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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을 이론적으로 고찰할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다. 이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은 모든 경기변동이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
패 때문에 연유한다는 경제학적 지혜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오스트
리아 학파 경기변동 이론의 핵심은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시장 이자율
을 자유시장(free market)에서 결정되는 이자율, 즉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보다 낮게 규제하면 붐과 버스트로 이어지는 경기변동이 발생한
다는 것이다. 통화량 증가에 의해 이자율이 왜곡된 결과, 생산자는 과오투자
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과소비를 하게 된다. 요컨대 정부가 자본의 대가인
이자율을 조작하면 자본시장에서 시제간 자원배분에 부조정(discoordation)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경기변동을 세 단계로 구분 한다. 먼저 경제 내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과오투자(mal-investment)와 과소비(overconsumption)가 이루
어지는 붐(boom)시기가 있다. 여기에서 과오투자란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상업 세계(business world)에서, 과잉투자는 자본재 산업에서
과소투자는 소비재 산업에서 발생한다. 이 시기에 모든 산업에 고용된 생산
요소들의 소득이 증가한다. 과잉투자된 산업에서는 생산요소들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과소투자된 산업에서는 생산요소들이 과잉투자된 산업으로 이
동하기 때문에 모든 산업의 생산요소들의 소득이 증가한다. 그 결과 소비자
쪽에서는 과소비가 발생한다. 과소비는 거의 전 산업에서 인플레이션의 발생
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또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에서
큰 붐이 발생한다.
그러나 붐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이제 상당수 기업이 자신들의 투자
가 이윤이 나지 않고 그 결과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위기
(crisis) 국면이 도래한다. 국제 금융위기로 표현되는 상황은 이 국면의 일부
를 지칭한다. 위기 국면에서부터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가격이 거의

동시에 하락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폭락한다. 과잉투자된 부문에서 재화는
과잉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재화의 가격 하락과 잘못 투자된 기계 등과 같은
자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붐 시기의 과소비로
인하여 과잉 생산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저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기 또는 침체가 발생하는 것은 과소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
소비’ 또는 ‘과소저축’ 때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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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한다.
위기 국면과 침체 국면을 통합하여 버스트(bust) 시기라고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붐과 버스트 과정만으로 경기변동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경기침체의 2차 특징이 나타난다. 그 특징은 화폐수요에 대한 증가와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축소에 의해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이다. 요컨대 통화팽
창으로 인한 화폐적 혼란(monetary disturbances)은 침체와 디플레이션 등을
통해 스스로 역전하는(self-reversing)하는 특징을 가진다.
버스트는 회복으로 가는 단계이자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시장 조정 과정이
다. 만약 버스트나 침체를 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각종 시장 간섭 정책을 시
행하면 그런 정책은 침체를 지연시키거나 다음 경기변동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특히 확장적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하는 정책, 즉 리
플레이션(reflation) 정책이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시장
의 조정 과정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간섭 정책이 반
복적인 경기변동의 원인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변동이 여러 나라에서
시차를 두고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이다. 경기변동의 제도적 원인으로는
정부가 화폐시장을 독점하고 금융시장을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규제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기변동의 근원을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찾고 있는 오스트리아 학
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
근을 함께 시도하였다. 미시적 접근으로는 산업별․자산유형별 투자 추이를
역사적 경기변동 기간을 전후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산업에서 과잉투자
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실증적으로
유용한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 일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체의 호황과 불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거시 총량 지표를 이
용한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간고정투자, 민간소비지출, 장단
기 금리차이 사이의 장기균형관계에서 벗어나는 단기적 불균형이 장기균형
관계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3변수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하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산업별․자산유형별 투자 추이 분석을 미국의 63개 산업별 비주거용 설비
투자 및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같이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산업들은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
시기에 대체적으로 투자확대가 일어나고 뒤따르는 경기 침체시기에 잘못된
과잉투자의 청산과정이 수반되는 공통적 양상을 찾을 수 있었다.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비자의 과소비에 대응하여 소비재 관련 산업에서도 인위적
으로 조장된 경기호황기에 투자 확대가 일어나고 뒤이어 청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소비재 산업에 ‘과잉투자’가
일어난다는 명확한 표현은 하이에크, 미제스, 로스바드, 개리슨 등 어느 누구
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투자나 주가 통계자료에서는 소비재 관련 산업에
서도 과잉투자 현상과 청산과정이 관측되고 있어서 이는 향후 더욱 논의되
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산업에서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확
대되고 침체기에 투자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크
게 확대되지 않았거나 다소 축소된 산업들 중 일부 산업에서는 인위적 호황
기를 뒤따르는 침체기에 투자를 확대하는 일부 산업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경기 대응적으로 시행하는 추가적 저금리정책과 같은
경기부양책에 편승하여 투자를 확대하며 또 다른 경기변동의 씨앗으로 자라
나는 산업들로 판단된다.
이러한 미시적 분석결과가 특정 산업 또는 일부 산업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체의 부침으로 파급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한 거시적
분석결과도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4년 3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의 미국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벡터오차
수정모형을 이용한 거시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자와 소비가 균형수준을 벗
어난 경우 균형수준으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으며 단기 정책 금리 인하
에 의해 확대된 장단기 금리차이의 충격에 의해 투자와 소비의 증가율은 충
격발생 이후 열 번째 분기를 전후하여 투자(8분기)와 소비(10분기) 증대 효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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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세 둔화가 일어날 것을 시사한다. 이
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기호황기에 확대된 투자와 소비가 지속가능하지 않
다고 판단되어 정부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빠른 시장청산과정을 거
친 후 경제가 장기균형수준에 도달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오스트리아 학파
에서 주장하는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이 정부의 이자율 간섭을 통한 시장개

입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기변동이 근본적으로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기인한다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은 하이에크와 미제
스 이후에 소수의견으로 홀대받으며 주류경제학계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재평가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
들은 경기부양책으로 손쉽게 꺼내 들 수 있는 통화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
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Cause of Economic Crisis: Government Failure
Yoong-Deok Jeon(Daegu Univ., Professor)
Hag-S oo Kim(KERI, Research Fellow)
<Summary>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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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nment keeps interest rate below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by increasing
money supply. As the interest rate is distorted by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malinvestment and over consumption are caused. That is, government intervention by adjusting
interest rate will result in the dis-coordination of inter-temporal resource allocation.
Austrian school classifies a business cycle into three stages. The first one is boom when
mal-investment and overconsumption are occurred in almost all sectors. The mal-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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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sset prices for stock and real
estate increase.
Such an artificial Boom is not sustainable in the long run and changes to the stage of crisis
as some firms star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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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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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ead of
under-consumption. Then many industries and firms suffer from the bankruptcy, lay-offs,
structural reforms, and M &A. The stage of depression arrives with frictional unemployment
of labor and capital as a distinctive phenomenon.
The period of bust often refer to both crisis and depression stages. However, a business
cycle does not end with the 3-stage mentioned above. There are emerging secondary
symptom of economic depressions that can be characterized by the deflation as a result of
bank's credit crunch and the increase in money demand. M onetary disturbances due to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have the characteristic of self reversing via depression and
deflation.
Bust is a necessary and unavoidable process of market adjustment toward recovery. If
governments implement policies to intervene free market to overcome the coming bust, those
policies will prolong the period of bust and become the seed of new business cycle. Specially,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during the bust is so-called reflation policy that will cause
inflation again. Therefore, the best policy against bust would be do nothing and let the market
process adjust mal-investment and overconsumption made in the last boom. The institutional
cause of business cycle would be that there are too many unnecessary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s or those regulations are anti market and money market is monopolized by
government.
In order to find some empirical evidence for the ABCT, we employ both micro-approach
and macro-approach. In micro-approach, US 63-industry level investment trend over the
period of 1991~2007 is examined. Coupled with this, we construct industrial stock price
indices for 63 industries using the stock prices of individual firms that are traded in New
York Stock Exchanges to see if the bust process after the year 2007 was accompanied as the
ABCT asserts. We also analyze, as a macro-approach, a 3-variabl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o see if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causes economic boom and bust.
Findings from the micro approa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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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m to be
cleared during the bust. This is coincided with what the ABCT asserts. Second, some
industries producing consumption goods show the trends of overinvestment during the
artificial boom and reduced their investments very drastically during the following bust. In
theory, there is no mention that there will be overinvestment in the lower order production
industries and it will be cleared during the bust. Rothbard clearly asserts that the lower
production industries will suffer from the lack of investment while the higher production
industries will have overinvestment. However, Garrison (2004) did not clearly mention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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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industry that its investment increases for the artificial boom and
decreases during the bust. However, there are some industries taking advantage of low
interest rate as the results of government policy as counter measures against the economic
down turn following the unsustainable boom, which might cause the next boom and bust.
The estimation results of 3-variable VECM using the aggregate data from 1954
Q3~2009Q2 imply that the policy-induced overinvestment and overconsumption are not
sustainable in the long-ru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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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T.
Even if there are many possible caus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urrently it seems that
the in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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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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오랫동안 잊혀 있던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을 이론적으로 고찰할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다. 최근 미국의 서브 프라임 위기로 가시화된 국제 금융위기는 경기변동의 일부
분이다. 따라서 금융위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이
다. 불행히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은 모두 금융위기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경기변동에 대한 대책은 잘못되거나 불완전할 뿐 아니라
더 나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대책이라는 것이 다음 경기변동의 씨앗이 된다는
점이다.1) 그러므로 지금의 경기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지금 필요한
대책과 미래의 경기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요하다. 이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은
모든 경기변동이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 때문에 연유한다는 경제학적 지혜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기변동 이론의 핵심은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정부가 규제
한 이자율을 자유시장(free market)에서 결정되는 이자율, 즉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보다 낮게 만들면 붐과 버스트로 이어지는 경기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화량 증가에 의해 이자율이 왜곡된 결과 생산자는 과오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과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요컨대 정부가 자본에 대가인
이자율을 조작하면 시제간 자원배분에 부조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부연 설명하면 경기변동을 세 단계로 구분
한다.2) 먼저 경제 내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과오투자(malinvestment)와 과소비
(overconsumption)가 이루어지는 붐(boom)시기가 있다. 여기에서 과오투자란 과잉
투자와 과소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상업 세계(business world)에서, 과잉투자는 자본
재 산업에서 과소투자는

소비재 산업에서 발생한다. 소비자 쪽에서는 과소비

(overconsumption)가 발생한다. 이 시기에는 또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에서 큰 붐이 발생한다. 그러나 붐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이제 상당
수 기업이 자신들의 투자가 이윤이 나지 않고 그 결과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위기(crisis) 국면이 도래한다. 국제 금융위기로 표현되는 상황은 이 국면
의 일부를 지칭한다. 위기 국면에서부터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가격이 거의
동시에 하락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폭락한다. 상당수의 산업과 기업에서 파산･실
업･구조조정･합병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노동, 토지 등과 같은 본원적 요
1) 궁극적으로는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문제점이 원인이 되어 각국마다 경기변동이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주요국이 경기변동을 돌아가면서 겪고 있는 실
정이다.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비추어보면 중국과 같은 국가의 국제 화폐제도에
대한 개혁도 초점을 잃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또는 개
혁 방안에 대해서는 김학수․전용덕(2009)을 참조.
2) Rothbard(2006), 번역본, 1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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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의 마찰적 실업 등이 일어나는 침체(depression) 국면에 도달한다. 위기 국면과
침체 국면을 통합하여 버스트(bust) 시기라고도 한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II절에서 하고자 한다.
버스트 시기를 부연 설명하면, 과잉투자된 부문에서 재화는 과잉생산되었기 때문
에 그 재화의 가격 하락과 잘못 투자된 기계 등과 같은 자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
게 된다. 왜냐하면 붐 시기의 과소비로 인하여 과잉 생산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저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버스트는 회복으로 가는 단계이자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시장 조정 과정이다. 만약 버스트나 침체를 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각
종 시장 간섭 정책을 시행하면 그런 정책은 침체를 지연시키거나 다음 경기변동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시장의 조정 과정
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간섭 정책이 반복적인 경기변동의
원인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변동이 여러 나라에서 시차를 두고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침체기에 정부의 각종 시장 간섭 정책은 다음 시기의
경기변동을 초래한다는 이론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여기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킨 정도와 그 결과 이자율이 얼마나
하락했는가를 보기로 한다. <표 1>은 1994년부터 통화량 증가와 관련한 각종 자료
를 보여준다. 이렇게 통화량이 극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1980년 제정된 금융기관
규제철폐와 통화통제법(The Depository Institutions Der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에서 시작된 예금에 대한 규제완화, 그 이후에도 지속된 각종 행정적인
규제 완화, 각종 편법적인 지급준비율의 지속적인 인하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
다.3)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공휴일과 주말에는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당 부분의 요구불예금(checking deposits)을 법정지급준비금이 필요 없는 저축예
금 형태의 계좌로 옮길 수 있는 방법, 즉 ‘sweep'을 허락했다. 그 결과 본원통화도
증가했지만 신용수단이 극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제II절에서 하고자 한다.

3) 자세한 내용은 Henderson and Hummel(2008), 4쪽 이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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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화폐와 관련한 각종 자료

연도

본원 통화
(base
money)
(십억 달러)
(1), (8)

은행보유
리저브
화폐공급
(reserve)
(십억 달러)
(십억 달러)
(3)
(2)

신용수단
(fiduciary
media)
(조 달러)
(4)

통화승수
(배)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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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수단
연평균
증가율(%)
(6)

자료: Reisman(2009)에서 정리
주: (1) 본원통화 = 발행된 지폐 +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민간 은행의
checking deposit liabilities
(2) 은행보유 리저브 = 지폐의 일부 + demand deposit liabilities의 일부
(3) 화폐공급 = M1 + sweep accounts + MMMF (개인과 기관 보유) + 저축
예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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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은 94년 대비, 2007년은 99년 대비(복리계산)
(7) 2005년 12월 통화승수는 126배 이상임.
(8) 2007년 12월 본원통화 중에서 지폐가 7.63.8 십억 달러로서, 본원통화의 대
부분이 지폐임.
그리고 통화량 증가로 금융시장의 이자율은 <그림 1>과 같이 연방기금 목표금리
가 2000년 말부터 하락하여 2003년에 역사적 최저점인 1%에 도달하였다. 이후 연방
준비위원회는 주택 시장의 버블과 주택 투기 등이 발생하자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다.
<그림 1> 미국의 연방기금 목표금리(2000. 1∼2009. 9)

자료: St. Louis FRB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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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투자자료가 가용한 미국을 실증 분석 대상 국가로 삼고자 한다. 미국의 경
우에 닷컴 버블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여 현재의 침체 국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
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입증함으로
써 정부 등이 하고 있는 경기변동에 대한 대책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의 일부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의 실증분석에 대한 자
세한 설명과 실증분석의 한계를 제III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실증 분석한 경기변동의 직접적 원인으로부터 시사점을 유도할 수 있다.4) 먼저
침체기의 정부 정책, 즉 소극적 정책을 제안한다. 침체기의 정부의 적절한 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침체기는 사실상 회
복기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 정책은 침체를 악화 또는 지연시키거나 다음 경기변
동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침체기의 적극적 정부 정책, 즉 경기변동을 예방하는
정책은 정부의 크기를 줄이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IV
절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II.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1.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
경기변동과 경기변화의 구분
경기변동의

원인을

논의하기 이전에,

(business fluctuations)를 구분하는 일이

경기변동(business

중요하다.5)

cycles)과

경기변화

먼저 경기변화를 알아보자. 우

리는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라스바드는 그런
변화의 원인을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섯 가지란, 소비자의 기호 변화,
시간 선호(time preference)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저축과 소비 비율의 변화, 노동력

4) 미국 발 경기변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작금의금융위기가 ‘국제’ 금융위기로
명명된 이유를 밝힐 수 있다. 각국의 환율 정책 등은 미국의 통화량이 각국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
하는 전달메커니즘(transmission mechanism)인데 그런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국제지폐로서 미국의 달러가 세계 경제, 특히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을 설명하면
작금의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국제지폐 본위제
의 발생과 본질을 분석하고 그런 제도가 이번 경기변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규명하면 현
재의 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학수․전용덕(2009)
참조.
5) 개리슨(Garrison)은 오스트리안(Austrians)을 포함해서 다른 학파들도 경기변동과 ‘산업변화’(industrial
fluctuation)를 동의어로 사용한다고 지적한다. Garrison(1989), 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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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과 질 그리고 노동력이 존재하는 위치의 변화, 자연자원의 발견 또는 소멸과
같은 자연자원의 변화, 생산가능성(production possibilities)을 변경시키는 기술적 변
화, 기후의 변화와 같은 천재지변의 발생 등이다.6)
모든 경제는 언제나 이런 변화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겪는다. 하루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경제는 앞에서 지적한 여섯 가지 변화의 일부만 일어나지만, 상대적
으로 긴 시간 동안에는 여섯 가지 변화, 전부가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날
수도 있다. 변화의 정도도 단기에 비하면 장기에 더 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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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론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의 발전은 생산가능성을 높여서 경제성장
을 초래하지만 일반적으로 붐과 버스트로 이루어진 경기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일반 경제이론으로 그런 경기변화를 충분히 설명한다. 요컨대 ‘실물경기변
동’(real business cycle)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변동은 경제가 일반적으로 붐과 버스트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7) 바
로 그 이유로

만약 예를 들어 ‘부동산 사이클’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사이클은 일반

적인 붐과 침체로 이루어진 경기변동과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경제 여건의 변화에
의해 경기변화가 초래된다면, 뒤에서 자세히 규명하겠지만 경기변동은 화폐와 직접
적인 관련이 있고 화폐제도․금융제도와 간접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관련되어 있
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경제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일반 교환수단인 화폐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경기변동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
경기변동 이론으로 설명해야 할 수수께끼 또는 ‘관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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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의 기업이 경영을 잘 하여 적절한 이윤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경고도 없이 왜 갑
자기 많은 기업이 손실을 입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기업가의 주요 기능은 예측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가는 자신이

6) 경기변화의 여섯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Rothbard(1975), 12쪽 참조.
7) 현실에서는 경기변동과 경기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론
적으로는 두 경우를 식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난 관측치에서 두 경우를 명약관화하게
구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두 경우를 현실에서 식별하는 일이 어
렵다고 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관측치를 다루는 경우에는 경기변동과 경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관측치의 분석과 해석에 경각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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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재화의 미래가격(future price of final product)을 예측해야 한다. 이 과정
에서 미래를 잘 예측한 기업가는 이윤을 얻게 되고 비효율적인 기업가는 손실을 입
는다.8) 시장은 미래를 잘 예측한 기업가에게는 이윤과 영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
고,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기업가를 시장에서 도태시킨다. 다시 말하면, 시장은 기업
가에게 일종의 ‘훈련장’(training ground)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점에서는 약간의 ‘기업가-경영자’만이 손실을 입고, 다수의 기
업가는 이윤을 내거나 손익분기점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경기변동에서 많은 기업
가가 갑자기 손실을 입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것도 그 이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윤을 창출하여 시장에서 유능한 기업가로 평가
받았던 다수의 기업가가 일순간에 손실을 입고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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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과오의 발생 등이 경기변동이론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9)
경기변동의 두 번째 특징은 자본재 산업(capital-goods industries)의 변동성이 소
비재 산업(consumer-goods industries)의 변동성보다 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재 산업이 소비재 산업보다 붐 기간에는 더 크게 확장하고 침체 기간에는 더
크게 축소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본재 산업은 소비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차
의 생산(higher orders of production(furthest from the consumer)을 말하고 소비재
산업은 소비자에게 가까운

저차의 생산(lower orders of production(near the

consumer)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Rothbard(1996)는 자본재 산업이란 산업용 원자재
(industrial raw materials), 산업플랜트(industrial plants), 내구성

기계와 장비

durable machine and equipment) 등을 다른 산업에 공급하는 산업을 지칭한다고
했다.10) Salerno(1989)는 고차재 산업의 예로서, 어떤 특별 프로젝트를 위한 맞춤형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거대한 오일 착암기를 만드는 시설의 확충, 수력 발전소의 건
설을 위한 부지 계획 등을 들고 있다.11)
경기변동의 세 번째 특징은 붐 기간 중에는 언제나 화폐공급이 증가한다는 점이
다. 그와 반대로, 침체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화폐공급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물론
침체 기간의 화폐공급의 감소는 언제나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8) 그러므로 이윤은 불확실성, 특히 최종 재화의 미래 가격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고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독점이윤’(monopoly profit)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다. 독점으로부터 발
생하는 것은 ‘독점이득’(monopoly gain)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독점과 독점이득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Rothbard(1993), 제10장 참조.
9) Rothbard(2006) 번역본, 1138쪽.
10) 자본재 산업에 대해서는 Rothbard(1996), 73쪽 참조.
11) Salerno(1989), 1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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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1)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선택한 이유들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기준이 되
는 이론으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선택한 이유를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경기변동도 인간의 행위, 특히 경제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경기변동 이론은
일반 경제이론과 통합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경제학계에서 일반 경제이론과
통합되어 제시된 경기변동 이론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이 유일하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채택한 첫 번째 이유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대증요법에 따른 정책 처방을 받아들이거나
경기변동에 대한 이론이 없는 경제체계, 예를 들면 케인스경제학이나 통화주의
(monetarism)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12) 각국의 그
런 태도는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유로 각국이 채택한 정책이 경기변동
으로 인한 폐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경기변동에 대한 처방
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변동 이론을 먼저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나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은 그에 앞서 문제나 사건에 대입할 수 있는 이론을 먼저 명확히 할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은 이번 경기변동이라는 사고
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리로부터 유도된 유일한 이론이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학파
의 경기변동 이론을 채택한 두 번째 이유이다.13)
오스트리아 학파는 경제학이라는 학문 또는 원리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실주의
적 전통’(realist tradition)을 가장 잘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뛰어난 자유
시장 옹호자이다. 그런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왜 사적 재산권이 사회적
협동을 위한 근본적인 틀이 되는지를 설명해왔다. 그들은 정부나 개인에 의해 재산
권이 침해되면 발생할 폐해를 강조해왔다.14) 경기변동은 정부가 화폐 부문과 금융
12) 대증요법은 현실에서 이론을 유도하거나 추출하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연구
방법론 관점에서 보면 문제점을 지닌다. Mises(1962)는 현실에서 이론을 유도하거나 추출할 수 없
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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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론(이론들)을 이용하여 현실 세계의 관찰 가능한 사실들(observable facts)의 의미를 해석한다. 이
것이 정확한 연구방법론이다. 대증요법에 의거한 처방은 연구방법론에서도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그런 처방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연구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ises(1962)를 참조.
13) 오스트리아 학파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학수․전용덕(2009) 참조..
14) 민간, 특히 조직폭력배는 조직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러나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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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면 일어날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례이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대한 대책도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이 제시하는 처방을 채택
하는 것이 민간의 재산권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
만 일반인을 포함하여 전문가, 예를 들어 케인지언, 통화주의자 등은 지금 또는 미
래 언젠가 오히려 경기변동을 초래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채택하는 세 번째 이유이다.
경기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여 경기변동을 훌륭하게 억제하면 경제를 안정
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것이다.15) 경제가 안정되면 그만큼 기업 경영의 불확
실성이 줄어들게 된다. 경기변동의 억제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면 그만큼 대외 환
경도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이다. 국내적 불확실성과 대외적 불확실성의 감소는
기업이 투자와 그에 따른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채택하는 네 번째 이유이다.
1930년대의 미국, 1990년대의 일본 등에서는 케인즈 경제학, 통화주의 등의 경기
변동에 대한 처방을 이미 실험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하게 그들의 처방
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 체계의 처방이 효과가 없었거
나 예상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30년대의 미국이나
1990년대의 일본에 대한 잘못된 역사 해석이 지배적인 견해가 되면서 케인즈 경제
학, 통화주의 등이 그 위세를 잃지 않고 있다. 물론 그런 견해가 아직도 지배적인
것은 현실 정치에서 일부 지식인의 잘못된 지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오스
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채택하는 다섯 번째 이유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런 실증분석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이 옳음을 증명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입증한 실증분석으로는 Callahan and
Garrison(2003), Johnsson(2005), Keeler(2001), Mulligan(2002, 2006), Powell(2002),
Rothbard(1975), Vedder and Gallaway(1991), Woods(2009) 등, 다수가 있다.1 6) 그러
나 많은 보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기여할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것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채택하는 여섯 번째 이유이다.

뿐 아니라 현실에서 법, 경찰 등이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 민주주의 하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정부
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보인 문헌으로는 Hoppe(2001) 참조.
15) 이 점은 안재욱 교수가 원내 세미나에서 제시한 것이다.
16) 정밀한 실증분석은 아니지만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이번 경제위기에 적용한 국내문
헌으로는 김이석(2008), 전용덕(2009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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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변동의 직접적 원인과 그 과정
자유시장 하에서의 자원배분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에서 주장하는 경기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
엇인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붐-버스트 사이클은 정부가 통화정책을 통해 이자율
에 간섭함으로써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화폐공급의 증가 중에서 재계(business
world)로 대출된 부분이 경기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화폐
공급의 증가를 통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경기변동을 초래한다. 일반적
으로 말하면, 시간시장(time market)과 금융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capital market)
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경기변동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통화 간섭이 어떻게 경기변동을 초래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
유시장 또는 자유시장 경제(free market economy)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과정과
그와 관련한 자원 배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1 7)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자
율이 결정되는 과정과 자원 배분은 정부의 통화 간섭 정책이 가져올 결과를 평가하
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설명을 위하여, 자유시장 경제라는 가정 하에서 초
기에 경제 내의 통화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18)
먼저 그 통화량의 일정 부분은 소비에 쓰인다. 나머지 통화량의 거의 대부분은 저
축되어 투자되고 전체 통화량의 작은 부분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현금의
형태로 보유된다. 그러나 순수 자유시장에서 현금 보유는 전체 통화량에서 비중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편의상 잠시 논의에
서 제외한다. 그러나 경기변동 과정에서는 현금 보유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때 다시 논의에 포함하고자 한다. 투자 자금은 여러 단계의 생산구조(production
structure)에 배분된다.1 9) 소비와 저축 또는 소비와 투자의 비율은 사람들의 시간선
호(time preference)에 의해 결정된다.20) 한마디로, 시간선호는 시제간(intertemporal)
자원배분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시간선호란 미래에 대비하여 현재를 선호하는 정도
를 말한다. 사람들이 현재를 선호할수록 시간선호가 높아진다고 하고 사람들이 미
래를 선호할수록 시간선호가 낮아진다고 한다. 사람들의 시간선호가 ‘순이자
율’(pure interest rate)을 결정한다. 순이자율이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에서의, 현재 화폐에 대한 미래 화폐의 시간할인율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0만원의
화폐가 1년 후에 105만원의 화폐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결과 교환된다면 순
이자율은 연 5%이다. 물론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말이다.
17) 자유시장에서의 이자율 결정과 자원배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thbard(1993), 제6장을 참조.
18) 통화량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것, 신용확장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만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자세한 설명은 김학수․전용덕(2009) 참조.
19) 생산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thbard(1993), 5-7장 참조.
20) 경기변동이론뿐 아니라 모든 인간 행위의 중심에는 시간선호가 존재한다. 시간선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Mises(1996), 제18장과 제19장, Jevons(1965), Fetter(1977), Rothbard(1993), Reisman(1996),
55-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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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총화폐소득에서 어느 정도의 ‘소비/저축’ 비율을 유지할 것인지는 구체적
인 시간선호율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들의 시간선호의 총합에 의해 총시간시장스케
줄들(aggregate time-market schedules)이 결정되고, 그것들이 사회 전체의 저축과
소비 간의 비율, 즉 총사회비율들(aggregate social proportions)을 결정한다. 그 결
과 “시간선호스케줄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축 대비 소비의 비율은 커질 것이고,
반면에 시간선호스케줄들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비율은 점점 낮아질 것이 명백하
다. 그와 동시에 경제에서 높은 시간선호스케줄들은 높은 이자율로 이끌고 낮은 스
케줄들은 낮은 이자율로 이끈다는 것을 보았다.” 21) 사람들의 시간선호가 낮아질수
록 ‘투자/소비’ 비율이 높아지고, 생산구조를 길게 하며, 자본이 축적된다. 사람들의
시간선호가 높아질수록 ‘투자/소비’ 비율이 낮아지고, 생산구조를 단축시키며, 자본
이 소비된다. 시간선호가 낮아지는 것이 경제성장으로 가는 길이라면 시간선호가
높아지는 경우는 자본 소비(capital consumption)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negative)의
경제성장로 가는 길이다.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이라 하고,
자연이자율은 순이자율에 특정 프로젝트의 위험프리미엄, 화폐의 구매력의 변화, 화
폐가 실물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교역 조건의 변화 등을 합산한 것이다. 어떤
프로젝트의 위험프리미엄은 채권자 또는 대출자의 위험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진
다. 채권자는 그 대출에 관한 한 기업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험프리미엄을 ‘기
업가적 위험’(entrepreneurial risk)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험프리미엄은 프로젝트
평가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나로 동일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자율로
이루어지는 이자율 구조(structure of interest rates)를 만들어낸다. 즉 현실에서 이
자율이 동일해지지 않고 하나의 구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
가적 위험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화폐의 구매력의 변화는 양(positive)일 수도
있고 음(negative)이 될 수도 있다. 자연이자율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순이자율이다.
순이자율이 대부시장(loan market) 또는 금융시장의 이자율에 반영된다.
요컨대, 순이자율과 자연이자율은 시간시장에서 사람들의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되
고 이와 동시에 사람들의 시간선호에 의해 소비와 저축 또는 투자가 결정된다. 다
시 말하면, 자연이자율과 소비와 저축 또는 투자가 동시에(simultaneously) 결정된
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축과 투자는 언제나 동일한 것이다.22) 자유시장에서 생산자
의 자원배분과 소비자의 자원배분이 일치하는 상황을 “소비자들의 시제간 소비 계
획들이

기업가들의 시제간

투자

계획들과

걸맞는

것이다.”라고

Carilli

and

Dempster(2001)는 적고 있다.23) 문제는 순이자율과 자연이자율은 정부의 간섭이 없
는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간섭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21) Rothbard(2006), 번역본, 466쪽 인용.
22) 그러나 케인스 경제학은 저축과 투자가 동일한 것이라는 관점을 부정한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아래에서 하고자 한다.
23) Carilli and Dempster(2001), 326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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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두 종류의 이자율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의 간섭
이 매우 작아지면 그 두 이자율의 근사치는 현실에서 볼 수도 있다.
이제 만약 시간선호가 자발적으로 하락하여, 즉 자연이자율이 하락하여 저축과 투
자가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에 도달할 균형 상태를 Rothbard(2006)는 다음과
적고 있다. “자유시장에서는 투자는 언제나 소비자의 가장 시급한 욕구들을 충족시
키는 사업에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후, 그 다음 가장 시급한 욕구가 충
족되고, 그 다음 순서로 계속된다. 이자율은 그 시급성에 따라 사업의 시간상 순서
를 규율한다. 시장에서의 낮은 이자율은 더 많은 사업들이 이윤을 내면서 시도될
수 있다는 신호이다. 자유시장에서 증가된 저축은 더 낮은 이자율에서의 안정된 생
산균형으로 경제를 이끌고 간다.” 24)
요컨대, 이러한 상황은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시간선호 하락에 의해 유도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예전보다 길어진 생산구조(lengthened structure of
production)는 무한정 유지된다. 우리는 이것을 ‘지속가능한’ 붐(sustainable boom)
이라고 명명하고, 뒤에서 설명할 정부에 의한 화폐공급의 증가, 그 중에서도 대부분
을 차지하는 신용확장에 의한 붐, 즉 ‘지속불가능한’ 붐(unsustainable boom)과 구분
한다. 지속가능한 붐의 크기나 지속 기간은 시간선호가 얼마나 빨리 하락하고 얼마
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느냐에 달려있다.

경기변동의 직접적 원인: 화폐공급의 증가
라스바드는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재계로 대출된 ‘신용팽창’(credit expansion)으로
정의 한다.25)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에서 검토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
다. 첫째는 신용팽창이라는 개념이 지폐 제도 하에서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기변동이 ‘재계’로 대출된 신용팽창 때문에 발생한다
면 소비자로 대출된 신용은 경기변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면이 충분하지 않기 때
문에 첫 번째 문제는 결론만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26) 두 번째 문제는 그 다음에
언급하고자 한다. 신용팽창이라는 개념은 상품화폐 제도 하에서만 유의하다. 지폐
제도 하에서는 화폐공급은 본원통화와 신용수단의 합이다. 신용수단의 증가를 신용
팽창이라고 정의한다. 본원통화의 대부분은 정부가 발행한 지폐이다. 지폐 제도 하
에서는 본원통화도 증가하고 신용수단도 증가하기 때문에 신용팽창을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화폐공급의 증가에서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거나 정부가 명
시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지폐 제도 하에서
는 ‘화폐공급의 증가’가 경기변동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처럼 보

24) Rothbard(2006), 번역본, 1134쪽에서 인용.
25) 이 점은 Rothbard(1975), 17쪽 참조.
26) 자세한 설명은 김학수·전용덕(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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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연방준비은행이 지폐 공급을 극적으로 증가시
킨 사례는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사실 오늘날 오스트리안 중에는, Reisman(2009)과
같은 연구자는 신용팽창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Hὔlsmann(2008a, 2008b)은 신용
수단의 팽창 뿐 아니라 지폐 자체의 증가도 인플레이션 등을 정의할 때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팽창이라는 용어 대신
에 화폐공급의 증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기업들에 대출한다고 가정한
다. 통화공급의 증가는 대부시장의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린다. 이자율 하락은
기업가로 하여금 저축된 자금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믿게 만들고 그는 그 자금을
이용하여 소비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생산과정 또는 고차 단계의 생산과정에 투자한
다.27) 다시 말하면, 기업가는 투자의 중심을 소비재산업에서 자본재산업으로, 저차
의 생산에서 고차의 생산으로 이전한다. 사람들의 시간선호를 반영하지 않는, 통화
공급에 의한 정책금리 조정은 기업가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 즉 과오투자를 유
도한다. 여기에서 과오투자는 자본재 산업에는 과잉투자를, 소비재산업에는 과소투
자를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한 ‘화폐-거시경제학’적 해석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자본재 산업에 과잉투자가, 소비재 산업에 과소투자가 일어나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은 자본재 산업일수록 이자율의 변화에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낮은
소비재 산업은 이자율의 변화에 덜 민감하기 때문이다. 라스바드는 이런 상황을 미
제스의 빌딩 건축업자의 예를 빌려와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상황은 자신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양보다 건자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
고 높은 빌딩을 지으려던 공사청부업자의 상황과 유사하다. 너무 넓은 기초(고차단계)를
만드는 데 자신이 지닌 건자재를 다 소진해버려 빌딩을 계속 지을 건자재가 더 이상 남
지 않는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다. 명백히, 은행 신용팽창은 자본투자를 조금
도 증가시킬 수 없다. 투자는 여전히 저축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 뿐이다.”28)

화폐공급의 증가가 기업가에게는 과오투자를 유도한다면 소비자에게는 과소비를 자극한
다. 과잉투자는 과잉투자된 산업 또는 기업에 고용된 생산요소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
고 그들에게 지불하는 대가인 임금, 지대, 이자 등의 상승을 초래한다. 특히 노동자에게 돌
아가는 임금 상승이 가장 가파르다. 이와 함께 과소투자된 산업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
난다. 생산요소의 일부가 과잉투자된 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과소투자된 산업에서는 예
전보다 가용 생산요소가 더 희소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과소투자된 산업에서도 임금, 지

27) 하이에크는 저축된 자금을 '강요된 저축'(forced saving)이라고 표현했지만 진정한 저축이 아니라
는 관점에서 보면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Garrison(2004) 참조.
28) Rothbard(2006), 번역서 1135-1136쪽에서 인용. 이 인용문에서 원문의 각주 110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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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자 등이 상승한다. 소비자들은 증가한 자신의 소득 중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비율로
소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요컨대, 화폐공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인위적으로 하락하면 소비
자도 과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현
상,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29)30)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은행의 대출이 소비자에게 직접 가는 경우, 즉 소비자 금
융이 경기변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예는, 은행이 신용을 창출하여 정
부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되겠다. 라스바드는 은
행의 신용팽창이 기업에게 대출된 경우에만 과잉투자의 유발을 통해 경기변동을 초래한다
는 점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새롭게 재계에 대출된(또는 기업 채권을 구매하는 것을
통한) 은행의 인플레이션적 신용팽창만이 붐-버스트 사이클을 초래하는 고차 자본재에 대
한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것임을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은 보여준다. 정부의 재
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 은행의 인플레이션적 신용은 경기변동을 야기하지 않는

다. 왜냐하면 그런 신용은 고차의 자본재에 대한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대신에 자원을 민간
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단순히 재배분하는 것이고 또한 가격들을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
다. (중략) 왜냐하면 소비자 금융은 경기후퇴기에 청산되어야 할 ‘과잉’투자를 초래하지 않
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청산되어야 할 투
자의 홍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변동효과는 은행이 재
계에 대출한 신용으로부터만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시간선호로부터 투자/소비 비율을
낮추는 효과는 비대칭적일 것이다.”31)
이제 “경기변동 과정은 무한정 지속되는가?” 라는 의문을 해결해야 할 차례이다. 먼저 소
비자들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앞에서 언급한 인플레이션이 모든 소비자에게 차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득이 증가하기 이전의 ‘소비/투자’(또는 ‘소비/저축’) 비율을 재
확립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과소비를 종식하고 옛날의 소비/투자 비율로 돌아간다는 것
이다. 이것은 신용팽창으로 시간선호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그런 가정은 무
리가 없다. 과소비가 진정되기 시작하면, 자본재 산업의 일부 기업가들은 자신의 투자가 잘
못된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자본재 산업 또는 고차 산업의 투자가 낭비라는 점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런 과오투자는 필연적으로 청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요가 자본재 산업
또는 고차 산업에서 소비재 산업 또는 저차 산업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통화공급(대부자금)
의 증가가 초래한 이자율 하락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은 필연적으로 위기와
29)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뒤에서 다룸)이라는 용어는 화폐 재고의 증가
와 감소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학문세계의 토론과 일상생활 모두에서 말이다. 그러나 케인지언 혁
명을 거치면서 두 용어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변했다. 195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은 가격들의 일반
적인 상승을, 디플레이션은 가격들의 일반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착되었다. Salerno(2003),
82쪽 참조. 그러나 Mises(1996)와 Rothbard(2006)는 1950년대 이후에 사용되게 된 두 용어의 정의
는 과학적 토론을 위해서는 부적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Mises(1996), 422-424쪽 참조.
Rothbard(2006), 번역본 1161-1162쪽 참조.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를 무시하고자 한다.
30) 인플레이션은 재화들의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 이외에도 소득재분배, 경제계산의 문제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학수․전용덕(2009) 참조.
31) Rothbard(1978), 152-153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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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귀결된다. 요컨대 정부나 민간 금융기관이 오직 한번만 화폐를 증가시키면 또
는 화폐를 경제에 주입(injection)하면 짧은 붐-버스트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재에 대한 과소소비(underconsumption)가 위기를 불러온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 위기를 맞거나 침체를 겪는 산업은 자본재 산업이지 소비재 산업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아니라 고
차 또는 생산재에 대한 기업가적 수요(entrepreneurial demand)이다. 그리고 자본재
산업이 침체 또는 위기를 겪는 것은 소비자들이 ‘소비/투자’ 비율을 통화팽창이 일
어나기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기 또는 침체가 발생하는
것은 과소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소비’ 또는 ‘과소저축’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붐-버스트 사이클이 장기간 지속되고 폐해가 큰 이유는 무엇
인가. 현실에서 정부나 민간 금융기관은 버스트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또는 인플레
이션이 매우 악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화폐공급을 증가시킨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정부는 지폐를 증가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신용을 기업
에 대부한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 또는 목적으로 지폐를 민간 금융기관
에게 공급하고, 민간 금융기관은 이익 추구를 위하여 늘어난 지폐에 기초하여 대출
을 받은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높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용을 주입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이 신용을 팽창하는 일에 보증을 선다. 다시 말하면,
민간 금융기관과 정부는 본질적으로(inherently)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선호하는
기관이다. 그 결과, 붐-버스트 사이클은 장기간 지속될 뿐 아니라 경기 침체시에 그
폐해가 막대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붐-버스트 사이클이 지속되
는 기간과 폐해의 정도는 증가한 화폐량의 크기, 지폐와 신용이 주입된 기간, 재계
로 대출된 신용의 양 등에 비례한다.32) 추가적으로, 어떤 국가가 국제 지폐 발행 국
가인가 국제 지폐 피발행 국가인가 하는 점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33)
신용팽창에 의해 유도된 붐 시기가 과오투자가 실제로 발생하는 시기이다. 다시
말하면, 붐 시기가 오류가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붐은
필연적으로 버스트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예전의 ‘소비/저축’ 비율을 재
확립하고자 할 때 위기가 발생한다. 침체는 붐 시기에 만들어진 오류와 낭비를 바
로잡는 과정이다. 요컨대, 견디기 힘든 침체기가 바로 ‘회복기’라는 것이다.
‘침체-회복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잘못된 투자가 구조조정된다. 어떤 투자는
전적으로 포기된다. 다른 투자는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 채무 조정도 이루어진다.
둘째, 붐 시기에 상승했던 생산재들의 가격은 이제 하락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 가지다. 어떤 구체적인 기계나 장비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고, 소비재들의 가격
에 비해 생산재들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며, 자본의 총량이라 할 수 있는
32) 혹자는 붐 기간이 충분히 지속되면 과오투자는 자연스럽게 종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과
잉투자된 자본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청산되고 재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붐 기간이 길어지고 그
정도가 클수록 버스트의 폐해는 길어지고 그 정도는 클 것이다. Rothbard(1975), 35쪽 참조.
33)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학수․전용덕(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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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예를 들어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본재들의 가격 하락은 그런 산업들에 사용되었던 생산요소들, 즉 토지, 임금 등의
하락을 초래한다. 이런 생산요소들은 고차생산에서 저차생산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
것은 필연적으로 마찰적 실업을 불러온다. 기업의 파산, 대형 구조조정 등에 의해
마찰적 실업의 크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정
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같은, 정부에 의한 시장 간섭이 없다면 실업은 일시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공황의 경우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
을 억제하여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면, 즉 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자유시장 임금 수준보다 임금을 높게 유지하면, 실업은 영구적 또는 반
영구적이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이나 최저임금법과 같은 임금의 하락을 억제하는
법이나 제도는 조직적으로 임금의 하락을 억제한다. 넷째,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
될수록 침체-회복기는 빠르게 종료될 것이다. 그런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침체를 지연시킬 뿐이고 생산요소 소유자들, 특히 노동자들의 고통을 크게 할 뿐이
다. 요약하면, 침체-회복기는 자유시장 균형이 복구되고 팽창적 왜곡이 배제될 때
끝나고, 침체 과정에 대한 어떤 정부 간섭도 단지 침체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다음 파멸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경기침체기에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은 어떤 효과를 초래하는가. 경기침체기에 인플
레이션이 점차 악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자율을 상승시키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인플레이션 악화를 무시하고 통화공급을 지속하거나 통화공급의 확대를 지
속하면 ‘천정부지의 인플레이션’(runaway inflation) 또는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주체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수정해야 하는 경기침
체기에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은 경기침체를 더욱 길고 헤어 나오기 어렵게 만든
다.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34) 확장적 재정정책은 구조조정으로
퇴출되어야 할 ‘무능한’ 기업가를 생존하게 만든다. 물론 그런 기업가는 다음 경기
변동이나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없다. 무능한 기업가를 생존하게 만드는 것
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기업가가 소비자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는 관점에
서 보면 무능한 기업가를 생존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후생을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다.
신용팽창을 위주로 한, 화폐공급의 증가가 붐과 버스트로 이루어진 경기변동을 초
래함을 보았다. Garrison(1989)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은 경기
변동의 원인이 정부의 화폐공급 증가에 있다는 점에서 ‘명목적’(nominal)이면서 ‘외
생적’(exogenous)이다.35) 그리고 경기변동 과정이 시장 내에서 자원 재배분이 이루
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실물적’(real)이면서 '내생적'(endogenous)이다. 즉 경기
변동은 명목적 원인으로 시작해서 실물적 변화를 초래하고 외생적 원인으로 시작해
34) 일본 사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학수·전용덕(2009) 참조.
35) 이 부분은 Garrison(1989), 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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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생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부의 시장 간섭은 시장의 시제간 자원배분을 단기적으로 혼
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경기침체의 2차 특징: 디플레이션
앞에서 경기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히고 붐과 버스트 과정을 서술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경기변동 과정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경기침체의 2차 특징이
나타난다. 물론 이 2차 특징은 매우 짧게 나타날 수도 있고 통계상으로 잘 나타나
지 않을 수도 있다.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얼마나 신속하
게 시행하는가에 따라서 또는 경기변동의 크기나 기간에 따라 2차 특징이 나타나는
양상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목격할 수 없다고 전적으로 나
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붐이 아무리 짧아도 2차 특징은 대부분 나타난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침체가 상당히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정부가 대응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2차 특징을 설
명하고자 한다.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국면에서 경기침체 국면이 시작된다. 침체 국면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위기는 화폐공급의 축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디플레
이션(deflation)에 의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6) 물론 이 때 화폐수요의 변화
로 인한 디플레이션도 발생한다. 그러나 화폐수요의 변화는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복귀한다. 그 점에서 화폐수요의 변화로 인한 디플레이션은 화폐공급의 축
소로 인한 디플레이션보다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짧다. 경기침체에서 언제나 디플레
이션이 일어나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침체 국면과 함께 통화공급 측면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먼
저 보기로 한다. 정부의 지폐 공급 증가와 은행의 신용팽창으로 붐 시기에 인플레
이션이 일어난다는 점을 앞에서 서술했다. 이제 차용인들(borrowers)의 상당수가 재
무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한 신용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다. 차용인인 기업이 적자를 내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런 소식은 곧 바로 은행들의 지급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게 된다. 비록 예금
보호 제도가 은행쇄도(bank run)를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궁극적으로 은행이 파산
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우리나라의 1997년 위기와 미국의 금번
경제 위기에서 민간 금융기관들이 파산했고 두 나라 모두 새로운 화폐를 찍어서 국
유화한 것이 좋은 예이다. 민간 은행의 부분지급준비 제도는 본질적으로 은행쇄도
와 그로 인한 파산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자신이 차용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대출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신용을 축소해
36) 디플레이션을 다룬 연구자와 문헌은 상당수 있다. 그러나 Salerno(2003)는 아마도 처음으로 디플레
이션을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누고 개관했다. 주로 미국 사례를 이용하여 유익한 디플
레이션과 유해한 디플레이션으로 나누고 적절한 통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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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경기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 신규투자에 대한 평가도 매우 엄격해지기 때
문에 신규 대출이 억제된다. 침체 국면에서 기업들이 이윤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적
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 결과 신용이 축소된다는 주장은 은행
이 기업 대출을 줄이는 대신에 채권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요컨대 신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동기나 압력은 은행 자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기업 차용자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화공급의 감소, 특히 은행의 신용감소로 인하여 화폐의 구매력은 상승하고 재화
들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락한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다. Salerno(2003)는
은행의 신용축소에 의한 디플레이션을 ‘은행신용디플레이션’(bank credit deflation)
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다. 디플레이션을 반대하는 사람과 달리, 신용축소에 의한
디플레이션은 시장의 조정과정을 크게 도와준다. 디플레이션이 생산자에 미치는 영
향을 먼저 알아보자. 신용의 축소가 고차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게 하고 저
차재 산업으로의 투자를 증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한 마디로, 신용의 축소는 기
존에 만들어졌던 생산구조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다. 신용축소는 과잉투자되었던
고차재 산업의 일부를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소비자 쪽에서는 그런 조정이 자신
에게 필요한 수준의 '소비/투자' 비율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준다. 만약 소비자의 시
간 선호 자체가 변한다면 조정은 더 빨리 이루어지고 덜 필요하다. 여기에서 시간
선호가 변한다는 것은 경기변동 이전에 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을 말
한다.37)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전보다 ‘더’ 많은 저축과 ‘더’ 적은
소비이다. 즉 예전보다 더 많은 소비, 그에 따른 더 적은 저축과 투자가 침체를 극
복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디플레이션, 즉 재화들의 일반적인 가격 하
락은 붐 기간에 비해 더 많은 저축과 더 적은 소비를 하게 만든다. 앞에서 신용팽
창을 통한 인플레이션이 ‘저축-투자’를 억제하는 동시에 자본 소비가 일어나도록 하
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제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 일어났던
과정을 역전시킨다. 손실과 자본소비로 여겨졌던 것이 실제로는 이윤이 된다는 것
을 기업가는 알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대체해야 할 기계와 같은 자산이 교체하는
데 예전보다 비용이 적게 들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업
가는 손실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붐 기간에 비해 디플레이션 기간에 소비를 억
제하고 저축을 늘리게 된다.

화폐공급의 감소에 의한 디플레이션은 1단계로 무능한 기업가로부터 화폐공급을

37) 마틴 펠트스타인은 중앙일보 칼럼에서 미국 가계의 순저축률이 최근 거의 0%대로 떨어졌다가
2009년 초부터 급격히 상승해 지난 5월에는 세후 개인소득의 6.9%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미국이
2005-2007년에 경험했던 1%대 미만의 가계 저축률에 비하면 급등한 수치라는 것이다. 그는 앞으
로도 이 저축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이 여기에서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
지만 경기변동으로 미국인의 시간선호가 변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중앙일보, 2009년 8월 4일
자, “치솟는 저축률, 미국 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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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로부터 떨어진 고차재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 들어가
는 화폐공급이 축소되는 것이다. 이러한 축소는 그 단계에 있는 본원적 생산요소들
에 대한 수요를 감소하게 만들고, 그 결과 그 생산요소들의 가격, 소득 등을 낮춘다.
그리고 고차재 재화의 판매가격과 생산요소들에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
(spread)를 예
전보다 크게 만들고 자연이자율을 올라가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생산요소들을 고
차재 산업에서 소비자에게 근접한 저차재 산업으로의 이동을 촉진한다. 이러한 과정
은 새로운 왜곡이 아니라 신용팽창으로 만들어진 지금까지의 왜곡을 제거하는 ‘회복
과정’ 또는 ‘시장의 조정’이라고 하겠다. 신용축소는 그런 과정이 없는 것에 비하여
경제를 신용팽창에 의한 왜곡이 없는 자유시장으로 더 빨리 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는 화폐공급의 축소 또는 신용축소가 신용팽창으로 인한 왜곡
을 과다하게 교정하여 새로운 왜곡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대할지도 모른다.38) 물론
디플레이션 과정은 자유시장 균형점을 지나칠 수 있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디플레이
션은 이자율을 자유시장 수준보다 더 높아지게 만들고 투자는 자유시장 수준보다 더
낮아지게 만들 수 있다. 아마도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의 미래에 대한 전망 등
이 자유시장 하에서의 미래 전망보다 비관적이기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런 경우에도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용축소가 과오투자를
발생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추가적인 붐-버스트 사이클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용축소에 의해 초래되는 디플레이션의 한계는 없는가? 신용의 팽창은
무제한적이지만 신용의 축소는 물론 무한정하지 않다. 신용축소는 그 이전에 만들
어진 신용팽창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신용의 축소가 어느 수
준이 될 것인가는 지폐제도 하에서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상품화폐의 경우에 적
정 통화량이 시장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지만 지폐 제도에서는 그런 과정으로 결정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그에 대한 연구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의 2차적인 특징의 다른 하나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변한다는 것이다. 화
폐수요에 대한 최초의 변화는 화폐수요의 증가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침체와 디플
레이션의 영향으로 재화들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면서 재화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예전보다 많은 화폐를 보유한다. 특히 가격의 변화가 큰, 내구 소비재인 주
택, 자동차 등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은행들과 대출자들은 차용자들이 유용한 다
른 자산을 처분하여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종용하기 때문에도 예전에 비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상당수 기업은 많은 액수의 손실을
보거나 파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연기하거나 중단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질 때까지 투자를 유보하고
현금을 보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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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Rothbard(2006), 번역본 11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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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주체는 화폐의 수요자 자신이다. 제3자가 현금잔고의 크기를 결정할 수는
없다. 특히 상업세계에서 파산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재화들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면, 현금을 보유하여 위험을 낮추고 자신이 소지한 화폐의 구매력이 높아졌
을 때 재화들을 구매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행동이다. 누가 이런 행위를 퇴장
이라는 비난조의 말로 지칭할 수 있는가? 이 때의 화폐수요 증가는 개인들의 효용
을 감소키기보다는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화폐수요의 증가는 재화들에 대한
수요를 감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화들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하락하게 만든다. 그
러므로 화폐수요의 증가도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 그리고 Salerno(2003)는 퇴장이
라는 용어 대신에 '현금축적'(cash build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이
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을 ‘현금축적디플레이션’(cash-building deflation)
이라고 지칭하자고 제안한다.39) 다만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은행신용디플레이션과
다를 뿐이다. 그러나 경기침체기의 화폐수요의 제1단계 변화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
면 다시 변화하게 된다.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제2단계의 화폐수요의 변화는 시장의 조정과 청산이 끝났을 때 발생한다. 진행 중
인 파산이 마무리되고 차용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기간이 어
느 정도 지나면 화폐수요는 다시 예전의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만약 디플레이션
으로 인한 재화 일반의 가격이 하락하고 그와 함께 과오투자의 조정으로 인한 고차
재 산업의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제2단계의 화폐수요 변화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제2단계의 화폐수요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말해 경제가 ‘정상으로 돌
아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하겠다.
요약하면, 통화팽창으로 인한 화폐적 혼란(monetary disturbances)은 침체와 디플
레이션 등을 통해 스스로 역전하는(self-reversing)하는 특징을 가진다.40) 그리고 앞
에서 지적했듯이, 어느 정도 스스로 역전할 것인가는 정부의 정책과 각종 제도, 예
를 들어 최저임금법과 같은 것이 그런 역전 과정을 얼마나 방해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임금이 완전히 가변적이라면 역전 과정은 빠르고 짧게 끝날 것이지만, 임금의
변동이 제도적으로 억제되면 앞의 경우와 비교하여 역전 과정은 더디고 길어질 것
이다.41)
그러나 디플레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
이션과 마찬가지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초래한다. 디플레이션이 가져오는 소득재분
배의 분명한 특징은 네 가지다. 첫째,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과 꼭 같이 영합
(zero-sum)게임이라는 것이다. 이득을 보는 사람의 이득과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실
의 합이 영(零)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을 구분하
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경우와 해
39) 아래에서는 케인지언의 용법으로 사용할 때는 퇴장을, 오스트리아 학파의 용법으로 사용할 때는
현금축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40) Hayek(1941), 33-34쪽 참조.
41) 1930년대 초반의 미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Murphy(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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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동자 등은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재분
배는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소득재분배를 명확히 볼
수는 없지만 말이다. 이 점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와 다른 것이다. 디플레
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의 세 번째 특징은 디플레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인플레
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에 ‘추가’된다는 것이다.42 ) 이 점이 중요하다. 붐과 버스트로
이어지는 경기변동에는 먼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발생하고, 나중에
경기변동의 2차 특징, 즉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디플레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소득 재분
배 효과의 역순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쟁점에 대해서 라스바드와
휠즈만은 견해를 달리한다. 라스바드는 역순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 과
정이 언제나 정확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전제를 달고서 말이다. 라스바드는
디플레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휠즈만은 디플레이션이 그 이전의 인플레이션의 역순의 일종
은 확실히 아니라고 주장한다.43) 이 부분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화폐공급의 증가 또는 신용팽창으로 인한 경기변동이 이미 발생했다면 신용축소
에 의한 디플레이션과 화폐수요 증가에 의한 디플레이션 또는 재화들의 일반적인
가격 하락은 침체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침체를 앞당겨서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
아가는 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비록 소득재분배라는 부정적
인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말이다. 그리고 소득재분배도 일부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의 역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확장이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신용축소와 화폐수요 증가는 자발적인 것이다.
종합하면, 적어도 신용축소와 화폐수요 증가에 의한 디플레이션은 부정적인 점보
다도 긍정적인 점이 큰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상당수 경제학자, 정치가,
지식인은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그들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만약 이 때 다시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확장적 통화정책
을 시행하면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다시 파멸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특히 디플레
이션의 두려움 때문에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리플레이
션’(reflation), 즉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다시 가져오게 된다.44)

실증적 함의
첫째, 정부가 화폐공급을 증가시켜 대부시장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내리면, 그 이
자율과 사회적 시간선호와의 간격은 증대하고, 재계로 대출된 신용팽창은 점차 과
오투자를 유도하고 소비자로부터는 과소비를 유발한다.4 5) 과오투자와 과소비의 정
42)
43)
44)
45)

Mises(1980), 262쪽 이후 참조.
Hὔlsmann(2008b), 29쪽 참조.
리플레이션에 대해서는 Hὔlsmann(2008b), 11쪽 참조.
화폐공급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기변동에 대한 이론 쪽보다는 실증분석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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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즉 경기변동의 크기는 대부시장 이자율과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이자
율과의 차이에 달려있을 뿐 아니라 재계로 대출된 신용팽창에 크기에 달려있다. 그
리고 문제는 현실에서 개인이나 개인의 총합인 사회적 시간선호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규제 이자율이 시간선호보다 낮다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둘째, 대부시장 이자율의 인위적인 하락은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게 된다. 물
론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경
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결과 ‘소비/저축’ 비율이 장기적인 추세로 복귀할 여유가 없
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소비/저축 비율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정부의 간섭주의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높아진다. 또는 지속적으로 화폐공
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붐과 버스트 주기가 짧아지고 그 폐해는 점점 더 커질 것
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는 앞의 경우에 시간선호 스케줄 자체가 상승 또는 하락하
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소비/저축 비율이 상승하고 후자의 경
우는 소비/저축 비율이 하락한다.
셋째, 화폐공급과 물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화폐공급의 증가는 투자와 소비의
증가를 통하여 거의 대부분의 재화의 가격을 상승하게 만든다. 화폐공급의 감소는
투자와 소비의 감소를 통하여 거의 대부분의 재화의 가격을 하락하게 만든다. 그러
나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1920~1929년 기간의 미국 물가는 약간
하락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화폐공급은 엄청나게 증가했음에
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화폐공급의 증가가 모든 재화의 가격을 동일하게 상승
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한 마디로, 화폐공급의 증가가 재화의 가격을 상승하게
만드는 정도, 상승하게 하는 시기 등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성장과 시간선호의 관계도 흥미롭다.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그
에 따라 사람들의 시간선호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즉 소득 증가로 순이자율과
자연이자율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시간선호의 하락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끌어내리더라도 시간선호와 규제 이자율의 격차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정부가 화폐공급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더라
도 경기변동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경기변동의 제도적 원인
앞에서 지폐의 증가와 신용팽창이 경기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지적했다. 그 둘
이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화
폐제도와 금융제도의 어떤 요소가 화폐공급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할 필요
경우에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학수·전용덕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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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상 자세한 서술은 생략하고 결론만 아주 간략히 요
약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학수․전용덕(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먼저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화폐의 발행을 독점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화
폐의 발권을 자유시장으로 만들면 정부에 의한 화폐 발행의 독점으로 인한 모든 폐
해가 사라질 것이다. 민간은행은 100% 지급준비를 의무화해야 한다. 부분지급준비
제도는 경제적․법적․도덕적 문제를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은행의 100% 지급
준비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폐해를 발생시키는 많은 금융 규제가 있다. 강제
예금보호 제도가 가장 좋은 예이다. 이런 규제도 엄밀한 검토를 거쳐 폐지 또는 제
거할 필요가 있다.

Ⅲ. 정부 정책실패와 경기변동: 실증분석 결과

1. 미국의 산업별․자산유형별 투자 추이 분석
앞 장에서 살펴본 오스트리아 학파 경기변동이론의 핵심적 골격은 정부의 이자율
간섭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기에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산업에 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과소비에 의해 소비재 산업에도 투자 확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의 이자율 간섭에 의해 낮아진 시
장금리가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한 결과일 뿐 결코 지속가능
하지 않다는 것을 이론은 강조하고 있다.46) 결과적으로 인위적 경기호황기에 발생
한 과오투자와 과소비가 청산되는 불황의 기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인위적 경기호황기에
발생한 과오투자와 과소비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청산과정을 1991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의 산업별 및 자산유형별 투자 추이 분석을 통해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가의 변화로 이번 국제금융위기 이전에
발생한 과오투자의 청산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제금융위기의 궁극적 발생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46) 만약 정부의 금리 정책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와 소비자의 낮아진 시간선호율(미래를 보
다 선호)이 시장이자율의 인하를 초래한다면 고차재 산업의 투자확대는 발생하지만 소비자의 과
소비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재 생산이 축소되게 된다. 낮아진 시간선호율이 시장금리에 제
대로 반영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현재의 소비를 축소하여 저축을 증대시키고, 이는 대부시장
의 대부자금으로 유입되어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고차재 산업의 투자확대를 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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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대 초반까지의 투자 추이
아래의 <표 2>는 1991~2003년의 기간 동안 미국의 산업별․자산유형별 비주거용
민간고정투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는 산업을 63개로 세분하고 자산유형을
크게 설비자산과 건설자산으로 나누고 있으며 2000~2003년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율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결과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1990년대 전반과 후반의
전산업 평균 증가율은 각각 11%와 9%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이 꺼지
던 시기의 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2.02%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건설투자의
급감은 더욱 두드러진다. 1990년대 3% 중반의 증가율을 유지해왔던 건설투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 형성되었던 IT 거품이 꺼지던 시기인 2000~20003년의 산업별 설비자
산에 대한 투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설비투자가 감소한 산업은 펀드․신
용․기타 금융업으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
송통신업, 기타 운송업 및 운송관련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등도 연평균 20% 이상의
투자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산업들의 경우 대부분 건설자산에 대한 투자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3년의 기간 동안 두드러진 투자 감소는 일부업종의 설비투자 감소와 함
께 전반적인 건설투자의 급감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의 전산업 연평균 증가율은
-1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IT 관련업종과 운송관련 업종과 같이 1990년대 전반 또
는 후반에 큰 폭의 투자 증가율을 보였던 업종들의 건설투자는 2000년대 초반에 크
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장비제조업과 조립금속제조업 등과 같은 생산구조
의 초기단계에 위치하는 고차재 산업의 경우에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던 1990년대
전반에 높은 설비 및 건설투자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큰 폭의 투자
감소를 보였다. 코크스 및 석유정제업종과 같은 기간산업의 경우에는 저조했던
1990년대 투자 증가율과 대조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10%를 상회하는 큰 폭의 설
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율을 시현했다. 이는 정부가 2000년대 초반 경기침체에 대
응하기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통화량을 확대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섬유제조업과 가죽 및 봉제 의류업종과 같은 소비재 산업의 경우 1990년 초반과
중반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설자산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 후반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2000년대 초반의 경기불황의 기간에도 전산업 평균 투자 감소율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의 투자감소를 보였다. 대표적 소비성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오락․갬블링․유
흥업이다. 이 업종의 경우 1990년대에는 경기호황과 더불어 큰 폭의 설비 투자 및
건설투자의 증가세를 시현했다. 이 기간동안 설비투자는 15%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
으며 건설투자는 2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경기침체의
시작과 함께 건설투자는 28%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3.4% 감소했다. 도매업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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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비투자가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하고 2000년대 불황시작과 함께 도매업종의 건
설투자가 26%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의 IT 붐(boom) 기간과 2000년대 초반의 거품 해소기간사이에 일어나 산
업별 및 자산유형별 투자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근거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 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금리 인하로 조장된 인위적
경기호황기에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뒤따르는 과잉투자 청산과정에서 해당 산업들
의 투자는 크게 축소된다. 이러한 예로는 2000년 이전 IT 관련 업종의 투자가 확대
되고 2000년 이후 투자가 축소된 사실이 대표적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투자기간이
긴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같은 기간산업의 1990년대 투자 확대와 2000년대 투자 급
감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둘째, 소비재 산업에서도 인위적 경기호황기에 투자는 확대되고 뒤따르는 침체기
에 과잉투자가 청산되는 과정을 보인다. 이러한 예로는 위에서 언급한 섬유제조업,
가죽 및 봉제 의류업, 오락․갬블링․유흥업과 같은 소비재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
에서 찾을 수 있다.47)
셋째, 모든 산업에서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확대되고 침체기에 투자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뒤따르는 침체기에
정부가 대증적으로 시행하는 추가적 저금리정책과 같은 경기부양책에 편승하여 투
자를 확대하며 또 다른 경기변동의 근원으로 자라나는 산업들이 있다. 이러한 예로
는 숙박업, 부동산업, 코크스 및 석유정제업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1990년대 전반이나 후반에 해당 산업들의 투자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숙박업과 부
동산업은 2000년대 초반 경기침체 시기에 설비투자를 크게 확대하였고 코크스 및
석유정제업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모두 연평균 10% 이상씩 확대했다.48 )

(2) 2003년 이후의 투자 추이
<표 3>은 2003년 이후 미국의 산업별․자산유형별 투자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처럼 미국의 산업을 63개로 세분하고 자산유형을 크게 설비자산과 건설
자산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003~2007년의 기간 동안 설비투자의 전산업 평균
47)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서는 저차재 또는 소비재산업에서의 과잉투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 57쪽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Garrison(2004)은 과소비가 일어나는 시기에 소
비재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잉투자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물
론 Rothbard는 과오투자가 있으며 고차재에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저차재 산업에 과소투자가 발
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보다 더 명확히 구분되어져야할 점으로 판단된다.
48) 이러한 산업들의 투자확대가 또 다른 경기변동에 일조하는지 여부는 20003년 이후의 투자 추이분
석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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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은 7.25%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동안 건설투자는 연평균 7.08%씩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정책금리는 2004년 하반기까지는 1% 수
준으로 하락하다가 이후부터 인상되기 시작하여 2006년 6월 5.25% 수준까지 오른
이후 2007년 8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7년 가을 미국 10위 모기지
회사인 아메리칸홈모기지인베스트먼트(AHMI) 파산보호신청으로 국제금융위기의 서
막이 시작되자 미국 정부는 단기 정책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시작했다.49 ) 빠른 속도
로 인하된 미국 연방기금이자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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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으로는 항공운송업, 가죽봉제의류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며 이 산업들
의 연평균 설비투자는 3.6~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은 연평균 9~12%
감소했다. 이외에도 여객운송업, 간호 및 지역 간호시설업, 섬유제조업, 음식업 등의
소비재 산업 또는 서비스 산업 등의 설비투자가 1%내외의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는 건설 투자가 연평균 5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 제조업도 건설투자가 연평균 6.77%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숙박업, 제1차 금속산업, 도매업, 목재업, 방송통신업, 코크스 및 석
유정제업, 석유가스채굴업, 석유가스채굴업을 제외한 광업, 트럭운송업, 광업 관련
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펀드 및 신용 기타 금융업 등이 설비투자 뿐만 아니라 건설
투자도 연평균 10% 이상씩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산업 연
평균 증가율을 하회하지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업종에는 여
객운송업, 법률서비스, 오락․갬블링․유흥업, 부동산업, 수상운송업, 건설업, 철도운
송업 등이 있다.
2003년 이후에도 저금리 기조에 의해 파이프라인 운송업, 석유가스채굴업과 여타
광업 등과 같이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산업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경제의 생산구조를 보다 심화시키는 반면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제호
황기에 나타나는 소비자의 과소비 현상을 보여주듯이 도매업을 비롯한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에서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이전의 기간 중에서 숙박업, 부동산업, 코크스 및 석유정제업 등은 1990년
대에는 뚜렷한 투자 확대나 축소를 보이지 않다가 경기침체기에 정부에서 추가적으
로 시행한 저금리 정책에 의해 투자가 확대되었다. 이 산업들은 2007년 이전의 기
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국제금융위
기가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세계적 공조로 다소 회복되는 듯 보이는 시기에 이들 산
업의 투자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2008년 이후 산업별 주
49)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는 2007년 3월 미국 2위 서브프라임모기지 회사인 뉴센츄리 파이낸셜이 대출
을 전면 중단하고 파산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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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수를 투자의 대용변수로 삼아서 투자 추이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50)
그러나 2008년과 2009년 상반기 주가지수를 살펴보면, 전산업의 주가지수가 2008
년에 월 평균 3.6%씩 하락했고 2009년 상반기에 월평균 2.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숙박업의 주가지수는 2008년 동안 월평균 9.7%하락했고 2009년 상반기에 월
평균 3.37% 상승반전했다. 부동산업도 2008년 월평균 11%씩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상반기에는 0.6%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및 석유정
제업의 경우에는 2008년 월평균 주가하락율이 전산업 평균 하락율인 3.64%보다 크
게 낮은 1%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9년 상반기에 대부분의 주가가 2008년 말과 비
교하여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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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
리 정책에 의해 투자가 확대된 업종들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심화와 함께 과거
에 잘못 수행한 과잉투자를 청산하는 중으로 판단된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
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 대응적 정책대안은 경기침체국면을 더욱 어렵
고 길게 만들며 침체기간 동안 수행된 경기부양책은 또 다른 경기변동을 초래한다
는 지적과 이러한 결과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3~2007년의 기간 동
안 큰 폭의 투자 증가율을 보였던 산업들의 주가는 2008년에 대부분 큰 폭으로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3~2007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과오투자를 청산하
는 과정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 역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부합한다.

50) 63개 산업별 주가지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므로 NYSE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별 월말
종가와 시가총액을 이용하여 산업별 주가지수를 저자가 직접 계산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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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의 산업별 ․ 자산유형별 민간고정투자 추이: 1991~2003
산 업 명
91-95 설비
91-95 건설
95-00 설비
1
펀드,신용 기타 금융업
7.37
8.21
32.36
2
방송,통신업
12.56
1.00
22.22
3
기타 운송업, 운송관련업
12.88
16.81
6.83
4
파이프라인 운송업
12.10
14.45
5.28
5
섬유 제조업
6.80
-0.49
-5.92
16.76
3.20
1.77
6
가죽, 봉제 의류업
7
컴퓨터, 전자제품 제조업
17.84
23.54
10.54
1.79
6.89
-2.71
8
제1차 금속산업
9
전기기기, 전기주변장치제조업
9.73
13.43
0.69
10 항공운송업
14.42
-10.02
18.92
11 석유, 가스채굴업
5.93
-3.12
7.18
14.18
17.69
15.28
12 기계,장비제조업
13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3.13
15.56
3.65
15.46
19.78
-1.85
14 목재업
15 영상, 오디오 기록 및 제작업
7.40
13.41
-17.87
9.55
9.09
2.65
16 고무, 플라스틱제조업
17 트럭운송업
25.77
26.20
-3.79
18 비금속광물 제조업
4.70
6.42
10.08
19 인쇄 및 관련업
1.07
-6.99
10.84
20 증권, 선물거래업
-5.55
-8.26
28.68
-3.69
-2.85
-1.79
21 제지업
22 임대업
31.51
11.50
26.71
23 기타제조업
2.88
0.23
6.38
24 가구, 관련제조업
18.86
21.21
9.32
12.40
-0.99
16.71
25 여신 중개, 관련 산업
26 화학제품제조업
5.32
0.76
2.94
27 여객운송업
16.72
-5.90
22.72
28 컴퓨터 시스템 설계및 관련 산업
22.11
6.48
39.32
16.14
21.40
15.38
29 오락, 겜플링, 유흥업
30 건설업
29.19
-1.90
11.16
31 식품, 담배업
2.08
-4.83
0.27
32 기타 서비스업
7.78
-0.03
5.94
18.80
5.65
10.16
33 도매업
34 연방은행
67.73
34.66
18.96
35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3.98
-8.29
13.27
19.36
13.78
-0.71
36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37 철도운송업
14.61
6.35
-8.13
19.73
-0.81
-7.87
38 광업(석유,가스제외)
39 예술, 스포츠, 박물관 관련 산업
12.02
12.17
16.12
2.25
-1.68
7.17
40 전기,가스업
41 소매업
10.51
6.97
8.56
42 사회 보장업
4.51
-0.95
15.92
43 광업 관련업
11.74
-11.50
2.88
-0.54
-5.82
12.91
44 출판업(소프트웨어 포함)
45 보험 및 관련 산업
19.40
-12.13
5.50
46 농업
8.04
5.27
1.06
47 행정 및 관련 산업
15.50
0.62
21.46
12.05
13.05
29.52
48 정보서비스업
49 수상운송업
13.32
-31.01
8.22
8.60
1.71
6.66
50 음식업
51 법률 서비스
9.27
-10.97
22.62
52 임업, 어업
-5.66
19.97
-5.96
53 숙박업
-2.18
2.17
3.57
54 폐기물, 재활용 산업
-1.02
-10.42
-2.06
55 병원업
6.59
-1.63
12.12
56 부동산업
-9.03
-6.01
13.95
57 기타 전문, 기술 서비스업
10.22
-2.33
24.29
58 코크스, 석유정제업
7.00
-5.40
-5.91
59 교육산업
16.22
3.72
19.05
60 간호, 지역 간호시설
4.44
-2.39
11.04
61 건강관리 서비스업
-0.63
-7.18
8.75
62 기업 경영업
6.38
-2.18
15.31
24.35
24.73
-1.28
63 창고업
전체 평균
11.00
3.84
9.16
자료 : 미국 경제조사국(BEA)
주: 투자는 연평균 증가율이고 2000~2003년 주가(stock price)는 월평균 증가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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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 건설
3.19
12.26
1.33
17.05
-16.47
-13.12
2.86
-6.55
-3.92
37.22
2.60
2.01
-9.08
-8.59
-11.39
-8.23
6.43
3.53
0.59
7.14
-8.50
14.92
-4.64
-2.56
10.89
0.35
-9.86
20.07
19.01
5.19
-8.96
7.71
0.74
13.52
3.22
7.85
1.84
-1.29
15.47
8.49
2.01
5.33
2.01
9.45
-6.98
6.53
7.64
21.07
33.07
-0.35
-2.88
0.23
-3.21
-1.43
5.91
4.47
9.08
-4.62
11.48
3.36
-4.50
0.57
9.81
3.50

00-03 설비
-29.87
-22.86
-21.43
-20.84
-18.29
-17.95
-17.59
-13.57
-12.61
-11.85
-11.70
-10.81
-9.68
-9.08
-7.90
-7.86
-7.76
-7.59
-6.95
-6.89
-6.78
-6.55
-5.43
-4.81
-4.56
-4.21
-3.79
-3.61
-3.40
-3.31
-3.12
-2.44
-1.95
-1.47
-1.35
-1.34
-0.94
-0.69
-0.14
0.16
1.10
1.32
1.54
2.12
2.20
4.36
5.18
7.54
7.64
7.72
8.00
9.13
9.21
10.09
10.36
10.69
11.43
11.90
12.23
15.37
15.77
19.91
20.40
-2.02

(단위: %)
00-03 건설
-18.93
-15.13
-32.88
-1.75
-27.94
-23.11
-32.76
-26.12
-18.24
-16.79
14.04
-23.98
-11.62
-23.03
-25.65
-15.93
-56.90
-12.33
-8.47
-22.80
-8.46
-8.57
-13.90
-20.28
-10.54
-13.65
-40.20
-37.52
-28.58
-45.08
-6.11
-3.62
-26.13
-18.26
-6.65
-11.11
7.93
4.30
-4.75
0.61
-10.13
-5.81
-28.42
-36.59
-26.16
-2.30
-8.10
-40.39
-8.79
-5.05
-11.75
-15.08
-23.85
-26.40
5.32
-20.85
-8.83
10.90
1.01
-11.29
-5.81
-6.04
-38.95
-16.10

<표 3> 미국의 산업별 ․ 자산유형별 민간고정투자 추이: 2003~2007년
(단위: %)
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업

명

항공운송업
가죽, 봉제 의류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여객운송업
간호, 지역 간호시설
기업 경영업
섬유 제조업
음 식 업
보험 및 관련 산업
법률 서비스
오락, 겜블링, 유흥업
가구, 관련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조업
출판업(소프트웨어 포함)
농 업
전기,가스업
화학제품제조업
전기기기, 전기주변장치제조업
식품, 담배업
행정 및 관련 산업
교육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건강관리 서비스업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제지업
기타 전문, 기술 서비스업
컴퓨터, 전자제품 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인쇄 및 관련업
소매업
수상운송업
임업, 어업
건설업
임대업
연방은행
병원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철도운송업
영상, 오디오 기록 및 제작업
여신 중개, 관련 산업
예술, 스포츠, 박물관 관련 산업
기타제조업
기계,장비제조업
정보서비스업
폐기물, 재활용 산업
사회 보장업
숙박업
제1차 금속산업
도매업
목재업
방송,통신업
코크스, 석유정제업
컴퓨터 시스템 설계및 관련 산업
석유, 가스채굴업
창고업
기타 운송업, 운송관련업
증권, 선물거래업
광업(석유,가스제외)
트럭운송업
광업 관련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펀드,신용 기타 금융업
전체 평균
출처 : US 경제조사국, 블룸버그

설비

건 설

03-07년 주가

08년 주가

09년 주가

-7.59
-4.40
-3.64
-1.53
-1.10
-0.69
-0.64
-0.01
1.15
1.17
1.31
1.42
2.26
2.30
2.93
3.02
3.08
3.21
3.42
3.80
3.95
3.96
4.08
4.36
4.42
4.50
4.75
4.85
4.91
4.91
5.48
5.56
5.68
5.84
6.14
6.30
6.82
6.99
7.22
7.41
7.51
7.53
7.86
8.17
8.86
9.85
10.16
11.00
11.33
11.34
11.95
12.29
12.32
12.35
14.53
14.56
15.40
16.47
17.38
18.25
30.52
34.61
35.10
7.25

-11.72
9.26
-8.99
56.64
0.85
0.36
6.77
-0.39
4.12
23.75
14.91
5.37
-1.68
2.47
-1.59
-2.91
1.45
1.69
1.18
-4.45
-1.21
5.95
-2.40
13.07
-8.58
6.75
1.01
-0.50
-0.41
-6.63
3.41
65.65
6.30
8.93
0.63
3.87
2.62
1.76
10.00
6.97
4.67
-6.29
14.53
2.21
8.10
-3.31
-1.43
36.23
-0.53
10.45
15.10
4.77
5.38
-4.54
11.76
1.26
0.61
9.13
26.93
28.57
27.56
11.39
28.93
7.08

0.16
0.97
1.34
∙
3.77
1.17
0.00
2.04
-0.57
1.19
0.79
0.11
0.72
0.42
∙
1.16
0.50
1.21
0.82
3.58
0.70
1.43
0.02
1.37
1.70
0.36
1.23
1.31
0.93
0.72
0.62
1.14
∙
0.44
1.34
∙
0.81
1.74
∙
0.65
0.12
1.49
1.27
1.29
0.61
0.36
∙
1.94
1.73
0.70
0.82
0.66
1.74
1.23
2.06
∙
0.31
2.31
1.34
0.99
2.47
0.01
1.21
1.08

-2.52
-2.53
-3.94
∙
-3.37
-2.60
-4.58
0.42
-13.62
0.23
-4.46
-5.66
-2.30
-4.29
∙
-2.39
-1.14
-3.29
-0.95
-5.45
-3.42
-3.19
-1.75
-11.06
-1.86
-2.51
-1.83
-0.02
-2.77
-4.85
-1.36
-5.18
∙
-1.81
-2.27
∙
-3.07
-4.55
∙
-3.23
-3.73
-2.10
-2.71
-5.38
-1.47
-1.53
-22.21
-9.69
-5.06
-2.08
1.41
-3.16
-1.07
-1.59
-2.18
∙
-2.43
-6.52
-3.68
-2.25
-5.49
-4.69
-2.75
-3.64

1.66
2.23
4.03
∙
-2.33
0.03
1.08
0.89
0.28
-2.09
5.02
0.04
1.35
3.30
∙
-0.41
-0.54
1.08
1.46
5.05
3.28
-0.69
3.30
0.60
3.09
-0.02
1.68
3.75
2.25
0.34
1.79
3.87
∙
2.93
0.32
∙
1.98
4.15
∙
3.23
3.36
0.44
1.92
2.36
1.76
3.83
31.17
3.37
1.40
0.86
0.91
1.93
-1.45
3.45
0.84
∙
2.20
10.30
0.53
3.46
4.66
2.21
0.58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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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거시자료를 이용한 벡터오차수정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앞에서 살펴본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소비자와 투자자의 시
간선호도를 반영하지 않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기호황
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저금리 정책에 의해 유발된 과오투자와 과소비를
청산하는 경기불황(bust)이 수반된다. 이러한 과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앞서 논의한 투자추이 분석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금리정책이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투자, 소비, 장단기 금리차이 사이의 장기균형관계
를 나타내주는 공적분(cointegration)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단기 오차조정항을 통
해 장기 균형관계로 복원되는 과정을 미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본 절에서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의해 조성되는 인위적 경기호황은 항구적으
로 지속될 수 없으며 인위적 호황기에 수행된 잘못된 투자와 과소비를 청산해야만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 회복될 수 있다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실증
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
로는 Mulligan(2006)가 있다. Mulligan(2006)은 소비와 이자율의 관계를 분석하고
단기 조정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
비와 이자율의 장기균형관계가 단기적으로 깨어지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오차 수정
항을 통하여 단기 불균형관계가 장기 균형관계로 복원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이
고 있다. 그러나 Mulligan(2006)의 한 가지 문제점은 장기이자율에서 단기 이자율을
차감한 장단기 금리차이를 이용하여 구축한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에 대한 소비의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의 추정결과가 96개월 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시간선호도를 반영하는 자연이자율에 변화가 없는 경우 장단
기 금리차이가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의해 단기 이자율이 낮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Mulligan(2006)에서 사용한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를 증
가시키는 원인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의한 단기 이자율의 하락이나 투자자와 소
비자의 시간선호도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장단기 금리차이의 증가는 장기
이자율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더 낮아진 단기이자율에 의해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잘
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정부의 시장개입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투자와
소비가 이루어진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저금리 정책에 의해 투자와 소비는 일정기간
동안 증가할 수 있으나 저금리 정책이 시행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잘못된 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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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바로잡기 위한 경기 불황이 뒤따르게 된다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
론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Mulligan(2006)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은 장단기 금
리차이의 1기 충격에 의해 소비가 지속적으로 96개월 이상 증가한다는 충격반응함
수의 추정결과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명확히 설명해주는 실증분석결
과로 보기는 어렵다. Mulligan(2006)의 추정결과는 정부의 정책금리 인상에 의해 소
비가 반대로 9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보다 큰 규모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기적 정부 정책금리 변화가 항구적 소비 증대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하며 정부 정책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
를 갖게 된 원인은 Mulligan(2006)이 소비에 미치는 정책 금리의 효과를 분석하면
서 투자를 함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잉투자의 버스트가 소비에 가
져올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만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의 핵심은 단기 정책금리의 인하에 의해 투자와
소비가 모두 확대되지만 인위적으로 조장된 호황기에 확대된 투자와 소비의 일부는
청산되어야 한다는 점이므로 일시적 단기 정책금리의 충격이 항구적 투자와 소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없다. 또한 인위적 경기호황기에 낮은 시장이자율은 투자회임기
간이 멀고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수행되지 않았을 프로젝트에 투자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들이 최종적으로 생산한 재화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
하거나 투자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함께 과소비를 해왔던 소비자들이 투자회임기간
이 긴 투자로부터 생산된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
자를 중단하거나 투자된 설비투자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이 뒤따르게 된
다.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단기 정
책금리의 변화가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Mulligan(2006)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투자를 분석대상에 포함함으로
써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보다 강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실증분석결과
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모형의 설정과 통계자료 설명
모형의 설정
민간고정투자, 민간소비, 이자율의 장기 균형관계와 단기 조정과정을 살펴보기 위
해 3 변수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벡터오차수정모형들은 모
형에 포함되는 내생변수들 사이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의거한다.
Mulligan(2006)에서처럼 민간소비는 이자율의 함수이고 이 두 변수 사이에 장기 균
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의거하여 민간소비와 이자율의 두 변수로 형성된 벡터
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와 이자율로 구성된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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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단기 정책금리에 의해 초래되는 소비와 투자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 고정투자, 민간 소비, 그리고 이자율 사

이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의해 세 번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하
고자 한다.
여기서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단위근을 가
지는 I(1)변수들이어야 하며 이들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자율은 단위근을 갖지 않고 안정적인 변수로 알려져 있다.51) 정부의 금리정책에
의해 변화하는 이자율의 변화를 포함하며 비안정적인(non-stationary) 변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모형설정에 사용하고자 한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시간선호도를 나타
내는 자연이자율(natural interest rate)에 가까운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의 이자율과
정부의 단기 정책금리 기조를 나타내는 연방기금이자율 사이의 장단기 금리차이를
이용하여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cumulative term spread; CTS)를 다음의 식 (3.1)과
같이 구성한다.52)




(3.1)

 



    

 

여기서   는 장기국채이자율과 단기 정책금리의 차이로 정의되는 장단기 금리
차이이다. 이와 같이 정의된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는 장단기 금리차이와 같은 정보
를 준다. 즉 단기 정책금리의 인하는 장단기 금리차이를 확대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를 확대한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장기
국채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단기 정책금리의 인하는 장단기 금리차이를 확대하
고 이는 일정기간 투자와 소비를 확대하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추정식은 식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1)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의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법과 단위근을 갖지 않는다는 귀무
가설의 KPSS 검정법으로 1954년 3분기 이후의 유효연방기금이자율(effective federal fund rate)이
나 10년만기 재무성채권 고정이자율의 단위근 검정을 시행했다. 두 검정법 모두 연방기금이자율
은 5%의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을 갖지 않는 안정적(stationary)인 변수로 나타났다. 10년 만기 TB
의 고정이자율은 ADF 검정법의 경우 5%의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지지하
는 반면 KPSS 검정법의 경우 5%의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을 갖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10년 만기 TB의 고정이자율이 단위근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많은 기존 문헌들은 이자율을 I(0)의 안정적인 변수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
한 기존문헌을 반증할 명확한 검정결과도 없으므로 여기서도 이자율 변수는 단위근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52) 이러한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의 구성방법은 Mulligan(2006)에서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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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민간고정투자,  는 민간소비,  는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를
나타내며  는 단기불균형 조정항, n은 공적분 벡터의 수, p는 시차변수의 수를 각
각 나타낸다. 위의 식 (3.2)에서 3변수 사이의 공적분 관계로부터 추정된 전기의 오
차항   은 단기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그 추정계수는 장기균형관계로 회복되
는 속도인 단기 조정계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식 (3.2)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
석대상 3 변수사이의 공적분 관계를 추정해야 한다.

통계자료
분석대상기간은

1954년

3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이며

사용자료는

미국

BEA(Bureau of Economic Agency)와 St. Louis 연방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미국 BEA에서

발표하는

국민소득계정(NIPA)의

실질

민간고정투자

(private fixed investment) 지수와 실질 민간소비(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지수를 투자와 소비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St. Louis 연방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10년 만기 재무성채권 고정이자율과 유효연방기금이자율(effective federal fund
rate)을 각각 장기 국채이자율과 단기 정책금리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자율의 경우 월별로 연간 이자율이 발표되고 있어서 이를 3개월 평균하여 분기
별 연간 이자율로 전환한 후 다시 이를 분기화하였다.53) 월별로 발표되는 연간 이
자율의 3개월 평균이  일 때 분기 이자율(  )은 식(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년 만기 재무성채권 이자율과 연방기금이자율 사이의 차이가 식 (3.2)의   로 표
시되는 장단기 금리차이인데 이는 단위근을 갖지 않는 안정적 시계열이다. 이를 민
간소비와 민간고정투자와 함께 공적분 관계가 형성할 수 있도록 식 (3.2)와 같이 비
안정적(nonstationary) 시계열인   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3.3)

       

53) 여기서 사용하는 방식은 Mulligan(2006)에서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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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결과
단위근 검정
식(3.2)에 포함되어 있는 3개의 변수들이 단위근을 갖는지를 검정하기 위해서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법과 KPSS(Kiwatkowski - Phillipse - Schmidt - Shin)
검정법을 사용한다. 두 가지 검정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위근 검정법마다 귀무가
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단위근 검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서로 다른 귀무가설을 가지고 있는 검정법들로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시계열들
이 단위근을 갖는지 여부를 보다 확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DF 검정
법은 ‘시계열이 단위근을 가짐’을 귀무가설로 설정하고 있으며 KPSS 검정법은 ‘시
계열이 단위근을 갖지 않음’을 귀무가설로 설정하고 있다. 서로 다른 귀무가설에 의
해

해당 시계열이 단위근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동일한 검정결과를 갖게 된다면

보다 확정적인 검정결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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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변
수가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10%에서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추세항을 포함하여 ADF 검정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CTS의 수준변
수만을 제외하고 모두 단위근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 변수
는 선형추세선을 포함하는 경우 10%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서을 기각하지만 5%의
유의수준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PSS 검정법을 적용
한 경우에도 ADF 검정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CTS의 경우 I(2)의 가능성을 제
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귀무가설을 갖는 두 가지 검정법을 적용한 확정분석(confirmatory
analysis)의 결과에 따르면, 민간고정투자와 민간소비지출은 단위근을 갖는 I(1) 변수
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변수의 경우에는 ADF 검정법은 단위
근을 갖는다는 검정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KPSS 검정법의 경우에는 I(2)의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5%의 유의수준에서 식 (3.2)에 포함
되어 있는 변수들이 대체적으로 단위근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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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단위근 검정결과

 


ADF

KPSS

  

  

상수항

선형추세

상수항

선형추세

-1.30

-2.66

1.88*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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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1st difference



-6.46*
-6.43*
0.58**
0.25**
1st difference
주: 1. *,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 5%, 1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공적분 검정
앞에서 살펴본 세 개의 시계열이 단위근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 변수 사이의 장
기균형관계를 나타내 주는 공적분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다.

<표 5>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Trace test

Rank

통계량

P-value

Max-eigenval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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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정추세로 상수항만 포함한 결과이며 다른 확정추세항을 포함하
는 경우 1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것으
로 나타남.

<표 5>에 나타나 있는 공적분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trace 검정법과 max-eigenvalue
검정법 모두 5%의 유의수준에서 두 개의 공적분 관계가 세 변수 사이에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공적분 관계식의 확정추세(determinstic trend)에 대
한 가정을 달리하는 경우 1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지지해주기도 한
다. 따라서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세 개의 시계열 변수들 사이에는 최소 1개 최대
2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개의 공적분 관계를 가정하고 공적분 계수를 추정하게 되면 2 개의 공적
분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고정투자에 대해 민간소비와 누적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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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리차이를 회귀분석하면 1개의 공적분 관계식이 추정된다. 이 경우 민간고정투
자와 민간소비는 정의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여기서 검증하고자 하
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맞는다면 민간고정투자는 단기 정책금리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 변수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야 한다. 이러한 정의 관계는 민간소비지출과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에서도 유지되
어야 한다. 그러나 1개의 공적분 관계식에서는 3변수 사이의 정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민간고정투자와 민간소비 사이에 정의 관계가 성립되고 민간고정투자와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에서도 정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민간소비와 누적 장단기 금리
차이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세
개의 시계열 사이에는 반드시 두 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3 변수 사이의 공적분 관계는 2
개까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2개의 공적분 벡터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세 변수
중에서 두 변수에 대해 1과 0으로 정규화(normalize)해야 한다. 따라서 세 개의 변
수 중에서 정규화 되지 않은 나머지 1개의 변수에 대해서만 공적분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은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가 변화할 때 투자와 소비에 어떤 변
화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투자와 소비를 정규화 대상변수로 삼고 추정
한 두 개의 공적분 벡터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공적분 벡터 추정결과
  

 

공적분 벡터 1

1

0

공적분 벡터 2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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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는 통계적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표 6>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는 민간고정투자 및 소비지
출과 정의 관계가 있으며 추정계수는 1%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54)

54) 여기서 추정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항을 추정식의 왼쪽으로 이항한 결과이
기 때문이다. 공적분 벡터는 단위근을 갖는 시계열 변수들의 선형조합(linear combination)이 I(0)
인 계수들의 벡터이므로 통상적인 회귀분석의 추정계수와 반대의 부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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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추정결과
추정결과
식 (3.2)에서 설정한 3변수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7>에서 찾을 수
있다.   의 공적분 추정계수는 -0.87과 -0.74로 <표 6>에 추정되어 있는 공적분
추정계수보다 다소 작지만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추정결
과는 1%의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의 증가는 실질 민간고정투자와 민간소비를 각각
0.87%와 0.74%씩 증가시키는 장기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단기 정책금리 인하에 의해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가 1% 증가하면 투자와 소비가
각각 0.87%와 0.74%씩 증가하는 장기 균형관계가 이 세 변수들 사이에 성립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기 균형관계에서 벗어나서 t-1기에 발생하는 단기 불균형은 오차 수정항
추정계수들에 의해 균형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 영보
다 크다는 것은 균형상태의                 보다       이 커서 단기
불균형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기 불균형은    의 추정계수에 의해
조정되어 다시 균형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나서 t-1기의 투자가 균형수준이상으로 증가하면 다음 기의 투자를 축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단기 불균형 조정계수는 -0.05로 추정되었고 5%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단기 불균형 조정계수인
  의 추정계수도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0.02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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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 수정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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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한의 값은 t-통계량임.
2. 시차변수는 2기까지 포함하였으나 개별 시차변수의 추정계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특별
한 시사점을 주지 않으므로 보고하지 않음.
3. 추정식에 포함한 시차의 선택은 이후에 보고할 충격반응함수의 로우버스트함과 Wald-type
Lag Exclusion Test 결과에 따라 2기의 시차를 선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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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정결과는 단기 정책금리의 인하에 의해 확대된 장단기 금리차이가 소비
와 투자를 증대시키지만 균형수준을 벗어나는 소비와 투자는 단기적 불균형 조정계
수들에 의해 소비감소와 투자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정부가 단기금리를 인하한 이후 시장에서 발생하는 투자와 소비의 확대로
인해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로 신용긴축 정책을 시작하면 투자와 소비의 축소를 초
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기 호황과 불황의
반복은 정부의 통화정책에 의한 시장개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기균형
수준에서 벗어난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는    와    에 의해 조정된다.   추
정식에서    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갖는 반면에    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두 추정계수 모두 1%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
다. 그러나 투자의 단기 불균형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의 단기불균형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양의 추정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함수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시간선호도가 변화하지 않
은 상황에서 단기 정책금리의 인하는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며 인위적 경기 호황을
조장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인위적 호황기에 수행된 잘못된 투자와 과소비를 바로잡
기 위한 경기불황의 시기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용긴축 정책은 시장
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통화정책이 개입
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며 경기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
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경기변동의 이론적 원인진단을 실증적
으로 검증하기 위해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투자와 소비가 균형수준을 벗어
난 경우 균형수준으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의 확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와 소비
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을 추정하고자 한다.
충격반응함수는 단기 정책금리 인하에 의해 확대된 장단기 금리차이가 t-기에 1회
발생한 경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민간고정투자와 민간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2>는 이러한 민간고정투자와 민간소비지출의 충격반응함수
를 나타내고 있다. t 분기에 누적 장단기 금리차이가 1 s.d. 만큼 증가하면 투자는
t+8 분기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t+8 분기에 0.026%의 증가를 보인 이후 투자
증가율은 둔화되기 시작해서 t+30 분기 이후에 0.0068~0.0074%수준에 머무는 것으
로 나타난다. 소비의 경우에는 t+10 분기의 0.008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
가 둔화되며 t+36 분기 이후 0.007%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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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정책 금리 인하에 의해 확대된 장단기 금리차이의 충격에 의해 투자와 소비
의 증가율은 10번째 분기를 전후하여 최대수준에 달하고 투자와 소비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의 충격이 아닌 음의 충격의 경우는 지금까지
살펴본 경우와 반대되는 양상의 충격반응함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결과는 정부가 신용긴축의 일환으로 단기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와 투자는 빠르게 위축되고 10번째 분기를 전후하여 소비와 투자의 감소세의
저점을 통과한 후 감소세 둔화가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기호황기에 확대된 투자와 소비가 경제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질
때 정부의 신용긴축 정책은 반대 방향의 경기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주장하는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이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의 Cholesky One S.D 증가에 대한   와   의 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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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소결
Ⅲ절에서는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이론의 주된 결론은 정부의 통화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도되어진 경기호황에서는 투자자와 소비자의 시간선호율이 이자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고차재 산업에서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과소비에
의해 소비재 산업에서도 과잉투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청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변동의 근원을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찾고 있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
기변동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함께 시도
하였다. 미시적 접근으로는 산업별․자산유형별 투자 추이를 역사적 경기변동 기간
을 전후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산업에서 과잉투자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실증적으로 유용한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이론이 일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체의 호황과 불황으로 이어지는지
에 대해서는 거시 총량 지표를 이용한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간고
정투자, 민간소비지출, 장단기 금리차이 사이의 장기균형관계에서 벗어나는 단기적
불균형이 장기균형관계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3변수 벡터오차수
정모형으로 분석하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산업별․자산유형별 투자 추이 분석을 미국의 63개 산업별 비주거용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같이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산업들은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 시기에 대체적으로 투
자확대가 일어나고 뒤따르는 경기 침체시기에 잘못된 과잉투자의 청산과정이 수반
되는 공통적 양상을 찾을 수 있었다.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비자의 과소비에
대응하여 소비재 관련 산업에서도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기에 투자 확대가 일
어나고 뒤이어 청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소비
재 산업에 ‘과잉투자’가 일어난다는 명확한 표현은 하이에크, 미제스, 로스바드, 개
리슨 등 어느 누구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투자나 주가 통계자료에서는 소비재
관련 산업에서도 과잉투자 현상과 청산과정이 관측되고 있어서 이는 향후 더욱 논
의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산업에서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확대되고 침체기에 투자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거나 다소 축소된 산업들
중 일부 산업에서는 인위적 호황기에 수반되는 침체기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경기 대응적으로 시행하는 추가적 저금리정
책과 같은 경기부양책에 편승하여 투자를 확대하며 또 다른 경기변동의 씨앗으로
자라나는 산업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미시적 접근에 의한 분석결과는 현
실경제의 경기변동은 정부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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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
의 경기변동 이론을 상당부분 실증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미시적 분석결과가 특정 산업 또는 일부 산업들에
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체의 부침으로 파급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
한 거시적 분석결과도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1954년 3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의 미국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벡터오차수

정모형을 이용한 거시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자와 소비가 균형수준을 벗어난 경
우 균형수준으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으며 단기 정책 금리 인하에 의해 확대된
장단기 금리차이의 충격에 의해 투자와 소비의 증가율은 충격발생 이후 열 번째 분
기를 전후하여 투자와 소비 증대 효과가 최대수준에 달하고 이후에는 크게 둔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시적 분석결과는 정부가 신용긴축의 일환으로 단기 정책금리를 인상하
면 소비와 투자는 빠르게 위축되고 10번째 분기를 전후하여 소비와 투자의 감소세
의 저점을 통과한 후 감소세 둔화가 일어날 것을 시사한다. 이는 인위적으로 조성
된 경기호황기에 확대된 투자와 소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부가 긴축
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빠른 시장청산과정을 거친 후 경제가 장기균형수준에 도달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주장하는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이 정
부의 이자율 간섭을 통한 시장개입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기변동이 근본적으로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
책에 기인한다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은 하이에크와 미제스 이후에 소
수의견으로 홀대받으며 주류경제하계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
의 경기변동이론은 재평가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은 경기부양책으로
손쉽게 꺼내 들 수 있는 통화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학파
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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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사점과 결론
이번 경기변동이 직접적으로는 화폐공급의 증가에 의한 이자율의 인위적인 하락
과 제도적으로는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다. 1920년대의 대공
황도 금본위제 하에 있었다는 점만을 제외한다면 이 번 경기변동과 큰 차이가 없는
직접적 원인과 제도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 그리고 화폐공급양의 결정과 화폐제
도와 금융제도를 만드는 일은 지금이나 그 당시나 정부의 몫이다. 즉 이번 경기변
동이나 대공황이나 모두 정부 실패에서 연유했다는 것이다.
두 시기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금이나 대공황 당시나 상당수 경제전문가와 여론
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장 등의 결함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당연히 그들은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의 결함을 시정해 줄 것을 제안하거나 주장해왔다. 이제 우리
는 지금까지의 이론과 실증 분석을 토대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 또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침체기의 정부 정책: 소극적 정책
‘버스트-침체기’는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회복의 시간이다.
그렇지만 침체기는 짧을수록 좋다. 침제기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
또는 정부가 취해야 할 수단은 무엇인가? 침체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은 정부가 시장의 조정과정(market's adjustment process)에 간섭하거나 개입하
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거의 모든 정부는 이 시기에 적극적
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
개입 또는 간섭은―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길을 방해
하고 어렵게 한다. 정부가 시장의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할수록 침체를 악화시키고
영구화시킨다. 결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간섭은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문제점을 언제나 악화시킨다.
정부가 행하는 시장 간섭을 열거하면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훌륭한
‘반침체’(anti-depression) 정책이 된다. 정부가 행하는 시장 간섭은 재정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55) 통화정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부
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침체 이전보다 이자율을 더 낮추어
통화량을 더 증가시키면 통화량 증가는 재화들의 가격 하락을 방해한다
. 그런 가격
하락 억제는 구조조정을 연기하고 침체를 더 길어지게 한다. 통화량 증가가 없을
55)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래에서 열거하는 각종 시장 간섭 정책을 시
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그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초래할 폐해도 아래에서
논의하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이 절이 일반 이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현재 반침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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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통화량 증가에 의한 추가적인 신용팽창은 더 많은 과
오투자를 초래하고 이런 과오투자는 미래 언젠가 침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청산되
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확장적 통화 정책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더 높은 이자율의 출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을 직접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민간 은행에 대하여 상당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은행의
신용 대출 행위에 쉽게 간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은행의 신용 대출 행위
에 간섭하면 정부는 정부에게 잘 보인 기업에게 대출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
러므로 정부는 민간 은행의 자금 중개 행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은행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민영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민간 은행의 신용축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위기가 도래하면 민
간 은행은 신용을 축소하고자 한다. 신용의 축소가 바로 다름 아닌 디플레이션이다.
은행은 자신이 파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신용을 축소케 할 뿐만 아니라 은행쇄도
를 대비하거나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자한 신용을 회수함으로써 신용을 축소시킨
다.56) 신용의 축소 또는 디플레이션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축한다.57) 정부가 민간 은행의 신용축소를 방해하는 것은 경기회복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실업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이다.
실업보조금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모든 실업보조금은 실업을 영구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실업보조금이 일할 인센
티브를 없앨 뿐 아니라 서둘러 일자리를 찾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후버 대통령 시대에 기업의 임금을 의도적으로 높게 유지하도
록 정부가 강제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보다 인위적
으로 높게 유지하면 재고가 쌓이게 되고 경제의 빠른 회복을 방해한다. 실업보조금,
인턴제 보조금,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제도는 인위적으로 임금 하락을 억제하거나
임금의 상승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셋째,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고 그에 따라 저축을 억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다. 적자 재정의 편성 또는 증세 등이 좋은 예이다. 정부의 지출은 모두 소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 재정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 만큼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그 만큼 사회 전체의
‘소비/투자’ 비율을 끌어올리고 그런 소비 증가는 침체를 연장시킬 뿐이다. 서양에
56) 은행쇄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절을 참조.
57) Hὔlsmann(2008b)은 디플레이션을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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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푸드스탬프’를 지급하거나 각종 구제금 지급 프로그램은 소비를 촉진하고 그만
큼 저축을 억제한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많다. 각종 보장성 지출도 여기에 해
당한다. 심지어 일본은 이번 위기에 현금을 소비자에게 직접 지불하기까지 했다. 소
비 촉진과 그 결과 저축 억제는 침체를 악화시킨다는 사실과 그와 반대로 저축의
증가와 소비의 감소만이 침체를 단축하는 길이라는 점을 앞에서 보았다.
요약하면, 침체 기간을 단축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가 시장에 어떤 종류의 ‘개
입’이나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은 사람
들이 그토록 바라는 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다음 경기변동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은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할 ‘무능한’ 기업
가를 생존하게 만듦으로써 국가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기업가는 다음 경기변동에 잘 대처할 수 없다. 지폐제도와 부분지급준비제도
하에서는 경기변동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은 제도 자체에 내재된 것이라는 점을 앞
에서 지적하였다. 침체기에 행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
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소비자 전체의 효용은 후퇴한다. 침체
기에 행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은 인기에 영합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정
책이 돕고자 하는 국민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다.

2. 침체기의 정부 정책: 적극적 정책
앞에서 시장의 조정과정에 맡기는 것이 침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정부의 태
도 또는 정책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 정책이라고 하겠다. 정부가 침체
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없는가? 경기변동을
예방 또는 방지하는 것이 침체를 겪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
다. 정부가 경기변동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제도를 고치는
일은 다음 절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제외한 내용만을 다룬다.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정부는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정부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세금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소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 ‘저축/투자’에 부정적으로 작
용한다. 먼저 경제가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가정하자. 감세는 사회 전체의 ‘저축/소
비’ 또는 ‘투자/소비’ 비율을 자동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경제가 침
체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사회의 시간선호를 하락하게 만들고, 그 결과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저축/투자’를 증가하게 만든다. 경제가 침체기에 진입해 있지 않다고 가정
하자. 감세는 앞에서 제시한 이유로 경제 침체의 발생을 상당히 억제할 것이다. 감
세는 또한 다른 건전한 경제행위를 자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보았듯이 일
본은 1990년대 침체기에 감세는 조금하고 증세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였다. 물론 이
러한 정책이 일본을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적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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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존하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도 침체 기간을 단축시키고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현실에서 많은 나라의 정부가 엄청난 액수의 재정적자
를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재정적자는 사실상 정부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다. 재
정적자의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재정적자는 새로운 화폐를 발권하여 조달된다.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경기변동 등과 같은 각
종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 결과 국민은 재정적자로 인한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등으
로 그만큼 가난해진다. 그러므로 흔히 재정적자는 다음 세대에게 빚을 부담시킨다
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으로 현 세대도 일정 부분 빚
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거나 최대한 없애는 것이 경기침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이미 재정적자가 엄청난 규모일 때는 상당한 재정
적자의 축소도 외형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
가 없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정부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나라들이라 하더라
도 실제로는 건전한 경제 행위를 억제하는 많은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가 그런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건전한 경제활동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폐해를 줄여 경제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
에서 자본주의의 근간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와 규제는 자본주의에 맞게
손질되어 존속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경기변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은 정부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줄
이는 것이다. 정부의 크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큰 정부가 경기변동을 만들어낸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절에서 논의할 제도적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를
크게 만드는 어떤 공공정책도 다음 경기변동을 초래하거나 경기변동의 영향을 악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3.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개혁
화폐와 금융에 관한 한,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우리가 어떤 정책과 목표를 추구하
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화폐와 금융에 관한 정책과 목
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틀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폐
와 금융에 관한 규칙과 제도가 어떤 정책과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도보다 더 중요하
다는 것이다. 그 점이 이번 위기에서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에 대한 개혁 내용의 결론만
을 자세한 설명 없이 나열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학수․전용덕(2009)을 참조
하기 바란다. 첫째, 민간이 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것, 즉 화폐의 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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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화폐 발행을 자유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
앙은행을 폐지해야 한다.58)59) 셋째,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100%지급준비를 의무화해
야 한다. 넷째, 금융 시장에 가해진 불필요한 규제와 잘못된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긴요하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화폐제도를 개혁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4. 결론
경기변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배분만이 아니다. 경기변동은 인간의
삶,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일반
적으로 경기변동 국면에서 발생하는 자원 배분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불황, 특히
길고 혹독한 불황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불황은 노숙자와 가족
붕괴의 증가, 살인과 성범죄와 같은 잔혹한 범죄의 증가, 결혼과 출산의 감소, 이혼
과 자살의 증가, 영아 유기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을 초래한다. 우리나
라에서 1990년대 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혼자 또는 가족 단위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불황은 테러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
표출 행위도 증가하게 만든다. 특히 불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두드
러진다. 1990년대 초부터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에서 테러가 점증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불황의 골이 깊을수록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는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불황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경향도 감
지되는 것 같다. 사기와 같은 범죄가 증가하는 것도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불황의 정도가 용인할 수 있는 극한 상황을 넘으면 국가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 앞에서 나열한 현상을 총칭하여 ‘반문명화’(decivilization) 또는 ‘문명 파괴’라
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변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제도
가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경기변동의 영향으로부터 누구도 지구상에서는 도
망쳐서 숨을 곳이 없다는 점과 개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제로섬게임인 머니게임
(money game)에 참여하는 것뿐이라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통화에 대한 간섭을 없애고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앞에서 제시한
바대로 개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만약 화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시장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경제에서
는 경기변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위기를 포함한 경기변동이 반복되는 것
58) 중앙은행의 기능은 각국마다 대동소이하다고 하겠다. 폐해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주요 폐해
만을 다루고자 한다. 중앙은행의 자세한 기능에 대해서는 전용덕(2007), 93-101쪽 참조.
59)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중앙은행 제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질문도 매우
의의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상업은행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익집단의 이해를 돌보기 위하여 연방준비이사회
가 만들어진 것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성립 동
기와 과정은 Rothbard(1983, 1984, 1999) 참조, 영국의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의 기원에 대해서는 Rothbard(198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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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에 의한 시장 간섭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약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자유
시장에 맞게 개혁하면 국가적 차원의 위기와 국제적 차원의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60)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경기변동이 아닌 경기변화는 언제 어디에서나 일
어날 것이다. 즉 국지적 차원의 혼란이나 불황, 그것도 아주 일시적인 불황이나 혼
란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천재지변, 인간의 예측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간세계
에 약간의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경기변동의 반복과 문
명파괴를 막고자 한다면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포함한 각종 반자본주의적 제도를
시장원리 또는 자본주의와 일치하게 개혁해야 한다.

60) 상품화폐 제도 하에서 화폐공급의 증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경기변동의 발생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만약 상품화폐 제도 하에서 경기변동이 발생
한다하더라도 그런 경기변동은 지폐제도 하에서의 경기변동에 비해 아주 영향이 작고 매우 일시
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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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화폐-거시경제학 관점에 의한 해석
여기에서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현대 ‘화폐-거시경제학’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물론 경기변동 이론의 주요 부문만을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
서

서술한

내용의 전부를

다시

서술할

필요는

없기

Garrison(1996, 2004)을 이용하여 경기변동을 설명하고자
Garrison(1996)은

자발적인

저축이

초래하는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한다.61)

호황을

‘저축이

유도한

확

장’(savings-induced expansion)으로, 단순한 화폐공급 증가 또는 신용 증가에 의해
유도된 확장을 ‘신용이 유도한 확장‘(credit-induced expansion)으로 명명하여 구분하
고 있다. 그의 구분을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물론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의 요점만을 현대적인 화폐-거시경제 총량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부록 그림1>은 저축이 유도한 확장, <부록 그림2>는 신용이 유도한 확장을 설명
하고 있다. 먼저 두 그림에 공통되는 것을 한꺼번에 설명한다. 두 그림 모두에서 수
평축은 대부가능자금(loanable fund)을, 수직축은 이자율을 나타낸다. 대부가능자금
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대부시장의 균형을 가져온다. 이 때 시장의 균형을 가져오
는 이자율은 i이고 소득에서 저축된 액수와 투자목적으로 빌려오는 액수는 A이다.
물론 최초의 균형점은 정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율 i는 저축과 투
자를 일치시키는 자연이자율이다.
<부록 그림1> 저축이 유도한 확장

<부록 그림2> 신용이 유도한 확장

출처: Garrison(1996), 113쪽에서 인용

출처: Garrison(1996), 113쪽에서 인용

61) 라스바드와 개리슨은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두 연구자의 차이에 대
해서는 김학수·전용덕(2009)을 참조.

- 50 -

이제 <부록 그림1>에서 개인들의 시간선호가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저축의 증가,
즉 대부자금의 공급이 증가한다고 하자. 공급곡선은 S에서 S‘으로 이동한다. 개인들
의 시간선호가 낮아진다는 것은 더 미래지향적이 된다는 것, 즉 예전보다 사람들이
현재 소비보다는 미래 소비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자금의 공급이 증가
함에 따라 균형이자율은 i에서 i'으로 하락한다. 이러한 이자율 하락은 기업가로 하
여금 과거에는 이윤이 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던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신
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저축과 투자가 AB만큼 증가한다. 저
축이 유도한 이자율의 하락은 현재의 소비보다는 투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증가는 경제의 생산능력(productive capacity)을 증가시키고 진정한 경제
성장을 초래한다. 요컨대 시간선호의 하락에 의한 저축의 증가가 초래하는 붐은 지
속가능한 것이다.
<부록 그림2>는 중앙은행에 의한 신용팽창의 영향을 보여준다. 대부자금 공급곡
선은 S에서 S+△M으로 이동한다. △M이 중앙은행이 경제에 주입한 신용의 양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절약적이 되었다거나 미래지향적이 되었다고 가정
하지 않는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설명의 편의상 저축의 순증
(net increase)은 없다고 가정한다. 시장균형 이자율은 i에서 i‘으로 하락하고 그에
따라 기업가들은 AB만큼 투자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자율의 하락은 진정한 저축
을 AC만큼 감소하게 만든다. 인위적인 이자율 하락은 저축의 하락, 즉 소비의 증가
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다. 생산요소의 소유자들은 투자의 증가로 인한 소득의 증
가를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시간선호가 변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신용팽창은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고 저축과 투자를 분리하게 만
든다. 새로운 저축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이 대부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인위
적인 붐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붐은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버스트가 뒤따른다. 그 결과 투자는 낮아진 저축
수준으로 다시 낮아진다. 투자와 저축의 차이, 즉 CB가 저축의 뒷받침이 없는 투자
로서 과오투자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이자율은 투자의 총량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배분의 시제간 패
턴을 결정한다. 저축의 증가는 미래의 소비를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로 이전하게
만든다. 저축이 유도한 이자율 하락은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더 큰 자본에 투자하도
록 유도하고 저차재보다는 고차재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소비의 시제간 선호의
변화에 맞춰 생산물을 가까운 미래(near future)에서 먼 미래(remote future)로 이동
시키기 위하여 자본구조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화폐공급의 증가도 앞에서 설명한 자본의 이동을 유도한다. 그러나 신용확장이 유
도한 이자율 하락은 시제간 투자패턴과 시제간 소비 선호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시
간 선호, 즉 저축 선호(savings preferences)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가들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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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을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로 이동시킨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노동
자, 토지소유자 등과 같은 생산요소들의 소비패턴과 기업가들의 생산결정은 충돌한
다. 저축과 소비패턴의 시제간 불일치는 종국적으로는 버스트를 유발한다. 여기에서
버스트는 지속 불가능한 붐을 자동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제 Garrison(2004)을 이용하여 좀 더 정밀한 경기변동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차이를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오
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의 발전에 있어서 주요한 분석적인 디딤돌은 하이에
키언 삼각형(Hayekian triangle)이다.62) <부록 그림3>에서 왼쪽 상단의 그림은 하이
에키언 삼각형을 보여준다. 이 삼각형은 이자율의 변화가 자원의 시제간 배분에 미
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하이에키언 삼각형의 밑변은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생산과정을 보여준다. 그림의 왼쪽은 철광석과 같은 광업을, 오른쪽
은 도소매업을, 중간과정은 각종 부품제조와 제조업을 나타낸다. 분업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생산시간이 길어지면 생산단계의 수, 그림에서는 막대기의 수가 증가한
다. 그림의 수직축은 각 생산단계에서의 생산물의 크기를 보여준다. 생산과정의 오
른쪽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추가되고 최종 단계는 최종 소비재로서의 생산물이다.
하이에키언 삼각형은 경제 내의 소비가능한 생산물(consumable output)과 그 생산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생산과정에 있어서 시간 차원 간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관계는 시제간 선호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화폐공급의 증가에 의해서도 변화가 유도될 수 있다.
저축이 유도한 이자율 하락은 기업가로 하여금 생산과정의 초기 단계(early-stage)
에 투자하도록 이끈다. 이 때 자원이 후기 단계(late-stage)에서 초기 단계로 이동하
게 되는 데, 그런 이동은 최종 소비 수요의 감소로 인한 효과에 의해 더욱 강화된
다. 자본이 재배치되는 동안에는 최종 단계의 막대의 길이는 짧아지고 생산과정의
길이는 길어진다. 초기 단계의 막대의 길이는 길어지거나 새로운 막대가 추가된다.
투자 증가의 궁극적인 효과는 조만간 생산 과정에 따라 소비 가능 생산물을 증가하
게 만든다. 시장은 현재의 소비 수요 감소와 이자율 하락에 직면한 기업가로 하여
금 그런 변화된 시제간 선호(intertemporal preferences)와 일치하게 투자 결정을 하
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에 의해 유도된 화폐공급의 증가는 시제간 선호와
일치하지 않는 자본의 배분을 초래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한다.
화폐공급의 증가 또는 신용팽창에 의해 유도된 투자의 증가에 따라 노동자들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소유자들은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자율의 인위적인
하락은 요소 소유자들로 하여금 신용팽창이 있기 이전의 소비 수준보다 더 높은 소
비를 하게 유도한다. 통화 정책에 의해 유도된 이자율 하락과 연계하여 소비가 증
가하는 것을 미제스는 과소비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지적했다.
62) Garrison(2004)에 의하면, 하이에키언 삼각형은 하이에크가 1931년 런던경제학부(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강의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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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3>에서 오른쪽 상단은 생산가능성곡선(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s,
PPF), 오른쪽 하단은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보여준다. A는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경우에 대부자금 시장을 청산하는 시장이자율 하에서의 저축과 투자가 동일해지는
상태를 보여준다. E가 A에 상응하는 PPF 상에서의 점으로서 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경제를 나타낸다. 화폐공급을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대부자금은 S에서
S'으로 이동하고 이자율은 ieg에서 i'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 결과 저축자는 B에서
저축하고 투자자는 C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가 저축보다 많아진다. 저축이 감소
한 상태인 B는 PPF에서는 소비가 증가한 F로 나타난다. 투자의 증가는 PPF에서는
소비가 감소한 G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시적인 안착점은 F와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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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은 많이 하고 유지와 관리는 낮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 쪽에서는 오버
타임(overtime) 등과 같은 방법으로 노동을 과다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가능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하이에키언 삼각형에서는 초기 단계의 생산에는 과오투자가, 후기
단계의 생산에는 과소비가 일어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원은 양방향으로 이
동하게 되고 그 자원은 중간단계의 생산에서 이동한 것이다. 이것은 하이에키언 삼
각형에서 이중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Cochran(2001)은 그것을 생산구조들의
결투(dueling production structures)라고 명명했다.
<부록 그림3> 신용팽창의 동학

출처: Garrison(2004), 338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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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4>는 경기변동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수평
방향의 화살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은 과잉투자를 의미하고 왼쪽으로 향하는 것은
청산을 의미한다. 수직 방향의 화살이 위로 향하면 과소비를 의미하고 아래로 향하
면 강요된 저축을 의미한다. ‘1번’에서는 과잉투자와 과소비가 동시에 진행된다.
PPF를 약간 상회하는 지점에서 중간단계의 생산구조로부터 초기 단계로 자원이 계
속적으로 이동하여 과잉투자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중간단계에서 소비
가능한 재화의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2번’에서는 과소비는 극대에 달하지만
과잉투자는 여전히 계속된다. 왜냐하면 1번에서 재화의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번’에서 소비 가능한 재화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진행중인 투
자는 절정에 도달한다. 소비자는 이전 단계의 과소비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야 하는 것을 강요받는다. 소위 하이에크가 말하는 강요된 저축(forced saving)이 발
생한다. 이 때 강요된 저축은 미제스의 과소비와 조상이 같은 것이다.63) 자금 수요
자간의 경쟁으로 이자율은 상승하고 그 결과 붐은 주춤거리기 시작한다. 소비자는
과소비로 인한 압박을 받는다. ‘4번’에서 과잉투자는 절정에 달한다. ‘5번’에서 여전
히 소비자는 소비를 절약할 것을 압박당하는 국면이고 기업 쪽에서는 청산이 시작
된다. 이제 자원은 초기 단계에서 후기 단계로 이동한다. ‘6번’, ‘7번’, ‘8번’은 2차적
인 침체(secondary depression) 또는 2차적인 디플레이션(secondary deflation)이라
부르는 국면으로 이미 이 단계는 PPF가 이전보다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이다. 소비
와 투자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단계이다. 이 국면은 침체가 침체를 낳는 상황이다.
비관주의 전망이 상황을 더 나쁜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국제 지폐 제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국제 지폐 제도 하에
서 미국과 같이 국제 지폐 발행 국가인가, 한국처럼 국제 지폐 피발행 국가인가에
따라 PPF의 움직임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더 정확히는, 국제 지폐 발행 국가와 피
발행 국가가 얼마나 많은 양의 경상수지 적자와 흑자를 부담하느냐에 따라 PPF는
그 만큼 이동할 것이다. 이 점은 <부록 그림3>과 <부록 그림4>의 문제점이라고 하
겠다.64)

63) Garrison(2004), 347쪽 참조.
64)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학수․전용덕(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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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4> 숫자로 본 붐과 버스트

출처: Garrison(2004), 340쪽에서 인용.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설명은 순수한
저축이 없는 상태, 즉 성장이 없는 상태를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순수
한 저축과 그에 따른 성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현실에서 볼 수
있는 투자의 일부는 진정한 저축에 나온 것으로 PPF는 그만큼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소비의 감소는 소비의 증가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원배분

의 잘못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실로 경제는 초기의 균형점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
는다. 그것은 PPF가 안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진정한 저축이 있다
면, 그렇게 하여 경제가 성장한다면 PPF는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적게 바깥쪽
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제 Garrison(2004)의 결론을 직접 들어본다. “즉 생산의 초기 단계들에서 소득
을 버는 일과 소비 가능 [재화]에 그 소득을 지출하는 것에는 시차가 거의 없거나
없는 반면에 PPF를 넘어서서는 소득을 버는 일과 쓰는 일에는 [시차의] 여지가 있
다. 즉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서는 (일시적으로) 생산물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은 미제스가 말한 과소비와 과오투자가 하이에크가 말하는 강요된 저축보
다 더 잘 일치한다는 것이다.”65) 그러나 미제스는 과오투자를 인정하지만 과잉투자
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 개리슨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더 일반적인

65) Garrison(2004), 344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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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투자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 무한정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의
고용은 거의 모든 생산단계에서 생산능력의 확장을 허용한다. (중략) 그러나 과잉투
자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이 모든 단계에서 생산
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생산의 중간 단계에 비해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에서 [생산물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이다.” 66) 미제스의 과오투자는
진(眞)이지만 과잉투자가 없다는 설명은 문제가 있다고 개리슨은 주장하는 것이다.
이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신용팽창에 의해 움직여진 시장의 힘은 처음
에는 생산요소 소유자들로 하여금 신용팽창이 없었다면 했을 소비보다 더 많이 소
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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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하고 그가 여러 번 사용한 강요된 저

축이라는 용어와 전적으로 일치한다. 과소비와 비록 미제스가 부인한 것이지만 이
에 상응하는 과잉투자는 신용에 의해 유도된 붐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일치
한다.”67)
여기에서 앞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더 추가하기로 한다.68) “새롭게 창
출된 화폐의 소비는 한꺼번에 또는 어떤 무작위한 방법으로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
치지는 않는다. 가장 먼저 그 돈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 이자율이라는 것이
신용시장을 청산하는 가격이고 자본의 배분을 결정짓는 가격이다. (중략)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자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더 먼 미래의 소비재들의 생산을 도와
주는 자본재의 창출과 사용을 자극한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쓰일 소비재의
생산을 도와줄 생산재의 생산을 희생하고서 말이다. 그러나 저차의 자본재 생산에
서 쓰이는 자원을 회수하여 고차의 자본재의 생산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자원이 그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 (Mises[1953, p. 363]) 즉 자본재 시장에서
의 화폐로 유도된 재구성(restructuring)은 소비자 수요와 자원 이용가능성의 시제간
불일치를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만든다. 시장과정은 스스로 역전(self-reversing)한
다.”69)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이 다른 이론, 예를 들어 케인스 경제학, 통화주
의 뿐 아니라 통화주의를 계승했다고 여겨지는 신고전주의자 등과의 차이는 자본이
론이다. 세 학파의 공통점은 자본이론이 전혀 없거나 자본이론이 화폐이론과 잘 통
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간선호와 이자율은 자본의 시제간 자원배분의 연결
고리로써 시제간 자본의 배분을 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르게 말하면,
오스트리안의 자본이론은 시제간 조정이론(theory of intertemporal coordination)에 해
당한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은 시제간 부조정이론(theory of intertemporal
66)
67)
68)
69)

Garrison(2004), 345쪽에서 인용.
Garrison(2004), 347쪽에서 인용.
이 문단을 포함하여 아래의 네 문단 내용은 Garrison(1989)을 주로 참조.
Garrison(1989), 11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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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ordination)에 해당한다. Garrison(1989)은 자본이론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결론내
리고 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말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에 주의를 기
울이라는 것은 경제학 전문가에게 자본이론을 거시경제학에 다시 갖다놓을 것을 호
소하고 있는 것이다.”70)
Garriso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은 붐이 지
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그것이 침체 그 자체에 대한 이론은 아
니다.” 그 다음에 그는 “리플레이션, 화폐 가치절하, 채무 구조조정, 자본통제 등이
모두 일어나거나 일부만 일어나는 단계인 침체 과정과 회복 과정은 각 경제의 개별
적인 에피소드로서 독특하다.”라고 적고 있다.71) 개리슨의 지적과 앞에서 설명한 경
기변동의 2차적 특징은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
변동의 2차적 특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런 특
징이 나타나는 기간이 경우에 따라서 다를 뿐으로 여겨진다. 개리슨이 앞에서 지적
한 점은 침체기간이 길어지면서 2차적 특징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정부의 경제정
책에 영향을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양상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경
기변동의 2차적 특징과 개리슨의 주장은 결코 상호 모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70) Garrison(1989), 24쪽 인용.
71) Garrison(2001, p. 120). Powell(2002), p4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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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r. Nikolay Gertchev의 "유동화의 경제학과 현재의 경제위기"라는 연구논
문은 유동화(securitization)라는 금융기법을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각에서 설
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부분준비금제도하에서 중앙은행에 의해 제공되는 유
동성에 따라 은행의 신용창조가 더 이상 제한되지 않고 유동화가 스스로 유
동성 확대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
기호황과 불황의 반복이 중앙은행제도와는 상관없이 부분준비금제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의 은행들에게 중요한 유동화 기법이 이번 경
제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이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저축을 중개하는 범위내에서, 유동화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자유시장과 양립할 수 있는 유효한 금융기법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동화는
유동성과 만기일의 관점에서 생산과 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주체에 대
한 권리의 성격을 변환시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변환의 가능성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시제간 교환만큼 유동화는 자본축적과 경제성
장을 유발한다. 자유시장에서 유동화는 경제학자들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유
발하지 못하는 평범한 금융수단이다.
부분준비금제도에 의해 개입된 시장(hampered market)에서 유동화가 실행
되는 경우에 유동화는 경제분석의 대상이 된다. 부분준비금제도 하의 은행들
은 그들이 대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예금(신용수단의 교환)을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제과학의 전통(Ludwig von
Mises, Friedrich von Hayek, Murray Rothbard and others)은 은행들의 이
러한 특권이 경제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왔다. 새롭게
창조된 예금의 지출은 부분준비금만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유동
성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확대는 중앙은행에 의한 동등한 유
동성 유입에 따라 결정된다. 이 연구는 만약 은행들의 대출포트폴리오의 일
부가 유동화된다면 은행들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주
장하고 있다. 새롭게 창출된 유동화 자산은 처음에 은행에 의해 대출된 동일
한 예금으로 인수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화는 은행의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 이것은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의 일부를 자유롭게 하고 유동화된 자산만

큼 새로운 신용확대를 할 수 있게 한다.
부분준비금제도 하에서 은행들이 이 기법을 사용하면, 유동화는 통화공급
의 확대와 동일한 은행신용확대의 가시적 영향을 감출 수 있다
. 게다가 은행
의 대차대조표(결과적으로 경제적 교환)에서 예금의 일부를 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용수단의 교환이 사실상 유통된 일련의 부문들에서 유동화는 은행
신용의 가격 인상효과를 제한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플
레이션을 유발하는 경기호황의 현실을 감추면서 마치 저축 증대에 의한 경
제성장인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유동화는 경제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도록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부분지급
준비금제도 하에서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 정부보증, 신용보험, 그리고 신용
평가기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The Economics of Securitization and the Current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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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paper "The Economics of Securitization and the Current Economic Crisis" by Nikolay
Gertchev offers an Austrian interpretation of the financial technique of securitization. It shows
that securitization, when used by fractional reserve banks, becomes a self-refinancing tool that
allows for a bank credit expansion that is no longer limited by the liquidity provided by a
Central bank. Hence, the paper contributes also to business cycle theory, as it demonstrates
that a boom-bust cycle can be generated by fractional reserves banks themselves,
independently from Central banks. Given the empirical quantitative importance of
securitization by modern banks, the paper argues that this technique has been a contributing
factor to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o the extent that it intermediates savings, securitization is found to be a valid financial
technique that is compatible with the free market (it does not invade others' property rights).
In particular, it consists in transforming the characteristics, in terms of liquidity and maturity,
of claims on economic agent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exchange. Inasmuch
as some intertemporal exchanges would have not taken place if this transformation possibility
did not exist, securitization allows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to take place.
On the free market, securitization appears to be a banal financial tool that should not require
any particular attention from economists.
Securitization becomes of relevance for economic analysis when it is practiced in the
hampered market by fractional reserve banks. Such banks have the privilege to create new
deposits (fiduciary media of exchange), which they lend out. A long-lasting tradition in
economic science (Ludwig von M ises, Friedrich von Hayek, M urray Rothbard and others) has
demonstrated that this privilege accounts for the economic boom-bust cycles. Because the
spending of the newly created deposits implies a liquidity outflow for fractional reserves
banks, even at a systemic level, the bank credit expansion is dependent upon an equivalent refinancing liquidity inflow by the Central bank. The paper by Nikolay Gertchev argues that the
Central bank's intervention can be circumvented by banks themselves, if they manage to
securitize part of their loan portfolios. Because the newly created securitized assets would be
acquired by the same deposits that were initially created and lent out by banks, securitization
becomes a technique for reducing banks' liabilities. This frees part of banks' required reserves
and allows for a new wave of credit expansion up to the amount of securitized assets.
When used by fractional reserve banks, securitization serves to hide the visible impact of
bank credit expansion, namely the immediate and equivalent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In
addition, because it withdraws part of deposits from banks' balance sheets, and consequently
from economic exchanges, securitization helps to limit the inflationary impact of bank credit
to a number of sectors where the new fiduciary media of exchange have actually circulated
before being sterilised. From this point of view, and because it creates the illusion of savingsdriven growth while hiding the reality of an inflationary boom, securitization is a factor in
generating the economic boom-bust cycle. Finally, the paper suggests that government
guarantees, credit insurers and rating agencies deserve further analysis, as they have been
instrumental in making possible the use of securitization by fractional reserve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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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zation and Fractional Reserve Banking

Nikolay Gertchev1

While central banks, which provide fractional reserve banks (FRBs) and financial
markets with liquidities created ex nihilo, have been systematically shown as the driver of
inflation and of business cycles,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have received significantly less
attention in this respe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o which extent
securitization has played a role similar to that of central banks. Securitization has been
growing for the last few decades and, like the use of derivatives, it has become a salient
2
feature of present-day financial systems. Despite lawyers', economists' and practitioners'

analyses, and the renewed interest it has sparked off since the 2007 subprime debt crisis,
3
securitization's broad macroeconomic effects have not been fully expounded yet.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securitization. The first section defines
this financial technique, presents a short history thereof and broadly quantifies its significance.
Section two details its operational aspects when used by FRBs. Section three systematizes the
main economic features of securitization by banks and offers a broad assessment of the
technique.

Definition, Rationale and Scope of Securitization
In the course of production for exchange, economic actors obtain rights to future
payments of money. For instance, a car dealer that sells his cars on credit for five years gets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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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 of the European Commission.
2
Two technical specialists of the field advance even that securitization is as crucial as capital markets:
"Securitization is as necessary to any economy as organized financial markets" (Fabozzi et al. 2007, p. 11).
3
Since 1996, the area is the central topic of a journal of its own – the Journal of Structured Finance. References
to the large vari ety of legal studies, as well as basic treatment of the fundamental legal issues raised by
securitization, can be found in Hill (1996) and Schwarcz (1994). Technical presentations, authored by Pozdena
(1986), Camming (1987), Carlstroim et al. (1992), Ergungor (2003) and Elul (2005), were all published by the
research departments of central banks. Practical issues, such as the impact of securitization on interest rates and
on monetary policy, have been developed by Kolari et al. (1998), Estrella (2002), Altunbas et al. (2007) and
ECB (2008). A complete multidisciplinary study, meant also to be a practitioners' guide, is Kothardi (2006).

2
claim on future receivables in exchange of his cars. Such credits are relatively illiquid because
their characteristics tend to be sector- and client-specific. In some cases, non-financial
companies may want not to get involved in the business of making credit. For these, and other
possible reasons, economic actors who own claims on future payments may prefer to
4
exchange them for an amount of money that is available now. Each of these claims can be

individually passed to an economic actor that has just the opposite preferences. Or relatively
similar claims, possibly coming from different owners, could be grouped together within a
single holding entity that could then create standardised claims on them to be sold to
interested investors on the financial markets. This process of putting together relatively
illiquid assets, of using them as collateral for backing new securities, and of using the
proceeds from the sell of the securities to fund the owners of the illiquid assets is called
securitization: "Securitization is the process of pooling and repacking loans into securities that
are then sold to investors" (Ergungor 2003, p. 1). The general features of securitization can be
5
presented by means of ordinary T-accounts (Table 1) .

Table 1. Synthetic balance sheets of companies
Assets

Firm A

Liabilities

Assets

Investments 120

Equity 100

Investments 80

Equity 50

Investments 350

Equity 200

Credits A

Debt

Credits B

Debt

Credits C

Debt

80

100

Fir m B Liabilities

20

50

Assets

Firm C

50

Liabilities

200

In aggregate, firms A, B and C have total liabilities of 700 (350 in owned capital and
350 in debts), out of which 550 are invested in production and 150 are lent to clients. In case
all three firms securitize their credits to clients, economic relations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way (after consolidation of A's, B's and C's books):

Table 2. Entities involved in the process of securitization
Assets

4

Firms

Liabilities

Assets

SP V

Liabilities

Assets

Investors

Liabilities

Investments 550

Equity 350

Credits A

80

Securities 1 100

Securities 1 100

Net

Reserves

Debt

Credits B

20

Securities 2 30

Securities 2 30

(savings) 150

Credits C

50

Securities 3 20

Securities 3 20

150

350

wealth

The underlying ultimate cause of these exchanges is rooted in individuals' time preference rates that are higher
than the current interest rate. On the importance of time preference for the process of civilization in general and
for economic analysis in particular, see Hoppe (2001, especially chapter 1).
5
All numbers, in tables and in the text, refer to a quantity of well-defined monetary units (dollars, euros, ounces
of gold, etc.), which we will avoid to mention systematically in order to avoid redundancy.

3
Firms sell their credits to a Special Purpose Vehicle (SPV) which makes the purchase
with proceeds obtained through the issuance of securities bought by investors. The firms can
use the reserves of 150 for consumption, investment or repayment of existing debts. The SP V
is a separate legal structure, also referred to as a conduit that issues asset-backed securities
6
(ABSs). These securities can be structured in a variety of ways. Some of them may be actual

ownership titles in the SPV that give a pro rata property title on the credits held (pass-through
ABSs). Others can be debentures that promise a rate of return that is only collateralized by the
credits held (pay-through ABSs). Any of these types of ABSs can be issued in different
tranches (three in our example), in which case the payment of income on a more junior
tranche, i.e. with lower rating, is conditioned on the prior payment of income on the most
7
senior tranches. For investors, ABSs represent an additional opportunity for their savings.

On a technical level, other actors are involved also. The collection of the future
receivables (repayment of the credits A, B and C) may be fulfilled by a specialised servicer.

8

The servicer's activities may be monitored by a trust that defends investors' interests. M ore
importantly, the very issuance of ABSs, especially when they are structured, requires the
involvement of banks and rating agencies. Banks provide various degrees of liquidity
facilities and credit enhancement schemes that are crucial, together with tranching, for the
evaluation of ABSs by rating agencies. In turn, this evaluation assesses the expected risk of
investment in the ABSs, and determines the interest rate at which they could be issued.
Analysts observe that securitization depends crucially on the rating process: "Rating agencies
9

may be the single most important players in the securitization process" (Telplner 2003, p.5).

However, to obtain a good rating seems to be a rather weak constraint for the success of an
ABS issuance: "A securitization sponsor can theoretically structure the securitization to get
any rating(s) it wants" (ibid., p. 5).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securitization merely intermediates savings. One
intuitive rationale for this rather roundabout technique is that competition between firms
pushes them to accommodate clients with the financing of their purchases. Securitization then
6

This explains why securitization is often considered as part of the broader area of structured finance, i.e. the
engineering of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7
Tranching is considered to be a form of insurance for the owners of the senior securities. Indeed, the junior
securities act as cushions for losses on the credit port folio of the SPV to the extent that these losses do not
exceed the income payments on the junior securities.
8
It is most common for the firms who made the credits, often referred to as originators of the credits, to play this
role. Securitization then allows a new business model with regard to credits – "originate and distribute" as
opposed to "originate and hold."
9
This is not an isolated opinion: "Rating agencies dictate a significant amount of the structure of securitization
transactions. When the transactions were initially being structured, the rating agencies were heavily involved"
(Hill 1996, p. 1071).

4
is the way to provide the funds, whose ultimate beneficiaries are the firms' clients. Clients, i.e.
the ultimate debtors, may well appreciate and therefore remunerate that additional service
enough for the ABSs to offer attractive yields to the investors. Firms may find this
arrangement the best way to expand their turnover, rather than financing a more aggressive
sales policy through additional fund raising that would become ever more expansive as it
deteriorates their equity-to-debt ratio. There may be even a direct financial advantage for
them to the extent that market participants judge their activities riskier than the default risk of
their clients. Under all circumstances, firms pass the credit risk of their assets to other market
10

participants that are more willing to bear it.

It is commonly admitted that securitization was created in 1970, when the Government
National M ortgage Association (Ginnie M ae) issued a mort gage-backed security (M BS) in the
form of a pass-through (Carlstroim et al. 1992, p.2). If the contemporary rise of this technique
is rooted indeed in mortgage loans, securitization has first occurred in the eighteenth century
as a means for financing the West Indies plantations. Deon Deutz, a Dutch businessman,
issued bonds with the proceeds of which he financed mort gage loans to plantation owners in
Suriname. The bonds' yield was dependent on the return of the plantation loans, themselves
guaranteed by the plantations and crops. These plantation loans "can be viewed as the
forerunners of modern mortgage-backed securities" (Rouwenhorst 2004, p.5). Present-day
M BSs developed in the U S under the patronage of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GSEs)
such as Fannie M ae and Freddie M ac that aim at creating a secondary market for home
11
mortgage loans. M BSs went through some innovations, such as the creation of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CM Os) in 1983 and of Real Estate M ortgage Investment Conduits
(REM ICs) that facilitate the issuance of CM Os. CM Os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address
the prepayment risk in the event of falling interest rate, through the cushion system of the
12
tranches. Based on the model of M BSs, banks started issuing ABSs in the 1980s. Besides

10

As noted by an analyst: "The securitization process allows the company to separate financial assets from credit,
perform ance and other risks associated with the company itself" (Telpner 2003, p.1). For a detailed and still
clear-cut explanation of the possible benefits of securitization for all parties involved, see Wood (1995, pp. 4168).
11
A general account of the activities of Fannie Mae and Freddie Mac can be found in Frame et al. (2005) and
Green at al. (2005), while Sellon et al. (1988) present an early synthesis on their more speci fic role in the spread
of securitization.
12
With falling interest rates, fixed-rate borro wers are inclined to refinance their mortgages, thereby letting the
lender bear the interest rate risk. Early repayment also changes the duration of a lender's portfolio, which may
compromise other aspects of his investment strategy. Let us note that long-term home loans with fixed interest
rates and low value-to-loan ratio are the outgrowth of governm ent intervention during the Great Depression that
aimed at rescuing bankrupt banks. Prior to the creation of the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in 1936 and of
Fannie Mae in 1938, a typical mortgage had flexible rates, a maturity of up to five years, and a value-to-loan
ratio of 50% (Green et al. 2005, pp. 94-96).

5
mortgage loans, ABSs use automobile, credit card and student loans as underlying assets.
They are offered on the market either as long-term corporate bonds or as short-term
commercial paper, better known as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ABCP).
Securitization has had an exponential growth (Chart 1). Securities issued by GSEs
reached $ 7.5 trillion in the beginning of 2008, ABSs rose to $ 3.6 trillion, while the amount
of ABCP stood at $ 0.8 trillion. If securitization represented only 2.5% of credit market debt
owed by all sectors in 1970, that ratio reached 24.0% in 2008. Home mort gages, which are the
almost exclusive asset held by GSEs, have been varying in the portfolio of ABS-issuers from
13

35% of total assets in 2000 to 64% in 2006 (Chart 2).

Chart 1. Growth of securitization (197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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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low of Funds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 Data for ABCP since 2006 has been extracted from
the Ecowin Reuters databas e. Government securities, i.e. privately issued securities that are eligible for openmarket operations, are not to be confused with Treasury securities.

Chart 2. Structure of assets underlying ABSs (198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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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low of Funds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 Mortgage-backed securities pooled and issu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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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shows that securitization concerns mainly loans granted by banks, and not
credits made by producers or distributors of commodities. The next question that needs to be
addressed, therefore, is how the general principles of securitization change when this financial
technique is carried out by modern banks.

Fractional Reserve Banks and Securitization
Contemporary commercial banks combine two essentially different functions. First, they
serve as intermediaries between saver-capitalists and investor-entrepreneurs. Banks issue a
debt instrument (bonds or commercial paper) only in order to lend the funds thereby collected
to economic agents that need financing. As financial intermediaries, banks transform the
14
maturity, risk and currency profile of existing savings. This activity implies itself specific

risks (credit, interest, currency, etc.) that banks may be willing to bear wholly, to manage
partially or to hedge completely. Whatever their position toward these transformation-induced
risks, their activity qua intermediaries consists in pooling and channeling existing savings.
Because the loans that banks make come from actual wealth that is only transferred from one

14

The relations involved by this intermediation could be represented by the last two balance sheets of Table 2,
where the SPV is to be replaced by the financial intermediary. Thinking of the SPV as of a standard financial
intermediary strengthens our view that the most plausible rationale for securitization on the free market is to
provide convenience to customers. As a matter of fact, the latter do not have to deal with the financial
intermediary, but only with the seller (firms A, B and C in our example) who takes in charge the financial
arrangement, precisely through securitization.

7
individual to another, one can speak of real credit. Real credit is the very foundation of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Second, banks act as fractional-reserve depository institutions. This means that they are
legally obliged to keep in reserves only a (very small) fraction of any amount of money that is
deposited with them. The part of the money in excess of that fraction can be used for granting
credits, i.e. for creating an additional deposit that is made available to the receiver of the
credit. It follows that contemporary banks, in addition to channeling existing savings, are also
creating deposits that they lend out. Since such deposits are not brought about by existing
15
savings, one can speak of bank (as opposed to real) credit. It is precisely their ability to

create bank credit through new deposits that makes banks specific and different from other
companies, financial or not. The capacity to create deposits implies the capacity to increase
the supply of media of exchange, for deposits are used as media of exchange. Since this is the
particular feature of contemporary banks, we have to analyze securitization by banks
especially in relation to its possible monetary impact. In order to do this, let us first briefly
outline the operation of a 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 (Table 3).

Table 3. Synthetic balance sheet of a fractional-reserve banking system

Assets
Reserves
Credits
Investments

Bank A
200
12 500
900

Capital
Debt
Deposits

Liabilities
1 000
600
12 000

Assets

Central Bank

Liabilities

Gold and Forex

100

Deposits

350

Lending

550

Banknotes

400

Investments

200

Capital

100

Bank A has to comply with two basic regulations. It must keep reserves equal to 2% of
16
its overall deposits and its capital (equity) should represent at least 8% of its credits. Bank

A's total assets include its liquidity reserves in the form of a deposit at the Central Bank (200),
its credits to economic agents (12 500) and its investments in real estate and securities (900).
Bank A has obligations towards its creditors (600) and towards depositors (12 000). The net
difference between assets and liabilities is equilibrated by A's capital (1000). The typical
15

For a full-fledged theory of this important distinction, and a complete analysis of the leg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bank credit as opposed to real credit, see Huerta de Soto (2006). Huerta de Soto convincingly
shows, in line with findings by Chester Arthur Phillips and Milton Friedman, that from the standpoint of the
entire banking sector, the limit on granting bank credit is a multiple of any initial monetary deposit, irrespective
of which bank is the first to receive that money. The lower the required reserve ratio and individuals' demand for
banknotes, the higher that multiple is.
16
We borrow these numbers, for the sake of an example, from current practices in the euro area, according to
which banks have to keep average reserves of 2% of their deposits, and from the Basle II capital requirements.

8
Central Bank's balance sheet reports also some of these asset and liability elements. Deposits
held at the Central Bank (350) contain A's reserves among deposits from other institutions
(other banks and government). The Central Bank's lending (550) is partly reflected in A's debt
(as well as in the debt of government and of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he Central Bank's
investments (200) represent holdings of securities, some of which may have been issued by A,
as part of its debt. The other figures have been adjusted in order to equilibrate the balance
17

sheet.

It appears that A does not respect the liquidity reserve requirement. Assuming that it
does not want to lose its shares on the deposit market, it needs to increase its reserves by 40,
i.e. to replenish its account at the Central Bank. One means to achieve this consists in
obtaining a credit by the Central Bank through open-market operations. A cedes a total of
assets for 40 to the Central Bank which creates a corresponding liquidity that is credited on
18
A’s account. The Central Bank’s total liabilities increase by that same amount while A’s

total assets remain constant, due to the substitution between reserves and other assets. An
alternative means for A would be to obtain liquidity from economic agents that have excess
liquidity. Securitizing 40 of its credits is the proper way to capture that liquidity. This would
also improve the capital-adequacy ratio. There is a substitution between different assets on
A’s balance sheet, while the Central Bank’s total liabilities remain unaffected. From the
standpoint of an individual bank, securitization appears therefore tantamount to refinancing at
the Central Bank, the difference being that it does not imply an increase of total liquidities in
the economic system, but only a redistribution thereof among banks. This conclusion begs the
question how securitization functions from the standpoint of the entire banking system?
From a systemic viewpoint, we must reject the assumption of liquidity shortage or
excess. Let us consider A’s balance sheet from Table 3, after refinancing at the Central Bank
for 40 in exchange of part of its investments, as the consolidated banking system balance
sheet. The question now is to identify how securitization affects economically the banking
system, and how this is translated in accounting terms. One bank’s mort gages are used to pay
house promoters, who in turn pay workers, producers of building material, etc. The latter
spend the new monetary units on consumption and investment goods. Among the variety of

17

Other figures are not commented upon insofar as they do not concern the issue of securitization. The
discussion of issues such as international monetary arrangements, demand for banknotes and central banks’
history would of course require elaborating on these other elements.
18
We speak of cession rather than of sell, becaus e open-market operations may take a variety of legal forms:
outright purchases of Treasury s ecurities (as conducted by the FED), extendable repurchase agreem ents (also
typical of the Fed), or simply renewable short-term collateralized loans (as carried out by the European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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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that the receivers of the new deposits purchase are securities, some of which are
ABSs.19 When ABSs are purchased, bank checks are written or money order payments are
made that de facto transfer ownership of bank deposits to the issuing SP Vs. The SPVs then
pass the ownership on the deposits to the banks from which they acquire mortgage or other
type of loans. The credit selling banks obtain thereby claims on customers’ deposits held by
themselves or by other banks. After compensation, the system’s deposits decrease exactly by
the amount of credits sold to the SPVs, i.e. purchased by banks’ customers. From the
standpoint of the entire banking system, securitization implies therefore a simultaneous
reduction in credits and deposits. If we turn back to our numerical example now, if 10% of all
credits are securitized, credits that remain on the banks’ books amount now to 11 250, while
their obligations to depositors decrease concomitantly to 10 750. At this stage, total deposits
of 10 750 are backed by reserves of 240, while total equity of 1000 guarantees credits of 11
250. The liquidity reserve ratio increases from 2% to 2.23%, while the capital adequacy ratio
rises to 8.89%. Securitization leads to excess liquidity and to improved compliance with
capital provision regulations despite the fact that the Central Bank has not increased its total
liabilities and additional savings have not been channeled into the banking industry.
What will then be the next step of the banking system given that excess liquidity? Banks
will grant new credits until the existing excess reserves (25, i.e. the existing 240 minus 2% of
10 750 of deposits) are just enough to cover the new deposits created through bank credit.
Ignoring liquidity outflows driven by a higher demand for banknotes and by purchases abroad,
it is straightforward that banks can grant as much new loans as credits have been securitized.
Then the process can be repeated again and again, as long as there is demand for asset-backed
securities, without ever recurring to the Central Bank for refinancing. Securitization allows
fractional reserve banks to grant more loans, while keeping total deposits, i.e. the money
supply in the broad sense, constant in the economy. This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securitized credits are purchased by the SPVs by means of those same deposits that were
created by banks in the very process of granting the credits. As a matter of fact, banks create
both the object to be sold (credits) and the means by which it can be purchased (deposits). It is
20

this specificity of FRBs that makes their use of securitization special.

Bank). The economically relevant fact is the creation of liquidity for Bank A, not the concrete legal form it takes.
For details on open-market operations, see FED (2005) and ECB (2006).
19
Our sequence of distributing new liquidity in the economic system starts with the construction sector, but it
could start with any other economic sector, including the financial sector itsel f.
20
Banks that keep total reserves can make only real credit, i.e. they can lend out only funds collected through the
issuance of securities (shares and bonds). Consecutive waves of securitization would imply cons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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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erational aspects of securitization having been outlined, let us now address its
economic characteristics.

The Illusion of Savings-Driven Growth and the Spread of Securitization
Securitization allows FRBs to withdraw from the market the liquidities they have
created and lent out. It reduces the money supply by the amount of liquid assets used to
purchase the asset-backed securities. Therefore, it hides the reverse side of bank credit -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i.e. inflation. It makes the economic environment appear less
inflationary than it should be given individuals' growing indebtedness from banks.
Securitization portrays a bank credit-driven boom as non-inflationary, savings-driven growth.
It contributes to widespread the illusion that more factors of production are available than in
reality, and becomes thereby a factor in the generation of the error-induced boom-bust cycle
(Hülsmann 1998).
To a certain extent, economists have already recognized that securitization restraints the
money supply growth during a credit boom. From a different approach, central bank
economists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securitization decreases the power of monetary
policy: "[…] securitization has likely weakened the impact of any policy move" (Estrella
2002, p.1). This of course means that securitization insulates banks' lending activity from the
central bank's liquidity policy, which confirms our main conclusion and is even overtly stated
by other economists: "Using a large sample of European banks, we find that the use of
securitization appears to shelter banks' loan supply from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Altunbas et al. 2007, p. 4). The central bankers' perspective is that of growing concern about
loosening their grasp of the money supply. Such a concern implicitly admits that
21

securitization disconnects the money supply growth from bank credit growth.

To a certain extent, our analysis is in conformity with the increasingly common view
among economists, at least as far as the outer description of the phenomenon is concerned.
However, when it comes to understand what contributes to the spread of securitization, we
must part with the traditional approach, which mentions three main factors. First,
securitization is presented as a way to circumvent capital adequacy regulations, because it
transfers the credit risk of the loans from bank's books to the investors in the asset-backed

reductions in investors' money holdings, whether cash or deposits, that could not be countered by the banking
system.
21
Further evidence of the accept ance of this result by other economists is easy to find: "[…], securitization
provides an ever-growing funding source to banks and may well be the most important engine of growth in bank
lending" (Ergungor 200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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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 Second, the "originate and distribute model," according to which credits are only
originated by banks and then distributed to investors who fund them, appear more attractive
than the "originate and hold model" because of higher frequency of banking fees. Third, assetbacked securities add to the choice of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contribute to the
22
efficiency of financial markets. While these assertions may be true in themselves, it is not

true that they systematically render securitization the best solution for FRBs.
Indeed, securitization improves banks' capital adequacy ratio, as shown in our numerical
example. However, given that banks have to raise capital only up to 8% of their new credits, it
is never too expensive for them to pay dividends to new capital in order to grant 12.5 times
more loans. In addition, the interest on the securitized loans is lost for the banks.
Securitization, therefore, is not really saving the cost of capital-raising, for expenses on
23
capital are not an obstacle to the expansion of banks' activity. The "originate and distribute"

model does have the advantage of increasing banks' fees, but it has also the inconvenience of
depriving the originator of the credit from the interest yield which is transferred to the buyers
of the asset-backed securities.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accumulation of servicing fees
from securitized loans would be higher than the interest rates perceived on even a smaller
amount of credits kept on the balance sheets. Finally, the assets-backed securities allow
investors to obtain the same risk-revenue exposure as the one they would have obtained if
investing in the banks and if banks have kept the loans on their books. It is therefore not clear
in what sense there are new investment opportunities offered on the market.
All three traditional explanations of securitization assume that origination and funding
of the securitized loans are two unrelated processes (Alles 2001, p. 15). Our analysis shows
that, to the contrary, they are two analytically inseparable aspects of FRBs' operation. As a
matter of fact, securitization is of interest for economists only insofar as it is used by FRBs to
dissimulate the inflationary impact of credit expansion. From this perspective, a full
assessment of securitization needs indeed to explain how it became a widely used technique.
The crucial point, from bankers' point of view, is to create a demand for part of their loans,
repackaged as structured securities. It follows that securitization relies critically on the ABSs'
quality as perceived by investors. Securitization by FRBs can work only if securitized loans
22

That third reason is presented sometimes as an overt syllogism: "For the issuer, the bottom line is to create a
set of new securities that are worth more in aggregate than the value of the underlying assets" (Alles 2001, p. 5).
23
If all outstanding asset-backed securities ($11.9 trillion at the beginning of 2008) were kept on US banks'
balance sheets, this would have required, over the last 30 years, an additional capital injection of up to $ 952
billion. For comparison, at the beginning of 2008, the market value of all US corporate equities was $19.4
trillion, out of which $4.1 trillion were financial corporations' equities (Flow of Funds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 table L.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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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presented to the public as actually different from what they are. Hence, factors that change
investors' preferences favorably toward these financial assets are the real determinants of the
success of this technique. In a sense, securitization is based on institutions that create and
maintain an illusion.

24

Three illusion-creating institutions can be identified: government, rating agencies, and
credit default insurers. All three contribute, in a different way, to change investors' perception
of the ABSs' risk-return profile. Government, which was historically related to the modern
inception of securitization in the USA, was providing an implicit guarantee of refinancing
25
Fannie M ae and Freddie M ac. Rating agencies grant quality labels to privately issued ABSs.

Credit insurers help enhance these labels through promises, namely to pay for defaulted
creditors, that objectively cannot be carried out in the event of a systemic crisis. 26 All three
contribute to an over-valuation of ABSs relatively to other financial assets.

Conclusion
Securitization is a financial technique that permits the exchange of relatively nonmarketable credit claims for liquidities. As such, it exploits an exchange opportunity between
individuals with opposite liquidity valuations in their preference scales. Its modern usage by
fractional reserve banks has dissociated the growth of credit expansion from the growth of the
money supply. Securitization has provided banks with an alternative source of liquidity
different from central banks' open-market operations, thereby weakening the latter's control of
the total amount of credit in the economy. It has contributed to de-monetize bank credits,
thereby containing inflation under conditions of growing indebtedness. Securitization has
therefore become a tool for spreading the illusion of savings-driven economic growth and for
creating the economic cycle.

24

To a certain extent, the illusionary nature of securitization by banks has been well captured by a legal
analyst: "Securitization, in short, brings to financial technology what the sought-after philosopher's stone
promised to bring to base metals – the ability to turn them into gold!" (Schwarcz 1994, p. 154).
25
That guarantee became explicit in September 2008, when both companies were nationalized.
26
The very important question of whether "credit insurance" is an instance of insurance rests out of the s cope of
the present paper. Let us however note here that following Mises (1998, pp. 105-119) and Hoppe (1997, 2007)
we may conclude that credits cannot be insured, as the events "going bankrupt" are not independent,
uncorrelated elem ents with an identifiabl e class probability. This implies that the very notion of credit insurance
contributes to create an i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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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금융위기는 자산 가격과 통화정책 사이의 관계
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록 이번 위기의 궁극적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을지라도, 학계와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 금융시장 규제의 결함, 금융시장 인센티브의 문제, 금융혁
신, 그리고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의 치명적 조합이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
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발제의 초점은 자산가격과 통화정책의 관계에 있다. 자산 가격은 화폐
이론과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없다. 사실상 최소한 케인즈의 일반이론
이후, 자산 가격 변화의 효과는 화폐이론의 중심에 있다(Brunner-Meltzer 또
는 Tobin’s q-theory 부류의 통화론자의 모형을 고려). Kindleberger’s Manias,
Panics, and Crashes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자산 가격 거품도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자산 가격 거품과 붕괴는 이전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글로벌 자본 흐름의 보다 빠른 속도와
보다 큰 규모, 섀도우 뱅킹과 대량거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중요한
지나치게 확장적 통화정책에 기인한다.
만약 후자가 원인이라면, 핵심적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통화정책은 이자율
결정에 자산 가격을 직접 고려해야 하는가?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때 통화정책이 자산 가격의 거품을 빼주어야 하는가? 신용 또는 화
폐 총량이 자산 가격 거품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소비자 가격의 상
승을 억제하는데 성공한 중앙은행이 자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이 가
능한가? 통화정책은 자산 가격 거품으로부터 실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거시적(macroprudential)” 수단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신중한 거시적 접근 방법은 단지 허언에 지나지 않는가? 통상
적인 가격 안정 목표이외에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명시적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 이 발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
나 자산 가격 변화와 관련한 통화정책의 전선에서 실시간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발제는 지적 겸손함 속에서

하나의 강의를 넘어선다.
가격 안정성이 금융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금융의 안정성은
과다한 신용증가 및 자산 가격 거품과 연관이 있다는 점은 새롭게 일치된
의견이다(2009년 캔자스시티 잭슨 홀 연방은행 컨퍼런스를 참조). 따라서 중
앙은행들은 신중한 거시정책 수단을 필요로 한다. 통화정책은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고, 가격 안정성은 거시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거시적 안정성은 금융
안정성을 보완하고, 금융 안정성은 신중한 미시적 감독에 의해 담보된다는
과거의 일치된 의견과 너무나 다르다. 따라서 새롭게 형성된 합의의 결론은
중앙은행이 자산 가격 거품을 “효율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현실에서 수행될 수 있는가? 중앙은행은 항상 자산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쉬운 일이다.
최근 Brad DeLong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긴축적 공개 시작조작의 궁극적
목적은 이자율에 민감한 자산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어떻게 자
산 가격이 보통의 통화정책의 틀 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잘 알려진 테일
러 준칙의 틀을 통해서 쉽게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자산 가
격 변화의 비선형성은 분명히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단기 이자율의 인상은
동시에 모든 자산 가격의 인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단기 이자율의 조정을 통
해 자산 가격 거품을 억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다시 무엇보다 먼저 방지되어야 할 경기침체의 위험을 확
대한다. 이와 관련한 명백한 문제점은 자산 가격이 2차원이라는 점이다. 즉
자산 가격은 시간선호율과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에 의해 동시에 결정된다.
그러나 두 가지의 목표는 정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수단을 갖
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가격과 금융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정책 수단을 필요로 한다. 공개시장 조작은 시간
선호율에 영향을 주고 부채 또는 담보 한도와 같은 규제 수단은 리스크 프
리미엄에 영향을 준다. 이는 말처럼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중앙은행 의사결
정의 근간을 이루는 일반적인 뉴 케인지안 모형 내에 금융 불안정성과 마찰
을 모형화하는 방법이 주류 통화경제학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자산 가
격의 거품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방법(어떤 지표를 사용해야 하는가? 신용
총량 중 어떤 지표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 비율을 사용해야 하는지?
통상적인 이자율 정책이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면 거품을 억제하기 위해 어
떤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사건들이 이론을 변화시킨다. 경제사상사에서 통찰력을 갖는 매우 희귀한
사건으로 밀튼 프리드만은 1968년 AER 연설문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
이에는 상충관계가 없다고 보여주었다. 프리드만의 모호하게 정의된 자연실

업률의 개념은 가격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연구 과제가 되었다. 이와 마찬가
지로 아마도 2005년은 미래에 중앙은행제도와 경제학에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여 질 것이다. 현재의 국제금융위기가 발발하기 훨씬 이전에
, Raghuram
Rajan은 2005년 캔자스시티 잭슨홀 연방은행 컨퍼런스에서 당시에 지배적이
던 의견과는 달리 투자 관리자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제금융위기는 화폐이론과 통화정책에 완전히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약 40년 정도 후에야 지
금 현재 단지 모호하게 정의된 금융 안정성의 개념이 구체적 내용으로 가득
차고 경제학은 금융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신중한 거시정책수단을 발전시
킬지도 모른다. 비록 폴 크룩만은 케인지안 모형이 아마도 유일하게 현존하
는 유용한 거시경제학의 모형이라고 말했을지라도, 오랫동안 잊혀 있었고 무
시되어왔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의 내용들을 화폐이론이 받아들
일지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간략히 말해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자산 가격 거품
을 초래하는 과다한 신용창조는 항상 통화정책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최소한
최근 국가간 결제 은행(The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제안되었다
는 것이 결론이다. “여러분은 심각한 위기를 낭비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뜻하는 바는 이전에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라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 고문인 Emanuel Rahm이 말한
바 있다. 아마도 이번 국제금융위기는 서로 다른 화폐이론 접근방법을 통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A Survey on 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Dr. Guido Zimmermann(Germany Landesbank, Director)

<Summary>
The ongoing Great Financial Crisis 2007-200(?) with the resulting Great Recession has
produced a renewed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For
although the ultimate causes of the crisis are still not yet fully understood, a consensus in
academia and policy-making is emerging that a toxic combination of easy monetary policy,
flaws in regulation of financial markets, incentive problems in financial markets, financial
innovations, and global macroeconomic balances is the culprit. Less consensus exists on
which of the ingredients of this toxic cocktail is more to blame.
The focus of this presentation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Asset prices are nothing new for monetary theory and policy, though. In fact, at least since
Keynes’ General Theory, the effect of
changes of asset prices are at the heart of monetary theory (think of monetarist models a la
Brunner-M eltzer or Tobin’s q-theory). Asset price bubbles are nothing new either as is well
documented by Kindleberger’s M anias, Panics, and Crashes. Yet, since the end of the 80s,
asset price bubbles and crashes seem to happen more often than before, which may be due to
the higher velocity and volumes of global capital flows, the increasing role of shadow
banking and quantitative trading where few strategies chase lots of assets, and - last but not
least perhaps too easy monetary policy.
If the latter is the case, then the crucial questions are certainly the following: Should
monetary policy take asset prices directly into account when setting interest rates? Should
monetary policy prick asset prices when asset prices are considered to be “too high”? Can
credit or monetary aggregates help in detecting asset price bubbles? Is it possible that central
banks’ success in containing consumer goods price inflation breeds trouble in terms of asset
price inflation? Has monetary policy to develop new “macroprudential” tools for
safeguarding the real economy against asset price bubbles? If this is not possible, is a
macroprudential approach condemned to consist only of empty words? Should monetary
policy has to have an explicit financial stability goal as well, besides the usual price stability
goal? These are the questions the presentation will try to answer. However, the presentation
will be above all a lecture in intellectual modesty, because too little is known what to do in
real time in the trenches of monetary policy in regard of asset price developments.
Certainly, there is a new consensus emerging (see the Jackson Hole Fed of Kansas City
conference 2009) that price stability does not guarantee financial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is related to excessive credit growth and asset price bubbles. Hence, central banks
need macroprudential policy instruments. What a difference to the old consensus where
monetary policy secured price stability, price stability guaranteed macro stability, macro
stability was complementary to financial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was secured by
microprudential oversight. Hence, the conclusion of this new consensus is clear that central
banks have to contain, yet efficiently, asset price bubbles. But how is this to be done in
practice? In principle, it is an easy task, because central banks have always control over asset
prices. For the whole purpose of contractionary open market operations, as pointed out by

Brad DeLong recently - is the decrease of interest-sensitive asset prices. It can be quite easily
shown via the well-known Taylor rule framework, how, in principle, asset prices could be
included into a standard monetary framework. However, non-linearities in asset price
changes are certainly a great challenge in this regard. A further important problem of
“leaning against the wind” is that short-term interest rates are not very adequate for pricking
asset price bubbles, because the increase of short-term interest rates leads to a simultaneous
decrease of all asset prices. This, in turn, increases the risk of a recession which was
supposed to be avoided in the first place. The obvious problem in this regard is that asset
prices are two-dimensional: asset prices are determined by the rate of time preference and the
risk premium on the asset simulaneously. Yet, two goals implies having two instruments to
succeed policy-wise. Hence, a central bank needs two instruments to secure price and
financial stability: open market operations are used to influence the rate of time preference,
regulatory instruments like leverage limits or collateral haircuts are used to influence the risk
premium.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because the devil is in the details. For very little is
known in mainstream monetary economics about how to model financial instability and
financial frictions in standard New Keynesian models which serve as basis for decisionmakers in central banks. Very little is also known about how to detect an asset price bubble in
real time: Which indicators should be used? Credit aggregates (which one?)? M onetary
aggregates (which one?)? Valuation ratios (which one?)? Which tools should be used in
pricking a bubble, given that the normal monetary policy instrument (the interest target rate)
is considered as too blunt for pricking a bubble?
Events change theory. In a rare event of prescience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M ilton Friedman showed 1968 in his AER address that there is no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Friedman’s only vaguely-defined concept of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culminated into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agenda for academia and
policy makers with the goal to secure price stability. M aybe 2005 will be seen in the future as
an equally important watershed year for central banking and economics. For long before the
out-break of the Great Financial Crisis, Raghuram Rajan showed 2005 (against the then
dominating consensus) at the Jackson Hole Fed of Kansas City conference 2005 that the
structure of incentives for investment managers implied high risks for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t may be that the Great Financial Crisis will trigger a whole new research
agenda for monetary theory and policy. It may be that in 40 years the now only vaguelydefined concept of financial stability is also filled with substance and economics has
developed the adequate theories and macroprudential policy instruments to safeguard
financial stability. Although Paul Krugman has recently stated in this regard that the
Keynesian model is perhaps the only useful model of macroeconomics existing, given the
flaws of standard neoclassical theory,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if monetary theory will pick
up and integrate long forgotten or neglected elements of the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in
the future. Austrian business cycle states in a nutshell that monetary policy is in a way always
responsible for excessive credit creation resulting in asset price bubbles. At least this is the
conclusion, the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has suggested in the recent past. “You
never want a serious crisis to go to waste. And what I mean by that is an opportunity to do
things you think you could not do before”, Obama advisor Emanuel Rahm once quipped.
Perhaps the Great Financial Crisis is the big chance to merge different monetary theory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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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Agenda
Is Monetary Policy the Culprit of the Crisis?
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European Problems
Leverage as a Cause of the Crisis?
Where Do We Stand in Coping with the Crisis?
Differences in Monetary Policy Responses?
Exit Strategies for Monetary Policy
New Asset Price Bubbles?
Lessons of the Great Financial Crisis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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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Is Monetary Policy the Culprit for the Crisis?
A Link Between 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We bent over backwards to ease money for reasons I didn’t
understand.”
Paul Volcker, March 2008

“Both China and America are addressing bubbles by creating more
bubbles and we're just taking advantage of that. So we can't lose."
Lou Jiwei, chairman of SWF China Investment Corp, Septem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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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Is Monetary Policy the Culprit for the Crisis?
Fed-Bashing en v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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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Is Monetary Policy the Culprit for the Crisis?
Credit Growth and Asset Price Inflation above Trend in the Run-up of
Crisis

Source: BIS

September 2009, LBBW Credit Research
© Landesbank Baden-Württemberg

5

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Is Monetary Policy the Culprit for the Crisis?
What Did We „Know“ About Asset Price Bubbles?
Asset price bubbles are difficult
to detect
Not every crash or crisis leads to
destabilization of financial system
Bubbles and crashs more frequent
in Emerging Markets than in
Industrial Countries
Destabilizing crashs more frequent
in countries with micro and macro
vulnerabilities pre-crisis
Transparency minimizes information
asymmetries and potential principal
agent problems
Diversified financial systems
more stress-resilient than less
diversified systems
Solid regulation and supervision
protect against bubbles and
crashes
September 2009, LBBW Credit Research
© Landesbank Baden-Württe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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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Is Monetary Policy the Culprit for the Crisis?
What Do We Know for “Sure”?
In the long run, monetary policy can only influence nominal variables
Monetary policy can avoid being source of shocks
Monetary policy can deliver stable basis for real economcy
Monetary policy can help to absorb exogenous shocks
Money supply targeting suboptimal, inflation targeting relatively
successful
Deutsche Bundesbank inflation targeter in disguise
Monetary aggregates have low forecasting power in terms of
inflation, but credit aggregates have
Correlation between inflation and money supply does not say anything
about causality
Deutsche Bundesbank role model in terms of institutional framework
(independence, etc.)
Taylor rules robust, but often misunderstood
September 2009, LBBW Credi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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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Is Monetary Policy the Culprit for the Crisis?
What Do We Not Know?
Empirical and conceptual problems in estimating
potential growth
Modeling financial markets in standard monetary
policy models
Taking into account uncertainty in forecasting
Asset prices:
Regarding the ongoing discussion about the role of asset prices in monetary policy,
I believe we know enough to state that asset prices should not be targets of
monetary policy. As long as their development is not a threat to financial stability
and the payment system, they are relevant for monetary policy only as indicator
variables, that is,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contain some information about the
future target variables (inflation and resource utilization). However, if credit or
asset-price developments indicate threats to financial stability or the
payment system, this may impose restrictions on the normal conduct of
monetary policy and also require special actions.
September 2009, LBBW Credi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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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Is Monetary Policy the Culprit for the Crisis?
The BOK as a Role Model for Other Central Banks?

“...In the case of Korea, there has been a close correlation between monetary
expansion and asset prices such as those of real estate and shares. The Bank of
Korea, recognizing that the household lending boom initiated by some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basis of low interest rates underpinned the rise in real estate prices
that emerged during the year 2002, judged that, in order to bring the real estate
market under control, it was desirable to tackle it with monetary policy in
conjunction with the government’s stabilizing measures.” (BOK MP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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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Is Monetary Policy the Culprit for the Crisis?
Academic „Consensus“ in terms of FED‘s mistakes (DeLong 2009)
Three mistakes:
Non-regulation of shadow banking system
Nationalization of AIG instead of support of AIG‘s counterparties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to teach markets a „lesson“
Fourth mistake?
Monetary policy too expansionary 2001-2004 to fend off deflation?
Consensus that monetary policy was too expansionary? (Yes: BIS, ECB – No: IMF WEO
Oct 09)
Less clear what has been the real mistake of monetary policy
Too long „on hold“?
Too aggressive interest rate hikes?
Too gradual interest rate hikes?
Optimal monetary policy during deflation scare 2003:
Fed Target Rate on hold 1 year longer (!), but more aggressive rate hikes
afterwards
Nakov (2008)
September 2009, LBBW Credit Research
© Landesbank Baden-Württe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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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European Problems
Rotating Recessions in the Eurozone?
Blanchard (2006)
Rotating Recessions:
Demand boom
Loss of competitiveness
Slow adjustment via high
unemployment and wage
moderation
Germany, Portugal, Italy, Spain,
Ireland...
Who‘s next?
Basic problem: one monetary
policy instrument, 16 countries
Low real interest rates cause of
house price booms in Spain and
Ireland
September 2009, LBBW Credit Research
© Landesbank Baden-Württe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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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Leverage as a Cause of the Crisis?
Leverage, VaR, Regulierung and the Securitization Alphabet Soup
Increase of Leverage in
balance sheets, although no
signals via risk-adjusted
leverage (VaR, etc.)
Causes:
Capital requirements in
trading books relatively loose
Wrong signals via VaR
Growth of off-balance
sheet positions (SIV, etc.)
Hidden Leverage in lower
tranches of securitizations
Source: F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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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Leverage as a Cause of the Crisis?
Leverage Ratios as Leading Indicators?
Adrian/Shin (2009)
Pre-crises leverage always at peak
levels
Leverage positively correlated with
balance sheet volumes
Short-term interest rate = price of
leverage
M2 = indicator of balance sheet volume
in traditional banking system
(Primary Dealer Repos + Financial
CP)/M2 = good indicator in investment
banking system
Balance sheet volumina as argument
in monetary policy rules?
Leverage Ratios as substitute for VaRs?

September 2009, LBBW Credi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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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Where Do We Stand in Coping with the Crisis?
At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Crisis?
„History does not repeat itself, but it often rhymes“!
V, W, L, U-shaped recession?
History: deep recessions imply strong recoveries (ECRI, Mussa)
IMF, Fed, BoE => „New (lower) Normal“
EM crisis scenario for the US?
Twin deficits, crony capitalism, rent-seeking of the elites, regulatory capture
$-crisis in 2010?
Japan-Scenario?
Low interest rates, stagnation, zombie banks, markets trending sideways
Did change happen banking-wise? Not really...
Too-big-to-fail banks bigger than before the crisis
High profits of investment banks in H1 via higher risks (higher VaRs!)
Systemic Banks supported, but no consensus about regulation of systemic nonbanks
Lack of regulatory discipline encourages risk-taking
Toxic assets still on banking books
High risks in US commercial real estate
Dependence on funding via capital markets
September 2009, LBBW Credi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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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Where Do We Stand in Coping with the Crisis?
Costly Systemic Financial Crises
Lessons from historical financial crises:
Long and deep recession (-9,3% output decrease, 2 years)
Lower potential growth (1% less)
Increase of real public debt (86%)

Source: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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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Where Do We Stand in Coping with the Crisis?
Comparing the Great Financial Crisis with the Past
US recession analogous to average
financial and banking crisis
(Reinhart/Rogoff 2009)
Decrease of world trade volume
and stock prices worse than during
Great Depression
(Eichengreen/O’Rourke 2009)
Monetary policy in stark contrast to
Great Depression
Solvency problems should dampen
recovery
Comparing apples and oranges?
Global character of crisis
Shadow banking system
Depth of financial markets
globalisation
September 2009, LBBW Credit Research
© Landesbank Baden-Württe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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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Differences in Monetary Policy Responses?
Different responses mainly due to institutional differences and
assessments
Objective Measures adopted
Fed
ECB BoE BoK BoJ BoC RBA
Achieve the
official
stance of
monetary
policy

Exceptional fine-tuning- operations
Change in reserve requirements
Narrower corridor on overnight rate
Payment of interest on reserves
Increased treasury deposit
Short-term deposit or central bank bill

Influence

Modification of discount window facility
Exceptional long-term operations
Broadening of eligible collateral
Broadening of counterparties
Inter-central bank FX swap lines
Introduction or easing of conditions for securities lending

x
x
x
x
x
x

CP funding/purchase/collateral eligibility
ABS funding/purchase/collateral eligibility
Corporate bond funding/purchase/collateral eligibility

x
x

Purchase of public sector securities

x

wholesale
interbank
market
conditions
Influence
credit
market and
broader
financial
conditions

Purchase of other non-public sector securities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SNB
x

x

x
x
x

x

x
x
Source: BIS, BoK, LBBW Credi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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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Differences in Monetary Policy Responses?
IMF (Aug 2009): “The BOK should maintain its accommodative stance
for now and address potential asset price inflation with prudential
regulation.”

Source: IMF

The BOK undertook a wide range of policy measures to ensure the adequate flow of credit and
support the rapidly deteriorating economy
Different assessments of central banks in terms of necessity and efficacy of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measures
Differences in market structure and market volume (e.g. Eurozone Covered Bonds)
Differences in risk aversion in terms of central bank’s balance sheet: Fed > BoJ > BoE > E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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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Exit Strategies for Monetary Policy
When and How Will Exit From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Happen?

Source: BIS

CB can increase interest rates and decrease excess reserves without a decrease of balance
sheet volume
Two cases:
First decrease of balance sheet volume, then increase of interest rates
Increase of interest rates without decrease of balance shee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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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Exit Strategies of Monetary Policy
When and How Will Exit From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Happen?
Exit date dependent on output forecasts and financial stability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easy to unwind?
Low interes t ra tes in the years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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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New Asset Price Bubbles?
The Chinese Equity Bubble: Ready to Burst?
“Both China and America are
addressing bubbles by creating
more bubbles and we're just
taking advantage of that. So we
can't lose."
Lou Jiwei, chairman of SWF
China Investment Corp,
September 2009

Source: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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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New Asset Price Bubbles?
US Stock Markets Still Overvalued
US stock markets overvalued
Increasing prices and decreasing volume? =>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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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New Asset Price Bubbles?
Unintended Consequences of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Carry trades are full back in action
Reason: low nominal interest rates
Conflict between price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Two scenarios:
Price stability > financial
stability
Interest rate increases
imply house price and
equity price decreases
ahead?
Financial stability > price
stability
Low interest rates impliey
future bonds price crash?
Monetary Policy walking on thin line
Source: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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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Lessons of the Great Financial Crisis
Lessons of Historical Financial Crises (Bordo 2009)
Financial crises more frequent, but not bigger than in the last 120 years
Recessions with financial crises deeper (5-10% output loss) and longer (2-3 years) than
recessions without financial crises
Credit boom hypothesis: The stronger before the crisis, the bigger after the crisis
Capital controls increase risk of currency and banking crises
House price crashs and credit crunches deepen and prolong recessions
House price crash + banking crisis => 6 years decrease of house prices
Per capita GDP decrease of 9,3%; duration 2 years
Actual US recession fits into this historical pattern
Contagion effects overestimated => need for 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 not obvious
Institutions learn via financial crises
Perhaps capital controls prevent crises, but prevent learning as well
Interest rate-induced pricking of asset price bubbles trigger for US Great Depression
and Japan’s Lost Decade(s)

September 2009, LBBW Credit Research
© Landesbank Baden-Württemberg

24

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Lessons of the Great Financial Crisis
Lessons for Monetary Policy (Wieland 2009, EZB 2009)
US monetary policy 2001-2004 too easy (BIS 2009)
Simple monetary policy rules better than sophisticated, discretionary monetary
policy
Deviations to simple rules should be systematic and well-explained
Monetary policy should not rely to much on forecasts (especially if data are
revision-prone)
It is not yet clear if asset prices should be targeted directly or not
No return to fixed exchange rate regimes or gold standard necessary
Independent central banks with simple monetary policy rules are to be
preferred
Abrupt asset price changes more frequent than statistical normal distribution
suggests
Control of liquidity flows (especially on an international level) necessary
Central banks must counteract efficiently against asset price bubbles
Asymmetric monetary policy à la Greenspan eventually
counterproductive
Direct targeting of asset prices produces more, not less moral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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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Lessons of the Great Financial Crisis
Old and New “Jackson Hole Consensus”
Pre-Crisis Consensus:
Monetary policy guarantees price
stability
Price stability guarantees macro
stability
Macro stability complementary to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tability via microprudence
Supervision of individual banks
capital adequacy crucial
Banks with high equity always liquid
Liquidity neglectable for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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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Crisis Consensus:
Price stability does not guarantee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tability correlated with
excessive credit growth and asset price
bubbles
Central banks need macroprudential
instruments
Change of transmission mechanism due
to regulation
Does „leaning against the wind“ make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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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Résumé
“We” Simply Do Not Know Enough...
“I’m not aware of any large contribution that economic science has made to
central banking in the last 50 years or so.” Paul Volcker (2009)
Rajan (2005) Jackson Hole analogous to Milton Friedman’s AER-Address
(1968)?
30 years development of monetary policy framework securing price
stability
Analogous research agenda for financial stability needed
Recipes of past valid again?
Monetary moralism à la von Hayek, von Mises?
Going back to 1978-Era Macro needed? (Gordon 2009)
Keynes, Minsky in new clothes? (Akerlof/Shiller 2009, Laidler 2009)
BIS’ “Austrian light” approach in taking credit growth into account ?
Return to Taylor rules? (Taylor 2008)
Maybe bubbles cannot be prevented via monetary policy?
“There are idiots. Look around.” ☺ 27
(Larry Summer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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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Price Level 1600-Today

Source: Sargen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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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과 향후 정책과제
Exit Strategy and Further Policy Agenda

Jaewook An
(Kyunghee Univ., Dean of Graduate School)

출구전략과 향후 정책과제
Exit Strategy and Further Policy Agenda
안재욱(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장)
<요 약>

국제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인위적 경기호황
을 초래한 미국 정부의 저금리정책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맞물려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열한차례에 걸친 정부의 과도한
금리 인하와 1% 수준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며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정책에 의해 위험도가 높은 대출 증가로 이어졌고 서
브프라임 대출에 기초한 유동화증권의 부실로 확대된 것이다
. 이처럼 국제금
융위기가 유동성 부족에 의해 촉발된 위기가 아니라 건전성의 위기
(solvency
crisis)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원인분석으로 미국 정부는 구제 금융을 지
원하고 또 다시 저금리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금융위기는 국가간 금융시장의 밀접한 연결고리에 의해 세
계 각국으로 파급되었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경기부양을 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총 151조 원에 달하는 경제위기 관련 지원대책
을 쏟아냈고 2009년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기준금
리를 2%로 인하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서브프라임의 직접적 피해보다는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간접적 영향에 의한 충격이 매우 컸다. 특히 한국의
금융위기는 글로벌 신용경색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에 따른 금
융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세계경기 둔화로 인해 빠른 실물경기침체로 인한
간접적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시행했던 반시장적
정책에 기인한 성장 동력의 저하로 인해 더욱 가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러한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위기 초반에 정부가 확대한 유동
성 공급 확대는 경색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유효
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경기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못하다. 물론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등으로 과잉유동성 흡
수를 위한 출구전략을 사실상 실행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은 지연되고 있다.
경기회복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한국의 경우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으며 주택가격
과 주가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자산 가격에 거품이 다시 발생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과거의 경제역사를 살펴볼 때, 저금리 정책에 의
해 발생한 경기침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오스트리안 경기변동이론이 경고하듯이 현재
의 저금리 정책은 향후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장에 심
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조금씩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보다 더 시장을 교란하는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재
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파산은 자본주의의 본질로서 부실기업은 시장
에서 퇴출되어야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지급되는 구제금융은 시장에서 퇴
출되어야 할 기업들을 시장에 머물게 만들며 과거의 잘못된 투자가 교정되
는 기간인 불황기를 더욱 길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출 승수가 1보다 작다는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의 타당성은 담보되기 어려우므로 따라서 이번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위
해 확대된 각종 지원정책은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향후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외국자본의 영향력과 정부의 시장개입이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금산분
리와 같은 국내자본에 대한 규제이다. 국내자본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자본과 경쟁하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또한 외국자본의 단기 이탈을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시 외국자본의 단기이탈에 대비하여 충분한 외환보유고
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해 초래되는 시장참여자들의
예측에 따른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축소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외환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근원은 기업의 투자활동에 있으므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보다 과감한 감세와 규제완화가 요구된다. 현재 이명박 정
부의 중도실용의 ‘친서민정책’기조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를 씻어버릴 수 있
도록 보다 나은 기업환경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투자활동
을 저해하는 또 다른 큰 요인은 파괴적인 노조활동이므로 불법적인 노조활
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엄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노조 전임자 등
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개별기업의 노사문
제가 정치적 또는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제3자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보호법과 같은 제
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번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반복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경험하는 것은 근본
적으로 모두 무분별한 통화팽창 정책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근본적 제도개혁

을 위해서는 화폐금융제도의 개혁이 고려되어야 한다. 금본위제, 100% 지급
준비금제도, 민간화폐제도 등과 같은 큰 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수
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에 중앙은행체제에서 화폐가치의 안정과 경제의 불안정성 최
소화를 위한 중단기적 대안이 먼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단기적 대
안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비
록 이런 중단기적 대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이 재량적으로 화폐
를 발행하는 제도보다는 화폐가치와 경제를 훨씬 안정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Exit Strategy and Further Policy Agenda
Jaewook An(Kyunghee Univ., Dean of Graduate S chool)

<Summary>
It is a consensus that US sub-prime mortgage crisis, propagated into global financial crisis,
was basically caused by the easy monetary policy coupled with government intervention in
US housing market. Since the 911 disaster, US government decreased interest rate 11 times
and maintained it as low as about 1% for a year from June 2003, which created enormous
amount of liquidity in the market and the excess liquidity, in turn, increased more sub-prime
loans. Then the crisis was triggered by the insolvency of securities backed by sub-prime
mortgage loans as government increased interest rate to cope with inflation. Even if the
financial crisis is due to not the liquidity but the insolvency, US government has been dealing
with the crisis, based on wrong analysis of the cause, by lowering interest rates, bailing outs,
and increasing fiscal expenditures.
As US financial crisis was propagated into the world through the financial markets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ther, each country cooperatively tried to overcom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y the expansionary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running huge budget deficits. Korean
government also implemented many fiscal policy programs to alleviate the shock reaching
total 151 trillion KR Won, made the largest supplementary budget of 29 trillion KR Won in
2009, and lowered the policy rate to 2%. Korean economy has been more severely influenced
by indirect effect due to the instability of financial markets as well as the downturn of world
economy than the direct impact of US sub-prime. The instability of Korean financial markets
was caused mainly by the foreign investors withdrawing their funds from the Korean markets
as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were crunched. In addition, the shock to Korean economy was
more aggravated by the anti-market policies implemented in previous governments, which
weakened the growth engine of Korean economy.
It can be said that it was effective policy to increase money supply to meet the increase in
money demand at the beginning of crisis.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keep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o boost economy. Even if BOK already activated exit strategy
to reduce the excessive liquidity in the market by repurchasing RPs and so on, the policy rate
has been kept low at 2%. This is due to the worry that the increase in the interest rate will
chill down the phase of economic recovery. However, Korean financial markets are showing
the fast recovery of its stability and there are symptoms of asset prices bubbles again.
Looking back the economic history, it can be easily found that the easy monetary policy
caused economic depressions. As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asserts, the current lowinterest rate policy will be resulted in another boom and bust, which might be much harder to
overcome. Therefore, it should be thoughtfully considered to increase the Base Rate within
some range that does not give a harsh shock to the economic recovery.
The expansionary fiscal policy should be restored back to the level before the crisis since it
does more harm to market than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Bankruptcy is a nature of
capitalism so that insolvent firms should be liquidated in the market. However, bailing out
such firms will hinder liquidating them and prolong the economic depression from the
recovery. According to recent studies estimating fiscal multiplier less than 1, it is very

difficult to justify the current stance of fiscal policy so that all the fiscal programs
implemented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should be reduced or abolished.
For the futur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 influence of foreign capital and the
government intervention should be substantially reduced to enhance the stability of Korean
financial markets. One reason that foreign capital has large impact o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would be the regulation on the domestic fund, for example, the segregation of
finance-industry capital. The regulatory reform on the domestic fund will increase the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markets with foreign investment capital, which will result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financial markets. It is also important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withdrawing from the Korean
markets. Sufficient foreign currency reserve should be procured to meet the emergency
demand. In addition,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nto foreign exchange market should be
minimized to reduce valuable resources and time that could be wasted by market participants
to predict the effect of government intervention.
The real growth engine of economy would be the private investment so that more
aggressive tax cut and regulatory reform are required to make more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Destructive and unlawful activities of labor unions are also the major reason of
hindering private investment. Therefore, government should apply the rule of law strictly
against any unlawful activities of labor unions. It is also required to enhance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by abolishing the law for protecting part time employments.
The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should be reformed since the real cause of business
cycle that we have been experienced. It should be followed to discuss thoroughly about the
gold standard, 100% reserve banking, and private currency system. In the mid and short-run,
alternatives should be considered to increase the stability of currency value and to decrease
the economic uncertainty under the central bank system. Those alternatives will be th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and the monetary rules, which may not be perfect but will be
more helpful to stabilize the currency value and the economy than the current system
discretionarily issuing paper money.

출구전략과 향후 정책과제
안재욱(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장)

2008년 가을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이 글
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며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미국은 부
실 금융 회사를 구제하기 위해 7천억 달러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8,000여
억 달러를 투입하는 한편, 연방금리를 5.75%에서 제로 가까이 인하하였다.
영국은 금융시장구제와 경기부양을 위해 6,000억 파운드를 투입하였으며, 기
준금리를 5%에서 0.5%로 인하하였다. 일본 역시 약 130조 엔 규모의 경기부
양대책을 마련하였고, 기준금리를 0.5%에서 0.1%로 낮추었다. 한국도 신규기
금펀드 조성, 금융공기업지원, 한국은행특별지원금 등 총 151조 원에 달하는
경제위기관련 지원대책을 내놓았으며, 2009년 예산에 29조 원 규모의 추경예
산을 편성하는 한편, 기준금리를 5.25%에서 2%로 인하하였다.
그 이후 금융시장은 안정되고, 경제가 적응되어 가면서 불황이 끝나고 경
제가 회복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주요 21개국 주가지수가 연초 대비
41.2% 상승하면서 2008년 하락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였고, 미 달러화에 대해
큰 폭으로 절하되었던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강세로 전환하였다
. 실물경기도
가파른 하강세를 벗어나고 있다. 미국과 유로 지역도 마이너스 성장세가 크
게 축소되었으며, 일본의 2009년 2/4 분기 실질GDP는 전기 대비 0.9% 성장
하였다.1)
한국은 연초에 1,100대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 1,600대로 약 40%
정도 올랐으며, 외환시장도 빠르게 안정됐다. 작년 11월에 1,500원대로 급등
했던 환율이 올 5월 이후로는 넉 달가량 1,2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외환보유
액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작년 11월말 2천5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올
해 8월말 2천455억 달러로 늘면서 작년 8월말 수준으로 회복했다. 또한 실물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2분기(4~6월)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
분기 실질 GNI가 전기 대비 5.6% 증가해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만에 증가

1) 유정석 외 (2009) “글로벌 금융위기 1년: 회고와 전망” CEO Information(제721호 9. 9), 삼
성경제연구소. p.2~3.

세로 돌아섰다. 또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높은 2.6%를
보였고, 민간소비와 제조업 증가율이 각각 3.6%와 8.9%를 기록하였다. 설비
투자는 10.1% 급증했고, 건설투자 역시 1.7% 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
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도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8월 중 업황 기업경
기실사지수(BSI)가 7월에 비해 5포인트 오른 86으로 지난해 4월의 87 수준에
근접했다.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는 만큼 그동안 지나치게 풀
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또 다른 버블-버스
트가 일어나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1. 미국의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위기의 특성
1) 미국 금융위기의 특성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비롯되었다
.2)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은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의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과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에 있다. 연준은 닷컴
붕괴 후 2001년에 911테러, 실업률 증가, 석유가격 상승, 기업의 회계 부정
등 일련의 충격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
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써서 화폐 공급량을 늘렸다. 그러나
연준이 우려했던 위기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연준은
911 이후 11차례에 걸쳐 정책금리인 연방기금 금리(federal fund rates)를 인
하하였고 2003년6월부터 2004년6월까지 계속 1%로 유지하였다. 그러한 저금
리 정책은 유동성 과잉을 낳았다. 의도하지 않게 자금이 많아진 금융기관들
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렸다. 연준의 저금리정책으로 풀린 엄청난 자금이
정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책과 맞물려 주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갔다.3)
2)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이 연방준비위원회의 방만한 통화정책에 있다는 국내문헌에는 안재
욱(2008a), 외국문헌에는 Schwartz(2009)와 White(2009)가 있다.
3) 1990년 미국 정부는 은행들의 지역개발관련 대출의무를 강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
원 확대를 하도록 1977년 제정된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개정하였
다. 게다가 1995년 미국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유동화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였
고, 패니매와 프레디맥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유동화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자
은행들이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모기지 대출을 하였으며 취약한 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
지를 포트폴리오에서 떨어버리기 위해 그것을 유동화 하는데 적극적이었다. 패니매와 프

그러다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회피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
를 올리자 주택대출이 줄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빚 갚는 걸 포기하는 사태가 일
어나자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증가하였다.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올라갔고, 서
브프라임을 기초로 한 모기지와 모기지유동화증권
(MBS)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자 이 증권에 투자한 베어스턴스, 리먼 브러더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파산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는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가 아닌 건전성위기
(solvency crisis)다. 미국 정부는 건전성 위기를 유동성 위기로 대응하였다.
부실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경제학에 근거한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현재의 주류경제학인 케인즈 경제학과 통화주의 경제
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케인즈주의 이론에서 경기 순환 변동의 주요
인은 총수요다. 케인즈 경제학에서 소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간주된다. 따
라서 케인즈 경제학에서 투자 감소에 따른 총수요 감소가 경제위기의 주요
인이 된다. 그러나 2003-2007년의 기간동안 미국의 전 산업 평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증가율은 각각 7.25%와 7.08%였다. 그러므로 이번 미국의 금융위
기가 유효수요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통화주의 이론에서 경기변동의 주요인은 통화량이다
. 통화량의 급격한 변
동이 경기변동을 일으킨다. 통화의 과다한 팽창이 자산 가격의 버블을 만들
고, 통화량의 급격한 수축이 자산가격의 버블을 터뜨려 불황을 야기한다
. 이
런 측면에서 보면 통화주의가 일견 이번 금융위기를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
인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통화주의자들은 통화정책이 과다하다
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랜 기간동안 2~3%에
불과하여 가격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사전에 자산가격의 버블과 버스트를 전혀 예상치 못하였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아주 잘 설명하는 경제학은 오스트리안 경기변동이론
이다.4) 오스트리안 경제학에서 경기변동의 주요인은 정부의 통화팽창이다
.
레디맥에게 모기지를 매각함으로써 얻은 자금을 이용하여 은행들은 더 많은 모기지 대출
을 만들어 내고 주택구입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났다. 이
에 대해서는 좌승희(2008), Meltzer(2009), Ely(2009) 등을 참조하기 바람.
4) 오스트리안 경기변동이론에 대해서는 Mises(1996[1936], 1980[1934]), Rothbard(1996[1978]),
Garrison(1986, 1990), Carrilli an Dempster(2008), Callahan and Garrison(2003), 그리고
Keeler(2001)를 참조하기 바람.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며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면 신용이 과다하게 팽창
하여 잘못된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신용이 축소, 또는 붕괴되어 불황이 초래된다.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이자율 하락은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신
호를 보내 잘못된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자율 하락으로 생
산자들은 전에는 매력이 없었던 장기 프로젝트가 이익이 날 것처럼 생각하
게 되며 신용팽창으로 인해 대부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
서 새로운 투자들이 일어나 경제에서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한편 이자율이
낮아지면 저축에 대한 수익률이 낮게 되어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고 투
자가 늘어감에 따라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노동이 고용된다. 경기
가 상승국면에 들어간다. 차츰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인위적 호황
을 이룬다.
한편 늘어난 투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새로
운 신용이 창출됨에 따라 자본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저축이 증
가하지 않으면 자본재의 공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 자본재에 대
한 수요는 자본재의 가격을 올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본재 소유권과 생산
설비의 가격들 역시 올라가게 된다. 주식은 자본재와 생산설비에 대한 소유
권이다. 부동산의 한 종류인 주택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재이다
. 따
라서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 자
산가격 폭등이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시간선호
가 변하지 않아 사람들의 시간선호에 따른 저축으로부터 나온 실질 대부자
금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원제약조건의 구속력이 점점 더 강해
지면 새로운 투자에 필요한 투입물의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재의 가격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지나치게 확대된 사업이 추가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서서히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제 새로이 시작
된 사업들과 내구성 자본재와 제품개발과 같은 장기 계획의 생산 활동들 중
많은 것들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생산자는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생산요소를 잘못 배분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여
된 노동은 방출될 것이고 임대하고 구입한 자본재는 청산된다. 경기가 불황
에 접어들면서 임금과 재화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폭등했던
자산 가격도 폭락하게 된다. 미국의 금융위기 과정은 오스트리안 경기변동
이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5) 미제스는 “불황이 규칙적으로 재발되는 것은

시장경제에 내재하는 단점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시장의 움
직임을 방해하는 정부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한다.
2) 한국 금융위기의 특성
(1) 유동성 위기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서브프라임관련 채권담보부증
권(CDO) 보유액은 10억 40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손실규모는 4500억 원 정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입은 충격은 다른 국
가들에 비해 컸다.
주가가 2008년 초에 비해 40% 정도 하락하고, 환율이 한때 1500원까지 폭
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매우 불안하였다.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볼 때 달러화
에 대한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변동성도 더 크게 나타났다. 원-달러 환
율의 변동성이 2008년 상반기 중 0.65에서 하반기 에는 1.83으로 2.8배 확대
되었으며, 이는 유로화 파운드화, 일본 엔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대만 달러
등보다 2~3배 높은 수준이었다. 글로벌 금융불안이 본격화되자 외국인 투자
자들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한국시장에서 대거 이탈하였
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회수한 주식투자금은 일본 등 아시아7개국
전체 회수액 733.7억 달러 중 47.5%를 차지하였다.6)
또한 2008년 3/4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0.6%로 0.8%를 기록했던 2/4분
기보다 낮았고 2004년 3/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재 판
매가 2008년 9월과 10월에 전년 동기대비 각각 3.6%와 1.4% 감소했다. 제조
업 생산은 2008년 3/4분기에 5.6% 증가에서 10월 2.8%로 감소했다. 전자부
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등의 업종의 생산은 10월 전년 동월대비 11.4%
감소했으며, 반도체 및 부품은 전년 동월대비 13.6%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
라 설비투자는 2008년 9월 7.1%에서 10월에 7.7% 감소하였다. 특히 2008년
5)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신생기업들의 주가가 치솟았다가 2000년 급속하게 하락한 닷컴 붕
괴 역시 연준의 통화팽창정책 때문이었다. 연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통화 공급량이
1995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52% 상승했다. 방만하게 풀린 통화량이 닷컴 주식을 끌
어 올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웹프로그램머와 실리콘밸리의 부동산
, 그리고 인터넷 도메인
메임 등의 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하였다. 닷컴 과열이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재화와 용역의 가격 상승이었다. 1930년대 대공황도 잘못된 정부의 통화 관리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Callahan and Garrison(2003) 참조.
6) 유정석 외(2009) p.7~8 참조.

3/4분기 27.1%의 증가세를 보였던 수출은 10월 8.5%로 둔화되었고 11월에는
18.3%나 대폭 감소하였다.
실물경기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용 사정이 악화되었다. 3/4분기 취업자
증가는 전년 동기 대비 14.1만 명에 그치고 10월에는 9.7만 명에 머물러 일
자리 창출의 부진이 가속화되었다. 고용률 역시 10월 60.0%로 전년 동월대비
0.4%포인트 하락하여 전년 동월대비 기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청년층(15-19세) 취업자 수는 2008년 10월 전년 동월대비 16만2천 명이나 감
소하였다.
한국경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외부 충격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해외자
본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2007년 말 한국
의 유가증권시장 규모는 주식 수는 282.4억 주였고, 금액으로는 951.9조 원(1
조 169억 달러)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수는 19.0%인 53.7억
주였으며, 금액으로는 32.5%로 308조 원(3,291억 달러)이었다.7) 해외자본유입
확대로 2007년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자산 내 순국외신용부문은
1991년보다 49.7배 증가한 222조 원이었으며, 예금기관의 총자산에서 순국외
부문 통화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말 1.8%에 불과했으나 2007년 말
13.1%나 되었다.8)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국내에 영향을 미쳐 대규모의 외자이
탈이 발생하였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자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유동성 확보
를 위해 해외자산을 매각하였다. 그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이 급속히 경색되었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국내로 전
파되면서 외자이탈이 급속히 전개되었다.9)
그리고 글로벌 신용경색 등으로 해외차입이 어렵게 되자 달러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달러 유동성 축소에 따른 현물환 시장규모의 축소와 달러 위주
의 외환시장이라는 특성은 원달러 환율 급등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글
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둔화 및 수출의 경제 성장기여
도가 하락하였다.

7) 시장규모와 보유 비중은 연말 환율 적용한 것임.
8) 이은미(2009) p.2 참조.
9) 2008년 9월에서 연말까지 국내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자본은 모두 690억 달러에 이
른다. 이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10.2%에 해당하는 규모다.

(2) 성장 동력 저하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것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되었기 때
문이었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반시
장적인 정책에 기인한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하
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
고 공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하여 획
일적인 부채 비율, 강압적인 기업지배구조도입, 집단소송제도, 기업들 간 사
업 분야의 강제교환 등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노동시장
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친노정책, 그리고 교육부문, 의료복지부문, 연금부문
에 평등주의를 주입하여 제도화했다. 그 결과는 경제침체였다. 투자가 급격
히 위축되기 시작했고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기간인
1993-1997년에 평균 설비투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각각 8.7%와 7.1%였던
것에 비해 김대중 정부의 1998-2002년에 각각 5.3%와 4.4%로 떨어졌다.
김대중 정부에 이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야말로 반시장적이었다.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사외이사 의무비율 강화, 용도지역 내 행위 제한 강화,
주택 재건축사업 규제강화, 비정규직법안 등의 기업관련 규제가 대폭 증가하
였으며, 사립학교법 개정,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제 추진, 종합부
동산세 등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대거 늘었다. 뿐만 아니라 세금도
크게 증가하였다.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되었고, 종합부동산세 및 양
도세 등 대폭 인상,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불어났다. 불법노조 활동에 대
해 방관적 태도로 노사분규가 급증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급격하게 떨어
졌다.
이러한 반시장적인 정부정책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며 성장 동력을 떨어뜨렸다. 노
무현정부의 2003-2007년 동안 설비투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각각 5.0%와
4.3%에 불과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쇠고기 협상과 그로
인한 촛불집회로 제대로 국정을 펴지 못하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
위기를 맞은 것이다.

2. 출구전략
1) 긴축통화정책
한국경제의 위기가 유동성 위기로 시작된 만큼 유동성을 공급한 정책은
옳았다고 본다.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중
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늘려 주지 않는다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신용경색
이 발생하여 금융시장이 더욱 불안해지고 그것이 실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
을 끼친다. 따라서 작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
책과 통화스왑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유동성 확대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그 효과
는 없고 오히려 자산 가격의 거품만을 야기한다.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유
동성 수요가 증가하였을 때 그에 맞춰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금융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화폐수요가 감
소하기 시작하면 팽창된 통화로 인해 자산 가격의 거품이 야기된다
.
최근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 올해 4월초부터 콜금리가 기
준금리 이하로 거래되는 등 초단기 자금시장이 안정화되었고 국내 금융회사
들의 유동성 위험이 크게 감소하였다. 외환시장도 안정됐다. 작년 11월에
1,500원대로 급등했던 환율이 올 5월 이후로는 넉 달가량 1200원대에 머물다
가 최근 1,160원대로 하락했다. 외환보유액도 작년 11월말 2천5억 달러로 급
감하였으나 올해 8월말 2천455억 달러로 늘면서 작년 8월말 수준으로 회복
했다. 한편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거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연초에 비해
금값이 12.2% 올랐고, 유가는 68% 정도 상승했다. 주가가 연초에 비해 40%
정도 올랐고,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최근 5개월 사이
에 최고 70% 올랐다.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의 거품 조짐이 있기 때
문에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해야 한다.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법은 먼
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그동안 사들였던 채권들을 다시 파
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총액한도대출 증액,
채권시장 안정펀드 및 자본확충펀드 지원 등을 통해 공급한 27조5천억 원
중 17조1천억 원을 회수했다.10) 그리고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
해 공급한 102억7천만 달러를 지난달 전액 회수하는 등 외화 유동성도 상당
부분 회수했다.11)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을 상당부분 회수
10) 한국일보(2009). “[경제위기 1년] 출구전략 언제 시행하나.” 9월 2일.

돼 시중에 풀린 외화가 46억 달러로 줄었다. 한국은행은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한 출구전략을 사실상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12)
그러나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꺼리는 경향이 많다. 금리인상
은 경기회복에 부담을 줘 경기침체를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목적 하에 계속 저금리 정책을 고수한다면 미
국이 2000년 닷컴 붕괴 이후 불황을 피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써서 2008
년 더 큰 금융위기를 맞은 것처럼 다시 과잉유동성 문제가 불거져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저금리를 썼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던 경험
은 매우 많다.
2001년 경제성장률이 3.8%에 불과하자 김대중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써서 통화량을 늘렸다. 2002년 경제성장률이 갑
자기 7%로 치솟았지만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 과다한 신용대출이 발생했
고, 그 결과 신용불량자가 속출했으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다. 노무현 정
부 때에도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썼지만 경기는 살
아나지 않고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켰다. 미국에서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신
생기업들의 주가가 치솟았다가 2000년 급속하게 하락한 닷컴 붕괴는 연준의
통화팽챙이 그 원인이다.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의 시발점인 1929년 주가
폭락 역시 1920년대 연준의 방만한 통화정책 때문이었다.
오스트리안 경기변동 이론에 따르면 인위적인 호황 뒤에 따르는 불황은
왜곡된 시장의 치유 과정이다. 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일으켜 거품을
만들고, 그 거품이 터지는 과정에서 불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불황은 왜
곡된 자원배분이 교정되어 재배분되는 과정이므로 지금과 같이 정부가 개입
하여 시장의 조정 과정을 방해하여 불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 금
리 인하를 통하여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곧바
로 문제의 치유책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시장에 심한 충격을 가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해가며 유동성을 거두어들일 필
요가 있다.

11) 한국은행(2009). “경쟁입찰스왑거래 전액회수,” 보도자료, 8월 3일.
12) 경향신문(2009). “한은, 금융시장에 유동성 100조 원 풀었다.” 9월 10일.

2) 재정지출 축소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훨씬 더 경제를 교란시킨다. 재정지출을 통한 구
제금융이나 경기부양책은 올바른 처방이라고 볼 수 없다. 부실기업은 파산시
키는 것이 마땅하다. 파산은 자본주의의 본질로서 나쁜 것이 아니다. 파산은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나쁜 투자로부터 보다 생산
적인 투자로 자원을 이동시킨다.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들의
부를 위험한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었던 행위자에게 이전시키는 일이
다. 위험추구행위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기에 많은 이윤을 얻
었으면 나쁜 시기에 손실을 봐야만 한다는 것이다.
구제금융은 잘못된 투자를 교정하려는 시장의 자원배분을 방해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지연시킨다. 구제금융으로 퇴출되어야 할 기업들이 존속하게 되
면 자원 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경쟁이 유발되어 자원사용비용이 증가함으로
써 건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피해를 주고 경제전체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킨
다.13) 또한 구제금융은 기업과 투자자들의 높은 위험 행위
, 즉 도덕적 해이
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구제금융은 위기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
게 된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대시키는 것 역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14)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
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든가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
해야 한다. 그 재원은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거둔
재원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초래하여 경제를 위축시킨다.15) 재정지출 승수가 1이 되지 않는다는 최근의
13) 1980년대 S&L이 부실화됐을 때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지원하자
위험한 투자를 통해서라도 급속한 성장을 꾀하려 했던 S&L은 높은 금리를 지불하면서
예금보험으로 보장되는 고액 CD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였다. 그로 인해 1979
년 후반부터 1981년까지의 급격한 이자율 상승과 1981-1982년의 불황으로 건전한 S&L
들조차 심각한 타격을 받아 S&L의 절반 이상이 지불능력이 없는 금융기관으로 전락하
였다. S&L의 손실은 계속 증가하여 1986년 말에는 결국 FSLIC의 보험기금을 파산시켰
다. Mishkin(2007) p.318-319.
14) 일본 정부는 1990년대에 금리를 제로까지 인하하였고 파산에 직면한 좀비 기업들을 위
한 보증기금을 마련하는 등 수많은 경기부양책에 100조 엔 이상 투입하였지만 경제 불
황이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Powell (2003) 참조.
15) 1930년대 대공황을 치유했다고 알고 있는 뉴딜 정책은 실은 생산 활동을 감소시켜 불황
을 심화시켰다. 1930년대 대공황에서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루스벨트 정
부에 이은 투르만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로 민간투자가 살아나서부터이다
. Higgs

연구들은 이 사실을 증명해준다. Blanchare와 Perotti(2002)가 1960-97년 기간
동안의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stochastic trend의 가정 하에 VAR방법으로 추
정한 재정지출 승수는 0.9밖에 되지 않았다. 1955-2000년의 미국자료를 이용
하여 Mountford와 Uhlig(2002)가 추정한 재정지출 승수는 0.2~0.5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한시적으로 운용중인 고용유지 지
원금 확대, 청년인턴 및 직업훈련지원, 생계구호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
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은 기한이 만료되면 폐지하는 것이 좋다. 그
리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확대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역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좋다.16)

3.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대책
1) 외환시장안정화 정책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이번 한국경제의 위기는 외환시장을 통해 대외금융
충격이 전달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비슷한 전달 경
로다. 따라서 외부충격에 의한 금융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안정
화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의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첫 번째 이유는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자본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외국자본을 통제하는 것은 개방경제체제에
서 그 실효성이 적고 득보다는 실이 크다.17)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금산분리와 같은 국내자본에 대한 규제 때문이
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일부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국내 자본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국내 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외국자본과 경쟁하게 하
면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비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 잦은 외국자본의 단기적 이동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외
국자본의 단기적 이탈에 대비하여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1997) 참조.
16) 안순권(2009)은 출구전략으로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나 재정지출 축소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17) 정부는 독립적인 통화정책, 고정환율, 자본이동의 세 가지 목표 중 두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라는 외환제도의 '블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로 설명된다.
Obstfeld and Talyor (1998) 참조.

외환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은 외환시장에의 정부 개입이다.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을 교란시킨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
면 시장참가자들은 물가와 환율을 예측하기 위해 이제 정책 당국이 택할 가
능성이 있는 행위와 그 정책이 가져올 효과의 가능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하는 것으로 낭비적이며 경제
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또 다른 문제는 환율변동성을 확대시킨다. 예측하
기 어려운 정부 개입의 영향으로 외환시장 기능이 약화되면서 환율변동이
심화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썼다가 유가 고공행진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 압력이 거세지
자 갑자기 저환율 정책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환율이 수십 원 씩 급등락을
거듭하며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다.
2) 성장 동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일본만 ‘잃어버린 10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정부의 10년 동
안 잘못된 정책으로 성장 동력이 하락하여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지출 증가와 저금리 정책으로 경기부양을 시도해 왔지만
그 효과가 거의 없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인
위적인 정책이 아닌 자생적인 힘이다. 자생적인 힘의 원천은 기업의 투자활
동이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하
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감세와
규제 완화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
득세 등을 인하하고 일부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친
서민정책’이란 이름으로 이러한 기조가 차츰 퇴색해가는 경향이 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감세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기업
이 투자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파괴적인 노조활동 때
문이다. 그 동안 노조가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쟁의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
고 정부가 이를 방관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도
록 해야 한다. 사실 현행법은 노조 전임자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시행이 13년간 유예되고 있다. 이
와 같은 현실이 파업의 남발과 장기화를 조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기
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못하

도록 해야 한다. 제3자는 개별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개별기업의
생존이나 조합원의 이익은 그들의 관심 밖일 수 있다. 오히려 개별기업의 노
사분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자
신의 정치적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노사분규를 장기화하려고 한다. 한편 비
정규직보호법과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법과 제도를 폐지하
여 실질적으로 임금을 자유롭게 조정하고 고용 형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향후 정책 방향
2008년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 그리고 1990년대 일
본의 잃어버린 10년은 근본적으로 모두 무분별한 통화팽창 정책으로 비롯되
었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확대통화정책으로 유발된 과
잉 유동성으로 인해 과다한 신용대출이 창출됐고, 그 결과 신용불량자가 속
출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경제적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사태들에서 알 수 있듯이 통화팽창으로 거품-붕괴의 과정이 한번
발생하면 그로부터 오는 고통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습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금융위기가 재발되지 않고 경제적 혼
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정부에 의해 화폐가 무분별하게 팽창
되는 화폐금융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18)
화폐가 무분별하게 팽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본위제, 100%지준제도, 민
간화폐제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거대한
주제들로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동안 우리는 현 중앙은행체제에서
화폐가치 안정과 경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독
립성은 화폐가치 안정의 필요조건을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중앙은행 자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플레이션적인 통화발행의 유인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화폐를 발행할 수 없도록 준칙
을 정해야 한다. 그 한 예가 프리드만의 통화량 공급 준칙이다. 이러한 제도
적 개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이 재량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제
도보다는 화폐가치와 경제를 훨씬 안정시킬 것이다.
1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재욱(2008b)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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