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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經濟의 成長

行金

본고에서는 토지를 도입한 重壘世代모형에서 토지의 경제에 미치는 善偏環的 效果

를 설명한다 토지는 最終財인 물적 자본과 결합하여 複合資本財를 생산하고， 이것 

은 다시 노동과 함께 최종재를 新古典派적인 방법으로 생산한다 토지가격이 상승하 

리라는 기대 아래 청년기에 노동소득의 저축을 토지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노년기 

에 가서 이 토지자산을 오른 가격에 다음 청년기 世代에 매각한다 토지가격이 상승 

하리라는 기대로 청년기 저축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본축적이 증가하여 경제성장 

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자본축적의 어느 臨界보에서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흉直상승할 경우 중첩세대모형에 複數均衝이 존재하고 토지의 眼存比率이 낮은 경제 

는 높은 수준의 자본축적률을 시현함을 본고는 보인다 

口 L
<= 리 머 

물적 자본의 

축걱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블 

은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일어날 수도 있겠고， 

효율성을 낮추고 생산적인 일반적으로 버블資뚫은 資源配分의 動態的인 

귀금속 및 토지와 같이 고화， 골동품， 

그 자산의 꽁급이 限定되어 있고 耐久性이 있는 자산에 발생한다 

어느 자산의 기초가치가 시장가치를 미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그 자산을 버블자산이라 

흔하지 틀에서 다룬 모형은 그리 문제를 일반균형의 존재 이러한 버블자산의 고 한다. 

않다. 

존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 왜냐하면 시장이 완전한 한에 있어서 버블자산의 

그 어느 누구도 앞으로 국 언젠가에 가서 실제가치보다 높은 자산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떨어질 자산을 매입하지 않을 것이다[Santos and W∞dford( 1997) J . 

시장이 不完全한 중첩세대모형에서 버블자산의 存在性이 논의된다(1) 

화 화폐를 포함한 중첩세대모형은 일반균형의 틀에서 버블자산의 존재 문제를 다룬다 

중첩세대모형에서는 그 가치가 陽

(i) 次世代 效用을 자신의 효용으로 간주하는 앨투루이즘(altruism)을 고려한 바로[Barro (l 974J: 

류의 중첩세대모형에서는 시장이 완전하고 버블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폐는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생산성이 0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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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롤 [Ti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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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버블자산은 利子率과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1985) J의 중첩세대모형은 균제상태에서 이러한 버블자산의 존재를 증명한다. 

均齊狀態에서 

… 
α
 (+)이다. 

균제상태 

에서의 일인당 자본량이 黃金律에 해당하는 수준을 초과했을 경우 자본량을 줄임으로써 

이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이 역할을 버블자산인 貨햄가 담당함으로써 그 

존재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버블자산의 시장가치와 그 거초가치와의 차이가 그 경제의 

효율성 증가로 메워짐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제에 버블자산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역할은 비단 화폐뿐만 아니라 토지， 골동， 귀금속 등과 같이 생산 

성은 거의 없다 하더라도 그 供給이 制限되어 있고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에 대 

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버블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이므로 정부의 개입으로 버블을 제거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Kindleberger( 1996) J . 이러한 버블의 부 

정적인 효과는 최근에 발전되어온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도 입증된다. 

그로스만-야냐가와[Grossman and Yanagawa (1993 ) J 는 자본축적의 外部性으로 성장이 內

生的으로 이루어지는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티롤의 버블자산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토지자산 투자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근본적으로 토지자산 투자가 

생산적인 물적 자본 투자와 鏡合하여 장기성장의 動因이 되는 자본축적을 代替하므로 성 

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귀금속이나 토지와 같은 실물의 버 

블자산 이외에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버블이 발생한다. 버블이 기업이 발행 

한 妹式에 대하여 발생하는 경우， 미래에 새로운 기술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이 기업의 주식 가치는 基魔價植를 초과하여 이 주식에 대하여 버블이 발생한다. 그러면 

투자가 증가하고 생산이 늘어나고 저축이 증가하여 초기주식 투자가치를 상환한다. 이른 

바 버블현상의 성장에 미치는 肯定的인 효과가 있다. 

올리비에 [Olivier(2'α)()) J는 이자율이 주어진 小規模 開放經濟에서 주식에 대한 버블이 

투자전망을 밝게 하여 경제성장에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토지와 같이 투자를 감소시키는 버블자산의 성장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온다. 

최근에 와서 카발레로와 하무르(Caballero and Hammour (2002) J 는 버블의 경제성장에의 긍 

정적인 효과를 이자율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일반균형의 틀에서 증명한다. 이것은 이자 

율이 주어진 소규모 개방경제의 올리비에 모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다. 이 모형 

의 흥미로운 점은 자본축적의 진행에 따라 어느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저축률이 증가한 

다는 가정 아래 복수균형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자본축적률이 낮은 경제로부터 그 축적률 

이 높은 경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버블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투자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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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그 자산으로서의 성질로 보았을 때 그 공급이 한정，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귀금속이나 골동품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적 자본과 더불어 

생산에 기여하기도 하며 주택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동아 

시아 경제의 성장문제와 관련지어 보았을 때 그 因果 關係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의 문제를 접어 두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지가 상승을 포함한 Tobin Q의 특히 대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의미 있게 陽(+)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신행(1999)J. 

디튼과 라로크[Deaton 뻐d Laroque (200 1 ) J 는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특성을 고려 

한 중첩세대모형을 제시한다. 청년기의 저축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이것을 다른 최종재와 

결합하여 노년기의 住毛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노년기에 가서 이 토지를 다시 다음 

의 청년기 세대에 賣되한다- 이러한 중첩세대의 틀에서 토지의 존재는 오히려 자본축적 

률플 낮추는 결과가 나온다-

븐고에서는 동아시아 경제를 利子率과 貨金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소 

규므 개방경제로 상정하고 이들 경제에서 디튼 라로크가 원래 의도했던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경험했었던 토지와 같은 버블자산의 경제성장에의 선순환적인 成

長詩導效果(growth-e따lancing efiìεcts)를 설명할 수 있는 중첩세대모형을 제안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에 걸쳐 開發經濟學은 不均衝發展과 均衝發展의 크게 두 

효과 (linkage effects) 라든 

가 로스토우[Rostow (l 960) J 의 빅-푸시 (big push)와 같은 개발 전략이 전자에 속하고， 너 

크시와 로젠스타인-로단 [Nurkse( 1953). Rosenstein-Rodan( 1943) J의 모든 산업의 동시적인 

허쉬만[Hirschman( 1958) J 의 링키지 개의 전략으로 나뉘어진다. 

성장전략이 후자에 속한다. 이 두 개발전략 모두가 자본축적에 따른 외부성의 존재를 기 

본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본축적에 따른 이러한 외부성의 존재를 가정 

한다‘ 아울러 토지를 다른 버블자산과 구분하여 물적 자산과 함께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 

로 고려한다- 그리고 청년기 세대가 토지를 보유하고， 이것을 노년기에 가서 다음의 청 

년7 세대에 매각한다. 자본축적에 따른 외부성이 로스토우적인 빅←푸시와 같은 臨界/힌 

에 이르렀을 때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고 훌直上昇함을 가정한다 이러한 중첩세대 

모종의 틀에서 본고에서는 차발레로 하무르에서와 같이 複數均衝이 존재하고 낮은 수준 

의 자본축적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본축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토지에 버블이 발생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첩세대모형에서 지가상승의 기대는 자본축적을 증가시키고 경 

제성장에 善個環的인 결과를 보여준다 

저2장에서 본고의 모형을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본고의 모형을 기존의 버블경제 성장 

모형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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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模 型

본고에서는 자본축적에 따라 塵業構造 高度化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규모 개방경제의 

特性으로 규정짓는다. 다시 말해서 자본축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느 한 산업에 資本深

化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多角化로 타산업으로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뭇한다. 이를테면， 자본축적에 따라 섬유산업에 자본장비나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산업에 자본이 투입되는 경우를 상정한다. 자본축적이 더욱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 전자산업 자체에 투자가 늘어나기보다는 반도체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진 

다. 이와 같이 자본축적의 진행에 따라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의 투자 증가는 임금과 임 

대료가 일정하게 주어진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가능하다[Ventura (1997)) . 자본축적에 따라 

임금이 올라간다면， 사업의 다각화보다는 어느 한 산업(이를테면， 섬유산업)에 자본심화 

가 이루어졌었을 것이다. 벤츄라(Ventura (1997) J는 이것을 要所價格均等化 定理(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와 립진스키 정리 (Rybczynski theorem)로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다음 한 가지 특성을 여기에 첨부한다. 즉， 사업의 다각화가 여루어짐에 따라 새로이 技

術習得이 가능한 작업이 생겨난다. 루카스[Lucas (1993) J 는 그의 미러클 모형은 동아시아 

경제가 고도성장을 讀歌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기술습득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新塵業과 새로운 업종의 출현으로 해석한다. 이 점을 산업의 다각화와 결부시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자본축적에 拉行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규모 개방경제에는 노동과 토지 두 개의 본원적 생산요소가 있고 한 재화만 

을 생산한다. 소비되고 남는 재화는 토지와 결합하여 자본재를 생산한다. 이와 같이 생 

산된 자본재는 노동과 신고전파적인 방법으로 결합하여 최종재를 생산한다. 이 생산함수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Y(r) = F(K(r),A(r)L)) 

F(.)는 신고전파적인 생산함수이고 K는 물적 자본과 토지의 複合資本財

(composite capital g∞ds)로서 다음과 같은 CES의 생산함수에 의해서 생산된다 (2) 

(2. 1) 

여기서 

(2) 여기서 복합자본재는 工場單位의 plant를 뭇한다. 단， 이 때에 p매nt는 기존의 경우와는 다르 

게 可分的(di띠sibl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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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r) = (Z(r)1J + TIJ)l/ lJ ; 0 < 11 < 1 

여기서 Z(히는 시점 껴1서의 불적 자본을 뜻한다 문제의 단순화를 위해서 생산에 있어 

물적 자본과 토지의 代替彈力性을 無限大라고 가정한다- 이것을 假定 1로 나타낸다 

假定 1 : 複合資本財 생산에 있어서 物的 資本과 토지와의 대체탄력성은 無限代이다‘ 

↑텅定 1의 경우 η가 1에 접근한다-

지금에 와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기존의 거시경제이론에 定看된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의 성장에의 동인을 고려하기 위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다음과 같이 일 

정하게 Y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2.3) A(r+ 1) = (1 + y)A(T) 

기존의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위와 같은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智識資本의 외부성에 기 

인한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자본축적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병행한 

기술습득효과에서 외부성이 나온다CLucas (l993). Ventura (1997) J. 본고에서는 이러한 외 

부성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음으로 본고에서의 중첩세대모형을 약술한다- 어느 한 시점 t에서 태어난 개인은 어 

느 일정기간의 일생을 살게 되는데 그 중의 半이 되는 청년기에는 노동을 공급하여 임금 

을 수입으로 얻고， 그 중 일부는 소비하고， 나머지는 복합자본재 구입의 형태로 저축한 

다. 노년기에 가서 이 개인은 다음 세대에 복합자본재의 賣되 代金으로 소비한다. C1t와 

C2t+ 1를 이 개인의 청년기와 노년기의 소비라고 할 때 이 개인의 일생에 걸친 據算옮IJ約式 

은 다음과 같다. 

C2t+1 , 
C. + -- =μJ+V .• h 

11 1 + r rt+l .. t 1 + r ... 

여기서 ht는 t시점에 태어난 효율 단위 노동의 복합자본재 保有量을 뜻하고 P써는 이 

복합자본재의 노년기에 가서의 가격을 뜻한다. 이 복합재 가격과 국제시장가격과의 차이 

로 qt를 qt =pt-pO와 같이 정의한다. 물적 자본의 국내시장가격은 국제시장가격 pO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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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나 물적 자본축적에 따른 외부효과로 인해 효율단위 표시 노동 한단위의 토지가격은 

PD보다 높다 그리고 이것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外部經濟를 反影한다. 

그러면 이 개인의 청년기에서의 財홉 S는 그의 일생에 걸친 효용극대화의 해로서 q써 

의 함수가 된다 (3) 이 함수의 구체적인 형태는 이 개인의 두 기간에 걸친 효용함수에 달 

려 있다. 앞으로의 문제의 단순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假定 2를 도입한다. 

假定 2: s' (qt+l) > 0 

假定 2는 청년기 저축은 노년기에서의 복합자본재 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함을 뜻한 

다 (4) 물적 자본채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주어져 있으므로 본고에서의 복합자본재 가격 

상승은 토지가격 상승을 뜻한다. 

假定 1과 2 그리고 式 (2. 1) -(2.2)로부터 복합자본재의 홉積方程式을 다음과 같이 얻 

는다. 

(2.4) Kt+l- (1- 이Kt = s(qt+l)F(Kt, A!--) 

여기서 6는 물적 자본재의 v행價{賞왜率이다. 

그리고 件載消盡條件(no-arbitrage condi디on)은 다음과 같다. 

(2.5) (1 + r)qt=q써 + F J._Kt+ l' At+lL) 

노동효율단위 표시 일인당 복합자본 장비율을 k(t) = KJA띠L이 라 하자. 

노동생산성의 외부효과를 나타내는 式 (2.3)을 고려하여 위의 式 (2.4)-(2.5)를 다음 

두개의 動態方程式으로 표현한다-

(2.6) kt+10 + y) == s(q;}f(떼 + (1- δ)시 =f(kt)-c(째 + (1- ð)kt 

J s(q샤f(k) + (1- ð)~t \ 
(2.7) qt+l = (1 + y)qt-r( ~，- ':.. . , J 

、 l+y 

(3) 기존의 중첩세대모형에서의 저축률은 임금과 이자율의 함수이다‘ 본고의 소규모 개방경제에 

서는 임금과 이자율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그려므로 저축률은 P1+l의 함수이다. 
(4) 이 경우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代替效果가 所得效果를 상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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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위 動態方程式의 位相圖흘 나타낸다-

여기서 X는 r(k) = y+ δ를 만족시키는 효율단위 표시 일인당 복합자본장비율이다. 
이 〈그럼 1)에서 線 KK는 L=ιl이 만족되는 자본축적의 均齊線이며. QQ 線上에서는 

트지 보유에 대한 件載條件이 消盡되고 qt=qt+l의 균제상태가 달성된다. 이 두 均齊線의 

(k ‘ q) 평면에서 k에 대한 기울기의 방향은 式 (2.6)-(2.7)로부터 얻는다 그 결과는 다 

담의 式 (2.8)과 (2.9)와 같다 

(2.8) dqt I = y+ð s(qt}f'(k) < O for k < k -
dkt Iι+Iok， - s'(qt}f(kt) 

이며， 

f"( . )í s(qt1f (kt) +(1 -8) | l 

(2.9) 쁘t_1 = l+y <0 
dkt Iq.• J=q, -r+f"(.)í f (qtV(k) l 

1 + r 

ql \Q /K 

q* ••- --

0 
K 
Tk 

k* 

Q\4 

% 
k 

註 kd는 외부경제가 없는 다이어몬드 경제의 자본장비율을 k는 외부경제 y>O가 존재하는 경 

우 j'(k)=y+ δ를 만족시키는 자본장비율을 각각 나타낸다 이 경제에 균제자본장비율은 k* 

이며， 이 자본재 가격은 q*이다 

〈그림 1> 小規模 開放經濟의 均齊狀態의 存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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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다 조건(Inada condi디on)과 로피탈 정리(1’Hopital's rule) 에 의해서 式 (2.6)의 자본 

축적의 균제선인 KK선은 〈그림 1)의 (k , q) 평변에서 k>k에 대하여 右t昇한다- 반면에 

식 (2.7)의 복합자본재의 가격 균형선인 QQ션은 右下向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리고 다시 이나다 조건에 따라 복합자본재 價格均衝線에 대하여 

ψIJ. q→∞과 피nq→o 
r예 % 

이 성립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KK선과 QQ션에 대한 성질을 중간값 정리 (mean value 

theorem)에 적용하면 균제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을 다음의 命題 1 

이 요약한다. 

命題 1 : 假定 1-2이 충족되는 小規模 開放經濟에서 k>k에 대하여 均衝이 존재한다. 

이 경제에 새들 經路(saddle path)가 있고 a점에 있는 경제는 복합자본재 가격이 자본 

축적에 따라 점차로 감소하며 균제상태에 접근한다. 반면에 b점에 있는 경제에는 자본이 

감소하며 가격은 상승하며 균형 (k*, q*)에 접근한다. 

다음으로 본고 모형에서의 動態的 效率性을 평가하고자 한다. 만약에 자본축적에 대한 

외부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즉， y = 0) 에는 f(kd)= ð를 만족시키는 다이아몬드 

[Diarnond (1965) J의 kd에서 동태적 효율성이 만족된다 다른 한편으로 y>O일 경우 r(k)= 
y+ ð이고 k<kd이다. 이 경제의 최종 균형은 (k* , q*)에서 이루어진다. 이 균형은 이 버 

블경제에서 토지는 생산에 必需的이고 복합자본장비율 k*는 動態的으로 效率的임을 뜻한 

다 (5) 이러한 결과는 재생산이 되지 않는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가 필수적이어서 총 GDP 

에서 토지에게 배분되는 소득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때 동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이창 

용[Rhee (199 l) J 의 결과와 일치한다 

2.1. 複合資本財 期待價格의 上昇

성공적으로 塵業化를 이루는 경제에서는 자본축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빅-푸쉬 (big

push) [Murphy et al. (1989) J와 같은 轉換點에 이르게 된다. 이 점에서 塵業相互 間에 수요 

를 創出함으로써 外部經濟를 發抱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점에서 복합자본재의 기대가격 

이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이때에 위와는 반대의 기대를 가질 수도 있다- 말하자면， 어느 

(5) 여기서 토지가 생산에 필수적이라 함은 F<k*) > F<kd)임을 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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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경제가 진행해야될지 그 예측이 불가능하다[Matsuyama( 1991) J. 경제에 속한 모 

든 代理A들이 미래 경제에 대하여 樂觀的인 見解를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외부경제가 실 

현되어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 만약에 경제내의 모든 대리인들이 장래의 경제전망에 대 

하여 悲觀的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외부경제는 실현되지 못하고 경제성장은 이 

루어지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다음의 假定 3이 요약한다 

假定 3: 資本훌積이 어느 臨界水準에 이르렀을 때 투자가의 複合資本財에 대한 기대가 

격이 상승한다-

이때의 이 임계수준의 복합자본재 수준을 k라고 하자 그러면 이 임계수준에서 투자가 

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자본이득을 높이고 투자가의 투자에 따른 士地價格 上

昇의 期待感으로 이어친다 (6) 다시 발해서 주어진 복합자본재의 홈홍積率 k에 대하여 시점 

t에서의 가격 qt는 낮은 것으로 評價되므로 앞으로 이 가격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자본축적이 증가한다 이것은 〈그림 1 >에서 KK선을 아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다른 한 

편으로 q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QQ선을 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이에 따라 (k*. 

q*)와 (k**. q**)의 두개의 複數均衝이 존재한다 k의 자본축적점에 이르렀을 때 複合資

本財 가격 q의 수준은 그 경제의 효율 단위 노동에 대한 토지 眼存率에 달려 있다. 자본 

축적에 따른 經濟外部效果가 일정하다고 할 때 h가 낮을수록 q는 높은 수준에 있게 된 

다. 이를테면 초기의 복합자본재 가격이 c점에 있을 때 이 경제는 k**로 접근한다 k*와 

k**의 두 균형은 그 경제의 토지부존율 h에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토지부존율이 

경제에서 높은 토지가격으로 자본축적이 더 빠른 율로 증가한다 

이것을 다음의 命題 2가 이를 요약한다 

낮은 

命題 2: 假定 1-3이 충족되는 k>k의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複數均衝이 존재하고 이때 

의 균형은 효율 노동 단위에 대한 士地眼存率에 달려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자본의 임대료와 임금은 이미 

주어져 있다. 따라서 자본축적에서는 외부경제가 발생하고 이 외부경제의 경제적인 惠澤

은 물적 자본의 임대료 증가나 임금 향상으로 歸屬되지 않고， 土地價格 引上으로 이어진 

(6) 즉 k는 빅 푸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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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에 토지의 기대가격은 기초요인인 그것의 限界生塵性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보 

다 높다. 이러한 점에서 토지가격에 버블現象이 있게 된다 그 이유는 버블자산의 시장 

가격과 기초가격의 차이가 외부경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러 

한 점에서 본고의 모형은 티롤의 버블경제와는 다르게 동태적으로 효율적인 경제에서도 

버블자산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자본축적이 어느 한계점에 이르러 외부효과가 모두 消

盡되어 버린다면 버블자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본고의 균형은 다이아몬드 균형으로 다시 

돌아간다. 

어느 경제에 주어진 토지의 嚴存比率이 낮을수록 토지 한 단위로부터 얻는 外部效果가 

높고 複合資本財의 期待價格 上昇率도 높다. 외부효과가 다시 자본축적에 比例的이므로， 

代替彈力性이 높은 경제에서의 자본축적은 加速化된다 (7) 왜냐하면 자본축적에 따른 외 

부성은 토지의 기대가격을 상승시키고， 이것은 다시 토지와 완전 대체적인 자본축적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의 眼存度가 낮은 경제에서 자본축적의 善擔環

이 이루어진다. 

토지의 부존도가 낮은 경제에서 일수록 〈그림 2)에서 KK션을 보다 더 아래쪽으로 QQ 

선을 보다 더 위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資本훌積 均衝線인 KK선과 복합자본재 價格 均

衝線인 QQ선과의 거리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균제상 

태의 균형점인 k**와 초기 점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 결과로 초기 점에서의 경제성장 

률이 높아진다 (8) 지금까지의 논의들 다음의 命題 3이 요약한다. 

命題 3: 小規模 開放經濟에서 토지가격 버블이 클수록 經濟成長率이 높다. 

만약에 이들 경제에 토지가 풍부하게 있었더라면， 복합자본재 가격의 기대가격이 상승 

되지도 않았었을 것이었고， 경제성장에도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을지 알기 어렵다. 이러 

한 점에서 볼 때 토지의 부존버율이 매우 낮은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경제에서의 資本뽑 

積의 진행에 따라 빅-푸시 점에 이르렀을 때 토지가격의 期待上昇率의 증가로 인한 버블 

현상은 이들 경제의 성장에 肯定的인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본고의 모형은 해석한다-

(7) 이를테면， 주택공급의 경우， 토지가 俠小한 도심지역에서의 高層化 現象은 토지와 물적 자본 

이 완전 대체적임을 뜻한다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 

공과 이로 말미암은 노동생산성 향상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8) 이것의 증명을 위해서는 바로[Barro and Sala-j-Martin (1995 , Chapter 1) J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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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자본축적의 친행에 따라 자본장비율이 어느 임계점 &에 이르렀을 때 지가 상승에 대한 기 

대감으로 자본축적의 균형선인 KK선과 토지에 대한 중재소진조건인 QQ선이 각각 위쪽으 

로 이동한다- 이때에 토지 부존비율이 어느 일정수준 이하에 있는 경제는 높은 자본장비율 

의 균제상태인 (k** , q**)의 균형에 접근한다 

k** k* 
0 

〈그림 2) 複數均衝의 存在

봉￡存의 버블資훌 成長模型과의 比較3. 

모형에 그리고 그 대부분의 흔하지 않다-트지를 포함한 버블경제의 성장모형은 그리 

서는 본고에서와는 다르게 토지가 경제성장에 대하여 否定的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 

다
 

룬
 
먼저 그로스만-야냐가와[Grossman and Yanagawa(l 993))모형은 자본축적에 따른 외부성 

그리고 여기에 非生塵的 생산요소로 토지를 존재를 설명한다-을 고려한 후 버블경제의 

추가했을 경우 經濟成長率이 하락하는 것을 보여 준다. 거의 유사한 모형의 구조에서 1* 

式 資꿇과 같이 연구 개발 투자를 반영하는 자산의 경우 버블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나， 비생산적인 버블자산에의 투자는 오히려 內生的 成長의 쫓引車 역할을 

하는 물적 자본에의 투자를 줄임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Olivier(2000) J 

토지가격 상승을 기대한 청년세대의 저축증가는 높은 성장을 가져오고 다시 높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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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저축을 증가시키는 토지의 성장에 미치는 善領環的인 效果가 동아시아 경제의 특징적 

인 현상의 하나로 보고 이를 염두에 두고 세운 성장모형에 디튼-라로크[Deaton -Laroque 

(2001) J 의 버블경제 성장모형이 있다. 디튼-라로크 모형에서 토지는 소비재와 결합하여 

住圭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느 한 개인은 청년기 저축 중 일부로 토지를 구입하고 

이것은 노년기의 주택 서비스를 공여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매각한다. 여기서 문제는 

과연， 토지의 도입이 이 경제의 자본축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느냐에 있다. 결론은 

이 모형이 원래 의중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의 선순환적인 효과와 반대이다. 그 이유는 

균제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使用費用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 

게 되면 오히려 청년기와 노년기 소비가 줄게 되고， 자본축적률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 

이다. 

토지의 使用費用이 陰(-)일 경우에는 자본축적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이자율이 

인구증가율보다 낮고 토지에 대한 수요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균제상태의 존재가 불가 

능하다는 것이다. 디튼-라로크와는 다르게 본고에서 토지는 자본과 결합하여 복합자본재 

로서 재화생산에 사용되며， 토지상승에 대한 기대는 저축을 증가시킴으로써 원래 디튼 

라로크 모형에서 의도했던 바대로 성장에의 선순환적인 결과를 가져옹다. 본고의 결과는 

자본축적에 따른 외부효과의 존재가 이러한 차이점을 가져오는 데에 核心的인 ↑뚱웹을 

한다. 

본고의 모형은 버블의 存在가 성장에 肯定的인 效果를 미친다는 점에서 카발레로-하무 

르[Caballero 뻐dH뻐unour(2002) J모형과 相通한다. 이 모형에서는 자본축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臨界‘역에 이르게 되면 저축률이 重直上昇한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개발에 

의 투자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성공적연 결과는 저축증가를 충당함으로써 지속성장 

의 유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투자가의 기대감의 증가는 주식시장에 버블현상을 일으킨 

다. 본고에서 버블자산은 토지가 되고 있으나， 카발레로 하무르 모형에서는 주식이 버블 

자산이다. 柱式價格-所得 比率(PER: price-eamings ratio) 이 그 주식자산의 기초가격을 上

뺑하는 버블현상이 일어난다 만약에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 

는 보다 더 높은 자본축적률의 균형 달성이 어렵다- 그러므로 카발레로-하무르 모형은 

知識塵業을 염두에 둔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균형을 다룬다. 그러므로 物的 資本보다는 

智識資本이 중요한 경제에서의 버블현상을 다룬다 그러나 본고에서의 버블은 토지자산 

에 일어나는 경우이고， 이때에 자본축적에 외부경제가 었기만 하면， 버블이 토지자산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식기반 경제의 경우보다는 물적 자본축적이 중요한 경제를 본고의 

버블자산 모형은 念頭에 두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에서 자본축적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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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외부경제의 발생이 확실하다면， 토지와 같은 버블자산에 善{I좁環的인 경제성장 효과가 

일어난다 이러한 점에서 버블균형의 존재에 대한 위험도는 카발레로 하무르 모형에서보 

다 훨씬 낮다 그러므로 버블현상이 일어나는 背景과 環境에 대한 이해가 버블경제의 성 

장플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4. 맺 는 말 

분고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의 과거 수십 년간에 걸친 성장에서 토지와 같은 非生塵的인 

생산요소로서의 버블자산이 우리 경제의 저축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가설 

에 부합한 버블경제 성장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가정을 본고에서는 제시 

한다. 첫째로 최종재는 복합자본재와 노동에 의해서 신고전파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데， 

복합자본재는 다시 물적 자본과 토지의 결합에 의해서 생산되고， 이 두 요소는 복합자본 

재 생산에 있어 完全 代替的이다 둘째는 청년기 저축률은 지가상승률에 따라 단조적으 

로 증가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자본축적이 어떤 臨界水準에 이르 

렀을 때 올라간다.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중첩세대모형에 자본축적률 

이 낮은 점과 높은 두 개의 複數均衝이 존재함을 보이고， 이것은 또 새들 경로 (saddle 

path) 安定的임을 보인다 

버블자산은 그 정의상 어느 자산의 기초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일어나는 자산을 뜻 

한GC 시장이 완전한 異時間 -般均衝모형 (intertemporal general equilib디um model)에서는 

버틀자산의 존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균형의 시각에서 본 버블자산은 대부분 

의 경우 시장이 완전하지 못한 중첩세대모형에서 다루어진다. 청년기 노동소득 중 일부 

를 로지매입에 사용하고 이것을 노년기에 다시 다음 세대 청년기에 되팔아 소비한다. 

차본축적에 따라 스펼오버 효과 (spillover effects)로 발생하는 외부경제가 일정 量으로 

주어졌을 경우 토지 한 單位로부터 얻는 버블도 커지고， 토지가격의 기대 상승률도 높아 

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본고의 버블경제 성장모형이 시사하는 바는 어느 경제의 

일인당 土地保有量이 일정한 臨界쁘보다 낮은 水準에 있는 경제는 높은 資本養積이 높은 

均齊수준에 접근하고， 그렇지 못한 경제는 낮은 수준의 균형에 접근한다 

이와 같이 상정된 중첩세대모형에서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청년기 저축이 증가하고 자 

본축적이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물적 자본과 토지는 복합자본재 생산에 완전 대체적이 

므로 지가 상승으로 물적 자본축적률이 올라간다. 이러한 점에서 중첨세대모형에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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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은 경제성장에 善領環的인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일인 

당 토지보유량이 낮은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 경제는 다행스럽게도 토지보유량이 낮아서 

높은 수준의 자본축적률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본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만약 

에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떨어져 토지 保有에 使用費用이 발생하면 토지는 경제성장에 通

效果를 가져온다. 본고에서와 같이 토지를 중첩세대모형에 포함시킨 디튼-라로크(Deaton 

and Laroque(2ool) J 버블모형에서는 토지보유에 사용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수요가 무한대로 증가하고 균제상태가 존재하지 못하므로 토지의 경제성장에의 선순환적 

효과가 설명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 모형에서 토지는 주택서비스 공급에만 이용되고 

최종재 생산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 본고 모형과의 차이점이다. 

본고의 모형에서 複數均衝은 버블경제에서 投機的 경제성장률의 결정을 설명한 카발레 

로-하무르의 모형을 路覆하고 있다 이들 모형에서 복수균형은 어느 경제의 저축률이 자 

본축적이 어느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수직상승하는 데에 기언한다. 이와 대비해서 본고 

에서는 지가가 자본축적의 臨界‘힌에서 상승한다. 다시 말해서 토지를 버블자산으로 생각 

했을 때 청년기 세대가 이 버블자산을 買入함으로써 저축률이 증가한다. 

본고의 중첩세대모형은 오히려 카발레로 하무르 모형 (2002)과 상통한다. 그러나 카발 

레로 하무르 모형에서는 주식이 버블자산이고 妹式價格-所得 比率이 그 주식자산의 기초 

가격을 상회하는 기술버블(technology bub비e)현상이 일어난다. 만약에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보다 더 높은 자본축적률의 균형 달성이 어렵다. 그러 

므로 카발레로-하무르 모형은 知識塵業을 염두에 둔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복수균형을 다 

룬다 즉， 물적 자본보다는 지식자본이 중요한 경제에서의 버블현상을 다룬다. 본고에서 

의 버블은 토지자산에 일어나는 경우이고， 이때에 자본축적에 외부경제가 있기만 하면， 

버블이 토지자산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식기반 경제의 경우보다는 물적 자본축적이 중 

요한 경제를 본고의 버블자산 모형은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에 

서 자본축적과 더불어 외부경제의 발생이 확실하다면， 토지와 같은 버블자산에 선순환적 

인 경제성장 효과가 일어난다. 이러한 점에서 버블균형의 존재에 대한 위험도는 카발레 

로-하무르 모형에서보다 훨씬 낮다. 그러므로 버블현상이 일어나는 배경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버블경제의 성장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본고는 示浚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복수균형의 존재는 자본축적에 따른 외부경제의 발생에 따른 것 

이다. 그러므로 토지를 소유한 개인투자가의 입장에서 버블은 존재하나， 경제전체에서 

본 사회적인 버블(soci며 bubble)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외부경제가 없어서 버블의 

발생이 경제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버블을 제거하기 위 



버블經濟의 成長
1 l 
A 

한 킨들버거가 제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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