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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및 화폐수요함수의 변화에 관한 연구*1)

장 병 기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요약>

본 연구는 화폐 및 유동성수요함수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추가변수들을 도입하여 기간별 공적분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때 기간구분을 위해서 구조변화를 고려한 Gregory and Hansen(1996a, b)의 공적분분석을 적용하

여 화폐수요함수의 변화가 발생한 최적의 시점을 찾았다. 기간별 공적분분석 기법으로는 Johansen공적분 검정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Pesaran, Shin and Smith(2001)의 한계검정법(bounds test)을 적용하였다. 보다 효율

적인 공적분벡터를 추정하기 위하여 Stock and Watson(1993)의 DOLS를 적용하여 장기균형관계식을 파악한 후, 이

를 바탕으로 ARDL모형을 추정하여 최적화폐수요함수의 오차수정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기본변수(실질소득과 금리)들로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추가변수들이 도입되면 모든

기간과 모든 화폐단위에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변수들의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외환위

기를 전후하여 소득 및 금리의 탄력성이 다르고 영향력 있는 추가변수들이 상이함으로서 화폐수요함수의 변화를 명

백히 인지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주로 환율과 단기금리가 유용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기간에

대해서는 주가와 주가변동성이 유용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의 중

요성이 급격히 부각된 사실과 부합되는 결과일 것이다.

Ⅰ. 서론

 “금리를 인상하면 통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명제는 거시경제학의 기본이론들 중 하나이며 현실적

으로나 이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명제이다. 이에 맞추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물

가가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하면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문제는 금리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화폐(또는 유동성)의 수요가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다른 

요소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최근 변화된 세계금융시장 환경변화의 핵심들 중 하나일 것이

다.

  1990년대 이후 국내·외경제 및 금융시장은 많은 환경변화를 겪어왔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혁신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신종 금융상품이 한없이 출현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동성 

및 신용규모의 효과적인 조절을 정부가 달성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 왔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도 자산유동화를 위한 파생상품으로부터 그 단초가 제공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이 파생상품시장 구조 및 규모와 부동산버블 붕괴의 가능성을 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최근의 대규모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는 마지막이 아니며 앞으로도 무수히 

그리고 더욱 재앙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욱 큰 두려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변화하는 세계

경제 및 금융환경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연구과제들일 것이다. 

분명 1990년대 이후 경제 및 금융환경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이론의 현실화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대한 연구

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화폐 및 유동성 수요함수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즉, 금융시장 환경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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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복잡다양화 되면서 새로운 변수들이 화폐 및 유동성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

며 보다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화폐 및 유동성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지속적으로 화폐수요함수의 정확한 추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먼저,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은 통화팽창의 장기 지속률(consistent rate)을 알려준다. 둘째, 화폐수요의 이

자율탄력성을 정확히 안다면 경제학자들은 장기 인플레이션의 복지비용(welfare cost)을 계산할 수 있

도록 허락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거시모델에서 화폐수요함수의 장기안정성이 가정되므로 통화정책의 

실질변수에 대한 영향 파악 등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 지식이다. 화폐수요함수의 이해는 최적통화정책의 

디자인이나 이행을 위하여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화폐수요함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

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왔다. 즉,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새로운 요소를 찾아내기보다는 실질화폐잔고(명목화폐량/물가수준)는 실질소득에 비례하

고 이자율에 반비례한다는 명제를 확인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분석방법 또한 통화량이 실질

소득 및 금리와 공적분관계에 있느냐를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국내의 대표적 연구로는 함정호·최

운규(1989), Bahmani-Oskoee and Ree (1994), 서병선(2001) 등이 M1은 소득 및 이자율 등과 장기적 균

형관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박우규(1991), 금재호·이인실(1993), 유윤하(1994) 및 Lee and Chung 

(1995) 등이 M2는 설명변수들과 공적분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주한광(2002)은 M1과 M2가, 황

호영·이동헌(1998)은 M3만이, 전상준(1998) 및 김철현(2002)은 M2 및 M3에서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

고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황호영·이동헌(1998), 정근존·이민환(2007) 등 일부의 연구들은 소득

과 금리를 제외한 추가 설명변수로 환율변수를 포함시켰으며 전상준(1998)은 실질임금을 포함시켜 모형

을 확장하였다. 기존의 국내연구결과에서 주목할 특징 중 하나는 광의의 통화개념인 M3(구 Lf, 신 L)의 

장기수요함수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소득과 금리와 같은 기본적 요소로는 총유동

성 수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해외의 연구 또한 기본적으로 실질화폐잔고(명목화폐량/물가수준)는 실질소득에 비례하고 이자

율에 반비례한다는 명제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일부 연구들이 추가적인 요소에 주목해 왔다. 

Choi and Oh (2003)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확실성과 금융혁신변수를 포함하였으며 Joseph 

(2004) 역시 불확실성을 도입하였다. 한편 Carlson and Schwarz (1999)는 미국에 대하여, Thornton 

(1998)은 독일에 대하여 주가의 화폐수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Boone and Noord (2008)은 euro지

역의 유동성(M3)수요함수에 자산효과를 도입하여 장기적인 부(wealth)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Choudhry(1996), Wu and Shea(1993), McCornac(1991) 등은 실질주가가 이태리, 미국, 독일, 대만, 캐나

다, 일본 등의 경우 장기 화폐수요함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개도국의 경우도 

Baharumshah(2004)는 말레이시아, Hsing (2007)은 대만, Baharumshah, Mond, Yol(2009)는 중국에서 장

기 화폐수요함수에 주가가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해외의 연구에서는 흔히 발견됨에도 주식시장

의 영향을 고려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드물다. 국가경제에서 주식시장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된 드문 

나라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임에도 주식시장의 화폐수요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되며 모형을 더욱 현실화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화폐 및 유동성수요함수의 추정에 있어서 소득, 금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요소를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복잡 다변화되는 금융시장환경 하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화폐의 수

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득이나 금리와 같은 기본적 모형의 변수들로는 화폐수요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자산가격(주가, 부동산가격), 불확실성(주가변동성, 환율변동성), 환율, 외

국이자율, 단기금리 등 다양한 변수들을 발굴하여 분석에 고려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화폐 및 유동성 수요함수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소득이나 금리변수의 영향력 크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제3의 변수가 과거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유의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표본의 기간을 전체로 하고 단일추정치를 추정하게 되면 변화이전 또는 변화이후의 영향력이 지배하게 

되어 그 영향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수십년 전에 비하여 현재는 금융시장 여건이나 구

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화폐수요함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생적으로 추정함수의 구조변화를 찾아내는 계량경제학 기법을 적용하여 화폐수요함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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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우렸다.

  셋째, 본 연구는 추정이 특히 어려운 광의의 총유동성(M3또는 L)에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M1이나 M2의 경우 화폐수요함수의 장기안정성을 발견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으나 M3(총유동성)의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었다. 총유동성은 은행 및 증권·보험·단

자·은행신탁 등 제2금융권의 각종 예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금융거래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는 데 시차가 있는 데다 통화당국이 직접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중심지표로 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 등으로 각종 금융제도 개혁이 빠르

게 진전되면서 금융자산간·금융권간 자금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자금이동효과가 상쇄되어 나

타나는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인 총유동성의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모형의 설정

 전통적인 화폐수요함수 모형은 통화지표가 무엇이든 아래의 기본적 모형에서 출발할 수 있다. 즉, 

                                                                                   (1)

여기서 M은 화폐수요이며 P는 물가수준이다. 거래적 수요를 의미하는 규모의 변수(Y)로 흔히 실질GDP가 

사용되며 기회비용의 개념으로는 금리(i)가 사용된다. 기존의 일부연구들은 이에 추가하여 환율, 불확

실성 등의 변수들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비교적 좁은 범위의 기회비용변수들을 

도입해 왔으며 화폐수요함수의 변화(요소의 변화, 함수식의 변화 등)에는 주목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폐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 변수들을 도입함과 동시에 화폐수요함수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영향요소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확장된 모형을 이용하여 화폐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2)

여기서, y는 실질소득, i는 금리, W는 부(wealth)를 의미하며 Z는 화폐의 유통속도나 화폐수요함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요인들을 의미하다. 본 연구는 기본적 화폐수요함수에 화폐수요에 대한 부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가격변수들을 추가한다. 부의 효과에 대표적 변수로는 주가와 부동산가격

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부의 증가는 두 가지 채널을 통하여 화폐(유동성)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첫 번째 채널은 대체효과이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의 상승은 화폐에 비하여 대안적 

투자자산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화폐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부동산침체기나 주

식침체기에는 단기유동자금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다른 채널은 소득효과이다. 부가 증가하면 추가적 부

의 일부분은 유동성으로 보유하게 될 수 있으며, 자산가격의 높은 수준은 금융회전율을 증가시키므로 

거래적 목적의 유동성 수요를 유발한다. 따라서 화폐수요에 대한 부(wealth)의 대체효과는 화폐수요에 

음(-)의 영향을 주며 소득효과는 양(+)의 영향을 준다. 이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는 통화지표의 

광범위성이나 금융시장의 구조나 발달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와 단기 등 시점에 대

해서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실증의 문제이며 관계변화의 이슈가 될 수 있다. 

Fase and Winder(1998)는 유로통합전의 기간에 대하여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ealth)의 화폐수요에 

대한 부(wealth)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양(+)의 영향력이 있음을 밝힌 반면 Bruggeman et. al.(2003)은 

유로통합 이후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에서 주가는 통화수요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부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가의 영향력에 치우쳐 왔으며 부동산 가격상승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감안하면 부동산의 

자산효과가 의미 있을 수 있다.  

  기타 Z의 변수로는 단기금리, 환율, 외국의 이자율, 그리고 주가변동성 및 환율변동성과 같은 불확실

성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금리(i)로는 장기금리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단기금리를 포

함하여 이자율 변수의 영향을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로 구분하여 분석한다.1) 화폐의 개념에 따라 장기금

리와 단기금리의 영향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M1의 경우 장기금리(또는 채권금리)가 상승할 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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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요의 기회비용 증가로 인해 대체효과에 의한 통화수요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통화의 개념

이 확대될수록 특히, L(광의의 유동성)의 경우 유동성 시장금융상품(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까지 포함하므로 수익률효과가 지배하여 통화수요 증가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단기금리 상

승의 효과는 모든 통화의 개념에 대해 특정한 부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증의 문제이다. 단기금리상승

에 의한 수익률효과는 통화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만기가 긴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미치는 파급효과만

큼 통화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통화의 개념에 따라 또는 대체효과와 수익률효과의 상쇄정도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화폐수요에 미치는 효과 또한 대체 효과와 부(wealth)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McKinnon(1982)이 언급한 화폐의 대체효과에 따르면 환율이 상승할 때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상대적으로 외국화폐를 선호하여 국내화폐의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반면 부(wealth)의 효과에 따르면 

환율의 상승(자국화폐의 가치하락)은 내국인 소유 외화자산의 국내가치를 상승시켜 국내화폐수요를 증

가시킨다는 것이다.2)    

  외국의 이자율이 증가하면 외국채권에 대한 투자가 더욱 매력적이 되며 자본이동효과로 인해 국내통

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 (Arize, 1994; Arize et al.,1999; Bahmani-Oskooee and Ng, 2002; 

Hsing 2007 등) 특히, 중국의 화폐수요를 연구한 Baharumshah, Mohd and Yol(2009)나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하여 연구한 Carruth and Sanchez-fung(2000)의 경우 국내이자율대신 외국의 이자율을 사용하였으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화폐수요함수에서 자국의 이자율보다 외국의 이자율이 더욱 유

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직접적 통화대체에 관한 문헌들은 국내 통화와 외국 통화 사이의 포트폴

리오이전은 환율변수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한편, 덜 전통적이지만, Marquez(1987)은 

차입경영을 하는 회사들이 기업활동을 위하여 자국통화와 외국통화를 보유하는 모델을 적용하여 외국이

자율이 증가하면(외국통화의 차입비용증가) 자국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불확실성변수로는 주가변동성과 환율변동성을 고려하였다. 주식시장 위험은 리스크회피 에이전시에 

근거하여 화폐수요에 정(+)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Bruggeman et al.(2003)은 주가의 변동성이 

화폐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힌 반면 ECB(2003)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증가가 주식으

로부터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M3에 포함되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자금의 이동을 유발하여 M3의 초

과수요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환율변동성의 부호는 이론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Choi and 

Oh(2003)는 그들의 일반균형모형에서 불확실성의 계수가 모형내의 다른 계수들의 복잡한 함수이기 때문

에 그 부호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주한광(2002)와 김종구(2008)도 이에 대해 제약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화폐수요의 장기균형관계식의 기본 형태는 아래와 같다.

       ln    ln      ln  ln  ln    ln  ln      (3)  

여기서 ln은 자연로그를 의미하며 m은 명목화폐량(M1, M2, Lf, L 등)을 물가수준(GDP deflator)으로 나

눈 실질화폐잔고, y는 실질GDP, i는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인 이자율로 (1+3년만기 회사채수익률/100)을 

사용한다.3) si는 단기금리로 (1+콜금리/100), sp는 종합주가지수를 GDP디플레이터로 나눈 실질주가지

1) 비용의 적절한 측정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전형적으로 장기금리가 가장 많이 이용된 한편 Brand and

Cassola(2000), Funke(2001), Kontolemis(2002)는 단기금리(money market rate)를 적용하였으며, Boone &

Noord(2008)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Fase and Winder (1998)과 Coenen and Vega(2001)은 장

단기 금리차이를 적용함으로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계수가 같도록 제약하는 모델을 적용하였다.

2) 정근존·이민환(2007)이 언급한 것처럼 부의 효과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내국인 소유 외화자산’은 엄밀한 의미

에서 ‘내국인 소유 순외화자산’이어야 할 것이다. 즉, 국내화폐의 가치하락은 내국인 소유 외화부채의 국내가치도 상

승하므로 순채무국가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근존·이민환(2007)은 우리나라가 순외화채권국이 된

외환위기 이후에 정(+)의 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수익률 자체대신 한국은행(2002) 거시경제모형의 화폐수요함수 추정식, 정근존·이민환(2007) 등에서 사용한 (1+3

년만기 회사채수익률/100)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높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익률 자체를 적용하더라도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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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hp는 전국아파트가격지수를 GDP디플레이터로 나눈 실질주택가격지수, e는 원/달러 명목환율4), irf

는 (1+3년만기 미국국채수익률/100)으로 대용된 외국의 이자율을 의미한다. 다음 spv는 주가변동성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가의 조건부변동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주가지수의 일간수익률을 적용하여 

GED분포를 적용한 ARMA(1,1)-IGARCH-M모델로부터 추정된 조건부변동성의 2년 평균을 사용하였다.5) 이

러한 변동성의 장기적 평균개념의 사용은 근본적인(fundamental) 변동성 흐름을 측정하게 하며 기이한 

단기적 변이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단기적 변이가 장기 화폐수요함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므로 

장기 화폐수요함수에 포함되기에 더욱 적절한 측정일 것이다.6) ev는 환율의 변동성을 나타내는데 환율

의 조건부변동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환율의 일간변동률을 적용하여 GED분포를 적용한 AR(1)-GARCH(1,1)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조건부변동성의 2년 평균을 사용하였다.7) 한편 계절성을 가지는 통화량, 실질GDP 

등은 모두 계절조정치를 사용하였으며 1986년 1분기에서 2009년 4분기까지(단, L에 대해서는 자료의 이

용성으로 인해 1995년 1분기부터)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III. 실증분석방법론

3.1.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 및 화폐수요함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분석한

다. 먼저, 개별 자료들의 시계열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다. 특히, 

Johansen(1988, 1991) 공적분검정을 위해서는 모든 변수들이 I(1)진행을 따르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다. 단위근 검정방법으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ADF(Augmented Dickey Fuller) 단위근 검정과 

PP(Phillips-Perron) 단위근 검정을 적용한다. 

다음, 데이터의 성격이 규명되면 화폐수요함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을 구분하여 공적분 검정

을 실시한다. 이때 기간구분을 위해서 구조변화를 고려한 Gregory and Hansen(1996a, b)의 공적분분석

을 실시하여 화폐수요함수의 변화가 발생한 최적의 시점을 찾는다. 기간별 공적분분석 기법으로는 기존

의 다변량시계열 연구에서 흔히 사용한 Johansen(1988, 1991) 공적분 검정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Pesaran, Shin and Smith(2001)의 한계검정법(bounds test)을 적용한다. 한편 기간구분을 할 경

우 데이터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모든 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변수들을 순차적으로 가감하여 

최적모형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공적분관계가 확인되면 보다 효율적인 공적분벡터의 추정을 위하여 Stock and 

Watson(1993)의 DOLS(dynamic ordinar least squares)를 적용하여 장기균형관계식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을 추정하여 최적화폐수요함수의 오차수정모형을 

도출한다. 

3.2. 구조변화를 고려한 공적분 검정

 변수들 간의 장기균형관계에서 구조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기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Gregory and Hansen(1996a, b)의 공적분을 실시하여 최적의 구조변환점을 찾고자 한다. Gregory and 

4) 기존의 연구들에서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데 환율변화로 인한 내국인의 국내통화표시 외화

자산 증감에 근거한 이론적 추론은 명목환율의 사용을 정당하게 한다. 즉, 양국 통화의 교환비율인 명목환율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ARMA(1,1)-IGARCH-M모형의 선택은 주가의 조건부변동성에 대한 GARCH 타입의 모형들 중 최적모형인 것으

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6) Carstensen(2006)도 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변동성을 모형화하였는데 변동성의 장기적 추세를 계산하는 방

법에는 평균의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므로 1년 평균, 3년평균 등 다양한 시도를 하

였으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7) AR(1)-GARCH(1,1)모형의 선택은 환율의 조건부변동성에 대한 GARCH 타입의 모형들 중 최적모형인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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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en(1996a, b)에 의해 제안된 구조변화를 고려한 공적분검정 모형은 Engle-Granger방법을 변형시킨 

형태로 아래의 모형에 기초한다. 

      
 

       ⋯          (4)

                                          i f  ≤ 
 i f   

  여기서 는 I(1) 진행을 따르는 종속변수이며 는 I(1)진행을 따르는 설명변수들의 m-벡터이다.  

은 구조변화 이전 기간의 상수항을 나타내며 는 구조변화 이후의 상수항 변화를 나타낸다. 
은 

구조변화 이전 기간의 공적분 계수를 나타내며 
는 구조변화 이후의 공적분 계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면 나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나 제로벡터가 아닐 것이며 구

조변화가 없었다면  나 
는 모두 0이나 제로벡터일 것이다.  여기서 미지수로 간주되는 ∈ 는 전체

기간에 대한 구조적 분기점을 나타내며 [ ]는 정수 집합을 나타낸다. 

변수사이의 공적분 관계에 대한 테스트 통계로 Gregory and Hansen (1996a, b)은  , 
 , 

 등의 값

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유의수준들을 제시하였다. 구조변환점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각각의 에 대하여 추정된 

      등의 통계값의 최소가치를 적용한다. 통계값의 최소가치가 적용되는 이유는 이 값이 작

을수록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3.3. 기간별 공적분검정

  구조변환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한 후, 기간별로 화폐수요와 설명변수들 간에 공적분관계가 존재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1988, 1991) 공적분검정 및 Pesaran, Shin and Smith(2001)의 한계검

정법(bounds test)을 실시한다.8)  Johansen 검증법은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토대로 공적분관계를 

추정하므로 모든 변수를 내생변수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종속변수를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우도비검정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공적분관계를 식별해 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다변량시계열 분석에서 흔히 사용된

다. 그러나 Johansen 검증법에서 여러 개의 공적분이 존재하는 경우 경제학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본 연구의 모형처럼 여러 개의 변수가 사용되고 데이터기간이 한정적일 경우 VAR을 

토대로 최우추정법을 사용하면 자유도의 손실이 매우 크게 되어 자유도 문제에 봉착하는 단점이 있다. 

Cheung and Lai(1993)는 Johansen 검정의 경우 적은 샘플과 많은 변수 하에서 공적분벡터의 수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Gonzalo(1994)는 공적분 벡터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한 

결과 최우추정법에 의한 Johansen의 방법이 가장 우수하다는 이론 및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그 

이론은 점근이론 (Asymtotic theory)에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터기간이 충분할 때에 한정된 결과이며 

Monte Carlo 실증검증도 3변수일 경우에 한정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통화량에 미치는 효과가 핵심이

나 Johansen 검증에서는 통화량을 제외한 설명변수들 사이에 공적분관계가 성립한다면 통화량을 포함하

는 모형에서도 공적분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기간이 한정적이므로 Johansen 검증에 추가하여 소표본에서도 우수한 

통계적 속성을 가진 Pesaran, Shin and Smith(2001)의 한계검정법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Pesaran and 

Shin(1999)의 연구에서는 소표본이라도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모형에 기초한 OLS의 추

정치들은 단기적으로 일치추정량(consistency)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초일치성

(super-consistency)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한계검정법은 설명변수가 I(0)이든 I(1)

이든 무관하게 공적분관계 검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단위근검정의 낮은 검정력 문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한계검정법은 단위근 검정결과에 크게 의존하지 않음으로서 단위근검정의 낮은 검정

력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9)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ARDL-bounds test의 기본함수식은 식(5)와 같이 설

8) Johansen(1988, 1991) 공적분검정 방법론은 이미 잘 알려진 방법론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9) Pesaran and Pesaran(1997)은 단위근 검정력이 낮고(즉, near unit root) 설명변수의 단위근 중 하나 혹은 두개

이상이 1(unity)로 접근함에 따라 검정 통계치의 분포함수가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기존의 공적분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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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데이터기간 하에서 자유도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모든 변수

들을 한 번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포함하여 최적모형을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ln     
  



∆ln     
  



∆ln    
  



∆    
  



∆  

 
  



∆   
  



∆   ln     ln   

                 

          (5)

 여기서 ∆는 각 변수의 차분을 의미하며 aa, bb, cc 등은 추가되는 설명변수들을 의미한다. 각 변수가 

다른 차수로 적분되는 것에 상관없이 각 변수간의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설정한 

다음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F통계량을 이용하여 검정한다. 식(5)의 비제약오차수정모형(UECM)으로부터 1

시차 수준변수들을 제외하는 제약오차수정모형(restricted error correction model; RECM)을 고려하면

서 검정통계량을 추정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이 결합유의수준(joint significance)에 대한 귀무가설

과 대립가설을 설정하여 Wald 검정을 실시한다.

                                            

   ≠ ≠ ≠ ≠ ≠ ≠

                             (6)

  Pesaran, Shin and Smith(2001)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정한 상한 유의수준(upper critical bounds 

value)보다 계산된 F통계량이 큰 경우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하

한 유의수준(lower critical bounds value)보다 계산된 F통계량이 작은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한편 계산된 F통계량이 상한과 하한 유의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적분 존재에 대한 결

론을 얻을 수가 없다. 

3.4. 기간별 공적분벡터의 추정과 장·단기균형식

 공적분관계의 존재가 확인되면 이들 변수들의 장기균형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공적분벡

터의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분벡터를 먼저 추정하고 이로부터 이탈하는 요인을 별도 분

석하는 2단계 방식, 즉 Stock and Watson(1993)의 동태적 통상최소자승법(DOLS; Dynamic Ordinary 

Least Square)과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사용하여 장·단기 균형관계를 분석한다. 공

적분벡터의 추정에서 OLS 추정치의 점근적 분포는 non-standard인 단위근분포에 근거하기 때문에 OLS 

결과를 근거한 추정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흔히 OLS의 변형인 FMOLS(Fully Modified OLS)나 

DOLS(Dynamic OLS)가 흔히 사용되는데 OLS의 편의를 수정하기 위한 기법들이다.   

  DOLS 방식은 1차 적분된 종속변수를 회귀분석할 때 설명변수에 1차 적분되거나 단위근(unit root)이 

존재하지 않는 변수 외에 1차 적분된 설명변수의 선․후행 차분들을 추가하여 장기균형을 추정하는 방식

이다. DOLS방법은 변수 간에 존재하는 장기 균형관계를 추정하는데 널리 이용되는데 이는 추정이 용이

하고 작은 표본에 대해 강력한 추정결과를 제시하며 아울러 독립변수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연립편차

(simultaneity bias)를 수정해주기 때문이다. 종속변수인 ln과 설명변수들인 ln      등의 

시계열 자료에 대해  Stock and Watson(1993)의 DOLS를 적용하면 추정식은 식(7)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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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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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ln    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변수에는 

설명변수들의 수준변수뿐만 아니라 차분변수의 지체변수와 선행변수들을 특정 차수()만큼 동시에 포함

한다.10) 

마지막으로 DOLS를 통하여 추정된 장기균형관계를 포함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여 장·단기 

균형관계와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조정속도를 분석한다. 벡터오차수정모형은 시계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수준변수와 차분변수를 동시에 회귀방정식

에 포함함으로서 장기적인 균형관계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관계도 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공적분 검정결과

먼저, 개별 자료들의 시계열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ADF(Augmented Dickey Fuller)와 

PP(Phillips-Perron)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거시 및 금융시계열 변수와 마찬가지로 본 연

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이 I(1)이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지 ADF검정에

서 irf는 I(0), Lf는 I(2)라는 가능성이 나타났으나 시차에 따라 I(1)인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며 

PP(Phillips-Perron)검정에서는 모든 변수가 I(1)임을 명확히 하였다.11) 

본 연구는 기간구분을 위하여 변수들의 관계에서 구조변화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변화를 고려한 공적분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 Gregory and Hansen(1996a, b)의 방법을 사

용하여 식(4)에서 9개의 설명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와 2개(실질GDP와 금리)의 설명변수만을 포함하

는 모형을 각각 분석해본 결과, 구조변화점은 외환위기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조변화를 고려할 

경우 공적분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만드는 ( 통계값이 최소인 점)시점은 외환위기 기간이었다. 9

변수 모형에서 종속변수가 M1인 경우 1996:1, M2인 경우 1998:1, Lf인 경우 1998:3분기였으며, 2변수 모형에

서는 종속변수가 M1인 경우 1999:1, M2인 경우 1997:3, Lf인 경우 1998:4분기이었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3개의 기간에 대하여 공적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전체기간, 외환위기 이전기간

(1986:2-1997:3) 및 외환위기 이후기간(1999:1-2009:4)으로 나누어 공적분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식(3)의 

모든 설명변수들을 포함할 경우 심각한 자유도손실이 발생하여 모형의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특히, Johansen 

공적분검정) 실질GDP와 장기금리만 포함한 기본모형에서 추가변수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모형들을 추정하였다. 

M1에 대한 다양한 모형별 공적분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실질소득과 금리만을 설명변수

로 이용하는 경우 ARDL bounds test결과에서는 3개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공적분관계(장기균형관계)가 성립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Johansen검정에서는 전체기간에 대하여 10% 유의수준에서, 외환위기 이

후기간에 대해서는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변

수들을 추가하는 경우 ARDL bounds test에서도 많은 경우에 공적분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주가(lnsp)가 유의한 변수이며 외환위기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단기금리(si)와 환율

(lne)이, 외환위기 이후기간에 대해서는 단기금리(si)와 주가(lnsp)가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추가적인 분석은 최적모형을 이용하여 진행될 것이며 최적모델의 선택은 공적분의 유의성(특히, ARDL 

bounds test)과 DOLS추정치에서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표2>에서는 M2에 

10) J의 선택은 조정 R
2
를 극대화하고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나 SBC(Schwartz Bayesian Criterion)를

극소화하는 모형으로 선정된다.

11) 지면을 아끼기 위하여 세부적 단위근 검정결과는 제시하지 않으나 저자에게 요청 시 제공받을 수 있다. 단위근

검정기법에 따른 결과의 불일치로 인한 낮은 단위근 검정력 문제가 흔히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단위근에 대한

낮은 검정력 문제의 극복이 가능한 ARDL 한계검정법을 실시한다.

12) 종속변수가 L인 경우는 자료가 95:1부터 이용 가능하므로 기간구분을 하지 않는다.

13) Cheung and Lai(1993)는 Johansen 검정의 경우 적은 샘플과 많은 변수 하에서 공적분벡터의 수를 과대추정하

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9

전체기간

(1986:1-2009:4)

외환위기 이전

(1986:1-1997:3)

외환위기 이후

(1999:1-2009:4)

설명변수 Johansen Bounds T Johansen Bounds T Johansen Bounds T

ln  30.43
*

2.273 17.79 3.526 33.96** 3.976

+  47.93
*

2.677 45.54* 5.833*** 46.07* 5.767***

+ ln 53.93
**

4.363
**

41.53 2.387 54.12*** 5.041**

+ ln 39.62 1.488 34.33 3.148 43.72 4.786**

+ ln 62.39*** 3.891* 36.54 4.428** 52.69** 6.207***

+  43.38 1.859 36.21 3.817* 50.00** 4.436**

+ ln 53.46
**

4.079
*

30.92 3.772* 49.52** 4.136*

+ ln 50.31
**

2.316 39.96 2.978 43.78 5.300**

+ ln ln 85.05
***

3.070 65.77 5.017**

+ ln ln 73.49*** 3.171

+ ln ln 83.80*** 3.211

+  ln 75.73** 3.887* 58.86 4.457**

+   42.36 2.689 54.79 4.377**

+  ln 44.96 2.042 60.71 4.009*

+  ln 67.75* 4.125**

+  ln ln 74.74 3.516*

대한 다양한 모형별 공적분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외환위기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실질소득과 금리만을 

설명변수로 이용하더라도 공적분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M2의 안정성

을 주장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최근의 기간이 추가된 본 연구에서는 기본변수(실질소득과 금리)들만으

로는 공적분관계의 존재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최근의 기간이 포함된 전체기간 대하여서

는 한계검정법만 10% 유의수준에서 공적분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며 외환위기 이후기간에 대해서는 두 검정법 

모두 공적분관계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주가(lnsp), 주택가격(lnhp), 환율(lne) 및 주가변동성(lnspv)이, 외환위기 

이전기간에는 환율(lne) 및 환율변동성(lnspv)이, 외환위기 이후기간에는 주가(lnsp) 및 주가변동성(lnspv)

이 매우 유의한 변수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를 포함하는 경우 두 공적분기법 모두에서 공적분의 존재

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기간이나 외환위기 이후기간에는 기본변수들로는 공적분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추가변수가 포함될 경우 1% 또는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3>에 제시된 Lf에 대한 공적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기간이나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기

법별 유의수준에 차이는 있으나 기본변수만으로도 공적분관계가 어느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환

위기 이후기간에서는 기본변수만으로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기간에 대해

서는 주택가격(lnhp), 환율(lne) 및 외국이자율(irf)이 포함될 경우, 외환위기 이전기간에서는 단기금리(si)

와 환율(lne)이 포함될 경우 두 검정법 모두에서 1%유의수준에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의 유용성을 암시하였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추가변수들이 포함될 경우에만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며 특히 주가(lnsp)와 주가변동성(lnspv)이 매우 유의한 변수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lnsp)와 주

가변동성(lnspv)이 포함될 경우에는 Johansen검정에서는 5% 유의수준, 한계검정법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였다. 

<표 1> 공적분 검정결과(통화량: M1)

주) 1. Johansen 공적분은 통계량을 이용한 검정결과임. 2. Bounds T.는 한계검정결과를 의미하며 공적분의

존재를 검정하는 상한 유의수준은 설명변수가 2개일 경우: 4.14(10%), 4.85(5%), 6.36(1%); 설명변수가 3개일 경우:

3.77(10%), 4.35(5%), 5.61(1%); 4개일 경우: 3.52(10%), 4.01(5%), 5.06(1%); 설명변수가 5개일 경우: 3.35(10%),

3.79(5%), 4.68(1%); 설명변수가 6개일 경우: 3.23(10%), 3.61(5%), 4.43(1%)임. (Pesaran et al, 2001, p.300, Table

CI(iii) case III). 3.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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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간

(1986:1-2009:4)

외환위기 이전

(1986:1-1997:3)

외환위기 이후

(1999:1-2009:4)

설명변수 Johansen Bounds T Johansen Bounds T Johansen Bounds T

ln  27.14 4.246
*

43.93
***

15.27
***

17.85 1.534

+  69.15
***

2.567 49.35
**

7.821
***

32.08 1.396

+ ln 74.18
***

6.807
***

63.52
***

12.43
***

67.88*** 4.087*

+ ln 48.42** 6.757*** 45.70* 8.485*** 34.34 1.839

+ ln 84.61*** 3.789* 58.20*** 15.04*** 41.28 2.473

+  62.13
***

3.354 39.74 14.46
***

35.12 0.909

+ ln 73.72
***

4.123
*

33.48 12.39
***

35.56 3.981*

+ ln 66.94
***

3.166 58.27
***

14.24
***

34.11 2.401

+ ln ln 83.17
***

5.632
***

+ ln  ln 112.8*** 4.650**

+ ln lnln ln 145.2*** 4.886***

+ ln ln 72.55** 14.49***

+ ln ln 64.67 8.358
***

+ ln lnln 73.32 6.599
***

+ ln ln 69.51** 6.471***

전체기간

(1986:1-2009:4)

외환위기 이전

(1986:1-1997:3)

외환위기 이후

(1999:1-2009:4)

설명변수 Johansen Bounds T Johansen Bounds T Johansen Bounds T

ln  29.73* 6.075*** 49.90*** 4.831* 17.74 1.157

+  72.79*** 3.712 56.58*** 4.361** 31.85 2.645

+ ln 85.20*** 4.631** 60.72*** 2.866 68.70*** 3.785*

+ ln 59.08*** 6.969*** 37.29 2.393 27.58 1.181

+ ln 89.71*** 4.079* 61.18*** 3.856* 41.02 4.029*

+  71.20*** 4.603** 39.36 3.052 35.99 1.787

+ ln 61.85*** 4.075* 55.80*** 3.181 37.74 4.367**

+ ln 65.35*** 3.044 34.85 3.535 32.86 3.118

+ ln ln 94.27*** 6.355***

+ ln  89.56*** 6.527***

+ ln ln  107.2*** 5.907***

+ ln ln  113.54*** 5.942***

+ ln lnln  130.55** 4.925***

+  ln 68.37*** 9.140***

+ ln ln 69.89** 6.471***

+ ln ln 47.05 3.345

+ ln ln 48.09 3.761*

마지막으로 <표 4>에 제시된 L에 대한 공적분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변수로는 공적분관계가 모든 기간

에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환율(lne)이 포함되는 경우 Johansen

검정과 한계검정법이 각각 1%와 5%의 유의수준에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며 외환위기 이후기간에는 주가

(lnsp)와 주가변동성(lnspv)이 포함되는 경우 Johansen검정과 한계검정법이 각각 5%와 1%의 유의수준에서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공적분 검정결과(통화량: M2)

주) <표1>의 주석 참고

<표 3> 공적분 검정결과(통화량: 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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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간

(1995:1-2009:4)

외환위기 이후

(1999:1-2009:4)

설명변수 Johansen Bounds T Johansen Bounds T

ln  24.44 2.893 18.87 3.027

+  43.48 3.324 35.17 3.694

+ ln 43.51 2.424 75.09*** 3.777*

+ ln 35.91 3.502 32.69 1.676

+ ln 81.26*** 4.413** 46.33* 3.927*

+  57.33*** 3.536 34.81 0.984

+ ln 33.55 3.612 50.52** 3.811*

+ ln 39.59 2.954 33.11 3.732

+ ln  90.24*** 3.163

+ ln ln 47.95 4.096**

+ ln ln 74.71** 5.460***

+ ln ln 46.92 4.718**

<표 4> 공적분 검정결과(통화량: L)

주) <표1>의 주석 참고

이상의 공적분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발견들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

과 유사하게 공적분분석기간이나 방법론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M2나 Lf(M3)의 경우에 기본

변수들로도 공적분관계가 비교적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러나 최근의 자료가 많이 포함될

수록 기본변수로는 공적분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추가적인 설명변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환

위기 이전기간에는 기본변수로도 M2나 Lf에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공적분

의 존재가 약화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기간에 대해서는 모든 통화에 대하여 공적분관계가 불분명한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추가적인 변수들이 포함되는 경우 모든 기간에 대하여 모든 통화단위에 대하여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주로 환율과 단기금리가 유용

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기간에 대해서는 주가와 주가변동성이 유용하였다. 88년 올림픽을 전후로 주식

시장이 부각된 이후 줄곧 침체기를 걷다가 외환위기 이후 buy korea 열풍과 외국인투자 등으로 금융시

장에서 주식시장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된 나라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4.2. 공적분 벡터의 추정

 모든 통화와 모든 기간에 대하여 추가적 변수들을 도입하는 경우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적모형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최적모형은 공

적분의 유의성(특히, ARDL bounds test)과 DOLS추정치에서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

다. 선택된 모형들은 <표 1>-<표 4>에서 각각 기간별, 통화별로 통계값에 진한표시로 제시되어 있다. 선택된 

모형들의 보다 정확한 장기균형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Stock and Watson(1993)의 동태적 통상최소자승

법(DOLS; Dynamic 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장기균형관계식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제시된 M1에 대한 기간별 모형을 살펴보면 모든 기간에 대하여 실질소득은 양(+)의 영향력

을 보이며 장기금리는 음(-)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과 일치한다. 전체기간과 외환위기 

이후기간에 대해서는 주가가 음(-)의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M1에 대해서 주가는 화폐

수요에 대한 대체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식과 같은 대안적 투자자산이 더욱 매력적으

로 보이게 만들어 M1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없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 강

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율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부(-)의 효과가 뚜렷하였던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단기금리의 영향은 외환위기 전후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2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한 <표 6>에 따르면 모든 기간에 대하여 실질소득은 양(+)의 영향력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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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금리의 경우는 외환위기 전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음(-)의 영향력을 보이나 전

체기간에 대해서는 양(+)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과 상이하다. 전체기간에 대한 분석의 

경우, 구조변화(즉, 화폐수요함수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과 외환위기(고금리정책과 저성

장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늘어난 시기)라는 특수한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이한 결과를 나타낸 것

으로 판단된다.14)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서는 환율이나 환율변동성이 음(-)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외환위기 이후기간에는 주가와 주가변동성이 양(+)의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M1의 경우와 달리 M2에

서는 주가의 소득효과가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가 증가하면 추가적 부의 일부분은 유동성으

로 보유하게 될 수 있으며, 자산가격의 높은 수준은 금융회전율을 증가시키므로 거래적 목적의 유동성 

수요를 유발한다. 한편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주가와 환율, 주가변동성이 양(+)의 효과를 주택가격지수

가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음(-)의 유의한 효과가 나

타났으나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양(+)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2가지 측면의 복합적 결과일 수 

있다. 우선, 전체기간의 경우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통화량의 증가가 동반된 외환위기기간을 포함하는 

특수성에 기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정근존·이민환(2007)이 주장한 것처럼 순외화채무국이던 외

환위기 이전에는 음(-)의 부의 효과가 나타나며 순외화채권국이 된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의 부의 효

과가 부각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전체기간에서 주택가격은 부(wealth)의 대체효과가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 제시된 Lf에 대한 기간별 최적모형의 DOLS결과는 M2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M2와 마찬가

지로 모든 기간에 대하여 실질소득은 양(+)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금리의 경우는 

외환위기 전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음(-)의 영향력을 보이나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양(+)의 영향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이 음(-)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주가와 주가변동성이 양(+)의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환율이 양(+)의 

효과를 주택가격지수와 외국의 이자율이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의 경우 외환위

기 이전에는 음(-)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나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양(+)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전체기간에 대하여 외국의 이자율이 유의하다는 사실과 외환위기 이전기간에 대하여 단기금리가 유의하

다는 사실이 M2의 결과와의 차이점이다. 

마지막으로 <표 8>에 제시된 L의 결과를 살펴보면 M2나 Lf와 유사하게 모든 기간에 대하여 실질소득

은 양(+)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금리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음(-)의 영향력을 보이나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양(+)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위

기 이후 기간의 경우 주가와 주가변동성이 양(+)의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 부(wealth)의 소득효과가 확

인되었으며 전체기간에 대하여 환율은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보였다. 

14) 저자는 화폐수요함수의 변화를 주장하며, 비교를 위하여 전체기간 분석을 실시하고 제시하였으나 외환위기 전

후기간의 분리 추정이 더욱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13

<표 5> 최적모형의 DOLS 장기균형식 추정결과(통화량: M1)

전체기간

(1986:1-2009:4)

외환위기 이전

(1986:1-1997:3)

외환위기 이후

(1999:1-2009:4)

intercept -0.564(-1.300) 1.433(1.580) 1.474(0.838)

ln 1.242(22.44)
***

1.074(18.99)
***

1.091(4.160)
***

 -3.857(-7.247)
***

-5.825(4.611)
***

-5.709(-3.603)
***

 5.707(4.290)*** -6.661(-4.009)***

ln -0.097(3.065)*** -0.332(-3.474)***

ln -0.220(1.917)
*

Sum of squared resids 0.636 0.026 0.044

R
2
-adjusted 0.979 0.990 0.935

주: 1) *, **, ***는 각각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t-값임. 2)

선도 및 지연변수는 조정 R
2
를 극대화하고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나 SBC(Schwartz

Bayesian Criterion)를 극소화하는 모형으로 선정하였으며 선도 및 지연변수들의 계수는 보고를 생

략함.

<표 6> 최적모형의 DOLS 장기균형식 추정결과(통화량: M2)

전체기간

(1986:1-2009:4)

외환위기 이전

(1986:1-1997:3)

외환위기 이후

(1999:1-2009:4)

intercept -4.367(-5.094)
***

-3.067(-4.603)
***

2.662(1.641)

ln 1.711(50.88)
***

1.757(59.94)
***

1.103(5.126)
***

 1.782(5.247)
***

-0.591(-2.267)
**

-6.844(-3.725)
***

ln 0.052(1.712)
*

0.278(3.701)
***

ln -0.159(-4.139)
***

ln 0.198(-1.862)
*

-0.123(-1.650)
*

 0.052(2.933)
***

0.208(6.943)
***

 -0.042(-4.727)
***

Sum of squared resids 0.119 0.008 0.003

R2-adjusted 0.996 0.998 0.991

주) <표5>의 주석 참고

<표 7> 최적모형의 DOLS 장기균형식 추정결과(통화량: Lf)

전체기간

(1986:1-2009:4)

외환위기 이전

(1986:1-1997:3)

외환위기 이후

(1999:1-2009:4)

intercept -4.819(-14.78)
***

-0.008(-0.010) 2.384(1.580)

ln 1.768(64.35)
***

1.622(35.14)
***

1.156(5.774)
***

 2.555(8.058)
***

-4.747(-4.814)
***

-6.683(-3.908)
***

 5.122(4.664)
***

ln 0.191(2.727)
***

ln -0.101(-2.780)
***

ln 0.200(4.936)
***

-0.330(-2.967)
***

 -1.117(-2.013)
**

ln 0.161(5.782)
***

Sum of squared resids 0.044 0.005 0.003

R
2
-adjusted 0.998 0.998 0.993

주) <표5>의 주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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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최적모형의 DOLS 장기균형식 추정결과(통화량: L)

전체기간

(1995:1-2009:4)

외환위기 이후

(1999:1-2009:4)

intercept -4.273(-11.49)
***

-1.062(-0.647)

ln 1.675(40.07)
***

1.663(7.635)
***

 0.691(2.381)
**

-4.960(-2.706)
**

ln 0.144(1.813)
*

ln 0.255(11.05)
***

ln 0.169(5.666)
***

Sum of squared resids 0.026 0.003

R
2
-adjusted 0.994 0.994

주) <표5>의 주석 참고

이상에서 살펴본 각 통화별, 기간별 최적모형들의 장기균형관계를 정리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발견

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화폐 및 유동성수요함수에서 주가와 주가의 변동성이 중요한 영

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M1의 경우는 주가의 부(wealth)의 대체효과가 지배하여 음(-)의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M2, Lf, L의 경우 주가와 주가변동성이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주가의 상승이 부의 증가를 유발하여 화폐의 수요를 증가시키며 주가의 변동성 증가

는 위험회피 성향으로 화폐의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M2, Lf, L의 경우 기본변수(실질소득

과 금리)로는 공적분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나 주가와 주가변동성이 추가변수로 포함되는 경우 공적분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에 기인하면 외환위기 이후 최근에는 화폐의 수요함수에서 주식시장이 매우 중

요하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외환위기를 전후로 화폐수요함수의 변화(즉, 화폐의 수요에 미

치는 요소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외환위기이전에는 단기금리나 환율이 주로 유의한 변수였으나 외환위

기 이후에는 주가나 주가변동성이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발전과 

개방에 연류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외환위기 이전에는 M1, M2, Lf 함수에서 환율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효과가 미약해졌으며 외환위기기간이 포함된 전체기간

에 대해서는 오히려 양(+)의 효과가 나타나 순외화채무국에서 순외화채권국으로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인지할 수 있다. 넷째, 외환위기 전후기간에 대해서는 모든 화폐수요함수에서 장기금리가 음(-)의 영향

을 미쳐 이론과 일치하나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M2, Lf, L 수요함수에서 장기금리가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기간의 특수성에 기인하거나 화폐수요함수의 변화에 대한 간과

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주택가격지수는 M2 및 Lf함수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장은 화폐수요의 대체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4.3. VECM을 이용한 장·단기영향력 분석

통화별, 기간별 최적모형들의 장·단기 동태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오차수정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추정하였다. VECM에서 장기균형식으로는 DOLS 방법에 의해 추정된 장기균형관계를 

사용하였다. 기간별 분석을 실시하는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설명변수 선

택에 있어서 간결성을 통해 자유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모형선택방법으로 

Hendry and Ericsson(1991)의 모수축약방법(general-to-specific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즉, 설정된 

VECM에서 t통계량이 1.0 미만인 차분변수들을 순차적으로 제외시켜 간결한 모형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9>-<표 12>에서는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진단테스트 결과를 살펴

보면 대부분의 진단테스트 결과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유용성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시계열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추정된 계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불안정

한 계수는 모델오류를 만들 수 있고 결과의 편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정계수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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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간

(1986:1-2009:4)

외환위기 이전

(1986:1-1997:3)

외환위기 이후

(1999:1-2009:4)
 -0.133(-2.976)

***
-0.443(-5.391)

***
-0.575(-4.153)

***

∆ln 0.269(2.709)*** 0.253(1.903)* 0.378(2.621)**

∆ln -0.159(1.484) 0.143(1.196)

∆ln 0.159(1.568) 0.602(4.720)
***

∆ln 0.114(1.155)

∆ln 0.597(2.520)
***

0.966(1.372)

∆ln 0.369(1.386) 1.268(1.864)*

∆ln 1.238(2.116)**

∆ln -0.441(-1.862)
*

∆ -1.125(-2.942)*** 1.655(2.708)**

∆ 3.026(2.161)**

∆ -0.804(-1.876)
*

2.562(1.857)
*

∆ 1.645(3.314)***

∆ -0.673(-1.785)*

∆ -2.437(-4.527)
***

∆ -0.757(-2.291)**

∆ -1.331(-4.055)***

∆ -0.729(-2.531)
**

∆ln -0.043(-1.467) -0.108(-1.370)

∆ln -0.060(-2.049)** -0.089(-1.331)

∆ln 0.029(1.000)

∆ln -0.494(-1.895)*

∆ln 0.237(1.056)

intercept -0.001(-0.099) -0.023(2.205)
**

에 대하여 안정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CUSUM(Cumulative Sum of Recursive Residual)과 CUSUMSQ(CUSUM 

of Square)테스트를 실시하였다.15) 테스트 결과, 외환위기 전후로 기간을 구분한 모든 모형에서는 추정

된 계수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간의 구분이 합리적이며 기간별 

계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 모형

에서는 M1의 경우 CUSUMSQ테스트가 Lf에서는 CUSUM테스트 결과가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

환위기 전후기간으로 분리 추정하는 모형이 더욱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모든 통화수요함수의 모든 기간별 모형에서 오차수정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하여 통화수요가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는 또 다른 확인과정이다. Kremer et al(1992)은 오차수정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

인하는 것이 공적분의 존재를 확인하는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오차수정계수가 외환위기 전

후기간으로 추정한 모형에서의 크기가 전체기간 모형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 장기균형식의 유효성도 외

환위기 전후기간 분리모형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9>-<표 12>에서 제시된 단기 효과는 일부 이론

적 부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장기균형식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조정과 합하여 판단해

야 하므로 반드시 이론과 불일치하는 결과는 아니다. 특히 외환위기 전후 분리모형에서는 조정속도가 

상당히 빠르므로 장기균형식에서의 변수효과가 지배할 것이다.16) 

<표 9> 최적모형의 VECM 추정결과 (통화량: M1)

15) Bahmani-Oskooee and Chomsisengphet(2002)는 일단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면 장기계수의 일치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안정성 검정에서 단기동학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 본 연구의 주목적은 장기 화폐 및 유동성 수요함수의 추정이므로 방대한 단기효과들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다.



16

[진단테스트]

 0.443 0.691 0.468

 0.350 0.542 0.309

 1.993 1.768 2.189


  0.005 1.106 2.087


  18.29

***
2.307 0.210

RESET2 0.318 0.758 4.345
**

CUSUM 안정 안정 안정

CUSUMSQ 불안정 안정 안정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t-값임.

전체기간

(1986:1-2009:4)

외환위기 이전

(1986:1-1997:3)

외환위기 이후

(1999:1-2009:4)
 -0.173(3.889)

***
-0.389(-3.628)

***
-0.296(-5.877)

***

∆ln 0.353(4.312)
***

∆ln 0.168(1.739)* -0.273(-2.404)***

∆ln 0.202(1.975)
*

-0.443(-4.075)
***

∆ln 0.239(3.051)*** 0.772(6.766)***

∆ln 0.341(2.737)*** 0.439(1.401)

∆ln -0.201(-1.638) -0.706(-3.045)
***

0.873(2.608)
**

∆ln -0.427(-3.088)*** -0.793(-3.685)***

∆ln -0.475(-2.345)*** -0.726(-2.362)**

∆ 0.517(-2.227)
**

∆ -0.532(-2.083)** 2.863(3.848)***

∆ -0.303(-1.455) -0.788(-1.682)*

∆ -1.619(-2.511)
**

∆ 0.219(1.278) -1.583(-2.649)**

∆ln 0.066(2.066)**

∆ln -0.172(-4.416)
***

∆ln 0.078(2.369)**

∆ln 0.399(6.907)***

∆ln -0.390(-5.734)
***

∆ln -0.041(-1.021)

∆ln -0.117(-2.365)**

∆ln 0.012(1.173) -0.029(-1.877)
*

∆ln -0.022(-1.552)

∆ln 0.022(1.760)*

∆ln 0.037(4.333)
***

intercept 0.012(3.179)
***

0.012(1.289) 0.034(4.978)
***

[진단테스트]

 0.736 0.755 0.754

 0.670 0.676 0.583

 2.130 2.149 1.616


  0.495 1.089 1.333


  0.383 1.011 0.633

RESET2 0.003 0.174 0.279

CUSUM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CUSUMSQ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표 10> 최적모형의 VECM 추정결과 (통화량: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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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간

(1986:1-2009:4)

외환위기 이전

(1986:1-1997:3)

외환위기 이후

(1999:1-2009:4)
 -0.080(-1.931)** -0.218(-2.708)*** -0.426(-5.021)***

∆ln 0.265(3.340)
***

0.484(3.051)
***

∆ln -0.272(-2.349)
**

∆ln 0.338(4.504)*** 0.675(5.727)*** 0.388(3.062)***

∆ln 0.338(3.090)
***

0.299(1.597) 0.591(1.883)
*

∆ln 0.932(2.673)**

∆ln -0.148(1.179) -0.397(-2.293)**

∆ln -0.252(-1.310)

∆ -0.241(-1.362)

∆ 0.370(1.792)* 0.677(1.567) 3.663(4.269)***

∆ 1.287(3.492)
***

∆ 0.332(1.979)** -0.498(-1.010)

∆ -1.137(-2.916)***

∆ -0.455(-1.793)
*

∆ -1.087(-4.515)***

∆ -0.502(-2.630)**

∆ln 0.102(3.398)
***

∆ln -0.228(-4.920)***

∆ln 0.387(7.435)***

∆ln -0.305(-4.711)
***

∆ln -0.046(-1.327)

∆ln -0.191(-1.758)
*

∆ln -0.062(-4.000)
***

∆ln -0.050(-2.461)**

intercept 0.006(2.083)** 0.012(1.453) 0.002(0.364)

[진단테스트]

 0.699 0.749 0.697

 0.657 0.632 0.527

 2.118 1.947 1.897


  0.418 0.301 1.011


  1.056 0.280 0.908


  2.583 1.514 0.666

RESET2 0.374 0.853 0.085

CUSUM 불안정 안정적 안정적

CUSUMSQ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표 11> 최적모형의 VECM 추정결과 (통화량: 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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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간

(1995:1-2009:4)

외환위기 이후

(1999:1-2009:4)
 -0.491(-4.109)*** -0.320(-5.020)***

∆ln 0.198(1.341)

∆ln -0.342(-2.901)
***

∆ln 0.864(3.125)***

∆ln -0.461(-1.703)
*

0.747(2.034)
**

∆ln 0.976(3.334)***

∆ln 0.838(2.763)***

∆ -0.744(-1.829)
*

∆ 2.770(3.758)***

∆ -0.715(-2.197)**

∆ -1.788(-3.141)
***

∆ln 0.155(4.936)***

∆ln -0.092(-2.421)**

∆ln -0.069(-2.129)
**

∆ln -0.049(-1.711)*

∆ln 0.087(1.319)

∆ln -0.083(-1.247)

∆ln 0.089(2.214)**

∆ln -0.055(-2.899)***

∆ln -0.028(-1.492)

intercept 0.006(-0.951)

[진단테스트]

 0.375 0.696

 0.267 0.525

 2.198 1.794


  1.328 2.237


  0.268 1.665


  0.431 1.797

RESET2 0.001 0.273

CUSUM 안정적 안정적

CUSUMSQ 안정적 안정적

<표 12> 최적모형의 VECM 추정결과 (통화량: L)

V. 요약 및 결언

본 연구는 화폐 및 유동성수요함수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추가변수들을 도입하여 모형을 

더욱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화폐수요함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을 구분하여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기간구분을 위해서 구조변화를 고려한 Gregory and Hansen(1996a, b)의 공적

분분석을 실시하여 화폐수요함수의 변화가 발생한 최적의 시점을 찾았다. 기간별 공적분분석 기법으로

는 기존의 다변량시계열 연구에서 흔히 사용된 Johansen(1988, 1991) 공적분 검정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Pesaran, Shin and Smith(2001)의 한계검정법(bounds test)을 적용하였다. 한편 기간구

분을 할 경우 데이터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후보변수들을 순차적으로 가감하여 최적모형을 도출하였다. 

공적분관계가 확인되면 보다 효율적인 공적분벡터의 추정을 위하여 Stock and Watson(1993)의 

DOLS(dynamic ordinar least squares)를 적용하여 장기균형관계식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을 추정하여 최적화폐수요함수의 오차수정모형을 도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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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기간, 외환위기 이전기간, 외환위기 이후기간으로 나누어 공적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가변수들

의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기본변수(실질소득과 금리)들로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추

가변수들이 도입되면 모든 기간과 모든 화폐단위에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

득과 금리만을 포함하는 경우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M2의 외환위기 이전, Lf

의 전체기간과 외환위기 이전기간 뿐이었으며 이 또한 기법별로 유의수준이 상이하였다. 그러나 추가변

수들이 포함될 경우 모든 기간, 모든 통화, 모든 기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주로 환율과 단기금리가 유용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주가와 주가변동성이 유용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에서 주식시장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된 사실과 부합되는 결과일 것이다.

  각 통화별, 기간별 최적모형들의 장기수요함수들을 비교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화폐수요함수의 변화

를 인지할 수 있었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화폐 및 유동성수요에 대하여 주가와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M2, Lf, L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기간에서 기본변수(실질소득과 금리)로 공적분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나 주가와 주가변동성이 추가될 경우 공적분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때 주가의 상승이 M1에 대해서는 부(wealth)의 대체효과가 지배하여 음(-)의 영향을 주며 M2, Lf, L에 

대해서는 부(wealth)의 소득효과가 지배하여 양(+)의 영향을 준다. 한편 주가변동성의 증가는 위험회피 

성향때문에 M2, Lf 및 L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둘째, 외환위기를 전후로 화폐수요함수의 변화(즉, 화폐

의 수요에 미치는 요소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외환위기이전에는 단기금리나 환율이 주로 유의한 추가

변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주가나 주가변동성이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환위기 

이전에는 M1, M2, Lf 함수에서 환율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효과가 미약해졌으며 외환위기기간이 포함된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양(+)의 효과가 나타나 순외

화채무국에서 순외화채권국으로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인지할 수 있다. 넷째, 외환위기 전후기간에 대

해서는 모든 화폐수요함수에서 장기금리가 음(-)의 영향을 미쳐 이론과 일치하나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M2, Lf, L 수요함수에서 장기금리가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기간의 

특수성에 기인하거나 화폐수요함수의 변화에 대한 간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주택가격지

수는 M2 및 Lf함수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장은 화폐수요의 대체효과를 유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 및 경제정책결정에 선제적 지식으로 필요한 화폐 및 유동성수요함수의 추정

과 화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연구결과는 화폐 및 유동성 

수요함수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추가된 요소인 주식시장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다양한 변수들을 도입하여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한 중요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록 작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추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연구가 더

욱 활발해질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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