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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고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종별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이질적인지 여

부를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 VAR)모형을 추정하여 살펴본

다. 분석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18년 9월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

각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기준 중분류와 대분류 수준의 자료의 자료를 

이용했다.

  분석 결과 콜금리 상승 충격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

는 상이하고 산업 세부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평균적으로 제조업이 

금리정책에 유의하게 반응한 반면 서비스업의 생산반응 크기는 작고 유

의하지 않았다. 제조업 업종별로는 내구재 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이 비내구재 산

업(식료품 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

했다. 이러한 산업별 효과는 생산설비와 같이 투자지출이 큰 산업에서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발생한 차이로 판단된다. 한편 서비스업

은 업종별 반응에서도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크기가 작았는데 부동

산업 생산의 감소는 비교적 크고 강건했다. 

   본고는 서비스업을 분석에 포함하고 대분류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또한 통화정책 효과의 유효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산업별 반응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주요어: 통화정책 충격, 산업별 생산, 콜금리, 벡터자기회귀 모형, 이질

성, 금리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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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동기

  통화정책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경로를 

파악하고 정책효과의 예측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생산, 물가, 

금리 등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연구의 한계점이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어왔다. Luca Dedola and Francesco Lippi(2005)에 의하면 

산업수준의 자료는 경제주체들의 이질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총량지표를 이용하면 이를 잃을 수 있다. 즉, 경제학에서 알려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요소들 (화폐 수요의 이자율 민감도, 

생산의 자금 투입정도, 외부 자금에 대한 접근성 등)은 산업별로 

다양하지만 총량지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황선웅, 홍성욱, 

민성환, 이상호(2014)에 따르면 산업별 생산구조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등) 및 판매구조 (수출중심, 소비재, 중간재 등)는 산업 부문별로 

다양하므로 산업별로 정책의 효과가 이질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90년대 중반부터 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외 대다수의 연구들은 제조업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등의 산업은 자료의 부재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거나 Ganley and Salmon(1997)처럼 서비스업 하위 산업별 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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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국내 연구 중에서는 황선웅, 홍성욱, 

민성환, 이상호(2014)가 서비스업을 고려했지만 서비스업을 네 부문으로 

나누어 분류가 포괄적이고 연구의 목적이 GVAR의 확장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어 분석결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깊이 해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경제의 산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GDP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1>을 통해 산업별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면 

앞으로도 농림어업, 건설업의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서비스업은 GDP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는 산업으로 국내 경제에서 중요도가 높다. 

  본고는 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산업별 이질성이 통화정책의 

효과에 차이를 만드는지 점검한다. 통화정책 효과의 분석 대상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여 국내 경제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한다.

그림 1 . GDP 연도별 구성 추이

자료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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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1.2.1. 국외연구

  Luca Dedola and Francesco Lippi(2005)는 OECD 회원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21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의 

효과와 파급경로를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1975년 1월부터 1997년 

3월까지로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상품가격지수, 단기시장금리, 

통화, 환율로 구성된 구조벡터자기회귀(SVAR)모형을 이용했다. 추정결과 

5개국 모두 철강, 기계와 장비 제조업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이 크게 

나타나고 식품, 의복, 그리고 신발 제조업 등의 반응이 작았다. 산업 

특성변수들과의 회귀분석 결과 내구재 생산유무, 단기 자금 소요 정도, 

그리고 평균 기업규모나 레버리지에 따라 통화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Ganley and Salmon(1997)은 영국의 24개 부문의 산업생산에 대한 통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금리,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산업별생

산으로 구성된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추정한 결과 건설업, 제조업

이 금리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작게 반응했

다. 제조업 업종별로는 식품, 음료, 그리고 담배제조업의 감소폭이 작은 

반면 고무제품과 전기장비의 하락폭은 크게 나타났다. 산업 규모의 대리

변수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소규모 기업으로 이루어진 산업이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Alam and Waheed(2006)는 실질산출, 소비자물가, 콜금리로 구성된 

VAR모형을 기본으로 파키스탄 통화정책의 산업별 효과를 분석했다. 분

석기간은 1973년 1월부터 2003년 4월이며 분기별 자료를 이용했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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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분석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산업은 제

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이었으며 농업, 광업, 건설업, 그리

고 주택소유권은 금리변동에 둔감했다. 산업별 통화정책 효과는 은행 대

출에 의존적인 부문에서 크게 나타나 통화정책의 신용경로를 통해 차별

적으로 파급된 것으로 유추했다.

1.2.2. 국내연구

박형근, 김병조(2003)는 VAR모형을 이용하여 1983~2002년 제조업의 

중분류 및 세분류 업종별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차별적인지 분석하였다.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회사채유통수익률, 콜금리, 

산업별 생산지수 6개의 변수로 구성된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 대체로 

장치산업 등 내구재 산업이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수출비중

이 높은 업종이 내수업종보다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이 컸다. 정책 반응

계수와 산업별 특성 변수(평균 기업규모, 단기부채비율, 수출률, 내구재

여부)의 관계 분석에서 통화정책 효과의 비대칭성은 주로 내구재생산 여

부(금리경로)에 기인했다.

황선웅, 홍성욱, 민성환, 이상호(2014)는 확장된 GVAR모형을 개발하

여 대내외 경제충격의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확장된 

GVAR모형을 이용하여 국내금리 인상 충격의 산업별 반응을 추정한 결

과 전기⋅전자, 섬유⋅가죽, 정밀기기, 석유⋅화학, 운송장비 등 내구재 

산업과 주력 수출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이웅호 (2016)에서는 산업별 직간접 자본비용을 계산하여 금리변동의 

산업별 효과를 분석하고 직간접 수입률을 계산하여 환율하락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방연쇄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지원의 의미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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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군을 추려내었다. 해당 산업군은 금리변동에 직간접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들로 금리효과의 경우 고무제품 및 플

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

조업 등의 산업이, 환율효과의 경우 섬유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의약

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의 산업이 이에 속했다. 

  기존의 문헌들은 다양한 접근법으로 산업별 효과를 분석하고 공통적으

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산업 간에 비대칭적임을 발견했다. 본고는 서비스

업 대분류 데이터를 분석에 추가함으로써 제조업 위주의 기존 연구의 한

계를 보완한다. 그리고 VAR모형으로 동 주제를 다룬 국내 선행연구인 

박형근, 김병조(2003)와 모형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

  제 2 장에서는 기본 VAR모형을 설정하고 해당 모형이 강건한지 점검

한다. 제 3 장에서는 국내 경제상황이 산업별 생산에 영향을 준다는 가

정을 기반으로 제 2 장에서 설정한 기본모형에 산업별생산지수를 차례로 

추가함으로써 통화정책 충격이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그리고 산업별 생산이 추가된 각각의 VAR모형이 강건한지 모형에 변화

를 주어 점검한다. 제 4 장에서는 본고의 분석 결과를 국내 상황에 적용

할 수 있도록 국내 경제 구조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본

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 2 장. 기본모형 설정

2.1. 모형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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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내 산업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각각 중분류와 대분류 수

준으로 세분화하고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의 산업

별 효과가 상이한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본모형을 설정한 다음 기본모형에 개별산업생산지

수를 순차적으로 포함하여 36개의 VAR모형을 추정하도록 한다.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이 산업생산지수(IP), 소비자물가지수(CPI), 콜금

리(CALL), 환율(EXR) 4개의 변수로 구성된 VAR모형으로 설정했다.

  
  



   (단,  , 
′  )

는 4x1 상수항 벡터, 는 4x4 계수 행렬, 는 평균이 0이고 분산-공

분산()이 양의 정부호(positive definite)인 4x4 행렬이다. 는 [IP, CPI, 

CALL, EXR]′로 이뤄진 벡터이며 당기에 외생적인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다. 이러한 순서는 산업생산은 당기에 물가, 콜금리, 환율에 영향을 주

지만 내생변수들로부터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다는 제약이다. 물가는 

콜금리와 환율에 당기에 영향을 미치고 콜금리와 환율은 물가에 즉각적

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콜금리는 당기에 환율을 변화시키고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환율은 당기에 산

업생산, 물가, 그리고 콜금리로부터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1)

위의 기본모형은 김소영(2009)에서 보여준 VAR모형 설정방법을 적용

하여 결정했다. 김소영(2009)는 산업생산지수(IP), 소비자물가지수(CPI), 원

재료가격(CMP), 콜금리(CALL), 본원통화(MB), 총통화(M) 6변수 VAR모형

1) 환율의 순서를 맨 마지막에 두었던 선행연구로 김정현, 전성범(2017), Luca Dedola, 
Francesco Lippi(2005) 등이 있다. Luca Dedola, Francesco Lippi(2005)는 월별 자
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책변수가 환율변동에 매월 반응하기 보다는 시차를 두고 나타
날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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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변수를 제거해가며 VAR3, VAR4, VAR5 모형 등 축약된 모

형을 설정하고 이를 기본모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였다. 해당 

방법은 보다 자유도를 절약하는 모형을 논리적 찾아내고 기존의 여러 문

헌에서 사용한 모형들을 대체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되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점을 고려하여 환율을 추

가하여 적용했다2).

  모형의 시차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과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SC) 그리고 잔차에 자기상관 LM test를 시행한 결

과를 종합하여 선정했다. 최대 8분기 시차를 두고 시차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표1>에 나열되어 있듯이 1에서 4까지의 시차가 선택되었다. 

(1)VAR4 (2)VAR5 (3)VAR5’ (4)VAR6 (5)VAR7
AIC 4 4 4 4 3
HQ 2 2 2 2 2
SC 2 2 2 1 1

주: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HQ: Hannan-Quinn information 
criterion, SC: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표 1. VAR의 시차 결정

  시차 2의 경우 LM test를 통한 자기상관 검정에서 5개의 모형 모두 잔

차에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반면 시차 4를 적용한 모

형에서는 심각한 자기상관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표기오차의 가능성을 

줄이고 월별 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태적 효과를 반영하기에 충분

하도록 4개의 시차를 두기로 하였다.

2) 환율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도 동일한 방법으로 점검해보았으나 산업생산의 충격반응함
수가 금리충격 직후 많이 상승하고 유의했기 때문에 기본모형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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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로 월별자료를 이용한다. 

모형에서 산업생산(IP)에 대응하는 자료로는 산업생산지수를 이용했다. 

산업생산지수는 서비스업을 포함하지 않지만 GDP와 상관관계가 높고 우

리나라 경제활동 수준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다. 또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연구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GDP의 대리변수로서 산업생산지수를 사용

했으므로 본고에서도 해당 자료를 이용했다. 물가 자료는 소비자물가지

수(CPI), 통화정책의 대리변수로 무담보콜금리(CALL)3), 그리고 환율(EXR)

은 원/달러(종가) 데이터를 활용했다. 물가 퍼즐(Price Puzzle)4)을 제거하

기 위해 추가한 상품가격(CMP)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원재료가격을, MB

는 본원통화(평잔), M은 M2(광의통화,평잔)를 이용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이고 금리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X12-ARIMA로 계절변동조정 후 자연대수화 했으며 수준

변수를 이용했다.   

3) 콜금리는 정책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아(<그림2> 참조) 통화정책기조를 충분히 반영하므
로 관련 연구에서 정책변수로 쓰인다.

4) 물가퍼즐이란 VAR모형의 추정에서 콜금리 상승 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림 2. 기본 VAR모형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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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의 그래프는 콜금리에 예상하지 못한 1 표준편차만큼의 충격

이 발생했을 때 각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5) <그림2>의 행

은 기본모형설정을 위해 고려한 다섯 가지 VAR모형의 충격반응함수 그

래프를 나타내고 각 열의 상단에는 모형에 포함된 변수명을 표시했다. 

정책충격의 식별은 축자적(Recursive) 구조의 단기 무영향 제약을 부가한 

후 춀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를 이용했다. 콜금리 상승 충

격에 대한 변수들의 반응은 다섯 개의 모형에서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산업생산지수는 초기에 소폭 상승하지만 유의하지 않았으며 하

락하는 구간에서 유의했다. 물가변수인 CPI와 CMP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본원통화도 감소하여 이론적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한 거시

변수의 반응과 일치한다. 환율은 가격신축적 통화론자의 환율결정이론과 

같이 이자율이 상승할 때 환율이 상승했다가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수렴

하는 모습이다6). 한편 모형에 변수가 추가될수록 전반적인 유의성이 감

소한다. 또한 모형 간 충격반응함수의 형태가 유사한 가운데 CMP를 추

가하지 않은 모형에서도 물가 퍼즐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본모형으로 

4변수 VAR모형을 선택했다.

2.2. 강건성7)

5) 몬테카를로(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5000번 반복하여 표준오차를 계산했다. 본고에 
첨부된 그림의 error band는 모두 90% 확률구간을 나타낸다.

6) 통화정책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모형에 환율을 추가했으나 본고의 모형이 
콜금리와 환율의 동시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짐작된다. 
Dedola, Luca, and Francesco Lippi(2005)의 결과 또한 물가는 경직적이며 환율은 
상승했는데 이들은 Christiano et al. (1997) and Barth and Ramey (2001)의 연구를 
인용하여 가격이 경직적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7) 분석 기간을 2008년 9월 전과 후로 구분하여 더 짧은 부표본(sub-sample)으로도 모형

을 추정해보았으나 시계열이 충분하지 않아서 관측치를 한 개만 조정해도 결과가 민

감하게 변동했기에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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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콜금리와 기준금리의 시계열도

<그림3>의 시계열도에서 콜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발생 이후 2008년 

9월 정점을 찍은 뒤 급락하여 해당 시점 통화정책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

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더미변수를 모형의 외생변

수로 추가하여 모형의 강건성을 검정하였다. 더미변수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 약 1년의 기간 동안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 기간에는 0의 

값을 갖도록 설정했다. 추정 결과 위기 더미를 추가하기 전과 후의 충격

반응함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4>의 첫 번째 행

은 앞 절에서 기본모형으로 설정한 4변수 VAR모형의 콜금리 충격에 대

한 충격반응함수 그래프이며 두 번째 행은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의 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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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통화정책 충격의 산업별 효과

3.1. 제조업 중분류

본 절에서는 기본모형의 마지막에 개별산업의 생산지수를 차례로 추

가하여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산업별 생산반응이 상이한지 여부를 살펴

본다. 산업별생산지수를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정한 것은 개별산업

의 생산활동이 당기에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후 통화

정책 수립에서 개별산업의 생산을 고려하는 제약이다8). 분석에 이용한 

제조업 중분류와 서비스업 대분류 산업별 생산지수 자료는 10차 한국표

준산업분류(KSIC)가 반영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였

다.

콜금리 상승 충격에 대해 처음 5개월 동안은 생산이 증가하는 모습

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하더라도 이후에 대부분의 

8) 박형근, 김병조(2003), 김정현, 전성범(2017), Luca Dedola and Francesco 
Lippi(2005)등 VAR모형으로 통화정책의 산업별 효과를 분석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도 동일한 순서를 가정했다.

그림 4. 글로벌 금융위기를 고려한 충격반응함수 그래프(두 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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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 생산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

품 제조업(C1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전자부

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의 생산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반면에 섬

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C1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의료, 정밀, 광학기

기 및 시계 제조업(C27)은 오히려 생산이 증가하며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담배 제조

업(C12)등의 업종에서는 생산반응이 유의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제조업 내 업종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표2>에 정리되어 있다.9) 

충격의 크기를 산업생산지수의 최대반응(0.79%감소)과 비교했을 때 전

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은 각각 1.82%와 1.2% 감소하며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

였다. 해당 업종은 내구재산업으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내구재 산업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생산설비가 많아 비내구재에 비해 금리에 민감할 

수 있다10). 반면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등은 충격반응의 

크기가 작고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크기의 차이는 박형근ž김병조

(2003) 등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관되었다. 

9) <표2>에 대응되는 업종별 충격반응함수 그래프는 부록의 <그림16>이다.
10) 박형근, 김병조(2003), Luca Dedola, Francesco Lippi(2005), Ganley and 

Salmon(1997)등 참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는 선행연구에서 민감한 산업으
로 지목되며 본고에서도 1.35%가 감소하는 큰 반응을 보였으나 충격 초반에 크게 상승
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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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류
코드

제조업 중분류 최대반응%
(개월) 내구재a) 수출률

C10 식료품 제조업 0.26(3) 0 5.6

C11 음료 제조업 -0.27(1) 0 6.7

C12 담배 제조업 -0.61(2) 0 19.8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41(3)** 0
34.4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74(4)** 0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75(3)** 0 29.3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54(8)** 0 1.1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31(2)**

-0.34(8)** 0 14.5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8(4)** 0 2.3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41(16)** 0 42.2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43(2)**

-0.4(6)** 0 40.9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61(4)** 0 11.6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87(3)**

-0.5(10)** 0 19.2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52(2)** 0 6.2

C24 1차 금속 제조업 0.41(2)**

-0.73(10)** 0 28.3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42(10) 1 13.6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2(6)** 1 62.3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2(3)** 1 37.9

C28 전기장비 제조업 -0.68(6)** 1 34.4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12)** 1 36.6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8(3)**

-1.35(9)** 1 44.6

표 2. 제조업 업종별 생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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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5>~<그림7>은 제조업 중분류 중 비내구재 산업들의 충격반

응함수 그래프를 나누어 도시한 것이며 <그림8>~<그림9>은 내구재 산업

들의 충격반응함수 그래프에 해당한다.11) 실선으로 표시된 산업은 콜금

리 상승 시 생산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산업을, 점과 

줄표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선은 하락구간 뿐만 아니라 상승구간에서도 

유의한 산업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제조업은 어느 구

간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업종을 의미한다. <그림5>~<그림9>의 그래프로 

살펴본 충격반응함수는 일부산업을 제외하고 생산이 감소했다가 다시 원

래의 수준을 회복하는 U자 모양을 띄고 있다. 업종별로는 비내구재 산업

의 충격반응함수는 산업생산지수의 최저점을 넘지 못하지만 내구재 산업

들의 그래프에서는 산업생산지수의 충격반응함수보다 크게 반응하는 업

종들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내구재산업이 금리의 변화에 민감하

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1) 가독성을 위해 확률구간의 표시는 생략했지만 동일한 충격반응함수 그래프를 확률구간
과 함께 부록에 첨부하였다.

제조업생산지수 -0.8(8)** 36.9

산업생산지수 -0.79(8)**

  주: 세 번째 열은 분석기간 동안 반응이 유의한 구간에서 콜금리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절대값 기준)최대반응이다. 생산이 유의하게 상승했다가 하락한 
업종은 양과 음의 영역 각각의 (절대값 기준)최대반응을 나타낸 것이며 추정 기간 
동안 유의한 반응이 없었던 업종은 최고 또는 최저점만 나타냈다. 별표(**)는 90%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반응이다.
  a)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구분은 박형근ž김병조(2003)에 따라 산업연관표에서 
고정자본형성에 기여하는 상품의 산업을 내구재, 그렇지 않은 산업을 비내구재로 
구분하였다. (내구재=1, 비내구재=0)
  b) 수출률(%)=(수출액/국내산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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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조업 충격반응함수 그래프 (비내구재Ⅰ)

그림 6. 제조업 충격반응함수 그래프 (비내구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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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조업 충격반응함수 그래프 (비내구재Ⅲ)

그림 8. 제조업 충격반응함수 그래프 (내구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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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10>은 <표2>에 명시된 내구재와 비내구재 여부에 따라 산업

을 구분하여 그룹별 충격반응함수의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콜

금리에 1 표준편차만큼 상승충격이 발생했을 때 비내구재는 0.27%, 내구

재는 0.61% 감소하며 평균적으로 내구재 산업이 비내구재에 비해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림11>은 수출률에 따라 구분한 그룹별 충격반응함수를 평균하여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수출률은 한국은행에 공시된 산업연관표를 참고

했다12). 평균적으로 수출률은 높아질수록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했

12) 산업연관표는 공급사용표 생산자가격기준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201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생산자가격 기준으로 작성된 표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기초가격기준 공급사
용표를 이용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가 일치하지 
않아 2010년 부문분류표와 KSIC의 분류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비교대조하여 산업연관표
를 재분류했다. <표2>에 정리된 수출률은 2010년, 2014년 국산품 수출률의 평균이다. 

그림 9. 제조업 충격반응함수 그래프 (내구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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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출률이 높은 업종은 이론적으로 통화정책의 환

율경로를 통해 금리충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림 10. 비내구재, 내구재 산업의 충격반응함수 그래프

  

 그러나 수출률이 30% 이하인 그룹은 대부분 비내구재로 구성되며 

30% 이상인 그룹은 절반 이상이 내구재 산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50% 

이상인 산업군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두 개의 내구재 산업만을 포함한다. <표

2>를 통해 업종별 반응을 살펴보아도 수출률이 높은 산업에서 일관되게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수출률과 통화정책 효과의 크기 사이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13). 

13) 박형근, 김병조(2003)는 순위상관계수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수출비중이 어느 정도 

통화정책 효과의 업종별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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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수출률에 따른 충격반응함수 그래프

3.2. 서비스업 대분류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반응이 대체로 작

고 과반수의 업종들이 생산이 증가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2> 아래에서 두 번째 행에 명시된 제조업 

생산지수의 최대반응(0.8% 감소)과 <표3>의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최대반

응(0.099% 증가) 크기와 방향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Ganley and 

Salmon(1997)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본재 구입과 같은 투자 지출은 이

자율에 민감하고 통화정책에 크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제활

동별 설비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설비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48.46%, 서비스업은 35.17%14)로 추계되었

1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은 해당 데이터에서는 전기, 가스 및 수도



- 21 -

다. 이러한 비율은 국내 GDP의 구성이 제조업 26.89%, 서비스업 47.64%

(공공행정 및 국방 제외)로 서비스업이 총량적인 관점에서 제조업의 약 

1.8배의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서비스업보다 크다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15). 따라서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

로 투자 지출을 위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크고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반응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구분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수출률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제조업의 수출률은 36.9%(<표2> 참조)인 반면 아래의 <표3>

에서 서비스업의 수출률은 6.3%로 매우 낮다. 서비스 업종별 수출률에서

도 가장 높은 수출률은 30.2%의 운수 및 창고업이며 나머지 업종들은 

그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최대 79.8%까지 수출률이 다양하게 

분포했던 제조업과 대조된다. 3.1절에서 언급했듯이 이론적으로 통화정

책은 환율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파급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률로 살

펴본 통화정책의 환율경로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통화정책의 효

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업종별 분석에서는 콜금리 상승 시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부동산업(L),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교육 서비스업

(P)에서 생산이 감소하였다. 이들 중 가장 큰 감소를 보인 업종은 부동산

업(L)으로(0.76% 감소) 산업생산지수의 최대반응(0.79% 감소)에 근접했다. 

Ganley and Salmon(1997)에서 주택구매는 이자율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

사업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율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나 비중이 
크지 않다. 또한 공공행정 및 국방 서비스는 <표3>의 서비스업 생산지수 자료에 포함되
지 않은 부문이기 때문에 설비투자비율 산출에서도 제외했다. 자료의 출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이며 경제활동별 설비투자(명목,연간)자료를 이용했다.

15) 설비투자 자료가 2005년부터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별 GDP 자료도 2005년부터 2017
년까지의 자료만 이용했다. GDP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업종별 생
산/국내총생산) 비율을 계산한 뒤 2005년-2017년 기간의 비율을 평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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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택시장과 관련된 업종들의 금리충격에 대한 반응이 크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했는데 본고의 분석결과에서도 부동산업의 생산이 가장 크게 

감소하여 선행연구의 가설을 뒷받침 하였다.

  <그림12>, <그림13>은 <표3>과 동일하게 콜금리에 1 표준편차 충격 발

생 시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16) 서비스업 대분

16) 여기에서도 확률구간이 표시된 서비스업 업종별 충격반응함수 그래프는 부록에 첨부하
였다.

표준산업 
분류코드 서비스업 대분류 최대반응%

(개월) 수출률

E(36~3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
생업 -0.6(4)** 0.2

G(45~47) 도매 및 소매업 0.25(3)** 8.1

H(49~52) 운수 및 창고업 0.36(2)**

-0.47(11)** 30.2

I(55~56) 숙박 및 음식점업 -0.15(3) 3.6

J(58~6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 0.34(2) 3.5

K(64~66) 금융 및 보험업 -0.23(5) 1.9

L(68) 부동산업 -0.76(2)** 1.5

M(70~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42(1)** 9.0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
비스업 0.63(4)** 15.6

P(85) 교육 서비스업 -0.22(4)** 0.1

R(90~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33(8)** 1.7

S(94~9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
스업 0.48(4)** 0.8

서비스업 생산지수 0.0991(2) 6.3

  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은 시계열이 짧아 분석에서 제외

표 3.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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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12개 업종의 충격반응함수 그래프는 <그림5>~<그림9>의 제조업 충격

반응함수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U자 곡선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0을 따라 수평에 가까운 모습이다. 모든 서비스업 생산

의 충격반응함수 그래프가 <그림12>, <그림13>각각에 그려진 산업생산지

수의 충격반응함수 안쪽에 그려진 점도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이를 명

시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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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서비스업 충격반응함수 그래프 Ⅰ

그림 13. 서비스업 충격반응함수 그래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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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건성

본 절에서는 산업별 모형의 강건성을 점검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모형을 적용한다.17) 먼저 2.2절과 동일하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의미하는 

위기더미를 모형의 외생변수로 포함하여 추정한다. 두 번째로, 

기본모형에서 산업별생산지수를 콜금리 앞에 위치하도록 순서를 

달리하여 분석했다. 이는 산업생산지수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생산지수도 

당기에 콜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책당국이 당기에 통화정책 

수립단계에서 개별산업의 생산 활동을 고려하는 경우를 점검해보는 

것이다. 새로운 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4>와 <표5>의 우측 두 개의 열에 

정리했다.  

<표4>는 제조업 중분류의 결과로서 일부 업종에서 유의성이 

달라지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모형에서 그래프의 모양이나 반응의 크기에 

급격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은 앞의 절에서는 

유의하게 하락하는 업종이었으나 위기더미 추가 이후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C1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은 세 

가지 식별방법의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형이 강건하고 

콜금리 상승 충격 이후 생산이 감소한 결과가 강건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업종별 충격반응분석에서 CMP를 포함하지 않아도 물가퍼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에 CMP를 포함한 모형은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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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분
류

제조업 중분류 (1)변경 전 (2)위기더미 (3)위치변경

C10 식료품 제조업 0.26(3) 0.26(3)** 0.2(3)

C11 음료 제조업 -0.27(1) -0.38(1)** 0.36(5)

C12 담배 제조업 -0.61(2) -0.51(16) -0.56(5)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41(3)** 0.4(3)** 0.34(3)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74(4)** -0.83(17) -0.78(4)**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75(3)** 0.86(14)** 0.57(3)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0.54(8)** -0.54(8)** -0.51(8)**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31(2)**
-0.34(8)**

0.23(2)**
-0.29(6)**

0.27(2)**
-0.35(8)**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8(4)** 0.99(4)** 1.14(4)**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41(16)** -0.39(16) -0.36(16)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43(2)**
-0.4(6)**

0.37(2)**
-0.38(5)**

0.28(2)**
-0.48(5)**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61(4)** -0.64(18)** -0.45(7)**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87(3)**
-0.5(10)**

0.74(3)**
-0.39(8)**

0.85(3)**
-0.51(9)**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52(2)** 0.41(1)** -0.48(7)**

C24 1차 금속 제조업 0.41(2)**
-0.73(10)** -0.38(8)** -0.74(9)**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42(10) -0.34(9) -0.39(10)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2(6)** -1.73(5)** -1.88(6)**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2(3)** 1.06(3)** 0.8(3)**

C28 전기장비 제조업 -0.68(6)** -0.66(6)** -0.7(6)**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12)** -1.1(12)** -1.2(12)**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8(3)**
-1.35(9)**

1.629(3)**
-1.12(8)**

1.91(2)**
-1.37(9)**

표 4. 제조업 업종별 생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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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의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반응에서도 전반적으로 생산반응의 

크기나 충격반응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모형을 달리해도 매우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위기더미를 추가한 모형에서는 모든 업종의 생산반응 크기, 

방향, 시점, 그리고 유의성 모두 기존의 모형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산업별 생산지수의 위치를 변경한 후에는 기존에 유의하게 

감소했던 업종들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동산업이 포함된 모형은 세 

가지 모형에서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여 강건했다.

C33 기타 제품 제조업 -0.42(1) -0.45(1) -0.22(8)

제조업생산지수 -0.8(8)** -0.74(8)** -0.8(8)**

산업생산지수 -0.79(8)** -0.75(8)** -0.79(8)**
  
주: 표의 결과는 최대반응%(개월). <표2>의 주석과 동일

산
업
분
류

서비스업 대분류 (1)변경 전 (2)위기더
미

(3)위치변
경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6(4)** -0.52(4)** -0.4(4)

G 도매 및 소매업 0.25(3)** 0.21(3)** 0.18(3)**

H 운수 및 창고업 0.36(2)**
-0.47(11)**

0.31(2)**
-0.38(10)**

0.24(2)**
-0.47(11)**

I 숙박 및 음식점업 -0.15(3) -0.16(3) -0.18(3)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
비스업 0.34(2) 0.32(2) 0.37(2)**

K 금융 및 보험업 -0.23(5) -0.23(48) -0.31(5)

표 5.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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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우리나라 산업구조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GDP자료를 이용하여 대분류로 나타낸 제조

업과 서비스업 업종별 구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업종별 충격반응의 결과

가 총량적으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직관을 얻고자 한다.

2017년 경제활동별 GDP 자료 중 제조업을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나

누어 살펴본 GDP 대비 비율은 각각 17.1%와 10.5%로 내구재산업이 

6.6%포인트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구재 산업은 통화정책의 반응이 

비교적 크고 국내 생산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국내 생산의 변동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대분류 업종별로는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전기 및 전자기

기, 운송장비 제조업의 생산이 평균을 초과하며 제조업의 65.6%를 차지

했다. 화학제품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와 운송

장비 제조업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모호했으나 나머지 업종들은 통화정책 

충격에 유의하게 감소한 업종들이다.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와 기계 및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63(4)** 0.53(4)** 0.56(4)**

P 교육 서비스업 -0.22(4)** -0.23(4)** -0.17(4)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0.33(8)** 0.38(10)** 0.3(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0.48(4)** 0.39(4)** 0.3(4)

서비스업 생산지수 0.0991(2) 0.088(2) 0.07(2)

  주: 표의 결과는 최대반응%(개월). <표2>의 주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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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제조업은 제조업 중분류에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과 전

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에 해당하는 산업으

로 산업생산지수의 충격반응 보다 크게 반응했던 업종이다. 이 중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4. 제조업 대분류 업종별 GDP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서비스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1%로 산업계열 중 가

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18) 본고의 3.2절에서 분석한 서비스업 생산의 반

응은 크기가 작고 유의하지 않아 경제 전체를 보면 금리정책의 효과가 

작아지는 부분이 상당부분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18)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 서비스업 포함, 공공행정 및 국방 제외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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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대분류 업종별 생산액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G), 음식

점 및 숙박업(I), 정보통신업(J), 사업지원 서비스업(N), 문화 및 기타서비

스업(R,S)이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었던 산업이지만 도매 및 소매업을 제

외하고 서비스업 평균보다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해 생산이 소폭 상승했던 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이 큰 부

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통화정책에 유의하

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서비스업 중 통화정책에 가

장 민감하게 반응한 업종인 부동산 서비스업은 국내 GDP 구성에서 도매 

및 소매업 다음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업종을 통한 금

리정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5. 서비스 대분류 업종별 GDP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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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고는 통화정책이 업종별 생산 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이질적인지 

살펴보기 위해 국내 제조업 중분류와 서비스업 대분류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추정 결과 제조업은 평균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작고 

유의하지 않았다. 

제조업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이 산업생산지수의 

충격반응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담배 제조업(C12) 등의 업종들은 통화정책에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며 제조업 산업 내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내구재 산업의 경우 비내구재 생산에 비해 

생산설비에 투자지출이 많으므로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 

서비스업 업종별 분석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업종이 금리상승 충격 

이후 생산이 증가하여 정책의 효과가 없었으나 나머지 업종들은 

유의하게 생산이 감소하며 서비스업 내에서도 업종별로 통화정책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업 중 부동산업(L)은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콜금리 상승 충격 이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산업이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 통화정책의 효과는 업종별로 상이했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상황에 적절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 국내 산업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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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업종별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 

전체적으로는 산업 부문별 상쇄효과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무난할 수 

있겠으나 산업에 따라서는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 

업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 인상 정책은 기존의 부진한 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해당 산업이 크기와 주력 수출산업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산업이라면 국내경제에 부담이 예상 보다 

가중될 수 있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금리를 인상할 때와 하락할 때 대칭적이라고 

가정한다면 금리 인하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적은 반면 과열되는 업종이 

나타나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례로 서비스업 전반적으로는 

금리정책의 효과가 작았기 때문에 총 서비스업의 업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리정책 사용의 효율성은 낮으나 부동산업과 같이 금리정책에 민감한 

업종이 과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의 구성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통화정책의 

총량적인 효과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본고의 결과를 

다양하게 해석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대표하는 다양한 변수들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경로를 밝히고 본고의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림어업, 건설업, 광공업 

등의 산업을 분석에 포함한다면 국내 경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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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그림16> 제조업 중분류 24개 충격반응함수(1.645*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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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서비스업 대분류 12개 충격반응함수(1.645*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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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Shocks on the Industry

- An Analysis of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

SOMIN YEO

Department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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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utilizes VAR models to analyze whether the monetary 

policy effects are heterogeneous across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The sample period is from Jan 2001 to Sep 2018 and the 

sectoral data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were used in 

medium-sized and large-sized classification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Shock due to increasing call rates have resulted in divergent effects 

on manufacturing and service production and the discrepanci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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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ed in lower level of industrial divisions. The average response of 

manufacturing industry de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interest rate 

policy while the response of the service sector was negligible. 

Manufacturing sectoral output responses were relatively stronger in 

industries that produce durable goods (ex. electronic components and 

computer manufacturing; visual, sound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manufacturing etc.) compared to 

non-durable goods (ex. food products production, beverages production, 

and etc.) producing industries. Those differences were generated 

because the industries that require large investment expenditures, such 

as facilities investment, are sensitive to the interest rate change. 

Meanwhile, the overall response of the service sector in the 

industry-specific level was weak as well as the aggregate service level 

compared to the manufacturing. The production of real estate activities 

decreased quite significantly due to the monetary policy shock and the 

result was robust.

  This paper complements the previous literature by including the 

service industry in the analysis and using large-sized classification data. 

Moreover, the analysis provides reasons to consider the industrial 

responses to enhance monetary policy effectiveness. 

  Keywords: monetary policy shock, industrial production, call rates, 

vector autoregressions, heterogeneity, interest rate channel

  Student Number: 2016-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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