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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資産選擇理論을 근간으로 하는 자금순환 금융모형을 원용
하여 시장중심의 金融需給行態와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금융모형을 설
계․추정하고 추정모형에 의거 콜금리, 환율, LIBOR, 株價 등 외생변수 변동
을 상정하는 政策模擬實驗을 실시하였다.
각 행태식의 추정과 정책모의실험에서 얻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주체
별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각 금융자산 수익률(금리)이 경제주체들의 포
트폴리오 조정을 주도하는 가운데 금융자산의 수급조정과 금리결정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콜금리, 환율, 주가 변동 등 외생적 충격에 따른 자금수급과
시장금리, 총수요(GDP) 및 물가(GDP 디플레이터) 등의 반응 정도도 대부분
기대에 부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행태분석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金利를 중심으로 하는 市場的 接近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콜금리를 통한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뚜렷하여 통화정
책의 運用目標로서 콜금리의 유용성이 인정되는 데다 회사채시장이 대출시
장 등 여타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수급과 금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어 국채시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전까지는 콜금리와 회사채 유통수익률
을 中心指標로 하는 金利重視 通貨政策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과의 직접
적인 경로를 도입하여 금융-자본-외환시장간의 連繫性을 높임으로써 개방경
제하의 금융시장 및 통화정책 효과분석을 중시하는 한편 경제주체별 자금조
달과 운용을 세분화하고 자금조달과 운용간의 恒等關係, 금융자산간 상호 對
稱性 조건 등을 모형에 반영하여 좀더 資産選擇理論에 충실한 금융시장 행
태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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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硏 究 背 景
최근 들어 금융자유화와 금융국제화의 급진전으로 금융시장의 구조변화와 더불어 市
場規律에 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즉 1990년
대 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한 금리자유화, 외환 및 자본자유화 등에 힘입어 금리의 가격
기능이 높아지고 있고 금융시장간 連繫性은 물론 금융자산간 代替性도 제고됨으로써 통
화정책운용에 있어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김치호 1995, 안세일․오수남 1997).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상응하여 적절한 通貨信用政策의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경제주체별 자금조달과 운용, 시장금리 결정과정, 장․단기 금융시장을 통한 통화
정책의 파급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금융모형이 요청된다. 그러나 금융모
형에 관한 기존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용 가능한 시계열자료의 제약과 시장금
리의 부재로 금리에 의해 자금수급이 조절되는 시장중심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반
면 IS-LM모형을 이용한 거시적 통화수요 분석에 치우쳐 있어 세분화된 금융시장행태
분석은 물론 금융시장을 통한 거시경제정책 효과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최장봉 1986,
홍갑수 1991, 박재하 1994, 김양우 외 1997).
資産選擇理論(portfolio theory)에 입각하여 자금순환계정을 연립방정식 체계로 모형화
할 경우 전통적인 IS-LM분석에서 제외되었던 경제주체별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선
택행태 뿐만 아니라 각 자산의 수익률(금리) 결정 및 이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리자유화 이후 그 간에 축적된 시장금리 자료를 자금순
환계정의 경제주체별 자금조달과 운용에 적용할 경우 제한적이나마 금융시장별 행태분
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자산선택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자금순환 금
융모형을 원용하여 새로운 금융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통화수요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
는 BOK97모형의 금융블럭을 보완하는 한편 경제주체별 자금수급행태를 바탕으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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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 금융시장간 연계성 및 통화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금융모형에 관한 이론과 우리나라
연구현황 등을 살펴 본 뒤 제Ⅲ장에서는 모형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Ⅳ
장에서는 모형을 추정하고 제Ⅴ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政策模擬實驗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시사점을 정리하였다.

Ⅱ. 금융모형의 이론과 실제
1. 槪觀 : 역사적 배경
금융모형에 관한 연구는 크게 IS-LM분석체계의 銀行支準 金融模型(bank reserves
financial model)과 자산선택이론에 기초한 資金循環 金融模型(flow-of-funds financial
model)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Bosworth․Dusenberry 1973, Hendershott 1977).
케인즈(J. M. Keynes)의 통화수요 및 금리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銀行支準 金融模型은
1960년대 말까지 금융모형 관련 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모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금리결정과정을 보면 일차적으로 은행지준시장에서의 균형조건에 의해 단기
금리가 결정되고 장기금리는 장기금융시장의 수급사정과는 관계없이 장․단기금리간 기
간구조(term structure)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준
금융모형은 케인즈의 통화이론과 금리기간구조에 의거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간편하게
설명하는 장점 때문에 그 동안 미국의 MPS(MIT-Penn-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모형1)을 비롯해서 주요 거시모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Bosworth․
Dusenberry 1973, Brayton et al. 1997).
한편 Tinbergen(1939) 등은 지준모형과는 달리 부문별 금융자산의 수요와 공급을 통
한 금리결정 행태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Tinbergen은 경제주체와 금융시장을 4부
문(가계, 은행, 기업, 정부), 4시장(채권(bonds), 자본(equities), 단기채권(short claims),
화폐시장)으로 구분하는 한편 부문별 금융자산 수급행태 분석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자금조달과 운용의 일치조건 등을 가정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자금순환 금융모형과 유사
한 분석체계이다.
금융모형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 들어 Markowitz, Tobin, Lintner 등에 의해 자산선
택이론(portfolio theory)이 정립되면서 큰 전기를 맞게 되었다. Tobin 등은 전통적인
1) 1960년대말 MIT의 F. Modigliani, 펜실베니아 대학의 A. Ando, 연준의 F. de Leeuw책임하에
완성된 미연준의 거시계량모형으로서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의 거시경제예측과 정책효과분석
에 폭넓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1996년 연준은 MPS모형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경제주체의
기대형성과정 등을 개선한 FRB/US모형으로 이를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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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M분석체계와는 달리 자산선택이론을 바탕으로 자금순환 금융모형을 체계화하고
이에 의거 경제주체별 자산선택행태를 분석하였다(Markowitz 1952, de Leeuw 1965,
Brainard․Tobin 1968, Silber 1970). 크게 보면 Tobin 등의 접근은 Tinbergen, de
Leeuw 등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5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등 주요국에
서 자금순환계정의 편제가 이루어면서 이들 통계자료를 이용한 금융모형의 개발과 활용
이 활발히 이루어졌다(Hendershott 1977).

2. 銀行支準 金融模型
은행지준 금융모형은 케인즈의 통화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한 IS-LM모형 중심으로
장․단기금리의 결정과정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설명하는 분석체계이다. IS-LM모형
에 따르면 국민경제에는 크게 개인, 기업, 정부의 세 경제주체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개
인은 통화와 채권(securities)중에서 자산선택을 하고 기업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
달하며 정부(중앙은행 포함)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통화와 채권의 수급을 조절한다.
먼저 경제주체간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상업은행은 부채인 예금(D)을 법정지준(q×D,
q는 지준율), 자유지준(Rf : 초과지준 - 중앙은행 차입), 채권(S) 등의 자산형태로 보유
한다고 가정하면 상업은행의 대차대조표 항등식은 식(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f + S = (1-q)D

(2-1)

한편 민간부문의 예금수요는 케인즈의 통화수요이론에 근거하여 소득(Y) 및 채권수익
률(r)의 함수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통화수요 : D = D(Y, r)
(2-2)
自由支準에 대한 수요는 채권수익률과 차입비용(rd : discount rate)의 함수로 설정한
뒤, 비차입지준(Ru)의 공급과 수요간에 균형조건을 도입함으로써 4개의 방정식(식(2-1),
(2-2), (2-3), (2-4))으로 구성되는 지준모형의 기본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들 네 식
에 의거 예금, 자유지준, 채권수요 및 그 수익률(금리)이 결정된다2).
- +
자유지준수요 : Rf = Rf(r, rd)
(2-3)
2) 지준모형에서 금리는 채권시장과 은행지준시장의 동시적 균형점에서 결정된다. 이는 어느 한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되면 다른 한 시장의 수급균형은 이 금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달성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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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입지준 수급균형 :

R su

= q*D + Rf

(2-4)3)

한편 은행지준 금융모형이 완전한 금융모형의 형태를 갖추려면 금융과 실물간의 연결
고리인 장기금리(rL)의 결정식이 필요하다. 통상 지준모형에서 장기금리는 지준시장에서
결정되는 단기금리(rS)에 의해 결정되는 기간구조(term-structure relation)를 가정한다.
장․단기금리 관계식 : rL = rL(rS)

(2-5)

이상에서 살펴본 은행지준 금융모형의 기본 구조는 식(2-2), (2-3), (2-4)에 의해 예
금, 자유지준 및 단기금리가 결정되는 한편 장기금리는 식(2-5)에 의해 장기금융시장의
수급과 관계없이 금리기간구조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채권시
장의 균형은 왈라스(L. Walras)법칙에 의거 지준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
로 이루어진다.
은행지준 금융모형의 통화정책적 의의는 통화당국이 지준관련 정책수단 또는 공개시
장조작을 통해 단기금리를 조정하면 金利期間構造에 의거 장기금리가 변동하고 이에 따
라 실물경제와 물가 변동이 조절되는 구조를 가정함으로써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波及經
路를 적절히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체 금융시장을 지준(화폐)시장과 채권시
장으로 단순화하고 은행대출이나 기타 형태의 신용과 채권간에 완전대체관계를 설정하
여 왈라스법칙에 의거 이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경제주체별 자산선택 및 수
익률 결정행태 분석은 물론 信用經路를 통한 통화정책 효과 분석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
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Bernanke․Blinder 1988).

3. 資金循環 金融模型
자금순환 금융모형은 경제주체별 자금조달과 운용이 시장에서의 자산선택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호 대체관계에 있는 각 금융자산의 수익률(금리)이 결정된다는
자산선택이론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였다.
자산선택이론에 따르면 각 경제주체는 자산과 부채간에 恒等關係(adding-up
condition)를 유지하면서 금융자산의 수익률 및 여타 변수의 수준을 감안하여 최적의 자
산 및 부채 규모를 결정한다. 즉, 각 경제주체는 금융자산(부채)을 선택함에 있어서 총
자산중 각 자산(부채)의 구성비에 대한 最適水準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거래비용, 관
3) 비차입지준에 대한 수요는 상업은행의 총지준 수요에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차감한,
즉, 법정지준에다 자유지준 수요를 합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비차입지준 공급(Rsu)
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정책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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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수익률 변동의 불확실성 등 때문에 각 경제주체는 수익률이 높은 자산외에도 수익
률이 낮은 여타 자산도 함께 보유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각 자산(부
채) 구성비의 실제수준과 최적수준간에 괴리가 발생하나 스톡조정(stock adjustment)거
래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균형수준을 유지하는 체계를 상정하고 있다.
부문(경제주체)별 대차대조표상의 금융자산(FAi) 및 금융부채(FLj)를 1차 差分하여 자
금조달 및 운용표로 전환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개별 금융자산(부채)에 대한 수요 및 공
급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4)
I = I(R, INV1, INV2, …, INVz, SAV, X)

Δ

(3-1)

윗식에서 ΔI 는 i금융자산(i=1, 2, …, m)의 순매입 또는 j금융부채(j=1, 2, …, n)의 순매
도, R 은 각 금융자산의 수익률 벡터, INVi는 실물투자, SAV는 실물저축이며, X 는 여
타 설명변수 벡터로서 여기에는 경제주체별 소득을 비롯해서 금융구조, 정책변수 등이
포함된다.
식(3-1)에 의거, 금융자산(부채) 需給體系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
선택이론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자금조달이 운용과 일치하고, 실물투자(INV)와 실물
저축(SAV)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개별 금융자산의 수요와 공급식은 아래 조건
을 충족시킨다.
∂△FLj
∂△FAi
∑j ―――― － ∑i ―――― = 1, k = 1, 2, ... , z
∂INVk
∂INVk
∂△FAi
∂△FLj
∑i ―――― － ∑j ―――― = 1.
∂SAV
∂SAV
위의 두 조건식은 k실물자산에 대한 투자(INVk)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금융부채의 발행
또는 금융자산의 처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편 저축증대는 금융자산의 구입 또는 금융
부채의 소멸로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금순환 금융모형의 도출과정과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Bosworth
․Dusenberry(1973), Hendershott(1977), 한국은행(199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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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든 금융자산간에 상호 대체관계(substitutability)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각
금융자산의 수요․공급식 계수가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FAi
∂△FAi
――――
≥0
―――― ≤0 ,
i≠j
∂△Ri
∂△R
j
셋째, 각 금융자산의 수요․공급식에 포함된 수익률 계수간에 상호 대칭성(symmetry)
을 가정함으로써 모형(3-1)은 하나의 완전한 수요체계(complete demand system)를 이
루게 된다.
∂△FAi
∂△FAj
――――
=
――――
∂△Rj
∂△Ri , i≠j
한편 자금순환 금융모형의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가용자료의 부족, 시계열자료 분석
에 수반되는 추정상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Saito 1977).
즉, 금융자산(부채) 수요를 결정하는 각 자산의 收益率, 所得, 富, 실물자산 관련변수
등을 시계열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추정할 경우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 등 계량
경제적 문제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또한 대차대조표상의 항등관계나 수익률 계수간
의 대칭성 등 모형에서 요구되는 제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
문에 각 자산수요식의 추정에는 시장여건 등을 적절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우리나라 硏究現況
금융모형에 관한 국내 연구는 크게 거시계량모형의 금융블럭을 통해 각 부문별 통화수
요함수를 추정하는 접근과5) 자금순환 금융모형에 의한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은행이 정책효과 분석을 주목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있는 BOK97모형의 경우 전
통적인 IS-LM체계하의 총수요관리를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분석하기 위
해 비교적 세분화된 부문별 통화수요함수에 의거 통화량 변동을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IS-LM접근에서는 금융시장별 수급행태 분석이
없는 데다 통화정책에 있어서 신용경로가 고려되지 않아 통화충격과 신용충격의 상대적
크기 또는 이에 대한 거시경제적 반응행태와 조정과정 등을 분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
다(Bernanke․Blinder 1988).
5) 한국은행의 BOK97모형(김양우 외 1997)을 비롯해서 금융블럭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거시계량
모형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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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금순환 금융모형을 분석한 연구로는 최장봉(1987), 홍갑수(1991), 박재하(1994)
등을 들 수 있는데 연구당시 규제하의 금융시장 사정과 가용 시계열자료의 제약 등 여
러 어려운 연구여건에도 불구하고 자금순환체계에 의한 금융시장 행태분석을 시도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회사채수익률외에 적절한 시장금리가 없어
여타 금리는 외생화시키거나 분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본격적인 금리중심의 시장행태분
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6)
1990년대 들어 단계적인 금리자유화와 규제완화 등 광범위하게 추진된 금융자유화에
힘입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리 등 시계열자료도 상당히 축적되고
있어 시장중심의 금융모형 연구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에 자유화된 금리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시장중심의 금융모형 분석을 시도하는 한
편 IS-LM모형에서 제외된 신용경로를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의 다양한
파급경로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6) 국내 자금순환 금융모형에 관한 문헌조사는 박재하(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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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模型의 構造와 特徵
1. 모형의 槪要
이 금융모형은 자산선택이론에 입각하여 개별 금융시장에서의 경제주체별 資金需給과
금리결정 행태 뿐만 아니라 단기금리 변동을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분석도 가능하
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서 총수요, 물가 등을 內生化하는 한편 각 행태식에 정책변
수 등 외생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의 구조적 특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이 모형은 자금
순환 금융모형의 기본 구조에다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고려하여 지준모형의 장점을 추
가한 절충형(hybrid)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정모형이 하나의 완전한 수요체계를 이루지 못한 데다 가용자료의 제약 등
으로 자금순환 금융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자금조달과 운용간의 항등관계, 금융자산간
상호 대칭성 조건 등을 모형에 반영시키지 못함으로써 경제주체별 금융자산 선택행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한편 경제주체별 자금조달과 운용을 시장별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크게
은행대출시장, 비은행대출시장, 기타 대출시장, 기업어음(CP)시장, 및 회사채시장으로 구
분하고 각 시장에서의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모형화하였다. 이러한 접
근은 그 동안 자유화된 금리자료를 실증분석에 처음으로 적용시켜 보았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2. 個別行態式의 構造와 特徵
이 모형의 기본 구조는 각 금융거래주체들의 대차대조표와 부문별 자금조달 및 운용
표에 의거 경제주체별 금융수급행태를 분석하는 자금순환계정체계를 따르고 있다. 경제
주체와 금융상품 분류는 기본적으로 경제주체별 자산선택행태의 특징과 상품간 대체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자금순환계정의 분류형태를 따랐으나 정책효과 파급경로 등을 감안하
여 적절히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거래주체(부문)는 개인, 기업, 은행, 비은행 및 기타 금
융기관으로 구분하고7) 금융상품(자산 및 부채)은 예금, 대출, 회사채, 기업어음으로 구
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거래주체 및 금융상품 분류를 다시 금융시장을 기준으로 재편
하면 전체 금융시장은 은행대출시장, 비은행대출시장, 기타금융(보험)기관대출시장, 회사
채시장, 기업어음시장 등의 5개로 나누어진다.
7) 우리나라 자금순환체계에서는 개인, 기업, 금융, 정부, 및 해외로 대별하고 있으나(한국은행
1994) 이 모형에서는 정부 및 해외부문은 외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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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주체별 자금조달과 운용
( 개인부문 )
자금의 잉여부문으로서 소비와 저축주체인 개인부문은 잉여자금을 은행예금 및 비은
행금융기관 예금 형태로 운용하는 한편, 필요자금을 은행 및 비은행 대출로 조달한다고
가정하였다.8)
은행예금 및 비은행예금 수요는 일반적 통화수요함수 형태인 GDP 및 대표적 시장금
리인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함수로 설정하였으며 은행 및 비은행대출 수요도 각각의 대
출금리외에 신용에 대한 거래적 수요를 반영하는 GDP9), 그리고 대출자금을 부동산구입
등에 운용한다는 전제하에 부동산가격 등의 함수로 모형화하였다.10)
( 기업부문 )
투자와 생산주체인 기업은 실물경제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 또는 채
권발행에 의해 조달하는 한편 일시적인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가정하였다.
먼저 기업의 자금조달은 크게 은행대출, 비은행대출, 기타 금융기관대출 등 간접금융
과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구분하였다. 은행대출은 대출금리, 대
체조달비용 변수인 회사채 유통수익률, 그리고 主자금수요의 代用變數(proxy)인 GDP
등의 함수로 설정하였으며, 비은행 금융기관과 보험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각각의 대출
금리와 회사채 유통수익률 및 GDP 등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자체조달가격인 수익률 외에 대체관계에 있는 증권시장과 해외차입비용을 반영
하는 주가, 국제금리(LIBOR), 그리고 실물투자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기
업어음 발행은 통상 시설자금보다는 운영자금의 조달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은행 대출
금리를 대체조달비용 변수로 상정하였으며, 어음부도율 등 시중 자금사정을 반영하는
변수를 추가하였다.
한편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운용수단인 은행 및 비은행예금은 개인부문과 유사하게
GDP 및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의 함수관계로 모형화하였다.
8) 거래비중, 모형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관, 직접금융시장 등을 통하는 개인의 금융
거래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9) 이러한 가정은 기업의 대출수요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0) 한국은행이 실시한 「도시가계저축시장조사」결과에 따르면 (1993, 94, 95 3개년 평균), 개인
의 금융기관 차입중에서 토지주택구입(47.2%), 전세자금(13.7%) 등 주거관련 차입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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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문 )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금융부문은 개인부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로
기업대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인수 등을 통해 운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은행, 비은행 및 보험기관 대출은 각각의 대출금리와 GDP, 그리고 대출여력을 나타내
는 예금잔고 등의 함수로 정의하였으며 금융기관의 회사채 인수는 자체금리인 회사채
유통수익률외에 대체 운용수익률인 CP금리 및 주가 등에 의해 설명되도록 하였다. 기업
어음의 경우 그 발행이 기업의 단기운영자금 조달수단임에 비추어 시중 자금사정과 밀
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상정하여 금융기관의 기업어음 인수는 자체금리외에 회사채
유통수익률, 콜금리, 종금사와 신탁의 자금여력, 어음부도율 등의 함수로 모형화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은 운영자금 확보와 예금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현금수요는 콜금리, GDP 및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나. 금융시장 구분과 금리결정 행태
경제주체별 자금조달(수요)과 운용(공급)을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은행대출시장,
비은행대출시장, 보험기관대출시장, 회사채시장, 기업어음시장으로 구분된다. 각 시장에
서의 금리는 일차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추가로 통화당국의 정책금리인
콜금리, 대표적 시장금리인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대인플레이션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 은행대출시장 )
은행대출시장은 개인 및 기업의 대출수요와 은행의 대출공급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조절되는 시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금리는 대출의 수요와 공급, 콜금리 및 기대환
율11)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설명변수에 기대환율을 포함시킨 것은 은행
의 원화대출과 대체관계에 있는 외화대출이 기대환율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1) 환율기대가 대출금리를 비롯한 국내금리에 미치는 경로는 크게 ⅰ) 향후 환율이 상승(하락)
할 것으로 기대하면 해외자본의 유출(유입) 또는 유입감소(증가) 등으로 국내금리는 상승(하
락)하는 경로와 ⅱ) 기대환율 상승 → 외화대출수요 감소와 원화대출수요 증대 → 대출금리
상승 경로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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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은행대출시장 )
은행대출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 및 기업의 대출수요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공급의
상호조정을 통해 대출금리가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비은행대출금리는 대출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비은행대출과 상호 대체관계에 있는 은행대출금리 및 비은행대출시장과
회사채시장간의 연계성을 반영하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함수로 설정하였다(정태연 외
1996).
( 보험대출시장 )
보험대출시장은 은행, 비은행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의 추가적 자금수요를 충족시
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중 자금사정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보험대출시장 금리는 수요와 공급, 기업어음 금리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 회사채시장 )
회사채시장은 주로 중장기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공급)하고 금
융기관은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해 이를 인수(수요)하는 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중장기 금융시장임을 감안하여 회사채 유통수익률 함수를 설정하였다(정태연 외
1996). 이에 따라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회사채물량의 수요와 공급, 콜금리, 물가상승률,
총유동성(M3), 기대환율, 국제금리(LIBOR)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 기업어음시장 )
기업어음시장은 공급자인 기업측에서는 단기적 운영자금 조달창구로서 수요측에서는
종금사 등이 단기 고수익 자금의 운용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수급 및 금리결정이 시중
유동성 또는 통화당국의 정책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강지광․김규수 1997). 이
에 따라 기업어음 금리는 기업어음의 수요와 공급, 콜금리, 총유동성(M3) 등에 의해 결
정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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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과 실물의 연계성
이 모형에서 금융과 실물은 각 금융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금리를
통해 연계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파급에 있어서도 장․단기금리는 물론
통화 및 신용의 역할도 고려되고 있어 IS-LM모형보다 다양한 효과분석이 가능하다. 이
러한 효과분석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의 최종목표 변수인 총수요(GDP) 및 물가(GDP 디플
레이터)를 내생화 하는 것이 필요하여 GDP는 실질잔고(real balance), 환율, 실질금리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아울러 수출수요의 대용변수로서 세계수입량
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12)
GDP 디플레이터는 수요측 요인을 대표하는 GDP갭(실제GDP - 잠재GDP), 공급측 요
인인 환율, 임금, 및 생산성 등에 의해 설명되도록 모형화하였다.

라. 기대환율
최근 들어 자본시장 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됨으로써 기대환율이 국내금융시장에 미
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모형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
이 중요한데, 이 금융모형에서는 실제환율이 AR(1)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아래 모
형을 이용한 추정치 ( ˆer t + )1 를 기대환율(tert+1)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박원암 1996
).13)
ert+1=α0 +α1ert + εt, εt～N(0, σ2)
지금까지 설명한 금융모형을 종합하면 부문별 자금조달과 운용, 시장금리, 총수요 및
물가 등을 결정하는 25개의 行態式과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7개의 恒等式으로 구
성됨을 알 수 있다. 각 부문별 행태식과 항등식의 구조는 < 표 1 >과 같다.

12) 총수요 구성요소인 소비, 투자, 수출입 등으로 나누어 총수요함수를 추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본 금융모형에서는 본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모형이 커짐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GDP를 직접 추정하였다.
13) 그러나 개방경제하의 금융분석과 통화신용정책에 있어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장상황을 잘 반영하는 기대환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구조적 모형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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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模型의 構造

<표1>

개
인
부
문

기
업
부
문

금
융
부
문

구분

1-1. 은행예금
1-2. 비은행예금
1-3. 금융자산총계
1-4. 은행대출금
1-5. 비은행대출금
1-6. 금융부채총계
2-1. 은행예금
2-2. 비은행예금
2-3. 금융자산총계
2-4. 은행대출금
2-5. 비은행대출금
2-6. 보험대출금
2-7. 회사채발행
2-8. CP발행
2-9. 금융부채총계
3-1. 보유현금
3-2. M2수요
3-3. 은행대출
3-4. 비은행대출
3-5. 보험대출
3-6. 회사채인수

행태식
행태식
항등식
행태식
행태식
항등식
행태식
행태식
항등식
행태식
행태식
행태식
행태식
행태식
항등식
행태식
항등식
행태식
행태식
행태식
행태식

3-7. CP인수

행태식

4-1. 은행대출금리

행태식

금
리 4-2. 비은행대출금리
결 4-3. 보험대출금리
정
식 4-4. 회사채 유통수익률
4-5. CP금리
5-1. GDP
GDP 디플레이터
기 5-2.
5-3.
타 5-4. 기대환율
M2
5-5. M3

행태식
행태식
행태식
행태식
행태식
행태식
행태식
항등식
항등식

설

명

변

수

GDP, GDP 디플레이터, 회사채수익률
비은행예금금리-은행예금금리, GDP, GDP 디플레이터, 회사채수익률
은행예금+비은행예금+CP+장기국공채+장기금융채+회사채+투자수익
증권+기타금융자산
GDP, 은행대출금리, 지가지수
GDP, 비은행대출금리, 지가지수
은행대출금+비은행대출금+보험대출금+기타금융부채
GDP, GDP 디플레이터, 회사채수익률
GDP, GDP 디플레이터, 회사채수익률
은행예금+비은행예금+CP+기타금융자산
은행대출금리, GDP, GDP 디플레이터, 회사채수익률
비은행대출금리, 투자, GDP 디플레이터, 회사채수익률
보험대출금리, GDP, 회사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LIBOR, 주가지수, 투자
CP금리, 은행대출금리, GDP, 어음부도율
은행대출금+비은행대출금+보험대출금+회사채발행+CP발행+상거래
신용(부채)
콜금리, GDP*GDP 디플레이터, 회사채수익률
보유현금+기타M2(부채)
은행대출금리, GDP 디플레이터,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부채), 금
융기관의 M2수요
비은행대출금리, GDP 디플레이터, 금융기관의 비은행예금(부채)
보험대출금리, 생명보험 및 연금(부채)
회사채수익률, CP금리, GDP 디플레이터, 금융기관의 비은행예금
(부채)+요구불예금(부채)+저축성예금(부채), 주가지수
CP금리, 회사채수익률, 은행신탁 및 종금사예치금, 어음부도율, 콜
금리
금융기관의 은행대출-개인의 은행대출금-기업의 은행대출금, 콜금
리, 기대환율
금융기관의 비은행대출-개인의 비은행대출금-기업의 비은행대출
금, 은행대출금리, 회사채수익률
기업의 보험대출금/금융기관의 보험대출, CP금리
기업의 회사채발행/금융기관의 회사채인수, M3, 콜금리, GDP 디플
레이터, 기대환율, LIBOR
기업의 CP발행-금융기관의 CP인수, 콜금리, M3
M3/GDP 디플레이터, 환율, 회사채수익률, 세계수입량
GDP갭, 환율, 생산성지수, 비농림어업 임금
환율
개인의 은행예금+기업의 은행예금+기타부문의 M2수요
M2+개인의 비은행예금+기업의 비은행예금+기타부문의 M3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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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피드백 경로와 플로우차트
이 모형의 피드백 경로는 크게 외생적 충격(통화정책, 환율 및 주가변동 등)에 대응하
여 자금수급 및 시장금리가 조정되는 경로인 外生的 調整經路와 한 금융시장에서 발생
한 자금수급과 금리변동에 따라 경제주체별 포트폴리오가 조정되는 경로인 內生的 調整
經路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통화당국이 運用目標인 콜금리를 변동시키면 대출시장,
회사채시장, 기업어음시장 등을 통해 시장금리와 신용 및 통화수요 변동이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총수요 및 물가가 변동한다. 그러나 환율변동은 금리변동과는 달리 일차적으
로 GDP와 GDP 디플레이터 변동을 통하여 통화수요 및 대출시장의 조정을 초래하는
한편 기대환율 변동을 통한 금리 및 금융시장 조정을 통해 GDP 및 디플레이터 변동을
초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 및 자금수급 변동이 일어날 경우 상호 대체관계에 있는
각 금융자산의 수익률 변동을 통해 그 영향이 여타 시장으로 파급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
적 효과는 당해 시장변수를 외생화시킴으로써 파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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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형의 추정
1. 추정방법 및 이용자료
각 행태식의 추정은 통상최소자승법(OLS)에 의해 이루어졌다. 분석대상기간이 짧은
데다 모형의 추정에 이용된 변수들이 실물, 명목변수들이 혼재되어 있어 추정과정에서 변
수간 장기균형을 나타내는 Cointegration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반면 부분조정(partial
adjustment)에 의해 부문별 금융자산(부채)의 스톡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시
계열 모형의 추정시 야기되는 自己相關(autocorrelation)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모형의 추정에 이용된 자료는 계절조정된14) 분기시계열 자료로서 표본기간은
1988. Ⅰ～1997. Ⅲ이며15) 이용자료중 금리를 제외한 금융변수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편
제하고 있는 자금순환표 자료이다. 금리자료중 은행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프라임레이
트 연동대출금리, 비은행대출금리는 상호신용금고 계약금액내 대출금리, 보험대출금리는
생명보험회사 담보대출금리,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3년 만기수익률, CP금리는 종합금융
회사 할인어음금리, 그리고 콜금리는 은행간 1일물 금리이다.
GDP 및 GDP디플레이터, 투자 등은 분기별 국민계정자료이며, 환율 및 주가지수는
각각 대미달러환율, 종합주가지수를 이용하였다. 잠재GDP는 생산함수접근법에 의해 직
접 추정하였으며, 임금은 광공업 상용종업원 평균임금, 생산성은 생산성본부가 발표하는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지수이다.16)

2. 모형의 추정결과
추정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모형의 說明力이 높고 각 행태방정식의 추정계수도 예상
된 부호에다 대부분 통계적 有意性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리자유화가 미흡하고, 시장분
절 등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수급구조
와 금리결정 행태를 비교적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부록1, 2>의 모형의 동태
적 적합성 결과도 및 각 행태식 추정결과 참조).
각 금융시장별 금리수준의 결정이 자금의 수급사정과 여타 금융시장의 금리변동에 의
해 잘 설명되고 있어 시장의 효율성 및 시장간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4) X-11 ARIMA 기법을 사용.
15) 분석대상기간을 최근 10년으로 한 것은 80년대 후반 3저 호황으로 만성적 자금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된 데다 90년대 초반 이후 단계적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유화에 힘입어 금융
시장별 금리의 가격기능이 꾸준히 높아짐으로써 가격조정을 전제로 하는 금융시장 행태분석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16) 모형의 추정에 이용된 자료에 대해서는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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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시장은 기업어음이나 대출시장에 비해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데다가 유통수익률이
시장수급 뿐만 아니라 콜금리, LIBOR 등 외생적 변동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어 여타 시
장금리수준 결정에 있어서 기준(benchmark)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시장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낮고 수급조정도 경직적인 양상을 보이
고 있는데 이는 자금수급의 조정에 있어서 慣性(inertia)이 큰 데다 실질적인 대출금리
자유화가 아직은 미흡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어음시장의 수급과 금리결
정식의 설명력이 낮은 것은 변칙거래 등 시장구조 문제, 시장간 불안정한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규모의 급격한 신장과 위축 등 시장외적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
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강지광․김규수 1997).
한편, 민간 및 기업의 예금행태식의 추정결과를 보면 GDP 및 시장금리의 유의성이
높아 전통적인 통화수요이론에 부합하고 있다. 비은행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은행자
산보다 금리에 더 민감한데 이는 규제완화와 고수익 신금융상품의 출현으로 경제주체들
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은행 1997).
그리고 통화정책 효과분석을 위해 내생화된 총수요(GDP)는 실질잔고, 실질금리, 해외수
요 등에 의해, GDP 디플레이터는 수요측 요인인 GDP갭과 공급측 요인인 명목임금 및
생산성 등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어, 이 모형의 체계가 금융과 실물간의 연계성 및 통
화정책의 파급경로 분석에도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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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政策模擬實驗
1. 모형의 安定性 및 豫測力
거시계량모형에 의한 정책효과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형의 動態的 安定
性과 예측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모형의 안정성과 예측력을 살펴보기 위해 가우스․자
이델(Gauss-Seidel) 방법에 의해 1990.Ⅰ～ 97. Ⅲ기간을 대상으로 동태적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추정오차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RMSE17)를 계산한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주요 변수가 5% 이내의 안정된 결과를 보여 이 모형의 전반적 안정성
과 예측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업어음시장 등 일부 변수의 RMSE% 오
차가 예외적으로 높은 것은 이들 변수들이 회사채시장 등 시장외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다 제한된 시장정보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급속한 제도변화 등 외생적 교란
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정태연 외 1996).
<표2>
변수명
개인의 은행예금
개인의 비은행예금
개인의 은행대출금
개인의 비은행대출금
기업의 은행예금
기업의 비은행예금
기업의 은행대출금
기업의 비은행대출금
기업의 보험대출금
기업의 회사채발행
기업의 CP발행
금융기관 은행대출
금융기관 비은행대출

주요 내생변수의 RMSE%오차
(1990.Ⅰ～97.Ⅲ)
RMSE%
변수명
2.16
금융기관의 보험대출
1.88
금융기관의 회사채인수
1.91
금융기관의 CP인수
3.55
은행대출금리
4.25
비은행대출금리
3.16
보험대출금리
1.55
회사채수익률
1.96
CP금리
2.90
M2
3.09
M3
12.69
GDP 디플레이터
2.52
GDP
1.47

RMSE%
2.28
3.72
19.36
2.58
1.65
1.32
2.98
8.03
2.22
1.02
1.34
0.80

17) RMSE(自乘平方根%誤差 : root mean squared percent error)는 모형의 추정오차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
a 2
n
RMSE% = 100× n1 t∑= 1 y ty-a y t
t
yp = 예측치 ya = 실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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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형의 정책모의실험 결과
이 모형에 의거 콜금리 변동을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비롯해서 국제금리
(LIBOR), 환율, 주가 등 시장외적 충격에 대응한 금융시장의 가상적 수급조정과 금리
등의 반응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1990.Ⅰ～ 97. Ⅲ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동태적 정책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정책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외생적 충격에 대한 내생변수
들의 반응과 조정이 비교적 단기에 이루어진다는 금융시장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반응정도도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

가. 콜금리가 매분기 실제치보다 10% 높았을 경우
콜금리가 상승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 대출 및 예금 감소, 회사채 및 CP 시장 위축,
GDP 감소, 물가하락 등 경제전반에 걸쳐 긴축과 안정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
다.
금리중 회사채수익률과 CP금리가 4% 이상 오르고 은행대출금리도 2.05% 오르는 반면
비은행대출 및 보험대출금리의 상승효과는 0.3%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콜금리는 채
권수익률 및 은행대출금리와 좀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변동을 보면 개인의 은행대출 감소 정도가 비교적 큰 반면 예금의 경우 기업의 비은
행예금 감소가 현저한데, 이는 개인의 포트폴리오가 기업보다 금리변동에 민감함을 시사
하는 것이다. 채권시장의 경우 시중 자금사정에 민감한 기업어음 수요(인수)가 -15% 대의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회사채시장의 수급규모도 1% 이상 감소하였다.
한편 콜금리가 10% 상승할 경우 GDP는 0.41% 감소하고, 디플레이터도 0.8% 정도 하
락함으로써 콜금리가 경제안정화 및 물가안정을 위한 유용한 통화정책수단이 되고 있음
을 보이고 있다.

나. LIBOR가 실제치보다 10% 높았을 경우
LIBOR의 상승은 콜금리의 영향보다는 약하지만 국내금리 상승,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의 위축을 초래하는 등 전반적인 파급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회사채수익률(3.79% 상승)이 가장 크고 CP금리 및 은행대
출금리에 대한 영향은 각각 0.87%, 1.02% 정도인 반면 여타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한 편이다. 대출의 경우 콜금리 상승시와 마찬가지로 개인대출이 기업대출보다 크게 감
소하는 한편 예금은 비은행예금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수요(인수)는 줄어들고 회사채발행은 소폭 증가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이 어
려워짐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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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콜금리가 매분기 실제치보다 10% 높았을 경우
분기 1차분기
변수명
은행대출금리 2.07
개인의 은행대출 -1.39
기업의 은행대출 -1.07
비은행 대출금리 0.27
개인의 비은행대출 -1.51
기업의 비은행대출 -0.98
보험대출금리 0.35
기업의 보험대출 -1.38
개인의 은행예금 -1.93
기업의 은행예금 -1.71
개인의 비은행예금 -2.31
기업의 비은행예금 -4.37
회사채수익률 4.21
회사채 발행 -1.24
회사채 인수 -0.92
CP금리
4.29
CP 발행
-2.87
CP 인수
-15.78
GDP
-0.44
GDP 디플레이터 -0.77

<표4>

2차분기
2.06
-1.40
-1.08
0.19
-1.41
-0.97
0.34
-1.36
-1.95
-1.73
-2.40
-4.46
4.23
-1.26
-0.94
4.26
-2.90
-15.83
-0.42
-0.79

3차분기
2.04
-1.40
-1.09
0.09
-1.28
-0.94
0.33
-1.34
-1.94
-1.73
-2.48
-4.54
4.24
-1.27
-0.95
4.25
-2.91
-15.87
-0.40
-0.80

(%)
4차분기 평 균
2.04
2.05
-1.40 -1.40
-1.09 -1.08
0.10
0.16
-1.24 -1.36
-0.91 -0.95
0.33
0.34
-1.30 -1.35
-1.94 -1.94
-1.72 -1.72
-2.55 -2.44
-4.61 -4.50
4.24
4.23
-1.29 -1.27
-0.95 -0.94
4.23
4.26
-2.90 -2.90
-15.92 -15.85
-0.39 -0.41
-0.81 -0.79

LIBOR가 실제치보다 10% 높았을 경우
분기
변수명
은행대출금리
개인의 은행대출
기업의 은행대출
비은행 대출금리
개인의 비은행대출
기업의 비은행대출
보험대출금리
기업의 보험대출
개인의 은행예금
기업의 은행예금
개인의 비은행예금
기업의 비은행예금
회사채수익률
회사채 발행
회사채 인수
CP금리
CP 발행
CP 인수
GDP
GDP 디플레이터

1차분기
1.05
-0.95
-0.55
0.15
-1.24
-0.65
0.07
-0.40
-1.65
-1.43
-1.81
-3.64
3.75
1.99
-0.03
0.88
-0.17
-5.73
-0.37
-0.62

2차분기
1.04
-0.97
-0.56
0.09
-1.17
-0.65
0.06
-0.40
-1.67
-1.46
-1.90
-3.75
3.78
1.99
-0.05
0.87
-0.20
-5.80
-0.37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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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분기
1.00
-0.97
-0.57
0.02
-1.07
-0.63
0.05
-0.38
-1.68
-1.47
-1.99
-3.85
3.81
1.98
-0.06
0.87
-0.23
-5.87
-0.35
-0.66

4차분기
1.00
-0.97
-0.57
0.03
-1.04
-0.61
0.05
-0.36
-1.68
-1.47
-2.06
-3.93
3.82
1.98
-0.07
0.87
-0.24
-5.93
-0.34
-0.67

( % )
평균
1.02
-0.97
-0.56
0.07
-1.13
-0.64
0.06
-0.39
-1.67
-1.46
-1.94
-3.79
3.79
1.99
-0.05
0.87
-0.21
-5.83
-0.36
-0.65

한편 GDP는 0.36% 감소하고, GDP디플레이터도 0.65% 하락하여 국내경제변동이 국
제금리와도 일정한 관련성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다. 환율이 실제치보다 10% 높았을 경우
이 모형에서 환율변동은 일차적으로 성장과 물가변동을 초래하고, 이에 수반하여 예
금, 대출, 금리 등이 변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미달러 환율상승(평가절하)은 예상대로
물가상승, 통화 및 신용공급 증가, 소폭의 금리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성장은 미미한 반면 GDP 디플레이터 상승은 1.71%에 달하여 환율상승은 수입물
가 상승을 통해 직접적으로 국내물가 상승을 초래함을 시사하고 있다. 물가상승 등에
따른 통화량의 증대(accomodation)로 금융기관의 대출 및 채권인수 여력이 늘어남으로
써 은행 및 비은행 대출금리는 각각 0.52%, 0.33%, 회사채수익률은 0.54% 하락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환율변동에 따른 기대환율 변동과 이에 수반된 국내금리의 변동은 그
간의 자본자유화로 환율과 국내금리간의 관련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아
직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주가가 실제치보다 10% 높았을 경우
주가변동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주식시장과 밀접한 대체관계에 있는 회사채시장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장, 물가, 및 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대출은 소폭 늘어나는 반면 회사채시장에서의 채권발행 및 인수는 각각 1.87%,
1.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늘리며 금융기관은
주식으로 운용하는 자금을 확대함을 시사하고 있다. 금리는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
금조달이 용이해짐에 따라 회사채발행 및 은행대출 수요가 완화됨으로써 회사채수익률,
은행대출금리 등이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DP성장 및 디플레이터 상승은 0.03% 내외에 불과하여 주가변동이 단기적으로
실물이나 물가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 어음부도율이 실제치보다 10% 높았을 경우
어음부도율의 상승이 금리, 예금, 대출 등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
으나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어음부도율이 상승하면
시중자금사정의 악화를 반영하여 금리가 소폭 상승함과 아울러 예금 및 대출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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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환율이 실제치보다 10% 높았을 경우
분기
변수명
은행대출금리
개인의 은행대출
기업의 은행대출
비은행 대출금리
개인의 비은행대출
기업의 비은행대출
보험대출금리
기업의 보험대출
개인의 은행예금
기업의 은행예금
개인의 비은행예금
기업의 비은행예금
회사채수익률
회사채 발행
회사채 인수
CP금리
CP 발행
CP 인수
GDP
GDP 디플레이터

<표6>

(%)
1차분기 2차분기 3차분기 4차분기 평 균
-0.60 -0.55 -0.47 -0.45 -0.52
0.33
0.32 0.31 0.30
0.32
0.67
0.66 0.65 0.64
0.66
-0.31 -0.32 -0.33 -0.33 -0.33
0.45
0.45 0.45 0.45
0.45
1.53
1.55 1.58 1.60
1.57
-0.04 -0.03 -0.03 -0.03 -0.03
0.15
0.15 0.15 0.15
0.15
1.11
1.12 1.13 1.14
1.13
1.60
1.62 1.63 1.64
1.62
2.65
2.73 2.81 2.89
2.77
4.37
4.45 4.51 4.57
4.48
-0.53 -0.54 -0.55 -0.55 -0.54
0.11
0.12 0.12 0.13
0.12
1.36
1.37 1.38 1.38
1.37
-0.37 -0.35 -0.34 -0.33 -0.35
-0.64 -0.57 -0.48 -0.41 -0.53
0.41
0.46 0.50 0.54
0.48
0.07
0.06 0.06 0.06
0.06
1.69
1.70 1.72 1.73
1.71

주가가 실제치보다 10% 높았을 경우
분기
변수명
은행대출금리
개인의 은행대출
기업의 은행대출
비은행 대출금리
개인의 비은행대출
기업의 비은행대출
보험대출금리
기업의 보험대출
개인의 은행예금
기업의 은행예금
개인의 비은행예금
기업의 비은행예금
회사채수익률
회사채 발행
회사채 인수
CP금리
CP 발행
CP 인수
GDP
GDP 디플레이터

(%)
1차분기 2차분기 3차분기 4차분기 평 균
-0.06 -0.07 -0.07 -0.07 -0.07
0.04
0.05 0.06 0.06
0.05
-0.01 -0.00 0.00 0.01
0.00
-0.01 -0.00 0.00 0.00
0.00
0.10
0.10 0.09 0.09
0.10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1 -0.01 -0.02
0.01
0.02 0.02 0.02
0.02
0.12
0.13 0.14 0.15
0.14
0.09
0.10 0.11 0.11
0.10
0.05
0.06 0.08 0.09
0.07
0.22
0.24 0.27 0.30
0.26
-0.37 -0.39 -0.40 -0.41 -0.39
-1.86 -1.86 -1.87 -1.87 -1.87
-1.50 -1.50 -1.50 -1.49 -1.50
-0.07 -0.08 -0.08 -0.08 -0.08
0.05
0.06 0.06 0.06
0.06
0.59
0.62 0.64 0.66
0.63
0.03
0.03 0.03 0.03
0.03
0.02
0.03 0.03 0.04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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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장둔화 및 물가하락 등이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중 CP금리(0.45% 상승)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기업어음 발행이
1.75% 증가하는 것은 기업이 자금사정 악화에 대비하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어
음 발행을 늘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7>

어음부도율이 실제치보다 10% 높았을 경우

(%)
분기 1차분기 2차분기 3차분기 4차분기 평 균
변수명
은행대출금리 0.02
0.02 0.02 0.02
0.02
개인의 은행대출 -0.02 -0.02 -0.02 -0.02 -0.02
기업의 은행대출 -0.01 -0.01 -0.01 -0.01 -0.01
비은행 대출금리 0.00
0.00 -0.00 0.00
0.00
개인의 비은행대출 -0.03 -0.03 -0.03 -0.03 -0.03
기업의 비은행대출 -0.01 -0.01 -0.01 -0.01 -0.01
보험대출금리 0.04
0.04 0.04 0.04
0.04
기업의 보험대출 -0.13 -0.13 -0.13 -0.13 -0.13
개인의 은행예금 -0.04 -0.04 -0.04 -0.04 -0.04
기업의 은행예금 -0.03 -0.03 -0.04 -0.04 -0.04
개인의 비은행예금 -0.04 -0.04 -0.04 -0.05 -0.04
기업의 비은행예금 -0.08 -0.09 -0.09 -0.09 -0.09
회사채수익률 0.09
0.09 0.09 0.09
0.09
회사채 발행 -0.02 -0.02 -0.03 -0.03 -0.03
회사채 인수 -0.11 -0.11 -0.11 -0.11 -0.11
CP금리
0.45
0.45 0.45 0.44
0.45
CP 발행
1.75
1.75 1.75 1.75
1.75
CP 인수
-0.02 -0.02 -0.03 -0.03 -0.03
GDP
-0.01 -0.01 -0.01 -0.01 -0.01
GDP 디플레이터 -0.01 -0.02 -0.02 -0.02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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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要約 및 結論
이 논문에서는 資産選擇理論을 근간으로 하는 자금순환 금융모형을 원용하여 금융시
장 행태와 정책효과분석을 주목적으로 하는 금융모형을 설계․추정하고, 이에 의거 콜
금리, 환율, LIBOR 등 외생변수 변동을 상정하는 政策模擬實驗을 실시하였다. 개별 행
태방정식의 추정과 정책모의실험에서 얻은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경제주체별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금융자산 수익률(금리)이 보유자산구성
(포트폴리오) 조정을 주도하는 한편 GDP, 물가 등 실물변수와 콜금리 등 외생변수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사채시장을 중심으로 모형내 금
융시장들이 각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매개로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융자산
의 수급조정과 금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출시장과 CP시장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낮고 수급조정에 있어서 다소 경직적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셋째, 콜금리, 환
율, 주가 변동 등 외생적 충격에 따른 금융시장의 수급조정과 금리반응이 단기에 완료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금융시장이 伸縮性과 效率性을 가지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으며
주요 내생변수들의 반응 정도도 대부분 기대에 부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행태분석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금리를 중
심으로 하는 시장적 접근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몇가지
示唆點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단기 금융시장간 및 금리간에 連繫性이 높은 데다 콜금리를 통한 통화정책
의 파급효과도 분명하여 통화정책의 運用目標로서 콜금리의 유용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金利經路를 통한 통화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금융시장의
수급구조 개선과 실질적인 금리자유화를 통해 좀더 효율적인 수급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환율상승은 성장보다는 물가상승 효과가 큰 데다 이러한
물가상승을 통화공급이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물가안정이 저해되는 파급경로가 뚜렷
한데 이는 환율운용에 있어서 수출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인 평가절하 등 과도
한 시장개입보다는 외환시장 수급사정에 맞추어 환율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
직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각 금융시장에서 경제주체별 자금조달과 운용이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중심으로 서로 긴밀히 연동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국채시장이 활성화될 때
까지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콜금리와 함께 통화정책의 中心指標 역할을 담당케 하는 방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개선방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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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식시장을 모형에 포함시키는 한편 외환시장과도 직접적인 경로를 도입하여
금융-자본-외환시장간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개방경제하의 통화정책 효과분석을 중시
하는 것이다. 둘째, 금리자유화가 더 진전되어 금융자산별로 이용 가능한 시장수익률이
확보되는대로 통화경로와 신용경로 등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구체화하는 한편 자금조달
과 운용간의 항등관계, 금융자산간 상호 대칭성 조건 등을 모형에 반영시켜 자산선택이
론에 충실한 금융시장 행태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주체별 자금조
달과 운용행태를 세분화하거나 내생화함으로써(예 : 개인부문의 채권 및 주식수요 등을
내생화) 다양한 보유자산구성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자금순환
금융모형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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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模型의 動態的 適合性 結果圖
1. 은행대출 수요

2. 은행대출 공급

3. 비은행대출 수요

4. 비은행대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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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실제치 …… 예측치

5. 보험대출 수요

6. 보험대출 공급

7. 회사채 인수

8. 회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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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업어음 인수

10. 기업어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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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은행예금

12. 비은행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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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은행대출금리

14. 비은행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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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사채유통수익률

16. 보험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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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내총생산(GDP)

18. GDP 디플레이터

- 34 -

- 35 -

< 부록 2 >

金融模型의 방정식체계1)2)

1. 개인부문
1-1. 개인의 은행예금
ln(m2pax) = -3.880618 + 0.688580ln(gdpx) + 0.218508ln(pgdpx) - 0.080325ln(rcbx)
(-2.86) (2.84)
(1.69)
(-2.04)
+ 0.597860ln(m2pax)-1
(4.82)
R Sq 0.9983

Adj R Sq 0.9981

DurbinWatson 2.743

1-2. 개인의 비은행예금
ln(ofidpax) = -1.555289 + 0.050808ln(rnbdx-rtdx) + 0.168838ln(gdpx)
(-0.93) (2.07)
(0.88)
+ 0.187978ln(pgdpx) - 0.024479ln(rcbx)
(0.73)
(-0.87)
+ 0.900896ln(ofidpax)-1
(8.96)
R Sq 0.9995

Adj R Sq 0.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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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bin Watson 1.799

1-3. 개인의 금융자산 총계
sumpax = m2pax + ofidpax + cppa + gppa + fipa + cbpa + ivpa + othpa
――――――――――――
주 : 1) ( )내는 t값
2) x로 끝나는 변수명은 계절조정된 변수를 의미함.

1-4. 개인의 은행대출금

ln(lbplx) = -2.184306 + 0.388804ln(gdpx) - 0.060758ln(rloanx) + 0.028143ln(lndpx)
(-2.28) (2.70)
(-1.17)
(1.18)
+ 0.802376ln(lbplx)-1
(11.45)
R Sq 0.9992

Adj R Sq 0.9991

Durbin Watson 2.167

1-5. 개인의 비은행대출금
ln(ofilplx) = -22.601957 - 0.795746ln(rnblx) + 0.410408ln(lndpx) + 3.011325ln(gdpx)
(-11.85) (-2.35)
(4.93)
(20.68)
- 0.096553dofilplx
(-2.31)
R Sq 0.9950

Adj R Sq 0.9944

1-6. 개인의 금융부채 총계
sumplx = lbplx + ofilplx + linspl + othpl
2. 기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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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bin Watson 0.831

2-1. 기업의 은행예금
ln(m2cax) = -5.150984 + 0.742676ln(gdpx) + 0.408812ln(pgdpx) - 0.742676ln(rcbx)
(-3.40)
(3.30)
(1.60)
(-0.95)
+ 0.530619ln(m2cax)-1
(4.43)
R Sq 0.9959
Adj R Sq 0.9954
Durbin Watson 2.422
2-2. 기업의 비은행예금
ln(ofidcax) = -1.277026 + 0.566183ln(pgdpx) + 0.126667movavg(2, ln(gdpx))
(-0.64) (2.22)
(0.50)
- 0.146797ln(rcbx) + 0.773251ln(ofidcax)-1
(-3.16)
(7.56)
R Sq 0.9980

Adj R Sq 0.9977

Durbin Watson 2.061

2-3. 기업의 금융자산 총계
sumcax = m2cax + ofidcax + cpcax + othca
2-4. 기업의 은행대출금
ln(lbclx) = -2.308655 - 0.079445ln(rloanx) + 0.036086ln(rcbx) + 0.389324ln(gdpx)
(-2.66) (-1.25)
(1.59)
(2.76)
+ 0.035926ln(pgdpx) + 0.823683ln(lbclx)-1
(0.36)
(11.03)
R Sq 0.9992

Adj R Sq 0.9991

2-5. 기업의 비은행대출금
- 38 -

Durbin Watson 2.450

ln(ofilclx) = -0.160545 - 0.241483movavg(2, ln(rnblx)) + 0.203359movavg(3, ln(ifixx))
(-0.33) (-1.57)
(2.21)
+ 0.096462ln(pgdpx) + 0.856686ln(ofilclx)-1
(0.41)
(15.48)
R Sq 0.9986
Adj R Sq 0.9984
2-6. 기업의 보험대출금

Durbin Watson 2.366

ln(linsclx) = -5.353145 - 0.753063ln(rilx) + 0.073886ln(rcbx)
(-2.58) (-1.95)
(1.30)
+ 0.871737movavg(3, ln(gdpx)) + 0.755771ln(linsclx)-1
(2.54)
(8.04)
R Sq 0.9955

Adj R Sq 0.9950

Durbin Watson 2.190

2-7. 기업의 회사채 발행
ln(cbclx) = -1.656313 - 0.038478ln(rcbx/liborx) - 0.024766ln(spix)
(-3.94) (-1.44)
(-1.03)
+ 0.316640ln(ifixx) + 0.885636ln(cbclx)-1
(4.27)
(29.10)
R Sq 0.9989

Adj R Sq 0.9988

Durbin Watson 2.027

2-8. 기업의 CP 발행
ln(cpclx) = -6.181857 - 0.393954ln(rcpx) + 0.545462ln(rloanx) + 0.823804ln(gdpx)
(-0.91) (-1.31)
(0.90)
(1.15)
+ 0.070631movavg(2, ln(dishx)) + 0.708199ln(cpclx)-1 + 0.100213dcpcl
(0.77)
(4.58)
(1.00)
- 39 -

R Sq 0.9722

Adj R Sq 0.9668

Durbin Watson 1.832

2-9. 기업의 금융부채 총계
sumclx = lbclx + ofilclx + linsclx + cbclx + cpclx + tradclx
3. 금융부문
3-1. 금융기관의 보유현금
ln(ccfax) = -2.835553 + 0.568309ln(callbx) + 0.445915ln(gdpx*pgdpx)
(-1.00) (1.68)
(2.09)
- 0.427779ln(rcbx) + 0.369741ln(ccfax)-1
(-1.08)
(2.15)
R Sq 0.8389

Adj R Sq 0.8194

Durbin Watson 1.978

3-2. 금융기관의 M2수요
m2fax = ccfax + othm2fa
3-3. 금융기관의 은행대출
ln(lbfax) = 0.267637 + 0.039515ln(rloanx) + 0.519502ln(pgdpx) + 0.310489ln(dtflx)
(1.85) (0.80)
(3.27)
(3.73)
- 0.036773ln(m2fax) + 0.488653ln(lbfax)-1
(-2.44)
(3.95)
R Sq 0.9993

Adj R-Sq 0.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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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bin Watson 1.916

3-4. 금융기관의 비은행대출
ln(ofilfax) = -0.103371 + 0.099608ln(rnblx) + 0.299579ln(pgdpx)
(-0.32) (1.29)
(2.00)
+ 0.310417ln(ofidflx) + 0.553241ln(ofilfax)-1
(4.03)
(5.81)
R Sq 0.9995
Adj R Sq 0.9995
Durbin Watson 2.055
3-5. 금융기관의 보험대출
ln(linsfax) = 0.098522 + 0.080769ln(rilx) + 0.206098ln(lifpflx) + 0.754158ln(linsfax)-1
(0.56)
(0.76)
(2.31)
(8.52)
R Sq 0.9984

Adj R Sq 0.9983

Durbin Watson 1.929

3-6. 금융기관의 회사채 인수
ln(cbfax) = -1.953754 + 0.131070ln(rcbx) - 0.109672ln(rcpx) + 0.251461ln(pgdpx)
(-2.76) (3.13)
(-2.15)
(0.89)
+ 0.473614ln(ofidflx+ddflx+dtflx) - 0.067199ln(spix)
(3.87)
(-2.04)
+ 0.564090ln(cbfax)-1
(4.04)
R Sq 0.9993

Adj R Sq 0.9991

Durbin Watson 1.474

3-7. 금융기관의 CP 인수
ln(cpfax) = 0.828765 + 0.993054ln(rcpx) - 1.198595movavg(3, ln(rcbx))
(0.30)
(1.90)
(-2.09)
+ 0.673172ln(trdfc) - 0.036903movavg(2, ln(dishx))
(1.85)
(-0.19)
- 41 -

- 0.979825ln(callbx)+ 0.413037ln(cpfax)-1
(-2.02)
(2.19)
- 0.041422dcpfa1 + 0.204586dcpfa2
(-0.48)
(1.53)
R Sq 0.9837

Adj R Sq 0.9791

Durbin Watson 1.397

4. 금리결정식
4-1. 은행대출금리
ln(rloanx) = 0.547930 - 0.023041ln(lbfax-lbplx-lbclx) + 0.038846ln(callbx)
(0.66)
(-1.73)
(1.55)
+ 0.056062ln(eerx) + 0.668353ln(rloanx)-1 - 0.017108drloan1
(0.50)
(6.93)
(-1.24)
- 0.028883drloan2 + 0.064183drloan3
(-2.83)
(3.12)
R Sq 0.8198

Adj R Sq 0.7778

Durbin Watson 2.394

4-2. 비은행대출금리
ln(rnblx) = 1.285944 - 0.017643ln(ofilfax-ofilclx-ofilplx) + 0.072063ln(rcbx)
(6.23)
(-2.23)
(4.71)
+ 0.145112ln(rloanx) + 0.407749ln(rnblx)-1 - 0.039944drnbl
(2.82)
(5.37)
(-5.93)
R Sq 0.9374

Adj R Sq 0.9277

4-3. 보험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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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bin Watson 1.741

ln(rilx) = 0.195968 + 0.060246ln(linsclx/linsfax) + 0.026147movavg(2, ln(rcpx))
(1.92) (2.78)
(1.55)
+ 0.918973ln(rilx)-1 - 0.010623dril1 + 0.003697dril2
(25.87)
(-2.34)
(0.94)
R Sq 0.9867

Adj R Sq 0.9846

Durbin Watson 2.037

4-4. 회사채 유통수익률
ln(rcbx) = 1.038015 + 0.855276ln(cbclx/cbfax) - 0.064697ln(m3x)
(0.78) (2.44)
(-2.31)
+ 0.369886ln(callbx) + 0.002878(ln(pgdpx)-ln(pgdpx)-4)*100
(4.82)
(0.64)
+ 0.091733ln(eerx) + 0.126052movavg(2, ln(liborx)) + 0.196020ln(rcbx)-1
(0.41)
(2.32)
(1.83)
- 0.089689drcb1 + 0.065115drcb2
(-3.99)
(3.29)
R Sq 0.9740

Adj R Sq 0.9646

Durbin Watson 2.015

4-5. CP금리
ln(rcpx) = 0.705188 + 0.045206ln(cpclx-cpfax) + 0.110719ln(callbx)
(2.67)
(1.36)
(1.87)
- 0.028709movavg(2, ln(m3x)) + 0.590676ln(rcpx)-1
(-0.81)
(7.05)
+ 0.127816drcp1 + 0.097339drcp2 + 0.136498drcp3
(4.48)
(3.91)
(3.22)
R Sq 0.8600

Adj R Sq 0.8262

5. 기타
5-1.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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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bin Watson 1.566

ln(gdpx) = 2.866322 + 0.063621movavg(2, ln(m3x/pgdpx))-1 + 0.063559(ln(erx)-1-ln(erx)-2)
(3.16) (1.34)
(0.52)
- 0.009073movavg{2, ln(rcbx-(ln(pgdpx)-ln(pgdpx)-4)*100)}-1
(-1.06)
+ 0.240373ln(wimptx/wpmcx) + 0.643202ln(gdpx)-1
(2.95)
(5.33)
R Sq 0.9980
5-2. GDP 디플레이터

Adj R Sq 0.9977

Durbin Watson 2.397

ln(pgdpx) = -0.778859 + 0.002731((gdpx-gdpp)/gdpp)*100
(-1.68) (2.29)
+ 0.021906movavg(2, ln(erx)) - 0.129657ln(prd)
(0.46)
(-2.49)
+ 0.133429movavg(2, ln(wagex)) + 0.873614ln(pgdpx)-1
(2.62)
(10.13)
R Sq 0.9977

Adj R-Sq 0.9973

Durbin Watson 1.775

5-3. 기대환율
ln(eerx) = 1.212464 + 0.817408ln(erx)
(5.16)
(23.12)
R Sq 0.9352

Adj R Sq 0.9335

5-4. M2
m2x = m2pax + m2cax + m2otha
5-5.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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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bin Watson 0.594

m3x = m2x + ofidpax + ofidcax + m3otha

< 부록 3 >

變數一覽表

1. 內生變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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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CBCL
CBFA
CCFA
CPCL
CPFA
EER
GDP
LBCL
LBFA
LBPL
LINSCL
LINSFA
M2
M3
M2CA
M2FA
M2PA
OFIDCA
OFIDPA
OFILCL
OFILFA
OFILPL
PGDP
RCB
RCP
RIL
RLOAN
RNBL
SUMCA
SUMCL
SUMPA
SUMPL

변 수 명
기업의 회사채발행(부채)
금융기관의 회사채인수(자산)
금융기관의 보유현금(자산)
기업의 기업어음발행(부채)
금융기관의 기업어음인수(자산)
기대환율
GDP
기업의 은행대출금(부채)
금융기관의 은행대출(자산)
개인의 은행대출금(부채)
기업의 보험대출금(부채)
금융기관의 보험대출(자산)
총통화(M2)
총유동성(M3)
기업의 은행예금(자산)
금융기관의 M2(부채)
개인의 은행예금(자산)
기업의 비은행예금(자산)
개인의 비은행예금(자산)
기업의 비은행대출금(부채)
금융기관의 비은행대출(자산)
개인의 비은행대출금(부채)
GDP 디플레이터
회사채 유통수익률
CP할인금리
보험대출금리
은행대출금리
비은행대출금리
기업의 금융자산 총계
기업의 금융부채 총계
개인의 금융자산 총계
개인의 금융부채 총계

2. 外生變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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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원/달러, 기말
10억원, 90년 불변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990=100
%
%
%
%
%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변
수
CALLB
CBPA
CPCA
CPPA
DCPCL
DCPFA1
DCPFA2
DDFL
DISH
DOFILPL
DRCB1
DRCB2
DRCP1
DRCP2
DRCP3
DRIL1
DRIL2
DRLOAN1
DRLOAN2
DRLOAN3
DRNBL
DTFL
ER
FIPA
GDPP
GPPA
IFIX
IVPA
LIBOR
LIFPFL
LINSPL
LNDP
M2OTHA
M3OTHA
OFIDFL

변 수 명
콜금리(은행간)
개인보유 회사채
기업보유 CP
개인보유 CP
CPCL을 위한 더미변수
SSCPFA를 위한 더미변수
SSCPFA를 위한 더미변수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부채)
어음부도율
OFILPL을 위한 더미변수
RCB를 위한 더미변수
RCB를 위한 더미변수
RCP를 위한 더미변수
RCP를 위한 더미변수
RCP를 위한 더미변수
RIL을 위한 더미변수
RIL을 위한 더미변수
RLOAN을 위한 더미변수
RLOAN을 위한 더미변수
RLOAN을 위한 더미변수
RNBL을 위한 더미변수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부채)
대미달러 환율
개인보유 장기금융채
잠재 GDP
개인보유 장기국공채
유형고정자본형성
개인보유 투자수익증권
런던 은행간 금리(3개월물)
금융기관의 생명보험 및 연금(부채)
개인의 보험대출금
지가지수
기타부문의 M2수요(자산)
기타부문의 M3수요(자산)
금융기관의 비은행예금(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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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96.Ⅱ～97.Ⅲ=1,다른기간=0
92.Ⅱ～93.Ⅳ=1,다른기간=0
96.Ⅲ～97.Ⅲ=1,다른기간=0
10억원, 말잔
%
95.Ⅱ～97.Ⅲ=1,다른기간=0
92.Ⅳ～93.Ⅱ=1,다른기간=0
94.Ⅳ～95.Ⅲ=1,다른기간=0
91.Ⅲ～92.Ⅰ=1,다른기간=0
94.Ⅱ～94.Ⅳ=1,다른기간=0
93.Ⅱ=1, 다른기간=0
91.Ⅱ～93.Ⅰ=1,다른기간=0
94.Ⅲ～96.Ⅲ=1,다른기간=0
89.Ⅲ～91.Ⅱ=1,다른기간=0
92.Ⅳ～94.Ⅱ=1,다른기간=0
95.Ⅱ=1,다른기간=0
93.Ⅰ～93.Ⅲ=1,다른기간=0
10억원, 말잔
원/달러, 기말
10억원, 말잔
10억원, 90년 불변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 기간평균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974. Ⅲ = 100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변
수
OFIDPA
OTHCA
OTHM2FA
OTHPA
OTHPL
PRD
RNBD
RTD
SPI
SUMPA
SUMPL
TRADCL
TRDFC
WAGE
WIMPT
WPMC

변 수 명
개인의 비은행예금
기업의 기타금융자산
금융기관의 현금이외의 기타M2(부채)
개인의 기타금융자산
개인의 기타금융부채
노동생산성지수(부가가치기준)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
은행 정기예금금리
종합주가지수
개인금융자산 총계
개인금융부채 총계
상거래신용(부채)
은행신탁 및 종금사 예치금
비농림어업 임금
세계수입
세계수입단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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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995=100
%
%
1980. 1. 4=100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10억원, 말잔
원
10억달러
달러화기준, 199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