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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금리 중심으로 변경된 이후 통화지표는 중간목표 또는
정책수단이 아닌 정보변수로서 활용되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의 발생 및 확산 과정에 은행을 통한 신용경로(credit channel)가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화에 대한 미시적 분석의 중요성이 강
조되었으며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저금리기조 및 양적 완화정책 등으로 유동
성 공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통화지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우리나라 통화지표의 유용성을 점검해 본 결과,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
체계 시행 이후 통화와 인플레이션간의 연관성이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장기 안정적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 불안
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자산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가운데 시장성수신 등 비핵심부채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용공급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효과가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측면에서 통화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
사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량을 정보변수로서 활용하고 있는 현행 금리 중심의 통화정
책 운영체계 하에서 통화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주체
별 통화 등 새로운 통화지표 편제를 추진하고 통화분석 기법을 선진화하는 한
편 경제주체들의 통화지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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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1.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통화량 중심에

서 금리 중심으로 변경한 이후 통화지표를 중간목표 또는 정책수단이 아닌 정보변수로서 제
한적으로 활용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및 확산 과정에 은행을 통한
신용경로(credit channel)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화에 대한 미
시적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저금리기조 및 양적완화정책 등으
로 유동성 공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통화지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기 이전 자산가격 상승기에 금융기관이 시장성수신 및 외화차입

금 등 비핵심부채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신용공급을 크게 확대시킨 것이 금융불안을 초래
한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었다(Shin and Shin 2011). 또한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의 상승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통화증가율이 상당기간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통화지표에 대한 해석과
유용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

3.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통화이론, 실물경제(경기, 물가) 및 금융안정과의 연관성 등 다양

한 측면에서 통화지표의 유용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2). 이를 위해 Ⅱ
장에서 통화의 역할 및 유용성에 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본 후 Ⅲ장에서는 실물경제 및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현행 통화지표의 유용성을 점검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
대로 Ⅳ장에서 미시적 통화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주체별 통화를 편제하는 등 통화지표의 유
용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최근 연구에서는 2009년 하반기 이후 실물경기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증가율이 부동산 및 금융부문의 하락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상당기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통화지표에 대한 미시적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김준태 등 2012).
2) 본고의 목적은 통화정책 수행시 통화지표를 보조지표로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있지 않으며 정보변수로서 통
화지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화분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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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화의 역할에 관한 기존 논의
가. 실물경제와의 연관성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4.

1990년대 초까지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던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통화량

과 명목소득간의 안정적 관계를 가정한 화폐수량설과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통화주의에
주로 근거하였다.

5.

Fisher(1911)는 통화의 외생성(exogeneity)과 화폐의 중립성(neutrality of money)을

전제로 수량방정식(quantity equation)의 유통속도(V)가 상수이고 실질소득(Y)이 물가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 완전고용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물가는 통화량의 변동에 의해서 결정된
다고 보았다. Friedman(1963)은 수량방정식의 유통속도가 이자율 등의 함수이나 그 변동이
예측 가능하여 통화수요함수가 안정적이므로 인플레이션은 항상,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라
고 주장하는 통화주의로 발전시켰다.

[Fisher의 수량방정식]

M • V ≡P • Y → P ≡

6.

M•V
→ Ṗ = Ṁ + V̇ — Ẏ
Y

한편 통화량의 변동이 실질소득에 선행3)한다는 시계열 분석결과를 토대로 통화가 생산

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즉, 통화량 변동은 경제주체의 실질잔고
(real balance) 변동에 의한 富의 효과(wealth effect)로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거나
(Pigou 1943, Patinkin 1965), 이자율 변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지출행태를 변화시켜 경

3) Friedman and Schwartz(1963)는 미국의 통화량 변동이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생산량(실질GNP) 변화에 선행하는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2•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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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Grossman and Weiss 1983)4).

7.

이처럼 통화량을 중시하던 1990년대 초까지 많은 실증연구에서는 통화량이 경기 및 물

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경우 협의 통화지표(M1)의 경기 및 인
플레이션에 대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Stock and Watson 1989, Litterman 1986,
Sims 1993 등) 우리나라에서는 광의통화인 M2와 M3가 명목소득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홍갑수·고용수 1993, 함정호 1996, 천병철 2000 등).

8.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금융혁신, 금리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통화수요함수가 불안정해

지고 통화량과 실물경제의 연관성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Duca 1993,
1994, Darin and Hertzel 1994). 구체적으로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화량이 생
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Friedman and Kuttner
1993, Andres, Lopez-Salido and Valles 2006 등). 우리나라에서도 통화의 외생성 및 경
제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종전보다 약화된 것으로 분석한 결과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박원암
등 1996, 장민·함정호 2000).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9.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초까지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통화량이 물

가, 생산 및 이자율 등을 반영한 민간의 통화수요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된다는 NewKeynsian의 내생적 통화공급이론에 근거하여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도입하였
다(Taylor 1993, Woodford 1998, Romer 2000 등). 이러한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하에서는 금리가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통화정책은 단기금리 조정을 통
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0. 통화와 실물경제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
계 시행 이후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저하되었다는 주장과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관계없이 장
기적으로는 통화와 물가간의 안정적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가 혼재하고 있다.

4) 한편 Lucas(1972)는 예상치 못한 통화량 변동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명목임금(절대임금)의 변동을 실질임금(상대임
금)의 변동으로 착각(price misperception)하여 노동공급을 조정함으로써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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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erlach and Svensson(2003), Stock and Watson(2003) 등은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
해 GDP갭 등의 예측력이 통화량보다 더 우수하며 통화량의 물가에 대한 추가적 설명력이 크
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12. 그러나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하에서도 여전히 물가수준은 실물경제 상황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된 통화수요에 맞춰 중앙은행에 의해 공급되는 통화량에 의해 결정되
므로 통화량과 물가간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다(McCallum
2001, Meyer 2001 등)5).

13. ECB 등 유럽지역 연구에 따르면 현 통화정책 운영체계 하에서도 통화는 중장기 인플레
이션에 대한 우수한 예측지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Jaeger 2003, Gerlach 2004,
Hofmann 2006, Benati 2009 등).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도입
으로 그 강도가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통화량이 여전히 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Kim 2007, 이재랑·성병묵 2008 등).

나.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역할
14. 2000년대 들어 신용경로(credit channel)가 금융불균형 및 금융위기 발생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면서 자산가격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은행의 자산(신용) 및 부채(통화량)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중요하다
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5. Borio and Lowe(2002, 2004)는 저물가기조 하에서도 신용과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자
산가격이 급등할 경우 금융불균형이 심화되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앙은행이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dalid and Detken(2006)은 미국, 유로지역의 경

5) 이와 함께 통화정책 파급경로에서 통화 및 신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경로를 모형에 명시
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려는 노력도 시도되었다. 예를 들면 Benhabib, Schmitt-Grohe and Uribe(2002) 등은 단
기명목금리가 零(0)에 근접하여 금리정책이 무력화될 경우 중앙은행은 통화량 증가를 통해 장단기금리차와 인플레이션
기대를 변동시켜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ndres, Lopez-Salido and Nelson(2009) 등은
경제주체의 효용함수에 실질잔고 보유효과를 포함한 모형을 통해 통화가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반
영할 수 있음을 보였다.

4•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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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물가가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경기 확장기에 통화 및 신용 증가에 수반하여 자산
가격이 급증한 경우6) 이후 충격 발생시 자산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Christiano et al.(2008)은 자산가격 급변동(boom-bust cycle)에 따른 사회
후생 감소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수행시 인플레이션과 함께 신용의 변동을 직접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6. 한편 Shin and Shin(2011)은 은행 등 자금중개기관들이 비핵심부채7) 증가를 통해 신
용을 급속히 확대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시 금융시스템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비핵심부채 중 해외차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유동성위험과 환
율위험이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6) Alessi and Detken(2009)은 선진국의 자산가격 버블이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
시하였다.
7) 금융기관의 부채 중 CD, 금융채(만기 2년미만), 대금융기관 RP 등 시장성 수신 및 외화차입금 등과 같은 다른 금융기
관 또는 국외부문에 대한 부채를 의미한다.

THE BANK OF KOREA•5

BOK경제리뷰-8호 2012.9.21 4:31 PM 페이지6 001 Adobe PDF

BOK 경제리뷰 No. 2012-8

Ⅲ. 우리나라 통화지표의 유용성 분석
가. 실물경제 예측지표
(경기와의 연관성)
17. 통화량과 경기지표의 움직임을 보면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하에서는 두 지
표의 변화 방향이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도입 이후에는 기간
에 따라서 양자간의 관계가 다소 불분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 특히 금융위기 직후에는 실물경기 회복에도 통화증가율이 상당기간 하락하였는데, 이
는 부동산경기 침체, 예대율 규제, 외국인증권투자 둔화 등과 같은 부동산 및 금융 부문의 통
화증가율 하락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김준태 등 2012).
〈그림 1〉M2와 실질GDP 성장률1)

주 : 1) 전년동기비 증감률 기준
자료 : 한국은행

6•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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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계열분석 결과, 통화증가율이 대체로 경기변동에 3～6분기 선행하여 변동하였으며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기간에는 인과관계가 유의하지만, 금리 중심 통화정책 운
영체계 기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8).

〈그림 2〉M2와 경기간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1990.1/4～2011.4/4분기)
1)

<인과관계2) 검정결과3)>

<시차상관관계 >

M2 → 경기

경기 → M2

■ 전기간
(90.1/4～11.4/4)

3.35***

2.50*

■ 통화량 중심
(90.1/4～99.4/4)

2.46**

8.38***

■ 금리 중심
(00.1/4～11.4/4)

1.83

1.78

주 : 1) t기 실질GDP 성장률과 t+i기 M2 증가율간 상관계수(전년동기비 증감률 기준)
2) 시차는 기존 연구 및 시차상관계수 분석을 토대로 3～6분기로 설정
3) *, **, ***는 변수간 Granger 인과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각각 10%, 5%, 1% 수준에서 기각함(인과관계
존재)을 의미

20. 통화와 경기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화량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Friedman and Kuttner(1993)의 소득방정식9)을 원용하여 추정하였다. 소득과 통화지표는
실질화하여 물가 요인을 간접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금리변수로는 콜금리를 이용하였다. 또한
모든 변수10)의 전기대비 증감률(연율)을 사용하였으며 기존연구 및 시차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통화량 시차는 1～5분기로, 금리 시차는 1～2분기로 설정하였다.

8)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와 함께 도입되었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IMF와의 정책협의
등으로 콜금리목표가 1999.5월 처음 제시되는 등 실제 이행이 1999～2000년에 걸쳐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 금리 중
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기간을 2000년 이후로 설정하였다.
9) Friedman and Kuttner(1993)는 1980년대 이후 통화량의 실질소득 예측력이 매우 약화되었으며 금리가 더 높은 설
명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0) 본고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참고 1】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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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방정식]

y : 실질GDP, RM : 실질M2, R : 단기금리(콜금리 기준)

21. 추정 결과,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하에서는 통화량(M2)이 경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도입 이후에는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11). 반면 단기금리는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변경된
이후에 경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소득방정식 추정결과
전기간
(90.1/4～11.4/4)
실질통화
단기금리(콜금리)

0.16
(1.40)
-0.31
(-2.38)**

통화량 중심
(90.1/4～99.4/4)
0.44
(2.03)**
-0.17
(-1.24)

금리 중심
(00.1/4～11.4/4)
-0.22
(-0.82)
-1.24
(-3.34)***

시차종속변수

0.20
(2.02)**

0.30
(1.63)**

0.09
(0.58)

R2

0.22

0.29

0.23

DW

2.02

2.07

1.91

주 : 1) 추정계수는 각 변수별 계수 추정치의 합
2) ( )내는 계수 추정치의 합이 0이라는 결합귀무가설에 대한 Wald 검정 통계량으로 **, ***는 이러한 결합귀무가설을
각각 5%, 1% 수준에서 기각함을 의미

11) 추정에 사용된 통화량, 금리 등 설명변수와 시차의 선택에 따라 전기간에서 통화와 경기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통화정책 운영체계 기간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8•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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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의 연관성)
22. 우리나라 통화지표와 인플레이션간 관계의 추이를 살펴보면 통화정책 운영체계 변경과
관계없이 통화증가율이 인플레이션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23. 다만 2010년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과 함께 농수축산물가격 급등,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비용측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통화증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3〉M2와 CPI 증가율1)

주 : 1) 전년동기비 증감률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 음영은 경기수축기

24. 시차상관관계 분석결과도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에 동행하거나 약간 후행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인과관계는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기간과는 달리 금리 중심의 통화정
책 운영체계 하에서는 불분명하였다.

THE BANK OF KOREA•9

BOK경제리뷰-8호 2012.9.21 4:31 PM 페이지10 001 Adobe PDF

BOK 경제리뷰 No. 2012-8

〈그림 4〉M2와 물가상승률간 상관관계
(1990.1/4～2011.4/4분기)
1)

<인과관계2) 검정결과3)>

<시차상관관계 >

분석기간

M2 → 물가

물가 → M2

■ 전기간
(90.1/4～11.4/4)

7.33***

2.23*

■ 통화량 중심
(90.1/4～99.4/4)

8.53***

5.30***

■ 금리 중심
(00.1/4～11.4/4)

0.51

0.37

주 : 1) t기 물가상승률과 t+i기 M2 증가율간 상관계수(전년동기비 증감률 기준)
2) 시차는 시차상관계수 분석 등을 토대로 1～2분기로 설정
3) *, **, ***는 변수간 Granger 인과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각각 10%, 5%, 1% 수준에서 기각함(인과관계
존재)을 의미

25. 본격적으로 통화와 물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정된 필립스커브 모형12)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시차는 시차상관관계 분석 및 AIC 기준 등을 고려하여 1～2분기로 설정하
였으며 물가상승률과 통화증가율은 전기대비 증감률(연율)을 사용하고, 실질GDP 갭은
Bandpass 필터(Christiano and Fitzerald 2003)를 이용하여 추출했다.

[물가방정식 : 기본식]

ΔM : 명목M2 증감률, yGAP : 실질GDP 갭, π: 물가상승률

12) 통화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을 검정하기 위해 표준적인 필립스곡선에 통화를 추가한 형태로 설정하여 추정
하였다.

10•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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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추정결과, 실질GDP 갭이 통화정책 운영체계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물가상승률에 유의
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통화증가율은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하에서만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13).
<표 2> 물가방정식 추정결과 1
전기간
(90.1/4～11.4/4)

통화량 중심
(90.1/4～99.4/4)

금리 중심
(00.1/4～11.4/4)

명목통화량(M2)

0.27
(3.87)***

0.58
(2.84)***

0.05
(0.55)

실질GDP 갭

0.89
(2.93)***

1.77
(2.79)**

0.37
(1.76)*

-0.28
(-1.93)*

-0.44
(-1.54)

-0.48
(-2.53)**

R2

0.29

0.43

0.13

DW

2.00

2.08

2.15

물가(시차종속변수)

주 : 1) 추정계수는 각 변수별 계수 추정치의 합
2) ( )내는 계수 추정치의 합이 0이라는 결합귀무가설에 대한 Wald 검정 통계량으로 **, ***는 이러한 결합귀무가설을
각각 5%, 1% 수준에서 기각함을 의미

27. 통화량이 물가에 미친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로지역의 최근 연구14)
를 원용하여 통화량을 Bandpass 필터를 통해 장기성분과 단기성분15)으로 분해하여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위의 물가방정식에 다음과 같이 통화의 장기성분과
단기성분을 포함시킨 확장모형을 추정하였다.

13) 통화량을 M2 이외의 지표로 변경하더라도 추정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14) Assenmacher-Weschea and Gerlach(2008)는 장기성분을 이용하여 통화지표와 인플레이션간에 인과관계가 존
재함을 확인하고 표준적인 필립스 곡선식에 이를 추가하여 통화의 장기성분이 인플레이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분석하였다.
15) 우리나라의 평균 경기순환주기(17분기)를 토대로 장기성분은 순환주기가 18분기 이상인 성분으로, 단기성분은 2～17분
기로 각각 설정하여 분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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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방정식 : 확장식]

ΔM LR : M2 장기성분 증감률, M SR : M2 단기성분(머니갭률과 유사)

28. 추정결과, 통화증가율이 물가상승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16),
특히 확장식에서 통화의 단기성분보다는 장기성분이 물가에 유의적인 영향17)을 준 것으로 나
타나 통화증가율의 장기적인 움직임과 물가상승률간의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표 3> 물가방정식 추정결과 2
(1990.1/4～2011.4/4분기)

통화(β
)

기본식

확장식

0.27
(3.87)***

－

(장기성분,

β1)

－

(단기성분,

β2)

－

)
실질GDP 갭(γ

0.89
(2.93)***

0.27
(4.23)***
-0.38
(-1.51)
0.71
(2.62)***

-0.28
(-1.93)**

-0.11
(-1.06)

R2

0.29

0.30

DW

2.00

1.98

물가(시차종속변수)

주 : 1) 추정계수는 각 변수별 계수 추정치의 합
2) ( )내는 계수 추정치의 합이 0이라는 결합귀무가설에 대한 Wald 검정 통계량으로 **, ***는 이러한 결합귀무가설을
각각 5%, 1% 수준에서 기각함을 의미

16) 우리나라 경기순환주기의 범위(최대 22분기, 최소 9분기)를 바탕으로 주기를 변경하여 장기추세치와 단기성분을 추출
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7) 장단기성분을 분해하여 통화와 물가의 시차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장기성분과의 관계가 단기성분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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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마지막으로 축차적 회귀분석(recursive regression)을 통해 통화 장기성분의 물가탄력
성 계수(β
1)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도입 이후 크기는 다소 줄
어들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그림 5〉장기성분 탄력성( β
1) 의 변화

주 : 1)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30.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도입 이후 통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통화량의 장기추세치가 물가와 유의한 관계를 갖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하에서도 장기적인 물가
예측지표로서 통화량이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통화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나. 금융안정 판단지표
31. 2000년대 들어 신용경로(credit channel)가 금융불균형 및 금융위기 발생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 자산가격
급등이 저물가기조 하에서 통화량 및 신용공급 확대에 주로 기인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서 통화 및 신용과 자산가격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화
량이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금융안정을 위한 정보변수로서 통화지표
의 유용성을 간접적으로 점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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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격과의 연관성)
32. 주택가격은 통화량(M2)과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그 연관
성이 더욱 뚜렷해졌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소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국내신용의
경우 위기 이후에도 주택가격과 유사하게 변동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6〉M2와 주택가격 상승률1)

〈그림 7〉국내신용과 주택가격 상승률1)

주 : 1) 전년동월비 증감률(실질) 기준
자료 : 한국은행

33. 통화지표와 주택가격간의 시차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분석에서도 통화지표는 주택가격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지표는 주택가격과 동행하거나 1～2분기 선
행하였으며 특히 국내신용과 주택가격 간의 시차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다. Granger 인과관
계검정 결과에서도 통화관련 지표들이 대체로 주택가격에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였으며 Lf의
인과관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가격의 경우 M2를 제외한 국내신용과 Lf에
대해서 유의한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4•한국은행

BOK경제리뷰-8호 2012.9.21 4:31 PM 페이지15 001 Adobe PDF

통화지표의 유용성 분석 및 시사점

〈그림 8〉통화지표와 주택가격의 관계1)
(1999.1/4～2011.4/4분기)

<인과관계2) 검정결과3)>

<시차상관관계>

귀무가설

F 통계량

국내신용 → 주택가격

5.74**

주택가격 → 국내신용

4.36**

M2

→ 주택가격

주택가격 →
Lf

M2

→ 주택가격

주택가격 →

Lf

6.51**
0.61
7.93***
5.20**

주 : 1) t기 통화지표 증가율과 t+i기 주택가격 상승률의 상관계수
2) 시차는 그래프 분석과 SC 등을 이용하여 1분기로 설정
3) **, ***는 변수간 Granger 인과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각각 5%, 1% 수준에서 기각함(인과관계 존재)을 의미

34. 한편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 하락은 금융시장 불안18)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의 신용리스크 수준에 대한 평가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스프레드19)
(회사채수익률 - 국고채수익률)는 실질주택가격 증가율이 고점을 지나 하락이 지속될 때 상
승하는 경향을 보였다20). 주식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정도를 표시하는 주식시장 변동성지표
(VKOSPI)의 경우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18) 일반적으로는 금융불안과 자산가격 변동은 상호영향(금융불안 증가(감소) ⇔ 자산가격 하락(상승))을 주기 때문에 일방
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9) Hahm, Shin and Shin(2011)은 신용스프레드가 높아진 시기를 금융불안기로 정의하고 금융기관의 비핵심부채 비율
등의 예측력을 분석했다.
20) 시차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신용스프레드의 변동과 주택가격 변동이 음(陰)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
택가격 상승 둔화와 신용스프레드 상승이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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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주택가격1)과 신용스프레드

〈그림 10〉주택가격1)과 주식시장 변동성

주 : 1)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실질)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은행

35. 이에 따라 통화 및 국내신용의 증가가 자산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통화지
표가 자산가격 버블 형성 및 붕괴와 이에 따른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
는 모니터링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결정요인 분석)
36. 주택가격과 국내신용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Greiber and Setzer(2007),
한상섭(2011) 등의 모형을 원용하여 국내신용, 소득, 금리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주택가격
결정모형을 설정하였다21).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이 단위근(unit root)을 갖고 있어 공적
분검정을 통해 장기균형식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오차수정모형 형태의 단기행태식을 추정
하였다.

37. 장기균형식 추정결과 변수들 간에 장기적인 안정관계22)가 있으며 국내신용이 주택가격에
플러스(+)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과 금리의 경우에도
이론과 부합하게 주택가격에 각각 (+)와 (-)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 국내신용 대신 M1, M2, Lf 등 통화량 변수를 이용한 모형에서는 장기 균형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2) 정규일(2006), 한상섭(2011), 박연우·방두완(2012) 등 국내 기존연구에서도 공적분검정을 통해 주택가격이 은행대출
등 국내신용과 장기 균형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16•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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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균형식]

LHP t = f(LDC t , LMGDP t , TBOND t )
LHP t : 실질주택가격(로그값), LDC t : 실질국내신용(로그값, S.A. 기준)
LMGDP t : 실질GDP(로그값, S.A. 기준), TBOND t : 국고채3년물 수익률

<표 4> 장기균형식 공적분 검정 결과
(1999.1～2011.12월)
Engle-Granger
검정

Phillips-Ouliaris
검정

z-통계량
-38.38**

z-통계량
-33.17*

공적분벡터의
수(r)

Johansen 공적분벡터 검정
eigenvalue
통계량

r=0
r＜
＝1
r＜
＝2
r＜
＝3

32.26**
18.24
10.08
4.82

trace
통계량
65.39**
33.13
14.89
4.82

주 : 1) 상수항과 trend를 균형식에 포함하여 검정
2) *, **은 각각 10%, 5% 수준에서 유의함을 표시

<표 5> 장기균형식 추정 결과
(1999.1～2011.12월)
국내신용
0.62
(6.75)***

실질GDP
1.62
(7.39)***

국고채금리
-0.02
(-6.01)***

상수항
-21.78
(-7.94)***

trend
-0.01
(-6.95)***

—2

R

0.90

주 : 1) ( )내는 t-값(표준편차는 HAC 추정치를 이용)
2)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8. 이러한 장기균형식을 바탕으로 한 오차수정모형 형태의 단기행태식 추정결과에서도 국
내신용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차수정항의 계수 추
정치가 마이너스 부호를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이 적합하게 설정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국내신용의 변동이 플러스(+) 방향으로 주택가격의 단기 변동에 유의하게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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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행태식]

dLHPt = const. + γ
ECTt—1 + β1dLDCt + β2dLMGDPt + β3dTBONDt
+δ
dLMGDPt—1 + errort
ECTt—1 : 장기균형식 추정후 도출된 오차수정항

<표 6> 단기행태식 추정결과
(1999.1～2011.12월)
상수항

오차
수정항

-0.00
(1.12)***

-0.06
(-4.26)***

국내신용
0.21
(3.25)***

실질GDP

국고채
금리

0.05
(1.19)

-0.00
(-0.31)

시차
종속변수
0.52
(8.49)***

—2

R

0.47

주 : 1) ( )내는 t-값(표준편차는 HAC 추정치를 이용)
2)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금융기관 자금조달행태 변화의 영향 분석)
39. 한편 금융위기 이후 많은 연구에서 금융기관의 비핵심부채 증대를 통한 신용공급 확대
가 자산가격 급등을 가져오고 금융불안을 초래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금융위기 이전까지 금융기관들이 외화차입, 시장성수신 등 비핵심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이를 신용공급 증대에 활용함에 따라 B/S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Shin
and Shin 2011 등).
〈그림 11〉은행 비핵심부채1) 및 국내신용

〈그림 12〉예금, 대출 증가율 및 예대율

주 : 1) 해외부채+금융채+RP+발행어음+매출어음+CD, Shin and Shin(2011) 참조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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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핵심부채를 통한 자금조달비율 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택가격 상승기에 여신증가율이 예금증가율을 초과
하여 펀딩갭률23)이 플러스(+) 방향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시장성수신이 예·적금보다 빠르
게 증가하는 등 비핵심부채를 통한 신용공급 확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4).
〈그림 13〉주택가격과 펀딩갭률1)

주 : 1) (대출증감 - 예금증감)/예금잔액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4〉주택가격과 비핵심부채2)

2) 해외부채 제외

41. 이러한 금융기관의 시장성수신 등 비핵심부채로의 자금조달 구조 변화가 신용공급 확
대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효과를 증폭시켰는지25)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변수를
위의 단기행태식에 포함해 추정하였다.

23) [(대출증감-예금증감)/예금잔액]으로 핵심부채인 예금으로 충족되지 못한 대출증가 압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ECB(2008)는 금융혁신에 따른 증권화(securitization) 등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면서 통화정책의 금리경로
(interest rate channel)가 강화된 반면 은행들의 시장성 수신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되어 신용경로(bank
lending channel)는 약화될 수 있음을 유로지역 은행들의 펀딩갭률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24) 한편 펀딩갭률 및 비핵심부채 비율과 신용스프레드 간의 시차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음(陰)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예금성 수신 비중의 하락이 주택가격의 하락 및 금융시장 불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이를 편미분형태로 나타내면

∂(dLHP)
= β+ η
·자금조달관련 변수(Z) 가 되는데 η>0인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조
∂(dLDC)

달 행태가 국내신용이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추정을 위한 행태식
으로 표현하면 dLHP = β
(dLDC)+η(Z·dLDC)이며 국내신용과 자금조달관련 변수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단기행태식에 추가하여 계수 추정치가 (+) 부호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다만, 실제 추정모형에는 자금조달 행태가 주택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변수를 단독으로 포함시킨 모형의 추정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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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행태식 확장모형]

dLHPt = const. + γ
ECTt—1 + β1dLDCt + η1Zt • dLDCt (또는 η2Zt)
+β
dLMGDP
dLHPt—1 + errort
2
t+β
3dTBONDt + δ
Z : M2 대비 비핵심부채 비율, 예금대출비율, 펀딩갭률 등

42. 추정결과, 금융기관들의 비핵심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할수록 국내신용 확
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하게 증폭(η1>0)시키거나 직접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유의한 영향(η2>0)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26).
<표 7> 단기행태식 확장모형 분석 결과1)2)
(1999.1～2011.12월)
M2대비 비핵심부채3)4)

자금조달행태 관련 변수(Z)
예대율3)

펀딩갭률

상수항

-0.00
(-1.09)

-0.00
(-0.92)

-0.00
(-0.62)

-0.00
(-1.12)

-0.00
(-0.76)

-0.00
(-1.01)

오차
수정항

-0.06
(-4.42)***

-0.06
(-4.93)***

-0.06
(-4.30)***

-0.06
(-4.75)***

-0.06
(-4.28)***

-0.06
(-4.61)***

국내
신용

0.25
(5.03)***

0.21
(3.33)***

0.22
(3.58)***

0.22
(3.52)***

0.21
(3.40)***

0.21
(3.38)***

Z x 국내

0.18
(2.39)**

신용

0.002
(2.26)**

0.06
(2.54)**

Z

-

실질
GDP

0.07
(1.45)

0.05
(1.24)

0.05
(1.17)

-0.00
(-0.04)

-0.00
(-0.35)

-0.00
(-0.67)

국고채
금리
시차
종속변수

—2
R

-

0.001
(2.40)**

0.06
(2.05)**

-

-

0.001
(1.84)*

0.06
(1.42)

0.05
(1.21)

0.06
(1.40)

-0.00
(-0.15)

-0.00
(-0.70)

-0.00
(-0.12)

0.50
(8.35)***

0.52
(8.54)***

0.50
(8.72)***

0.51
(8.55)***

0.51
(8.82)***

0.52
(8.60)***

0.48

0.48

0.48

0.48

0.48

0.48

주 : 1) ( )내는 t 값(표준편차는 HAC 추정치를 사용)
2)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단위근이 있어 차분한 값을 이용
4) 외화부채 제외

26) 자금조달행태 관련 변수(Z)와 교차항(Zx국내신용)을 같이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모든 경우에서 교차항의 계수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대율의 경우에는 교차항과 자금조달행태 관련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모두 플러스
(+)로 나타나 주택가격에 대한 직간접 효과가 동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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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산가격의 변동에 통화량이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의 부채인 통화량에 비해 금융기관의 자산인 국내신용의 주택가격 변동에 대
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있어 시장성수신 등 비
핵심부채를 통한 조달비중이 높을수록 신용공급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효과를 증폭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산가격 등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금융
기관 부채 구조 등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
다.

【참고 1】 변수일람표

변수명

변수표기

사용지표

자료 출처

M2(평잔, 계절조정, 로그값)

한국은행

<소득방정식 및 물가방정식>
■

명목통화지표

M

■

실질통화지표

RM

■

실질GDP

■

실질GDP 갭

■

금리

■
■

실질M2(평잔, 계절조정, 로그값)

″

실질GDP(계절조정, 로그값)

″

실질GDP 갭률(Bandpass 필터)

″

R

회사채수익률(3년물, AA-)

″

물가수준

P

소비자물가지수(계절조정)

통계청

물가상승률

π

소비자물가지수 전기비 증감률

y
yGAP

″

<주택가격 결정모형>
■

주택가격

LPH

실질 주택가격지수(전국, 로그값)

국민은행

■

국내신용

LDC

실질 국내신용(말잔, 계절조정, 로그값)

한국은행

■

실질GDP

LMGDP

실질GDP(계절조정, 로그값)

″

■

국고채금리

TBOND

국고채 수익률(3년물)

″

■

자금조달구조

Z

- 비핵심부채비율

비핵심부채(외화제외)/M2

한국은행

- 예대율

은행 [총대출/총예금]

″

- 펀딩갭률

은행 [(총대출증감 - 총예금증감)/총예금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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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44. 우리나라 통화지표의 유용성을 점검해 본 결과, 통화와 인플레이션간의 연관성이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도입 이후 다소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장기 안정적 관계가 유지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가운데 시장성수신 등 비핵심부채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용 공급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효과가 증폭되어 금융불안 발생 가능
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화지표가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변수로 활용될 여지가 많은 만큼 향후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통화분석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국 현황27) 등을 참조하여 통화지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45. 먼저 ECB, 영란은행 등이 작성·공표하고 있는 경제주체별 통화지표(M2)28)를 편제할
경우 통화지표의 실제 유동성 상황 반영도를 제고하고 통화분석의 다양화 등을 도모할 수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경제주체별 통화지표는 상이한 특징을 가진 각 경제주체의 통화수요 행태, 중장기
인플레이션과 연관성이 높은 기조적 통화증가율(underlying monetary trend) 등
을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변수 역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경제주체별 통화수요함수를 추정할 경우 통화수요 동기를 각 경제주체별로 식별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선별적인 정책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6. 현재 M2의 공급경로, 금융기관 및 상품별 구성내역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미
시적 통계분석을 점진적으로 다양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통화와 금융기관 여수신간의 연계분석을 강화하여 시중 유동성상황 및 자금흐름 등
에 대한 분석의 정도를 제고해야 한다.

27)【참고 2】
를 참조
28) ECB와 영란은행은 가계, 기업, 연기금 및 보험, 비통화금융기관(non-monetary financial intermediaries) 등 경제
주체별 통화통계를 편제하여 매월 통화총량과 함께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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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지표 이외에도 통화금융기관의 신용, 가계 및 기업의 자금조달 등을 통화분석
대상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금융기관의 경영행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경제주체의 위험선호성향 변화, 금융상품간 수익률 차이 등에 따른 금융기관
및 상품간 자금이동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47. 통화전망, 균형통화량 및 실질머니갭률 추정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화
수요함수의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주요국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M2와 경기, 물가, 금리 등 설명변수간의 장기균형관
계, 단기동태분석 및 통화전망 등에 적합한 통화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이의 유의성
및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한다.

48. 통화정책의 유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통화의 역할, 통화지
표의 유용성 및 한계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통화증가율의 급변동, 통화승수 및 통화유통속도의 변화, 시중유동성 수준과 실물경
제활동과의 괴리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분석 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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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통화지표 활용 현황 비교

구 분1)

주요 보고서
❖ 금융안정보고서,

우리나라
(M2)

통화분석 기법

통화분석 포함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등

미시분석
❖ M2 : 공급부문,
금융상품별
❖ 통화금융기관
여수신

❖ working paper,
외부기고 논문
유로지역

❖ 통화분석해설서

❖ M3 : 보유주체,
금융상품별
❖ 통화금융기관 신용

(M3)

계량분석
❖ 마샬-k, 실질머니갭률,
실질통화잔고,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
❖ 통화수요함수
❖ 실질머니갭률,
실질통화잔고,
통화오버행, 통화유통속도
❖ 통화수요함수
❖ 통화기반 인플레이션
압력지표

영국

❖ Inflation Report 등

금융상품별

(M4)

미국
(M2)

일본

❖ 대국회 통화정책
보고서 등

❖ 통화수요함수

❖ M2 : 세부분석
없음

❖ 통화유통속도,
통화보유비용

❖ 통화금융기관 신용 ❖ 간이 통화수요함수
❖ 금융통계월보 등

) 내는 주요 통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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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유통속도에 초점

❖ 통화금융기관 신용

(M3)
주 : 1) (

❖ M4 : 보유주체,

❖ M3 : 보유주체,
금융상품별
❖ 통화금융기관 신용

❖ 마샬-k, 통화유통속도
❖ 계량모형활용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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