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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이 변화하고 해외부문의 역할이 커지면서 통화량은 거시변수와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으나 장기추세 및 자산가격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여전히 장기적인 시계에서 정보변수로서 의
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통화수요함수는 부문별, 시기별로 불안정하
고 상이한 양상을 보여 개별 통화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통화량 분석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통화량 상품별 구성내역
및 보유주체 변화를 점검해보았다. 최근 5년간 통화량 상품별로는 저금리·고령화 등에 따른 대
체투자 수단으로서 금전신탁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보유주체별로는 가계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
는 반면 기업 및 기타금융기관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부문별 통화량과 거시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기존의 집계
통화량을 보완하는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았다. 먼저 통화량과 거시변수간의 관계는 주로 거
래적 동기에 의한 통화수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적 동기가 낮은 금전신탁 등을
제외한 지표를 이용하였다. 또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해외부문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국내 통화
량과 국내 거시변수간 관계의 식별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국인의 해외저축을 제외함
으로써 해외부문의 영향을 제거한 지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유형별 이자율에 따른 통화보유 기
회비용을 고려하여 거래적 기능에 가중치를 부여한 보완지표(Divisia index) 등의 유용성을 점
검해보았다. 분석결과 M2, Lf 등의 집계변수보다 신용, 부문별 통화, 이자율을 고려한 통화분
석 등이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고 물가 및 실질GDP와 더 유의한 관계
를 보여 통화량과 거시변수와의 관계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 등에 따라 통화량 분석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완지표 활용 등 보다 다양한 분석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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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별 통화량 분석, 통화량 보완지표의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과 이로 인
한 통화량의 증가에도 경기의 회복이 지연
되면서 통화량과 거시변수간의 연관성이 약
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부각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과 이로 인한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Ⅱ장에서 기존 연구

통화량의 증가에도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에 나타난 통화량과 경기와의 관계에 대한 논

통화량과 거시변수간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

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Ⅲ장에서 기존 분석방

다는 견해가 부각되고 있다.

법의 한계를 점검해본 후, Ⅳ장에서 이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금리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
계 시행 이후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저하(김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통화량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유병학, 2008)되었으나 장기적인 관계
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최영일·최영
주·권성택, 2012)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통

Ⅱ.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에 대한 논의

화 및 유동성 지표는 2002년까지는 통화정책
의 중간목표였으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1. 화폐수량설

Targeting) 도입과 함께 금리중심 통화정책

본고에서는 경제주체별 통화수요의 차이,
거래적 수요 이외의 단기 대체투자 확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해외부문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부문별 통화량 분석, 통화량 보완
지표의 활용 방안 등을 검토

운영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2003년부터는 정

통화량과 경기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통화

책운영의 정보변수로만 활용되고 있다(임진·

의 외생성을 전제로 통화량과 물가 및 경제성장

박용민, 2004).

등 거시변수 간에 장기의 안정적인 관계가 있

이같이 통화지표와 경기의 관계가 약화된 것

다고 설명하였다.1) 이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통

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화량 증가율은 인플레이션과 비례적인 관계가

은 금융위기의 경험에 비추어 통화지표와 금

있으나 GDP 성장률과는 중립적인 관계에 있

융부문의 발전이 경기와 물가의 전망에 여전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cCandless and

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Weber, 1995; Lucas, 1996) 단기적으로 통

(ECB, 2010).

화량 증가율은 GDP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과

금융혁신, 금리자유화, 금리중심의 통화정

유의한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책 등 금융환경의 변화, 해외부문의 역할 확대
등에 따른 기존 분석방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2. 금융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통화량의 경기 및 물가
예측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1980년대 이후 금융혁신, 금리자유화 등으

는 특히 경제주체별 통화수요의 차이, 거래적

로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통화량과 실물변수

수요 이외의 단기 대체투자 확대, 소규모 개방

간의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통화정책도 점차

경제에서 해외부문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부문

물가안정목표제가 널리 채택되고 통화량중심

˙=0 가정) 통화량 증가는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
1) Fisher의 수량방정식(Ṁ +V̇ =Ṗ +Ẏ )에 기초한 화폐수량설은 유통속도가 안정될 경우(V
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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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금리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여러 연구가 통화량이 물가 예측력이 거
의 없으며(Stock and Watson, 2003) 생산

가율과 인플레이션의 균제상태는 기존의 장기
관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한다(McCallum,
2001; Meyer, 2001).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Ireland,

2004; Andrés et al, 2006; 장민·함정호,

4. 금융위기 이후 통화분석 활용

2000; 김준한·유병학, 2008)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

금융위기 이후 들어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후 인플레이션이 목표범위에 수렴하면서 안

및 중개기능의 약화 등으로 거시변수와 통화량

정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통화량과 인플레이

간의 장기추세를 식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션 간의 장기의 안정적인 관계가 약화되었다.

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ECB 등

이에 대해 Benati(2009), Sargent and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은 통화분석을 경제분석

Surico(2008) 등은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간

과 함께 인플레이션 전망의 상호 확인 수단으

의 장기의 안정적인 관계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로 활용하고 있다. ECB의 경우 단기 및 중기

기간 중에 더 크게 나타나며 인플레이션이 안

시계는 경제분석을 중심으로, 장기시계는 통

정적으로 낮아지는 시기에는 동 관계가 약화될

화분석을 중심으로 상호 확인하고 있다(〈표 1〉,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2〉).4) 최근 Congdon(2017) 등은 대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및
중개기능의 약화 등으로 거시변수와 통화량
간의 장기추세를 식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
워짐

공황5)과 마찬가지로 2008-2009 금융위기는

3. 내생적 통화이론

통화량 증가율의 급감과 연관되어 있다고 제시
하며 거시경제 분석에서 통화량의 중요성을 재

최근에는 경제변수가 통화수요에 영향을 미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통화량 이외에 유동성 또

치고 중앙은행은 수요에 부합하는 통화를 공

는 신용과 자산가격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급할 수 있도록 이자율을 결정함에 따라 통화

활발해지고 있다.

통화량 이외에 유동성 또는 신용과 자산가
격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활발해짐

공급은 내생적이라는 논의가 더욱 일반화되고

있다(Šustek, 2010; King and Plosser,
1984; Freeman and Huffman, 1991).2)
또한 금융기관의 부채인 통화량 지표 이외에
금융기관의 자산인 신용이 통화공급의 중요한
경로로 파악되고 있다.3) 동 이론에서는 통화
가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통화증

2) 완전히

외생적이지도 내생적이지도 않으며 상황에 의존적이라는 견해로 Chick(1983, 1992) 등이 있다.
3)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영란은행(McLeay et al., 2014; Jakab and Kumhof, 2015), IMF(Jakab and Kumhof, 2014)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대부자금설(loanable funds)과 달리 은행이 대출을 통해 예금으로 통화를 창출(loans that create funds)한다는 견해가 논의되고 있다.
4) Trichet 전 ECB총재는 2004.12월 금리인상시에 IMF, OECD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기시계의 통화분석에 따라 금리를 인상한 것을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Trichet, 2008).
5) Friedman and Schwartz (1963)는 통화량의 급격한 감소가 1929-1933년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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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CB의 통화분석 활용사례
ECB의 경우 경제분석과 통화분석을 결합
하여 상호 확인하는 two-pillar strategy
를 운용

〈그림 1〉 EU지역 경제·통화 지표

ECB의 경우 경제분석과 통화분석을 결합
하여 상호 확인하는 two-pillar strategy
를 운용하고 있다. ECB는 경제분석과 통화
분석을 반영하여 2011년 금리를 2차례 인
상하고 이후 9차례 인하하였다.6) 이와 같은
정책운용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통화분
석보다는 경제분석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
는 경향이 있다(Berger et al., 2008).

자료: ECB

〈표 1〉 최근 ECB 통화정책방향
시기

금리

2011. 4월

경제분석

통화분석

물가 상방리스크

유동성 확대

물가 상방리스크

통화증가 회복세, 유동성 확대

11월

물가 하방리스크

적당

12월

성장세 둔화

적당

물가 하방리스크

통화, 신용 둔화

성장세 둔화, 물가 하락

통화, 신용 둔화

인상

7월

2012. 7월
2013. 5월
11월

인하

2014. 6월
9월

성장세 둔화, 물가 하락

통화, 신용 둔화

성장세 및 인플레이션 둔화

통화 증가세 둔화

인플레이션 전망 하락

통화, 신용 둔화

2015.12월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하락

통화 증가세 견조, 신용 회복세

2016. 3월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하락

통화 증가세 견조, 신용 회복세

자료: ECB

〈그림 2〉 ECB의 통화정책 전략에서 통화분석의 역할
물가안정목표제 통화정책

경제분석

• 의사결정 관리
•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단기/중기)

통화분석
• 중기/장기 인플레이션 위험
• 경제분석과 상호확인

거시적 관점
• 통화량 증가율 모니터링
• 기준 값(reference value)

부문별 관점
• 신용, 유동성 등 모니터링
• 통화량지표의 조정

자료: Berger et al. (2008), ECB, IMF

6) 다만 2015.12월과 2016.3월에는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이 하락함에 따라 통화 증가세가 견조한 가운데 금리를 인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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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화량 지표와 경기의 관계 점검

(통화량과 물가)

통화량 증가율은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

1. 최근 통화량 지표 동향 및 경기의 관계

으로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변경된 시기에 물
가상승률과의 단기적 인과관계가 완화되는 것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하

으로 나타났다.10) 그러나 장기추세는 여전히

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금융위기 이후

물가상승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3〉).

(〈그림 4-상〉, 〈표 2-1〉).11) 금융기관유동성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Lf)도 M2의 경우와 같이 장기추세에서 물가

지속적 하락,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완화에

와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였다(〈그림 4-하〉,

따른 예비적 동기 감소 등 통화수요측 요인7)에

〈표 2-2〉).12)

통화량 증가율은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
으로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변경된 시기에
물가상승률과의 단기적 인과관계가 완화된
모습
그러나 장기추세는 여전히 물가상승률과 인
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8)

〈그림 4〉 M2, Lf와 물가상승률1)

및 금융중개기능의 약화, 기업 대출 축소 등
공급측 요인9)으로 인해 통화량 지표와 실물변
수간 관계의 식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림 3〉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율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FRB, BOE, ECB, 한국은행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7) 화폐수량설은

경기에 대응한 거래적 수요, 유동성 선호이론(Keynesian)은 기회비용(금리)의 변화에 따른 투기적 수요, 자산선택이론은 불확실성하의
예비적 수요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에는 자산가치의 변화, 은행 대차대조표 변화와 신용공급에 따른 부의 효과를 통해 설명(Adrian and Shin,
2009)하고 있다.
8)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로 통화량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이 이를 완화하는데 일정부
분 기여하였다는 논의도 제시되고 있다(Congdon, 2017).
9) ECB(2010)는 물가전망에는 수요측 요인이 공급측 요인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0) 이는 통화량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간의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변경된 정책적 배경과도 연관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시기별로 효과
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동 결과를 선후간의 인과관계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11) 장기관계는 통화량과 경기변수들 간에 장기의 공적분 관계가 있는지를 통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부문별 통화분석, 해외변수
부가모형 등에서 논의하였다.
12) Lf와 물가상승률의 추세는 2012년 이후 반대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012년 이후 상관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추후 충분한 시계열이 확보될 경우 구조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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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M2와 물가상승률1) 인과관계

할 경우 금융위기 중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

원계열

M2 ↛ 물가

물가 ↛ M2

전기간(시차 6분기)
(66.1Q~17.1Q)

3.85***

1.94*

통화량중심(시차 3분기)
(90.1Q~99.4Q)

0.33***

2.97*

금리중심(시차 5분기)
(00.1Q~17.1Q)

0.50***

1.47*

HP필터추세

M2 ↛ 물가

물가 ↛ M2

전기간(시차 6분기)
(66.1Q~17.1Q)

4.36***

3.08***

통화량중심(시차 3분기)
(90.1Q~99.4Q)

15.99***

10.28***

금리중심(시차 5분기)
(00.1Q~17.1Q)

5.30***

3.08***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전기간(시차 5분기)
(81.1Q~17.1Q)
HP필터추세
금리중심(시차 5분기)
(81.1Q~17.1Q)

Lf ↛ 물가

물가 ↛ Lf

2.04**

1.65***

Lf ↛ 물가

물가 ↛ Lf

2.99**

4.07***

〈표 3-1〉 M2와 물가방정식 추정결과
전기간 통화량중심 금리중심
물가 (90.1Q~ (90.1Q~ (00.1Q~

명목
M2

17.1Q)

99.4Q)

17.1Q)

0.04
(2.25)**

0.20
(1.82)*

0.01
(0.39)

실질
0.12
0.16
0.10
GDP
(3.89)*** (3.00)*** (2.82)***
갭

금융
위기전

금융
위기후

(00.1Q~ (11.1Q~
08.4Q)
17.1Q)

0.01
(0.19)

-0.08
(-1.10)

0.06
(0.76)

0.07
(0.63)

0.87
1.89

0.78
1.75

0.78
1.98

0.49
1.94

0.92
2.46

주: 1) 추정식은

: 물가상승률,

: 명목M2 증감률,

: 실질GDP 갭(Christiano-Fitzgerald Bandpass Filter)
2) 추정계수는 각 변수별 계수 추정치의 합
3) ( )내는 계수 추정치의 합이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Wald 검정 통계량.
**, ***는 결합귀무가설을 각각 5%, 1% 수준에서 기각함을 의미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수정된 필립스커브 모형을 추정해본 결과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 정책으로 변화되
면서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으나 장기시계
에서 통화량은 물가와 유의한 관계를 보임

도출되었다.

시차
0.82
0.55
0.91
0.75
0.70
종속
(12.82)*** (3.37)*** (13.51)*** (3.47)*** (6.11)***
변수

〈표 2-2〉 Lf와 물가상승률1) 인과관계
원계열

로 나타났으나 이외의 시기에는 유사한 결과가

수정된 필립스커브 모형을 추정해본 결과13)

〈표 3-2〉 Lf와 물가방정식 추정결과

역시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 정책으로 변화
되면서 상관관계가 약화(최영일·최영주·권
성택, 2012)되고 있으나 장기시계에서 통화량

전기간 통화량중심 금리중심
물가 (90.1Q~ (90.1Q~ (00.1Q~
17.1Q)

Lf를 통한 수정된 필립스커브 모형 추정결과
역시 금리중심 기간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나 장기시계에서 물가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신 근원물가를 기준으
로 추정할 경우에도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
이며 금융위기 더미변수(2009~2010)를 부가

금융
위기후

99.4Q)

17.1Q)

명목
Lf

0.07
0.14
(3.09)** (2.13)**

0.01
(0.37)

0.02
(0.42)

-0.05
(-0.72)

실질
GDP
갭

0.08
(2.46)**

0.10
(2.72)***

0.05
(0.60)

-0.004
(-0.04)

14)

은 물가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표 3-1〉).

금융
위기전

0.04
(0.68)

(00.1Q~ (11.1Q~
08.4Q)
17.1Q)

시차
0.75
0.51
0.91
0.72
0.75
종속
(10.91)*** (3.20)*** (13.63)*** (3.29)*** (7.09)***
변수
0.87
1.89

0.80
1.75

0.78
1.97

0.51
1.89

0.92
2.23

주: 1) 추정방법은 M2식과 동일

13) 장기시계열을 확보하기 위해 원계열의 전년동기대비 지표를 이용하였다.
14) 다만, 이와 같이 유의한 장기관계는 주로 기존의 통화량중심 기간이 장기시계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데 기인하며 상대적으로 최근 시계열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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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M2와 실질GDP1) 인과관계

(통화량과 경제성장)

물가와 마찬가지로 통화량과 실질GDP

원계열

성장률도 인과관계가 있으나 금리중심 기간에

전기간(시차 6분기)
(66.1Q~17.1Q)

들어 이러한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그림 5상〉, 〈표 4-1〉). 금융기관유동성(Lf)을 살펴
보면 M2와 같이 장기추세에서 GDP와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하〉, 〈표 4-2〉).

〈그림 5〉 M2, Lf와 실질GDP1)

M2 ↛ GDP

GDP ↛ M2

3.58***

2.02*

통화량중심(시차 3분기)
(90.1Q~99.4Q)

2.40*

4.04**

금리중심(6분기)
(00.1Q~17.1Q)

0.84

1.98*

HP필터추세
전기간(시차 8분기)
(66.1Q~17.1Q)

M2 ↛ GDP
2.63***

물가와 마찬가지로 통화량과 실질GDP 성
장률도 인과관계가 있으나 금리중심 기간에
들어 약화

GDP ↛ M2
1.73*

통화량중심(시차 3분기)
(90.1Q~99.4Q)

2.35*

18.92***

금리중심(시차 5분기)
(00.1Q~17.1Q)

1.75

4.29***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표 4-2〉 Lf와 실질GDP1) 인과관계
원계열

Lf ↛ GDP

GDP ↛ Lf

전기간(시차 5분기)
(81.1Q~17.1Q)

3.14**

0.25

HP필터추세

Lf ↛ GDP

GDP ↛ Lf

전기간(시차 3분기)
(81.1Q~17.1Q)

5.54***

3.84**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Friedman and Kuttner (1993) 방식의
소득방정식을 추정15)한 결과 통화량중심 정책
실질GDP 및
추세(우축)

체계 시기를 제외하면 통화량과 실질GDP 성

소득방정식 추정결과 통화량중심 정책체계
시기를 제외하면 통화량과 실질GDP 성장
률 간의 관계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남

장률 간의 관계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금리중심 정책체계를 도입한 이
Lf 및
추세(좌축)

후 통화량보다는 단기금리가 실질GDP 성장
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영일·최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영주·권성택, 2012). 금융위기 더미변수
(2009~2010)를 부가한 모형은 금융위기중
구조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외
의 시기는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표 5-1〉).
Lf에 대한 소득방정식의 경우 Lf의 실질GDP
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 M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콜금리의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
다(〈표 5-2〉).

15) 장기시계열을 확보하기 위해 원계열의 전년동기대비 지표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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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2, Lf, 가계신용과 주택가격상승률1)

〈표 5-1〉 M2와 소득방정식 추정결과
실질 전기간 통화량중심 금리중심
(92.1Q~ (92.1Q~ (00.1Q~
GDP
실질
M2

금융
위기전

금융
위기후

17.1Q)

99.4Q)

17.1Q)

(00.1Q~ (11.1Q~
08.4Q)
17.1Q)

0.01
(0.41)

1.22
(2.25)**

-0.09
(-1.50)

-0.10
(-0.87)

-0.07
(-1.70)

콜
-0.33
-0.13
-0.58
-0.59
-0.84
금리 (-5.09)*** (-1.14) (-3.25)*** (-1.33) (-3.30)***
시차
0.81
0.82
0.70
0.66
0.74
종속
(14.36)*** (7.67)*** (7.41)*** (3.13)** (7.10)***
변수
0.80
1.58

0.84
1.71

0.75
1.46

0.62
1.71

0.78
1.91

주: 1) 추정식은

: 실질GDP,

: 실질M2,

: 콜금리

2) 추정계수는 각 변수별 계수 추정치의 합
3) ( )내는 계수 추정치의 합이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Wald 검정 통계량.
**, ***는 결합귀무가설을 각각 5%, 1% 수준에서 기각함을 의미

〈표 5-2〉 Lf와 소득방정식 추정결과
주: 1) 전년동기대비

통화량중심 금리중심
실질 전기간
(92.1Q~ (92.1Q~ (00.1Q~
GDP
실질
Lf

금융
위기전

금융
위기후

17.1Q)

99.4Q)

17.1Q)

(00.1Q~ (11.1Q~
08.4Q)
17.1Q)

0.03
(0.70)

0.10
(0.43)

-0.07
(-0.81)

-0.02
(-0.13)

시차
0.80
0.77
0.70
0.59
0.64
종속
(13.86)*** (4.81)*** (7.51)*** (2.74)** (5.36)***
변수
0.80
1.47

0.76
1.39

0.64
1.34

M2 ↛ HPI

HPI ↛ M2

전기간(시차 5분기)
(87.1Q~17.1Q)

2.77**

1.23*

통화량중심(시차 2분기)
(90.1Q~99.4Q)

5.25**

2.68*

금리중심(시차 3분기)
(00.1Q~17.1Q)

2.22**

0.27*

가계신용
↛ HPI

HPI
↛ 가계신용

3.85***

3.62***

-0.09
(-1.18)

콜
-0.32
-0.23
-0.56
-0.71
-0.71
금리 (-4.92)*** (-1.49) (-3.17)*** (-1.80) (-2.27)**

0.81
1.56

〈표 6-1〉 M2, 가계신용과 주택가격상승률1) 인과관계

0.69
2.11

주: 1) 추정방법은 M2식과 동일

통화량 및 가계신용이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M2는 주택가격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계신용의 경우 더욱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임

(통화량과 자산가격)

통화량 및 가계신용이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M2는 주택가격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

〈표 6-2〉 Lf와 주택가격상승률1) 인과관계
Lf ↛ HPI

HPI ↛ Lf

전기간(시차 6분기)
(87.1Q~17.1Q)

1.56

0.59

HP필터추세

Lf ↛ HPI

HPI ↛ Lf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편이나 장기추세는 유의

전기간(시차 6분기)
(87.1Q~17.1Q)

2.28***

1.88*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하〉, 〈표 6-2〉).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보인다(〈그림 6-상〉, 〈표 6-1〉). 금융기관유
동성(Lf)의 경우 M2 및 가계신용에 비해 인과

한국은행

주: 1) 전년동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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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량 분석시 한계

Oskooee and Shin, 2006). 우리나라 통화
유통속도의 변동성은 특히 2002~2003년,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

통화량(monetary aggregates)을 바탕으
16)

2008~2010년중 확대되었으며 실질GDP,
금리로 통화수요함수를 추정할 경우 그 잔차가

로 한 전통적인 통화수요함수 는 거래적 수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1〉, 〈그림

요 이외에 예비적 수요 및 통화보유 기회비용

7-2〉).

을 고려한 투기적 수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 같은 불안정한 통화유통속도를 고려하여

불안정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에는

국면전환을 감안한 통화수요함수를 추정하는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연구도 시도된 바 있다(Kim, 2014). 물가안

거래적 동기가 약한 대체투자 목적의 단기자금

정목표제 도입으로 인한 금리 변동성의 확대,

운용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통화량 집

금리자유화, 변동환율제 도입, 신용카드 등 지

계과정에서 가계, 기업 등 부문별 특수요인 및

급결제수단의 발전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통화

구성비 변화 등에 따른 편의 발생 가능성이 커

수요의 불안정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여전히 통화량지표는 정

화폐수량설의 가정과 달리 통화유통속도가

보변수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기존의 분석방법

불안정할 경우 통화수요함수도 불안정해질 것

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통화량과 실물변수와

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

의 관계 분석의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라의 통화수요함수는 대체로 불안정한 것으

이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로 평가되고 있다(Kim, 2014; Bahmani-

논의한다.

〈그림 7-1〉 통화유통속도1) 추세 및 순환변동

주: 1)

통화량(monetary aggregates)을 바
탕으로 한 전통적인 통화수요함수는 거래적
수요 이외에 예비적 수요 및 통화보유 기회
비용을 고려한 투기적 수요의 영향이 커짐
에 따라 불안정해진 것으로 평가

이와 같은 한계에도 통화량지표는 정보변수
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기존 분석방법의 한
계를 보완함으로써 통화량과 실물변수 분석
의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

〈그림 7-2〉 통화수요함수1) 잔차의 불안정성

주: 1)
: 실질M2, : 실질GDP,
: 콜금리,
: 3개월 회사채금리

16) 지출과

소득의 변화는 경제주체의 통화수요와 통화공급간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에 주로 기인하는데(Keynes, 1936) 물가 및 거시경제 전망에는 통화
수요함수의 분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ECB, 2010).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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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문별 통화량 및 보완지표와
경기의 관계

기존의 연구결과 가계는 예비적 동기가 높고
현금보유 결정시 경기에 덜 민감한 반면, 기업
은 경기에 더 민감하며 금리가 높을 때 현금보

1. 통화량 분석의 보완방안

유를 줄여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경향을 보
이며, 기타금융기관의 경우 여타 경제주체보

(부문별 통화량 분석)
통화량의 부문별 여건이 상이함에 따라 통
화수요함수가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고려
하여 부문별 통화수요(sectoral money
demand)를 분석

다 금리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통화량 분석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통화량의 부문별 여건이 상이함에 따
라 통화수요함수가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고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려하여 부문별 통화수요(sectoral money

또 다른 대안으로 상품별 거래비용 또는 기능

demand)를 분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등을 고려하여 통화량 측정방법을 보완한 지표

다(ECB, 2010; Berry et al., 2007;

의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Bridges et al., 2011). 이는 통화수요함수

대표적으로 Barnett(1980) 등은 기존의 통

의 불안정성이 통화의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수요함수가 안정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

집계편의(aggregation bias)17) 및 구성편의

은 기존의 통화지표가 보유비용이 서로 다른

18)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상품별 거래비용 또는 기
능 등을 고려한 통화량 보완지표를 활용

(통화량 보완지표 분석)

(composition bias) 에 주로 기인할 가능성

상품을 완전대체재로 간주하여 단순합산한 데

을 반영한 것이다.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형별 이자율

이와 같은 편의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분

에 따른 거래적 기능에 가중치를 부여한 지표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① 공통된 거시적

(Divisia index)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요인과 ② 부문별 특수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통화보유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교환의 매개수

각 부문별 수요를 설명하는 방법이다. 첫 번

단으로서의 화폐의 본래기능을 분석하는 경우

째는 가계, 기업, 금융기관에 공통된 거시

통화수요함수가 안정적이며 거시경제전망에

적 요인을 고려한 Cointegrated VAR 모형

보다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Belongia and

을 분석하는 방법이다(Von Landesberger,

Ireland, 2014).20)

2007). 두 번째로는 가계(Seitz and Von

이외에 Lucas and Nicolini(2015)는

Landesberger, 2010)19), 기업(Martinez-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은행산업 규제완화

Carrascal and Von Landesberger,

(Regulation Q)와 더불어 통화수요함수의 변

2010), 금융기관(Moutot et al., 2007)별

화를 분석하고 발행기관 대신 통화의 기능에

로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문별 수요를 분석하는

따라 통화지표(NewM1)를 정의할 것을 제안

방법이 시도되었다.

하였다.21)

17) 부문별 특수요인(sector specific) 또는 이질성(heterogeneity)이 집계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다.
18) 부문별 행태에 변함이 없더라도 부문별 구성비의 변화로 총계가 왜곡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19) 부의 효과(Beyer, 2009) 또는 주택가격(Dreger and Wolters, 2010)을 고려하는 방안도 연구된 바 있다.
20) 다만, 통화주의자들도 통화량의 증가에 대응한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지출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Meltz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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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별 Divisia 통화량 활용 사례

〈참고〉 해외부문을 고려한 통화수요 연구

■ (미국) St. Louis 연준에서 Monetary

■ De Santis et al. (2013)은 국내부문과

Service Index 형태로 Divisia 데이

해외부문의 금융자산 간 대체*를 반영한

터를 발표하고 있으며, Kansas 연준

통화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실제 통화증가

에서는 미국의 제로금리하한에서 통화

율과 추세간의 갭을 통해 인플레이션 예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Divisia money aggregate의 유용

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 투자유형은 국내(통화, 자본, 채권)와 해외(자본, 채권)
로 구분된다.

성을 보여준 바 있다(Keating et al.,
2016).
■ 스위스의 경우 환율과 외국금리를 반영하
■ (영국) BOE의 경우 1993년부터

지 않을 경우 통화수요함수의 공적분 관

Divisia index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외

계가 형성되기 어려우며(Chowdhury,

에 특별하게 인플레이션 보고서 등에 관

1995), 캐나다 역시 외국금리와 환율이

련 지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Divisia 통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Hueng, 1998).

■ (EU) ECB의 공식통계는 없으며 Think

◦ 외국통화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할

Tank인 Bruegel에서 지표를 개발하여

경우 국내통화의 보유를 늘릴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Darvas, 2014).

예상되며, 환율 효과는 불분명*하여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 (기타) 이스라엘 중앙은행, 폴란드 중앙
은행 등이 Divisia 통화량을 공식발표
하고 있으며, Center for Financial
Stability에서는 세계 각국의 최근

* 국내통화가 절하되면 국내통화수요가 감소하나 또
한 국내채권에 대한 수익률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
자들의 국내통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Bahmani-Oskooee and Shin(2006)은 외화자
산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로 내국인의 통화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Divisia 통화량 데이터와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실질GDP,
외국금리,

기존의 통화수요함수가 물가, 생산 및 금리

외국실질GDP,

국내금리,

실질실효환율

■ 반면 해외부문을 고려한 모형의 경우

만을 고려해왔으나 최근에는 개방경제에서 해

도 통화수요함수의 잔차가 불안정하

외자본유출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

며(Bahmani-Oskooee and Shin,

되고 있다(De Santis et al., 2013; ECB,
2010). 이외에 해외부문의 영향을 제외한 잔
차항에 대해 국내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

기존의 통화수요함수가 물가, 생산 및 금리
만을 고려해왔으나 최근에는 개방경제에서
해외자본유출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

2006), 일본의 경우 해외부문 또는
외환규정의 변화가 통화수요에 미치
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 연구
(McKenzie, 1992)도 있다.

22)

도 고려할 수 있다.

21) 이외에

BOE는 기타 금융기관(intermediate other financial corporations)이 보유하는 통화를 제외한 순수한 민간부문 통화를 M4x로 구축하여
발표하고 있다(Congdon, 2017; Janssen, 2009).
22)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금리, 환율 등 해외부문을 고려하여 통화수요함수를 추정할 경우 장기의 공적분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 분석

11

제 2018-1호

2. 부문별 통화량 분석

기업의 경우 단기 자금운용을 위해 결제성예
금, 금전신탁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외에 외화

(1) 부문별 통화수요

예수금도 크게 증가하였다. 기타금융기관들은
저금리 장기화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려

상품별로는 결제성예금, 실적배당형상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체투자 수단으로
특정금전신탁 등이 활용되는 데 주로 기인

(상품별 현황)

2016년 M2(평잔기준)는 2012년에 비해

운 상황에서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으로 단기
자금 운용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9〉).

결제성예금(252조원, 63%), 실적배당형상품
(163조원, 47.8%) 등을 중심으로 544조원

〈그림 9〉 M2 증가율 및 보유주체별 기여도

(30.2%)이 증가하였다. 결제성예금은 수시입
출식저축성예금(163조원, 54.5%), 요구불예
금(90조원, 87.9%) 등이, 실적배당형상품은
금전신탁(100조원, 90.5%), 수익증권(34조
원, 23.1%)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저금
리 기조가 지속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대
체투자 수단으로 특정금전신탁 등이 활용되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자료: ECOS

정기예적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그림 8〉).
〈그림 8〉 M2 증가율 및 상품별 기여도

(2) 부문별 통화공급

(부문별 신용)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과 해외부문의 공급
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신용의 경
우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대출이 크게 감소
하여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는 반면, 가계부
문은 2016년말까지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
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점차 회복하다가
최근에는 8·2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증
자료: ECOS

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10-1〉).

보유주체별로는 가계의 구성비가 줄어드는
반면 기업 및 기타금융기관의 비중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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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체별 현황)

국외신용의 통화공급 기여도가 낮은 편인

최근 5년간 가계의 구성비가 줄어드는 반면

데 이는 해외투자로 인한 자본유출규모가 경

기업 및 기타금융기관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상수지 흑자규모를 상회함에 따라 해외부문

가계의 경우 결제성예금, 현금통화, 금전신탁

의 통화공급이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한다(〈그림

등이 늘어난 반면 수익증권 등은 감소하였다.

10-2〉).

THE BANK OF KOREA

〈그림 10-1〉 국내신용 변동내역1)

주: 1) 국내신용의 전년동기비 증감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p)
자료: ECOS

〈그림 10-2〉 총신용 변동내역1)

〈그림 11〉 M2 증가율 및 기관별 기여도

자료: ECOS

(3) 보유주체별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

(물가)

대체로 가계M2와 금융기관제외M2는 물
가와 인과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기업

대체로 가계M2는 물가와 인과관계가 유의
하게 나타남

M2는 물가와 인과관계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추세는 각 주체별 인
과관계가 유의한 모습을 보였다(〈그림 12〉,
주: 1) 총신용의 전년동기비 증감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p)
자료: ECOS

〈표 7〉).

〈그림 12〉 가계, 기업보유 M2와 물가상승률1)

(금융기관별 현황)

주로 예금은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자산
운용회사와 서민금융회사가 비슷한 비중을 보
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자산운용회사의 비중
이 확대된 가운데 예금은행과 서민금융회사의
비중은 소폭 축소되었다.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ECOS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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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부문별 M2와 물가상승률1) 인과관계
M2 ↛ CPI

CPI ↛ M2

가계
기업

3.04***
1.53***

0.90***
1.40***

금융기관제외

3.16***

0.66***

M2 ↛ CPI

CPI ↛ M2

가계
기업

10.02***
7.82***

4.43***
4.44***

금융기관제외

12.31***

1.85***

원계열
(02.4Q~17.1Q)

HP필터추세
(02.4Q~17.1Q)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시차 5분기

(4) 부문별 통화수요의 공통요인 분석

부문별 통화수요에 대한 공통요인을
Cointegrated VAR23)를 통해 분석한 결과
보유주체별로 상이한 탄력성이 나타났다(Von
Landesberger, 2007). 경기 및 금리에 대
한 민감도는 기업과 기타금융기관이 가계보
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
럽 국가들에 대한 분석(Von Landesberger,

보유주체별 통화량과 실질GDP 장기추세
의 인과관계는 유의

(실질GDP)

2007)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탄

보유주체별 통화량과 실질GDP와의 관계를

력성이 유럽의 가계보다 경기에 더 민감한 편

살펴보면 인과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

이나 기업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 것

나 장기추세의 인과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으로 나타났다(〈표 9〉, 가계 및 기업 통화수요

났다(〈그림 13〉, 〈표 8〉).

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그림 13〉 가계, 기업보유 M2와 GDP성장률1)

〈표 9〉 Cointegrated VAR 장기 통화수요함수
공적분벡터 추정치
집계
M2

1.19
(0.79)

1.61
(7.94)

2.91
(2.02)

GBOND

-0.05
(-0.29)

-0.02
(-0.15)

-0.05
(1.04)

0.02
(-0.62)

0.04
(0.08)

0.03
(0.08)

0.03
(-0.34)

0.04
(0.01)

CBOND

경기 및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기업과 기타
금융기관이 가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남

원계열
(02.4Q~17.1Q)

M2 ↛ GDP

GDP ↛ M2

가계
기업

1.79
0.42

0.71
1.12

금융기관제외

1.14

0.41

HP필터추세
(02.4Q~17.1Q)

M2 ↛ GDP

GDP ↛ M2

가계
기업

2.30*
2.27*

2.70**
1.70**

금융기관제외

2.31*

1.93**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추세, 시차 5분기

23) 부문별 실질통화(M/P) = f(실질GDP, 장기국채금리, 회사채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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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융
기관 M2

1.24
(0.94)

(3년물 BBB
-회사채)

〈표 8〉 부문별 M2와 실질GDP1) 인과관계

기업
M2

실질
GDP
(10년물
국고채)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ECOS

가계
M2

주: 1)

: load factor벡터, : 공적분벡터
2) ( )내는 Von Landesberger(2007)의 유럽국가 분석결과
(동 연구는 3년물 주식배당률을 이용)
3) 2002.4Q~2017.1Q

THE BANK OF KOREA

(5) 부문별 통화수요의 특수요인 분석

으며 최근 들어 기업의 통화보유 증가율이
높아지고 경기에 대한 변동성이 커짐에 따
라 통화량 동학에서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

(가계)

가계는 전체 M2의 약 55%를 보유하고 통

고 있다(Martinez-Carrascal and Von

화수요의 기여도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가계의

Landesberger, 2010). 최근 자금조달비

특수요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24)

용이 감소함에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비율

우리나라 가계에 대한 Cointegrated VAR

이 늘어나는 것은 영업성과의 불확실성에 따

분석결과 장기공적분 관계로 조정되는 속도가

른 예비적 동기26)의 통화수요로 보인다(〈그

느리고 소비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모습을 보

림 14〉). 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 증가가 설

이며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현금보유를 크게 변

비투자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

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

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기업단위의 행태분석이

우리나라 가계에 대한 분석결과 소비에 대
한 민감도가 낮은 모습을 보이며 불확실성
이 높더라도 현금보유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의 통화보유 증가율이 높아지고 변동성
이 커짐에 따라 통화량 동학에서 기업의 역
할이 확대

필요하다(Martinez-Carrascal and Von
(기업)

Landesberger, 2010; 공재식, 2006; 임경

기업은 전체 M2의 약 25%를 보유하고 있

묵·최용석, 2007).

〈참고〉 가계 통화수요함수 분석 개요

■ 가계 통화수요함수 및 주요 변수:

가계보유 명목M2(로그값),
로그값),

실질가계보유주택자산(로그값),

평균 주택담보 대출금리)와
프레드,

물가(민간지출 디플레이터, 로그값), 소비(실질민간소비지출,
대체투자 수익률:

(예금은행 가중

통화수익률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총수신, 잔액기준)간의 스

불확실성 지표(주식시장 KOSPI-200내재변동성지수)

■ 제약이 부가된(

) 장기공적분 관계 (2005.3Q~2017.1Q):

24) 가계는

주로 거래적 동기에 의해 현금을 보유하며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예비적
동기에 의한 현금보유가 늘어날수록 소비가 감소하고 실물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가계 보유 통화량은 물가의 움직임에 중요한 정보변수로 활용된
다(Seitz and Von Landesberger, 2010).
25) 이
 같은 결과는 가계의 통화수요 변화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및 물가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한적으로 시사한다. 다만
직접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요한다.
26) 불확실성하에서 자금사정의 제약이 큰 기업일수록 현금보유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경묵·최용석, 2007; Almeida, Campello and
Weisbach, 2004; Han and Qiu, 2007).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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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량 보완지표 분석

〈그림 14〉 기업 현금보유비율과 GDP성장률
통화량 보완지표를 통해 통화수요함수를 분
석할 경우 기존 통화량에 비해 잔차가 상대
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통화량 분석시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앞서 논의
된 바와 같이 통화량 보완지표를 활용하여 실
물경기와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① M2xT: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금전
신탁 등의 경우 거래적 동기가 약하고 저금리

자료: ECOS

시기의 대체투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기업 현금보유비율과 자금조달 비용>

서 M2에서 제외한 지표이다.
② NM2: 해외부문의 영향을 고려하여 내국
인의 해외저축을 제거한 통화량 지표의 대용치
로서 예금은행의 해외자산을 제외하였다.
③ Divisia M2: 통화보유 기회비용을 고려
한 거래적 동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별 이
자율의 가중치를 고려하였다(〈그림 15〉).28)

주: 스프레드=기업대출금리-기업예금 금리
자료: ECOS

이 같은 통화량 보완지표를 통해 통화수요함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Cointegrated VAR

수를 분석할 경우 기존 통화량에 비해 잔차가

분석결과 가계에 비해 장기공적분 관계로 조정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참

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경기(총부가가치)

고〉 통화량 보완지표 통화수요함수의 안정성

27)

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참조).

〈참고〉 기업 통화수요함수 분석 개요
■ 기업 통화수요함수 및 주요 변수:

기업보유 명목M2(로그값),
값),

물가(총부가가치 디플레이터, 로그값), 실질총부가가치(로그

대체투자 수익률(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업대출금리),

통화수익률(예금은행 가중평균 수

신금리, 기업예금, 잔액기준)

■ 제약이 부가된(

) 장기공적분 관계 (2005.3Q~2017.1Q):

27) 이는 기업의 통화수요 변화가 가계보다 경기 및 물가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보다 구
체적인 분석을 요한다.
28) Divisia M2 증가율이 2015년 이후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3월과 6월에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효과가 반영된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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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과 경기지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림 16〉 통화량 충격에 대한 물가와 GDP의 반응

단순합산 지표인 M2보다 보완지표를 활용할
경우 물가 및 GDP와의 관계가 더 유의하게 나

M2

M2xT(금전신탁 제외)

(물가)

(물가)

(GDP)

(GDP)

NM2(해외저축 제외)

Divisia M2

(물가)

(물가)

(GDP)

(GDP)

금융기관 신용

비핵심부채

(물가)

(물가)

(GDP)

(GDP)

통화량과 경기지표간의 관계 분석결과 단순
합산 지표인 M2보다 보완지표를 활용할 경
우 통화량 충격에 대해 물가와 GDP가 더
유의한 반응을 보임

타났다. 통화량 보완지표의 경우 단순합산지
표와 달리 통화량 충격에 대해 시차를 두고 물
가와 GDP가 유의한 양의 반응을 보였다(〈그
림 16〉,분석방법에 대해서는 〈참고〉 SVAR
분석 및 충격반응함수 개요 참조).

〈그림 15〉 M2, Divisia M2, GDP

자료: ECOS, 자체계산

<M2, Divisia M2, 물가>

자료: ECOS, 자체계산

주: 충격의 크기는 표준편차 1단위이며 빨간색 점선은
충격반응±표준오차 2단위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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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통화량 보완지표 통화수요함수의 안정성 비교
<축차적 잔차>
M2

M2xT

NM2

Divisia M2

금융기관 신용

비핵심부채

<CUSUM1) 검정결과>
M2

M2xT

NM2

Divisia M2

금융기관 신용

비핵심부채

주: 1) 축차적 잔차의 누적합계

<CUSUM of squares1) 검정결과>
M2

M2xT

NM2

Divisia M2

금융기관 신용

비핵심부채

주: 1) 축차적 잔차 제곱의 누적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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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 및 시사점
〈참고〉 SVAR 분석 및 충격반응함수 개요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해외부문의 역할이 커
■ 분석변수: GDP(로그값), CPI(로그값),

지면서 통화량과 거시변수간의 연관성이 약화

금리(%, 10년물 국채 및 콜금리), 통화

되고 있으나 장기추세 및 자산가격과 유의한 관

량 및 보완지표(로그값) (참조: Darvas,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화

2014)
■ 비교지표: M2, M2xT, NM2, Divisia

량은 여전히 장기적인 시계에서 정보변수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M2*, 금융기관 신용**, 비핵심부채 비

부문별, 시기별로 불안정하고 상이한 양상을 보여

율***, Lf, M1 등

개별 통화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 통화유형별 거래비용에 가중치를 부여

본고에서는 통화량 분석의 불안정성을 야기
하는 요인을 고려하면서 부문별 통화수요의 변
화, 통화량 보완지표 등을 분석해보았다. 통화량
상품별로는 금전신탁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보

분석결과 M2, Lf 등의 집계변수보다 신용,
부문별 통화, 이자율을 고려한 통화분석 등
이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고 물가 및 실질GDP와 더 유의한
관계를 보여 통화량과 거시변수와의 관계분
석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남

유주체별로는 가계 등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기업 및 기타금융기관의 비중은 확대되고
는 벤치마크 이자율, 는 상품별 이자율
** 예금은행 대출금(McLeay et al., 2014)29)
*** 비핵심부채 비율: M2대비 비핵심부채(해외부
채, 금융채, RP, 양도성예금증서(Shin and
Shin, 2011); 예금은행 취급개관표 기준)

■ 분석기간: 2001.1Q~2017.1Q(다
만, Divisia M2는 입수가 가능한
2006.1Q~2017.1Q)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금전신
탁 등을 제외한 지표, 내국인의 해외저축을 제
외한 지표, 유형별 이자율 가중치를 부여한 보
완지표 등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M2, Lf 등의 집계변수보다 신용, 부문별 통
화, 이자율을 고려한 통화분석 등이 통화수요
함수의 불안정성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고 물
가 및 실질GDP와 더 유의한 관계를 보여 통화

■ 충격반응함수는 변수의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화충격반응함수를 채택하
였다 (Darvas, 2014).

량과 거시변수와의 관계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새로운 금융상
품의 등장 등에 따라 통화량 분석은 더욱 복잡
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완지표 활용 등 보다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새로운 금융상
품의 등장 등에 따라 통화량 분석은 더욱 복
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다양한 분
석방법을 활용할 필요

다양한 분석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0)

29) 통화수요함수의

분석에 통화량의 보완지표로서 금융기관의 자산인 금융기관 신용을 포함한 것은 내생적 통화이론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금융
기관이 경제주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통화를 공급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가 발생한다는 McLeay et al. (2014) 등의 논의에 따른 시도이다. 동 논
의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대출(자산)을 실행함에 따라 예금(부채)이 창출된다.
30) 다만,

보완지표를 활용할 경우에도 각각 단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표의 구축과정에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ECB,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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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가계 및 기업 통화수요의 안정성
가계M2 및 기업M2로 세분한 부문별 통화수요함수의 경우 잔차가 총M2에 비해 안정
적이며 부문별 SVAR 분석결과(2005.3Q~2017.1Q) 물가, 소비(가계) 또는 총부가가
치(기업)는 부문별 통화충격에 보다 유의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M2>
축차적 잔차

CUSUM1)

CUSUM of square1)

SVAR1) 충격반응함수
(물가)

(GDP)

주: 1) 축차적 잔차의 누적합계

주: 1) 축차적 잔차 제곱의 누적합계

주: 1) GDP, CPI, 국채금리, M2

<가계M2>
축차적 잔차

CUSUM1)

CUSUM of square1)

SVAR1) 충격반응함수
(민간소비디플레이터)

(민간소비)

주: 1) 축차적 잔차의 누적합계

주: 1) 축차적 잔차 제곱의 누적합계

주: 1) 민간소비, 민간소비디플레이터,
가계수신금리, 가계M2

<기업M2>
축차적 잔차

CUSUM1)

CUSUM of square1)

SVAR1) 충격반응함수
(총부가가치디플레이터)

(총부가가치)

주: 1) 축차적 잔차의 누적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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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축차적 잔차 제곱의 누적합계

주: 1) 총부가가치, 총부가가치디플레이터,
기업수신금리, 기업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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