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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率的 支觸過程과 貨帶需要에 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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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화폐보유에 대한 規j模의 經濟(economies of sc떠e)를 허용하는 確率的 支

據過程(stochastic payment process)으로부터 거래비용 또는 쇼핑시간함수(shopping time 

technology )를 정의한 뒤， 총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화폐수요를 도출한다 그리고 화 

폐 수요의 대표적 모형 인 화폐선불제 약(cash-in-advance consσaint) 모형과 보몰-토빈 

모형에 내재된 확률적 지불과정과 화폐보유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특성을 분석한다. 

나아가서 경제주체들의 지불과정에 대한 學習(le뻐ring)이 존재하는 경우， 보다 일반 

적 인 화폐수요관계식을 도출하고. 이 때 화폐유통속도는 학습의 증가함수임을 보인 

다. 또한 쇼핑을 통해 지불과정에 대한 現場學習(learr피19-by-shopping)이 가능한 경 

우， 현재의 거래비용이 과거 화폐잔고와 음의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 화폐수 

요를 거래규모와 명목이자율， 그리고 과거 화폐잔고의 함수로 도출한다 

1. 序 論

Baumol (1952)의 연구로부터 Tobin (1956). Whalen (1966). Miller and Orr(1966). Patinkin 

(1989) . 그리고 Dvoretzky (1989) 퉁 화폐수요에 대한 在庫理論的 接近(inventory-theoretic

approach)은 화폐보유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며e) 특성을 논하는 데 유용하다. 

이 논문은 Patinkin ( 1989)과 Dvoretzky(1989)가 소개한 確率的 支據過程( stochastic 

payment process)을 기초로 하여 거래비용 또는 “쇼핑시간”을 정의한 뒤， 총거래비용을 최 

소화하는 화폐수요관계식을 도출한다. 그리고 대표적 화폐수요모형인 貨網先據制約(cash

in-advance constraint) 모형과 보몰-토빈 모형 에 내 재된 확률적 지불과정과 화폐보유에 대 

한 규모의 경제 특성을 분석한다. 나아가서 patinkin (1989)과 Dvoret찌1 (1989)의 확률적 

지불과정에 경제주체들의 學習(le뼈피ng)을 도입한 뒤， 좀 더 일반적인 거래비용과 화폐수 

요를 도출한다. 이 때 학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폐보유에 대한 규모의 경제와 화폐 

유통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쇼핑을 통해 지불과정에 대한 現場學習

(le때피ng -by-shopping) 이 가능한 경우， 현재의 거래비용이 과거 화폐잔고와 음의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 화폐수요를 거래규모와 명목이자율， 그리고 과거 화폐잔고의 함수 

로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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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確率的 支據過程(Stochastic Payment Process)" 

본 장에서는 Patinkin ( 1989)올 참고하여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 한 주일 동안 주어진 

所得受取(receipts) 와 支抽(paymentc;) 간 시간적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純支擺金(net payment 

due)의 確率過程(random process)과 이를 묘사하는 근사척 확률분포함수를 가정한다.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超過支觸金(excess

payment due)은 주어진 소득수취와 지불 간 차이를 의미한다. 또한 이전 시점에 지급하지 

못한 초과지불금도 현재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한다. 어느 일정한 시간에 純支

據金(net payment due)은 그 시점의 초과지불금파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모든 초과지불금 

올 합한 값으로 정의한다. 어느 일정한 시간에 초과지불금과 순지불금이 음(-)이 되는 

상황은 소득수취가 지불올 초파한 것올 의미한다. 또한 한 주일의 마지막 시간에 순지불 

금은 한 주일 동안 총지불에서 소득수취 금액올 뺀 값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한 주일 동안 m번의 支據時點(payment hours) 이 있고， 이 중 i번째 시간의 

초과지볼금올 yI(i = l , 2 , …, m) , 순지불금올 M1라고 하면 이 두 가지 확률변수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1=YI 

M2=YI +Y2=M1 +Y2 

M3=YI +Y2+ Y3=M2+Y3 

Mm = YI + Y2 + Y3 + ." + Y’” =Mm-l +Ym· 

이 때 M;의 최대값올 M이라고 하면 M도 확률변수이다. 단순함을 위해 경제주체들은 

한 주일의 시작과 끝에 화폐잔고롤 0으로 한다고 가정하자. 한 주일간 확률적 지불과정 

에 상관없이 매주 시작과 끝의 화폐잔고에 대한 이러한 가정은 한 주일의 마지막 시간에 

순지불금을 0으로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 하에서 확률변수 M의 최소값은 0이 된다. 

야 최소값은 지불과 소득수취가 시간적으로 완전히 일치할 때 또는 주 초반에 축적된 음 

(-)의 초과지불금이 주 후반에 정 (+)의 초과지불금과 일치하는 경우 실현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도 일정 시점의 純支據金(net payment due)은 음(-)이거나 0이 된다. 

한편 M의 최대값은 경제주체가 소득수취 이전에 모든 소비지출에 대해 먼저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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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하는 경우에 실현된다. 이러한 모든 소비지출의 합 또는 총거래규모는 〈그림 1 )의 M에 

대한 확률분포독선 I에서 A로 나타내자. 이는 또한 소비지출에 대한 Clower( 1967)식 貨

햄先抽뿐Ij約 (cash-În-advance consσ떠nt) 이 작동하는(bindjng)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1 )의 확률분포곡선 I는 M의 최소값인 O과 최대값인 A가 모두 일어날 가능성이 없음을 나 

타낸다. 

이 확률분포곡선을 경제적으로 설명하면 다읍과 같다 예를 들어 C에서 A까지 확률분 

포곡선 I의 면적이 1/ 10이라고 하면 이는 90%의 확률로 지불시간마다 純支據金(net

payments due)이 C를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경제주체가 C만큼의 화폐잔고를 가 

지고 있다면， 確率的 支抽過程(random payment process)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소득수취 

와 지불 간 시간적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초과지불금을 90%의 확률로 지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화폐잔고가 D로 증가했다면， 그 확률은 95%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위의 확률분포곡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지불금 수준에서 길고 앓은 형태를 갖는 

것은 이 영역에서 주어진 거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작은 화폐보유비율로도 지급불능에 대 

비한 큰 수준의 안전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로 해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voretzky ( 1989)는 〈그림 1 )과 같은 확률분포독선을 가지는 확 

률적 지불과정이 거래량 A가 커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사적 확률분포함수에 근접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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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η(M) = 1 - exp(-뚱) 

3. 去來賣用과 貨縣需要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확률척 지불과정의 분포함수로부터 거래비용 또는 쇼핑 

시간올 화폐잔고의 감소함수로 도출한다. 그리고 거래비용과 화폐보유로 인한 기회비용 

의 합으로 정의된 총비용올 극소화하는 화폐수요판계식율 도출한다. 

개별 경제주체는 한 단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단위 시간온 여가 또 

는 非效用 (disutility) 올 가져오는 쇼핑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립 t>의 去來過程

(transactions process) 확률훈포 하에서 t기 화폐 잔고 M，롤 가지 고 쇼핑 올 하는 경 제주체의 

쇼핑시간 nl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 nr= 1-β짜 

위 식에서 쇼핑시간은 총 거래량 A의 증가합수이고 . t기 화폐잔고 Mt의 감소함수이다. 

한편 위 식의 양변에 자연대수(natur외 log따ithm)를 취하면 다옴파 같다: 

(3.2) 
M.2 

lnn.=---' -
’ A 

식 (3.2)에 의하면 주어진 쇼핑시간 끊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폐잔고가 짜의 비율로 

중가해야 한다. 즉 거래량이 중가할 때 주어진 순지불금올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화폐 

보유의 중가는 거래량의 중가보다 작다. 이러한 톡성온 화폐유통속도가 l보다 크다는 사 

실올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화폐잔고의 상대척 크기에 따른 規橫의 細i햄(Iarge-sc떠e 

economies)는 〈그림 1)의 확률분포곡선에서 오른쪽으로 길고 앓은 꼬리 (1ong right-hand 

tail)와 일치하는 륙성이다. 거래규모 A가 커짐에 따라 식 (3. 1)에 의해서 결정되는 쇼핑 

타임은 〈그림 2)와 같이 묘사될 수 있다: 

이제 t기 초에 개별 경제주체들이 주어진 총거래 A롤 위해 다옵파 같온 총거래비용 Cr 

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폐잔고 M，를 선택한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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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 .3) ζ=exp←풍)+RM， 

여기서 R은 명목이자율로서 화폐보유의 단위기회비용을 나타낸다. 위 식 (3 .3 )으로부 

터 화폐 잔고 M，에 대 한 일 계 조건 (first-order condition)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3.4) 
2M M ? 
피~-' exp(-펴-)=R 

식 (3.4)는 추가적인 화폐잔고의 한계편익과 이자기회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소 

비용이 달성됨을 의미한다. 식 (3. 4)는 또한 앞 장에서 살펴본 확률적 지불과정으로부터 

유도된 화폐수요관계를 나타낸다. 

命題 1 : 식 (3.4) 에 함축된 화폐수요는 거 래규모 A의 증가함수이다 그리고 기회비용 

인 명목이자율 R이 너무 크지 않는 한， 화폐수요는 R의 감소함수이고 유통속도는 R의 

증가함수이다 

證明 : <~付錄〉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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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4)를 선형화하기 위하여 로그 테일러 展開(Iogarithmic Taylor expansion)를 하면 

다음과 같은 화폐수요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3.5) 
M-V 

l뼈， =K+('" ')1때-( ' .. )lnR 
‘ 2M - V 2M - V 

여기서 K=터(___:펴A ) 1매In뻐n떠2 이 고 M"파 τE르x꾀ïM는 각각 테 일 러 近f似以 (πT다aylo…o야ra빼p매pro찌ox찌x저i 
2M.t. -A 

mation)를 실행한 수준에서 평가된 화폐수요와 유통속도를 나타낸다. 이 때 명목이자율 

R이 너무 크지 않으면 짜2> A또는 M> V-을 쉽게 보일 수 있다. 화폐수요에 대한 위의 

선형근사식 (3.5)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성질올 가진다. 첫째， 화폐수요 M1는 거래량 

변수인 A의 증가함수이고 기회비용변수인 R의 감소함수이다. 둘째， 유통속도(V)가 증 

가하는 경우. 화폐수요는 명목이자율에 대해서는 보다 뼈力的(sensitive) 이 되고， 거래량 

에 대해서는 덜 탄력적이 된다. 한편 앞 장에서 가정한 때:짧的 5tt~~생程( stochastic 

payment process)은 화폐경제학에서 널리 알려진 짧뺨先빼해IJ約 (cash-in-advance constraint) 

모형과 보몰-토빈 모형에 내재된 확률척 지불과정올 각각 특수한 경우로서 설명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모형에 내재된 거래비용함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올 가농케 한다. 

3. 1. 貨網先據制約(cash-in-advance constraint) 模型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화폐션볼제약은 〈그림 1)의 확률분포에서 순지불이 항상 A가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화폐선불제약에 의하면 M의 최대값 A가 l의 확률로 향상 실 

현된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파 같은 극단적 형태의 거래비용 또는 쇼핑시간으로 나타낼 

수있다: 

(3.6) 

n, = r 1 if M, < A 

lO if M,2:: A 

왜냐하변 화혜선불제약하에서 M， <A이면 감(M，)=O이고， FiA) = 1 이기 때문이다. 
표준적 화혜선불제약 모형에서는 화폐잔고가 거래규모보다 큰 경우는 거래비용이 0이 

고 거래규모보다 작은 경우는 무한대의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반면에. 여기에서 고려한 

확률적 지불과정으로부터 정의되는 거래비용 또는 쇼핑시간은 단위구간 [0 , 1]에서 결정된 

다. 그리고 화폐선불제약하에서는 if M, =A이므로 화펴l유통속도가 명목이자율과는 독립 

적으로 항상 l이 됨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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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몰-토빈 模型

화폐 수요에 대 한 在庫理論的 接近 (inventory theoretic approach) 의 대 표적 모형 인 보몰-토 

빈 모형에 의하면 M( E [0, A]에서 추가적 화폐잔고의 증가는 화폐보유수준에 관계 없이 

동일한 비율로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특성은 앞 장에서 살펴본 확률적 지불과 

정의 특수한 경우로서 〈그림 3)과 같은 -樣分布(uniforrn distribution)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그림 3)에서 분포함수 I는 다음의 거래비용 또는 쇼핑시간을 의미한다: 

(3.7) 

n(= l-FA(M() 

M( , 1 

A V( 

식 (3 .7) 은 화폐 잔고 M(와 총거 래 규모 A 사이 에 0차동차성 (homogeneous of degree zero) 

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주어진 수준의 거래비용 또는 쇼핑시간에 대해 화폐잔고는 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는 〈그림 3)에서 확률분포곡선 I의 C와 확률분포독선 n의 

D가 각각 (누적)확률분포의 90%에 대응되는 상황에서 ClD와 A/B가 같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보몰(1952) -토빈(1956)의 원래 모형과 Barro ( 1976)에 의해 일반화된 모 

형에 내재된 거래비용이 소비지출의 증가함수이고， 화폐잔고의 감소함수이며 o차동차성 

Probability 

A 

...!_ ~ _ 
B 

n _' _ - ,. - I 

M 
0 C A D B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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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는 Feensσ'a (l 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보몰-토빈 모형에서 거래비용 또는 쇼핑시간은 현금인출올 위한 은행방문에서 발생하 

므로 주어진 단위시간에 대한 여가의 손실로 나타난다. 주어진 t기의 현금인출이 균일하 

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개별 경제주체들은 주어진 총거래 A률 위해 다음의 총비 

용올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폐잔고를 선택한다: 

(3.8) 
A M .. M. 
~(1-~)+ -~' R 
MI A 2 

여기서 A/M，는 인출의 빈도를 나타낸다. 이 때 화폐잔고 M，에 대한 일계조건 (frrst-o펴.er 

condition)올 구한 뒤 화폐수요판계식올 도출하면 다읍과 같다: 

(3.9) Mt= 뿜 

이는 보몰-토빈 모행에서 현금인출 시 單位費用 (unit cost) 이 소요되는 경우의 화폐수요 

판계식파 통일하다. 이 경우 화폐유통속도는 다음과 갈고. 명목이자율 R과는 양(+)의 관 

계에 있다. 

(3 .10) Vt=옳= 博

한편 화폐수요관계식 (3.9)는 다옴과 같이 적을 수 있는데， 이는 화폐수요가 거래량과 

명목이자융의 변화에 대하여 통일한 탄력성올 가지고 있옵올 말해준다: 

InM, = 0.5ln(2) + O.5lnA - 0.51nR 

이 화폐수요관계식은 앞서 도출한 선형화된 화혜수요판계식 (3.5)에서 M=2V 또는 

즙2=2현1 특별한 경우에 헐어진다. 이는 식 (3.5)에서 요구되는 M 2 >A.보다 더 제약 

적인 조건으로서 화폐보유에 대한 큐모의 경제가 화폐수요판계식 (3.5) 에 내재된 규모의 

경제보다 더 작다는 것올 의미한다 

끝으로 확률척 지불과정올 나타내는 분포함수 (2. 1)과 화폐선불제약 모형. 그리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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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 
M, 

〈그럼 4> 

몰-토빈 모형에 내재된 거래비용 또는 쇼핑시간을 각각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 

다 이러한 거래비용의 차이는 화폐잔고에 대한 규모의 경제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4. 支佛過程에 대한 學習效果와 貨體需要

경제주체들이 t기에 소득수취와 지불 사이의 시간적 불일치에 기인한 확률적 지불과정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을 h，라 하고， 매기간 a(>l)의 성장률로 축적된다고 가정하자 

(단 초기에 경제주체들의 지불과정에 대한 지식은 ho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 그리고 

지불과정에 대한 t기의 지식 h，로 인해 절감되는 순지불금을 μ(ht) 라고 하자. 그러면 t기 
에 i번째 지불시간의 순지불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1t =y1t - μ(h，) 

M2,= Yl, +Y2' - μ(h，) = M 1t + Y2, 

M3,= Y1,+ Y2r+ Y3r- μ(ht) = M2r + Y3t 

M l1lt = Y lt + Y2, + Y3t + + Ymt - μ(ht) = M (m_l)t + Y/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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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 

_ ... -~':'Ii 

FA( M lh/_ ,) 

M 
E A 

〈그림 5) 

이 때 M，/의 최대값올 M/라고 하자 지불과정에 대한 웰렴(leaming)이 없는 경우와 같 

이 M/의 최소값은 0이지만. 지불과정에 대한 지식의 축적 때문에 최소값은 학습 

( Ieaming)이 없올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확관 값올 가진다. 즉 소득수취와 지불시점 간 

시간직 관일치하에서 지불과정에 대한 지식의 축적은 지뿔게획 조징볼 꽁하여 학습이 없 

r 경우요다 비교적 척은 화쩨잔고로 순지불금폴 확보한 수 있다 

이제 식 (2. 1 ) 의 확률분포함수와 주어진 단위시간하에시 I기의 거래비용 또는 쇼핑시간 

은 다옴파 같이 수정된다: 

(4. 1) n/= J -FA(M/lh/) 

여기서 주어진 화혜잔고 M에 대하여 FA(M 111/_,) $ FA(M I 11)판 가정한다. 측 〈그림 5)에서 
와 같이 F%A(“Mlh끼Iμ/- ， ) 
한다 

예갚 틀어. 확룹척 지관과정에 대한 학습볼 고려하는 경우 Dvorc때‘y( 1 989)의 근사적 

확란불포함수식 (2. 1 )은 다옴과 같이 수정된다: 

(4.2) 
r (M，+세2 1 

FiM/ 1 17,) = FA(M/ + 11/) =. 1 - cxp! - '-' . /' ! 
1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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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식 (4.2)로부터 도출되는 t기의 거래비용 또는 쇼핑시간은 다음과 같이 t기의 지불과정 

에 대한 지식 h，의 감소함수가 되며 ， (그림 6)의 점선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3) n,(h,) = 1 껴빠 h,)=-exp[ _JM; hL] 
한편 식 (4 . 3)의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식에 의하면 

주어진 쇼핑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폐잔고가 .JA - h，의 비율로 증가해야 함을 의미 

한다. 

(M,+h,i 
Jnn，(끼) =- lA ’ 

즉 거래규모가 증가할 때， 주어진 순지불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화폐보유의 증가 

는 지불과정에 대한 학습이 없을 때보다 작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지불과정에 대한 지 

식이 화폐보유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더 증가시키고 화폐유통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t기 초 화폐잔고 M，는 다음의 총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값으로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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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qh,) = [1 - FiM, 1 h,)] + RM, 

위 식에서 지불과정에 대한 지식수준 h，하에서 화폐잔고 M，에 대한 일계조건( first-order 

condition)올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4.5) fiM, 1 h,) =R 

여기서 져(.)은 Fi.)의 확률밀도함수롤 나타낸다. 위 식 (4.5)는 t기에 추가적인 화폐잔고 

의 한계편악， 즉 쇼핑시간의 감소 ~(M， I h，)와 이자기회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소비 

용이 달성됩올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불과정을 나타내는 확훌분포함수가 (4.2)인 경우 

최적 화폐잔고를 결정하는 식 (4.5)는 다옵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6) 1쁨써 없p[-잭웹]=R 

命題 2: 식 (4.6)에 내재된 화폐수요는 거래규모 A의 중가함수이다. 그리고 기회비용 

인 R이 너무 크지 않는 한， 화폐수요는 R의 감소합수이며 지불과정에 대한 지식수준 h, 
의 감소함수이다. 또한 화폐유통속도는 R의 중가함수이다. 

證明: (~付錄〉올 참조하라. 

식 (4.6)을 선형화하기 위하여 로그 테일러 전개(logarithmic Taylor expansion)를 하면 

다음과 같은 화폐수요관계식을 얻올 수 있다: 

(4.7) lM = φIlnA - ψ21n 증 -ψ)1때r 

M+ h r (M+ h)2_A 1 . __ ïTr M.+1ï 1 
여기서 ψl=-----| | φ -V | |， ψ3=τ- 이고 명목 

L 2(짜+ h)2_A I’ 2 -. L 2(M + h)2 - A J 
이자율 R이 너무 크지 않는 이상 (짜+ h)2>A입올 쉽게 보일 수 있다. 지불파정에 대한 

학습에 의해 지식이 축적되는 경우 위의 선행근사식에 의하변 화폐수요는 거래규모 A의 

증가함수이고， 명목이자율 R과 지식 h，의 감소합수로 결정된다. 또한 유통속도 V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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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화폐수요는 R의 변화에 보다 민감(sensitive)해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불과정에 대한 학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화폐수요관계식 (4.7)과 (3.5)에서 

화폐수요의 거래규모에 대한 탄력성과 이자율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M-V V 
φ'1> , φ'? < ---

2M- V - 2M-V 

즉 지불과정에 대한 학습이 존재하는 경우 화폐수요는 거래량에 보다 민감해지고， 명 

목이자율 변화에 대해서는 덜 민감해진다. 직관적으로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더 작 

아진 이유는 학습이 규모의 경제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반면에 거래 

규모의 증가는 〈그림 5)에서 A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지급과정에 대한 현재 지식은 화폐 

잔고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불능(insolvency)에 대비하기 위 

하여 더 많은 예비적 화폐잔고가 필요할 것이다 

4.1. 보몰-토빈 模型과 學習效果

보몰-토빈 모형에 내재된 확률적 지불과정에 위에서 가정한 학습효과를 도입하면 〈그 

림 7)에서 확률분포독선은 점선으로 이동하게 된다. 

위 그림의 분포는 다음의 거래비용 또는 쇼핑시간을 의미한다: 

Proφb뼈ab비삐ility 

A-h ~ - - - - - - - - -

A 

M 
A-h A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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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h. 
(4.8) nr(hr) = | - ]r」-

또한 거래과정에 대한 학습(Iearning)으로 인해 원래 보볼-토빈 모형의 화혜수요관계식 

(3.9)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4.9) M ,(h,) = 펌윌，) 

그리고 화메유통속도는 다읍과 같으며 〈그림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10) (h，) 三 A -=A "π느 M ,(h ,) •• ~ 2(A - h시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화폐유통속도가 학숨의 중가합수이며. <그립 8 )에서 下限點

(lower bound)은 지불과정에 대한 학숨이 없는 경우의 유동속도감 나타낸다. 

끼(h，) =A 굉F뭔 ~ ~떻 = 끼 

씨 

0 A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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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쇼핑을 통한 現場學習(Lea rn i ng-by-:-shopp i ng)과 貨網需要

삶row (l962)를 포함하여 많은 경제학자들은 생산활동에 있어서 現場學習(l<않rning-by

doing) 이 인적자본 형성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관찰해왔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경제 

주체들이 소득수취와 지불시점 칸 시간적 불일치를 경험함으로써 쇼핑을 통한 현장학습 

(learning-by-shopping)을 통해 지불과정에 대한 지식이 축적된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t기 초의 지식 ht는 다음과 같이 축적된다: 

(4.11) ht = g(ni_I 1 ht_l 

여기서 g는 t기 초에 주어진 ht-1 수준에서 n에 대한 단조 증가함수이다. 예를 들어 ht 

가 다음과 같이 축적된다고 가정한다: 

(4.12) ht = nt_1 +(1 .. -". δht_I 

여기서 δE (0，1)은 지식의 감가상각률이다. 이 때 화폐보유에 대한 1규모의 경제는 식 

(4.12)에 의해 현장학습으로 축적되는 지식에 의해 증가한다. 

식 (4.0과 (4.12) 에 의해 ht는 다음과 같이 과거의 화폐잔고에 의존한다. 

μ 13) 까 =nι1+전1-0)센-1 

= [1-감(Mt_1 1 ht_1)] + ε(1- δ)j[l- 감(M，ν-11 hν-1)] j=1 •• 'J' 'J 

만약 t기 초 지식이 통기간 말에 쓸모 없게 된다고 가정하면(즉 ð= 1), 위 식 (4.13)에 

서 ht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다· 

(4.14) 샤
 
-A 뼈

 
J 

M 
A 매

 

ι
 
“t 

이는 t기 쇼핑을 통한 現場學習(le때úng-by-shopping)으로 축적된 지식과 이로 인한 규 

모의 경제가 • 171 화폐잔고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마한다. 따라서 t기의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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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l기 화폐잔고의 증가함수엄올 나타낸다. 

예를 들어 보몰-토빈 모형에서 식 (4.14)는 아래의 형태로 단순화되는데， 현장학습으 

로 축척된 지식 h，와 전기의 화폐잔고 MH 사이에 옴의 판계가 있옴을 나타낸다. 

(4.15) 
M. , 

h.=l--'"-' 
I A 

또한 t기의 거래비용 또는 쇼핑시간은 다옵과 같다: 

M. + h. 1 . M. , . 
(4.16) κ=1- ' 1 =1--0+M.---'"'_) 

’ A A ‘ ’ A ’ 

여기에서도 t기의 쇼핑시간은 ←171 의 화폐잔고의 중가함수임올 알 수 있다. 이러한 거 

래비용과 이자기회비용 둥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화폐잔고는 전기의 화폐잔고뿔만 아니라 

이자기회비용과 거래량의 합수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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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

命題 1으l 짧明: 

다음과 같이 G훌 정의하자. 

(A. l) 
2M. M_2 

G를망exp( -며-)-R=O 

위 식에 險댐fj{定理(implicit function theorem)훌 척용하면 다옴 식올 얻율 수 있다: 



찌V협츠的 支佛過程과 貨뺑需要에 대 한 小考
Q 

ι
 

갱
 

ProbabiJity 

- - - - - - --- R 

M 

0 M/ A 

〈그림 9 ) 

(A.2) 
ðM. G. M. . M _2 - A 
---/ =---소_= _ -r (~ - r _. _') )>0 
ðA G

M 
A ' A-2Mr‘ 

M 2 A - 2M2 

~exp ( _ _ ._r _ ) -r 
A ' A 

위 식 (A.2)와 (A.3)에서 부등호가 성립한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ðMr GR 

ðR GM 

)<0 (A.3) 

(A.4) MI2>A 

한편 화폐 잔고 M，에 대 한 일 계 조건 (fIrst-order condi tion) 식 (3.4) 는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그림 9)에서 R이 너무 크지 않는 한 식 (A.4)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식 

(A . 1)은 다음과 같이 화폐유통속도 V，의 함수로 다시 쓸 수 있다 : 

(A.5) G三응exp (-원) - R=O 

위 식에 음함수정리를 적용하면 ， 식 (A.4)와 (A.5 ) 에 의해 다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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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av, GR -κ 

M 2 2 M? 
-.'--_-. exp(--.'-)-R 

A κ A 

>0 ---- --------aR Gv 

命題 2의 證明: 화폐잔고에 대한 일계조건식 (4.6)올 이용하여 命題 l과 유사한 방식 

으로 증명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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