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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 통화정책하에서 통화의 역할

  부분의 앙은행들은 리를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외환 기 이후 정책수단을 통화량에서 리로 변경하

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와 투자의 리탄력성이 하되고 유동성 

확 와 함께 자산가격이 등하자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통화량의 

역할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리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통화정책하에서 통화의 역

할을 이론  실증 으로 분석하고 통화정책이 통화량 변동에 응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하여 논의하 다. 

  먼  뉴 인지안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량의 변동이 생산과 인

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 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다음으로 축약형 측모형을 이용하여 통화량의 생산과 인 이션

에 한 표본외 측력을 살펴보았으나 실질한계비용과 실질 리가 

갖는 측력 이외의 추가 인 측력은 체로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화정책 운용시 통화량의 변동을 통해 거시변

수에 향을 미치려 하거나 통화량에 포함된 정보만을 이용해 경제

상황을 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실질통화갭의 경우 일부시계에서 생산에 한 추가 인 측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화량 지표에 따라 통화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한 통화가 자산가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 경제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하여 통화량 등 양 변수

에 한 응이 필요한  등을 감안할 때 통화가 보다 요한 역할

을 할 가능성은 여 히 남아있다.

 핵심주제어: 통화, 통화정책, 뉴 인지안 모형, 표본외 측

 경제학 문헌목록 주제 분류: E47, E51, E52, 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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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부분의 앙은행은 통화량 신 리를 정책수단으로 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융자유화를 통해 다양한 융상품이 개발되고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 결제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통화와 비통화간의 경

계가 허물어져 앙은행의 통화량에 한 통제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한 과거와는 달리 통화량이 생산이나 물가 이외의 요인에도 크게 향을 

받게 되면서 통화와 실물간에 안정  계가 약화된 도 원인으로 작용하

다.1)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상이 발생하면서 외환 기 직후 국제

통화기 (IMF)의 권고에 따라 리를 정책수단으로 하는 통화정책(이하 

리 시 통화정책2))을 채택하 다. 

리 시 통화정책은 제도 변경 이후 약 8년 동안 인 이션이 목표치

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어느 정도 성공 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 투자 등 실물변수의 리탄력성이 크게 하락하 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근거로 리 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하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주택가격을 심으로 자산가격이 등하면서 유동성이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리 등 가격변수보다는 통화량 등 양  변

수가 여타 경제변수에 더 큰 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통화량에 보다 많

은 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차 확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한 해답을 찾기 하여 행 방식과 같은 

리 시 통화정책하에서 통화가 갖는 이론  실증  역할에 하여 살펴

보았다. 먼  이론  측면에서는 가격의 경직성을 가정한 단순한 형태의 뉴

인지안 모형에 통화가 소비의 한계효용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추가한 후 동 모형을 추정하여 통화가 생산과 인 이션에 미치는 직

인 향의 크기를 추정하 다. 실증 인 측면에서는 생산과 인 이션에 

1) 이 과 련하여 Gerald Bouey(  캐나다 앙은행 총재)는 ‘[W]e didn't abandon monetary 

aggregates, they abandoned us.’라고 표 하 다. 

2) 본고에서는 리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되 통화에 하여는 응을 하지 않는 통화정책을 ‘ 리

시’ 통화정책으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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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축약형 측모형을 각각 설정한 후 설명변수에 통화량을 추가하여 통

화량이 생산과 인 이션의 주요 결정요인이 갖고 있지 않은 추가 인 

측력을 갖는지 여부를 검정하 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기존연구들을 개 하 다. 

3장에서는 통화가 생산과 인 이션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뉴

인지안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추정하 다. 4장에서는 축약형 측모형을 

설정하여 통화가 생산과 인 이션에 하여 추가 인 측력을 갖는지를 

검정하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시사 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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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연구 개

통화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향에 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3)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동태  일반균형모형에서 통화의 역할을 고려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단순한 뉴 인지안 모형에서는 생산, 인

이션, 리 등 여타 변수가 통화수요를 결정하고 통화공 은 통화수요에 

따라 자동 으로 결정됨에 따라 통화가 생산, 인 이션4)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통화가 소비의 한계효용에 아무

런 향을 주지 않는다는 암묵  가정에 따른 결과로서 만약 그러한 가정

을 완화한다면 통화가 경기변동에 직 인 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reland(2004)는 뉴 인지안 모형에서 통화의 역할을 고려하기 

해 실질통화가 소비의 한계효용에 향을 미치는 비분리성(non-separable) 

효용함수를 가정한 후 미국을 상으로 추정한 결과 통화가 생산과 인

이션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 다. Andrés, López-Salido and 

Vallés(2006)도 유로지역을 상으로 분석하여 통화의 역할에 해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Woodford(2003)는 이론 으로 볼 때 통화와 소비간에 교차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주장하

다.

한편 단순한 축약형 측모형을 이용하여 통화량의 인 이션  생산

에 한 측력을 분석한 연구도 다수 있으나 아직 일치된 결론을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Gerlach and Svensson(2003)은 표본내 측력 검정을 

통해 유로지역의 경우 통화증가율이 미래 인 이션에 한 추가 인 정

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 다. Stock and Watson(2003)은 주요국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통화량이 인 이션을 측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

나 일반 으로는 측력이 거의 없음을 보 다. Elger, Jones and 

3) 통화의 역할에 한 논의는 무 방 하므로 본 연구에 계되는 기존연구만 개 하 다.

4) Ricardian equivalence를 가정하는 경우 뉴 인지안 모형내에서 물가수 은 결정되지 않고 물가상

승률만 결정된다. 그러나 Non-ricardian 정부를 가정하는 경우 인 이션은 물론 물가수 도 모

형내에서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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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lsson(2006)은 VAR모형을 이용한 표본외 측 결과 미국의 경우 통화가 

추가 인 측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반면 Hafer et el.(2006)의 

표본내 측력 검정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실질통화가 생산갭에 한 추가

인 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fmann(2006)은 표본외 측을 통해 

통화량 특히 M3가 유로지역의 장기 인 이션을 측하는 데 있어서 가

장 우월하다고 주장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 의․정익 (1997)과 Kim(2007)은 표본내외 측력 

검정을 통해 실질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과명목M2증가율(excess money 

growth)이 인 이션을 측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 다.5) 천병

철(2000)은 통화량이 명목GDP와 인 이션을 측하는 정보를 갖고 있으

나 통화량 지표  표본기간에 따라 그 측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

다. 

5) 김 의․정익 (1997)과 Kim(2007)이 본고와 다른 결과를 얻었으나 이는 설명변수에 과명목M2

증가율과 유통속도를 포함한 통  필립스커 모형을 이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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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뉴 인지안 모형에서의 통화의 역할

본장에서는 경제주체의 효용극 화를 통해 도출된 IS 곡선과 독  경

쟁하에서 가격이 경직 이라는 가정으로부터 도출된 필립스 곡선으로 구성

된 뉴 인지안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 다. 이러한 기본모형에 Woodford 

(2003)  Ireland(2004)와 같이 통화가 증가하는 경우 경제주체의 효용은 

물론 소비의 한계효용도 함께 증가한다는 가정, 즉 효용함수가 소비와 통화

간에 비분리된 형태를 갖는다는 가정을 추가하 다. 이러한 가정은 통화량

의 증가가 소비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인 ‘실질잔고효과(real 

balance effect)’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1. 모형

본 에서는 Ireland(2004)에서와 같이 표  소비자, 최종재 공 자, 간

재 공 자, 통화당국으로 구성된 경제를 분석하 다. 먼  표  소비자는  

식(1)과 같은 효용함수 극 화를 추구한다.




∞

  (1)

여기서 ()는 시간할인율, 는 선호충격(preference shock), 는 

실질소비, 는 명목통화량, 는 물가, 는 통화수요충격, 는 노동공 , 

( )는 노동의 한계비효용이다. 선호충격과 통화수요충격은 각각 식 

(2), (3)과 같이 AR(1) 확률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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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이고  , 는 각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독립 인 확률변수들이며 (>0)는 의 균제

값(steady-state value)이다. 표  소비자의 산제약조건은 아래 식 (4)

와 같다.

   ≥   (4)

의 식에서 소비자가 t기에 이용가능한 자 은 기의 명목통화량

( ), 통화당국이 기에 새로 발행하는 명목통화량(), 기에 발행되

어 기에 만기되는 명목채권( ), 명목임 소득(), 그리고 명목배당

소득()이다. 소비자는 동 자 을 이용하여 소비()를 하고 채권()을 

매입하고 통화()를 보유하게 된다. 여기서 는 명목채권의 이자율(gross 

interest rate)이다. 이하 (실질)통화량은  로, 물가상승률은 

  로 나타낸다.

상기 소비자 최 화문제의 1계조건을 도출한 후 선형변환하면 다음과 같

은 IS곡선(식 (5))과 통화수요함수(식 6))를 얻게 된다.

  


 
(5)

     (6)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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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 (6)에서  ,
 ,
 ,
 ,
 ,
는 각각  , , , , ,의 균제값인 ,,,

,,로부터의 (log)편차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외거래, 일반정부  자

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생산()은 소비()와 같게 된다. 

는 통화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균제상태의 통화량 

수 ()  통화와 소비간 교차한계효용()에 비례하고 소비의 한계효용

체감율()에 반비례한다. 만약 소비의 한계효용이 통화량 수 과 무 (즉 

  )하다면 는 0이 되고 통화는 소비에, 즉 생산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생산자의 최 화 조건을 살펴보자. 최종재() 생산자는 간재 

 ( ∈)를 에 구입하여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로 최종재를 생산

한다. 최종재 시장은 완 경쟁시장이다.



















≥ 

간재간의 체탄력성이 이므로 최종재 생산자의 비용최소화를 한 

간재 수요는 아래 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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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는 개별 간재에 한 수요는 해당 간재의 상 가격()에 반

비례하고 최종재 생산량에 비례함을 나타낸다. 최종재 시장은 완 경쟁이므

로 생산자의 균형이윤은 0이 되고 최종재 가격 는 식 (8)과 같이 결정된

다.

 









 
 





 

(8)

간재 생산자 는 노동( )을 고용하여 식 (9)와 같은 생산함수로 

간재를 생산한다. 여기에서 노동은 동질 이다. 

≥  (9)

식 (9)에서 는 식 (10)과 같이 AR(1) 확률과정을 따르는 생산성 충격이

다. 

    (10)

여기서    , (>0)는 의 균제값이고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독립 인 확률변수이다.

간재 생산자 는 자신이 생산하는 간재에 하여 일정한 독 력을 

갖고 있으므로 간재 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6) 한 가격의 경직성을 

6) 이는 간재 사이에 완 한 체 계가 존재하지 않도록 최종재 생산함수를 가정한 데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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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기 하여 가격을 변경하는 데 일정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가정을 추

가하 다.7) 이 경우 간재 생산자 의 이윤은 식 (11)과 같다.




∞

   (11)

여기에서 는 소비에 한 한계효용이며 실질배당소득()은 식 

(12)와 같다. 









 





 




 






  














 (12)

식 (12)에서 우변의 첫째항은 간재 매에 따른 수입, 둘째항은 간재 

생산에 따른 비용, 그리고 셋째항은 가격조정비용을 의미한다( ). 식 

(11)을 로 미분한 후 선형변환하면 식 (13)과 같은 뉴 인지안 필립스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8)

   (13)

여기서  이고 는 의 균제값으로부터의 편차이다. 여기서 

소비의 한계효용이 통화량 수 과 무 (즉   )하다면 는 0이 

되고 통화는 인 이션에도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은 식 (14)와 같이 생산과 인 이션에 진 으로 

반응하는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다. 

7) 가격의 경직성을 도입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분석의 용이성으로 인해 Calvo(1983)와  

Rotemberg(1982)의 방법이 흔히 사용된다. 자는 가격변경기회가 확률 으로 도래한다고 가정한 

반면 후자는 가격변경비용을 가정하 으나 도출된 필립스곡선의 형태는 거의 동일하다.

8) 모든 간재 생산자는 동일한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므로 식 (13)은      등 변수에서 

가 제외된 칭균형(symetric equilibrium)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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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여기서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라고 

가정한다. 의 식 (5), (6), (13)  (14)는 외생충격과정 식(2), (3), (10)과 

함께 4개의 변수, 즉    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IS곡선(식 (5))과 필립스곡선(식 (13))에 가 포함되어 있어 통화

량이 생산과 인 이션에 향을  수 있다는 이다. 다만 그 향의 크

기는 계수 에 좌우된다.

그리고 식 (5)와 식 (13)에서 통화()가 통화수요충격()이 제거된 형태

로 포함되어 있는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리 시 통화정책하에서 

통화수요충격은 통화공 에 그 로 반 되므로 통화량이 생산과 인 이

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추정결과

의 모형에서 통화가 생산과 인 이션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알기 

해서는 통화와 소비 간의 교차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 를 추정한 

후 그 크기가 0과 다른지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를 포함하

고 있는 식 (5) 혹은 식 (13)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의 모형과 같은 

동태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s)에

서의 계수를 추정하기 해서 단일방정식을 독립 으로 추정하는 방법보다

는 연립방정식 체계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이 일반 으로 사용된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베이지안추

정법(Bayesian Inference)을 채택하여 식 (5), (6), (13)  (14)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체계를 추정하 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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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추정법은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극 화하는 모수값을 찾는

데 목 이 있으나 베이지안추정법은 베이즈원리를 따라 사 분포(prior 

distribution)를 우도함수로 업데이트(update)하여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를 얻게 된다. 최우추정법과 베이지안추정법의 차이 으로는 우

선 최우추정법의 경우 모수의 근  분포(asymptotic distribution)를 이용

하는 반면 베이지안추정법의 경우 모수의 정확분포(exact distribution)를 

구할 수 있다는 이다. 한 베이지안추정법을 이용할 경우 사 분포와 사

후분포의 비교를 통해 우도함수가 갖고 있는 모수에 한 정보의 정도(精

度)를 확인할 수 있다.

추정에는 1987년 1분기부터 2006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

다. 생산은 실질GDP, 통화량는 M2,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 명목 리는 통

안증권(365일물)수익률을 각각 사용하 다. 리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

조정된 자료이다. 

베이지안추정에 사용된 사 분포는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문헌에

서 체로 많이 이용되는 사 분포를 채택하 다. 다만 본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모수인 에 해서는 사 으로 어떠한 정보도 추가하지 않기 해 

일양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사 분포로 선택하 다.  최우추정에서

는   라는 제약을 추가하 으나 베이지안추정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추

가하지 않았다. 

베이지안추정에서 사후분포는 MCMC(Markov Chain Monte Carlo)방법

을 이용하여 구하 다10). MCMC방법으로 생성된 모수()에 한 n개의 샘

(  )을 이용하여 식 (15)와 같이 사후분포를 구한다.

 


 



     (15)

9) 일반 으로 DSGE모형을 추정하기 해서는 Blanchard and Kahn(1980) 등에서와 같은 방법을 이

용하여 해를 구한 후 이를 state-space형태로 변형하여 Kalman Filter방법으로 우도함수를 계산한

다. 베이지안추정에 해서는 An and Schorfheide(2005)를 참조.

10) 구체 인 추정방법은 Schorfheide(2000)에서 제시된 방법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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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각 모수의 사 분포에 한 가정

모수 가정된 분포  

 Uniform -1 1

 Gamma 2 0.4

 Gamma 2 0.4

 Gamma 2 0.4

 Gamma 2 0.4

 Gamma 9 1

 Gamma 9 1

 Gamma 1.5 0.01

 Gamma 3 0.01

 Beta 10 2

 Beta 10 2

 Beta 10 2

 Inverted Gamma 3 500

 Inverted Gamma 3 500

 Inverted Gamma 3 500

 Inverted Gamma 3 5000

  주: 는 Uniform분포의 경우 U[], Gamma분포의 경우   ∝
   , 

Beta분포의 경우   ∝
      , Inverted Gamma분포의 경우

  ∝
   의 모수이다. 

<표 2>는 Ireland(2004)에서와 같이   , 이라는 제약하에서 , 

, 를 제외한 16개의 모수를 최우추정법과 베이지안추정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그림 1>에서 각 모수의 사 분포와 사후분포를 통해 우도함수

가 갖고 있는 각 모수에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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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추정결과

최우추정치 베이지안추정치(사후분포)

모수 평균 표 오차 평균 표 오차 95% 신뢰구간

 0.000 0.165 0.212 0.256 [-0.065, 0.698] 

 0.026 0.100 0.039 0.005 [0.030, 0.047] 

 1.131 0.860 0.690 0.438 [0.012, 1.526]

 0.974 0.023 0.989 0.003 [0.983, 0.994] 

 0.989 0.004 0.988 0.002 [0.984, 0.992] 

 0.856 0.026 0.782 0.033 [0.716, 0.843] 

 0.013 0.004 0.008 0.005 [0.001, 0.017] 

 0.237 0.027 0.308 0.037 [0.240, 0.386] 

  8.780 0.020 8.781 0.028 [8.725, 8.839] 

 9.382 0.150 9.424 0.123 [9.182, 9.675] 

  0.011 0.006 0.011 0.004 [0.002, 0.019] 

  0.023 0.009 0.023 0.006 [0.012, 0.034] 

 0.963 0.023 0.938 0.018 [0.903, 0.972] 

 0.994 0.006 0.988 0.006 [0.976, 0.999] 

 0.866 0.066 0.912 0.038 [0.840, 0.977] 

 0.059 0.027 0.036 0.008 [0.023, 0.051] 

 0.018 0.002 0.019 0.001 [0.016, 0.021] 

 0.034 0.006 0.024 0.003 [0.019, 0.029] 

 0.003 0.000 0.004 0.000 [0.003, 0.004] 

체 으로 최우추정법과 베이지안추정법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의 최우추정치는 0에 매우 근 한 반면 사후분포의 평

균은 0.271로 비교  크다. 그러나 이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 사후분포가 좌측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갖고 있어 최우추정치와 련

이 있는 최빈값은 0에 매우 가깝고 평균값은 0보다는 크게 산출된 것이므

로 결과 으로 동일한 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후분포가 이러한 비 칭

인 형태를 갖는 것은 최우추정치의 근  분포가 정규분포라는 가정과 

11) 각 모수에 해 40,000개의 샘 을 생성시켜 나  20,000개의 샘 로 사후분포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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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지 않는다. 일반 으로 양수제약이 부과된 확률변수의 평균이 0에 근

할수록 그리고 표 편차가 클수록 근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 평균이 0이고 표 편차가 0.16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고 가정하는 최우추정법보다는 이러한 가정이 필요 없는 베이지안추정법이 

보다 합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의 사후분포 평균이 0.271로 비교  큰 

값을 갖더라고 95% 신뢰구간(HPDI: highest probability density interval)

이 0을 포함하므로 베이지안추정에 의해서도 가 0이 아닐 확률은 매우 

낮다. 이는 통화와 소비 간에 교차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통화가 생산이나 

인 이션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통화의 리에 한 탄력성인 의 경우도 두 방법에 따른 추정치가 서

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표 오차가 큰 을 감안하면 유의한 차이로 보기 

어렵다. 특히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 사후분포가 사 분포와 

매우 유사한 을 비추어 우도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에 한 정보의 양

은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12) 

결론 으로 뉴 인지안 모형에 통화와 소비간의 교차효과를 추가한 후 

동 교차효과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통화가 소비에 미치는 직 인 효과, 즉 ‘실질잔고효과’가 무

하거나 혹은 매우 미미한 수 이어서 통화량이 경기변동과 련하여 큰 역

할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을 상으로 분석

한 Woodford (2003)과 Ireland(2004)에서도, 유럽을 상으로 분석한 

Andres, Lopez-Salido and Valles(2004)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13) 

12) 의 추정치가 0에 근 할 경우 도 0에, 은 1에 근 하게 되므로 결국 식(6)에서 볼 수 있

듯이 통화수요는 외생  통화수요충격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이 되어   추정치의 

신뢰도가 하될 가능성은 있다. 

13)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구조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이 갖는 한계를 그 로 갖고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정한 모형을 가정하고 계수를 추정하여 그 유의성을 검정하는 것은 계수에 

한 가설과 모형의 합도에 한 가설을 동시에 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수의 유의성 여부

에 한 단은 모형의 합도를 제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 최근 뉴 인지안 모형이 미시  

기 를 확립하는 등 이론 인 주목을 받고는 있으나 일각에서 비 하는 바와 같이 실 합도는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다(참고로 Andres, Lopez-Salido and Valles(2004)은 필립스곡선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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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 분포와 사후분포

   주) 실선은 각 모수의 사후분포의, 선은 사 분포의 도함수를 나타낸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외요인에 의해 경기  물가가 크게 변동하는 

개방경제하에서는 통화의 역할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으로부터 렴한 가격의 상품들이 수입됨에 따라 물가가 안정되어 통화

가 인 이션에 미치는 향이 상쇄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효과를 통제

하기 해 주로 비교역재의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물가만을 이용

해 동일한 모형을 추정하 으나 통화의 역할은 여 히 미미하게 나타나14) 

외충격이 통화의 역할을 왜곡시켰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론된다. 

이션의 과거치를 포함하는 등 보다 실 인 모형을 세워 추정하 으나 본고와 유사한 결과를 얻

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동 모형의 실 합도에 한 연구가 미흡한데다 본 연구

의 핵심모수인 의 신뢰구간이 비교  넓은  등을 감안하면 본고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보다 

신 할 필요가 있다. 

14)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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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화의 인 이션과 생산에 한 측력 검정

장에서는 통화정책의 경로상에서 통화가 생산과 인 이션 등 거

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향에 한 이론  가설을 뉴 인지안 모형으로부터 

도출하고 이를 추정하 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은 추정치의 신뢰도가 

모형의 합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생산과 

인 이션에 한 축약형 측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외환 기 

이후의 리 시 통화정책 운용기간을 심으로 통화량의 이들 거시경제변

수에 한 측력을 분석하 다.

통화량이 미래 생산과 인 이션에 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통화량은 

이들 변수에 한 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

한 정보가 통화량만이 갖고 있는 독립 인 정보가 아니라 여타 변수에도 

포함된 공통의 정보라면 통화량은 여타 변수의 측력 이외의 추가 인 

측력은 없을 것이다. 나아가 통화량 통계가 잡음과정에 의해 오염되었다면 

생산과 인 이션의 측에 통화량을 추가하는 것이 측력 제고에 도움

이 되지 않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측력을 오히려 하시킬 가능성도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을 살펴보기 하여 통화량이 생산과 인 이

션에 해 실질한계비용, 실질 리 등 생산과 인 이션의 주요 결정요인

이 갖는 측력 이외의 추가 인 측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 다. 

1.  명목통화량의 인 이션에 한 측력

먼  통화량이 미래 인 이션에 해 어느 정도 측력을 갖는지를 살

펴보기 해 다음과 같은 단순 측모형을 설정하 다.15)

15) 이 모형은 Hofmann(2006)의 모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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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모형: 
       (16)

 비교모형: 
       (17)

        
     ×


  for   

             ×

             ×

여기서 는 물가, 는 통화지표, 는 측시계, 은 시차연산자를 나타

낸다.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CPI), 통화량은 본원통화(MB), 의의 통화

(M1), 의의 통화(M2), 융기 유동성(Lf, 구M3)를 각각 이용하 다.16) 

사용된 자료는 모두 계 조정된 분기별 자료로서 표본기간은 1983년 1분기

부터 2006년 1분기이다. 우선 1983년 1분기부터 1995년 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한 다음 1996년 1분기부터 2006년 1분기까지 축차

(recursive)으로 표본외 측을 실시하 다. 시차는 SIC(Schwartz 

Information Criteria)를 기 으로 최  4분기까지 고려하여 결정하 다.

<표 3>은 기 모형과 통화량을 포함한 모형의 평균자승오차(MSE) 비율

을 측시계별로 계산한 결과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통화량을 포함한 모

형의 측력이 기 모형의 측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비율

들을 보면 통화량이 인 이션에 한 상당한 측력을 갖고 있고 측시

계(h)가 길수록 측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7) 한 통화량 지

표  Lf가 장기 인 이션을 가장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

로지역을 상으로 한 Hofmann(2006)과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16) 의유동성(L) 자료는 이용가능한 기간이 짧아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17) 본고의 목 이 통화정책에 유용한 측력에 한 것인 을 감안하여 측시계는 1분기부터 12

분기의 ․단기로 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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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각 통화지표의 인 이션에 한 표본외 측력 ( 기간)

시계(h) 1 2 3 4 5 6 7 8 9 10 11 12

MB 1.08 1.18 1.00 0.95 0.99 0.98 0.86 0.81 1.04 1.07 1.06 0.97 

M1 0.96 0.95 0.85 0.89 0.88 0.89 0.64 0.68 0.70 0.75 0.68 0.65 

M2 0.93 1.01 0.99 0.98 1.05 1.02 0.79 0.99 1.08 0.86 0.83 0.73 

Lf 0.98 1.03 0.94 0.88 0.83 0.62 0.42 0.38 0.43 0.40 0.38 0.33 

 주: 굵은 숫자는 각 시계  가장 작은 숫자를 나타냄.

의 결과가 표본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해 측기간을 외환

기 이 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도18)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19) 

이는 외환 기 이후 리 시 통화정책20)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량이 통화정책 짐에 상 없이 장기 인 이션 측에 한 상당한 측

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통화량이 인 이션에 한 측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화량이 인 이션에 해 다른 변수가 갖는 측력 이외의 

추가 인 측력을 갖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에서 살펴본 뉴 인

지안 모형에 의하면 인 이션은 기 인 이션과 생산갭에 의해서 결정

되는데 Gali and Gertler(1999)에 따르면 일정한 가정을 추가하는 경우 생

산갭은 실질단 노동비용갭과 같아진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식 (17)에

서 통화량증가율() 신에 실질단 노동비용갭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표본외 측을 실시하 다. 실질단 노동비용은 한국생산성본부의 단 노동

비용지수(Unit Labor Cost, ULC)21)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나 어 산출하

18) 외환 기 이 의 측력을 보기 해 1992년 1분기부터 1997년 4분기까지를 측하 고 외환

기 이후의 측력을 알아보기 해 2000년 1분기부터 2006년 1분기까지를 측하 다.

19) 부록 참조.

20) 한국은행은 1998년 9월 30일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리를 인하함으로써 리를 운용목표로 본

격 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참조).

21) 이 자료는 제조업에 한 단 노동비용지수인데 1999년부터 그 산출방식이 달라져 원자료 그

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1년 동안의 단 노동비용의 증가율이 199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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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질단 노동비용의 균제값은 Gali and Gertler(1999)를 따라 일정하다

고 가정하 다.

<표 4>      단 노동비용의 인 이션에 한 표본외 측력 ( 기간)

h 1 2 3 4 5 6 7 8 9 10 11 12

Lf 0.98 1.03 0.94 0.88 0.83 0.62 0.42 0.38 0.43 0.40 0.38 0.33 

ULC 1.07 1.02 0.77 0.67 0.59 0.51 0.40 0.35 0.35 0.29 0.31 0.26 

Lf & 
ULC

1.10 1.06 0.84 0.80 0.79 0.77 0.60 0.55 0.57 0.52 0.48 0.39 

주: 굵은 숫자는 각 시계  가장 작은 숫자를 나타냄.

<표 4>에서 기 모형과 실질단 노동비용을 포함하는 모형의 평균자승

오차의 비율을 보면 실질단 노동비용이 체로 Lf증가율과 유사한 정도로 

인 이션에 한 측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4>의 넷

째 을 보면 실질단 노동비용과 Lf증가율을 동시에 설명변수로 포함한 모

형이 어느 한 변수만을 고려한 모형보다 측력이 오히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들 변수 각각의 측력이 상호 보완 이지 않다는 을 의

미한다. 이제는 통화량  가장 측력이 높은 Lf가 인 이션에 하여 

실질단 노동비용 이외의 추가 인 측력을 갖는지를 검정하기 해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검정 1>

귀무가설: 
         ⇔  

립가설: 
          ⇔ ≠

본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본외 측은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여기서 은 기 측에 사용되는 모수를 추정하기 한 표본수, 는 표본

1년 동안의 증가율과 같아지도록 조정한 후 실증연구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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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측 상 표본수, 는 총 표본수, 는 측시계를 각각 나타내며 이들 

사이에는 의 계가 성립한다.

<그림 2>                표본외 측의 구조

 observations  forecasts

1  

이러한 구조로 표본외 측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통계량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한다. 첫번째 통계량은 두 모형의 평균자승오차를 비

교하여 어느 모형의 측력이 우수한지를 검정하는 Enc-t통계량이다. 동 

통계량의 근  분포는 과정(Wiener process)을 포함하는 비표 인 

분포이지만 Clark and West(2006)에 따르면 부분의 경우 정규분포의 기

각값(critical value)을 그 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정규분포의 10% 단측검

정역에 상응하는 기각값은 1.282이므로 산출된 통계량이 이보다 크면 귀무

가설을 기각한다. 다만 부분의 경우 정규분포의 기각값은 동 통계량의 

근  분포의 기각값을 하회하므로 정규분포의 10% 기각역에 상응하는 기

각값을 기 으로 검정을 실시하면 10%보다 작은 유의수 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Enc-t 통계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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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C 표 오차22)

               : 측잔차,           : 측치

22) h가 2보다 크면 오차에 h-1기까지 자기상 이 발생하므로 HAC표 오차를 사용하 다.



- 21 -

두번째 통계량은 평균자승오차간의 상 계를 이용하여 한 모형이 다른 

모형을 포함하는지를 알아보는 통계량(statistics for encompassing test)이

다. Enc-F로도 불리는 이 통계량은 Clark and McCracken(2001)이 처음 제

안하 으며23) 유사한 통계량  검정력(power of test)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통계량은 표 인 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Clark and McCracken(2001)이 시뮬 이션으로 구한 기각값을 사용하 다. 

다만 이 기각값은 측시계가 1이거나 립가설에 추가된 변수가 1개인 경

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24) 와 의 상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

다. 본 연구의 경우 10% 유의수 에 따른 기각값은 기간과 외환 기 이

의 경우는 0.984, 외환 기 이후의 경우는 0.685이다. 따라서 Enc-F의 값

이 이보다 클 경우(단측검정)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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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통계량을 보면 기간의 경우 Lf가 단 노동비용 이상의 측

력을 갖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외환 기 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 외환

기 이 에는 체로 Lf가 단 노동비용 이외의 추가 인 측력을 가졌

으나 외환 기 이후 리 시 통화정책하에서는 통화량이 인 이션에 

해 단 노동비용 이외의 추가 인 측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Clark and McCracken(2001)에서는 이 통계량을 Enc-New라 불 으나 본 통계량의 형태가 F분

포와 유사한 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Enc-t에 응하는 의미에서 West(2006)을 따라 Enc-F로 

명명하 다.

24) 표본외 측 통계량에 한 자세한 설명은 West(200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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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통화의 인 이션에 한 추가 인 측력 검정

시계
(h)

Enc-t Enc-F

기간
외환 기
이

2)
외환 기
이후

3) 기간
외환 기
이

2)
외환 기
이후

3)

1 -2.250 -0.536 -0.413 -0.539 -0.726 -0.163 

2 -1.402 0.631 0.530 -0.766 1.031 0.158 

3 -1.255 0.532 0.269 -0.789 1.473 0.055 

4 -1.621 1.177 -1.206 -1.648 4.252 -0.247 

5 -1.741 1.285 -1.536 -2.584 6.571 -0.818 

6 -1.753 1.493 -1.398 -3.224 8.662 -1.159 

7 -1.902 1.914 -1.237 -3.720 10.663 -1.451 

8 -2.070 2.482 -0.943 -3.519 11.213 -0.921 

9 -0.742 2.635 -1.165 -1.401 9.048 -1.111 

10 -0.339 2.274 -0.863 -0.679 6.810 -1.065 

11 0.137 1.744 -0.991 0.343 4.820 -1.284 

12 0.559 2.222 -0.492 1.792 6.306 -0.841 

 주: 1) 굵은 숫자는 10% 유의수 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

2) 1992년 1분기부터 1997년 4분기까지를 측

3) 2000년 1분기부터 2006년 1분기까지를 측

한편 단 노동비용이 인 이션에 해 Lf 이외의 추가 인 측력을 

가지고 있는지 검정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검정 2>

귀무가설: 
        ⇔   

립가설: 
          ⇔ ≠

<표 6>의 Enc-t값들 보면 기간의 경우 11분기와 12분기를 제외하고는 

단 노동비용도 Lf 이외의 추가 인 측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별

로 보면 외환 기 이 에는 단 노동비용이 Lf 이외의 추가 인 측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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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으나 그 이후에는 12분기 측을 제외하고는 추가 인 측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언 한 로 이 통계량을 이용하여 검정할 

때 정규분포에 근거한 기각값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정규분포의 

유의수 보다 작은 유의수 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12분기 측뿐만 아니라 8분기 이상의 측도 10%의 유의수 에서 귀무가

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Enc-F 통계량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통계량의 값들은 외환 기 이후에도 모든 측시계에 있어서 

단 노동비용이 Lf 이외의 추가 인 측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25) 

<표 6>    단 노동비용의 인 이션에 한 추가 인 측력 검정

시계
(h)

Enc-t Enc-F

기간
외환 기
이 2)

외환 기
이후3) 기간

외환 기
이 2)

외환 기
이후3)

1 -0.525 0.852 0.838 -1.494 2.525 2.137 

2 0.320 1.238 0.986 1.120 5.666 3.276 

3 0.674 2.015 0.791 3.498 11.458 2.951 

4 0.797 2.442 0.630 5.299 17.312 2.402 

5 0.956 2.788 0.875 7.847 18.113 4.133 

6 1.071 3.066 0.973 10.223 15.913 5.522 

7 0.956 3.489 0.856 10.036 16.709 4.579 

8 1.100 2.505 1.090 10.890 19.722 10.169 

9 1.156 1.647 1.100 10.920 22.309 9.565 

10 1.177 1.497 1.114 11.093 18.943 9.791 

11 1.344 1.466 1.245 11.424 13.546 9.483 

12 1.440 1.475 1.329 10.734 11.720 8.993 

  주: 1) 굵은 숫자는 10% 유의수 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

     2) 1992년 1분기부터 1997년 4분기까지를 측

     3) 2000년 1분기부터 2006년 1분기까지를 측

25) 앞서 언 한 로 Clark and McCracken(2001)에서 보고된 Enc-F의 기각값들은 시뮬 이션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므로 본고의 경우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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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통화량이 인 이션에 해 상당한 

측력을 갖고는 있으나 외환 기 이후, 즉 리 시 통화정책기간에는 통화

량이 인 이션에 해 단 노동비용 이상의 추가 인 측력은 갖고 있

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2. 명목통화량의 생산에 한 측력

본 에서는 통화량의 생산에 한 표본외 측력을 분석하기 해 기존연

구에서 많이 인용되는 Stock and Watson(2003)을 따라 다음과 같은 측

모형을 설정하 다.

기 모형: 
      

비교모형: 
      

        여기서 
     ×


 for  

                    ×

                    ×

                 : t기의 실질생산,   : t기의 통화량

생산은 실질GDP를 사용하 으며 여타 자료는 이 과 동일하고 표본외

측도 이 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 다. <표 7>에서 기 모형과 통화량

을 포함하는 모형의 평균자승오차 비율을 살펴보면 체로 통화량이 성장

률에 한 측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인 이션 측과는 달리 외

환 기 이후의 경우 통화량  M2의 측력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26)

26) 외환 기 이 에는 통화량  Lf가 가장 측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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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각 통화지표의 성장률에 한 외환 기 이후의 표본외 측력
2)

h 1 2 3 4 5 6 7 8 9 10 11 12

MB 1.03 1.01 0.98 1.01 1.01 1.01 1.01 1.02 1.01 1.00 1.01 1.01 

M1 0.91 0.90 0.85 0.94 0.97 0.98 1.01 1.56 1.40 1.42 1.29 1.25 

M2 1.02 0.97 0.92 0.81 0.76 0.60 0.58 0.44 0.47 0.52 0.60 0.63 

Lf 1.08 1.11 1.15 0.98 1.28 1.25 1.37 0.77 0.65 0.57 0.54 0.51 

 주: 1) 굵은 숫자는 각 시계  가장 작은 숫자를 나타냄

2) 2000년 1분기부터 2006년 1분기까지를 측

한편 통화량이 성장률에 하여 실질 리 이외의 추가 인 측력을 갖

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검정1>

귀무가설: 
          ⇔  

립가설: 
          ⇔ ≠

우리나라 리자료는 1987년부터 이용가능하므로 외환 기 이 을 상

기간으로 하는 경우 표본수가 매우 어 신뢰성 있는 통계량을 얻기 어려

운 을 감안하여 성장률에 한 측력검정은 외환 기 이후만을 상으

로 하 다. 통화량은 M2를, 리는 국민주택채권1종(5년 만기)수익률을 이

용하 다. 실질 리를 별도로 산출하는 신 명목 리와 인 이션을 모두 

설명변수에 포함하 다.

<표 8>의 둘째칸과 세째칸에 나타난 통계량들을 보면 외환 기 이후 

M2가 실질 리(명목 리와 인 이션) 이외의 추가 인 측력을 갖지 못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Ent-F값을 보면 8분기 측에서는 M2가 추가

인 측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환 기시 M2와 성장률이 

일시 으로 동시에 격히 변동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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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생산에 한 추가 인 측력 검정

(외환 기 이후 기간)

시계
(h)

           

Enc-t Enc-F Enc-t

1 -0.925 -0.210 1.481 

2 -1.181 -0.408 1.742 

3 -0.690 -0.921 0.472 

4 -0.780 -0.847 -0.533 

5 -0.939 -1.595 -1.026 

6 -0.461 -0.464 -1.131 

7 -1.160 -1.147 -0.881 

8 0.545 2.278 -0.058 

9 -0.094 -0.214 0.306 

10 -0.066 -0.141 0.583 

11 -1.312 -1.379 1.114 

12 -1.833 -1.645 1.055 

 주: 굵은 숫자는 10% 유의수 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다음으로 실질 리가 M2 이상의 추가 인 측력을 갖는지 확인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검정 2>

귀무가설: 
         ⇔    

립가설: 
          

⇔ ≠   ≠

<표 8>에서 넷째칸의 Enc-t값은 2분기 이내의 시계에 있어서 실질 리

가 M2 이상의 추가 인 측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분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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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서 언 한 로 본 검

정통계량이 정규분포의 유의수 보다 작은 유의수 으로 귀무가설을 기각

하는 경향이 있는 을 감안하면 이 경우에도 귀무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표 8>에 실질 리의 추가 인 측력을 검정

하기 한 Enc-F값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측시계가 2이상이거나 추가

인 설명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Clark and McCracken (2001)의 기각값을 

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통화량이 인 이션과 성장률에 한 측력

을 갖고 있지만 외환 기 이후, 즉 통화정책을 리 시 방식으로 변경한 

후에는 통화량이 인 이션과 성장률에 해 단 노동비용이나 실질 리 

이상의 추가 인 측력은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3. 실질통화량의 측력

통화의 역할에 한 실증  논의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

치된 결론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분석에 사용된 통화량 

지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Gerlach and Svensson 

(2003)은 실질통화갭이 인 이션에 해 측력을 갖고 있으나 명목통화

증가율은 측력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 다. Estrella and 

Mishkin(1997)도 명목통화증가율이 통화정책 수행에 별다른 정보를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 다. 한편 Hafer et al.(2006)은 실질통화증가율이 생산갭

에 하여 설명력이 있음을 보 으며 Nelson(2003)도 실질통화 수 의 역

할을 강조하 다.

이러한 을 감안하여 본 에서는 통화량 지표로 명목통화 신에 실질

통화를 이용할 경우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9>는 실질통화

갭과 실질통화증가율이 각각 인 이션과 성장률에 해 추가 인 측력

이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은 실질통화갭으로서 실질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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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HP필터를 이용하여 추세치를 제거한 값이며 는 실질

통화증가율을 나타낸다. 검정은 1   2 의 <검정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 다. 

검정결과 실질통화갭의 경우 인 이션에 한 추가 인 측력은 없으

나 성장률에 해서는 장기시계를 심으로 추가 인 측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질통화증가율은 인 이션과 성장률 모두에 하

여 추가 인 측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화량 지표로 

명목통화 신 실질통화를 이용하면 측력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9>     실질통화갭  실질통화증가율의 추가 인 측력 검정(Enc-t)
1)

시계 인 이션 측 성장률 측

(h)    

1 0.022 -0.413 0.380 -1.515 

2 -0.367 0.530 1.086 -1.322 

3 -0.247 0.269 1.163 -0.546 

4 0.082 -1.206 1.059 0.485 

5 -0.011 -1.536 1.030 0.538 

6 0.148 -1.398 0.998 0.725 

7 0.279 -1.237 0.886 0.689 

8 0.935 -0.943 0.856 0.706 

9 0.923 -1.165 0.806 0.430 

10 0.873 -0.863 0.848 0.577 

11 0.799 -0.991 1.061 0.126 

12 0.697 -0.492 1.413 -0.022 

 주: 1) 외환 기 이후(2000년 1분기부터 2006년 1분기까지)의 측에 한 Enc-t값임

 2) 인 이션 측을 해서는 Lf를, 성장률 측을 해서는 M2를 사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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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시사

본고에서는 리 시 통화정책하에서 통화가 갖는 역할에 하여 살펴보

았다. 먼  뉴 인지안 모형을 통해 통화가 생산과 인 이션에 미치는 

향을 1987년부터 2006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 으나 유의

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이는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통화 시에서 리

시로 변경되어 통화가 내생화되고 융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소비 등 경

제활동에 필요한 유동성이 원활히 공 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의 결과가 특정한 모형하에서 도출된 데 따른 한계를 극복하

고 보다 일반 인 상황하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축약식을 이용하여 통

화량의 생산과 인 이션에 한 측력를 분석하 다. 표본외 측력에 

한 통계량을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통화량이 생산과 인 이션에 해 상

당한 측력을 갖고는 있으나 외환 기 이후, 즉 리 시 통화정책기간에

는 생산과 인 이션의 주요 결정요인인 단 노동비용 는 실질 리의 

측력 이외의 추가 인 측력은 체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이 여타 거시경제변수에 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

인 측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본고의 결과는 통화정책 운용상에 매우 

요한 시사 을 주고 있다. 이는 통화량이 생산과 인 이션에 하여 일정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통화수요충격도 함께 포함하고 있

어 통화정책 운용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따라서 통화정책 운용시 통화량 변동을 지나치게 의주시할 경우 경

제상황 단과 통화정책 결정에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만 통화의 역할에 한 본고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

다. 실질통화갭이 성장률에 해 실질 리 이외의 추가 인 측력이 있음

을 감안하면 통화량 지표에 따라서는 통화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가

능성이 없지 않다. 한 본고는 통화의 역할을 실물부문, 즉 생산과 인

이션에 미치는 향에 국한하 으며 통화와 자산가격, 통화와 경제의 안정

성에 한 분석은 포함하지 못하 다. 즉 자산거래에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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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통화가 자산가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27) 선제 이고 극

인 통화정책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하여 통화량 등 양

변수에 한 응이 필요한 28) 등을 감안할 때 통화가 경제구조 내에서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운용면에서도 보다 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여

히 남아있다. 따라서 향후 자산가격 변동, 경제안정화 등과 련한 통화의 

역할에 하여 보다 심층 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7) 통화와 자산가격과의 계를 연구한 최근 논문으로는 정규일(2006) 등이 있다.

28) Carlstrom and Fuerst(2000), Benhabib, Schmitt-Grohe, and Uribe(2001), Brückner and 

Schabert(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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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부표 1>              서비스물가지수를 이용한 추정결과

최우추정치 베이지안추정치(사후분포)

모수 평균 표 오차 평균 표 오차 95% 신뢰구간

 0.037 0.173 0.231 0.243 [-0.068, 0.733] 

 0.053 0.101 0.039 0.004 [0.031, 0.047]

 1.176 0.736 0.633 0.422 [0.009, 1.436] 

 0.972 0.021 0.988 0.003 [0.983, 0.994] 

 0.988 0.003 0.988 0.002 [0.984, 0.992] 

 0.818 0.030 0.779 0.037 [0.707, 0.847] 

 0.004 0.004 0.009 0.005 [0.001, 0.018] 

 0.260 0.031 0.313 0.039 [0.239, 0.391] 

 8.772 0.028 8.781 0.030 [8.720, 8.844] 

 9.384 0.149 9.416 0.107 [9.207, 9.617] 

 0.012 0.006 0.011 0.004 [0.002, 0.020] 

 0.024 0.009 0.023 0.006 [0.012, 0.034] 

 0.965 0.021 0.938 0.018 [0.902, 0.972] 

 0.994 0.006 0.988 0.006 [0.976, 0.999] 

 0.919 0.050 0.913 0.039 [0.842, 0.983] 

 0.046 0.020 0.036 0.008 [0.023, 0.052] 

 0.018 0.002 0.019 0.002 [0.016, 0.022]

 0.025 0.003 0.024 0.003 [0.019, 0.030] 

 0.003 0.000 0.004 0.000 [0.0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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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각 통화지표의 인 이션에 한 표본외 측력 (외환 기 이 )

시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MB 0.97 1.52 1.64 1.28 1.25 1.28 1.23 1.07 1.26 1.67 1.27 1.43 

M1 1.00 0.99 1.01 1.01 0.97 0.95 1.18 0.93 1.08 1.06 0.97 1.09 

M2 0.99 0.93 0.94 0.92 0.95 0.63 0.96 0.87 0.93 0.84 0.78 0.72 

Lf 1.15 1.01 1.04 0.92 0.76 0.67 0.67 0.64 0.61 0.58 0.53 0.49 

 주: 굵은 숫자는 각 시계  가장 작은 숫자를 나타낸다.

<부표 3>  각 통화지표의 인 이션에 한 표본외 측력 (외환 기 이후)

시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MB 1.44 1.48 1.70 1.58 1.22 1.16 0.74 0.79 1.01 1.01 1.01 0.87 

M1 0.88 0.95 1.08 1.55 1.25 1.59 0.66 0.64 0.68 0.73 0.66 0.64 

M2 0.88 0.86 0.76 0.69 0.66 0.96 0.66 1.00 1.14 0.92 0.89 0.76 

Lf 0.75 0.79 0.62 0.75 0.70 0.63 0.27 0.30 0.34 0.30 0.29 0.26 

 주: 굵은 숫자는 각 시계  가장 작은 숫자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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