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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s or Trend?

u GDP Cycles or Trend? 

§ GDP 성장률: 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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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중장기적 경기순환에 대해 (단기적이라고 알려진) 경기대응책을 쓰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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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Heterogeneity 고려의 중요성

u 불확실성의 증가는 분포의 퍼짐(dispersion)으로 해석 가능함. 

§ 정확한 의미로는 Ex-ante 이지만, ex-post dispersion으로도 해석

§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경제주체들의 이질성(heterogeneity)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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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의 퍼짐



이질성을 고려한 통화정책의 최근 연구

u Auclert(2016)

§ 통화정책의 효과에 있어서 (수익률이 고정된)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중요

§ 정책이자율을 내렸을 때, 자산의 만기가 긴 사람은 이득 (상대적 고금리 유지 가능)

§ 반면, 부채의 만기가 긴 사람은 손해 (상대적 고금리로 이자비용 지불)

§ 이익보는 사람의 MPC가 커야 통화정책의 효과가 큼.

u Wong(2016)

§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널리 이용되는 미국에서 재융자를 받으려면

고정비용이 수반됨.

§ 정책이자율을 내렸을 때 고연령층은 고정비용으로 인해 재융자를 받지 않고 이자율

인하의 혜택을 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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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황

u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상승

§ 고정금리대출 비중: 0.5%(‘10) → 14.2%(‘12) → 36.8%(’16 3월) 

§ 정책이자율을 내렸을 때, 금융기관이 (상대적) 이익을 얻고 가계가 (상대적) 손해

§ 소비가 크게 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작을 가능성

u 급속히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 고령화로 인해 재융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 역시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가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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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u 통화정책 유효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이자율 하락 시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재융자(re-financing) 활성화 필요

§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낮춤으로써 장기고정금리 대출자들도 금리하락시 혜택을 받아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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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정책당국간 협력 강화

§ 금융정책의 경우 통화정책의 경기대응효과와 거시건전성 이슈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당국간 소통을 강화하여 거시경제적으로 최적의 규제를 도출할 필요



이질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의 연구

u 기업 규모 분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Hsieh and Klenow (2009): 기업간 자원배분이 총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 Hopenhayn (2014): 일반적인 모델을 적용하여 기업분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하한(lower bound)을 구하는 방식을 제공

§ Garicano et. Al. (2016): 50인 이상의 고용자에게 적용되는 프랑스의 규제 사례를

통해 동 규제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비효율성이 발생함을 밝힘.

u Individually Tailored (광의의) 재정정책? 

§ 기업의 이질적인 특성에 따른 조건부 정책

u 기업 규모 분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Hsieh and Klenow (2009): 기업간 자원배분이 총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 Hopenhayn (2014): 일반적인 모델을 적용하여 기업분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하한(lower bound)을 구하는 방식을 제공

§ Garicano et. Al. (2016): 50인 이상의 고용자에게 적용되는 프랑스의 규제 사례를

통해 동 규제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비효율성이 발생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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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황

u 양극단화된 기업 규모 분포

§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Hopenhayn (2014)의 방법을 이용해 우리나라 Data를 적용한 경우, 기업분포만으로

생산성의 감소가 최고 13%로 나타남. (김석기, 2014)

기업의 규모 분포 비교 – 한국 vs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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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u 규모 조건부 정책들의 위험성

§ 목표가 잘 정의된(well-targeted) 미시적인 정책들도 거시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소기업 정부금융지원에 대한 재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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