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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화폐발행 체제를 개혁하여 화폐발행이익(시뇨리지)을 

기본 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권화폐론의 주장을 검토한다. 시뇨

리지는 화폐가 대표하는 액면 가치와 화폐를 제조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

의 차이를 말한다. 

경제는 반드시 화폐를 필요로 하며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양(통화량)이 그에 조응해서 늘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는 유

동성 부족이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침체를 겪게 된다. 화폐가 경제성장

에 맞춰서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뇨리지가 발생한다. 

화폐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공공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뇨

리지는 전형적인 공동체 성원 모두의 공유부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민간 

은행이 창조하는 은행화폐가 유통화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시뇨리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화폐 체제를 개혁하여 정부가 근대 이전의 체제와 같이 법정

화폐를 발행하도록 하고, 그 법정화폐가 지금과는 달리 경제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맡도록 한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시뇨리지는 기본소득의 지

급과 같은 공공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I.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작동 원리와 특성

현대 경제에서 교환 및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통 화폐의 기본 형

기본소득의 또 다른 재원, 
화폐발행이익

- 주권화폐론 검토 -

유승경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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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두가지로 현금과 요구불 예금이다. 현금은 법정화폐인 중앙은행권(지폐)과 주화를 말하며 요구불 

예금은 은행에 대한 청구권의 의미를 갖는 은행화폐bank-money이다. 우리는 요구불 예금을 계좌 이체, 

현금 카드, 수표 등을 활용하여 거래에 사용한다. 

 일반 경제주체는 경제 활동에 현금을 사용하거나 은행을 매개로 하여 은행화폐를 사용한다. 그 외

에 또 하나의 화폐 흐름이 있다. 은행 상호 간이나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간의 거래에 사용되는 지불준

비금의 흐름이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경제 내에 통화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몇 개의 상이한 측정 지

표를 사용한다.

현 체제에서 가장 우선적인 범주는 본원통화이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를 말하며 

은행의 지불준비금과 은행이 아닌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구성된다. 보통 M0라고 표시한

다. 그 다음으로 M1으로 불리는 통화량이 있다. M1은 은행이 아닌 경제주체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을 합친 것이다. M1이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유통 화폐로서 협의의 통

화라고 한다.

II. 현행 은행화폐제도의 문제점

정통 경제학은 중앙은행은 본원통화와 법정 지급준비율을 통해 통화량을 재량적으로 조절할 수 있

고, 상업은행은 화폐창조 과정에서 지극히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화폐의 

창조 과정은 교과서와는 아주 다르다. 주권화폐론은 은행이 화폐창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두 가지 역

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한다. 

첫째, 은행은 단순히 저축을 대출로 연결하는 중개 기관에 머물지 않는다. 교과서는 예금이 대출을 

낳는다고 상정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예금을 일으키고 화폐를 창조한다. 현실의 화폐창조 과정에서, 

상업은행은 금리, 경제 조건, 다른 투자 대상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고객에게 대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지준금 주화 지폐 요구불 예금 정기 예금 저축 예금 기타 예금

M0(본원 통화)

M1

M2

M3/4

유통화폐 = 지불수단 준화폐 = 단기 자본

<표 1> 통화량의 범주와 구성 요소 

자료: Huber & Robertson(2001), Creating New Money,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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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을 주기로 결정했을 때, 현금의 형태로 신용을 주지 않고 고객의 예금계좌

에 금액을 기록한다. 그 금액은 곧 수표, 계좌이체, 현금카드 따위를 통해 지불 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화폐로 간주된다. 곧 신용창조가 화폐창조인 것이다. 

둘째, 상업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은행은 지급준비금의 양을 확인

하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 전망이 높으면 먼저 대출을 하고 이후 지급

준비금을 맞춘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최종 대부자이기 때문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즉 상업은행의 

영리적 판단에 따라 통화량이 변하고 중앙은행은 오히려 그것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업은행이 사실상 화폐발행의 주권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빼앗아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시뇨리지의 유출과 공공적 활용의 제약

현대의 화폐 발행 체제에서는 상업은행이 대부분의 유통 화폐를 창조하기 때문에 국가는 그만큼 

시뇨리지를 확보할 기회를 갖지 못하며,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발행할 때 발생되는 시뇨리지도 온전

히 국가의 재정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상업은행이 시뇨리지를 변형된 형태로 흡수하여 특별 

이윤을 누린다.

우선 상업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특별 이윤을 누리는지 알아보자. 상업은행은 은행화폐를 창조하여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대출의 형식으로 공급한다. 즉 상업은행이 신용을 창조하

면 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만들어지며 대출이 상환되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사라진다. 

따라서 상업은행이 전통적인 의미의 시뇨리지를 그대로 누리는 것은 아니다.

상업은행은 보통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윤을 실현한다고 말한다. 

이 논리는 비은행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만 상업은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2절에서 확인

한 것처럼 상업은행이 대출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고객의 저축에 의한 예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상업은행은 저축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적인 예금 금리를 지불하지 않고도 대출 금리를 통

해서 특별 이윤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처럼 다른 곳에서 자금을 빌려

서 대출을 한다면 자금 확보에 따르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채를 발행한다면 채권 금리

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은행은 신용화폐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따르는 비용을 

그만큼 치르지 않고 최소한의 예금 금리만을 보장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경제 주체들은 은행화폐를 사용하면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만큼을 화폐 

사용료로 상업은행에 지불하는 셈이다. 이는 일종의 화폐 조세money taxes라고 할 수 있는데, 상업은행의 

특수한 이윤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처럼 상업은행이 은행화폐의 대출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특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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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 상업은행이 주된 화폐 공급자의 지위에 힘입어 누리는 변형된 형태의 시뇨리지라고 할 수 있다.

IV. 주권화폐론의 개혁 방향

따라서 주권화폐론은 (1) 상업은행의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폐지하여 은행화폐의 발행을 정지시키

고 (2)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법정화폐로써 은행화폐가 담당해온 역할을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주권화폐론은 정부(지위가 변경된 중앙은행일 수도 있다)가 본원통화를 직접 자산으로서 발행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기관이 법정화폐인 본원통화를 자산으로서 발행한다면 새로 창조된 본원통화는 

정부의 재정으로 이전되어 공적 목적을 위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에 공급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의 한 형식으로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은행화폐에 의해 야기되는 제반 경제, 사회, 환경적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정부는 법정

화폐의 창조에 따른 시뇨리지를 기본소득의 지급과 같은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V. 주권화폐 도입에 따른 기본소득의 재원 추정

앞서 보았듯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화폐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화폐의 증

가는 자주 인플레이션을 연상시키지만 경제의 필수적이자 자연스런 현상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특정 국가가 주권화폐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유통 화폐를 주권화폐로 대

체한다고 했을 때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시뇨리지는 어느 정도이며, 그것을 재원으로 한다면 국민들에

게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추정해보자.

조세프 후버 등은 2001년의 논문에서 미국, 영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은행화폐를 주권화폐로 대

체했을 때 예상되는 통화량의 규모를 추정했다. 이 글에서는 그들이 사용한 방법을 원용하여 한국 경제

를 적용했다. 즉 한국 경제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화량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 그 기간 동안 주

권화폐 제도에 따라 유통 화폐를 공급했다고 했을 때, 기본소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뇨리지의 규모를 

추정했다. 

주권화폐 개혁은 은행화폐(bankmoney, 요구불예금)를 주권화폐로 대체한다. 이는 현 제도에서 

M0와 M1의 차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새롭게 규정되는 공식 유통화폐를 M이라고 하자. 개

혁 이후의 M의 총량은 현재의 M0와 M1을 근거로 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권화폐 개혁을 단행하면 M은 기존에 M0과 M1이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M은 현재 

유통 화폐를 대표하는 M1의 구성요소인 유통중인 현금(A)과 요구불예금(B)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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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제의 M1이 해당 기간에 어떻게 변동해왔는지는 <표 2>의 4열에 표시되어 있다. 2019년 기준으로 M1

은 876.9조 원이며 GDP의 약 45.6%이다. 또한 M은 현재 지불준비금의 한 요소인 시재금(C: 은행이 보

유하는 현금)과 함께 지준금 중에서 은행 자체의 영업에 사용될 부분(D)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는 단

순화를 위해서 기존의 지준금 중 50%가 새로운 제도에서는 은행 자신의 영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가정

한다. M1에 시재금(C)과 은행 영업을 위한 지준금(D)를 보태면 현재의 조건에서 도출할 수 있는 M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추정치는 <표 2>의 7열에 표시되어 있다. 

개혁이 이뤄진다면 여기에 두 가지 요소를 더 고려해야 한다. 현 제도에서는 M2에 포함되지만 개

혁 이후에는 요구불예금으로 전환될 M2의 약 30%로 추정되는 현재의 저축성 예금이다. 또 다른 항목

은 개혁에 힘입어 늘어날 수 있는 은행의 운영 자금이다. 개혁이 이뤄지면 비현금성 결제가 지준금과 

현금의 순환의 이원체계가 아니라 단일체계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 중개나 투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금액은 오늘날 은행 시재금의 50%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경제가 주권화폐 제도에 따라 운영되었

다고 했을 때의 M의 규모는 <표2>의 10열의 수치와 같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개혁 이후 M의 규

모는 1,795조 원으로 같은 해 GDP의 약 94%이다. 

이 모델에서는 새롭게 창조된 M이 모두 기본소득을 통해서 경제로 투입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

다. 따라서 연간 M의 증가량이 중요하다. <표3>의 2열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M의 연간 증가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12년 간의 연 평균 증가액은 약 91.6조 원이다. 여기에 화폐의 제조 및 유지 비용을 뺀

다면 나머지는 국가의 순수한 시뇨리지라고 할 수 있다. 

A B A+B C D C+D+M1 E F E+F+M

현금 요금불
예금 M1 시재금 지준금의 

50%
현재의 

M
미래의

M

2007 21.0 291.8 312.8 7.3 13.8 333.8 359.1 3.6 697
2008 22.1 285.2 307.3 7.8 15.1 330.2 410.3 3.9 744
2009 25.1 332.2 357.3 9.3 18.3 384.9 452.6 4.6 842
2010 31.3 368.1 399.4 10.1 18.1 427.7 491.9 5.1 925
2011 36.6 389.1 425.7 11.3 19.3 456.3 512.7 5.6 975
2012 41.4 400.6 442.0 12.3 20.4 474.7 539.6 6.2 1,020
2013 48.8 435.3 484.1 13.7 21.3 519.1 565.7 6.9 1,092
2014 58.2 478.5 536.7 15.5 22.6 574.8 602.9 7.7 1,185
2015 70.2 566.4 636.6 18.1 25.3 680.0 654.9 9.1 1,344
2016 81.5 652.9 734.4 20.6 28.0 783.0 702.8 10.3 1,496
2017 91.6 710.4 802.0 22.8 30.1 854.9 741.4 11.4 1,608
2018 100.0 741.0 841.0 24.7 32.5 898.2 788.1 12.4 1,699
2019 108.7 768.2 876.9 26.8 35.1 938.9 843.0 13.4 1,795

<표 2> 주권화폐 개혁 이후 통화량 M에 대한 추정

자료: 한국은행 통계를 기초로 저자가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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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2년 간 M을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서 공급하고 제조 및 유지 비용을 무시한다면, 각 연도의 

기본소득 지급액은 각 연도 M의 증가량을 그 해의 인구를 나눈 값이 된다. 

이 같은 추정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가설적인 1인당 기본소득 추정액은 <표3>의 4

열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의 가설적인 1인당 기본소득 추정책은 약 97만 원이며 매년 

약 4.6%씩 증가하여 2019년의 추정액은 약 189만 원(월 16만 원)이다. 

VI. 결론. 제도 개혁의 전망

중앙은행이 정부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부채의 형태로 화폐를 공급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는 현대인

들에게, 중앙은행이 국가의 독립된 한 부(제4부)가 되어서 화폐를 찍고 그것을 정부의 재정으로 이관하

는 방식은 매우 낯설다. 또한 주권화폐제도로의 이행은 기존의 상업은행이 누리는 막대한 특권적 이익

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도 아주 클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이런 유형의 개혁을 기대

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현재의 체제가 지속되기에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정부 부채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 체제에서는 우선 중앙은행이 민간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상업은행은 본원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화폐를 창조한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조응하는 통화량의 증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계속 민간의 

자산을 매입해야 본원통화를 공급할 수 있고 상업은행은 그 지급준비금을 바탕으로 은행화폐를 창조

할 수 있다. 본원통화의 증가 없이 상업은행의 신용창조만으로 통화량을 계속 늘릴 수는 없다. 현재 중

앙은행이 매입하는 주요 자산은 국채다. 그렇다면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통해 국채를 만들어 내

　
　

M의 증가액 인구 1인당 기본소득
(조원) (명) (원)

2008 47.84 49,182,456 972,740 
2009 97.66 49,347,461 1,978,945 
2010 82.53 49,545,636 1,665,735 
2011 50.03 49,786,159 1,004,942 
2012 45.76 50,060,639 914,066 
2013 71.28 50,345,717 1,415,892 
2014 93.70 50,607,907 1,851,451 
2015 158.48 50,823,093 3,118,349 
2016 152.18 50,983,457 2,984,969
2017 111.59 51,096,415 2,183,994 
2018 91.01 51,171,706 1,778,490 
2019 96.59 51,225,308 1,885,681 

<표 3> 주권화폐 도입 시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 추정

자료: 한국은행 통계를 기초로 저자가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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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결국 본원통화가 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채를 계속 발생시켜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현 체제는 정부 부채의 증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현 체제 내에

서는 현재 누적된 정부 부채를 줄일 방법이 없다. 정부가 기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흑자 재정을 유

지해야 한다. 흑자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시중의 국채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중앙은

행은 매수할 자산이 없어서 적절하게 통화를 공급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민간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과도해서 신용 창조를 통한 통화 공급도 한계점에 다가서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주요국의 민간 부채는 대부분 GDP의 200%를 넘는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채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의 화폐 제도에서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민간 부채 증가가 필요”하다. 결국 민간 부채가 위험 수준을 넘지 

않도록 억제하면 성장이 정체하고, 성장을 허용하면 민간 부채가 과잉이 되어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

다. 따라서 현대 경제는 화폐 제도 때문에 GDP 축소 없이 민간 부채를 줄일 수 없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폐 제도의 개혁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현재의 중앙은행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전형적인 화폐 

발행의 방식이었다. 근대로 들어와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때 정부 지폐를 발행했으며 케네

디 대통령도 정부 지폐 발행을 검토했다. 현재에도 미국과 영국에서는 재무부가 주화를 발행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한때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발행해서(미국은 재무부가 동전을 발행한다) 그 동

전으로 미국의 국채를 청산하는 방법을 검토한 적이 있다. 이 시도는 변형된 형태로 주권화폐를 활용하

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부채를 동반해야 하는 현 제도의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주권화폐제

도로의 이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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