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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이러한 정책적 반응 시차가 다소 길어지고 그 효과 또한 완화되어 나타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1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한 전국에 대한 분석에서도 통화

정책의 효과가 완화되어 나타났지만 권역별 및 지역별 분석에서는 다소 확대되어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과 이들 권역에 속한 지역들에 대한 통화정

책의 효과에 변화가 있으며 권역별 및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지역별 통화정책 효과의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금융산업이 특화된 지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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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완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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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표(nominal anchor)인 통화량 조절을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하였으나 1980

년대와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와 금융제도의 개선으로 이러한 통화정책의 유

효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현재에는 금리 조절을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framework) 하에

서 이자율을 통한 정책의 유효성이 커지게 되자 공식적으로 콜금리가 통화정책

의 운용수단(monetary operating instrument)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1)

1998년 외환위기 이전 약 10%대에 머물던 정책금리는 점차 낮아져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약 4∼5%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에는 1%대의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그림 2> 참조).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및 저물가와 함께 저금리 기조가 점차 고착화되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영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모습을 보이

고 있다(<그림 1> 참조).2) 이는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효과가 구조적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별 영향에

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3)

전통적으로 통화정책의 지역적 파급효과는 모든 지역에서 동질적이라는 가정

에서 출발하였으나,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지역별 산업이 이질적으로 분포하게 되

었고 공간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교류의 활성화로 상호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시장의 개방

과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통화정책 효과의 전달경로는 다양화되었고 그 결과 각

지역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해외 선행 연구들은 금융발전이 통화정책의

효과 및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Singh et

al.(2008)은 금융시장의 발전이 통화정책의 이자율 경로에 대한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음을 규명하였고, Krause and Rioja(2006)와 Esfandyar and Sara(2011)는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콜금리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 Ma and Lin(2016)은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이 발전할수록 생산과 인플레이션에 미치

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3) 최근 김원혁․곽노선(2016)은 테일러 준칙(Talyor rule)을 차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로 통화정책 반응함수(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에 구조적 변화가 있는 지를 분석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생산 갭(GDP gap)에 대한 콜금리 및 기준금리의 반응이 다

소 커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시원(2014)은 LSTVAR(logistic smooth transition 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위기 시 금융 충격이 실물부분으로 쉽게 파급되는 효

과를 분석하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더불어 금융시장 안정화

를 직접 타겟으로 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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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으로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4) 이와는 반

대로, Ma and Lin(2016)은 금융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소하

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5) 이에 반해 국내 선행 연구들은 금융기관의 대

출경로가 지역별 통화정책 효과의 차이를 유발하는 금융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금융발전 수준에 대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

지는 못하다.

<그림 1> 콜금리와 산업생산 변화율의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KOSIS 국가통계포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와 IT버블 붕괴, 9.11 사

건 등으로 세계경기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콜금리 목표를 크게 인하(5.25→

4) Singh et al.(2008)은 아시아 국가에서보다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정책금리(policy

rate)가 시장금리(market interest rate)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Krause and Rioja(2006)는 세 개의 금융발전 지표인 민간신용(private credit), 유동부채

(liquid liability), 은행과 주식 시장 지표로 구성된 금융종합지표(financial aggregate index)

를 설정하고 금융발전이 통화정책의 효율성(인플레이션 갭과 산출 갭의 변동성을 종합하여

구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Esfandyar and Sara(2011) 역시

민간신용, 유동부채, 은행과 주식 시장 지표로 구성된 금융종합지표를 선택하고 이들 지표

들이 통화정책의 효율성과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5) 이들이 사용한 금융발전의 지표 중 하나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

(financial intermediary credits to public and private sector)으로 측정하고 이 지표가 높은

국가들에서 통화정책(통화 증가율)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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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한 2001년 이후 통화정책의 효과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통화정책에

대한 권역별 및 지역별 반응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식별

하고자 한다.6) 특히, 기존의 이자율 경로, 신용경로, 산업연관성 경로와는 달리

선행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지역금융의 발전 수준과 관련된 지역별 금융산

업의 집중도(특화) 및 효율성, 유동성 지표들을 통화정책 효과의 잠재적 결정요

인으로 포함시켜 새로운 전달경로를 식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해 기술하였고,

제Ⅲ절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실증분석 모델을 구축하고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논의하였으며, 제Ⅳ절에서는 분석 자료, 기간, 지역에 대한 설

명과 더불어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Ⅴ절에서는 통화정책 효과의 잠재적

결정요인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회귀분석 결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Ⅵ절에서는 결론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 연구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통화정책 효과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

행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Bias(1992)는 공개시장조작 정책과 재할인율 정책 등의

통화정책이 지역의 통화공급(local money supply)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적으로

다르고 지역의 통화공급이 부분적․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통화정책 영향의 지역적 차이를 설명하였다. 또한 Carlino and DeFina(1998,

1999)와 Owyang and Wall(2005, 2009)은 이러한 지역적 차이가 지역별 금리 민

감산업의 구성, 대기업과 소기업의 분포, 대형 금융기관(은행)과 소형 금융기관

분포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중 금리 민감산업, 소기업

(small firms), 대형 금융기관(large banks)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통화정책이 개인소득(personal income)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7) 이들과는 달리 Francis et al.(2011)은 통화정책이 지역의 고용(local

6)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1년 미약한 경기후퇴(mild recession)를 겪었고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및 전기 대비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Ⅳ절 2항에

서 분석된 바와 같이 2001년과 2008년에 콜금리의 구조적 단절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문학모(2007)는 콜금리 목표제가 1999년 5월부터 시작되었으나 2000년 2월을 공식적으

로 시행된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2001년 1월을 금융통화위원회의 공식 의견절차를 거쳐 콜

금리를 통화정책수단의 목표변수로 확인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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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구밀도(population density)와 지방 정

부 부문의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통화정책의 영향이 완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8)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통화정책 효과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으며,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김영덕․최진석

(2010)과 김기호(2015)의 실증분석만이 대표적인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동질적

이기보다는 지역적으로 상이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통화정책 효

과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영덕․최진석(2010)은 구조 벡터자기회귀 모형(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 SVAR model)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산업생산지수 성장률의 반응

이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크게 나타나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통화량보다는

이자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

시를 대상으로 한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의 정책적 충격 반응이 크며 이자율 경로보다는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의 영향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기호(2015)는 글로벌 벡터자기회귀 모형(glob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 GVAR model)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지역적 차이가 존재

하며 선행 연구에서 식별된 내구재산업 비중(이자율 경로), 중소기업 비중 및 소

규모 금융기관 비중(은행 대출경로) 이외에 새로운 지표인 지역 간 산업연관효과

에 의해서도 통화정책의 지역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

분기의 정책적 반응시점을 기준으로 대경권(대구, 경북)의 반응이 수도권의 반응

과 다르고 내구재산업 비중, 중소 금융기관 비중, 산업연관관계가 높은 지역일수

록 정책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선행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금융발전 및 신용(유동성) 정

7) Kashyap and Stein(1995)의 분석에서 소규모 은행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Carlino and DeFina(1998)의 분석에서는 반대의 결

과가 나타났다. Owyang and Wall(2009)은 대형 금융기관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금

에 대한 제약이 적어서 정책적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Carlino and DeFina(1998)의 분석에서 소기업(small firms)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통

화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Owyang and Wall(2009)의 분석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8) Korobilis and Gilmartin(2010)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종속변수로서 지역의 실

업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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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통화정책의 효과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통

화정책의 새로운 전달경로, 즉 결정요인을 찾고자 하였다.9) 이외에도 인구구성

및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지표들이 통화정책 효과의 전달경로로 작용할 수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금융부분의 요인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어 이러한 노동 부

문의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소기업의 고용 비율이 광의의 신용경로(a

broad credit channel)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Owyang and Wall, 2009)될 수 있

으므로, 노동 부문과 관련하여 제조업 부문에서 소기업(100인 미만)의 총고용

(total employment) 비율을 통화정책 효과의 잠재적 결정요인으로 포함시켜 분석

하였다.

Ⅲ. 실증분석 모형 및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1. 구조 벡터자기회귀 모형

통화정책의 동태적 영향은 정책 충격(policy shock)으로 인한 다른 경제변수,

즉 내생변수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로 집약되어 나타난다.10) 따라서 통화정책 효과

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차이와 권역별 및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하

기 위해서 아래 기술된 구조 벡터자기회귀 모형(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 SVAR model)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누적충격반응함수(cumulative

impulse responses function)를 추정함으로써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측정하

였다.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11)

9)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신용경로 이외에 광의의 지표(aggregate indicator)로서 지역의 금융

발전 및 신용(유동성) 정도가 통화정책의 지역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0) 이에 대한 논의는 Sims(1980)를 참조하기 바란다.

11) 축약모델(reduced-form model)을 시차 연산자(lag operator: L)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외생변수와 구조 충격(structural shock)만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단,  
  

∞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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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내생변수 × 벡터,  는 × 외생변수 벡터, 는 당기 변수에 대

한 × 계수행렬, 
는 시차변수에 대한 × 계수행렬, 는 × 외생변

수 계수행렬, 는 백색잡음 과정(white noise process)을 따르는 구조 오차항

× 벡터(structural errors vector), 는 축약 모형의 오차항 × 벡터

(reduced-form residuals vector), ∑는 구조 오차항의 분산 및 공분산 × 행

렬(variance-covariance matrix), ∑는 축약 모형 오차항의 분산 및 공분산

× 행렬(variance-covariance matrix)을 나타낸다.

상기의 SVAR 모델로부터 도출된 축약 모형과 구조 모형의 오차항의 관계는

  
 의 방정식으로 나타나며 를 추정함으로써 통화정책의 구조 충격

(structural shock)이 개의 내생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게 된다. 이를 위

해서는  /2개의 제약이 필요하다.12)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전국에 미치는 통화정책 효과의 변화를 살

펴보기 위하여 내생변수로서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index),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통화정책의 기조(monetary policy stance)를 반영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서

무담보콜금리(call rate)를 선택하였다.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의 분기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리

변수로서 산업생산지수를 이용하였고, 긴축적 통화정책 시 단기적으로 물가가 상

승하는 현상인 물가퍼즐(price puzzle)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품가격지수

(commodity price index)를 외생변수로 포함시켰다.13)

12) 모델을 식별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분산 및 공분산에 대해 촐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 of variance-covariance matrix)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내생변수의 순서

에 따라 충격에 대한 반응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Blanchard and

Quad(1989)의 장기 제약(long-run restriction)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장기 제약의 경우에도

단기적 동태적 분석(short-run dynamics analysis)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Faust and Leeper, 1997).

13) VAR 모형에서 발생하는 물가퍼즐(price puzzle), 즉 금리인상 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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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3개의 내생변수가 존재하므로 모델을 식별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제약조건에 따라 3개의 제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내생변수의 순서에 따라 산업생산지수, 물가지수, 콜금리 순으로 배열함

으로써 계수행렬 의 주대각선 요소들이 1을 가지고 그 상부의 요소들은 0을 갖

게 되는 제약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는 당기에 물가와 콜금리 충격은 산업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한 콜금리 충격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반면 산업생산과 물가 충격은 당기에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산업생산 충격은 당기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약

은 당기의 경제활동 변화가 당기의 물가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 통화정책은

당기의 산업생산 활동과 물가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결정되지만 통화정책의

영향이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

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반영한 는 하부삼각행렬(lower triangular matrix)로

나타나며 이 행렬의 역행렬 역시 마찬가지로 하부삼각행렬로 나타난다.14)

다음으로 통화정책의 권역별 분석을 위해서는 앞선 전국 분석에서 포함된 3개

의 내생변수(전국 산업생산지수, 콜금리, 소비자물가지수)와 1개의 외생변수(상품

가격지수) 외에 5개 권역의 산업생산지수를 내생변수로 포함시켰다. 이 경우 8개

의 내생변수가 존재하므로 모델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최소 28개의 제약이 필요

하고, 전국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약조건이 반영된 계수행렬  (× 행렬)를

추정함으로써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한 권역별 반응함수를 식별하였다.

전국을 하나의 권역(지역)으로 설정하여 권역(지역)별 모형에 포함시킨 이유는

권역(지역)별 통화정책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권역(지역)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전국을 하나의 독립된 권역(지역)으로 가정하고 권역별 및

지역별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전국 산업생산지수의 누적충격반응함수 값을

기준치(reference value)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다른 권역 및

지역에 대한 누적충격반응함수 값들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통화정책 효과의 차

이를 식별하였다. 만일 다른 지역들의 누적충격반응함수 값이 이 신뢰구간을 벗

어나는 경우 전국과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이하게 반응한다는 판단 기준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Sims(1986)에서와 같이 미래의 물가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상품가격지수

를 포함시켰다. 상품가격지수는 IMF가 제공하는 월간 데이터를 분기별 평균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자료: https://www.imf.org/external/np/res/commod/index.aspx).

14) 모델 식별을 위해 촐레스키 분해(Choleski decomposition)는 축약된 분산-공분산 행렬

(  ′ )을 주대각선의 윗부분이 0인 하부삼각행렬()과 전치행렬, 즉 상부삼각행렬

(′ )로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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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15)

통화정책의 권역 및 지역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약을 설정하

였다. 첫째, 김영덕․최진석(2010)과 Carlino and DeFina(1995, 1998)를 따라 각

권역(지역)의 고유 산업생산 충격(region-specific shock)은 당기에 오직 해당 권

역(지역)과 전국에 영향을 미치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1분기 후)에 다른 권역(지

역)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전국의 산업생산 충격은 당기에 권역(지역)의 산업생

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소비자물가 충격은 당기에 전국 및 권역(지역)

의 산업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전국 및 권역(지역)의 산

업생산 충격은 당기에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통화정책은 전국 및 각

권역(지역)의 산업생산 및 소비자물가를 고려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통화정책

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이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반영한 계수행렬( )의 각 원소들은 특정한 값(particular

value)을 갖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식별하기 위해 계수행렬에서 와 를

권역의 산업생산변수 지표(index), 을 전국의 산업생산변수 지표(index), 와 

을 각각 물가와 통화정책변수 지표(index)로 가정하면 전국의 산업생산, 권역의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콜금리 순으로 배열된 계수행렬은    for      

이고    for ≠ 로 나타난다. 다만  for ≠  and ≠   , 와

 for ≠  and≠ ,  와  for ≠   에 대해서는 제약이 부

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들을 SVAR 축약 모델로부터 도출한   
 의

계수행렬( )에 반영하여 나타내면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추정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권역별 분석에서의 구조 충격 벡터 의 원소 하첨자  ,  ,

 ,  ,  ,  ,  , 은 차례로 전국 산업생산지수, 수도권, 충청권, 호남

권, 대경권, 동남권의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콜금리를 의미한다.











       
       
       
       
       
       
       
       









































15) 신뢰구간은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론에 따라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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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지역별 통화정책의 반응함수도 추정하였는데 다만 16개 지역을

동시에 추정하는 대신 권역 내의 지역들을 대상으로 따로 추정을 하였다.16) 그

이유는 16개 지역을 동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우선 추정계수

가 너무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모델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론이나 실증분석에 근거한 합당한 제약조건이 필요한데 이

러한 조건을 찾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김영덕․최진석(2010)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 및 경제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에서 지역 간 통화정책의 효과가 차이가 나타나듯이, 권역별로도 정책적

효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역별 분석에 앞서 권열별 통화

정책 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후 권역 내의 지역별 차이를 식별하고 비교하였다.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통화정책 효과의 지역별 이질성에 대한 김영덕․최진석(2010)과 김기호(2015)

의 선행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기호(2015)는 정책변수인 기준금리를 단기적으로 권역 및 지역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책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외생변수로 간주하였으나, 정책금리

는 당기()의 실물경제활동, 예를 들면 생산과 인플레이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책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준

금리와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무담보콜금리를 정책금리의 대리변수로 선택

하고 산업생산과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로 간주하였다.17)

둘째, 추정방법에 있어서는 김기호(2015)는 글로벌 VAR(GVAR) 모형을 이용

하여 16개 시․도 지역을 동시에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조 벡터자기회

귀 모형(SVAR)을 이용하여 이들 지역을 5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추정한 후 권역

내의 지역들을 따로 추정을 하였다.18) 김영덕․최진석(2010)의 경우 본 연구에서

16) 권역 내의 지역별 분석에 대한 계수행렬도 권역별 분석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17) 테일러 준칙(Taylor rule)에 따르면 당기의 이자율은 당기의 균형 실질 이자율, 산출 갭 및

인플레이션 갭 등의 실물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김영덕․최

진석, 2010; Carlino and DeFina, 1995, 1998, 1999; Owyang and Wall, 2005, 2009)에서 정

책변수를 내생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하고 있다.

18) Owyang and Wall(2005, 2009)은 미국의 50개 주를 동시에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

문에 8개 BEA(Bureau Economic Analysis) 지역을 19개의 하부 지역으로 나누어 추정하

였다. 이밖에도 다른 추정방법인 SVEC(Structural Vector Error Correction) 모델을 고려

해 볼 수도 있으나 Carlino and Defina(1998)는 표본 사이즈가 작은 경우 데이터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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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구조 벡터자기회귀 모형(SVAR)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나 월간 자료와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변수의

구성에 있어도 이들의 분석과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를 내생변수로 상품가격지수(commodity price index)를

외생변수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19)

셋째, 통화정책 효과의 지역적 차이를 초래하는 새로운 전달경로를 식별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지역의 금융산업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요

인으로 지역별 금융산업입지계수, 유동성 지수, 금융산업의 효율성 지표들을 통화

정책 효과의 잠재적 결정요인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20) 이러한 요인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발전이 통화정책 효과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Ⅳ. 실증분석

1. 분석 자료, 기간 및 지역

실증분석 대상 변수인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index), 콜금리(call

rate),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와 상품가격지수(commodity

price index)에 대한 지역, 권역, 전국에 대한 시계열 자료는 한국은행의 ECOS,

KOSIS 국가통계포털, IMF primary commodity prices 등으로부터 분기별 자료

를 수집하였다.21) 분석기간은 1995년 1분기부터 2015년 4분기를 대상으로 하였으

는 장기의 공적분 관계(cointegrating relationship)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제시하고 있

다.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1년으로 Carlino and Defina(1998)의

표본기간 34년보다 훨씬 작다. 따라서 SVEC보다는 SVAR 방법론을 따른다.

19) 김영덕․최진석(2010)은 경기선행지수를 내생변수로 김기호(2015)는 외생변수로 포함시켰

다. 상품가격지수 대신 이들이 사용한 경기선행지수로 대체하여 추정한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주 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품가격지수를 외생변수로

포함할 경우 통화정책 충격의 식별에서 발생하는 물가퍼즐(price puzzle) 현상을 완화시키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은 선행 연구와 차별적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김영덕․최진석(2010)과는 달리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는데 일반적으로 포함되

는 중요한 거시경제지표 중 하나인 물가지수를 포함하여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 김정현․전성범(2016)과 손욱․박장호(2011) 역시 금융산업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금

융산업의 특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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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통화정책 효과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콜금리의 구조적 단절성

(structural break)을 보이는 2008년 4분기를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22) 다만 지역별 분석에서는 2001년 이후만을 대

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에도 콜금리에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0년대 후반까지 높았던 금리 수준이 통화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을 배제하고 오직 통화정책의 목표변수인 금리 변동에 의해 나타나는 통화정

책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분석 지역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권역별 분석을 한 후 권역 내의 지역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권역별 구분은

통계청의 광역권지수 분류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으

로 분류하고, 광역권지수에서 제외된 강원과 제주는 권역별 및 지역별 분석에서

강원은 수도권으로 제주는 호남권으로 편입하여 분석하였다.23)

2. 콜금리의 구조적 단절성 및 단위근 검정

SVAR 실증분석에 앞서 표본기간 동안 통화정책의 기조(monetary policy

stance)에 구조적 변화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변화시점은 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콜금리에 대한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

듯이 아시아 금융위기(Asian financial crisis)가 발생하였던 1998년 전․후와 글

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시점인 2008년을 전․후로 금리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8년 이후 금리의 변동성과 수준이 크

게 낮아지고 2008년 이후에는 금리 수준이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1) 지역별 유동성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지역별 예금은행의 시장성수신(양도성예금증

서, 은행채,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매출어음) 및 단기성 수시입출입식 예금(요구불예금, 저

축예금, 기업자유예금)과 은행산업의 효율성에 대한 자료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로부터

제공받았다.

22) 분석기간을 1995년 1분기부터 시작한 이유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중 산업생산지

수의 시계열 자료가 1995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23)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광역권지수에 강원과 제주

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산업생산지수를 산

정하기 위해서 이들 권역 내 지역들의 지역총생산을 가중치로 이용하였고, 소비자물가지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구 수를 가중치로 활용하였다. 세종 지역은 권역별 분류에서

충청권에 포함되나 자료의 한계성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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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점을 전후로 통화정책이 구조적으로 단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통화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 시점을 좀 더 정확히 식별하

기 위하여 Bai and Perron(2003)의 동태적 프로그램밍 알고리듬(dynamic

programing algorithm)을 이용하는 Zeileis et al.(2003)의 방법론에 따라 콜금리에

대한 다중 구조 변화(multiple structural changes)의 시점을 조사하였다.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결과에 따르면 1998년 3분기, 2001년 3분기,

2008년 4분기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4) 이는 앞서 예견한

바와 같이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었던 1998년과 2008년, 콜금리 목표수치를 크게

인하한 2001년을 기준으로 통화정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5) 또한 앞선 <그림 1>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금리와 산업생산

지수의 관계가 2008년 이후 낮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기준금리 및 콜금리의 구조적 변화

자료: 한국은행 ECOS.

24) 5개의 구조적 변화 시점(break points) 모델에 대한 BIC 통계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491.0(m=0), 359.1(m=1), 344.8(m=2), 349.7(m=3), 356.8(m=4), 365.3(m=5). 이 경우 구조 변

화 시점이 m=2일 때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어 BIC는 1998년 3분기 2008년 4분기에 구

조의 변화가 있는 2개의 구조 변화 시점 모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구조적 단절성 시점

을 3개(m=3)로 확대할 경우 2001년 3분기 역시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5) 2000년 10월 5.25%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1년 9월 4.0%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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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위근 검정

수준변수　

지역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콜금리 상품가격지수

전국 0.460 0.879 0.014 0.604

수도권 0.026 0.901

충청권 0.214 0.836

호남권 0.098 0.822

대경권 0.902 0.672

동남권 0.838 0.499

주: 수치는 ADF 검정 결과의 p-value를 나타낸다.

추정에 앞서 콜금리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을 로그변환 하였고 전국 및 권역별

로 이들 변수에 대한 전 기간의 시계열 안정성(time series stationarity)을 검정

하기 위하여 ADF(Augmented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실시

하였다.26)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변수들이 1% 유의 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을 차분함으로써

안정된 시계열, 즉 로 변화시킨 후 추정에 사용하였다.

이밖에도 SVAR의 추정에서 사용될 최적 시차를 결정하였는데, 최대 5분기

시차를 두고 시차 테스트(lag length test)를 한 결과 SC(Schwarz Criterion)의

기준에 따라 모든 경우(전 기간, 금융위기 이전 및 이후)에 1분기가 최적 시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화정책 효과의 권역별 및 지역별 분석에서도 역시 마찬가

지로 1분기가 최적 시차인 것으로 나타나 모든 실증분석에서 1분기 시차를 두고

추정하였다.

3. 실증분석 결과

(1) 통화정책의 전국 효과

우선 2008년 4분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전국에

대한 통화정책 효과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그림 3>의 왼쪽 패널은 1995년 1분

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의 전 기간과 콜금리의 구조 변화 시점(structural

26) 검정 시 상수와 시간추세를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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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date)인 2008년 4분기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표본

으로 하여 추정된 통화정책에 대한 전국 누적충격반응함수를 보여 준다.27) 전 기

간을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 전 분기 대비 1%(1 unit shock)의 금리 인상 시 산

업생산지수의 누적충격반응은 3분기 후에 가장 크며 약 2%의 산업생산지수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산업생산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효과는 전 기간에서와

마찬가지로 3분기 후에 가장 큰 효과(약 2.2% 감소)가 나타났으나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에는 5분기 후에 가장 큰 효과(약 0.82%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산업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감

소하였고 최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차가 다소 길어졌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에 대한 누적충격반응함수

가 전 기간 누적충격반응함수에 대한 부스트랩(bootstrap) 기법으로 도출된 95%

신뢰구간을 모든 반응기간에서 벗어나고 있어 통화정책의 효과가 금융위기 이후

에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2001년을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기간을 재설정하고 도

출한 결과를 앞서 도출한 전 기간(1995∼2015년)에 대한 분석 결과와 함께 비교

하였다. <그림 3>의 오른쪽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통화정책이 산업생산에 미치

는 영향은 3분기 후에 가장 크게(약 1.3% 감소) 나타나고,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누적충격반응함수에 비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완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통화정책에 대한 전국의 산업생산의 반응이 금리의 변동

성과 수준이 높았던 시기에 비해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선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개방경제라는 것을 고려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고려하지 않은 환율변수를 VAR 모형에 포함시켜 통화정책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재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환율변수를 콜금리 다음에

배열하고 환율이 당기에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당기에 이들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제약조건을 설정하였다.28)

27) Carlino and DeFina(1995)는 한 지역에서 일인당 소득 증가 충격(per capita income shock)

이 다른 지역의 일인당 소득 증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누적충격반응함수(cumulative

impulses responses)로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Carlino and Defina(1998)는 미국의

지역들을 크게 핵심 지역(core regions)과 비핵심 지역(noncore regions)으로 구분하고 통

화정책 충격이 이들 지역의 실질 개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누적충격반응함수로 추정하여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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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국 누적충격반응함수

1995∼2015년 1995∼2015년 및 2001∼2015년

주: 1) NLP: 전국 산업생산지수, 전기(Pre): 1995년 1분기∼2008년 4분기, 후기(Post): 2009년 1

분기∼2015년 4분기.

2) 점선은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누적충격반응함수에 대한 부스트랩 기법으로 추정된

95% 신뢰구간임.

3) VAR 변수: 차분된 내생변수: 전국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콜금리

차분된 외생변수: 상품가격지수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추정 결과는 앞선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이후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완화되어 나타나고

위기 이전에는 3분기 후에, 위기 이후에는 5분기 후에 정책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1년 이후 기간에 대한 추정 결과에서도

앞선 추정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기간에 비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완화되어

나타나고 3분기 이후 가장 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앞선 추정 결과가

강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8) 제약조건을 반영한 SVAR 모델로부터 도출한 축약 모형과 구조 모형의 오차항 간의 행렬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여기서 구조 충격 벡터

의 원소 하첨자 , , , 은 차례로 전국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콜금리,

환율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하게 Bjørnland(2008) 역시 소규모 개방경제 하의 통화정책과

환율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환율의 순서(ordering)를 맨 마지막에 두며 당기에 생

산, 인플레이션,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제약조건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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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환율을 포함한 전국 누적충격반응함수

1995∼2015년 1995∼2015년 및 2001∼2015년

주: 1) NLP: 전국 산업생산지수, 전기: 1995년 1분기∼2008년 4분기, 후기: 2009년 1분기∼2015

년 4분기.

2) 점선은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누적충격반응함수에 대한 부스트랩 기법으로 추정된

95% 신뢰 구간임.

3) VAR 변수: 차분된 내생변수: 전국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콜금리, 환율

차분된 외생변수: 상품가격지수

추가적으로 상품가격지수가 통화정책 충격으로부터 발생하는 물가퍼즐(price

puzzle)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통화정책 충격

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환율

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포함한 경우 모두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한 인플레이션

의 반응이 낮아지고, 특히 환율을 포함하였을 경우 정책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다

소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위 신뢰구간(upper confidence

interval)이 누적충격반응함수 값 0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 기간(1995∼2015년)에

대해서는 물가퍼즐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품가격지

수가 물가에 전달되는 통화정책의 경로에서 물가퍼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Demiralp et

al.(2014)은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 분석에서 물가퍼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퍼즐(puzzle)로 남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SVAR 모형에 상품가격

(commodity price)을 포함하는 것이 1980년대 이전에 물가퍼즐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에는 상품가격이 소비자물가 움직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물가퍼즐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물가퍼즐 완화) 및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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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그림 5>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국 누적충격반응함수(2001∼2015년)

환율 미포함 환율 포함

주: 1) NLCP: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2) 점선은 누적충격반응함수에 대한 부스트랩 기법으로 추정된 95% 신뢰구간임.

3) VAR 변수: 차분된 내생변수: 전국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콜금리, 환율

차분된 외생변수: 상품가격지수

(2) 통화정책의 권역별 효과

서울을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통화정책이 이들

권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권역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권역별 분석에서 강원을 수도권에, 제주를 호

남권에 편입한 것이 추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

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강건성을 검사(robustness check)하기 위해 이

들 지역을 제외한 후 모형을 재추정하였다. 앞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선 전

기간을 대상으로 권역별 분석을 한 후 그 결과를 2001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금

리 변동성과 수준이 높았던 시기의 통화정책의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콜금리 변

화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정책적 반응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경우 모두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한 전국 산업

생산지수의 누적충격반응이 3분기 후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전 기간을 대

상으로 한 분석에서의 통화정책에 대한 전국의 반응이 앞선 <그림 3>에서 전국

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1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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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정책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 이후 통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콜금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금리 조

절을 통한 통화정책이 권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높아진 권역

간의 상호 연관성을 통해 전국의 산업생산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

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통화정책 파급효과의 전달경로가 과거보다 다양해지

면서 권역을 포함하지 않고 분석한 경우보다 포함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산업생

산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증폭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29) 실제로 김기호(2015)는 산업 간의 연계성

이 높은 지역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림 6> 권역별 누적충격반응함수(강원․제주 포함)

1995∼2015년 2001∼2015년

주: 1) NLP: 전국, MTP: 수도권, CCP: 충청권, HNP: 호남권, DKP: 대경권, DNP: 동남권

2) 점선은 전국의 누적충격반응함수에 대한 부스트랩 기법으로 추정된 95% 신뢰구간임.

3) VAR 변수: 차분된 내생변수: 전국 산업생산지수, 권역별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콜금리

차분된 외생변수: 상품가격지수

권역별로는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3분기를 기준으로 수도권에 대한

29) <그림 3>과 <그림 6>에서 2001년 이후로 상정하는 경우, 전국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는 통화정책이 완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권역들을 포함한 분석에서는 통화정책 효과가

크게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가능성 역시 2000년대

이후 금리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의 권역으로의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권역 간의 상호 연관

성이 높아지고 전달경로의 다양화로 정책적 효과가 장기간 누적적으로 크게 증폭되어 나

타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간단한 추정 모델로부터의 결과만

을 가지고는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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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효과가 가장 크며 그 뒤를 이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대경권과 충

청권의 정책적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0) 반면, 호남권의 반응은 동남권과

비슷하게 낮은 수준에서 전국보다 낮은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의 결과와도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김기호

(2015)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동남권에서 가장 낮으며 대경권과 수도권에

서 가장 높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으며, 김영덕․최진석(2010)은 전국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실행한 분석에서 수도권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비수도권에 비해 크고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01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앞선 전국의 정책적 반응 결과에서

와 마찬가지로 전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비해 권역별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밖에도 충청권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며 대경권, 호남권, 수도권,

동남권 순으로 나타나 타 권역에 비해 충청권과 호남권의 정책적 민감도는 높아

지고 수도권의 민감도는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전히 대경권의 통화정책

에 대한 민감도는 높은 수준에 있으며 동남권의 반응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권역별로 이질적이며, 특히

2001년 이후 권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영향이 확대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권역별 효과가 전국에 대한 누적충격반응함수의

95% 신뢰수준 내에 존재하므로 전국에 대한 정책적 효과와 반드시 상이하다고는

할 수 없다.31)

앞선 전국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환율변수를 내생변수에 포함시키고 권역별 누적충격반응함수를 재추정하

였다. 다만 환율변수가 추가될 경우 SVAR 모형의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이전과

는 달리 5개 권역 산업생산지수를 모두 포함하여 추정하기보다는 전국 산업생산

지수와 각 권역의 산업생산지수만을 모형에 포함시켜 5개 권역에 대해 각각 추

정한 후 결과를 통합하였다.32) 이를 위해 앞서와 마찬가지로 환율은 당기에 전국

30) 참고로 <그림 6>의 좌측 1995∼2015년 기간 동안의 누적충격반응함수에서 충청권(CCP)과

대경권(DKP)의 반응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그림 상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보이

지 않고 있다.

31)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각각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후 권역별 정책적 반응을 다시 분석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정책적 효과의 크기와 권역별 반응 순서에는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 호남권에 각각 강원과 제주를 편입하여 분석한 것

이 추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추정 결과가 강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각 권역 추정으로부터 얻은 전국의 95% 신뢰구간에 대한 평균을 권역별 누적충격반응함

수 통합 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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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권역산업생산, 소비자물가지수, 콜금리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들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제약조건을 설정하였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의 정책적 반응이 다소 낮아진 것 이외에

는 전반적으로 권역별 정책 반응의 크기 및 순위와 3분기 이후 정책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33) 2001년 이후

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권역별 정책적 반응 순위에는 변함이 없으며 대경

권을 제외하고 모두 3분기 이후에 가장 큰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추정 결과가 강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 환율을 포함한 권역별 누적충격반응함수(강원․제주 포함)

1995∼2015년 2001∼2015년

주: 1) NLP: 전국, MTP: 수도권, CCP: 충청권, HNP: 호남권, DKP: 대경권, DNP: 동남권

2) 점선은 전국의 누적충격반응함수에 대한 부스트랩 기법으로 추정된 95% 신뢰구간임.

3) VAR 변수: 차분된 내생변수: 전국 산업생산지수, 각 권역의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지수, 콜금리, 환율

차분된 외생변수: 상품가격지수

(3) 통화정책의 지역별 효과

통화정책 효과의 지역별 차이 분석은 2001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나 권역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국을 하나의 기준 지역으로 설정하고 전국의 누적충격

33) <그림 6>에서와 마찬가지로 좌측 1995∼2015년 기간 동안의 누적충격반응함수에서 충청

권(CCP)과 대경권(DKP)의 반응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그림 상에서 명확히 구

분되어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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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함수 값을 기준치로 활용하여 각 권역에 속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추정을 통해 통화정책의 지역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앞선 전국 및 권역에

대한 분석에서 환율변수의 포함이 통화정책의 효과에 큰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환율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그림 8>은 수도권 지역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 정도를 나타내며, 왼쪽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의 반응은 권역별 분석 결과에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서울과 강원은 1분기에 경기와 인천은 3분기에 가장 큰 정책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경기 지역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다음으로 인천, 서울,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강원의 정책적 반응은

2분기 이후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며 전국에 대한 반응함수의 95% 신뢰구간을

벗어나고 있어 통화정책의 효과가 전국에 대한 정책적 효과와는 상이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른쪽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강원 지역을 제외한 분석 결

과도 앞선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수도권으로 강원의 편입이 다른 지역의 반응

함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수도권 내의 지역별 누적충격반응함수

강원 포함 강원 제외

주: 1) NLP: 전국, SUP: 서울, ICP: 인천, KGP: 경기, KWP: 강원

2) 점선은 전국의 누적충격반응함수에 대한 부스트랩 기법으로 추정된 95% 신뢰구간임.

3) VAR 변수: 차분된 내생변수: 전국 산업생산지수, 권역 내 지역별 산업생산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콜금리

차분된 외생변수: 상품가격지수

다음으로 충청권 내 지역들의 통화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9>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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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모든 지역에서 3분기에 정책적 반응이 가장 크고 충남, 충북, 대전 순

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충남과 충북의 누적충격

반응함수가 전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며 95% 신뢰구간을 벗어나

고 있어 이들 지역의 정책적 반응이 전국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효과와 상이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충청권 내의 지역별 누적충격반응함수

주: 1) NLP: 전국, CBP: 충북, CNP: 충남, DJP: 대전

2) 점선은 전국의 누적충격반응함수에 대한 부스트랩 기법으로 추정된 95% 신뢰구간임.

3) VAR 변수: 차분된 내생변수: 전국 산업생산지수, 권역 내 지역별 산업생산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콜금리

차분된 외생변수: 상품가격지수

호남권 지역의 경우에도 <그림 10>의 왼쪽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긴축적 통

화정책에 대한 모든 지역들의 정책적 반응이 3분기에 가장 크고, 광주의 정책적

민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북, 제주,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특

히,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의 반응이 전국의 반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에 대한 95% 신뢰구간 내에 존재하므로 전국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

과와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오른쪽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 지역을 제외한 분석 결과도 앞선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호

남권으로 제주의 편입이 다른 지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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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호남권 내의 지역별 누적충격반응함수

제주 포함 제주 제외

주: 1) NLP: 전국, GJP: 광주, JBP: 전북, JNP: 전남, JJP: 제주

2) 점선은 전국의 누적충격반응함수에 대한 부스트랩 기법으로 추정된 95% 신뢰구간임.

3) VAR 변수: 차분된 내생변수: 전국 산업생산지수, 권역 내 지역별 산업생산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콜금리

차분된 외생변수: 상품가격지수

<그림 11> 대경권 및 동남권 내의 지역별 누적충격반응함수

대경권 동남권

주: 1) NLP: 전국, DKP: 대구, KBP: 경북, BSP: 부산, KNP: 경남, USP: 울산

2) 점선은 전국의 누적충격반응함수에 대한 부스트랩 기법으로 추정된 95% 신뢰구간임.

3) VAR 변수: 차분된 내생변수: 전국 산업생산지수, 권역 내 지역별 산업생산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콜금리

차분된 외생변수: 상품가격지수

통화정책이 대경권 내의 대구와 경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11>의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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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경북의 경우 2분기에 대구의 경우에는 3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이들 지역 간에 3분까지는 통화정책 효과의 격차가 다소 존재하

지만 4분기 이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며 전국의 반응보다 다소 높은 수준

에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반응함수

가 전국에 대한 95% 신뢰구간 내에 존재하므로 전국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와

상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남권 내의 지역들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그림 11>의 오른

쪽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지역에서 3분기에 정책적 반응이 가장 크게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지역 중 경남의 반응이 가장 민감하고 다음으로

울산, 부산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모두 전국 평균의 반응 수준을 하회하고 있

다. 특히, 부산의 반응함수가 전국의 95% 신뢰구간을 벗어나고 있어 부산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전국에 대한 효과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의 권역 내 지역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화정책 효과의 지역적 차이를

좀 더 상세히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하여 광역

시만을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누적충격반응함수를 따로 분리해서 <그림 12>에

도시하였다. 김영덕․최진석(2010)의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부산과 울산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기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들의 결과와는 다르게 광주의 정책적 민감도가 가장 높고 서울의 민

감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2001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기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4) 특히, 3

분기를 기준으로 광주, 경기,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

준에서 정책적 민감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전은 이들의 중간 수준의 반응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35)

34) 실제로 전 기간(1995∼2015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김영덕․최진석(2010)의 연구 결

과와 비슷하게 부산, 울산의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이 가장 낮고 수도권 지역인 인천, 경기,

서울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대구와 대전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서 이들의 중간 정도의 정책적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전국의 누적충격반응함수는 각 권역 내 지역별 분석에서 추정된 전국의 누적충격반응함수

들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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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서울, 경기 및 광역시에 대한 누적충격반응함수

주: NL: 전국, SU: 서울, BS: 부산, DG: 대구, IC: 인천, GJ: 광주, DJ: 대전, US: 울산, KG: 경기

<그림 13> 지역별 누적충격반응함수

주: 1) NL: 전국, SU: 서울, BS: 부산, DG: 대구, IC: 인천, GJ: 광주, DJ: 대전, US: 울산, KG:

경기, KW: 강원, CB: 충북, CN: 충남, JB: 전북, JN: 전남, KB: 경북, KN: 경남, JJ: 제주

2) 범례 옆의 숫자는 3분기를 기준으로 누적충격반응이 낮은 순서로부터 높은 지역의 순서

를 나타낸다.

이어서 16개 모든 시․도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충격반응 정도의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해서 권역 내의 지역별 분석에서 추정한 누적충격반응함수들을 모두 함

께 <그림 13>에 도시하였다. 대체로 충청권 지역(충남, 충북), 대경권 지역(대구,

경북), 호남권 지역(광주, 전북) 및 경기의 정책적 반응이 크고 대부분의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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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강원, 서울, 인천) 및 동남권의 모든 지역(부산, 울산, 경남)의 반응은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 중 전남과 대전의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는 각각 호남권과 충청권에 속한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이와는 반대로 수도권 지역들 중에서는 경기 지역의 반응이 높게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

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었고 최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반응시차가 다

소 길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국에 대한 분석에서 분석기간을 2001년 이

후로 상정할 경우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보다 통화정책의 효과

가 완화되어 나타났으나 권역별 분석을 통해서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권역 및 지역 간의 파급효과의 증대와 더불어 통화정책 파급

효과의 전달경로가 과거보다 다양해지면서 통화정책이 권역 및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통화정책의 효과는 권역 및 지역적으로 상이하고 변화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전 기간(1995∼2015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수도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순으로 나타났으나 2001년 이후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는 충청권이 통화정책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음으로 대경권, 호남권,

수도권, 동남권 순으로 나타나 충청권, 수도권, 호남권의 정책적 반응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분석에서도 이들 권역에 속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권

역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책적 반응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다음으로 앞서 추정한 16개 지역의 누적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어떠한 요인

들이 이러한 통화정책 효과의 지역적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식별하

고자 한다.

Ⅴ. 통화정책 효과의 결정요인

1. 추정 변수 및 모형

통화정책 효과의 지역적 결정요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의 방법론을

따라 구조 벡터자기회귀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지역별 통화정책에 대한 산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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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의 누적충격반응함수의 절대 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36) 설명변수로는

협의와 광의의 신용경로(a narrow and broad credit channel)의 식별 변수로서

각각 지역별 금융기관(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수신 대비 예금은행

의 총예금이 차지하는 비중(BD)과 제조업 부문에서 100인 미만 소기업(small

firms)의 고용 비율(SME), 그리고 대출경로(lending channel)로서 김기호(2015)가

활용한 지역별 금융기관의 총여신 대비 비은행예금취금기관의 총대출 비중(NBL)

을 포함시켰다.37) 신용경로(credit channel)는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와 대차대조표 경로(balance sheet channel)로 구분되나 본 연구

에서는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을 반영하는 대출경로와 금융기

관의 총수신 대비 예금은행의 총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신용경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38)

일반적으로 소형 은행들은 대형 은행들에 비해 자금조달 능력에서 한계가 있

으며 소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다. 따라서 긴축적 통화정책

시 소형 은행들은 대출을 보다 적게 하게 되고 소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게 되어 이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Bernanke and Blinder, 1988; Kashayap and Stein, 1995,

2000; Carlino and Defina, 1998).39) 이는 대형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역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더 작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금융산

업의 집중도가 높을 경우 금융시장이 비경쟁적(Qwyang and Wall, 2009)이거나

36) 절대값을 취한 이유는 긴축적 통화정책 시 산업생산지수의 충격반응함수 값이 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회귀분석 결과에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성을 해석하는데 있

어 편의를 위함이다.

37) Qwyang and Wall(2009)은 가장 큰 3개 은행의 평균 예금 비율로 은행산업의 집중도를 측

정하여 협의의 신용경로(a narrow credit channel)에 대한 대리변수로 이용하였다. 은행

대출경로를 식별하기 위해서 김영덕․최진석(2010)은 BD를, 김기호(2015)는 NBL을 사용

하였다. 김기호는 이러한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김영덕․최진석(2010)은 은행 대출경로를 식별하기 위하여 지역별 총수

신 대비 예금은행의 총예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방은행 더미를 이용하였는데, 전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영

세한 지방은행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38) 통화정책의 대차대조표 경로는 민간 주체(private agents)의 금융자산 구성(financial

position)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총수신 대비

예금은행의 예금 비중은 대차대조표 경로의 일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39) Carlino and Defina(1998)는 소규모 은행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정책적 민감도가 낮은 것

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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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정책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밖에도 선행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금융발전과 연관된 지역별 유동성 지

수(MC), 금융산업입지계수(LQ), 은행산업의 효율성(EF) 등의 금융변수들을 설명

변수에 포함시켰다.40)

경제와 금융 발전은 상호 선순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점에서 유

동성은 지역의 산업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으로서 통화정책 전

달경로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유동성 변화는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지만 금융이 제약되고

신용이 경색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통화정책의 방향성과는 다르

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유동성 지수를 통화량(M2) 지표로 측정

하고 통화정책 효과의 잠재적인 결정요인으로 채택하였다.

통화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잠재적인 요인으로 금융산업의 집

중도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금융산업입지계수를 채택하였다.

Owyang and Wall(2009)은 가장 규모가 큰 3개 은행의 예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 금융산업의 집중도(concentration of banking sector)가 높은 지역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41) 금융산업의 집중도를 측

정하기 위해서 산업별입지계수(Location Quotient)에 대한 수식을 이용하여 전국

대비 각 지역의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집중(특화)되어 있는지를 분석

하고 지역별 금융산업의 발전 수준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의 효율성 지표는 구재운․최성호․전성범(2014)이 17개 시중

은행에 대한 비용 측면에서 추정한 은행산업의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였다.42) 김

정현․전성범(2016)은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지역금융산업 발전과 지역

40) 유동성 지수와 금융산업입지계수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이들 수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부록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41) 본 연구에서의 금융산업 집중도와 Owyang and Wall(2009)의 금융산업 집중도가 의미하는

바에는 차이가 있으나 정책적 효과는 똑같이 양(+)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의 금융산업

의 집중도(industrial concentration)는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금융산업의 특화(industrial

specialization)를 의미하는 반면 Owyang and Wall(2009)의 금융산업의 집중도는 자금이

소수의 대형 은행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42) 구재운․최성호․전성범(2014)은 국내 7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4개 특수은행을 대상으

로 총비용함수를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의 산출물과 노동, 자본 및 조달 자금 등의 투

입물의 함수로 설정하고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 기법을 통해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추정하였다. 효율성 지표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

까울수록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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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선순환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발전이 통화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통화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결

정요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상기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추정식을 설정하고 최소자

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정요인을 추정하

였다.

      

여기서,  : 누적충격반응함수 추정값
: 오차항

회귀분석을 위해 사용된 모든 설명변수들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설명변수를 구성하는 제조업 부문의 소기업에 대한 고

용 자료가 2006년부터 존재하고 은행산업의 효용성 지표는 2013년까지의 자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설명변수들에 대한 지역별 평균을 설명과 함께 <부표

1>에 제시하였다.

2. 회귀분석 결과

상기의 설명변수들을 통화정책 효과의 지역적 차이를 유발하는 잠재적 요인으

로 간주하고 이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통화정책의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추정하였다. 2006∼2013년 기간의 평균값과 각 해당 연도 값을 바탕으로 추

정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의 첫 번째 열은 권역 내의 지역별 분석에서 구조 벡터자기회귀 모형

으로부터 도출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각 지역의 3분기 누적

충격반응함수 값과 이들 지역의 2006∼2013년 동안의 평균값으로 측정된 설명변

수들로부터의 추정 결과를 보여 준다. 설명변수 중에서 소기업의 고용 비중

(SME)과 금융의 효율성(EF) 변수를 제외하고 모든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며, 이들 중 금융산업입지계수(LQ)가 높은 지역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유동성(MC)이 풍부하고 지역 총수신 대비

예금은행의 총예금 비중(BD)과 지역 총여신 대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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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NBL)이 큰 지역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완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2> 통화정책 효과의 결정요인

　 　 　 　 Panel A 　 　 　 Panel B 　

변수 irf irf irf irf 　 irf irf irf


0.086

**
0.086

***
0.086

**

(0.038) (0.010) 　 　 (0.030) 　 　


-0.315

**
-0.315

***
-0.315

***

(0.128) (0.035) 　 　 (0.102) 　 　

　
-0.546 -0.546

*
-0.546

(1.152) (0.314) 　 　 (0.914) 　 　

　
-0.899

**
-0.899

***
-0.899

***

(0.344) (0.094) 　 　 (0.273) 　 　

　
-0.435

*
-0.435

***
-0.435

**

(0.218) (0.059) 　 　 (0.173) 　 　

　
-0.078 -0.078

***
-0.078

(0.063) (0.017) 　 　 (0.050) 　 　

LQ
0.052

***
0.052

***
0.052

*
0.052

**

　 　 (0.012) (0.010) 　 (0.026) (0.023)

MC
-0.277

***
-0.228

***
-0.277

***
-0.228

***

　 　 (0.038) (0.032) 　 (0.082) (0.069)

EF
-0.234 -0.252 -0.234 -0.252

　 　 (0.174) (0.155) 　 (0.141) (0.146)

BD
-0.484

***
-0.546

***
-0.484

***
-0.546

***

　 　 (0.069) (0.057) 　 (0.122) (0.109)

NBL
-0.227

***
-0.253

***
-0.227

*
-0.253

**

　 　 (0.046) (0.041) 　 (0.107) (0.097)

SME
-0.065

***
-0.060

***
-0.065 -0.060

　 　 (0.021) (0.018) 　 (0.052) (0.043)

상수
1.157 1.157

***
0.611

***
0.654

***
1.157 0.611

***
0.654

***

(0.998) (0.272) (0.170) (0.148) (0.792) (0.164) (0.157)

관측치 16 128 128 128 128 128 128

R2 0.632 　 0.632 0.460 0.533 　 0.632 0.460 0.533

주: Panel A와 B에서변수와 irf는 각각 2006∼2013년까지의 평균값과 누적충격반응함수 값

을 의미한다. 괄호 안은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 ‘**’, ‘*’

는 각각 p<0.01, p<0.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 연구들에서 분석된 결과와 비교해 보면 Owyang and

Wall(2009)의 결과와 비슷하게 금융산업이 집중, 즉 특화(LQ)된 지역일수록 통화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와는 반대로 소기업의 고용 비중(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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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지역일수록 정책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통화정책을

완화시키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국내 신용

(domestic credit) 증가가 통화정책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Ma and Lin(2016)의 연

구 결과와 비슷하게 유동성이 풍부한 지역에서 통화정책 효과가 완화되어 나타

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기호(2015)의 결과와는 반대로 소규모 금융기관의 대

출 비중(NBL)이 통화정책의 지역별 효과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김기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에 비해 상대적으

로 규모가 작아 통화정책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해 볼 수 있다. 또한 Carlino and Defina(1998)는 소규모 은행들이 소기업에 주

로 대출을 하고 이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완화되

어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결과는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금융이 특화되어 있고 예금은행의 대출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금융시장에서 금

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밖에도 유동성(MC)이 풍부하고 총수신 대비 예금은행의 총예금 비중(BD)

이 높은 지역일수록 정책적 효과가 완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대형 금융기관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금을 조달하

는데 있어 제약이 작아 긴축적 통화정책 시 통화정책으로부터의 영향을 상대적

으로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동성 제약이 작고 비은행예금취급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예금은행들의 총예금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완화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추정된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역별 누적충격반응함수

와 설명변수들에 대해 특별한 가정들(ad-hock assumptions)을 반영하여 시계열

자료의 표본기간을 2006∼2013년으로 확장함으로써 상기의 회귀분석을 다시 실

시하였다. 첫째, 누적충격반응함수 값은 표본기간 중 ‘평균적인’ 정책반응 정도를

나타내므로 각 지역의 3분기 누적충격반응함수 값과 설명변수의 2006∼2013년

평균값을 각 해당 연도의 값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둘째, 첫 번째 경우에서의

누적충격반응함수는 그대로 두고 설명변수를 표본기간의 평균 대신 각 해당 연

도 값을 취하여 추정하였다. 셋째, 두 번째 경우에서의 설명변수는 변함없이 앞서

추정된 각 지역의 1분기부터 8분기까지의 누적충격반응함수 값을 각각 2006년부

터 2013년까지의 반응함수 값으로 취하여 추정하였다.43)

43) 추정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3분기부터 10분기까지의 누적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해서

도 추정해 보았는데 추정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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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패널 A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추정식에서 금융의 효율성을 제외

한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앞선 추정 결과에서와 마

찬가지로 금융산업입지계수(LQ)만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확대시키며 나머지 금융

변수들은 정책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4) 이러한 최소자승법

(OLS)을 이용한 회귀분석은 데이터들, 즉 오차항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되는데 지역 내의 오차항들 사이에는 실제로 독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

으므로 지역 간(across regions)의 오차항들 사이에는 독립적이나 지역 내(within

regions)의 오차항들 사이에서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패널 A

의 회귀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이 경우 각 지역 내의 관측치(observations)를

하나의 지역 그룹으로 묶어 추정(cluster estimation)하기 때문에 패널 B의 추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패널 A에서의 추정 계수와 부호에는 변함이 없고 통계적

유의성에만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패널 A의 추정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융

산업입지계수(LQ), 유동성 지수(MC), 총수신 대비 예금은행의 총예금 비중(BD),

총여신 대비 비은행예금취금기관의 총대출 비중(NBL)이 모든 추정식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와는 달리 금융의 효율성(EF)과 소기업의

고용 비중(SME)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추정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표 2>의 첫 번째 열의 추정 결과와 마

찬가지로 패널 A와 B의 모든 추정식에서 공통적으로 금융산업입지계수(LQ), 유

동성 지수(MC), 총수신 대비 예금은행의 총예금 비중(BD), 총여신 대비 비은행

예금취금기관의 총대출 비중(NBL)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추정 결과는 강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통화정책 효과의 지역별

차이를 유발시키는 유의한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화정책이 산업생산에 미

치는 효과는 ‘신용’ 및 대출 경로 이외에도 유동성 및 금융의 집중도 등의 금융

지표들을 통해서도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각 지역에 미치

는 통화정책의 효과는 이러한 요인들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동일한 요인일지라도 지역별로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의 결정요인만으로 각 지역의 정책적 반응을 완벽히 설명하는 데는 다소 한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 효과의 지역별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지역별 차이를 유발시키는 유의한 요인들을 지역

44) 패널 A의 첫 번째 추정식의 추정계수에는 변함이 없으며 강건한 표본오차(robust

standard error)에만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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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통화정책

효과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통화정책 효과의 구

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s)를 진단하고 콜금리 목표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인 2001년 이후의 통화정책 효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권역별

및 지역별 통화정책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식별함으로

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지역금융의 발전 수준, 예를 들면 금융의 집중

도(특화), 유동성 지수, 금융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통화정책 효과의 지

역적 차이를 유발시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포함시켜 분석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새

로운 결정요인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전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통화정

책이 구조적으로 단절(structural break)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산업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완화되었고, 이러한 효과의 최대 반

응 시차는 다소 길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콜금리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 또 다

른 시점인 2001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통화량 조절을 통해 통화정

책을 수행하던 시기를 포함하는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비해 통화

정책이 산업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완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권역별 및 지역별 분석에서는 정책적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

는데, 이는 콜금리를 통한 통화정책의 권역 및 지역으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확대되고 전달경로가 다양화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통화정책에 대한 권역별 분석에서도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와 같이

3분기 후에 가장 큰 반응을 보였고, 이러한 정책적 효과는 수도권, 대경권, 충청

권, 호남권, 동남권 순에서 2001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충청권, 대

경권, 호남권, 수도권, 동남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의 정

책적 반응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별 분석에서도 각 권역에 속한 지역들

이 대체로 권역별 반응 순위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책적 민감도를 보이며 통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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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효과의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통화정책에 대한 지역별 반응과 지역별 금융산업입지계수(LQ), 유동성

지수(MC), 금융의 효율성, ‘신용경로’(credit channel)의 식별 변수로서 총수신 대

비 예금은행의 총예금 비중과 소기업의 고용 비율, 대출경로(lending channel)의

식별변수로서, 총여신 대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대출 비중과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통화정책 효과의 전달경로를 식별하였다. 이들 중 금융산업입지계수, 유동

성 지수, 총수신 대비 예금은행의 총예금 비중 및 총여신 대비 비은행예금취급기

관의 총대출 비중이 통화정책의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

었는데, 이들 중 금융산업이 특화된 지역일수록 산업생산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

과가 확대되어 나타나고 이와는 반대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총수신 대비 예금은

행의 총예금 비중, 총여신 대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대출 비중이 큰 지역일

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완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기의 요인 중 어느 요인이 통화정책 효과의 전달경로에서 상

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통화정책에 대한 지역별 반응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별로 유의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

역별로 ‘미시적인’ 정책적 대응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

를 들어, 만일 정책당국의 정책 목적이 통화정책에 대한 지역별 반응을 확대하고

자 하는 데 있다면 이는 각 지역의 실물경제 활동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을 특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당국

의 완화적 또는 긴축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또는 권역별)로 유동성 변

화에 큰 차이가 있다면 이는 이러한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추가

적인 정책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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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유동성 지수

유동성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Bias(1992)가 미국 각 주의 통화공급을 추

정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론에 따라 지역별 통화량(M2)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

다. 광의의 통화에 해당하는 M2를 집계하는데 포함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전국

및 지역별 예금은행의 수시입출입식 예금과 시장성수신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

로 각 지역의 전국 대비 지역별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전국의 통화

량(M2)에 대한 가중치로 설정하였다.45) 아래 제시되어 있는 수식에서와 같이 앞

서 도출된 각 지역의 가중치에 전국의 통화량(M2)을 곱함으로써 지역별 통화공

급에 대한 예측치를 계산하였다.46)

지역 통화공급  ≡전국 예금은행의 수시입출입식예금 시장성수신 
지역 예금은행의 수시입출입식예금시장성수신 

×전국

이를 바탕으로 대출금 기준 신용제약을 측정한 김효명(2004)의 Jaffee 신용할

당지수 측정 방법론에 따라 지역별 신용공급(통화량 기준)에 대한 정도를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수식을 통해 측정하였다. 유동성 지수가 작아질수록 해당 지역의

신용공급 제약, 즉 유동성 위축이 상대적으로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5) 예금은행의 수시입출입식 예금=요구불예금+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 예금은행의 시장성수신=

양도성예금증서+은행채+환매조건부채권매도+매출어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단기성 예금

액을 포함시켜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각 지역의 가중치를 계산할 경우 좀 더 엄밀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으나 이들의 자료가 2008년 시점부터의 자료만 존재하여 이를 포함하여 계

산할 경우 시계열 자료가 짧아지는 이유로 전체 금융기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금은

행에 대한 가중치를 이용하였다.

46) Bias(1992)는 전국의 요구불예금에 대한 통화공급 비율 가중치를 각 주의 요구불예금에 적

용하여 주별 M1 통화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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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유동성 지수   
 



 
  




 



여기서, 
 



: 지역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통화량 비율

: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 지역의 통화량
: 지역의 수

<부표 1> 지역별 금융지표

지역 MC 지역 LQ 지역 EF 지역 BD 지역 NBL 지역 SME

서울 32.928 서울 2.000 경남 0.899 인천 0.533 전남 0.661 제주 0.947

부산 6.703 대구 1.241 제주 0.896 대전 0.512 경북 0.621 서울 0.850

대구 6.510 부산 1.135 울산 0.895 부산 0.510 강원 0.607 대구 0.810

대전 6.197 광주 1.101 광주 0.894 경기 0.509 제주 0.580 부산 0.779

광주 5.725 대전 1.044 전남 0.889 서울 0.498 충북 0.580 강원 0.742

경기 4.856 제주 0.942 대전 0.888 대구 0.497 전북 0.571 인천 0.727

인천 4.727 전북 0.818 충남 0.887 울산 0.443 충남 0.547 경기 0.710

울산 4.466 인천 0.751 충북 0.887 광주 0.440 서울 0.510 대전 0.651

경남 4.130 경기 0.734 부산 0.887 경남 0.433 대전 0.490 전북 0.618

전북 4.110 강원 0.719 경북 0.886 강원 0.393 울산 0.483 전남 0.604

강원 3.646 경남 0.621 인천 0.886 제주 0.392 광주 0.475 광주 0.587

충북 3.432 충북 0.590 경기 0.885 전북 0.386 경남 0.474 경남 0.586

제주 3.345 경북 0.489 대구 0.883 충북 0.371 대구 0.433 경북 0.556

경북 3.207 전남 0.485 서울 0.883 충남 0.354 부산 0.421 충북 0.556

충남 3.120 충남 0.394 강원 0.882 경북 0.350 경기 0.347 충남 0.482

전남 2.898 울산 0.310 전북 0.878 전남 0.346 인천 0.312 울산 0.329

주: MC, LQ, EF, BD, NBL, SME는 차례로 유동성 지수, 금융산업입지계수, 금융의 효율성,

지역 총수신 대비 예금은행의 총예금 비중, 지역 총여신 대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

대출 비중, 제조업 부문 소기업의 고용 비율을 나타낸다.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상기의 수식으로부터 도출된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역별 유동성 지수의

평균은 <부표 1>의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서울

의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인구 일인당 유동성이 집중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남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 제약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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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산업입지계수(LQ 지수)

금융산업입지계수는 아래 제시되어 있는 산업별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수식으로부터 도출하였다. 수식에서 지역(16개 지역)의 (금융)산업에 대한 

지수가 1일 경우 해당 지역이 전국과 똑같이 해당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1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이 특화(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여기서, : 전국의 전 산업에 대한 총생산액(GDP)

 : 전국의 산업에 대한 총생산액
 : 지역의 전 산업에 대한 지역총생산액(GRDP)


: 지역의 산업에 대한 총생산액

상기의 수식으로부터 도출된 지역별 금융산업입지계수 평균이 <부표 1>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열에 제시되어 있다.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와 서울

에서 1보다 높아 이들 지역의 금융산업이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금융기관의 ‘신용경로’ 및 대출경로

<부표 1>의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열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경기 및 모든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총수신 대비 예금은행의 총예금 비중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열의 지역별 총여신 대비 비

47) <부표 1>의 일곱 번째 열에서부터 열 번째 열에서 볼 수 있듯이 전남 및 경북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예금 및 대출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

금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된 이들 지역의 유동성 지수에 편기(bias)

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모두를 고려하여 측정된 가

중치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역별 유동성 지수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앞선 경우에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의 경우 여전

히 가장 낮고 경북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의 유동성 지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예금은

행만을 대상으로 측정된 가중치에 편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순위와 지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33.87), 부산(6.44), 대전(6.19), 대구(6.04), 광주(5.24), 경기(4.59), 울산

(4.52), 인천(4.31), 경남(4.17), 전북(4.12), 충북(3.51), 제주(3.47), 경북(3.47), 강원(3.43), 충

남(3.40), 전남(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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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대출 비중에 있어서는 이들 지역들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의존도는 지방 지역에서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와 열두 번째 열의 제조업 부문의

지역별 100인 이하 소기업의 비중에 있어서는 제주와 서울이 가장 높고 충남과

울산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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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and Differences in Regional Effects

of Monetary Policy
*

Jounghyeon Kim
**
․Sung Beom Jun

***

Using the cumulative impulse responses function from a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SVAR), this paper explores the changes in the effects of

the monetary policy on industrial production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fter 2001 when there are structural breaks in the call rate. In

addition, the paper examines the differences in the regional effects of the

monetary policy and the factors that bring about the differenc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national effects of the monetary policy on industrial

production is the largest in three quarters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fter the crisis, however, the largest cumulative impulse responding time of

industrial production to monetary policy is somewhat prolonged and its effects

decrease. In an analysis of the period after 2001, the national effects of

monetary policy also decrease, but its regional effects are magnified. It is also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the

mega-regional economic zone and individual regions.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re are changes in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particularly on

capital territory and Chungcheong and Honam zones and on the regions that

belong to these areas. Moreover, it appears that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are higher in the regions where financial industry is developed. On the

contrary, the effects appear to be lower in the regions with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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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ity, higher ratios of banks’ deposits to total deposits, and higher ratios

of non-bank depository corporations’ loans to total loans.

Keywords: SVAR, cumulative impulse responses function, regional effects of

monetary policy, determinants of monetary policy, region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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