견해를 달리한다.
라스바드는 역순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 과정이 언
제나 정확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라스
바드는 디플레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
가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휠즈만은 디
플레이션이 그 이전의 인플레이션의 역순의 일종은 확실히 아
니라고 주장한다.52) 이 부분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화폐공급의 증가 또는 신용팽창으로 인한 경기변동이 이미
발생했다면 신용축소에 의한 디플레이션과 화폐수요 증가에 의
한 디플레이션 또는 재화들의 일반적인 가격하락은 침체를 악
화시키기보다는 침체를 앞당겨서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
가는 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비록 소득재
분배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말이다. 그리고
51) Mises (1980), p.262 이 후 참 조
52) H ὔlsmann(2008b) , p.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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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도 일부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의 역순으
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확
대가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신용축소와 화폐수요 증가는 자발적
인 것이다.
종합하면 적어도 신용축소와 화폐수요 증가에 의한 디플레이
션은 부정적인 점보다도 긍정적인 점이 큰 것이다. 그러나 이 점
에 대해서 상당수 경제학자, 정치가, 지식인은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그들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그 결과 만약 이때 다시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다시 파멸의 씨앗
을 심는 것이다. 특히 디플레이션의 두려움 때문에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 리플레이션(reflation)’, 즉 사
실상 인플레이션을 다시 가져오게 된다.53)

실증적 함의
첫째, 정부가 화폐공급을 증가시켜 대부시장 이자율을 인위적
으로 내리면, 그 이자율과 사회적 시간선호와의 간격은 증대하
고, 재계로 대출된 신용팽창은 점차 과오투자를 유도하고 소비
자로부터는 과소비를 유발한다.54) 과오투자와 과소비의 정도,
즉 경기변동의 크기는 대부시장 이자율과 시간선호에 의해 결

53) 리 플레 이션 에 대해 서는 Hὔls mann( 2008b), p.11 참 조
54) 화폐공급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기변동에 대한 이론보
다 는 실증 분석 을 하는 경우 에 중요 한 것이 다. 자세 한 내용 은 전용 덕
(2009b)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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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자연이자율과의 차이에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재계로 대
출된 신용팽창에 크기에 달려 있다. 그리고 문제는 현실에서 개
인이나 개인의 총합인 사회적 시간선호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
에 정부 규제 이자율이 시간선호보다 낮다는 가정은 일반적으
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둘째, 대부시장 이자율의 인위적인 하락은 소비를 늘리고 저
축을 줄이게 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것이다. 그러
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통화 공급을 증대시키는 경우가 비일비
재하다. 그 결과 ‘ 소비/저축’ 비율이 장기적인 추세로 복귀할 여
유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소비/ 저축 비율
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정부의 간섭주의적인 통화정책의 영
향을 받아서 높아진다. 또는 지속적으로 화폐공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붐과 버스트 주기가 짧아지고 그 폐해는 점점 더 커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는 앞의 경우에 시간선호 스케줄 자
체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
우는 소비/저축 비율이 상승하고 후자의 경우는 소비/ 저축 비율
이 하락한다.
셋째, 화폐공급과 물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화폐공급의 증
가는 투자와 소비의 증가를 통하여 거의 대부분의 재화의 가격
을 상승하게 만든다. 화폐공급의 감소는 투자와 소비의 감소를
통하여 거의 대부분의 재화의 가격을 하락하게 만든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1920～1929년 기간의
미국 물가는 약간 하락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 기간 동안에 실
제로 화폐공급은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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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화폐공급의 증가가 모든 재화의 가격을 동일하게 상승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한 마디로 화폐공급의 증가가 재화의 가격
을 상승하게 만드는 정도, 상승하게 하는 시기 등이 모두 다르
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성장과 시간선호의 관계도 흥미롭다.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사람들의 시간선호는 하락하는 경
향이 있다. 즉 소득 증가로 순이자율과 자연이자율이 하락할 여
지가 있다는 것이다. 시간선호의 하락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
자율을 끌어내리더라도 시간선호와 규제 이자율의 격차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정부가 화폐공급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더라도 경기변동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경기변동의 제도적 원인
앞에서 지폐의 증가와 신용팽창이 경기변동의 직접적인 원인
임을 지적했다. 그 둘이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어떤 요소가 화폐공급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 목적상 자세한 서술은 생략하고 화폐
공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결
론만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덕
(2009b)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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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화폐공급 증가의 궁극적인 책
임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있다. 그런데 정부 또는 중앙은행은
언제나 화폐, 특히 지폐를 과다하게 발행한다. 그것은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지폐의 발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화폐
공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변동을 포함한 각종 폐해는
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한 지폐 발행의 독점 때문에 생겨난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둘째, 정부는 금융제도도 통제한다. 화폐공급 증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표 1> 에서 보았듯이 민간금융기관의 신용팽창
이다. 민간은행이 부분지급준비를 함으로써 신용수단은 극적으
로 팽창한다. 그런데 정부 또는 중앙은행은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통제 또는 규제한다. 화폐의 발행을 자유시장으로 만들더라도
민간은행의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허용한다면 신용팽창은 제도적
으로 내재되고 그 결과 신용팽창의 가능성은 커진다. 부분지급
준비제도는 경제적･법적･도덕적 문제도 가지고 있다.
셋째, 현행 강제에 의한 예금보호는 은행쇄도(bank run)를 금
지함으로써 은행의 파산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킨다. 강제 예금보
호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조장과 주인- 대리인 문제
(principal-agent problem) 등의 누적으로 장기적으로 금융제도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든다. 강제 예금
보호제도는 건전한 금융기관에게는 세금으로 작용하고 불건전
한 은행에게는 보조금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 또는 중앙은행은 민간은행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점의 설치는 정부,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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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점의 설치에 대한 규제
이외에도 민간금융기관에게는 많은 규제가 가해져 있다. 그런
규제는 민간은행의 이윤 극대화 행위를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하며, 그 결과 민간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억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을 넘어 금융제도를 불안정
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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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 공리(Axiom)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행동양식을 설명하는 이론(Theory)의
옳고 그름을 실증분석 결과에 의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오스트리아학
파의 전통적 견해이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실증분석 결과는 단지 오스
트리아학파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
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이 현실적으로 적합한가 여부를 주류경제학에서 받아
들여지는 분석방법으로 실증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저
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오스트리아학파의 전통이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오 랜 기간 동안 소수의 견해로 치부되도 록 자초한
면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재평가받
기 위해서는 향후 더 깊이 있는 실증분석을 통해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
이 경기변동을 다른 이론들보다 잘 설명한다는 점을 주류경제학계에 알리
기 위한 노 력이 더 많이 수 반되 어야 할 것으 로 판단 된다 .

1. 미국의 산업･자산유형별 투자 추이 분석

앞 장에서 살펴본 오스트리아학파 경기변동이론의 핵심적 골
격은 정부의 이자율 간섭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
기에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산업에 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소
비자들의 과소비에 의해 소비재산업에도 투자 확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의 이자율 간
섭에 의해 낮아진 시장금리가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한 결과일 뿐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론
은 강조하고 있다.56) 결과적으로 인위적 경기호황기에 발생한
과오투자와 과소비가 청산되는 불황의 기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인
위적 경기호황기에 발생한 과오투자와 과소비에 필연적으로 뒤
따라오는 청산과정을 1991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의 산업별 및
자산유형별 투자 추이 분석을 통해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가의 변화로 이번 국제금

56) 만약 정부의 금리정책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와 소비자의 낮아
진 시간선호율(미래를 보다 선호)이 시장이자율의 인하를 초래한다면 고
차재 산업의 투자 확대는 발생하 지만 소비자의 과소비는 발생 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재 생산이 축소 되게 된다. 낮아진 시간선호율이 시장금리에
제대로 반영되 는 경우 에는 소비 자들은 현재의 소비를 축소하여 저축을
증대시키고, 이는 대부시장의 대부자금으로 유입되어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고차 재 산업 의 투 자 확대 를 유발 한다 .

Ⅲ. 정부 정책 실패 와 경 기변동 : 실증 분석 결과

77

융위기 이전에 발생한 과오투자의 청산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
제금융위기의 궁극적 발생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1) 2000년대 초반까지의 투자 추이
<표 2>는 1991～2003년의 기간 동안 미국의 산업･자산유형별
비주거용 민간고정투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는 산업
을 63개로 세분하고 자산유형을 크게 설비자산과 건설자산으로
나누고 있으며 2000～2003년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율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결과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1990년대 전반
과 후반의 전 산업 평균 증가율은 각각 11% 와 9% 수준이었으
나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이 꺼지던 시기의 평균 설비투자 증가
율은 -2.02%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건설투자의 급감은 더
욱 두드러진다. 1990년대 3% 중반의 증가율을 유지해 왔던 건
설투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 형성되었던 IT 거품이 꺼지던 시기인 2000～2003
년의 산업별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가장 크
게 설비투자가 감소한 산업은 펀드･신용･기타 금융업으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통
신업, 기타 운송업 및 운송관련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등도 연
평균 20% 이상의 투자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산업들의 경우
대부분 건설자산에 대한 투자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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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3년의 기간 동안 두드러진 투자 감소는 일부 업종
의 설비투자 감소와 함께 전반적인 건설투자의 급감으로 나타
났다. 건설투자의 전 산업 연평균 증가율은 -16% 수준으로 나
타났으며 IT관련 업종과 운송관련 업종과 같이 1990년대 전반
또는 후반에 큰 폭의 투자 증가율을 보였던 업종들의 건설투자
는 2000년대 초반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장비제
조업과 조립금속제조업 등과 같은 생산구조의 초기단계에 위치
하는 고차재 산업의 경우에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던 1990년
대 전반에 높은 설비 및 건설투자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큰 폭의 투자 감소를 보였다. 코크스 및 석유정제업종
과 같은 기간산업의 경우에는 저조했던 1990년대 투자 증가율
과 대조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10%를 상회하는 큰 폭의 설비
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율을 시현했다. 이는 정부가 2000년대 초
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통화량을
확대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섬유제조업과 가죽 및 봉제의류업종과 같은 소비재산업의 경
우 1990년 초반과 중반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설비자산
에 대한 투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설자산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 후반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2000년
대 초반의 경기불황의 기간에도 전 산업 평균 투자 감소율을 크
게 하회하는 수준의 투자 감소를 보였다. 대표적 소비성 산업으
로 볼 수 있는 오락･갬블링･유흥업이다. 이 업종의 경우 1990년
대에는 경기호황과 더불어 큰 폭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증
가세를 시현했다. 이 기간 동안 설비투자는 15% 이상의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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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으며 건설투자는 2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경기침체의 시작과 함께 건설투자는 28% 감소하
고 설비투자는 3.4% 감소했다. 도매업의 경우에는 설비투자가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하고 2000년대 불황 시작과 함께 도매업
종의 건설투자가 26%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의 IT 붐(boom) 기간과 2000년대 초반의 거품 해소
기간 사이에 일어나 산업 및 자산유형별 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근거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금리 인
하로 조장된 인위적 경기호황기에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뒤따르
는 과잉투자 청산과정에서 해당 산업들의 투자는 크게 축소된
다. 이러한 예로는 2000년 이전 IT 관련 업종의 투자가 확대되고

2000년 이후 투자가 축소된 사실이 대표적이다. 또한 일반적으
로 투자기간이 긴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같은 기간산업의 1990년
대 투자 확대와 2000년대 투자 급감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둘째, 소비재산업에서도 인위적 경기호황기에 투자는 확대되
고 뒤따르는 침체기에 과잉투자가 청산되는 과정을 보인다. 이
러한 예로는 앞에서 언급한 섬유제조업, 가죽 및 봉제의류업,
오락･갬블링･유흥업과 같은 소비재산업이나 서비스산업에서 찾
을 수 있다.57)
57)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서는 저차재 또는 소비재산업에
서의 과잉투자 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 p.57에 서 소개 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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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모든 산업에서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확대되고 침체
기에 투자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크
게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뒤따르는 침체기에 정부가 대증적으로
시행하는 추가적 저금리정책과 같은 경기부양책에 편승하여 투
자를 확대하며 또 다른 경기변동의 근원으로 자라나는 산업들
이 있다. 이러한 예로는 숙박업, 부동산업, 코크스 및 석유정제
업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1990년대 전반이나
후반에 해당 산업들의 투자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숙박업과 부
동산업은 2000년대 초반 경기침체기에 설비투자를 크게 확대하
였고 코크스 및 석유정제업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모두 연
평균 10% 이상씩 확대했다.58)

(2) 2003년 이후의 투자 추이
< 표 3>은 2003년 이후 미국의 산업･자산유형별 투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에서처럼 미국의 산업을 63개로 세분하
고 자산유형을 크게 설비자산과 건설자산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003～2007년의 기간 동안 설비투자의 전 산업 평균 증가
Garrison(2004)은 과소비가 일어 나는 시기에 소비재산업으로 자원 이 이
동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잉투자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물
론 라스바드는 과오투자가 있으며 고차재에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저차재
산업에 과소투자 가 발생한 다고 말하 고 있다. 이는 보다 더 명확히 구분
되 어져 야 할 점 으로 판 단된 다.
58) 이 러한 산 업들의 투자 확대가 또 다 른 경 기변동에 일조하 는지 여 부는
20003년 이후 의 투 자 추이 분석 에서 살 펴보 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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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7.25%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동안 건설투자는 연평균

7.0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정책금리는 2004년 하반기까지는 1% 수준으로 하락하다가 이후
부터 인상되기 시작하여 2006년 6월 5.25% 수준까지 오른 이후

2007년 8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7년 가을 미
국 10위 모기지 회사인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HMI)
파산보호신청으로 국제금융위기의 서막이 시작되자 미국 정부
는 단기 정책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시작했다.59) 빠른 속도로
인하된 미국 연방기금 이자율은 2008년 12월 0.16% 에 이르게
됐다.

2000～2003년 기간에 부진했던 투자는 정부의 금리정책으로
2003년 이후 대부분의 산업들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의 기간 동안 투자가 감소한 산업으로는 항공운송
업, 가죽･봉제의류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며, 이 산
업들의 연평균 설비투자는 3.6～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건설은 연평균 9～12% 감소했다. 이 외에도 여객･운송업, 간
호 및 지역 간호시설업, 섬유제조업, 음식업 등의 소비재산업
또는 서비스산업 등의 설비투자가 1% 내외의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는 건설투자가 연
평균 5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제조업도 건설투자
가 연평균 6.77% 증가했다.

59)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는 2007년 3월 미국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인
뉴센츄리 파이낸셜이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파산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
다 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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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숙박업, 제1차 금속산업, 도매업, 목재업, 방송･
통신업, 코크스 및 석유정제업, 석유･가스채굴업, 석유가스채굴
업을 제외한 광업, 트럭운송업, 광업관련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펀드 및 신용 기타 금융업 등이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건설투자
도 연평균 10% 이상씩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증가
율은 전 산업 연평균 증가율을 하회하지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업종에는 여객운송업, 법률서비스, 오
락･갬블링･유흥업, 부동산업, 수상운송업, 건설업, 철도운송업
등이 있다.

2003년 이후에도 저금리 기조에 의해 파이프라인 운송업, 석
유가스채굴업과 여타 광업 등과 같이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산
업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의
생산구조를 보다 심화시키는 반면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제호황
기에 나타나는 소비자의 과소비 현상을 보여주듯이 도매업을
비롯한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에서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학
파의 경기변동이론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이전의 기간 중에서 숙박업, 부동산업, 코크스 및 석
유정제업 등은 1990년대에는 뚜렷한 투자 확대나 축소를 보이
지 않다가 경기침체기에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한 저금리정
책에 의해 투자가 확대되었다. 이 산업들은 2007년 이전의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국제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세계적 공조로 다소
회복되는 듯 보이는 시기에 이들 산업의 투자활동에 어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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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2008년 이후 산업별 주가지수
를 투자의 대용변수로 삼아서 투자 추이를 가늠해 보고자 한
다.60)
그러나 2008년과 2009년 상반기 주가지수를 살펴보면, 전 산
업의 주가지수가 2008년에 월평균 3.6%씩 하락했고 2009년 상
반기에 월평균 2.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의 주가
지수는 2008년 동안 월평균 9.7% 하락했고 2009년 상반기에 월
평균 3.37% 상승 반전했다. 부동산업도 2008년 월평균 11% 씩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상반기에는 0.6% 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및 석유정제업의 경우에는

2008년 월평균 주가하락률이 전 산업 평균 하락률인 3.64% 보다
크게 낮은 1%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9년 상반기에 대부분의 주
가가 2008년 말과 비교하여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월평
균 1.5% 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를 투자의 대용변수로 삼는다면 주가의 지속적 하락은
투자의 지속적 감소를 의미하며 숙박업, 부동산업, 코크스 및
석유정제업과 같이 2000～2003년 기간의 저금리정책에 의해 투
자가 확대된 업종들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심화와 함께 과
거에 잘못 수행한 과잉투자를 청산하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오
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 대
응적 정책대안은 경기침체국면을 더욱 어렵고 길게 만들며 침

60) 63개 산업별 주가지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므로 NYSE에서 거래
되고 있는 기업별 월말 종가와 시가총액을 이용하여 산업별 주가지수를
저 자가 직접 계 산한 결 과를 보고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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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기간 동안 수행된 경기부양책은 또 다른 경기변동을 초래한
다는 지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3～2007년의
기간 동안 큰 폭의 투자 증가율을 보였던 산업들의 주가는 2008
년에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3～

2007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과오투자를 청산하는 과정이 진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 역시 오스트리아학
파의 경기변동이론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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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의 산업별･자산유형별 민간고정투자 추이: 1991～2003년
(단 위: %)
산

업

명

19 91～
19 95
설비

19 91～
19 95
건설

19 95～
20 00
설비

19 95～
20 00
건설

20 00～
2 003
설비

20 00～
2 003
건설

1

펀드신용 기타 금융업

7.37

8.21

32.36

3 .19

-29.87

-18.93

2

방송･통신업

12.56

1.00

22.22

12.26

-22.86

-15.13

3

기타 운송업･운송관련업

12.88

16.81

6.83

1 .33

-21.43

-32.88

4

파이프라인 운송업

12.10

14.45

5.28

17.05

-20.84

-1.75

5

섬유제조업

6.80

-0.49

-5.92

-16.47

-18.29

-27.94

6

가죽･봉제의류업

16.76

3.20

1.77

-13.12

-17.95

-23.11

7

컴퓨터전자제품 제조업

17.84

23.54

10.54

2 .86

-17.59

-32.76

8

제1차 금속산업

1.79

6.89

-2.71

-6.55

-13.57

-26.12

9

전기기기･전기주변장치제조업

9.73

13.43

0.69

-3.92

-12.61

-18.24

10 항공운송업

14.42

-10.02

18.92

37.22

-11.85

-16.79

11 석유･가스채굴업

5.93

-3.12

7.18

2 .60

-11.70

14.04

12 기계･장비제조업

14.18

17.69

15.28

2 .01

-10.81

-23.98

13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3.13

15.56

3.65

-9.08

-9.68

-11.62

14 목재업

15.46

19.78

-1.85

-8.59

-9.08

-23.03

15 영상･오디오 기록 및 제작업

7.40

13.41

-17.87

-11.39

-7.90

-25.65

16 고무･플라스틱제조업

9.55

9.09

2.65

-8.23

-7.86

-15.93

17 트럭운송업

25.77

26.20

-3.79

6 .43

-7.76

-56.90
-12.33

18 비금속광물 제조업

4.70

6.42

10.08

3 .53

-7.59

19 인쇄 및 관련업

1.07

-6.99

10.84

0 .59

-6.95

-8.47

20 증권･선물거래업

-5.55

-8.26

28.68

7 .14

-6.89

-22.80

21 제지업

-3.69

-2.85

-1.79

-8.50

-6.78

-8.46

22 임대업

31.51

11.50

26.71

14.92

-6.55

-8.57

23 기타 제조업

2.88

0.23

6.38

-4.64

-5.43

-13.90

24 가구, 관련 제조업

18.86

21.21

9.32

-2.56

-4.81

-20.28

25 여신 중개, 관련 산업

12.40

-0.99

16.71

10.89

-4.56

-10.54

26 화학제품제조업

5.32

0.76

2.94

0 .35

-4.21

-13.65

27 여객운송업

16.72

-5.90

22.72

-9.86

-3.79

-40.20

28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관련 산업

22.11

6.48

39.32

20.07

-3.61

-37.52

29 오락･겜블링･유흥업

16.14

21.40

15.38

19.01

-3.40

-28.58

30 건설업

29.19

-1.90

11.16

5 .19

-3.31

-45.08

31 식품･담배업

2.08

-4.83

0.27

-8.96

-3.12

-6.11

32 기타 서비스업

7.78

-0.03

5.94

7 .71

-2.44

-3.62

33 도매업

18.80

5.65

10.16

0 .74

-1.95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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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19 91～
19 95
설비

19 91～
19 95
건설

19 95～
20 00
설비

19 95～
20 00
건설

20 00～
2 003
설비

20 00～
2 003
건설

34 연방은행

67.73

34.66

18.96

13.52

-1.47

-18.26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98

-8.29

13.27

3 .22

-1.35

-6.65

36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19.36

13.78

-0.71

7 .85

-1.34

-11.11

37 철도운송업

14.61

6.35

-8.13

1 .84

-0.94

7 .93

38 광업(석유･가스 제외)

19.73

-0.81

-7.87

-1.29

-0.69

4 .30

39 예술･스포츠･박물관 관련 산업

12.02

12.17

16.12

15.47

-0.14

-4.75

40 전기가스업

2.25

-1.68

7.17

8 .49

0 .16

0 .61

41 소매업

10.51

6.97

8.56

2 .01

1 .10

-10.13

산

업

명

42 사회보장업

4.51

-0.95

15.92

5 .33

1 .32

-5.81

43 광업관련업

11.74

-11.50

2.88

2 .01

1 .54

-28.42

44 출판업(소프트웨어 포함)

-0.54

-5.82

12.91

9 .45

2 .12

-36.59

45 보험 및 관련 산업

19.40

-12.13

5.50

-6.98

2 .20

-26.16

46 농업

8.04

5.27

1.06

6 .53

4 .36

-2.30

47 행정 및 관련 산업

15.50

0.62

21.46

7 .64

5 .18

-8.10

48 정보서비스업

12.05

13.05

29.52

21.07

7 .54

-40.39

49 수상운송업

13.32

-31.01

8.22

33.07

7 .64

-8.79

50 음식업

8.60

1.71

6.66

-0.35

7 .72

-5.05

51 법률 서비스

9.27

-10.97

22.62

-2.88

8 .00

-11.75

52 임･어업

-5.66

19.97

-5.96

0 .23

9 .13

-15.08

53 숙박업

-2.18

2.17

3.57

-3.21

9 .21

-23.85

54 폐기물･재활용산업

-1.02

-10.42

-2.06

-1.43

10.09

-26.40

55 병원업

6.59

-1.63

12.12

5 .91

10.36

5 .32

56 부동산업

-9.03

-6.01

13.95

4 .47

10.69

-20.85

57 기타 전문･기술 서비스업

10.22

-2.33

24.29

9 .08

11.43

-8.83

58 코크스석유정제업

7.00

-5.40

-5.91

-4.62

11.90

10.90

59 교육산업

16.22

3.72

19.05

11.48

12.23

1 .01

60 간호 및 지역 간호시설

4.44

-2.39

11.04

3 .36

15.37

-11.29

61 건강관리 서비스업

-0.63

-7.18

8.75

-4.50

15.77

-5.81

62 기업경영업

6.38

-2.18

15.31

0 .57

19.91

-6.04

63 창고업

24.35

24.73

-1.28

9 .81

20.40

-38.95

11.00

3.84

9.16

3 .50

-2.02

-16.10

전체 평균

주: 투자는 연평균 증가율이고 2000～2003년 주가(stock price)는 월평균 증
가율 임.
자 료: 미 국경 제조 사국 (B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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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의 산업별･자산유형별 민간고정투자 추이: 2003～2007년
(단 위: %)
산

명

20 08년
주가

200 9년
주가

설 비

건 설

1 항공운송업

-7.5 9

-11.72

0.16

-2.52

1.66

2 가죽･봉제의류업

-4.4 0

9.26

0.97

-2.53

2.23

3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3.6 4

-8.99

1.34

-3.94

4.03

4 여객운송업

-1.5 3

56.64

-

-

-

5 간호 및 지역 간호시설

-1.1 0

0.85

3.77

-3.37

-2.33

6 기업경영업

-0.6 9

0.36

1.17

-2.60

0.03

7 섬유제조업

-0.6 4

6.77

0.00

-4.58

1.08

8 음식업

-0.0 1

-0.39

2.04

0 .42

0.89

9 보험 및 관련 산업

1.1 5

4.12

-0.5 7

-13.62

0.28

1 0 법률 서비스

1.1 7

23.75

1.19

0 .23

-2.09

1 1 오락･겜블링･유흥업

1.3 1

14.91

0.79

-4.46

5.02

1 2 가구, 관련제조업

1.4 2

5.37

0.11

-5.66

0.04

1 3 고무･플라스틱제조업

2.2 6

-1.68

0.72

-2.30

1.35

1 4 출판업(소프트웨어 포함)

2.3 0

2.47

0.42

-4.29

3.30

1 5 농업

2.9 3

-1.59

-

-

-

1 6 전기･가스업

3.0 2

-2.91

1.16

-2.39

-0.41

1 7 화학제품제조업

3.0 8

1.45

0.50

-1.14

-0.54

1 8 전기기기･전기주변장치제조업

3.2 1

1.69

1.21

-3.29

1.08

1 9 식품･담배업

3.4 2

1.18

0.82

-0.95

1.46

2 0 행정 및 관련 산업

3.8 0

-4.45

3.58

-5.45

5.05

2 1 교육산업

3.9 5

-1.21

0.70

-3.42

3.28

2 2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3.9 6

5.95

1.43

-3.19

-0.69

2 3 건강관리 서비스업

4.0 8

-2.40

0.02

-1.75

3.30

2 4 부동산업

4.3 6

13.07

1.37

-11.06

0.60

2 5 기타 서비스업

4.4 2

-8.58

1.70

-1.86

3.09

2 6 제지업

4.5 0

6.75

0.36

-2.51

-0.02

2 7 기타 전문･기술 서비스업

4.7 5

1.01

1.23

-1.83

1.68

2 8 컴퓨터･전자제품 제조업

4.8 5

-0.50

1.31

-0.02

3.75

2 9 조립금속제품제조업

4.9 1

-0.41

0.93

-2.77

2.25

3 0 인쇄 및 관련업

4.9 1

-6.63

0.72

-4.85

0.34

3 1 소매업

5.4 8

3.41

0.62

-1.36

1.79

3 2 수상운송업

5.5 6

65.65

1.14

-5.18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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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산

업

명

2 003 ～
200 7년
주가

20 08년
주가

200 9년
주가

설 비

건 설

3 3 임･어업

5.6 8

6.30

-

-

-

3 4 건설업

5.8 4

8.93

0.44

-1.81

2.93

3 5 임대업

6.1 4

0.63

1.34

-2.27

0.32

3 6 연방은행

6.3 0

3.87

-

-

-

3 7 병원업

6.8 2

2.62

0.81

-3.07

1.98

3 8 비금속광물 제조업

6.9 9

1.76

1.74

-4.55

4.15

3 9 철도운송업

7.2 2

10.00

-

-

-

4 0 영상･오디오 기록 및 제작업

7.4 1

6.97

0.65

-3.23

3.23

4 1 여신 중개･관련 산업

7.5 1

4.67

0.12

-3.73

3.36

4 2 예술･스포츠･박물관 관련 산업

7.5 3

-6.29

1.49

-2.10

0.44

4 3 기타 제조업

7.8 6

14.53

1.27

-2.71

1.92

4 4 기계･장비제조업

8.1 7

2.21

1.29

-5.38

2.36

4 5 정보서비스업

8.8 6

8.10

0.61

-1.47

1.76

4 6 폐기물･재활용산업

9.8 5

-3.31

0.36

-1.53

3.83

4 7 사회보장업

10.16

-1.43

-

-22.21

3 1.17

4 8 숙박업

11.00

36.23

1.94

-9.69

3.37

4 9 제1 차 금속산업

11.33

-0.53

1.73

-5.06

1.40

5 0 도매업

11.34

10.45

0.70

-2.08

0.86

5 1 목재업

11.95

15.10

0.82

1 .41

0.91

5 2 방송･통신업

12.29

4.77

0.66

-3.16

1.93

5 3 코크스･석유정제업

12.32

5.38

1.74

-1.07

-1.45

5 4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관련 산업

12.35

-4.54

1.23

-1.59

3.45

5 5 석유가스채굴업

14.53

11.76

2.06

-2.18

0.84

5 6 창고업

14.56

1.26

-

-

-

5 7 기타 운송업･운송관련업

15.40

0.61

0.31

-2.43

2.20

5 8 증권･선물거래업

16.47

9.13

2.31

-6.52

1 0.30

5 9 광업(석유･가스 제외)

17.38

26.93

1.34

-3.68

0.53

6 0 트럭운송업

18.25

28.57

0.99

-2.25

3.46

6 1 광업관련업

30.52

27.56

2.47

-5.49

4.66

6 2 파이프라인 운송업

34.61

11.39

0.01

-4.69

2.21

6 3 펀드･신용 기타 금융업

35.10

28.93

1.21

-2.75

0.58

7.2 5

7.08

1.08

-3.64

2.42

전체 평균

자 료 : U S 경 제조 사 국, 블룸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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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거시자료를 이용한
벡터오차수정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앞에서 살펴본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소
비자와 투자자의 시간선호도를 반영하지 않는 정부의 저금리정
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기호황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저금리정책에 의해 유발된 과오투자와 과소비를 청산
하는 경기불황(bust)이 수반된다. 이러한 과정을 실증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서 앞서 논의한 투자 추이 분석으로는 충분하지 않
기 때문에 정부의 금리정책이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벡
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으로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여기서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투자, 소비, 장단기 금리차이
사이의 장기 균형관계를 나타내 주는 공적분(cointegration)관계에
서 벗어나게 되면 단기 오차조정항을 통해 장기 균형관계로 복
원되는 과정을 미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의해 조성되는 인위적 경기
호황은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인위적 호황기에 수행된
잘못된 투자와 과소비를 청산해야만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 회
복될 수 있다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실증적으
로 검증한 연구결과로는 Mulligan(2006)이 있다. Mulligan(200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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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이자율의 관계를 분석하고 단기 조정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와 이자
율의 장기 균형관계가 단기적으로 깨어지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오차수정항을 통하여 단기 불균형관계가 장기 균형관계로 복원
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Mulligan(2006)의
한 가지 문제점은 장기 이자율에서 단기 이자율을 차감한 장단
기 금리차이를 이용하여 구축한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에 대한
소비의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의 추정결과가 96
개월 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
이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시간선호도를 반영하는 자연이자율에 변
화가 없는 경우 장단기 금리차이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부의 저
금리정책에 의해 단기 이자율이 낮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Mulligan (2006)에서 사용한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를 증가시
키는 원인은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의한 단기 이자율의 하락이
나 투자자와 소비자의 시간선호도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장단기 금리차이의 증가는 장기 이자율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더 낮아진 단기이자율에 의해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
호를 보내게 되어 정부의 시장개입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
았을 투자와 소비가 이루어진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저금리정책에 의해 투자
와 소비는 일정기간 동안 증가할 수 있으나 저금리정책이 시행
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잘못된 투자와 소비를 바로잡기 위한 경
기불황이 뒤따르게 된다고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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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Mulligan (2006)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
은 장단기 금리차이의 1기 충격에 의해 소비가 지속적으로 96
개월 이상 증가한다는 충격반응함수의 추정결과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명확히 설명해 주는 실증분석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Mulligan (2006)의 추정결과는 정부의 정책금리
인상에 의해 소비가 반대로 9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보다 큰
규모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기적 정부 정책금리
변화가 항구적 소비 증대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
부 정책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갖게 된 원인은 Mulligan(2006)이 소비에 미치는 정
책금리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투자를 함께 고려하지 않았기 때
문으로 보인다. 과잉투자의 버스트가 소비에 가져올 영향을 함
께 고려해야만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의 핵심은 단기 정책금리의
인하에 의해 투자와 소비가 모두 확대되지만 인위적으로 조장
된 호황기에 확대된 투자와 소비의 일부는 청산되어야 한다는
점이므로 일시적 단기 정책금리의 충격이 항구적 투자와 소비
의 확대를 가져올 수 없다. 또한 인위적 경기호황기에 낮은 시
장이자율은 투자회임기간이 멀고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수행
되지 않았을 프로젝트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나 이
러한 투자들이 최종적으로 생산한 재화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
작하거나 투자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함께 과소비를 해왔던 소
비자들이 투자회임기간이 긴 투자로부터 생산된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를 중단하거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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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설비투자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이 뒤따르게 된
다.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단기 정책금리의 변화가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Mulligan (2006)에
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투자를 분석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오스
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보다 강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모형의 설정과 통계자료 설명
모형의 설정
민간고정투자, 민간소비, 이자율의 장기 균형관계와 단기 조
정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세 변수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하고
자 한다. 이러한 벡터오차수정모형들은 모형에 포함되는 내생변
수들 사이에 장기 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의거한다.

Mulligan(2006)에서처럼 민간소비는 이자율의 함수이고 이 두 변
수 사이에 장기 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의거하여 민간
소비와 이자율의 두 변수로 형성된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와 이자율로 구성된 모형을 설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단기 정책금리
에 의해 초래되는 소비와 투자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 고정투자, 민간소비, 그리고 이자율 사이에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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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의해 세 번째 벡터오차수정모형
을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장기 균형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형에 포함된 변
수들이 단위근을 가지는 I(1) 변수들이어야 하며 이들 사이에 공
적분관계가 존재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자율은 단위근을 갖지
않고 안정적인 변수로 알려져 있다.61) 정부의 금리정책에 의해
변화하는 이자율의 변화를 포함하며 비안정적인(non-stationary) 변
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모형설정에 사용하고자 한다. 투자
자와 소비자의 시간선호도를 나타내는 자연이자율(natural interest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의 이자율과 정부의 단기

rate)에 가까운

정책금리 기조를 나타내는 연방기금 이자율 사이의 장단기 금리
차이를 이용하여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cumulative term spread;
CTS)를 다음의 식

(3.1)과 같이 구성한다.62)


(3.1)   

    
 







61)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의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법과 단위
근을 갖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의 KPSS 검정법으로 1954년 3분기 이후의
유효연방기금 이자율(effective federal fund rate)이나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 고정 이자율의 단위 근 검 정을 시행했다 . 두 검정 법 모두 연방 기금
이자율은 5%의 유의수준 에서 단위근을 갖지 않 는 안정적(stationary)인
변수로 나타났다.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의 고정이자율은 ADF 검정법의
경우 5%의 유의수준에서 단 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반면
KPSS 검정법의 경우 5%의 유의 수준에서 단위근을 갖지 않는다는 귀무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의 고정이자율
이 단위 근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지을 수 없다. 그러
나 많은 기존 문헌들은 이자율을 I(0)의 안정적인 변수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기존문헌을 반증할 명확한 검정결과도 없으므로 여기서도 이자율
변 수는 단위 근을 갖 지 않는 것으 로 간주 한다 .
62) 이러한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의 구성방법은 Mulligan(2006)에서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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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장기 국채 이자율과 단기 정책금리의 차이로
정의되는 장단기 금리차이이다. 이와 같이 정의된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는 장단기 금리차이와 같은 정보를 준다. 즉 단기 정책
금리의 인하는 장단기 금리차이를 확대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를 확대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에 따르면 장기 국채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단기 정책
금리의 인하는 장단기 금리차이를 확대하고 이는 일정기간 투
자와 소비를 확대하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추정식은 식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2)       
       
   














    
     
    


    

   

   

 

 







 

 





 

 




 
 



 

      





 

      



 


 
 



      

 

         



 

        



 

      



여기서  는 민간고정투자, 는 민간소비, 는 누적 장
단기 금리차이를 나타내며 는 단기 불균형 조정항, n은 공적
분 벡터의 수, p 는 시차변수의 수를 각각 나타낸다. 위의 식

(3.2)에서 세 변수 사이의 공적분관계로부터 추정된 전기의 오
차항  은 단기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그 추정계수는 장기
균형관계로 회복되는 속도인 단기 조정계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식 (3.2)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대상 세 변수 사이의
공적분관계를 추정해야 한다.

통계자료
분석대상 기간은 1954년 3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이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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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BEA (Bureau of Economic Agency)와 St. Louis 연방은행에서 제
공하고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미국 BEA 에서 발표하는 국민소
득계정(NIPA)의 실질 민간고정투자(private fixed investment) 지수와
실질 민간소비(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지수를 투자와 소
비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St. Louis 연방은행에서 제공하고 있
는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 고정이자율과 유효 연방기금 이자율
(effective federal fund rate)을 각각 장기 국채 이자율과 단기 정책

금리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자율의 경우 월별로 연간 이자율이 발표되고 있어서 이를

3개월 평균하여 분기별 연간 이자율로 전환한 후 다시 이를 분
기화하였다.63) 월별로 발표되는 연간 이자율의 3개월 평균이
 일 때 분기 이자율( )은 식(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년 만기 재무성 채권 이자율과 연방기금 이자율 사이의 차이가
식 (3.2)의  로 표시되는 장단기 금리차이인데 이는 단위근
을 갖지 않는 안정적 시계열이다. 이를 민간소비와 민간고정투
자와 함께 공적분관계가 형성할 수 있도록 식 (3.2)와 같이 비
안정적(nonstationary) 시계열인  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3.3)            

63) 여 기서 사 용하 는 방 식 은 Mulligan(2006)에 서 원 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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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결과
단위근 검정
식(3.2)에 포함되어 있는 3개의 변수들이 단위근을 갖는지
를 검정하기 위해서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법과 KPSS
(KiwatkowskiPhillipseSchmidtShin) 검정법을 사용한다. 두 가지

검정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위근 검정법마다 귀무가설을 어떻
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단위근 검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귀무가설을 가지고 있는 검정법들로 모
형에 포함되어 있는 시계열들이 단위근을 갖는지 여부를 보다
확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DF 검정법은 ‘ 시계열
이 단위근을 가짐’ 을 귀무가설로 설정하고 있으며 KPSS 검정법
은 ‘ 시계열이 단위근을 갖지 않음’ 을 귀무가설로 설정하고 있다.
서로 다른 귀무가설에 의해 해당 시계열이 단위근을 갖는지 여
부에 대해 동일한 검정결과를 갖게 된다면 보다 확정적인 검정
결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표 4>에 정리되어 있는 단위근 검정결과에 따르면 식 (3.2)
에 포함되어 있는 3개의 수준변수는 확정적 추세로 상수항을
가질 때 대부분 단위근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항을
포함하는 경우에 ADF 검정방법으로는 세 개의 수준변수가 단
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10%에서도 기각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추세항을 포함하여 ADF 검정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CTS 의 수준변수만을 제외하고 모두 단위근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 변수는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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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선을 포함하는 경우 10%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
하지만 5% 의 유의수준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KPSS 검정법을 적용한 경우에도 ADF 검정결과
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CTS 의 경우 I(2) 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귀무가설을 갖는 두 가지 검정법을 적용한 확정분
석(confirmatory analysis)의 결과에 따르면 민간고정투자와 민간소
비지출은 단위근을 갖는 I(1) 변수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변수의 경우에는 ADF 검정법은 단위근을 갖는
다는 검정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KPSS 검정법의 경우에는 I(2)
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5% 의
유의수준에서 식 (3.2)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이 대체적으로
단위근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단위근 검정결과

구분



 



ADF

KPSS

  

   

상수항

선형추세

상수항

선형추세

level

-1.30

-2.66

1.88*

0.08

1st difference

-7.75*

-7.80*

0.14

0.07

level

-1.36

-1.82

1.92*

0.26*

1st difference

-7.22*

-7.34*

0.28

0.05

level

-1.89

-3.15***

1.70*

0.15***

1st difference

-6.46*

-6.43*

0.58**

0.25**

주: *,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 5%, 1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을 의 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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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분 검정
앞에서 살펴본 세 개의 시계열이 단위근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 변수 사이의 장기 균형관계를 나타내 주는 공적분관계를 갖
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다.
<표 5> Johansen 공적분 검정결과
Rank

Trace test

Max-eigenvalue test

통계량

P-value

통계량

P-value

0

70.91

0.00

48.22

0.00

1

22.69

0.02

16.79

0.04

2

5.90

0.20

5.90

0.20

주: 확정추세로 상수항만 포함한 결과이며, 다른 확정추세항을 포함하는 경우
1개의 공 적분 관계가 존 재한 다는 귀무 가설 을 지 지하 는 것으로 나 타남.

< 표 5>에 나타나 있는 공적분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trace 검
정법과 max-eigenvalue 검정법 모두 5% 의 유의수준에서 두 개
의 공적분관계가 세 변수 사이에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지지
해 주고 있다. 공적분관계식의 확정추세(determinstic trend)에 대
한 가정을 달리하는 경우 1개의 공적분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
을 지지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세 개의
시계열 변수들 사이에는 최소 1개 최대 2개의 공적분관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개의 공적분관계를 가정하고 공적분 계수를 추정하
게 되면 2개의 공적분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
고정투자에 대해 민간소비와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를 회귀분석
하면 1개의 공적분관계식이 추정된다. 이 경우 민간고정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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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는 정의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여기서
검증하고자 하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맞는다면
민간고정투자는 단기 정책금리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 변수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정의관계는 민간소비지출과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에서
도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1개의 공적분관계식에서는 세 변수
사이의 정의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민간고정투자와 민간소비
사이에 정의관계가 성립되고 민간고정투자와 누적 장단기 금리
차이에서도 정의관계가 성립된다면 민간소비와 누적 장단기 금
리차이 사이에는 정의관계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여기
서 고려하고 있는 세 개의 시계열 사이에는 반드시 두 개의 공
적분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세 변수 사
이의 공적분관계는 2개까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2개의 공적
분 벡터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세 변수 중에서 두 변수에 대해 1
과 0으로 정규화(normalize)해야 한다. 따라서 세 개의 변수 중에
서 정규화되지 않은 나머지 1개의 변수에 대해서만 공적분 계
수를 추정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은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가
변화할 때 투자와 소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투자와 소비를 정규화 대상변수로 삼고 추정한 두 개
의 공적분 벡터는 < 표 6> 과 같다.

< 표 6>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는 민간
고정투자 및 소비지출과 정의관계가 있으며 추정계수는 1%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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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항을 추정식의 왼
쪽으로 이항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공적분 벡터는 단위근을 갖
는 시계열 변수들의 선형조합(linear combination)이 I(0)인 계
수들의 벡터이므로 통상적인 회귀분석의 추정계수와 반대의 부
호를 갖는다.
<표 6> 공적분 벡터 추정결과
구분

 

 

공적분 벡터 1

1

0

공적분 벡터 2

0

1


-1.13*
(0.17)
-0.92*
(0.12)

주 : 1) *는 통 계적 유 의수 준 1%에 서 유의 함을 나타 냄.
2) ( ) 안 의 숫자 는 표 준오 차임 .

(3)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추정결과
추정결과
식 (3.2)에서 설정한 세 변수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추정결과는

< 표 7>에서 찾을 수 있다.  의 공적분 추정계수는
-0.87과 -0.74로 <표 6>에 추정되어 있는 공적분 추정계수
보다 다소 작지만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1%의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의 증가는 실질
민간고정투자와 민간소비를 각각 0.87%와 0.74%씩 증가시키
는 장기 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단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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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금리 인하에 의해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가 1% 증가하면 투
자와 소비가 각각 0.87%와 0.74%씩 증가하는 장기 균형관계
가 이 세 변수들 사이에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VECM 추정결과: 1955년 2분기～2009년 2분기
공적분 벡터 추정결과
공적분 벡터 1

공적분 벡터 2

 

1

0



0

1

 

- 0.87 ( -9.83)

-0.74 (-10.87)

오차수정항 추정결과


 

 



-0.05 (-2.13)

0.01 (1.12)

-0.05 (-2.98)

 

0.04 (1.31)

-0.02 (-1.89)

0.08 (3.25)

  

0.41

0.27

0.83

  

20.01

11.09

135.32

주 : 1) 괄 호한 의 값은 t-통 계량 임.
2) 시차변수는 2기까지 포함하였으나 개별 시 차변수의 추정계 수는 관심
의 대 상이 아 니며 특 별한 시 사점 을 주지 않 으므 로 보고 하지 않 음.
3) 추정식에 포함한 시차의 선 택은 이후에 보고할 충격반응함수의 로우
버스트함과 Wald-type Lag Exclusion Test 결과에 따라 2기의 시차를
선 택했 음.

이러한 장기 균형관계에서 벗어나서 t-1기에 발생하는 단기
불균형은 오차수정항 추정계수들에 의해 균형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 0보다 크다는 것은 균형상
태의       보다   이 커서 단기 불균
형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기 불균형은   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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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수에 의해 조정되어 다시 균형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t-1기의 투자
가 균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다음 기의 투자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의해 소비자
와 투자자의 시간선호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제주체들에
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인위적 경기호황이 발생하고 단
기 과잉투자와 과소비 현상이 발생하면 다음 기의 투자와 소비
는 단기 불균형 조정과정을 거쳐 장기균형 상태로 하향조정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경제주체들이 과거의
잘못된 투자와 소비를 인식하면서 조정되기 시작하지만 정부의
금리인상으로 시장의 조정과정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키며 불황
을 초래한다. 투자의 단기 불균형 조정계수는 -0.05로 추정되
었고 5%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단기 불균형 조정계수인  의 추정계수도 10% 의 유
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0.02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단기 정책금리의 인하에 의해 확대된 장
단기 금리차이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키지만 균형수준을 벗어
나는 소비와 투자는 단기적 불균형 조정계수들에 의해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결
과는 정부가 단기금리를 인하한 이후 시장에서 발생하는 투자
와 소비의 확대로 인해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로 신용긴축정책
을 시작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투자와 소비의 축소
를 더욱 가속화하며 보다 급격한 경기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기호황과 불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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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은 정부의 통화정책에 의한 시장개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기 균형수준에서 벗어난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는
 와  에 의해 조정된다.  추정식에서   의 추정

계수는 음의 값을 갖는 반면에  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가
지며 두 추정계수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투자의 단기 불균형이 소비에 미치
는 영향과 소비의 단기 불균형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양
의 추정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함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시간선
호도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정책금리의 인하는 소비
와 투자를 확대하며 인위적 경기호황을 조장하고 이는 결과적
으로 인위적 호황기에 수행된 잘못된 투자와 과소비를 바로잡
기 위한 경기불황의 시기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
용긴축정책은 시장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정부의 통화정책이 개입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
며 경기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오
스트리아학파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경기변동의 이론적 원인진
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투자와 소비가 균형수준을 벗어난 경우 균형수준으로 되돌아가
려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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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의 확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
와 소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충격반응함수
(impulse response function)을 추정하고자 한다.
<그림 7>   의 Cholesky One S.D 증가에 대한
 와 의 반응함수

충격반응함수는 단기 정책금리 인하에 의해 확대된 장단기
금리차이가 t- 기에 1회 발생한 경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민간
고정투자와 민간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7> 은 이러한 민간고정투자와 민간소비지출의 충격반응함
수를 나타내고 있다. t분기에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가 1 s.d.만
큼 증가하면 투자는 t+8분기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t+8분기
에 0.026% 의 증가를 보인 이후 투자 증가율은 둔화되기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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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t+30분기 이후에 0.0068～0.0074%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
타난다. 소비의 경우에는 t+10분기의 0.0088%를 정점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며 t+36분기 이후 0.007% 수준의 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
단기 정책금리 인하에 의해 확대된 장단기 금리차이의 충격
에 의해 투자와 소비의 증가율은 10번째 분기를 전후하여 최대
수준에 달하고 투자와 소비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의 충격이 아닌 음의 충격의 경우는 지금까지 살펴
본 경우와 반대되는 양상의 충격반응함수를 가질 것으로 판단
된다. 즉, < 그림 7>에 나타나 있는 결과는 정부가 신용긴축의
일환으로 단기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와 투자는 빠르게 위
축되고 10번째 분기를 전후하여 소비와 투자의 감소세의 저점
을 통과한 후 감소세 둔화가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위
적으로 조성된 경기호황기에 확대된 투자와 소비가 경제 내에
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진행
되는 조정과정을 가속화하며 정부의 신용긴축정책은 반대 방향
의 경기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오스트리
아학파에서 주장하는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이 정부의 시장개입
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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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소결

앞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이론의 주된 결
론은 정부의 통화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도되어진 경기호황
에서는 투자자와 소비자의 시간선호율이 이자율에 제대로 반영
되지 않아서 고차재 산업에서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과소비에 의해 소비재산업에서도 과잉투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청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변동의 근원을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찾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함께 시도하였다. 미시적 접근으
로는 산업･자산유형별 투자 추이를 역사적 경기변동 기간을 전
후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산업에서 과잉투자가 발생하였는
지를 살펴보고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실증적으로
유용한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 일부 산업에 국
한되지 않고 경제 전체의 호황과 불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서는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민간고정투자, 민간소비지출, 장단기 금리차이 사이의 장기
균형관계에서 벗어나는 단기적 불균형이 장기 균형관계로 회복
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세 변수 벡터오차수정모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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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고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의 유용성을 확인
하였다.
산업･자산유형별 투자 추이 분석을 미국의 63개 산업별 비주
거용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같이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산업
들은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 시기에 대체적으로 투자확대
가 일어나고 뒤따르는 경기침체기에 잘못된 과잉투자의 청산과
정이 수반되는 공통적 양상을 찾을 수 있었다. 이론에서 언급하
고 있는 소비자의 과소비에 대응하여 소비재 관련 산업에서도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기에 투자 확대가 일어나고 뒤이어
청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소비재산업에 ‘ 과잉투자’ 가 일어난다는 명확한 표현은 하이에크,
미제스, 라스바드, 게리슨 등 어느 누구도 하지는 않았다. 그러
나 투자나 주가 통계자료에서는 소비재 관련 산업에서도 과잉
투자 현상과 청산과정이 관측되고 있어서 이는 향후 더욱 논의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산업에서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확대되고 침체
기에 투자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크
게 확대되지 않았거나 다소 축소된 산업들 중 일부 산업에서는
인위적 호황기에 수반되는 침체기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경기 대응적으로 시행하
는 추가적 저금리정책과 같은 경기부양책에 편승하여 투자를
확대하며 또 다른 경기변동의 씨앗으로 자라나는 산업들을 찾
아볼 수 있었다. 이상의 미시적 접근에 의한 분석결과는 현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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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경기변동은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의 실패가 아니
라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
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상
당부분 실증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미시적 분석결과가 특정 산업
또는 일부 산업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체의 부침
으로 파급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한 거시적 분석결과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4년 3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의 미국을 분석대상으로 하
는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거시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자
와 소비가 균형수준을 벗어난 경우 균형수준으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으며 단기 정책금리 인하에 의해 확대된 장단기 금리
차이의 충격에 의해 투자와 소비의 증가율은 충격발생 이후 10
번째 분기를 전후하여 투자와 소비증대 효과가 최대수준에 달
하고 이후에는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시적 분석결과는 정부가 신용긴축의 일환으로 단기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와 투자는 빠르게 위축되고 10번째
분기를 전후하여 소비와 투자의 감소세의 저점을 통과한 후 감
소세 둔화가 일어날 것을 시사한다. 이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
기호황기에 확대된 투자와 소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
어 정부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빠른 시장 청산과정을
거친 후 경제가 장기 균형수준에 도달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오스트리아학파에서 주장하는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이 정부의
이자율 간섭을 통한 시장개입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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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기변동이 근본적으로 정
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기인한다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
동이론은 하이에크와 미제스 이후에 소수의견으로 홀대받으며
주류경제학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
변동이론은 재평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은 경기
부양책으로 손쉽게 꺼내들 수 있는 통화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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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시사점과 결론

이번 경기변동이 직접적으로는 화폐공급의 증가에 의한 이자
율의 인위적인 하락과 제도적으로는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문
제점 때문에 발생했다. 1920년대의 대공황도 금본위제에 있었
다는 점만을 제외한다면 이번 경기변동과 큰 차이가 없는, 직접
적 원인과 제도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 그리고 화폐공급양의
결정과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만드는 일은 지금이나 그 당시
나 정부의 몫이다. 즉 이번 경기변동이나 대공황이나 모두 정부
의 정책실패에서 연유했다는 것이다.
두 시기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금이나 대공황 당시나 상당
수 경제전문가와 여론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장 등의 결함
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당연히 그들은 정부가 개입하여 시
장의 결함을 시정해 줄 것을 제안하거나 주장해 왔다. 이제 우
리는 지금까지의 이론과 실증분석을 토대로 현재의 위기 상황
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 또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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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체기의 정부 정책: 소극적 정책

‘버스트- 침체기’는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
한 회복의 시간이다. 그렇지만 침체기는 짧을수록 좋다. 침제기
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 또는 정부가 취해야
할 수단은 무엇인가? 침체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
법은 정부가 시장의 조정과정(market’s adjustment process)에 간섭
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거
의 모든 정부는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 개입 또는
간섭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어렵게 한다. 정부가 시장의 구조조정과정에 개입할수
록 침체를 악화시키고 영구화시킨다. 결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나 간섭은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문제점을 언제나
악화시킨다.
정부가 행하는 시장 간섭을 열거하면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하
지 말아야 할, 훌륭한 반침체(anti-depression)정책이 된다. 정부가
행하는 시장 간섭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64) 통화정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부가 확

64)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종 시장 간섭정책
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 행할 예 정으로 있 다. 그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초래할 폐해도 다음에서 논의하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이
절이 일반 이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현재 반침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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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적 통화정책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침체 이전보다 이자율
을 더 낮추어 통화량을 더 증가시키면 통화량 증가는 재화들의
가격하락을 방해한다. 그런 가격하락 억제는 구조조정을 연기하
고 침체를 더 길어지게 한다. 통화량 증가가 없을 때 비하면 그
렇다는 것이다. 통화량 증가에 의한 추가적인 신용팽창은 더 많
은 과오투자를 초래하고 이런 과오투자는 미래 언젠가 침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청산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더 높은 이
자율의 출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
위에 대하여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을 직접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민간은행에 대
하여 상당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은행의 신용
대출 행위에 쉽게 간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은행의
신용대출 행위에 간섭하면 정부는 정부에게 잘 보인 기업에게
대출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간은행의 자
금중개행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최대한 빨리 민영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민간은행의 신용축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위기가 도래하면 민간은행은 신용을 축소하고자 한다. 신용의
축소가 바로 다름 아닌 디플레이션이다. 은행은 자신이 파산함
으로써 사회 전체의 신용을 축소케 할 뿐 아니라 은행쇄도를 대

책 에 대 한 구체 적인 언 급은 생략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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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거나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자한 신용을 회수함으로써 신용
을 축소시킨다.65) 신용의 축소 또는 디플레이션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축한다.66) 정부가 민간은행
의 신용축소를 방해하는 것은 경기회복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킨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실업보조금
을 중단하는 것이다. 실업보조금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모든 실
업보조금은 실업을 영구화할 뿐 아니라 노동자가 일자리가 있
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실업보조금이 일할 인센티
브를 없앨 뿐 아니라 서둘러 일자리를 찾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
이다.
둘째,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유
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후버 대통령 시대에 기업
의 임금을 의도적으로 높게 유지하도록 정부가 강제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보다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면 재고가 쌓이게 되고 경제의 빠른 회복을 방해한다. 실
업보조금, 인턴제보조금,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제도는 인위적으
로 임금 하락을 억제하거나 임금의 상승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셋째,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고 그에 따라 저축을 억제하는 행
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적자재정의 편성 또는 증세 등이 좋은
예이다. 정부의 지출은 모두 소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재정

65) 은 행쇄 도와 관 련한 내 용은 다음 절 을 참 조
66) Hὔlsmann(2008b)은 디플레이션을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으
로 삼아 야 한다 는 제 안 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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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 만큼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그 만
큼 사회 전체의 ‘ 소비/투자’ 비율을 끌어올리고 그런 소비증가는
침체를 연장시킬 뿐이다. 서양에서 ‘ 푸드스탬프’ 를 지급하거나
각종 구제금 지급 프로그램은 소비를 촉진하고 그만큼 저축을
억제한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많다. 각종 보장성 지출도
여기에 해당한다. 심지어 일본은 이번 위기에 현금을 소비자에
게 직접 지불하기까지 했다. 소비 촉진과 그 결과 저축 억제는
침체를 악화시킨다는 사실과 그와 반대로 저축의 증가와 소비
의 감소만이 침체를 단축하는 길이라는 점을 앞에서 보았다.
요약하면 침체기간을 단축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가 시장
에 어떤 종류의 ‘ 개입’이나 ‘ 간섭’ 도 하지 않는 것이다. ‘ 확장적’
재정정책과 ‘ 확장적’ 통화정책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경기
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다음 경기변동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은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할

‘무능한’ 기업가를 생존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경제를 비효율적으
로 만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기업가는 다음 경기변동에
잘 대처할 수 없다. 지폐제도와 부분지급준비제도에서는 경기변
동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은 제도 자체에 내재된 것이라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침체기에 행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
에 소비자 전체의 효용은 후퇴한다. 침체기에 행하는 정부의 각
종 지원정책은 인기에 영합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정책
이 돕고자 하는 국민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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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체기의 정부 정책: 적극적 정책

앞에서 시장의 조정과정에 맡기는 것이 침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정부의 태도 또는 정책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 정책이라고 하겠다. 정부가 침체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없는가? 경기변동을 예
방 또는 방지하는 것이 침체를 겪고 난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변
동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제도를 고치는
일은 다음 절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제외
한 내용만을 다룬다.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정부는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정부
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세금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소득에 부
정적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 ‘ 저축/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다. 먼저 경제가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가정하자. 감세는 사회
전체의 ‘저축/소비’ 또는 ‘ 투자/소비’ 비율을 자동적으로 증가시
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시
간을 단축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사회의
시간선호를 하락하게 만들고, 그 결과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 저축/ 투자’를 증가하게 만든다. 경제가 침체
기에 진입해 있지 않다고 가정하자. 감세는 앞에서 제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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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제침체의 발생을 상당히 억제할 것이다. 감세는 또한 다른
건전한 경제행위를 자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보았듯이
일본은 1990년대 침체기에 감세는 조금하고 증세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일본을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적인 이유이다.
둘째, 현존하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도 침체기를 단축시키고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현실에서 많은 나라
의 정부가 엄청난 액수의 재정적자를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
다. 재정적자는 사실상 정부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다. 재정적자
의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는 조금
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재정적자는 새로운 화
폐를 발권하여 조달된다.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경기변동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
을 초래한다. 그 결과 국민은 재정적자로 인한 경기변동, 인플
레이션 등으로 그만큼 가난해진다. 그러므로 흔히 재정적자는
다음 세대에게 빚을 부담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인
플레이션과 경기변동으로 현 세대도 일정부분 빚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존재하
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거나 최대한 없애는 것이 경기침체
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이미 재정적자가 엄청난 규모일 때는 상당한 재정적자의 축소
도 외형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정부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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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건전한 경제행위를 억제하는
많은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그런 규제를 폐지함으
로써 건전한 경제활동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폐해를 줄여 경제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
다. 물론 여기에서 자본주의의 근간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와 규제는 자본주의에 맞게 손질되어 존속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경기변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은 정부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정부의 크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큰 정부가 경기변동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다음 절에서 논의할 제도적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를
크게 만드는 어떤 공공정책도 다음 경기변동을 초래하거나 경
기변동의 영향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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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개혁

화폐와 금융에 관한 한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우리가 어떤 정
책과 목표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
장한다. 화폐와 금융에 관한 정책과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틀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폐와
금융에 관한 규칙과 제도가 어떤 정책과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
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점이 이번 위기에서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에 대한
개혁 내용의 결론만을 자세한 설명 없이 나열하고자 한다. 자세
한 내용은 전용덕(2009b)을 참조하기 바란다. 첫째, 민간이 화폐
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것, 즉 화폐의 발권을 ‘ 자유시장’ 으
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화폐 발행을 자유시장으로 만들기 위
해서는 중앙은행을 폐지해야 한다.67)68) 셋째, 민간은행으로 하
67) 중앙은행의 기능은 각국마다 대동소이하다고 하겠다. 폐해도 역시 그러
하다. 그러므 로 주요 폐해만 을 다 루고자 한다. 중앙은행의 자세한 기능
에 대해 서는 전 용덕 (2007), pp.93- 101 참조
68)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중앙은행 제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났
는가 하는 질문 도 매우 의의 있 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는 19세
기 말에 서 20세기 초 상업은행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익집단의 이해를 돌보기 위하여 연방준비이사
회가 만들어진 것이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성립 동기와 과정은 Rothbard(1983, 1984, 1999) 참조,
영국의 중앙은 행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은행 (Bank of England)의 기원에
대 해서 는 Rothbard( 198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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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100% 지급준비를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금융시장에 가
해진 불필요한 규제와 잘못된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긴요하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화폐제도를 개혁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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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경기변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배분만이 아니다.
경기변동은 인간의 삶,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결코 과언
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경기변동 국면에서
발생하는 자원배분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불황, 특히 길고 혹독
한 불황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불황은 노숙자
와 가족 붕괴의 증가, 살인과 성범죄와 같은 잔혹한 범죄의 증가,
결혼과 출산의 감소, 이혼과 자살의 증가, 영아 유기의 증가 등
과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초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혼자 또는 가족 단위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불황은 테러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 표출 행위도 증가하게 만든다. 특히 불황이 장
기화되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1990년대 초부터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에서 테러가 점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불황의 골이 깊을수록 폭력적이
고 부도덕한 행위는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불황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경향도 감지되는 것 같다. 사기와 같은 범
죄가 증가하는 것도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불황의 정
도가 용인할 수 있는 극한 상황을 넘으면 국가 자체가 붕괴할 수
도 있다. 앞에서 나열한 현상을 총칭하여 ‘반문명화(decivilization)’
또는 ‘ 문명 파괴’라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변동이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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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 준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제도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변동의 영향으로부터 누구도 지구상에서는 도망쳐서 숨을
곳이 없다는 점과 개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제로섬게임인 머
니게임(money game)에 참여하는 것뿐이라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통화에 대한 간섭을 없애고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를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가? 다시 말하면 만약 화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정부의 간섭
이 없는 자유시장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경제에서는 경
기변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위기를 포함한 경기변동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에 의한 시장 간섭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
약 화폐･금융제도를 자유시장에 맞게 개혁하면 국가적 차원의
위기와 국제적 차원의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69) 그러나
경기변동이 아닌 경기변화는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앞에서 지적했다. 즉 국지적 차원의 혼란이나 불황, 그것도
아주 일시적인 불황이나 혼란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
면 경기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인간의 예측능
력의 한계, 자원의 부족 등으로 경기변화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경기변동의 반복과 문명파괴를 막고자
한다면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포함한 각종 반자본주의적 제도
를 시장원리 또는 자본주의와 일치하도록 개혁해야 한다.
69) 상품화폐제도에서 화폐공급의 증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경
기변동의 발생 여부와 그 정도 에 대해서 는 연구가 필요하다 . 분명한 것
은 만약 상품화폐제도에서 경기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기변동
은 지폐제도에서의 경기변동에 비해 아주 영향이 작고 매우 일시적일 것
이 라는 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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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화폐-거시경제학 관점에 의한 해석

여기에서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현대 ‘ 화폐-거시
경제학’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물론 경기변동이론의 주요 부
문만을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서술한 내용의 전부를 다
시 서술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Garrison(1996, 2004)
을 이용하여 경기변동을 설명하고자 한다.70)

Garrison(1996)은 자발적인 저축이 초래하는 호황을 ‘저축이
유도한 확장(savings-induced expansion)’으로 단순한 화폐공급 증가
또는 신용 증가에 의해 유도된 확장을 ‘ 신용이 유도한 확장
(credit-induced expansion)’ 으로 명명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의 구

분을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물론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학
파의 경기변동이론의 요점만을 현대적인 화폐-거시경제 총량 개
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부도 1>은 저축이 유도한 확장, < 부도 2> 는 신용이 유도한
확장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두 그림에 공통되는 것을 한꺼번에
설명한다. 두 그림 모두에서 수평축은 대부가능자금(loanable
fund)을, 수직축은 이자율을 나타낸다. 대부가능자금에 대한 수

요와 공급은 대부시장의 균형을 가져온다. 이때 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이자율은 i이고 소득에서 저축된 액수와 투자목적으로
빌려오는 액수는 A 이다. 물론 최초의 균형점은 정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율 i는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키는 자
연이자율이다.

70) 라스바드와 게리슨은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
다 . 두 연 구자 의 차 이에 대 해서 는 전용 덕(2009b)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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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저축이 유도한 확장

<부도 2> 신용이 유도한 확장

자료: Garrison(1996), p.113에서 인용 자료: Garrison(1996), p.113에서 인용

이제 <부도 1>에서 개인들의 시간선호가 ‘ 자발적으로’ 낮아져
서 저축의 증가, 즉 대부자금의 공급이 증가한다고 하자. 공급
곡선은 S에서 S'으로 이동한다. 개인들의 시간선호가 낮아진다
는 것은 더 미래지향적이 된다는 것, 즉 예전보다 사람들이 현
재 소비보다는 미래 소비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자
금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균형이자율은 i에서 i' 으로 하락한
다. 이러한 이자율 하락은 기업가로 하여금 과거에는 이윤이 나
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던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저축과 투자가 AB 만큼
증가한다. 저축이 유도한 이자율의 하락은 현재의 소비보다는
투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가는 경제의 생산
능력(productive capacity)을 증가시키고 진정한 경제성장을 초래한
다. 요컨대 시간선호의 하락에 의한 저축의 증가가 초래하는 붐
은 지속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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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2> 는 중앙은행에 의한 신용팽창의 영향을 보여준다.
대부자금 공급곡선은 S 에서 ‘S+ △M’ 으로 이동한다. △M이 중앙
은행이 경제에 주입한 신용의 양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예전
보다 더 절약적이 되었다거나 미래지향적이 되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설명의 편의
상 저축의 순증(net increase)은 없다고 가정한다. 시장균형 이자
율은 i에서 i'으로 하락하고 그에 따라 기업가들은 AB 만큼 투자
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자율의 하락은 진정한 저축을 AC 만큼
감소하게 만든다. 인위적인 이자율 하락은 저축의 하락, 즉 소
비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다. 생산요소의 소유자들은
투자의 증가로 인한 소득의 증가를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시간선호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용
팽창은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고 저축과 투자를 분리
하게 만든다. 새로운 저축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이 대부이자율
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인위적인 붐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인위
적으로 만들어진 붐은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필연적으로 버스트가 뒤따른다. 그 결과 투자는 낮아진 저
축 수준으로 다시 낮아진다. 투자와 저축의 차이, 즉 CB가 저축
의 뒷받침이 없는 투자로서 과오투자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이자율은 투자의 총량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배분의 시제 간 패턴을 결정한다. 저축의 증가는 미래의 소
비를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로 이전하게 만든다. 저축이 유도
한 이자율 하락은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더 큰 자본에 투자하도
록 유도하고 저차재보다는 고차재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소비

부 록

133

의 시제 간 선호의 변화에 맞춰 생산물을 가까운 미래(near future)
에서 먼 미래(remote future)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자본구조 내에
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화폐공급의 증가도 앞에서 설명한 자본의 이동을 유도한다.
그러나 신용 확장이 유도한 이자율 하락은 시제 간 투자패턴과
시제 간 소비 선호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시간선호, 즉 저축 선
호(savings preferences)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가들이 생산
물을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로 이동시킨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제 노동자, 토지소유자 등과 같은 생산요소들의 소비패
턴과 기업가들의 생산결정은 충돌한다. 저축과 소비패턴의 시제
간 불일치는 종국적으로는 버스트를 유발한다. 여기에서 버스트
는 지속불가능한 붐을 자동조정하는 과정이다.
이제 Garrison (2004)을 이용하여 좀 더 정밀한 경기변동 과정
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차이를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의 발
전에 있어서 주요한 분석적인 디딤돌은 하이에키언 삼각형
(Hayekian triangle)이다.71)

< 부도 3>에서 왼쪽 상단의 그림은 하

이에키언 삼각형을 보여준다. 이 삼각형은 이자율의 변화가 자
원의 시제 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하여 고안된 것
이다. 하이에키언 삼각형의 밑변은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생산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의 왼쪽은 철광석과 같은 광업을, 오른쪽
은 도소매업을, 중간과정은 각종 부품제조와 제조업을 나타낸
71) Garrison(2004)에 의하면, 하이에키언 삼각형은 하이에크가 1931년 런던
경제 학부(London S chool of Economics)의 강 의에서 사용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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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업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생산시간이 길어지면 생산단계
의 수, 그림에서는 막대기의 수가 증가한다. 그림의 수직축은
각 생산단계에서의 생산물의 크기를 보여준다. 생산과정의 오른
쪽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추가되고 최종단계는 최종소비재로
서의 생산물이다. 하이에키언 삼각형은 경제 내의 소비 가능한
생산물(consumable output)과 그 생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생산
과정에 있어서 시간 차원 간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준
다. 이 관계는 시제 간 선호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중앙은행의 화폐공급의 증가에 의해서도 변화가 유도될
수 있다.
저축이 유도한 이자율 하락은 기업가로 하여금 생산과정의
초기단계(early-stage)에 투자하도록 이끈다. 이때 자원이 후기단
계(late-stage)에서 초기단계로 이동하게 되는 데, 그런 이동은 최
종소비 수요의 감소로 인한 효과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자본이
재배치되는 동안에는 최종단계의 막대의 길이는 짧아지고 생산
과정의 길이는 길어진다. 초기단계의 막대의 길이는 길어지거나
새로운 막대가 추가된다. 투자 증가의 궁극적인 효과는 조만간
생산과정에 따라 소비 가능 생산물을 증가하게 만든다. 시장은
현재의 소비수요 감소와 이자율 하락에 직면한 기업가로 하여
금 그런 변화된 시제 간 선호(intertemporal preferences)와 일치하
게 투자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에 의해 유도
된 화폐공급의 증가는 시제 간 선호와 일치하지 않는 자본의 배
분을 초래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한다.
화폐공급의 증가 또는 신용팽창에 의해 유도된 투자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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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노동자들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소유자들은 소득이 늘
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자율의 인위적인 하락은 요소 소유자들
로 하여금 신용팽창이 있기 이전의 소비 수준보다 더 높은 소비
를 하도록 유도한다. 통화정책에 의해 유도된 이자율 하락과 연
계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미제스는 과소비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지적했다.

<부도 3>에서 오른쪽 상단은 생산가능성곡선(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s, PPF), 오른쪽 하단은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보여준

다. A 는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경우에 대부자금시장을 청산하는
시장이자율에서의 저축과 투자가 동일해지는 상태를 보여준다.

E 가 A 에 상응하는 PPF 상에서의 점으로서 완전고용 상태에 있
는 경제를 나타낸다. 화폐공급을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
는가? 대부자금은 S에서 S'으로 이동하고 이자율은 ieg에서 i' 으
로 하락하게 된다. 그 결과 저축자는 B 에서 저축하고 투자자는

C 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가 저축보다 많아진다. 저축이 감
소한 상태인 B 는 PPF에서는 소비가 증가한 F 로 나타난다. 투자
의 증가는 PPF에서는 소비가 감소한 G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
시적인 안착점은 F와 G 가 만나는 지점인 H 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화살표처럼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것은 Strigl(2000)의 설명에 의하면
현존하는 자본을 “ 사용은 많이 하고 유지와 관리는 낮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 쪽에서는 오버타임(overtime) 등과 같은
방법으로 노동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하이에키언 삼각형에서는 초기단계의 생산에는 과오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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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기단계의 생산에는 과소비가 일어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원은 양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자원은 중간단계의
생산에서 이동한 것이다. 이것은 하이에키언 삼각형에서 이중왜
곡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Cochran(2001)은 그것을 생산구조들
의 결투(dueling production structures)라고 명명했다.
<부도 3> 신용팽창의 동학

자 료: Garrison( 2004), p.338에서 인용

< 부도 4> 는 경기변동의 변화과정을 자세히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수평 방향의 화살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은 과잉투
자를 의미하고 왼쪽으로 향하는 것은 청산을 의미한다. 수직 방
향의 화살이 위로 향하면 과소비를 의미하고, 아래로 향하면 강
요된 저축을 의미한다. 1번에서는 과잉투자와 과소비가 동시에
진행된다. PPF 를 약간 상회하는 지점에서 중간단계의 생산구조
로부터 초기단계로 자원이 계속적으로 이동하여 과잉투자가 일
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중간단계에서 소비 가능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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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량을 감소하게 만든다. 2번에서는 과소비는 극대에 달하지
만 과잉투자는 여전히 계속된다. 왜냐하면 1번에서 재화의 물량
이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번에서 소비 가능한 재화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진행 중인 투자는 절정에 도달한
다. 소비자는 이전 단계의 과소비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
는 일을 강요받는다. 소위 하이에크가 말하는 강요된 저축
(forced saving)이 발생한다. 이때 강요된 저축은 미제스의 과소비

와 조상이 같은 것이다.72) 자금 수요자 간의 경쟁으로 이자율은
상승하고 그 결과 붐은 주춤거리기 시작한다. 소비자는 과소비
로 인한 압박을 받는다. 4번에서 과잉투자는 절정에 달한다. 5
번에서 여전히 소비자는 소비의 절약을 압박당하는 국면이고
기업 쪽에서는 청산이 시작된다. 이제 자원은 초기단계에서
후기단계로 이동한다. 6번, 7번, 8번은 2차적인 침체(secondary
depression) 또는

2차적인 디플레이션(secondary deflation)이라 부르

는 국면으로 이미 이 단계는 PPF가 이전보다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이다. 이때는 소비와 투자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단계이
다. 이 국면은 침체가 침체를 낳는 상황이다. 비관주의 전망이
상황을 더 나쁜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국제 지폐제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국제 지폐제도에서 미국과 같이 국제 지폐 발행국인가, 한국처
럼 국제 지폐 피발행국인가에 따라 PPF 의 움직임은 영향을 받
을 것이다. 더 정확히 국제 지폐 발행국과 피발행국이 얼마나

72) Ga rrison(2004), p.347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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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의 경상수지 적자와 흑자를 부담하느냐에 따라 PPF 는
그 만큼 이동할 것이다. 이 점은 <부도 3> 과 < 부도 4>의 문제
점이라고 여겨진다.73)
<부도 4> 숫자로 본 붐과 버스트

자료 : Garrison( 2004) , p.340 인용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금까
지의 설명은 순수한 저축이 없는 상태, 즉 성장이 없는 상태를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순수한 저축과 그에 따른 성
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현실에서 볼 수 있는
투자의 일부는 진정한 저축에 나온 것으로 PPF는 그만큼 바깥
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소비의 감소는 소비의 증가율이 감소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원배분의 잘못으로 인한 실질적인
73) 이 점 에 대 한 자세 한 설명 은 전 용덕 (2009b)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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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로 경제는 초기의 균형점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다. 그
것은 PPF 가 안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진정한
저축이 있다면, 그렇게 하여 경제가 성장한다면 PPF는 원래 기
대했던 것보다는 더 적게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제 Garrison (2004)의 결론을 직접 들어본다. “즉 생산의 초
기단계들에서 소득을 버는 일과 소비 가능 재화에 그 소득을 지
출하는 것에는 시차가 거의 없거나 없는 반면에 PPF를 넘어서
서는 소득을 버는 일과 쓰는 일에는 시차의 여지가 있다. 즉 지
속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서는 (일시적으 로) 생산물이 증가할 여
지가 있다. 이러한 점은 미제스가 말한 과소비와 과오투자가 하
이에크가 말하는 강요된 저축보다 더 잘 일치한다는 것이다.”74)
그러나 미제스는 과오투자를 인정하지만 과잉투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 게리슨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더 일
반적인 과잉투자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 무한정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의 고용은 거의 모든 생산단계에서 생산
능력의 확장을 허용한다. (중략) 그러나 과잉투자의 가능성을 고
려하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모든 단계에서 생산
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생산의 중
간 단계에 비해 초기단계와 후기단계에서 생산물이 더 빨리 증
가하는 것이다.” 75) 미제스의 과오투자는 진(眞)이지만 과잉투자
가 없다는 설명은 문제가 있다고 게리슨은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점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74) Ga rrison(2004), p.344 인 용
75) Ga rrison(2004), p.345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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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 신용팽창에 의해 움
직여진 시장의 힘은 처음에는 생산요소 소유자들로 하여금 신
용팽창이 없었다면 했을 소비보다 더 많이 소비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신용팽창이 없었다면 할 수 있는 소비보다 더 적게
소비하도록 만든다. 과소비와 강요된 저축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미제스가 사용한 과소비와 전적으로 일
치하고 그가 여러 번 사용한 강요된 저축이라는 용어와 전적으
로 일치한다. 과소비와 비록 미제스가 부인한 것이지만 이에 상
응하는 과잉투자는 신용에 의해 유도된 붐의 본질에 대한 완전
한 이해와 일치한다.” 76)
여기에서 앞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더 추가하기로
한다.77) “ 새롭게 창출된 화폐의 소비는 한꺼번에 또는 어떤 무
작위한 방법으로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가장 먼
저 그 돈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 이자율이라는 것이 신
용시장을 청산하는 가격이고 자본의 배분을 결정짓는 가격이다.
(중 략)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자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더

먼 미래의 소비재들의 생산을 도와주는 자본재의 창출과 사용
을 자극한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쓰일 소비재의 생산을
도와줄 생산재의 생산을 희생하고서 말이다. 그러나 저차의 자
본재 생산에서 쓰이는 자원을 회수하여 고차의 자본재의 생산
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자원이 그 반대로 움
직이게 된다[Mises(1953, p.363)]. 즉 자본재시장에서의 화폐로 유
76) Ga rrison(2004), p.347 인 용
77) 이 문단을 포함하여 아래의 네 문단 내용은 Garrison(1989)을 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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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된 재구성(restructuring)은 소비자 수요와 자원 이용가능성의 시
제 간 불일치를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만든다. 시장과정은 스스
로 역전(self-reversing)한다.” 78)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다른 이론, 예를 들어 케인
스경제학, 통화주의 뿐 아니라 통화주의를 계승했다고 여겨지는
신고전주의자 등과의 차이는 자본이론이다. 세 학파의 공통점은
자본이론이 전혀 없거나 자본이론이 화폐이론과 잘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간선호와 이자율은 자본의 시제 간 자원
배분의 연결고리로써 시제 간 자본의 배분을 조정하는 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 다르게 말하면 오스트리안의 자본이론은 시
제 간 조정이론(theory of intertemporal coordination)에 해당한다. 오
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시제 간 부조정이론(theory of
intertemporal discoordination)에 해당한다.

Garrison(1989)은 자본이

론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결론내리고 있다. “ 그리고 좀 더 넓
게 말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은 경제학 전문가에게 자본이론을 거시경제학에 다시 갖다놓
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79)
게리슨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
동이론은 붐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그
것이 침체 그 자체에 대한 이론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는 “ 리
플레이션, 화폐 가치절하, 채무 구조조정, 자본통제 등이 모두
일어나거나 일부만 일어나는 단계인 침체 과정과 회복 과정은
78) Ga rrison(1989), p.11 인 용
79) Ga rrison(1989), p.24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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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제의 개별적인 에피소드로서 독특하다” 라고 적고 있다.80)
게리슨의 지적과 앞에서 설명한 경기변동의 2차적 특징은 모순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변동의

2차적 특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다.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기간이 경우에 따라서 다를 뿐으로
여겨진다. 게리슨이 앞에서 지적한 점은 침체기간이 길어지면
서 2차적 특징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영
향을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양상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경기변동의 2차적 특징과 게리슨의 주장은 결코 상호
모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점도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80) Ga rrison(2001) p.120, Powell( 2002) , p.44에 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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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vernment Failure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Jeon, Yoong-Deok and Hag-Soo Kim

In this paper, the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ABCT) is
examined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 addition, we
also confirm the economic wisdom that the boom and bust
cycle is caused by government failure. The ABCT in a nutshell
asserts that the boom and bust cycle occurs as the
government keeps the interest rate below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by increasing money supply. As the interest rate is
distorted by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both
mal-investment and over-consumption are caused. In orther
words, government intervention by adjusting interest rate will
result in the dis-coordination of inter-temporal resource allocation.
The austrian school classifies a business cycle into three
stages. The first is a boom which occurs when mal-investment and
over-consumption occurr in almost all sectors. The mal-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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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es both overinvestment in some industries and
underinvestment in other industries. In the business world,
overinvestment tends to happen in higher order production
industries, such as capital goods industries, while underinvestment
tends to happen in consumable goods industries. In this boom
period, overall production factor income goes up since demand
for production factors goes up in higher order production
industries. As a result, the increased income causes the increase
in consumption. In addition, asset prices for stock and real
estate increase.
Such an artificial boom is not sustainable in the long run
and eventually initiates a stage of crisis as some firms realize
that their investments are no longer profitable. In this second
stage, asset prices start to fall and structural reform of capital
goods is required moving resources from over-invested
industries to under-invested industries. This happens because
consumers do not have enough savings to purchase new
products that those higher order product industries deliver to
markets. Therefore, it is implied that the crisis is caused by
the over-consumption, not under-consumption. Eventually
many industries and firms suffer from the bankruptcy, lay-offs,
structural reforms, M&A, and such. The stage of depression
arrives with frictional unemployment of labor and capital as a
distinctive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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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isis and depression stages and often referred together
as the bust period. However, a business cycle does not end
with the 3-stage mentioned above. There are several emerging
secondary symptoms of economic depression that can be
characterized by the deflation as a result of the bank’s credit
crunch and the increase in money demand. Monetary
disturbances due to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have
the characteristic of self reversing via depression and deflation.
A bust is a necessary and unavoidable process of market
adjustment toward recovery. If governments implement
policies to intervene with the free market in order to
overcome a coming bust, those policies will prolong the
period of the bust and become the seeds of new business
cycle. Specially,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during a
bust is so-called reflation policy that will cause inflation again.
Therefore, the best policy against busts would be to do
nothing and let the market process adjust the mal-investment
and overconsumption that occurred in the last boom. The
institutional cause of a business cycle would be that there are
too many unnecessary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s, or
that those regulations are anti-market and the money market is
monopolized by government.
In order to find some empirical evidence for the ABCT, we
employ both a micro-approach and a macro-approach. In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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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approach, US 63-industry level investment trends over
the period of 1991～2007 are examined. Along with this, we
construct industrial stock price indices for the same 63
industries using the stock prices of individual firms that are
traded in the New York Stock Exchanges to see if the bust
process after the year 2007 was as the ABCT asserts. We also
analyze with the macro-approach, a 3-variabl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o see if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causes an economic boom and bust cycle.
Findings from the micro approa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higher order production industries
invest more than the overall average during the artificial boom
induced by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ies and the
unsustainable overinvestment seems to be cleared during the
bust. This coincides with what the ABCT asserts. Second, the
industries producing consumption goods show the trends of
overinvestment during the artificial boom and reduce their
investments drastically during the following bust. In theory,
there is no mention that there would be overinvestment in the
lower-order production industries and it would be cleared
during the bust. Rothbard clearly asserts that the lower-order
production industries will suffer from the lack of investment
while the higher-order production industries will have
overinvestment. However, Garrison (2004) did not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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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over-investment in lower
order production industries such as consumption goods
industries even if he says that more resources are moving into
the consumption goods industries. The second point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in further theoretical studies. Lastly, it is
not always true for all industries that their investments
increase during the artificial boom and decrease during the
bust. However, there are some industries taking advantage of
low interest rate as the results of government policies as
counter measures against the economic down turn following
the unsustainable boom, which might cause a next boom and
bust cycle.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3-variable VECM using the
aggregate data from 1954 Q3～2009 Q2 imply that the
policy-induced overinvestment and overconsumption are not
sustainable in the long-run and a bust to correct the short-run
disequilibrium is following, which is the main argument of the
ABCT. According to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the
investment and consumption increase very fast until around
t+10 quarters when the shock of lowering short-term interest
rate is given in t. Then the economic boom induced by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will not be lasting permanently
and the increasing rate of investment and consumption start to
decrease about 10 periods later, which also support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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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T.
Even if there are many possible caus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urrently it seems that the inability of the free
market system and the greedy financial sectors are accused of
the main causes. However, the ABCT and supporting
empirical evidence point out that the government failures are
the cause of the economic crisis. It is also implied from the
empirical results that the policies currently implemented will
cause another huge bus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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