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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은행 대출자산의 변동성 분석, 은행의 대출태도와 대출공급 간 관계에 대한
VAR 모형 분석을 실시하고 통화지표가 경기,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소
득방정식과 물가방정식의 추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우선 통화공급의 외생성·내생성 여부를 점검해본 결과, 통화정책체계가 통화
량 중시에서 금리 중시로 변경되면서 통화공급의 외생성이 약화되거나 내생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 중시 기간에는 ‘본원통화 증가 → 은행대출 증가’
또는 ‘통화량(M2) 증가 → 은행대출 증가’라는 인과관계를 보였으나 금리 중시 기
간에는 ‘은행대출 증가 → 통화량(M2) 증가’의 인과관계를 보였다. 또한 금리 중시
기간에는 은행 대출자산의 변동성이 통화량 중시 기간에 비해 커지고 은행의 대출
태도가 대출공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내생적 통화공급 가능
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통화지표의 유용성은 금리 중시 기간에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
중시 기간에는 통화증가율의 실질GDP증가율에 대한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으
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금리 중시 기간에는 통화증
가율의 실질GDP증가율 및 물가상승률에 대한 설명력이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본고는 통화정책이 금리 중시 통화체계로 전환된 이후 그간 연구가 적었던 통화
공급의 메커니즘에 대해 금융기관의 통화창출이론 등을 바탕으로 통화공급의 내
생성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통화공급의 내생성과 통
화지표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를 분석하는 데 있어 통화공급의 내생성을 감안한 분석 모형 등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
할 경우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고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환석 조사국장, 김태경 자본시장부장, 김정훈 금융시장연구팀장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중
간세미나에서 유익한 논평을 주신 통화정책국 최석기 차장, 조사국 박경훈 과장, 금융안정국 이용민 과장에게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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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 배경

본다. 그리고 통화정책체계를 변경한 전후로 통화공
급 메커니즘이 변하였는지를 점검해 보고, 통화지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에서 양적완
화 등 유동성 공급확대 정책이 적극 수행되면서 은행

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를 살펴본다.

들의 초과지급준비금이 크게 증가하여 통화공급 메커

본고의 구성으로 Ⅱ장에서는 통화공급과 관련된 이

니즘(외생성·내생성 여부)과 통화지표의 정보변수로

론과 금융기관의 통화창출이론의 메커니즘에 대해 살

서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1) McLeay

펴본다. Ⅲ장에서는 통화공급 및 통화지표의 유용성

et al.(2014)는 통화공급 메커니즘에 대해 은행은

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실증분석 방향을 설정

예금자의 저축을 대출해주는 단순한 중개기관의 역

한다. Ⅳ장에서는 통화공급 메커니즘이 통화정책체계

할을 한다는 것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통제하기 위

변화 전후로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분석하고, 이러한

해 대출과 예금의 총량을 결정한다는 두 가지 오해

변화가 통화지표의 유용성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

(misconception)가 그동안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지를 점검한다. Ⅴ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간략히

고 말하면서 현대 경제에서 대부분의 통화가 은행의

요약하고 시사점을 살펴본다.

예금(deposit) 형태로 창출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통화공급 메커니즘으로 은행의 대출을 통한 통화창출
경로가 보다 현실에 부합하다고 주장하였다.2)

Ⅱ. 통화공급 관련 이론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체계가 통화량 중시에서
금리 중시 통화체계로 전환3)된 후 통화공급 메커니즘

1. 외생적·내생적 통화공급이론

에 대한 분석보다 통화지표의 유용성이나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에는 통화공급의 기본적인

나 통화공급 메커니즘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할 경우

모형으로 통화공급의 외생성의 견해에 기반하는 통화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이해하거나 통화지표의

승수이론을 설명하고 있으나,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유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현실적합성이 떨어질 가능

통화공급이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외생적인 것이라

성이 있다.4)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금리 중시 통화체

는 견해와 민간의 신용수요 등에 의해 결정되는 내생

계로 전환된 이후 그간 논의가 적었던 통화공급 메커

적인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통화공

니즘에 대해 최근 현실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

급이론은 통화공급의 외생성(exogeneity) 또는 내생

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통화창출이론을 중심으로 살펴

성(endogeneity)의 견해에 따라 크게 통화승수이론,

1)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최근 중앙은행들에서는 통화공급이론으로 그간 주류로 인정받던 통화승수이론보다 금융기관의 통화창출이론이 보다 현실에 부합한다는 보고서(예를 들어
McLeay et al.(2014), Deutsche Bundesbank(2017) 등)가 발간되고 있다.
2) Werner(2015)는 영란은행이 통화공급 이론과 관련하여 그동안 금융중개이론을 지지해왔으나 이 보고서를 계기로 은행대출을 통한 통화창출이론을 갑자기(suddenly) 인정하
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3) 통화정책 운용체계가 통화량목표제에서 물가안정목표제로 1998년 4월에 변경되었다.
4) 언론 등에서 2014년 하반기 이후 금융완화 상황에서도 M2통화승수(본원통화대비 M2 비율) 하락을 신용경색, 금융중개기능 약화로 해석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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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통화창출이론 등으로 구분된다. 외생적

<그림 1>

내생적 통화공급 메커니즘

통화공급이론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5) 공급량이 통화
량을 결정하고 통화량은 금리, 경제성장률 등 경제변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로 통화승수이론이 대표적
이다.6) 통화승수이론은 중앙은행이 우선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은행으로부터 통화승수7) 과정을 거쳐 통화
가 확대·창출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본
원통화 공급, 지급준비율 조정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내생적 통화공급이론은 금리, 실물경기 등 경제변
수에 따라 통화량이 결정된다는 견해이다.8) 내생적 통
화공급이론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결정하면
은행은 민간(개인, 기업 등)의 통화수요(대출 등)에 따

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결정하면 은행은 민간의 통화수요(대출)에 따라 수익성을 감안하여
일정 대출금리로 신용(loan*)을 공급
② 대출실행시 회계처리에 따라 은행대차대조표에 대출에 상응하는 예금(deposit*)이 생성
③ 신규 예금에 따른 은행의 지급준비금 수요 발생
④ 중앙은행은 은행의 지급준비금 수요(rsrv*)에 따라 통상 정책금리로 자금을 공급
자료: Fontana·Setterfield(2009)

라 수익성을 감안하여 일정 대출금리로 신용을 공급
하고,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회계처리에 따라 은행

2. 금융기관의 통화창출 과정

의 대차대조표에 대출에 상응하는 예금이 생성되면서
통화량이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의 지급준

통화공급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에 앞서 우선 금

비금 수요가 늘어나는데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수준에

융기관의 통화창출이론에 따른 통화창출 과정에 대해

서 은행의 수요에 맞추어 지급준비금을 충분히 공급하

자세히 살펴본다.

는 역할(quantity-taker)을 하게 된다.9) 내생적 통
화공급 견해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의 통화창출이론은

(통화의 창출11))

은행이 민간의 담보 또는 신용으로 대출을 발생시키면

현대 경제에서 대부분12)의 통화창출은 은행이 대

민간의 입금계좌에 자금이 예치10)됨으로써 통화가 창

출을 통해 은행예금(광의통화13))을 발생시키는 형태

출된다는 이론이다.

로 이루어진다. 은행은 민간에 대출을 실행할 때 회계

5)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통화성 채무인 화폐민간보유액과 금융기관 지급준비금의 합이다.
6) 채희율(2017)은 통화공급의 외생성으로 “본원통화 → 통화량 → 이자율”의 인과관계를 상정한다고 보고 있다.
7) 통화량(

)=통화승수( )×본원통화(
). 이때 통화승수(
)는 현금보유율( ), 필요지급준비율( ), 초과지급준비율( )의 함수이다. 민간은 현금보유율, 은행은
초과지급준비율 조절 등으로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통화승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중앙은행에 의해 통화량 관리가 가능하다.
8) 통화공급의

내생성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포스트 케인지안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Moore, 1983; Lavoie, 198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경제학자와 중앙은
행 이코노미스트들에게 은행이 통화창출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보다 현실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9) 채희율(2017)은 통화공급의 내생성으로 “이자율 → 은행신용 → 통화량 → 본원통화”의 인과관계를 상정한다고 보고 있다.
10) 회계처리의 결과로 통화가 창출된다는 관점에서 장부상 화폐(book money) 또는 일부 학자들은 대출 승인시 통화가 창출된다는 관점에서 “만년필 통화(fountain pen
money)”라고 칭한다.
11) McLeay et al.(2014)와 Deutsche Bundesbank(2017)의 자료에 주로 의존하였다.
12) 대출 이외에 은행의 민간으로부터 자산 매입, 민간의 포트폴리오 조정(예:2년이상 장기저축예금 → 요구불예금전환)등도 일부 통화 창출에 기여한다.
13) 광의통화(M2)는 협의통화(현금 및 결제성예금)에 예금취급기관의 정기예·적금 및 부금, 시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 금융채 등 만기 2년 미만 상품을 더한 것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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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 결과로 장부상 화폐(book money)를 은행의

은 정책금리 수준에서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은행의 지

대차대조표에 기록한다. 이 과정을 <그림 2>에서 보

급준비금 수요 등에 맞추어 통화를 공급하며, 따라서

면 대출 실행 후 은행의 경우 자산계정에 증가한 대출

지급준비금의 규모는 은행이 단지 예금에 필요한 지급

(▒)만큼 부채계정에 예금( ▒ )이 신규로 발생하게 된

준비금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결과로 정해지게 된다.

다. 이때 민간은 부채계정에 증가한 대출(▒)이 기재

한편, 은행이 대출을 통해 예금 형태로 통화를 창출

되고 자산계정에 예금( ▒ )을 기재하게 되면서 광의통

하나 민간이 대출 등을 통해 보유한 예금으로 대출을

화가 창출된다. 중앙은행의 경우 대출실행 직후에는

상환하거나 신용카드 청구대금 등을 결제하는 경우 민

본원통화의 변화가 없다.14)

간의 예금이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통화가 소멸하게 된

한편, 은행의 통화창출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간 예

다. 또한 은행이 민간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

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은행의 필요시에 중앙은행 등

매입대금이 민간의 예금으로 기재되면서 통화가 창출

으로부터 충분히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화창출

되나 은행이 민간에 국채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과정에 있어 직접적인 제약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는

예금 등을 흡수함에 따라 통화가 소멸된다. 은행이 장

금리 중시 통화체계 하에서의 지급준비금이 금리 중심

기채권 또는 주식 등을 발행할 경우에도 민간에서 이

의 통화정책 스탠스와 정책금리가 통화량에 미친 영향

를 예금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통화가 소멸된다.15)

에 따른 결과(result)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그림 2>

은행대출을 통한 통화의 창출
은행

민간

중앙은행

대출
실행 전

대출
실행 후

자료 : McLeay et al.(2014)

14) 향후 민간의 예금 증가에 따라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게 되나, 동 그림에서는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증가 없이 통화가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표시되지 않았다.
15) 이는 광의통화(M2)의 경우 예금취급기관의 장기(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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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창출의 제약요인)

행은 정책금리 조정(price-setter)을 통해 은행의

은행은 대출과 관련된 제약요인, 민간의 대출상환,

여수신 이자율의 수준, 은행 간 차입금리 수준, 민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등으로 대출을 통한 무제한적인

의 대출수요 등에 영향을 주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

통화창출에 제약을 받는다. 우선 은행 측면에서는 대

다. 또한 중앙은행은 정책금리의 제로금리 제약(zero

출의 수익성, 대출 관련 리스크에 대한 관리비용, 건

lower bound)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양적완

전성 규제 조치 등이 은행의 대출을 통한 통화창출을

화를 통해 민간의 자산을 매입하여 통화량에 영향을

제약할 수 있다. 은행은 대출이자, 예금이자, 관련 부

미칠 수 있다. 양적완화는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

대비용, 은행간 경쟁관계 등 대출의 수익성에 영향을

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민간으로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결정할 수밖에 없

하여금 국채 이외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하는 포트폴리

다. 또한 예금과 대출간 만기불일치 리스크, 차주의

오 재조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

부도 가능성에 대한 신용리스크 등에 따른 관리비용도
은행의 대출을 통한 통화창출을 제약할 수 있다. 금융
불균형 축적을 억제하기 위한 자본 및 유동성에 대한

Ⅲ. 선행연구

미시·거시 건전성 규제 조치 등도 은행의 대출을 통
한 통화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간 측

통화공급의 외생성·내생성 여부에 대한 외국의

면에서는 민간의 대출상환이 은행의 통화창출을 제약

선행연구는 대체로 은행대출, 통화량, 본원통화 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간의 주택거래에서 주택매입

의 인과관계를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또는 벡터오차

자의 대출을 통해 통화가 창출되더라도 매입자가 매도

수정모형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자에게 주택구입대금을 송금하여 매도자가 동 자금으

Nell(2000), Vera(2001), Holtemőller(2003),

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충

Guney·Cepni(2017) 등은 실증분석 결과 대부분

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 경제주체가 많이

의 국가에서 금리 중시 통화정책체계로 변화된 이후

있을 경우 창출된 통화는 대출상환 외에 남은 자금으

대출이 증가할 경우 통화량 또는 본원통화가 늘어나

로 소비, 투자 등에 사용되면서 통화량을 증가시켜 경

는 인과관계를 보였으나 본원통화에서 대출로의 인과

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아 통화가 내생적으로 공급된다고

16)

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측면에서는 은행의

주장하였다. 또한 통화공급의 외생성·내생성 검증

통화창출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제약을 받는

의 방법으로 은행의 대차대조표의 대출 및 부채 계정

다. 현대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조정 등을 통

의 변동성을 분석하거나 은행의 대출태도와 대출공급

해 간접적으로 은행의 통화창출에 관여한다. 중앙은

간 관계에 대해 VAR 모형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

16) Kaldor·Trevithick(1981)

등은 경제주체의 과잉 보유통화는 대출상환으로 소멸되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환류이론(reflux theory)을 주장한 반면, 통화주의자
(monetarist) 등은 과잉 보유통화가 소비 또는 여타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에 영향(hot potato effect)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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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규모가 아니라 대출

는 등 외생적 통화공급이론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

기회의 수익성에 따라 대출할 경우 은행의 자산과 부

으나 금리 중시 통화체계 기간에는 은행대출이 본원통

채가 단기간에 불연속적으로 변동하면서 경기와 강한

화에 영향을 미치는 등 통화공급의 내생성이 나타난다

동행성을 보이면 통화공급의 내생성을 가지는 것을 시

고 주장하였다. 박기영·김수현(2017)은 통화공급이

사한다고 보고 있다. Adrian et al.(2013)은 미국의

론과 관련하여 은행의 통화창출 여부에 따라 신용창출

투자은행들의 대차대조표의 계정별 변동을 분석하였

이론, 부분지준이론, 금융중개이론을 각각 소개하면

는데 자산과 부채 변동 간의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

서 어떤 이론적 시각을 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화정

까운 반면, 자산과 자본 변동 간은 상관관계가 거의

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에 중요한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akab·Kumhof(2015)는

고,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신용창출이론의 현

미국의 200개 상업은행 대차대조표 자료를 이용하여

실적합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로서 은행 대차대조표의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크게 받았던 2009년 4분기

크기가 불연속적으로 크게 변한다는 것과 은행의 차입

중 자산증가율과 부채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두 변수

(leverage)이 경기순응성을 보인다는 점 등을 제시하

간의 탄력도가 대부분 거의 1에 가까웠으며 한 분기만

였다.

에 자산과 부채가 10%이상 변동을 보이는 은행들도

한편, 통화정책체계가 통화량 중시에서 금리 중시

나타나는 등 대차대조표가 불연속적으로 변동함을 보

로 변경되면서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저하되었다는 주

여주었다. Lown·Morgan(2006)은 VAR 모형분

장과 통화체계의 변화와 관계없이 여전히 유용하다는

석을 통해 은행의 대출태도가 은행대출에 중요한 영향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Gerlach·Svensson(2003)

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이 경기전망 등에 근거하

은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통화량의 물

여 스스로 대출태도를 변동시키면서 대출한다는 것을

가예측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보여주었다.

Meyer(2001)는 금리 중시 통화체계에서도 장기적

국내 선행연구로는 2000년대 초반에 통화지표의

인 통화와 실물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통화

유용성 점검 차원에서 통화지표와 경제변수 간 그랜

량은 통화정책의 정보변수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주

저 인과관계 검정을 이용하여 통화공급이 내생성을

장하였다. 국내 선행연구 결과로는 김준한·유병학

가진다는 실증분석 결과(장민·함정호, 2000)가 있

(2008), 최영일 외(2012), 박경훈·심연정(2018)

었으나 이후 통화공급에 대한 실증분석은 거의 없다

등이 있으며, 이들은 금리 중시 통화정책체계 도입 이

가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희율(2017)

후 통화지표의 유용성은 저하되었으나 장기적인 관계

은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이용하여 통화량 중시 통

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준한·유병학(2008)은

화체계 기간에는 본원통화가 은행대출에 영향을 미치

뉴케인지안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량이 경기 및 물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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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

Ⅳ. 실증분석

하였다. 추가적으로 축약형 예측모형을 이용한 분석
에서도 통화량이 경기 및 물가에 대한 추가적인 예측

1. 통화지표와 경제지표 동향17)

력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일 외
(2012)는 통화량과 경기, 물가 간의 연관성이 금리 중

본 절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통화량 중시 기간과

시 통화체계 도입 이후 다소 약화되었으나 장기의 안

금리 중시 기간으로 구분하여 통화지표와 경제지표의

정적인 관계는 유의하다고 주장하였다. 박경훈·심연

동향을 살펴본다.18) 우선 M2증가율(평잔기준)과 본

정(2018)은 통화량 보완지표 등을 이용한 분석을 통

원통화증가율(평잔기준) 간의 상관관계가 통화량 중

해 통화량과 경기, 물가와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으

시 기간에 비해 금리 중시 기간 들어 약화된 것으로 나

나 장기추세는 서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

타났다. M2증가율과 본원통화증가율 간의 상관계수

장하였다.

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화량 중시 기간 중
0.63에서 금리 중시 기간에는 0.24로 크게 약화되었
다. M2통화승수(M2/본원통화)의 변동성은 <그림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화량 중시 기간 중 2.6에서 금
리 중시 기간에는 3.0으로 확대되어 통화승수의 안정
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M2와 본원통화1)

주: 1)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및 HP필터 추세
2) 1996~97년중 3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큰 폭 인하
3) < >는 각 기간 중 변수간 상관계수
자료: 한국은행, 자체 계산

<그림 4>

M2통화승수1)

주: 1) 본원통화 대비 M2 비율
2) M2 및 본원통화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1996~97년중 3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큰 폭 인하
4) ( )는 각 기간 중 통화승수의 표준편차
자료 : 한국은행, 자체 계산

17) 분석데이터는 월 기준(다만 GDP는 분기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통화지표의 경우 M2증가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8) 분석 기간으로 통화량 중시 기간은 1987년 1월에서 1997년 6월까지, 금리 중시 기간은 2001년 1월에서 2017년 6월까지로 설정하였다. 통화정책체계가 통화량(M2)
에서 물가안정목표제로 1998년 4월에 변경되었으나 외환위기 직후(1997.7~1998.3월)와 물가안정목표제를 표방하였더라도 통화량 목표치를 여전히 공표한 기간
(1998.4~2000.12월)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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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와 경제지표1)

<그림 5>
(M2와 은행대출)

(M2와 GDP2))

(M2와 물가)

주: 1)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및 HP필터 추세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및 HP필터 추세
3) < >는 각 기간 중 변수 간 상관계수
자료: 한국은행, 자체 계산

한편, 통화량과 경제지표 중 우선 M2증가율과 은

과 통화량(예금)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한다. 금융기관

행대출증가율(평잔기준) 간의 상관관계는 <그림 5>

의 통화창출이론에 근거하여 내생적 통화공급은 ‘은행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화량 중시 기간 중 –0.18에서

대출 증가 → 통화량 증가’ 또는 ‘은행대출 증가 → 본

금리 중시 기간에는 0.54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반

원통화 증가’라는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

해 M2증가율과 경제성장률(실질GDP 기준) 간의 상

으며, 외생적 통화공급은 ‘통화량 증가 → 은행대출 증

관계수는 <그림 5>와 같이 통화량 중시 기간 중 0.55

가’ 또는 ‘본원통화 증가 → 은행대출 증가’라는 인과

에서 금리 중시 기간 중 0.11로 크게 하락하였다.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통화량 중시 기간에

M2증가율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관계수는 그 수준이

는 외생적 통화공급의 인과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

낮은 가운데 금리 중시 기간 중에 소폭 상승(0.16 →

고, 금리 중시 기간에는 내생적 통화공급의 인과관계

0.20)에 그쳤다.

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은행 대차대조표의 대출자산의 변동성 및 은

2. 통화공급이론 실증 분석

행 대출과 부채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다. 통화공급
이 내생성을 가질 경우 은행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본 절에서는 통화공급의 외생성·내생성 여부를 점

공급보다는 대출기회의 수익성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

검하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에 따른 실증분석 방법을

여 통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차대조표의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본

대출자산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대

다. 통화공급이론의 외생성·내생성에 대한 실증분석

출기회의 수익성이 높을 경우 은행은 예금을 통한 재

은 첫째, 금융기관의 통화창출이론에 따른 은행대출

원조달이 어렵더라도 시장성 수신을 조달하여 대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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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과 시장성 수신 간의 상관

변수에서 통화공급의 내생성이 나타났다. 통화량 중

계수가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리 중

시 기간에는 ‘본원통화 → 은행대출’로의 일방향의 인

시 기간에는 통화량 중시 기간에 비해 대출의 변동성

과관계를 보였다.22) 다만, ‘본원통화 → 결제성예금23)

이 높고, 대출과 시장성 수신 간의 상관계수도 높을

또는 통화량(M2)’의 일방향의 인과관계는 유의하지

것으로 예상한다.

않아 본원통화와 통화량(M2) 간의 외생성은 나타나지

셋째, 거시경제변수 등을 포함한 VAR 모형을 적용

않았다. 금리 중시 기간에는 ‘본원통화 → 은행대출’로

하여 은행의 대출태도와 대출량 간의 관계를 검증한

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통화공급의 외생성을 입증할

다. 통화공급이 내생성을 가질 경우 은행은 향후 경기

수 없었으며 ‘은행대출 → 본원통화’로의 인과관계도

에 대한 자체 전망 등을 고려하여 은행 스스로의 대출

나타나지 않아 내생성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금리

태도에 따라 대출공급을 조절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중시 기간 중에 ‘은행대출 → 결제성예금’으로의 일방

이에 따라 금리 중시 기간19)에는 은행의 대출태도가

향 인과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 금융기관의 통화창출

대출공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이론에 따른 대출을 통해 예금(통화)가 창출되는 통화

상한다.

공급의 내생성을 보였다.

가. 은행대출과 통화량(예금) 간의 인과관계 분석

금융기관의 통화창출이론에 기반하여 은행대출과
통화량(예금)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통화공급의
외생성·내생성을 점검하였다. 변수에 대한 단위근
20)

및 공적분 검정 을 통해 변수 간 장기균형관계의 존
재여부에 따라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과 벡터오차수정
모형(VECM)21)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
은행대출과 통화량(예금)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그
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통화량 중
시 기간에서는 통화공급의 외생성이 나타났으나 금리

<표 1>

기간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1)2)

종속변수

독립변수
본원통화 결제성예금3)

본원통화
0.3348
통화량 중시 결제성예금3) 0.2427
(’87.1~
M2
0.1590
0.5330
’97.6)
은행대출 0.0070*** 0.2092
본원통화
금리 중시 결제성예금3) 0.3033
(’01.1~
M2
0.2995
’17.6)
은행대출 0.5582

0.9731
0.6013
0.4039

M2

은행대출

0.9623

0.4219

0.9305

0.1465
0.0070***4)

4)

0.0131**
0.5015

0.4632

0.0416** 0.0132**
0.50154)

4)

0.0443**

-

주: 1)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기준, 시차는 시차상관계수 분석 및
Carpenter&Demiralp(2010)을 토대로 6개월로 설정
2) p-value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으로 귀무가설
(그랜저 인과관계가 없음)을 기각함을 의미
3)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4) M2와 은행대출 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으로
추가 분석
자료: 자체 추정

중시 기간에는 통화공급의 외생성이 약화되거나 일부

19) 은행 대출태도에 대한 관련 시계열 자료의 한계로 인해 금리 중시 기간에 대해서만 은행의 대출태도가 대출공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20)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및 방법론에 대한 상세 내용은 <참고 1 : 분석 데이터 및 변수에 대한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21) 변수

간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VECM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뿐만 아니라 두 변수 간 장기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 따라 단
기적인 그랜저 인과관계보다 장기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보다 의미를 두어 결과를 해석하였다.
22) 본원통화의 구성항목인 지급준비금과 은행대출과의 인과관계는 <참고 2 : 지준과 은행대출 간의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추정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23)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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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오차수정모형(VECM))

과성에 대한 추정 결과로는 통화량(M2)과 은행대출

통화량(M2)과 은행대출 간에는 공적분 검정 결과

간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 (1), (2)

금리 중시 기간에서는 ‘은행대출 → 통화량(M2)’으

와 같이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하여 두 변수 간 장

로의 장기적인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어 통화공급의 내

기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생성을 나타냈다. 장기적인 인과성을 나타내는 오차
수정항 계수(0.0167)가 통화방정식(

)에서는 예

상부호(+)와 일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대
출방정식(

)의 계수(-0.0055)는 예상부호

(-)와는 일치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단기적인 인과성에 대한 추정 결과로는 ‘통화량
(M2) → 은행대출’로의 일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식 (1)은 대출방정식, 식 (2)는 통화방정
식,

은 오차수정항(error

correction term),

은 대출,

는 통화량을

의미하며 차분항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이다.
벡터오차수정모형 분석 결과 통화량 중시 기간에
는 통화공급의 외생성을 나타냈으며, 금리 중시 기간
에는 통화공급의 내생성을 보였다. 통화량 중시 기
간에는 ‘통화량(M2) → 은행대출’로의 장기적인 인
과관계를 보이고 있어 통화공급의 외생성을 나타냈
다. 장기적인 인과성을 나타내는 오차수정항의 계수
(-0.1054)가 대출방정식(

)의 경우 예상부호

(-)24)와 일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통화방
정식(

<표 2>

)의 계수(-0.0908)는 예상부호(+)와 다

기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추정결과
1)2)
단기인과성3)
종속 장기인과성
변수
ECTt-1
△Loan △M2

통화량 △Loan
중시
(’87.1~
’97.6) △M2

금리 중시
(’01.1~
’17.6)

△Loan
△M2

-0.1054**
(-2.4152)
-0.0908
(-1.5752)
-0.0055
(-1.1541)
0.0167**
(2.0598)

-

오차수정항
(ECTt)

3.5780***
ECTt=Loant-0.9529*
M2t-0.6110

3.5493***
-

1.9265*
ECTt=Loant-1.1050*
M2t+1.3439

1.0609

-

주: 1) 식 (1), (2)의 회귀계수
를 의미
2) ( )의 값은 추정계수에 대한 t값을 의미
3) 식 (1), (2)의 회귀계수
의 F-통계량, ***, **, *는 각각 1%, 5%, 10%의 유
의수준으로 귀무가설(인과관계가 없음)을 기각함을 의미
자료: 자체 추정

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단기적인 인

24) ‘통화량(M2) → 은행대출’로의 장기적인 인과성을 검증하는 대출방정식(
)의 오차수정항(
므로 음(-)의 값을 가져야 한다. ‘은행대출 → 통화량(M2)’으로의 장기인과성을 검증하는 통화방정식(
(
)해야 하므로 양(+)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의 계수( )는 M2 증가로 대출(
)이 증가(
)해야 하
)의 오차수정항(
)의 계수( )는 대출 증가로 M2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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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행 대차대조표의 대출자산 변동성과 대출·부채 간
상관관계

한편, 은행대출, 예금, 시장성 수신자금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금리 중시 기간에는 은행대출
과 시장성 수신자금 간의 상관관계가 크게 높아져 내

은행 대차대조표의 대출자산 증가율의 변동성25)(이

생적 통화공급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은행대출

하 대출변동성)을 분석해본 결과 금리 중시 기간의 대

과 예금 간의 상관계수는 통화량 중시 기간 중 0.46에

출변동성이 통화량 중시 기간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

서 금리 중시 기간 중 0.41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내생적 통화공급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3>

산출되었으나 대출과 시장성 수신 간의 상관계수는 통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의 대출변동성은 통화량 중

화량 중시 기간 중 0.57에서 금리 중시 기간 중 0.82

시 기간 중 0.28에서 금리 중시 기간에는 0.68로 크

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금리 중시 기간 들어 은행

게 상승하였다. 이는 금리 중시 기간 들어 은행들이

이 대출기회의 수익성이 높은 경우 예금을 통한 재원

대출기회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공급을 확대한

조달이 어렵더라도 시장성 수신을 조달하여 대출한 것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분석 기간 중 경

으로 볼 수 있다.

기가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경기효과를 차감한
대출변동성26)으로도 통화량 중시 기간 중 0.86에서

은행대출, 은행부채 간의 상관관계1)

<표 4>

금리 중시 기간 중 0.9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 중시(’87.1~’97.6)

구분

<표 3>

은행 대출자산1)의 변동성
2)

명목GDP 조정전
구분

통화량 중시
(’87.1~’97.6)

금리 중시
(’01.1~’17.6)

3)

명목GDP 조정후

통화량 중시 금리 중시
(’87.1/4~’97.2/4) (’01.1/4~’17.2/4)

표준편차(A,%)

4.69

7.09

3.93

5.29

평 균(B,%)

16.59

10.40

4.59

5.39

변이계수(A/B)

0.28

0.68

0.86

0.98

대출

대출
0.41

1.00

0.82

-0.03

대출

1.00

예금

0.46

1.00

0.57

0.50

2)

시장성수신

주: 1)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기준
2) CD, 금융채 발행 등
자료: 자체 계산

25) 평균이 크면 변동성이 커지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변이계수(= 은행대출증가율 표준편차/평균)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26) 경기가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은행대출증가율에서 명목GDP증가율을 차감하여 절대값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논고

예금 시장성수신2)

1.00

주: 1) 예금은행 원화대출금 기준
2)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 (은행대출증가율-명목GDP증가율)의 절대값 기준
자료: 자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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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중시(’01.1~’17.6)

예금 시장성수신2)

1.00

1.00

다. 은행의 대출태도와 대출 간의 VAR 모형

에 따라 대출 규모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통화공급의 내생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

은행의 대출태도와 은행의 대출공급 간의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해 Lown· Morgan(2006) 모형을 준용

출태도가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출태도 충격 후 약
3분기까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

하여 실질GDP, CPI, 콜금리, 대출, 대출태도지수

등 5변수를 반영한 VAR 모형을 식 (3)과 같이 설정하

3. 통화지표의 유용성 실증 분석

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2005년 1/4분기에서 2017년
2/4분기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변수는 전분기 증가
율 기준, 콜금리는 전분기 증감 기준을 사용하였다.

본 절에서는 통화정책체계 변화에 따른 통화공급
의 내생성·외생성 여부가 통화지표의 유용성에는 어
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통화량 중시 기

(3)
는 [실질

증가율, 물가상승률, 콜금리,

대출, 대출태도지수 ]

간과 금리 중시 기간으로 구분29)하여 통화지표와 경
기, 물가와의 관계를 검정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모
든 데이터는 분기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동 모형들
의 시차는 기존연구 및 AIC(Akaike Information

분석 결과, 은행대출은 <표 5>와 같이 전기(t-1)의
대출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받는
28)

것으로 나타났다.

Criterion),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이는 은행이 스스로의 대출태도

<표 5>

은행대출과 대출태도 간의 VAR 분석
(대출 VAR 분석 결과1),2))

(대출태도 충격시 대출 반응1))

계수값

t값

실질GDP(-1)

0.028

0.15

실질GDP(-2)

0.002

0.00

콜금리(-1)

-0.157

-0.24

콜금리(-2)

0.307

0.61

대출(-1)

0.509

3.72***

대출(-2)

0.351

2.36***

3)

대출태도(-1)

0.057

2.71***

대출태도(-2)3)

-0.053

-2.30***

주:1) 전분기 증가율 기준(콜금리는 전분기 증감 기준)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대출행태서베이 지수 기준, 동 지수가 0을 넘으면 완화, 0을 하회하면 강화를 의미
자료: 자체 추정

주: 1) 대출태도의

+1표준편차 충격(대출태도 완화)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자료: 자체 추정

27)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와 비교한 은행의 대출태도의 변경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변수로 시차상관관계 분석 및 선행연구 결과 당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은행의 대출증가율을 유의
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시차를 2분기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28) 다만 전전기(t-2)의 대출태도 계수의 t값은 유의하나 부호가 음(-)으로 예상과 달리 산출되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9) 분석 기간으로 통화공급의 외생성·내생성 검증과 같이 통화량 중시 기간은 1987년 1/4분기에서 1997년 3/4분기로, 금리 중시 기간은 2001년 1/4분기에서 2017년 2/4분
기로 설정하였다. 금리 중시 기간 중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기간(2008.4/4~2009.4/4)은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그 영향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통화정책체계 변화와 통화공급의 내생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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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화와 경기, 물가 간의 인과관계 분석

나. 통화지표의 경기 및 물가에 대한 설명력 분석

먼저 통화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그랜저 인과검

통화와 경기, 물가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이외

정 결과 통화량 중시 기간과 금리 중시 기간 모두에서

에 경제성장률에 대한 통화증가율의 설명력을 추정하

통화에서 경기로의 인과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기 위해 Friedman·Kuttner(1993)의 방식을 원용

30)

분석되었다.

통화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경우 두

하여 소득방정식을 식 (4)와 같이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변수 간 그랜저 인과검정 결과 통화량 중시 기간에는
통화에서 물가로의 인과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4)

31)

금리 중시 기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위 식에서
<표 6>

통화와 경기, 물가 간의 인과관계 검정1)2)

통화량 중시
(’87.1/4~’97.3/4)
금리 중시
(’01.1/4~’17.2/4)

M2 ↛ GDP

GDP ↛ M2

0.52

0.02

0.54

1.82

기간

은 콜금리32)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통화량 중시

대한 통화증가율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33) 금리 중시 기간에는 통화증가
율 대신 단기금리(콜금리)가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통화와 물가)

통화량 중시
(’87.1/4~’97.3/4)
금리 중시
(’01.1/4~’17.2/4)

는 실질통화(M2),

기간과 금리 중시 기간 모두에서 실질GDP증가율에

(통화와 경기)
기간

는 실질GDP,

소득방정식 추정 결과1)2)3)

<표 7>

M2 ↛ CPI

CPI ↛ M2

3.33**

0.88

1.33

1.12

주: 1) 각 방향으로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F-통계량을 나타내며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 통화와 경기 간 시차는 SIC 기준 및 선행연구에 따라 설
정하였으며, 통화와 물가 간 시차는 시차상관계수 분석을 토대로 설정
자료: 자체 추정

실질통화증가율( )
콜금리( )
시차종속변수( )

DW

통화량 중시 기간
(’87.1/4~’97.3/4)
0.07
(0.06)
0.17
(0.41)
-0.17
(1.10)

금리 중시 기간4)
(’01.1/4~’17.2/4)
0.10
(0.83)
-0.98
(4.94)**
0.32
(7.16)***

0.17

0.65

1.85

1.71

주: 1) 추정계수는 각 변수별 계수 추정치의 합을 의미
2) ( )내는 추정식 계수합이 0이라는 결합귀무가설에 대한 Wald 검정통계량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4) 글로벌 금융위기 효과(08.4분기~09.4분기)를 제외하여 분석
자료: 자체 추정

30)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통화량 중시 기간에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금리 중시 기간에는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1)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통화량 중시에서 금리 중시로 통화정책체계가 변하면서 통화와 물가 간의 인과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2) 콜금리

수준변수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차분하여 사용하였다. 모형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 콜금리 수준변수를 이용한 추정 결과에서도 통화의 경기에 대한 설명력의 통계적
유의성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
33) 최영일

외(2012) 등 선행연구에서는 통화량 중시 기간 중에 통화증가율의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외환위기 기간을 포함할 경우 통화량 중시 기간에
통화증가율의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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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다음으로 물가상승률에 대한 통화증가율의 설명력

최영일 외(2012)를 참고하여 확장된 물가방정식을

을 추정하기 위해 Kim(2007)을 준용하여 수정된 필

식 (6)과 같이 설정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통화량은

립스커브 모형을 식 (5)와 같이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Bandpass Filter를 통해 장기성분과 단기성분으로
분해하였다.34)

(5)
위 식에서

는 물가상승률,

은 명목통화(M2),

은 실질GDP갭률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통화

(6)

량 중시 기간에는 통화증가율이 물가상승률에 대해 유
의한 설명력을 가졌으나 금리 중시 기간에는 유의하지

위 식에서

는 물가상승률,

은 통화의 장기성

은 통화의 단기성분,

는 실질GDP갭률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체계가 변하면서 통화지

분,

표의 설명력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을 의미한다. 통화량을 장기 및 단기성분으로 분해하
여 추정한 결과 통화량의 장기성분 및 단기성분 모두가

1)2)3)

<표 8>

물가방정식 추정 결과
통화량 중시 기간
(’87.1/4~’97.3/4)

통화량 중시 및 금리 중시 기간 모두에서 물가에 미치

금리 중시 기간4)
(’01.1/4~’17.2/4)

명목통화증가율( )

0.11
(3.73)*

0.01
(0.01)

실질GDP갭( )

-0.21
(1.52)

0.48
(2.76)

시차종속변수( )

0.51
(6.72)**

0.47
(8.28)***

0.36

0.29

1.64

2.07

DW

주: 1) 추정계수는 각 변수별 계수 추정치의 합
2) ( )내는 추정식 계수합이 0이라는 결합귀무가설에 대한 Wald 검정통계량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4) 글로벌 금융위기 효과(08.4분기~09.4분기)를 제외하여 분석
자료: 자체 추정

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5)

확장된 물가방정식 추정 결과1)2)3)

<표 9>

통화증가율( )
(장기성분,

)

(단기성분,

)

실질gdp갭( )
시차종속변수( )

한편, 통화량의 장기 및 단기 성분을 구분하여 각
성분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설명력을 분석하기 위
해 Assenmacher-Weschea·Gerlach(2008),

DW

통화량 중시 기간
(’87.1/4~’97.3/4)
기본식
확장식
0.02
(0.06)
0.14
(1.65)
-0.05
(1.58)
-0.67
-0.36
(0.60)
(0.14)
0.59
0.50
(8.40)*** (5.14)**
0.37
0.34
2.16
2.11

금리 중시 기간
(’01.1/4~’17.2/4)
기본식
확장식
0.03
(0.29)
0.10
(1.73)
0.00
(0.44)
0.04
0.77
(0.01)
(1.40)
0.49
0.58
(10.99)*** (15.68)***
0.21
0.36
2.00
2.15

주: 1) 추정계수는 각 변수별 계수 추정치의 합
2) ( )내는 추정식 계수합이 0이라는 결합귀무가설에 대한 Wald 검정통계량
3) *, **, ***는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자체 추정

34) 우리나라의 최소 경기순환주기(9분기), 기존 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변동주기가 2년 이상인 성분을 장기 성분으로, 2~7분기인 성분을 단기 성분으로 설정하였다.
35) 최영일 외(2012)는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 전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통화량의 장기성분이 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전기간을 대
상으로 추정할 경우 통화량의 장기성분이 물가에 유의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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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통화창출 과정을 거치면서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영향
이 달리 나타난 점 등도 일부 가세한 데 기인하는 것으

우리나라의 통화공급의 외생성·내생성 여부를 점

로 추정된다.

검해 본 결과 통화정책체계가 통화량 중시에서 금리

본고는 통화정책이 금리 중시 통화체계로 전환된 이

중시로 변경되면서 통화공급의 외생성이 약화되거나

후 그간 연구가 적었던 통화공급의 메커니즘에 대해

내생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화량 중시 기

금융기관의 통화창출이론 등에 따라 통화공급의 내생

간에는 ‘본원통화 증가 → 은행대출 증가’ 또는 ‘통화량

성 여부를 점검해 보고, 금리 중시 기간 들어 내생성

(M2) 증가 → 은행대출 증가’라는 인과관계를 보여 통

을 입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37) 또한 통

화공급의 외생성이 나타났으나 금리 중시 기간에는

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통화공급의 내

‘은행대출 증가 → 통화량(M2) 증가’의 인과관계를 보

생성을 감안한 분석 모형이나 통화지표 등을 개발할

여 통화공급의 내생성이 나타났다. 또한 금리 중시 기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38) 한편 통

간에는 은행의 대출자산의 변동성이 통화량 중시 기간

화지표의 유용성 약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통화량

에 비해 커지고 은행의 대출태도가 대출공급에 유의한

과 실물경제 간 인과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내생적 통화공급의 가능

있어 통화지표의 정보변수로서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도 필요하다.39)

한편 소득방정식과 물가방정식을 통해 통화지표의
유용성을 점검해 본 결과 금리 중시 기간에 들어 지표
의 유용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 중시 기
간에는 통화증가율의 실질GDP증가율에 대한 설명력
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금리 중시 기간에는 통화증가율의
실질GDP증가율 및 물가상승률에 대한 설명력이 모
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내생적 통화공급 하에서는
본원통화 등의 지표가 통화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
후적인 수치로서 실물경제 등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36)가 있는 데다 통화정책이 은행의

36) Disyatat(2010)는

주요국에서 통화승수의 변동이 주로 본원통화의 변동에 기인하고 본원통화의 변동은 신용상황과 관련이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 등을
들어 통화승수나 본원통화의 변동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37) 본고에서는

통화정책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화공급의 외생성·내생성 여부를 분석하였으나, 금융자유화, 금융산업의 발달 등도 통화공급의 내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요인까지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38) 예를

들면 내생적 통화공급에서 은행의 역할을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모형 등에 고려하는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McLeay·Thomas(2016)는 정책금리 조정 등의 일반적
인 거시경제 충격과 금융발전 등의 은행시스템 내부 충격으로 구분하여 통화량과 실물경제간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같은 거시경제 충격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 경쟁심화나 기술발전 등으로 예대금리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은행시스템의 내부충격은 통화공급과 통화수요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9) 예를

들면 현행 통화공급 관련 지표를 세분화하고, 통화수요와 관련된 지표 개발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박경훈·심연정(2018)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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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분석데이터 및 변수에 대한 단위근·공적분 검정

(분석 데이터)
실증분석에는 지급준비금(이하 지준), 본원통화, 통화량, 은행대출, 은행예금,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GDP,
CPI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변수들은 우선 단위근 검정 등을 실시하고, 분석방법에 따라 계절성을 제거한 변
수 또는 원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통화공급의 외생성·내생성 점검 시에는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고,
통화지표의 유용성 분석 시에는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시계는 통화량 중시 기간(1987.1~1997.6)
과 금리 중시 기간(2001.1~2017.6)으로 구분하였다.

(변수의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 M2, 은행대출, 결제성예금 등 모든 수준 변수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분변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을 이용40)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
모든 변수에서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았다.

단위근 검정
구분

변수1)

본원통화

M2

은행대출

결제성예금

지준

-2.912

-1.205

-0.082

-2.170

-2.463

0.160

0.907

0.995

0.504

0.125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t-stat

-3.255

-4.671

-3.807

-3.560

-3.587

p-value2)

0.017

0.027

0.0031

0.035

0.006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

t-stat
수준변수

2)

p-value
단위근3)
2)

차분변수

3)

단위근

없음

주: 1) 시계열은 1987년 1월에서 2017년 6월까지 월단위 자료를 로그취한 자료를 사용(N=366)
2) ADF(Augmented Dicky-Fuller) test, 차분변수 M2의 경우 구조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을 수행
3) p-value의 값이 0.05(0.01)보다 작으면 5%(1%)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

40)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월대비 증가율 자료는 노이즈(noise)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변수의 동태적인 성질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본고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증
가율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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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단위근이 존재하는 모든 변수 간의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유의수
준 5% 수준에서 은행대출과 M2, 은행대출과 지준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ohansen 공적분 검정
은행대출

변수1)
2)

H0
2)

공적분3)

본원통화

M2

결제성예금

본원통화

지준

M2

결제성예금

25.6700

14.8877

10.0418

20.3949

14.1700

8.5522

(0.0011)

(0.0616)

(0.2775)

(0.0084)

(0.0784)

(0.4084)

3.4325

5.5400

1.8924

3.5744

1.0253

1.6119

(0.0639)

(0.0186)

(0.1689)

(0.0587)

(0.3113)

(0.2042)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주: 1) 시계열은 1987년 1월에서 2017년 6월까지 월단위 자료를 로그취한 자료를 사용(N=366)하였으며, 모형은 절편항과 6개월까지 시차항을 포함
2) 는 공적분의 개수, trace statistic 통계량, ( )안은 p-value
3) p-value의 값이 0.05(0.01)보다 작으면 5%(1%) 유의수준에서 공적분이

이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

통화정책체계 변화와 통화공급의 내생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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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지준과 은행대출 간의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추정결과

본원통화의 구성항목인 지준과 은행대출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 (7), (8)과 같이 벡
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7)

(8)
위에서 식 (7)은 대출방정식, 식 (8)은 지준방정식,
correction term),

은 대출,

은 오차수정항(error

는 지준을 의미하며 차분항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이다.

분석 결과, 통화량 중시 기간에는 외생성이 나타났으나 금리 중시 기간에는 외생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
다. 통화량 중시 기간에는 ‘지준 → 은행대출’로의 장기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준 → 은
행대출’로의 장기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대출방정식(

)의 오차수정항의 계수(-0.0244)는 예상부호

(-)와 일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은행대출 → 지준’으로의 장기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지준방정식
(

)의 오차수정항의 계수(0.0656)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기적인 인과성에 대한 추정결과로는

지준과 은행대출 간의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금리 중시 기간에서는 대출방정식(
및 지준방정식(

)

)의 오차수정항의 계수 모두(각각 -0.0021, 0.015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지준

→ 은행대출’ 및 ‘은행대출 → 지준’로의 장기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인과성
에 대한 추정결과로는 지준과 은행대출 간의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VECM 추정결과

기간

통화량 중시
(’87.1~’97.6)4)

금리 중시
(’01.1~’17.6)

종속 변수
△Loan
△Res
△Loan
△Res

장기인과성1)2)

단기인과성3)

ECTt-1

△Loan △Res

-0.0244**
(-2.1438)
0.0656
(0.3955)
-0.0021
(-0.3599)
0.0158
(0.1430)

-

0.6116

0.2713

-

-

1.2918

1.5261

-

오차수정항(ECTt)

ECTt=Loant-0.5908*Rest-6.2579

ECTt=Loant-0.8190*Rest-5.3765

주: 1) 식 (1), (2)의 회귀계수 , 를 의미
2) ( )의 값은 추정계수에 대한 t값을 나타냄
3) 식 (7), (8)의 회귀계수 , 의 F-통계량,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으로 귀무가설(인과관계가 없음)을 기각함을 의미
4) 지준율을 크게 조정하였던 1996.4월~1997.6월은 제외
자료: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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