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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
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대체로 흑자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경상
수지 흑자가 순대외자산의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2014년이 되어서
야 순대외자산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대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축통화의 보유 여부 △국내금융시
장의 발전 정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 우리 내국인 투자
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인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선행연구인 Chinn
and Prasad(2003)를 준용하되 이러한 결정요인을 포함한 실증분석모형을 활
용하여 경상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금융시장이
발달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경상수지 흑자유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등의 결정요인을 고려
하지 않을 경우 경상수지 갭(실제 경상수지-적정 경상수지)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우리 분석 결과는 국내금융시장이 발전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성이 강화되면 경상수지 불균형은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점차 완화될 것이
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IMF와 미국 재무부의 대외부문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일국의 경상수
지 불균형을 인위적인 정책개입을 통한 시장 왜곡의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행히 이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환율이 기초경제
여건(fundamental)과 대체로 일치하고 우리 정책당국의 외환시장개입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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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시장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우리 원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
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응하는 논리
를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제한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3장은 통화 정책
과 외환시장개입 정책, 두 가지 정책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환율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단기적이었으며 실증분석 방
법을 다양하게 변형해도 결과는 대체로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을 일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환율 수준이나 장기적인 추세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구조적으로는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
고 있다면 환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식별하는 것도 환율 압박에 대한 대응 차
원에서 유용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기존의 환율 결정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 국가 간 환율과 양국의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 간의
약한 상관관계를 지적해왔다. 제4장에서는 많은 국가의 환율 동조화(comovement) 현상을 바탕으로 환율 움직임의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최근의 분석
모형을 확장하여, 금융 및 무역변수를 활용해서 환율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개별 환
율에 대한 달러화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환율이 달
러 요인에 대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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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민감도는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입과 글로벌 금융사이클 간의 유사성과는 상
당히 연관되어 있었지만, 무역변수들과의 연관성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대다수 국가의 환율에서 위안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에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요인에 대한 원화 환율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 특히 위안화 요인은 원화 변동성의 10% 정도를 설명했으며, 원화 환율과
위안화 환율 간의 동조화 현상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한 대응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한편 환율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원화 강세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환율이 우리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환율 변
화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통계청의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과거의 연구와 차별화된 점은 분석대상 기업을
자본액, 매출액 등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환율 변화의 기업활동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가 규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수출, 수익성, 투자, 부가가
치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비해서 보다 뚜렷하게 관
찰되었다. 또한 원화 강세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해서 규모별 기업 간의 요
소소득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자본소득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지원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정보 제공 강화, 정책금융과 무역보험의 역할 재정립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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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신속한 조정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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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1. 연구 배경과 목적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을 제정함으로써 미국은 주요 무역대상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국제무역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
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국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법 규정
을 근거로 1988년 10월 처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이후 1990년까지 총 세
차례 지목되었다.
보다 최근인 2019년 8월 5일에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
린 바 있다. 이는 중국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국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
(competitive devaluation)를 자제하기로 한 G20 회의의 합의사항을 위반
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중국으로서는 1992년부
터 1994년까지 총 다섯 차례 지정된 이후 25년 만의 일이었다.
올해 초인 2020년 1월 미국 재무부는 지정 이후 5개월 만에 중국에 대한 환
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이것은 1단계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안화의 평가절하 및 환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
한 정책개입(exchange rate targeting) 등을 자제할 것을 약속하고 환율, 대
외수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 역시 「종합무역법(1988)」에 의거
한 것이었다.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약세 용인 시사 이후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상 요건을 하나만
충족했음에도1) 관찰대상국 유지가 아닌 환율조작국 지정을 단행한 것이었다.
「교역촉진법(2015)」과는 달리 「종합무역법(1988)」은 구체적인 환율조작국 지
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통화 현황(currency developments),
1) 대미(對美)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에만 해당되었다. 중국은 2017년 4월 보고서에서부터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계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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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규모(foreign exchange reserve coverage), 통화정책, 인플레
이션 현황, 자본통제(capital controls)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요건을 지정
가능한 요건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미 재무부 장관이 커다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2020년 2월 미국 상무부는 상계관세 규정에 대한 개정안(Modif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을 발표했다.2) 이는 환율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화보조금
(currency subsidy)의 특정성(specificity of domestic subsidies) 및 혜택
(benefit)의 판단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통화 저평가 국가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상무부 개정안 이전에는 「종합무역법(1988)」
의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이 광범위하지만, 지정된다 하더라도 양자협의 개시 이
외에는 법 규정상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상무부 개정안을
통해서 통화 저평가로 발생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상계관세라는 실효성 있는 무역 조치를 통해서 환
율조작국에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3)
물론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신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에 접근할 가능
성이 높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 압박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전략을 펼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
방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 등 대외부문 요건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2) 미국 상무부는 2019년 5월 28일 동 개정안의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의 신설 또는 구
체화 작업을 진행하여 2020년 2월 4일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3) 2020년 11월에는 베트남산 타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조사에 이 개정안을 적용해 상계관세 부과
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정영식 외(2020)의 [부록 1]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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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대비는 환율의 평가절상 압박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 현재에도 중요하다
고 판단된다.
또한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될 경우 기저효과와 적
극적인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
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21년 세계경제는 2020년의 -5.1%보다
개선된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4)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역시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0년에 -4.4%
기록한 후 2021년에는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5)
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이러한 세계경제 회복세는 우리 원
화 강세에 일조하고 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의 평
가절상 압박이 비교적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원화 강세가 수출경쟁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율 변화가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 및
수익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우리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
쟁력 등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정책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과 구성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
적을 제시하고 연구 내용과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4) 안성배 외(2020), p. 6.
5) IMF(2020. 10), World Economic Outlook,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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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3장, 제4장은 경상수지와 환율의 결정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1절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 바이든 신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전략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의 동참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
로 환율 등 대외부문 요건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이 경상수지와 환율의 수준을 장기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
에 기초한 미국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우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추이와 대외금융자산 동향을 살펴보
고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을 경상수지 결정요인으로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국내금융시장을 이용한 위험분산
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거나 △위기발생 시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즉각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국가의 경우 국내투자자는 위험회피를 위해 해외 안전자산에 대
한 투자를 확대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를 지속하기 위한 재원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필요하며,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
나라도 충족될 경우 경상수지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본고의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기
축통화 보유 여부, 국내금융시장 발전 정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이
경상수지에 주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IMF 등 국제기구와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서는 경상수지 불균형이 외
환시장개입을 통해 환율을 왜곡시킨 결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
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3장에서는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통화 정책이나 외환시
장개입 정책 중 한 가지 정책과 환율 간의 관계만을 분석하고 있는 반면, 우리
연구에서는 환율과 두 정책 간의 상호과정을 명시적으로 실증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불태화되지 않을 경우 통화량
등 정책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미래 통화 정책에
대한 신호(signal)를 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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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 추정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3장은 이렇게 정책
간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두 정책이 환율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외환시장개
입 정책이 불태화되는지의 여부, 불태화될 경우 외환시장개입의 효과성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만약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환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식별하는 것은 학술적 기여도가 높을 뿐 아니라,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정책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제4
장에서는 금융 및 무역요인을 활용하여 환율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환
율은 이론적으로 국가간 거시경제 기초여건(fundamental)에 따라서 결정된
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환율과 기초여건 간에는 그다지 통계적
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는 많은 국가에서 나
타나고 있는 환율 동조화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체로 달러화와 동조성을 보인
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 및 신흥국 통화의 경우 중국 위안화와 동조화를
보이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제4장의 실증분석에서
는 환율을 결정하는 공통요인(common factor)을 살펴보고, 공통요인에 미치
는 영향력(loading)과 금융 및 무역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환율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 변화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
라 수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원화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
화 강세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생각해보는 것은 정책적으
로 시의적절한 연구일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환율
변화가 수출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의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율의 변화와 수
출기업의 수출, 수익성, 요소소득 부가가치 등의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고자 한다. 특히 환율 변화와 수출기업 경영활동 간의 상관관계가 총자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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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기업규
모별로 분류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좀 더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에서 우리의 연구결과를 쉽게 활
용할 수 있도록 장별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 대응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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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상수지 결정요인과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환율에 대한
주요 기관 평가

1.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대외금융자산 동향
2. 경상수지 결정요인 실증분석
3. 경상수지 및 환율 평가 관련 보고서

1.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대외금융자산 동향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상품수지 대규모 흑자에 힘입어 대체로
흑자를 기록해왔다. [그림 2-1]의 12개월간 이동 누적 경상수지6)의 추이를 살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일부를 제외하고 흑자를 기록했다. 2012년부터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는데, 2015년 후반부터 약 1년간 1,000억 달러를 상회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 후반부터 수출 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
2019년 중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약 600억 달러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75억
달러 축소된 결과이다. 2019년 중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비중 역시 전년대비 약 1%p 줄어든 3.7%에 그쳤다. 경상수지 구성항목별
로 살펴보면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었으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본원소득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다. 한국은행은 2020년
8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부진, 세계교역 위축 등에 따라 2020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540억 달러에 그
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제수지 회계상 경상수지 유입금액은 자본·금융 계정 유출금액이므로 유량
(flow) 측면에서 경상수지 흑자 누적 국가는 순대외자산7) 국가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까지는 경상수지 변화와 순대외자산의 증감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순대외자산이 감소
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8) 이는 순대외자산 증감이 경상수지 등과 같은
6) 12개월 이동합으로 월별 경상수지를 연환산한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계절성을 제거하고 항목별 비중
변화, 추세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 경상수지는 69억 달러였고, 2019년 7월부
터 2020년 6월까지의 누적액으로 연환산한 결과 565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 금액과 작년 연간금액을
비교하여 흑자 규모의 축소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7) 대외투자(자산)에서 외국인투자(부채)를 차감한 값으로 순국제투자(NII: Net International
Investment)와 동일한 개념이다. 경상수지(CA: Current Account)는 유량(flow) 지표이고 순국
제투자는 저량(stock) 지표임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와 순국제투자의 관계는 ‘ 순국제투자  
순국제투자    경상수지   자산 및 부채 평가손익 ’으로 수식화할 수 있다.
8) 2012년에는 경상수지가 4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순대외자산이 130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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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요인뿐만 아니라 환율 및 증권 가격의 변동과 같은 비거래요인의 영향을
받는 사실에 기인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초경제여건이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
자가 확대되었고, 경제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주가 상승과 함께 원화 가치 절상
이 나타나면서 원화 표시 부채9)의 달러화 환산 금액(즉 외국인투자의 평가액)
상승이 발생했었다.10)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순대외부채가 지
속적으로 축소되어 2014년 이후로는 대외금융자산이 대외금융부채보다 빠르
게 증가하여 순대외자산국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그림 2-2 참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9년 국제투자대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상의 대외금융자산은 약 1조 7,000억 달러에 이르면서 2001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증권투자자산은 대외금융자산의 30% 이상을 차
지하였고, 증권투자자산의 증가는 비거래요인보다 거래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1)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투자자들이
투자 다변화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를 늘린 것이 대외금융자산 증가
를 견인한 것이다. 2019년 순대외금융자산은 약 5,000억 달러로 GDP의 30%
를 차지했으며, 이는 순대외자산국이 된 2014년보다 6배 이상 확대된 규모이
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항목 중 본원소득수지12)가 2011년 이후 흑자로 전환
된 이후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경상수지 흑자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20%에 이르렀다.

2012년 말 원/달러 환율이 1,071원을 기록하면서 전년(1,152원)대비 약 7% 절상된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0. 10. 27).
9)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채권 등을 대체로 원화로 표시한다.
10) 대외투자(자산)가 통화별로는 미 달러화, 형태별로는 채권투자 위주였기 때문에 환율 및 가격 변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외국인투자(부채)는 원화에 의한 국내 주식 위주였기 때문에 원화 가치
및 주가 상승에 의한 평가이익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11) 2019년 대외금융자산의 전년대비 증가분 1,534억 달러 중 거주자의 증권투자 잔액 증가분이 1,070억
달러(약 70%)였으며, 거래요인으로 인한 증가분(586억 달러)이 50% 이상 차지했다. 한국은행, 경제통
계시스템(검색일: 2020. 10. 27).
12) 급료 및 임금수지와 투자소득수지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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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한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0. 10. 27).

그림 2-2. 한국의 순대외자산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0. 8. 11).

경상수지는 국가 간 국제금융 및 통상 분야를 논의할 때 첨예한 대립을 가
져올 수 있는 경제지표 중 하나다. 미국은 주요교역상대국을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또는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currency manipulator)
으로 지정하는 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13) 또한
국가 간 경상수지의 불균형14)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했다는 가설을 입증한
연구도 다수 있다.15) 이로부터 두 가지 이슈를 끌어낼 수 있다. 먼저 경상수지
는 금융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며, 경상수지 수준의 ‘높고 낮음’
은 국가 간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다. [표 2-1]은 G7 국가와 한국,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는
3.7%였으나 독일은 7.1%, 미국은 -2.3%, 영국은 -3.8%이다. 경상수지 흑자
13) 「종합무역법(1988)」에 의해 재무장관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과 유의미한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
자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역촉진법(2015)」에 의해서는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
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2% 이상)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순
매수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관찰대상국(3가지 요건 중 2가지 충족)과 심층분석대상국(3가지 요
건 모두 충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4)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경상수지를 탐구할 때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5) Caballero, Farhi, and Gourinchas(2008), Obstfeld and Rogoff(2009), Blanchard and MilesiFerretti(2009), Roubin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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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그룹을 비교할 때 독일의 7.1%는 너무 높지만 한국의 3.7%는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은 둘 다 높다거나 혹은 높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여기서 명백한 것은 한국과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거나 미국과 영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즉 한 국가의 경상수지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표 2-1. 2019년 주요국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단위: %)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독일

-3.8

-2.3

-2.0

-0.7

+1.0

+3.0

+3.6

+3.7

+7.1

자료: OECD, Current account balance(검색일: 2020. 5. 28).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2절에서는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구조적 요인 중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금융부문
을 반영해 경상수지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와의 차
별성 확보는 물론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이 경상수지 수준과 글로벌 불균형의 특징
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경상수지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경상수지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Chinn and Prasad(2003)에 따르면 경상수지를 국민경제에서 저축과 투자
의 차이인 순저축(net saving)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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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장단기 요인을 경상수지 결정요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재정
수지, 순대외자산 포지션(net foreign asset position), 인구구조, 경제발전
단계, 생산성 등의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재정수지의 경우 일명 ‘쌍둥이 적자(twin deficit)
가설’에 따라 재정수지의 악화는 경상수지 적자를 동반할 수 있다.16) 국민소득
항등식에 따르면 ‘경상수지 = 민간저축 – 민간투자 + 재정수지’가 성립한다. 만
약 민간저축을 통한 완전한 리카디안 상쇄(Ricardian offset)가 없다면 재정수
지가 감소할 때 국가저축이 감소하여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Abbas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재정수지가 경상수지에 양(陽)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론적으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내수를 진작시켜 국내이
자율을 상대적으로 높여 자본유입이 증가하거나(금리 경로), 수요증가로 인한
수입증가(수요 경로)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에 의하면 현재 정부의 재정적자는 미래세대의 소득을
현재 세대의 소득으로 재분배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유도한다.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은 더 많은 경제주체가 유동성 제약을 경험하기 때문
에 이러한 관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순대외자산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는 이
유는 기간 간(intertemporal) 관점에서 경상수지가 무역수지와 순대외자산
(net foreign assets) 포지션에 대한 수익의 합계이기 때문이다. 순대외자산의
보유는 경상수지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즉 소득수지 개선을 의
미하므로 경상수지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무역수지가 낮더라도 대외건전
16) 본 절에서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간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쌍둥이 적자 가설만 언급했으나 이외
에도 쌍둥이 불일치(twin divergency) 이론 등을 포함해 다음의 네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쌍
둥이 불일치 이론은 재정수지 적자가 금리 상승을 견인해 결과적으로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대외 불균형이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경상수지 타기팅(targeting) 이론
이 있으며, 두 수지 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리카디언 동등성(Ricardian Equivalence) 이론도
있다. 두 수지 간 상호 의존적인, 양방향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Feldstein and Horioka(1980)의 이
론도 있다. 한편 실증분석의 경우 경제적·제도적 환경, 분석 기간, 모형 설정 및 추정 방법 등에 따라
두 수지 간 인과관계가 다양하게 나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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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증가 또는 유지 유인이 적다. 예를 들어
순대외부채의 규모가 큰 국가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줄이거나 흑자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지만 순대외자산의 규모가 큰 국가는 이러
한 경제적 유인이 적은 것이다.
Chinn and Prasad(2003)에서는 1인당 소득을 경제발전 단계의 측면에서
경상수지 결정요인으로 해석하였다. 국제수지에 대한 ‘경제발전 단계’ 가설은
국가들이 저개발 단계에서 중간 단계의 개발 단계로 이동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본을 수입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운영하지만, 선진국 단계에 도달하면 누적된
대외부채를 상환하고 저개발국에 자본을 수출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를 운영
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하고 노동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은 자본
의 순수입국이 되어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한다. 반대로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
부한 선진국은 자본을 수출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경험한다.
인구구조와 관련하여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 국내저축률이 상승하는
반면, 유·청년층의 비율이 낮아질수록 국내투자율은 하락해 외국으로의 자본
순유출 및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심화 또는 금융부문의 발전수준도 경상수지 결정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저축을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 역시 용이해져 차입제약이 완화되면 소비가 증가
하여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 있다.
Chinn and Ito(2007)에서는 경제성장률은 생산성에 대한 대리변수로도 본
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자산시장에서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이고 더 많
은 자본이 유입되어 경상수지가 감소한다. 높은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설명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경제성장률 자체만 놓고 보았
을 때 성장률이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는 미래 기대소득이 높기 때문에 항상소
득이 높아지므로 소비평활화를 위해 현재의 소비가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감소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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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무역개방도가 높아지면 외채상환능력이 양호해지는 신호로 받
아들여져 해외자본유치가 용이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가 (과도하게) 늘
어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등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경상
수지는 자본시장의 개방 정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국제수지 지표
가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에서 금융계정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작성되므로
경상수지를 국제 간 자본이동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IMF는 한 국가의 적정 경상수지 및 환율 수준을 추정하는 대외균형평가
(EBA: External Balance Assessment) 작업을 수행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위
구조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순환적
(cyclical) 요인으로 산출갭(output gap), 상품 교역조건, 원자재 가격변동 등
도 살펴보고 있다(표 2-2 참고). IMF는 2012년 EBA 체계 도입 후 2015년과
2018년, 두 번의 개선작업(refinements)을 하기도 했다.

표 2-2. IMF 대외균형평가체계의 경상수지 결정요인
대분류

소분류

거시경제 정책

§
§

재정 정책
외환시장개입 등 환율 정책

금융여건

§

민간신용

경기순환적 요인

§
§
§

산출갭
상품 교역조건
원자재 가격변동

구조적 요인

§
§
§
§
§
§

인구구조
경제 및 제도 발전 수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
순해외자산 포지션
안전자산 및 준비자산의 공급자로서 국가의 역할

자료: IMF(2019), World Economic Outlook,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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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첫 번째 개선의 주요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경상수지에 대한
비선형적 효과(non-linear effect)를 반영하고, 실질실효환율 수준 모형(real
effective exchange rate level model)을 적용한 것이다. 2018년에는 인구
구조, 제도적 수준(institutional quality), 거시경제 정책 등 구조적 요인의 대
외불균형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한편, 경상수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structural policy)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경상수지 통계의 측정
편향(measurement bias) 반영의 목적으로 보완적 도구(complementary
tools)를 개발했다.17) 이는 개별 국가 차원의 구조적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여
글로벌 차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
으로 사료된다.18)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대상으로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김윤철(1997),
조동철, 김준일, 김윤기(2001), 장동구(2002), 김준태, 김용환(2003), 윤상규,
안동준(2008), 이준희(2019), 신동준, 박의환(2020) 등이 있다(표 2-3 참고).
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경상수지는 국내수요와 해외수요, 교역
조건, 환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각 요인의 경상수지 변화에 대한 영향력
은 분석 기간, 분석 모형 구조, 분석 방법 등에 따라 다르며, 시간의 흐름에 따
라서 그 영향력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나의 요인이 경상수지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즉 각 요인이 경상수지 개선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국가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IMF는 앞서 언급한 대외균형평가체
계의 분석 방법을 무역수지에 적용해 각 요인의 무역수지 변화에 대한 기여 정
도와 그 방향성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였다.19) 2019년 4월 IMF 세

17) Luis Cubeddu et al.(2019), “The External Balance Assessment Methodology: 2018 Update,”
IMF WP/19/65, pp. 4-5.
18) Luis Cubeddu et al.(2019), p. 5.
19) 경상수지는 총무역수지(aggregate trade balance)와 소득수지(net foreign incomes and transfers)
의 합이므로 EBA 모형의 분석 방법을 무역수지 결정요인 분석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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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우리나라 경상수지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
김윤철(1997)

주요 연구결과
§

분석 기간: 1982~97년

§

경상수지가 환율보다 국내경기, 교역조건, 해외경기 등의 변화
에 더 강하게 반응했음.

§
조동철, 김준일, 김윤기(2001)

§

분석 기간: 1970~2000년
교역조건이 개선될 경우 경상수지가 초기에는 흑자이나 궁극적
으로는 적자로 반전

§
장동구(2002)

§

분석 기간: 1963~2001년
경상수지는 인구부양비율과 대미(對美) 상대소득과는 음(-)의 상
관관계를, 재정수지 및 교역조건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

§

분석 기간: 1990~2002년

§

외환위기 이후 환율, 교역조건 등의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국내 및 해외경기의 영향력은 확대되

김준태, 김용환(2003)

었음.
§

IT 수출입 비중증가 등 교역구조 변화와 외환자유화 등 제도적
요인도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침.

§
§

분석 기간: 1991~2008년
국내수요 위축(실질GDP 하락), 해외수요 확대(세계수입물량 증
가), 교역조건 개선, 원/달러 환율 상승, 대중(對中) 및 대일(對
日) 무역 비중상승, 고품질경쟁력제품의 수출 비중확대, 서비스

윤상규, 안동준(2008)

교역 비중축소 시 경상수지가 개선되었음.
§

각 요인에 대한 경상수지의 탄력성을 시간 경과에 따라 살펴본
결과 원/달러 환율 및 서비스교역 비중에 대한 탄력성은 계속
낮아지는 반면, 해외수요, 교역조건, 대중(對中) 및 대일(對日)
무역비중에 대한 탄력성은 크게 높아짐.

이준희(2019)

§

분석 기간: 2000~18년

§

국내소비 침체 및 투자감소의 경상수지 흑자 효과가 크고, 최근
들어 소비 침체의 영향이 증가함.

§

분석 기간: 1998~2016년

§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기, 해외경기, 교역조건 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고, 원화가치 절하는 금융위기

신동준, 박의환(2020)

전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상수지 개선 효과를 가져왔음.
§

고품질경쟁력제품 수출증가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남.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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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순환적 요인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무
역수지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펀더멘털적 요인 중 경제발전 수준
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경우 환율 개
입은 무역수지 변화에 다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나.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앞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Chinn and Prasad(2003) 등을 포함한 주요
연구들은 일국의 정책, 거시경제 및 금융구조 등과 경상수지 간 밀접한 연관성
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 간 구조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경상수지 추정치는 실제 경상
수지와 큰 차이(gap)를 보여왔다. Gruber and Kamin(2005)은 1982년부터
2003년 동안의 61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당시에 관찰되었던(현재까지 이어지
고 있는) 경상수지 불균형의 세계적인 패턴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Gruber
and Kamin(2005)은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흑자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의 대규모 적자와 아시아 흑자를 설명
하지 못하였다. 이는 비단 Gruber and Kamin(2005)의 연구뿐만이 아니며,
기존 이론만으로는 경상수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
다. 지금까지 경상수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이 미국, 유럽 등 기축통화를 보
유하는 국가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사실도 생각해보
아야 한다. 이는 국제통화제도에서 파생된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이 경상수지 결
정요인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지 못했던 이유이며, 이에 따라 기존 연구
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가들의 경상수지를 과대평

20) IMF(2019), World Economic Outlook,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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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미국, 영국 등 국제금융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들의 경상
수지를 과소평가했을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적인 실증연구인 Chinn and
Prasad(2003)에서 다루는 경상수지 결정요인에 더해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상수지가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통화시스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과 밀접하다는 가설을 세웠
다. 즉 경상수지 결정요인에 국가 간 구조적 측면의 하나로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측면을 포함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 국
제통화제도하에서 비결제통화국은 결제통화국에 비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는 데 제약을 경험해왔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 중 국제통화제도 개편에 대
한 이슈가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직관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서의 상대적 위치가 경상수지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금융부문의 접근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채널을 다음과 같이 살펴봄으
로써 위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다. 첫째,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국가에서 예비적
저축의 역할을 한다. 노진영, 채민석(2011)은 ‘자유시장 메커니즘’ 중심의 국제
통화시스템에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신흥시장국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으로 작용해왔으며, 신흥시장국들은 외환위기의 역사적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불규칙한 자본유출입에 대비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대비는 일
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한 ‘외환보유액’ 확충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통화로 직접자금조달이 어려운 국가는 경상수지 흑
자를 확대할 유인을 지니지만, 반대의 국가는 언제든 해외자금조달이 가능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예비적인 외화자금을 축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축
통화국이 아닐 경우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은 적자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그림 2-3 참고). 이는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
가들의 사례를 통해 이론적·실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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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아시아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상수지
(단위: GDP 대비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0. 12. 16).

더욱이 위험확대 기간에는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대외부채에 상환의 부
담이 가중된다. 그러나 [그림 2-4] 및 [그림 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금이
필요할 때 항상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한국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오히려 달러자금조달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림 2-4.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민간기업의
해외채권발행액

그림 2-5.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한국계
금융기관의 해외공모 채권발행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건)

(단위: 억 달러)

주: 달러 표시 채권 기준.
자료: 「은행들 해외자금 조달 ‘올스톱’」(2007. 11. 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
015&aid=0001014046(검색일: 2020. 8. 11).

주: 순발행액(총발행액-상한액) 기준.
자료: 「대기업 CFO “신규투자 당분간 보류”」(2008. 9. 17),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
008/09/568720/(검색일: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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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흐름은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가 외환위기를 경
험한다는 원죄론(original sin)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주변 통화를 사용하
는 나라는 미국 달러화로 대표되는 대외결제용 통화를 충분히 보유해야 하고,
자금이 이탈하여 달러화가 부족해지면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요구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아랑, 박상은(2019)
은 경상수지가 대외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경상수지는 신흥국
취약성 지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경우 선진국
보다는 신흥국에서 환율변동성이 완화되었다.
둘째, 결제통화를 보유한 국가는 위험공유(international risk sharing)의
대가로 더 높은 금융소득을 얻음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할 수 있다.21)
Maggiori(2017)는 안전자산 위주의 대외자산과 수익률이 높은 대외부채의 구
성이 금융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일종의 보험계약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금
융접근성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더 높은 금융소득으
로 소비를 증대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한다.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
한된 국가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며 두 국가 그룹은 국제통화제도하에서 위험
을 대상으로 일종의 (보험) 계약을 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금융체계에서는 국
제금융시장에서 상대적인 열위에 있는 국가는 경상수지를 축적하여 대외자산
을 축적하려는 동기를 지닌다. 반대로 금융이 발전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위험
회피도가 낮고 세계에 보험을 제공하며,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위험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포
함되었던 외환 혹은 금융위기 더미변수를 포함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국제금
융시장이 경색되면 비기축통화국은 해외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위
21) Maggiori(2017)의 연구결과 소개와 더불어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KDI 최우진 박사께 감사의 말씀
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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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 해외 차입이 어려워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경험한 국가는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예비적’ 저축을 확보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위기가 경상수지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위기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사후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Kamin(2005)은 비(非)중국 개발도상국
(non-China developing economies)의 2000년대 초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일단 소멸되면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Kamin
(2005)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위기로 인해 내수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며,
금융위기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에는 그 영향이 약해진다는 견해를
보였다. Lee et al.(2008)에서도 경제위기와 은행위기 지표 더미변수를 포함하
여 경상수지를 분석하였다. 경제 위기 동안 거시경제 위축, 국제금융의 이용가
능성 감소, 또는 순대외부채 감소를 위한 시도로 경상수지 조정이 발생할 수 있
다. 분석 결과 은행위기와 아시아위기 더미변수는 각각 1%, 4~6% 더 높은 국
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로 이어졌다. 이처럼 위기 더미변수를 포함하는
것은 사후적이면서도 일시적인 효과를 가정한다. 그러나 경상수지가 일종의 보
험 역할을 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낙인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면, 경제주체
는 위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위기를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를 유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전적이며 구조적인 영향을 포착하고자 국제금
융 접근성을 포함하였다. 또한 Gruber and Kamin(2005)은 금융위기변수를 포
함하였지만 Caprio and Klingebiel(2003)이 개발한 은행 위기 목록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간접금융 중심에서 직접금융으로 이동하여 은행위기
목록은 더 이상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좋은 대리변수(proxy)가 아닐
수 있으며, 은행위기는 대내적인 여건을 반영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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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의 측정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포착
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을 측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
는 세 가지 변수로 국제금융시장으로의 접근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해외
채권발행액을 이용하였다. 이 변수는 일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자금을
동원할 여력이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다. BIS22)는 해외채권을 차입자가 거주
하는 국가의 현지 시장(local market) 밖에서 발행된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행(2014)에 따르면 해외채권 발행 통화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화이며,
유로화,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으로도 발행되고 있다23).
[표 2-4]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발생하기 전후 주요국의 해외채권발행
잔액의 변화와 성장률의 변화를 도시하고 있다. 2008년 2/4분기부터 4/4분기
사이 한국의 성장률은 2.5% 감소하였으나 2.7% 감소한 미국보다 큰 폭으로 해
외채권발행잔액이 감소하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달러 자금에 대한 수요가 공급

표 2-4. 금융위기 기간 주요국 해외채권발행 잔액
(단위: 십억 달러, %)

국가

2008.Q2

2008.Q4

해외채권 증감률1)

성장률 증감률1)

미국 대비 비율2)

미국

2,659.9

2,461.1

-7.5

-2.7

100.0

영국

3,546.8

3,423.8

-3.5

-3.6

139.1

일본

174.7

181.4

3.8

-3.6

7.4

중국

19.5

20.0

2.5

-

0.8

한국

112.2

102.3

-8.8

-2.5

4.2

주: 1) 2008년 2/4분기 대비 2008년 4/4분기의 증감률.
2) 2008.Q4 기준.
자료: BIS, Debt securities statistics, https://www.bis.org/statistics/full_data_sets.htm(검색일: 2020. 8. 12).

22) BIS. About debt securities statistics. https://www.bis.org/statistics/about_securities_stat
s.htm(검색일: 2020. 8. 12).
23) 한국은행(2014),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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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채권발행액의 감소는 대내적인 자금수요의 감
소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한국 등 신흥국 혹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국가는 외화자금의 수요를 시장에서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외화자금을 축적할 유인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기축통화 보유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 변수
는 자금조달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반영한다.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는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금융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조달에서 우
위를 차지한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닌 국가는 낮은 비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으므로 경상수지를 증가시킬 유인이 감소할 것이
다. 또한 결제통화를 보유한 국가는 위험 공유에 대한 대가로 높은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소비가 증가하며 경상수지가 감소한다. 경상수지 기축통화 보유여부
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자국 통화 비율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발전 정도로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였다. 금융시장이
발전한 국가는 국내금융시장을 통해 위험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
장에서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며, 기축통화국에서와 유사하게 금융소
득 증가로 소비가 증가해 경상수지가 감소한다. 금융시장 발전 정도는 민간 신
용 자료를 이용하였다.

라. 실증분석 방법론 및 이용자료
1) 실증분석 방법론
중기 혹은 구조적 경상수지의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는 두 가지 접근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논의된 Chinn and Prasad(2003)를 기반
으로 하는 후속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중기의 경상수지를 적정 혹은 구
조적인 경상수지라고 간주하고 3~5년의 기간을 평균한 자료를 이용하여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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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경상수지의 결정요인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반면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External Balance Assessment Approach(이하 EBA)
는 이와 다른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IMF는 2012년부터 각국의 경상수지 벤치
마크 및 불균형 수준을 추정하고, 이를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xternal Sector
Report)』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IMF의 방법은 실증적 요소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 정책변수의 바람직한 수준을 고려한 방법으로 규범적(normative) 성격을
지닌다. EBA 접근법의 목적은 정책의 영향과 잠재적인 정책 왜곡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평가(normative evaluation)를 알리는 것이다. EBA는 경상수지와
환율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고자 하는 분석과 달리, 국가의 근본적인 특성 및 관
련 정책의 바람직한 설정과 일치하는 수준을 식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비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hinn and Prasad(2003)류의 방법에
금융시장 접근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하여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구조적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추정 방법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다. 경상수지를 분석하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합 회귀 및 패널 모형을 추정하고
있다. Debelle and Faruqee(1996) 및 Chinn and Prasad(2003) 이후의
구조모형보다는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이 경상수지 결정요인 분석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Ca’Zorzi, Chudik, and Dieppe(2009, 2012)
가 경상수지를 추정하는 데 베이지안 모형평균법(BMA: Bayesian Model
Averaging)을 적용하였다. Ca’Zorzi, Chudik, and Dieppe(2009, 2012)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표본의 선택(기간 및 국가), 고려하는 설명변수, 분석 방법
등에 따라 경상수지 결정요인의 부호 및 유의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하며, 베이지안 모형평균법으로 단일모형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선행연구인 Chinn and Prasad(2003)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Chinn and Prasad(2003)의 모형 및 변수와 가능한 유사하게
설정하고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을 추가하는 경우와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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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GDP대비 경상수지를 [표 2-5]에 제시된 결정요인과 시간고정 효과를 포
함하여 패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8개 국가24)를 대상으로 1986년부터 2016년까지 경상수지의
결정요인을 식별하였으며, 이때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상수지의 구조적 수준을 추정하여 실제 경상수지와의 격
차를 파악하고 평가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상수지의 중기 결정요인을
식별하는 이론적, 실증적 토대를 마련한 Chinn and Prasad(2003)의 연구로
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Chinn and Prasad(2003)는 1971년부터 1995년까
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industrial and developing countries)을 대상으
로 GDP 대비 경상수지를 설명하기 위한 통합회귀모형 및 패널회귀모형을 추
정하였다. 이들은 중기 경상수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순해외자산, 재정수지, 경
제발전 단계(1인당 상대소득), 인구통계(유년부양비 및 노인부양비), 금융심
화, 교역조건, 경제성장률, 개방도, 자본통제 등 다양한 잠재적 결정요인을 설
명변수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도 Chinn and Prasad(2003)와 유사한 접근 방
식으로 경상수지를 설명하지만 국제통화제도로부터 유도되는 구조적인 특성
을 고려하여 경상수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력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중기 경상수지 결정요인 식별 모형

               

[식 2-1]

여기서    는 GDP 대비 경상수지,    는 경상수지 중기 결정요인으로
Chinn and Prasad(2003) 등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재정수지, 순대외자산,
상대소득, 인구통계변수, 경제성장률, 경제 개방도, 원유순수출 등의 변수와 앞
24) 과테말라, 그리스,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
시코, 모로코, 미국, 벨기에, 브라질,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
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튀니지,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헝
가리,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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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안한 국제금융 접근성에 대한 세 가지 대리변수를 포함한다.  은 국가 고
정효과  시간고정 효과를 나타낸다. 모형에 이용된 변수는 [표 2-5]에 상술하
였다.
다음으로 경상수지의 결정요인에 대한 예비적(preliminary) 가설을 평가하
고 추정 결과로부터 얻어진 한국 경상수지 적합값(fitted value) 
 과 실제
(actual) 경상수지    를 비교하여 경상수지 수준의 적정성 정도를 평가하
였다.

경상수지 갭 추정 모형

       
  

[식 2-2]

2) 이용자료
기본 모형을 위한 표본은 1986년부터 2016년까지의 48개국을 포함한다.
Chinn and Prasad(2003)가 지적하였듯이 개발도상국 자료의 잠재적 문제점
은 연간 데이터에서 중대한 측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연간
데이터에는 변수의 단기적 변동이 포함되어 경상수지의 중기 변동을 파악하는
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선행연구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5년 비중첩 평균 패널을 구성하고 패널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
였다.
기간 간 관점에서 보면 경상수지가 무역수지와 순대외자산의 저량(stock)
에 대한 수익이라는 점에서 순대외재산의 초기값이 경상수지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순대외자산은 3년 평균값이 아닌 3년 초기값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
로 경제발전 단계의 정도를 보여주는 1인당 소득은 절대적인 소득이 아닌 각
시점에서의 상대적인 소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대비 상대소득으로 표현하
였다. Chinn and Prasad(2003)가 지적하였듯이 경상수지 결정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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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국가 간 저축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중요해야 한다. 실증분석 작업에서 이러한 차이를 포착하기 위해 유
년 및 노인 부양비율을 구성하고 모든 국가에 대한 표본 가중평균에 대한 비율
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채권발행액은 경기 및 달러 유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GDP 대비 비율을 이용하였다. 변수의 정의는 [표 2-5]에 제
시하였다.

표 2-5. 경상수지 결정요인별 정보
이론적

결정요인

부호

설명

변환

출처
IMF WEO

재정수지

+

정부 수입 – 정부 지출

GDP 대비 비율

순대외자산

+/-

순대외자산

GDP 대비 비율

IMF EBA

1인당 상대소득

+

1인당 GDP

미국대비 비율

WDI

성장률

-

실질 GDP 성장률

-

WDI

-

15세 이하 인구 비중

모든 국가의

WDI

유년부양비

표본가중 평균에

인구

노년부양비

통계

+/-

기대수명

(2020. 10)

WDI

65세 이상 인구 비중

대한 비율

출생 시 평균 생존년수

-

WDI

무역

+/-

무역액(수출+수입)

GDP 대비 비율

WDI

자본

-

Chinn and Ito 지수

-

Chinn and Ito

+

원유수출액 – 원유수입액

GDP 대비 비율

IMF EBA

민간 신용

GDP 대비 비율

WDI

해외채권 신규 발행액

GDP 대비 비율

개방도
원유순수출
금융시장 발전
국제금융

해외채권

접근성
기축통화 지위

-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자국통화비율

-

BIS Statistics
Explorer
IMF EBA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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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증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 실증분석 결과
[표 2-6]에는 [표 2-5]의 설명변수와 시간고정 효과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모
형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변수 중 금융시장 발
전정도는 Chinn and Prasad(2003), Chinn and Ito(2007), Gruber and
Kamin(2005) 등 기존 연구에서 이미 고려되었던 변수이다. 따라서 기존 분석
결과와 새로이 추가된 변수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기 위하여 금융시장 발전정도
는 기본 모형을 포함하여 모든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2열은 Chinn
and Prasad(2003)와 유사하게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설정된 모형의 추정
결과이며, 3열~5열(접근성)은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에 대한 변수로 해외채권발
행 비율과 기축통화 지위변수를 포함한 추정 결과이다. 시간고정 효과 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본문에 보고(報告)하지는 않았다.
먼저 핵심변수인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모든 변수들이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으나,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변수들 중 금융시
장 발전 및 해외채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기축통화 지위변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금융시장이 발전될수록 경상수지는 감소하였는데, 구체적
으로 GDP 대비 민간신용이 1%p 증가하면 경상수지가 약 0.04~0.05%p 하락
하였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을 통해 위험 회피가 가능한 국가는 경상수지 흑자
를 운영할 필요가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해외채권발행액의 증가는 (2)와 (4) 모
두에서 경상수지와 음의 관계를 보였다.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어 GDP 대비
해외채권발행액이 증가하면 예비적 동기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야 할 필요
성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축통화 지위는 (3), (4)
에서 모두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이 높을수록 경상수지를 적자로 운영할 수 있다. 즉 국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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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추정 결과
접근성
결정요인

(1) 기본

재정수지
순대외자산
1인당 상대소득
성장률
유년부양비
유년부양비2
노년부양비
노년부양비2
기대수명
무역개방도
자본개방도
원유순수출
금융시장 발전
국제금융
접근성

해외채권
기축통화 지위

(4) 해외채권ㆍ

(2) 해외채권

(3) 기축통화 지위

0.312***

0.281***

0.298***

0.273***

(0.000)

(0.000)

(0.000)

(0.000)

0.003

0.010

0.002

0.009

(0.688)

(0.212)

(0.781)

(0.261)

기축통화 지위

-0.070

-0.027

-0.067

-0.026

(0.096)

(0.544)

(0.110)

(0.550)

-0.254**

-0.272**

-0.252**

-0.270**

(0.010)

(0.005)

(0.010)

(0.005)

0.141*

0.141*

0.135*

0.137*

(0.039)

(0.035)

(0.048)

(0.041)

-0.000

-0.000

-0.000

-0.000

(0.120)

(0.092)

(0.141)

(0.105)

0.384***

0.322**

0.366***

0.312**

(0.000)

(0.001)

(0.000)

(0.002)

-0.002***

-0.001***

-0.001***

-0.001***

(0.000)

(0.001)

(0.000)

(0.001)

0.176

0.165

0.177

0.166

(0.245)

(0.272)

(0.243)

(0.269)

0.081***

0.072***

0.078***

0.071***

(0.000)

(0.000)

(0.000)

(0.000)

-0.351

-0.298

-0.342

-0.293

(0.156)

(0.223)

(0.167)

(0.230)

0.464**

0.489***

0.457**

0.483**

(0.002)

(0.001)

(0.002)

(0.001)

-0.049***

-0.042***

-0.046***

-0.041***

(0.000)

(0.000)

(0.000)
-

-0.136**
(0.004)

-

(0.000)
-0.131**
(0.006)

-0.136

-0.093

(0.255)

(0.432)

-

-

관측치 수

328

328

328

328

국가 수

48

48

48

48

주: 1) ( ) 안은 P-value.
2) *, **, ***는 각각 5%, 1%, 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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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시장에서 국가의 상대적인 위상에 따라 구조적 경상수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국제금융 접근성으로 고려한 세 가지 변수 중 금융시장 발전과 해외
채권변수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외환보유액 중 자국통화비율로 대표되는
기축통화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축통화 지위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전 세계 외환보유액 대부분이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소수의 통화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가들은 비율이 0%에 가까워 설명
변수의 변동이 적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기본 설명변수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Chinn and Prasad
(2003)의 결과에서와 같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간에 양의 관계를 보였다.
GDP 대비 재정수지 1%p 증가는 GDP 대비 경상수지의 약 0.3%p 증가와 관
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Chinn and Prasad(2003)에서는 약 0.4%p의 증가를
가져와 본 연구에서 재정수지의 영향이 더 크게 추정되었다. 경상수지와 NFA
(순외화자산) 간의 관계는 음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모든 모형에
서 약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다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경제발전 단계의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1인당 소득을 포함하였다.
Chinn and Prasad(2003)와 달리 1인당 상대소득의 부호는 음수로 추정되었
다.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경상수지가 하락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경제성장률 증가와 경상수지는 음의 관계를 보였
다. 경제성장률은 생산성에 대한 대리변수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미래소득에 대
한 기대로도 해석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자본 유입이 활발하여
경상수지가 감소하고, 미래소득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는 소비
평활화를 위해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구통계변수들은 유년부
양비와 노년부양비가 경상수지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었다. 유년부양비가 높아
질 때 경상수지는 증가하였지만 노년부양비가 높아질 때는 경상수지가 감소하
였다. 기대수명은 경상수지에 유의한 결정요인이 아니었다. 무역개방도와 경
상수지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보였다. 무역개방도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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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선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될 수 있다. 자본시장
개방도는 개방 정도가 높을수록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왔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본개방도로 Chinn and Ito(2007)의 지수를 이용
하였는데 시간에 따른 지수의 변화가 크지 않아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유순수출은 선험적 기대와 동일하게 경상수지를 큰 폭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이었다. GDP 대비 원유순수출이 1%p 증가하면 경상수지가
0.46~0.49%p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추정 결과로부터 경상수지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그림 2-6]은 모형으로부터 산출된 중기 경상수지를 비
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본모형은 한국
과 신흥국의 중기 경상수지를 과소 측정하고 2000년대 이후 선진국의 균형 경
상수지를 과대 측정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먼저 기본모형은 한국의 경상수지
갭을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p~2.1%p25) 과대 추정하였다. 반대로
선진국은 2000년대 이후 국제금융 시장 접근성을 고려하면 경상수지 갭이 더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대표적인 국제금융 중심지이며
국제금융 접근성이 뛰어난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에서는 높은 국제금융 시장
접근성이 중기 경상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
서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을 고려하면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미국과 영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흥국은 국제금융 시
장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을 고려하면 더 높은 중기
경상수지 수준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
고 있어 국제금융 시장 접근성을 고려하면 경상수지 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
인다.

25) (1) 및 (4) 모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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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한국의 중기 경상수지
(단위: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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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기준에 따라 분류
2) ‘기본모형’과 ‘국제금융접근성 고려’는 각각 표 2-6의 (1) 및 (4)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함.
자료: 저자 계산.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접근성
을 추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금융시장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금융시장 발전, 해외채권발행액, 기축통화 지위를 고려하였다. 이를 위
해 경상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연구방법인 Chinn and Pra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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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에 동 변수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 경
상수지 흑자 유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시장 발전과 해외채
권발행액이 증가하면 중기 경상수지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
한다. 첫째,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구조적 경상수지 추정
치는 한국과 같은 신흥국의 구조적 경상수지를 과소 측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러한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를 과대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및 영국
은 한국과 정확히 반대의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미국과 영국의 구조적
경상수지가 과대 추정되어 두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가 과대 평가된 것이다. 실
제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와 미국의 거대한 경상
수지 적자를 설명하지 못하여 퍼즐로 남아 있다.
둘째, 현 국제통화제도하에서 글로벌 불균형은 각국이 직면한 여건에서 비
롯된 경제적 유인의 결과라는 점에서 구조적이며, 개별국의 노력만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한다. 해외로부터 차입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들은 끊임없이 경상수지 흑자로 자신의 지급능력을 증명하
고 인정받아야하는 구조적인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신흥국 경상수지의 흑자
가 축소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축적을 야기하는 경제적 유인(예비적 저축과
위험공유 메커니즘)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측면(국제금융시장 접근 가
능성)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권고되었던 ‘개별
국의 통상 및 환율 정책’은 거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미시적인 접근이라
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던 글로벌 불균형이
10여 년이 지나서도 지속되는 이유도 글로벌 불균형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셋째, IMF, PIIE 등의 분석결과가 통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모
형의 개편 작업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ASEAN 등 신흥국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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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
국을 지정할 때 IMF의 EBA 모형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다행히 IMF
는 개별 국가의 구조적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 EBA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모형 개편 작업에서 그동안 고려되지 못한 구조적
측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같
이 하는 국가들과 제한된 국제금융 접근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구조적인 경상수
지 흑자 문제가 다음 개편 작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상수지의 결정요인의 하나로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IMF의 한국 부문 평가를 살펴보면 경상수지 갭이 2014~16년에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017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경상수지 갭이
0.0%로 축소되었다. 경상수지 갭의 추세 반전은 실증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2014년 한국이 순대외채권국으로 전환되며 대외 저축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
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2-7. IMF 대외부문 평가에 의한 한국의 경상수지 갭 추이
(단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CA gap

2.5

1.9

3.8

3.0

3.6

1.6

1.4

0.0

자료: 이아랑(2020), 경상수지와 대외안정성(KIEP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최근 IMF의 대외 부문평가를 고려할 때 시계열 자료가 더욱 축적되면 2014
년을 기준으로 표본을 나누어 경상수지 결정요인을 추정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에는
채권뿐만 아니라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상품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구조변화와 다양한 해외자금 조달 방법을 고려한 경상수지
추정은 추후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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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상수지 및 환율 평가 관련 보고서
가. 경상수지 흑자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논의
경상수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교역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라는 점에
서 대외안정성 지표로 사용된다. Frankel and Saravelos(2012)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경제위기 예측력이 높은 5대 지표에 경상수지가 포함되며 글
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예측력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26) 즉 경상수지 적
자는 곧 대외지급능력 악화로 볼 수 있으며, 신용버블(credit bubble) 발생, 급
격한 자본 유출(sudden stop)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
다.27) 반면, 경상수지 흑자 자체가 거시경제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는 견해는
거의 없다. 이는 주로 다음의 두 견해로 뒷받침될 수 있다. 경상수지 불균형은
경제주체가 소비와 투자를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경상수지보다 자본
대차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경상수지 불균형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de Mello, Padoan, and Rousová(2011)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경제성장률을 단기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추세성장률도 높여 성장잠재력이 확
충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경상수지
흑자 자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생산 증가로 인한 경제 펀더멘털 강화, 순

26) 동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발생한 총 83건의 연구 중 20건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의 위기 예측력을 보인 외환보유액, 실질환율, 신용증가율, 경제성장률, 경상수지를 5대 지표로 선
정하였다.
27) Borio and Disyatat(2015)에서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유지하더라도 해당국의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
의 질적 구조가 안정적일 경우 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Forbes, Hjortsoe,
and Nenova(2017)는 국제투자수입, 국제투자 평가손(valuation changes on international investments) 등 경상수지 관련 금융요인(financial factors)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리스크를 증폭 또는
완화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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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금융자산 증가 및 대외채무 상환 능력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경
상수지 흑자로 인한 외환공급 증가는 두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나는
원화 절상(환율 하락)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 향상 및 환차익 기대감 조성으
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자본 유입이 증가하는 것이고,28) 다른 하나는 외환 유입
이 채권수익률 하락(채권 가격 상승) 또는 수입물가 하락을 유도해 물가를 안정
시키는 효과이다.
그러나 가계와 기업이 합리적 주체라 하더라도 경제위기로 정부의 시장 개
입이 불가피하게 되면 이를 예상한 경제주체가 사회적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 정
부의 자본통제, 취약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한 과도한 민간저축 등의 요인에 의
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시경제 상황 및 구조, 금융 및 경제 정
책, 경상수지 흑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bstfeld(2012)에 따르면 경상수지 불균형이 경제에 내재된 다양한 문제들
의 증상(symptom)이라는 점에서 경상수지를 중요한 지표로 간주한다. 즉 경
상수지 적자 누적은 국내 신용 증가 및 금융위기와 체계적인 연관성(systemic
relationship)이 있고, 흑자 누적은 금융 및 경제의 왜곡(financial and
economic distortions)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장기간 지속될 때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속적인 경상수지의 흑자는 국내투자 등 내수 부진을 반영한
증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
다.29) 둘째, 환율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 둔화 및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경기 부
28) 윤덕룡, 오승환, 김소영(2010, p. 59)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발생 2개월 이후 경상수지와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유입 간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분석 기간: 1980. 2~2010. 7). 이아랑,
박상은(2019, p. 19)에서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중 주식투자자금이 경상수지 개선 후 2~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분석 기간: 2000. 1~2019. 4).
29) 이는 경상수지와 국민소득의 항등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즉 생산이 일정할 경우 순수출의 증가는 곧
내수 위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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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수요 위축까지 초래할 가능성이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교역상대
국으로부터의 통상 압력을 유발할 수도 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대외포지션을 평가하는 주요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수준에 따라 환율조작(currency manipulation)의 의심을 받아 환율 절상
압박을 받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IMF와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경상수지 및 환율 평
가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개되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경상수지 및 환율 평가 보고서 현황
최근 3년간 미국 재무부, IMF, PIIE에서 발표한 경상수지 및 환율 평가 자료 목
록은 다음 [표 2-8]과 같다. 이 자료들은 기관 자체 분석법에 따라 균형환율 또는
적정 경상수지 수준을 산출해 공표하거나 환율조작 의심의 근거로 해당국의 대
외부문 주요지표 수준과 기관 자체 기준을 비교·분석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PIIE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기초균형환율(FEER: 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30) 기초균형환율이란
대내외 균형에 동시 도달했을 때의 환율을 의미하며, 여기서 대내적 균형은 완
전고용상태를, 대외적 균형은 대내적 균형을 달성한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또는
근본적인(underlying) 자본흐름과 경상수지 수준이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한
다. 그 당시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목표 수준보다 약 2.2%
과다하며, 이를 목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실효환율(REER: 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의 5.7% 절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
당시 대미(對美) 달러 명목환율이 1,134원이었으나,31) PIIE가 분석한 기초균
30)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월, 11월 발표했다.
31) 2017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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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환율은 1,014원이므로 11.8% 절상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절상률은 순
대외금융자산 규모가 세계 1위인 일본32)과 비슷한 수준이며, 금융허브국인 싱
가포르, 제조업 수출국인 대만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다.33)
2020년 경상수지 및 환율 평가 자료로는 이른바 ‘환율보고서’로 알려진 미
국 재무부의 「미국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 정책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와 PIIE의
2019년 환율 조작 현황분석자료,34) IMF의 「대외부문보고서(External Sector Report)」가 있다. 본 절에서는 2020년 자료의 발간 월 순서대로 각 자료에
대한 개황과 주요 내용, 특히 우리나라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8. 경상수지 및 환율 평가 관련 해외 자료별 최신 현황
발행기관

보고서명(발행일)
§

Estimates of 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s

§

Currency Manipulation Update for 2015-17(2018. 4)

§

Currency Manipulation Continues to Decline(2019. 6)

§

Currency Manipulation Remained Low in 2019(2020. 7)

§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2017. 11)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미국 재무부

the United States(2018. 4, 2018. 10, 2019. 5, 2020. 1)
§

2018 External Sector Report: Tackling Global Imbalances

§

2019 External Sector Report: The Dynamics of External

amid Rising Trade Tensions(2018. 7)
국제통화기금

Adjustment(2019. 7)
§

2020 External Sector Report: Global Imbalances and the
COVID-19 Crisis(2020. 8)

자료: 저자 정리.

32) 2018년 기준 통계 수치를 공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28년 연속 1위.
33) William R. Cline(2017), p. 12, Table2를 저자 해석.
34) Christopher G. Collins and Joseph E. Gagnon(2020), “Currency manipulation remained
low in 2019”(검색일: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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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35)

동 보고서는 재무부가 1988년 10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높은 국가들의 환
율 조작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1989년 4
월부터 정식 보고서로 발간되고 있다.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36)과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37)에 의거해 대미(對美) 교역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 대해 대외부문 평가대상 지표가 자체 기준을 넘을 경우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또는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currency manipulator)으
로 분류한다.
「종합무역법(1988)」은 「교역촉진법(2005)」에 비해 지정 요건이 덜 구체적
인 편이나 「종합무역법(1988)」상 요건은 통화 현황(currency developments),
외환보유액 규모(foreign exchange reserve coverage), 통화 정책, 인플레
이션 현황, 자본통제(capital controls)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요소까지 포
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38) 두 법률의 상이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아도,
35)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
macroeconomic-and-foreign-exchange-policies-of-major-trading-partners-of-the-un
ited-states.
36)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06/authorizing
-statute.pdf(검색일: 2020. 8. 24).
37) Congress Gov. https://www.congress.gov/114/plaws/publ125/PLAW-114publ125.pdf(검색
일: 2020. 8. 24).
38) 동 내용은 먼저 2017년 4월 보고서의 각주 6에서(p. 23) 다음의 문장으로 명시하였다. “Because the
standards and criteria in the 1988 Act and 2015 Act are distinct, it is possible that an
economy could be found to meet the standards identified in one of the Acts without being
found to have met the standards identified in the other. In particular, a finding that an
economy met the standards in the 1988 Act of manipulating its currency would require
Treasury to examine a wider array of additional facts such as foreign exchange reserve
coverage, monetary policy, or inflation developments.” 이후 2018년 10월 보고서(p. 2)에서
는 본문에 다음의 문장으로 명시하였다. “This determination is subject to a broad range of factors, including not only trade and current account imbalances and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criteria under the second piece of legislation discussed below), but also
currency developments, exchange rate practices, foreign exchange reserve coverage,
capital controls, and monetary policy.”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acr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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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나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대미(對
美)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할 경우에는 다른 요건 충족의 여부와 관계없
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추후 평가
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두 번의 연속된 보고서에서 「교역촉진법(2005)」상
요건 세 개 중 한 개 이하를 충족할 때까지 관찰대상국군에 잔류한다. 한편 재
무부는 2019년 평가대상 확대와 지정 요건 강화를 결정했다. 기존 12개 주요
교역대상국이 아닌 대미 교역액 4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를 대상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과 외환시장 지속적 개입(Persistent, One-Sided Intervention in Foreign Exchange Market) 기간, 두 기준에 대해 기존의 3%, 8개
월 이상에서 2%, 6개월 이상으로 축소 강화했다. [표 2-9]는 두 법률이 규정하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과 지정 시 제재 내용, 지정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2-9. 미국 「종합무역법(1988)」 및 「교역촉진법(2015)」상 환율조작국 지정 내용
구분

「종합무역법(1988)」

「교역촉진법(2015)」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유의미한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2% 이상
대미 무역수지 흑자
§ GDP 대비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개입액
→ 재무부 장관이 환율조작 여부를
비중 및 지속기간: 2% 및 6개월 이상
판단
→ 세 요건 중 두 요건 충족 시 관찰대상국,
모두 충족 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제재 내용

§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금융지원 제한
재무부가 이들 국가의 환율조작을 시정
§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하기 위해 IMF 체제 내 또는 양자간
§ 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즉각적인 협상을 진행
§ 무역협정 체결 시 연계 반영

환율보고서상
지정 사례

한국, 대만, 중국

관찰대상국 지정 사례만 있음.

자료: 안성배 외(2019)를 바탕으로 저자 내용 보완.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2017. 4. 14,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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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보고서에서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2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한국, 일본, 중국, 독일,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일랜드, 베
트남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고 환율조작국은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약세 용인 시사 이후39)
「교역촉진법(2015)」상 요건을 하나만 충족했음에도40) 「종합무역법(1988)」에
의거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41) 4,000억 달러를 넘는
중국의 대규모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안화 환율이 크게 오
르자 환율조작국 지정을 강행한 것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환율보
고서에서 G20 회의에서 채택한 자국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 자제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중국이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unfair competitive advantage in international trade)
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0년 1월 보고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12개월 동안 대미(對美) 교역액
이 400억 달러 이상인 2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했다.42) 2019년 대비 변경 또
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인데,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한
것과 스위스가 관찰대상국에 신규 추가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을 지목했으나 5개월 만에 해제한 것은 1단계 미·중(美中) 무
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쟁적 통화 절하(competitive devaluation) 자제와 환율
39) 미국의 관세(3,000억 달러, 10%) 부과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절하를 허용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2019년 8월 5일 위안화의 대미(對美) 환율이 2015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1.44%)으로 상승하면서
7.04위안/달러 기록했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외환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고 환율을 균형 및
적정 수준에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안성배 외
(2019), ｢미국의 중국환율조작국 지정 전개와 영향｣.
40) 대미(對美)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에만 해당한다. 중국은 2017년 4월 보고서에서부터 대미(對美)
무역흑자 규모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계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왔다.
41) U.S. Department of Press Releases(2019), “the Treasury Designates China as a Currency
manipulator,”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751(검색일: 2020. 8. 24).
42) 평가 대상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스위스, 한국, 싱가포르(이상 지정 요건 2개 충족), 중
국, 아일랜드,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인도, 태국, 대만, 네덜란드(이상 지정 요건 1개 충족), 프랑스,
영국, 브라질, 벨기에(이상 지정 요건 해당 없음)였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0. 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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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팅 금지 등을 약속하고, 환율, 대외수지(external balances) 등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relevant information)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한 데에 따른다. 스
위스는 대미 무역흑자 218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10.7%에 이르
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2-7]과 [그림
2-8]은 각각 「교역촉진법(2015)」상 요건 중 2개, 1개를 충족한 국가를 그룹화
하여 요건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개를 충족한 국가 중 아일랜드와 베트남은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서 두 번의 연속된 보고서에서 요건 1개 이하 충
족이 필요한 원칙에 따라 관찰대상국에 잔류한 경우다. 한국의 경우 대미(對美)
무역흑자(203억 달러) 및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4.0%) 요건이 기준을
초과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43) 외환시장개입 정보 공개 및 공개주기

그림 2-7.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관찰대상국 현황: 지정 요건 2개 충족

그림 2-8.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관찰대상국 현황: 지정 요건 1개 충족

(단위: 좌=억 달러, 우=%)

(단위: 좌=억 달러, 우=%)

주: 1)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규모(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시장 순매수 개입은 GDP 대비 비중(%) 기준임.
2) 실선 및 둥근 점선은 각각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
및 경상수지 흑자·외환시장개입 비중의 임계치(threshold).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0. 1),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주: 1)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규모(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시장 순매수 개입은 GDP 대비 비중(%) 기준임.
2) 실선 및 둥근 점선은 각각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
및 경상수지 흑자·외환시장개입 비중의 임계치(threshold).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0. 1),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43) 2016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 및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 5월 보고서에서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요건만 충족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 1월 보고서에서 다시 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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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44) 등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
았다. 아울러,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경기 둔화
에 대응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 여력이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2020년 예
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2) PIIE 환율조작 주제자료
PIIE의 경우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 형식이라기보다 환율조작(currency manipulation)을 주요 키워드로 설정, 현안대응자료와 유사한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PIIE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공식 외화자산 순매수(net
acquisition of official foreign currency assets or net official flows) 비
중, 외화자산 규모 등의 지표를 환율조작 지정에 활용하며 환율조작 지정 요건
은 Bergsten and Gagnon(2017)에 따른다(표 2-10 참고). 세계은행에서 고
소득 및 중상위 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를 대상으로 금융허브가 있으며 자본유입
이 많은 국가(financial centers),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 국가(manufacturing
exporters), 원자재 수출국(resource exporters)으로 그룹핑(grouping)하고 있
다. 2020년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45) 2019년 글로벌 환율조작 규모는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에 가까우며,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한 싱가포르, 아이
슬란드, 스위스, 태국의 외화자산 순매수 규모는 830억 달러로, 2019년 6월
자료46) 발표 당시보다 230억 달러 축소된 것이다.
[그림 2-9]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년 이상 PIIE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모두를 충족한 20개국을 대상으로47) 공식 외화자산 순매수 규모를 나타
44) 2019년 3/4분기부터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단축하였다.
45) Christopher G. Collins and Joseph E. Gagnon(2020), “Currency manipulation remained
low in 2019,”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issues-watch/currency-m
anipulation-remained-low-2019(검색일: 2020. 8. 24).
46) 2019년 6월 싱가포르, 노르웨이, 마카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목. 동 국가는 3년 연속 지목되었다.
Christopher G. Collins and Joseph E. Gagnon(2019, 2020)(검색일: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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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환율조작 의심을 꾸준히 받아온 중국의 경우 2015년 이후 현저하게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 2016년, 2018년의 경우 오히려 위안화
절하에 대응한 외화자산 순매도가 나타났다. 총 규모가 1조 달러를 상회하기도
하며 전 세계적으로 환율조작이 자행되었던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에 비하면 총 규모 역시 감소세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2-10. PIIE 환율조작 지정 요건

그림 2-9. 공식 외화자산 순매수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지표

환율조작 기준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초과

공식 외화자산 순매수

외환보유액 및
기타 해외자산 규모

GDP 대비 2% 초과
석유수출액 65% 초과
3개월치 수입액 초과
민간 및 정부 부문 단기
외채 초과

주: 석유수출액은 생산비를 차감하여 계산.
자료: Christopher G. Collins and Joseph E. Gagnon
(2020), Currency manipulation remained low in
2019(검색일: 2020. 8. 24).

자료: Christopher G. Collins and Joseph E. Gagnon
(2020), Currency manipulation remained low in
2019(검색일: 2020. 8. 24).

[표 2-11]은 환율조작 지정 기준에 대한 2019년 국가별 현황을 정리한 것으
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년 이상 PIIE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모두를
충족한 국가를 대상으로 요약하였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환율조작
국에 아이슬란드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2019년 지목된 국가 중 싱가포르만 환
율조작국에 잔류했다. 한편 PIIE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의 환율조작국 지
정 요건에 대해, 주로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에 국한해 양자간 무역수지에 초
점을 맞추고 공식 외화자산 매수를 배제한 것을 근거로 여전히 허점(major
flaws)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7)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오만, 카타르, UAE, 불가리아, 덴마크 등 일부 국가는 데이터 부재, 표시 통화
및 환율제도 문제 등으로 불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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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PIIE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에 대한 국가별 현황
(단위: 십억 달러, %)

2017~19년

순공식외화자산

외화자산 순매수

2017~19년

조작국 지정 횟수

규모1)

규모1)

경상수지 비중2)

싱가포르

3

967 (267)

49 (20)

17

스위스

2

804 (112)

16 (4)

9

홍콩

1

441 (118)

6 (4)

5

마카오

1

91 (164)

0 (2)

34

대만

2

616 (105)

-36 (3)

13

태국

2

216 (41)

17 (3)

7

노르웨이

1

1,210 (290)

25 (6)

5

아이슬란드

1

1 (0)

4

구분
금융허브국

제조업 수출국

원자재 수출국
7 (28)

주: 1) 순공식외화자산(net official assets) 및 외화자산 순매수(net official flows) 규모는 2019년 기준이며, 괄호 안
수치는 각각 2019년 GDP 대비 비중, 2017~19년 평균 순매수의 GDP 대비 비중을 의미.
2) 2017~19년 경상수지 비중은 3개년 평균 경상수지의 GDP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Christopher G. Collins and Joseph E. Gagnon(20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20. 8. 24).

3) IMF 대외부문보고서
IMF는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제4조항 「환율 제도에 관한 의무(Article Ⅳ:
Obligations Regarding Exchange Arrangements)」와 회원국 정책에 관한
양자간 감시활동에 관한 결의(Decision on Bilateral Surveillance over
Members Policies, 2017) 등에 의거해 환율조작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다. 「대외부문보고서」는 주요 30여 개국의 대외부문, 즉 경상수지, 실질실효
환율(REER: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대외자산 및 부채(external
balance sheet), 자본이동 등의 현황 및 평가, 관련 정책, 당시 주요 현안48) 등

48)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20년 8월 보고서 부제는 “Global Imbalances and the COVID-19 Crisis”로
미·중(美中) 무역갈등이 자산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시대의 경제위기와 무역 및 경제활동
에 대한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sudden stop)의 동인(drivers) 등을 현안으로 다루었
다. IMF(2020. 8), External Secto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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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는 다자적 관점(multilateral approach)의 분석보고서로 볼 수 있다.
동 보고서의 실질실효환율 수준에 대한 평가는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기도 한다.
경상수지 수준에 대한 평가 시에는 IMF가 49개 선진국 및 신흥국 경제의 대
외부문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주요 분석 모형인 대외균형평가(EBA: External
Balance Assessment) 모형을 적용한다. 적용 결과로 경기조정(cyclically
adjusted) 경상수지와 경기조정 경상수지 기준(norm)을 도출할 수 있는데, 경
기조정 경상수지는 경상수지 변동요인 중 경기순환적, 일시적인 요소를 제거한
(stripped of cyclical and temporary factors) 중기적으로 우세한 경상수
지이며, 경기조정 경상수지 기준은 모든 펀더멘털 요인과 중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시사하는 경상수지이다. 두 경상수지의 차이가 경상수지 갭(CA gap)이
며, 정책 갭(policy gap)과 잔차(residual)로 구성된다. 거시경제적 또는 구조
적 정책 왜곡(policy distortions)을 의미하는 이 갭은 중기적 관점에서 제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다.49) 경상수지 갭 평가 결과는 대체로 실
질실효환율 수준에 대한 관점과 일치하지만 동 보고서에서 발표하는 실질실효
환율 갭(REER gap)50)이 미래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경상
수지 갭이 양수(또는 음수), 실질실효환율 갭이 음수(또는 양수)일 경우 한 국가
의 대외포지션이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과 바람직한 정책(desirable
policies)이 제시하는 수준에 비해 강하다(또는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51)
한편 동 보고서는 한 국가의 대외포지션을 평가함에 있어서 경상수지, 실질환
율뿐만 아니라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 balances), 국제투자포지션, 외

49) IMF(2020. 8), External Sector Report, p. 27, Box 1.1.
50) REER gap이 양수/음수이면 환율이 절상(overvalued exchange rate)/절하(undervalued exchange rate)된 것을 의미한다.
51) “The overall external position is judged to be stronger/weaker than warranted by
fundamentals and desired policies depending on how high/low the current account
balance is compared with the staff-assessed norm and how undervalued/overvalued the
REER is deemed to be.” IMF(2020. 8), External Sector Report, p. 27, Box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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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유액 적정성(reserve adequacy), 경쟁력 지표52) 등도 고려해야 함을 명
시하고 있다.
2020년 8월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 대외부문 지표의 현황과 평가, 향후 전망
을 살펴보면, 먼저 순대외자산의 경우 2019년 기준 GDP 대비 30.4%로 추정
했다.53) 총 대외자산의 약 45%는 주식과 채권에 분산되어 있으며 대외자산의
약 60%가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이어서 원화 평가절하 시 평가익이 발생하며
대외부채 역시 취약성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순대외자산의 증가는 대외부문의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와 금융기관
의 고수익 추구로 순대외자산은 중기적으로 GDP의 40~5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54)
2019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6%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년의
절반 수준이며 전년대비 약 1%p 축소된 것이다. 이는 주로 반도체 가격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저축ㆍ투자 측면에서 보면 GDP 대비 투자율 대비 가계부문
저축의 큰 폭 하락을 반영한 결과로 본다. EBA 모형에 의한 경기조정 경상수지
는 GDP 대비 3.3%로 경기조정 경상수지 기준과 동일해 2019년 경상수지 갭
의 중간값은 GDP 대비 0%라는 평가를 받았다.55) IMF는 2020년 무역상대국
의 수입수요 약화로 GDP 대비 3.4%까지 하락할 것이나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수요 회복, 반도체 가격 안정화 및 서비스수지 개선으로 4.3%까지는 확대될 것
으로 전망한다.56)
실질실효환율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절상을 지속한 결과, 2019
년에는 약 4.5% 절하되어 2015년 수준까지 하락했다. 원화는 반도체 가격 사

52)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 based REER) 등을 의미한다.
53) 2019년 기준 총대외자산은 GDP의 103.2%이며, 이 중 부채성 증권자산과 기타투자자산의 합은
GDP의 28.9%를 차지했다. 총대외부채는 GDP의 72.8% 수준으로 이 중 부채성 증권부채와 기타투
자부채는 GDP의 26.3%를 차지했다. IMF(2020. 8), External Sector Report, p. 78, Table 3.15.
54) Ibid.
55) Ibid.
5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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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 변동, 글로벌 투자성향 변화(shifts in global risk sentiment),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019년 자료를 이용해 한
국의 실질실효환율을 평가한 결과 EBA 실질실효환율 지수 모형(EBA REER
index model) 적용 시 0.6% 고평가, 실질실효환율 수준 모형(REER level
model) 적용 시 8%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IMF는 경상수지
갭이 무역수지 조정으로 해소되기 위해 요구되는 실질실효환율 갭57)을 -3%~
3%로 평가했다.58)

그림 2-10. 한국의 경상수지 실적치와
EBA 기준 및 갭
(단위: GDP 대비 %)

주: EBA CA Gap은 해당 범위의 중간값(midpoint).
자료: IMF(2020. 8), External Sector Report.

그림 2-11.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실적치와 갭

(단위: GDP 대비 %)

주: REER Gap은 해당 범위의 중간값(midpoint).
자료: IMF(2020. 8), External Sector Report.

국제수지의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s)에 기록되는 직접투자 및 포트폴
리오 투자를 통한 자본 유출은 2017년 이후 하향세를 지속하며 2019년 GDP
대비 5.8%를 기록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추구와 기관 투자자들의 지
속적인 수익률 추구를 반영한 결과로 2017년 대비 약 1%p 축소된 결과이다.
2019년 금융계정은 주로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자금 유출, 기타 투자 순
유입으로 구성되며,59) 2020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자금 순
57) 경상수지 갭을 무역탄력성(trade elasticity)으로 나눈 값이다. IMF는 무역탄력성에 0.36을 대입했다.
58) IMF(2020. 8), External Sector Report,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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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은 주로 해외 포트폴리오 채권자금 유입 증가와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자금 유출 감소에 따라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여 IMF는
현재의 자금흐름 구성(configuration of net and gross capital flows)은 중
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도 한국은 급격한 자본이동
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60)
한국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해 IMF는 2015년 초 이후 양방향의 개입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개입은 필요한 순간에만 제한적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61) 2019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IMF 적정외
환보유액 기준(composite reserve adequacy metric)의 약 110%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이하 연준)와의 미국 달러화
스와프라인62)과 더불어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
라 덧붙였다.63)
한국에 대한 총평을 요약하면 2019년 대외포지션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경제여건(fundamental)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기초경제여건보다 다소 강한(moderately strong) 것으로 평가했으나 2019년
에 나타난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
다. 이는 2018년 대비 경상수지 갭(CA gap) 축소로 이어졌고, 확장적 재정정
책을 반영한 정책 갭(policy gap) 축소도 나타났다. 정책 제언으로는 먼저 대
외포지션이 기초경제여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통화 및 재정정책 완화64)가 지
59) GDP 대비 비중: 해외직접투자 2.2%, 포트폴리오 투자 3.6%, 기타 투자 0.6%.
60) IMF(2020. 8), External Sector Report, p. 78.
61)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시장개입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 상당한 환율 절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67
억 달러(GDP 대비 0.4%)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2020. 8), p. 78.
62)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3월 19일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계약(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을 체결했다. 이는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2020년 4월 말 기준 약 200억 달러를 인출하여 외환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나
타났다. IMF(2020. 8), p. 78.
63) 2020년 1/4분기 코로나19 사태로 외환시장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이 76억 달러 감소하
기도 했다. IMF(2020. 8), p. 78.
64) 한국정부는 2017년부터 재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기획재정부(2018) 「재정 동향과 정책방향」),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

제2장 경상수지 결정요인과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환율에 대한 주요 기관 평가 • 65

속되어야 할 것이며 투자 확대 유도와 더불어 여타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업으로
의 균형 조정을 위한 구조적 정책(structural policy)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진입 및 투자 장벽 축소, 비제조업 부문의 규제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
화 등을 위한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개입
관련,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외환시장개입은 무질서
한 시장 상황 해결을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강조했다.65)

글상자 2-1. IMF 대외불균형 평가 과정

IMF는 2012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세계 28개 경제대국과 유로지역(세계 GDP의
85% 이상)에 대해 체계적이고 연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목표는 위험한 발전
을 조기에 식별하고 잠재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조언을 제공하는 것
이다. 이 평가의 결과는 각 회원국에 대한 연례 Article IV Consultation 보고서와 1년에 한 번
발행되는 External Sector Reports(ESR)에 수록된다.
이 작업은 본질적으로 다자간(multilateral) 활동이므로 국가의 양자간 수지(balances)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와의 거래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불균형을 유발하는 거시경제적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때 일부 불균형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과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대외 흑자(또
는 적자)가 적절하고 어느 정도가 과도한 정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경상수지의 동인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모든 국가에 올바른 해법을 도출할 수
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IMF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경제이론,
통계적 추정 및 국가별 지식(country-specific knowledge)의 균형(balance)을 잘 유지하는 세부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개념적으로 IMF의 대외평가는 경제의 경상수지 실적치(actual current account balance)와 경
상수지 표준(current account norm)을 비교하여 경상수지 갭을 산출한다. 평가는 총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 재정 총지출 증가율을 9.1%로 결정하는 등 재정의 확장적 운용을 지
속해 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기적 관점의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위해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
채무 비중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수 여건 관리, 지출구조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65) IMF(2020. 8), p. 78, 상단부 ‘Potential Policy Responses’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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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계속
[정량적 대외균형평가의 4단계]

[1단계] Projected current account External Balance Assessment(EBA)를 이용하여 특정한
특성(예를 들어 인구구조, 소득수준)과 경제 정책(예를 들어 fiscal stance)을 가진 경제의 ‘평균’
경상수지를 추정한다.
[2단계] EBA norm

‘평균’이 최적(optimal) 혹은 바람직한(desired)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바람직한 정책(desired policies)으로 대체하여 경상수지 표준을 도출한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재정 정책이 과도하게 긴축적이거나 완화적이라면, IMF는 적절한 정책이 시
행되었을 때의 경상수지 적자를 산출한다.
[3단계] 직원평가 표준(Staff-assessed norm) 완벽한 모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별 담당
자들이 협의 과정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누락된 국가별 요인을 반영하여 모형 추정치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빠르게 발전하는 젊은 국가는 경제가 통상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경상수지 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IMF는 조정된 경상수지 표준을 상향조정(즉,
적자 축소)한다.
[4단계] 경상수지 갭 실제 경상수지와 직원(staff)이 평가한 표준의 차이는 IMF 평가의 기초가 되
는 경상수지 갭(current account gap)이다. 개념적으로 그 격차는 부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이나 국
내 왜곡 등 경제의 대외 균형을 적절한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을 포착한다. 그런 다음 이
러한 격차는 정성적 평가로 변환되어 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적합한 정책을 논의한다.
주: 본 내용은 2017년 6월 26일에 Obstfeld가 IMF Blog에 게시한 작성 글을 요약·정리한 것임.
자료: https://blogs.imf.org/2017/06/26/assessing-global-imbalances-the-nuts-and-bolts/(검색일: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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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율 압박 가능성과 환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의
필요성
2020년 8월 IMF 대외부문보고서에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환율 수준은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에 대체로 부합하며, 환율을 통한 외
환시장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개선을 위해 양방향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IMF가 추가적인 재정지출의 확대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대체로 환율에 대한 인위적인 한 방향 조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
정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미국 달러화 가치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66) 현재
로서는 원화 강세 압력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 등에 따라 현재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간
괴리 현상이 급격한 자산가격의 조정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한 코로나19의 확산이 과거 예측할 수 없었던 하방 충격이었듯이, 향후 예상치
못했던 원화 약세 압력을 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 압박이 다시 고조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환시장 안정조치의 개입내역을 계
속해서 공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실증적으로 환율에 미
치는 영향이 제한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환율 결정요인을 식별하는 것
은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환율압박에 대한 한 가지 대응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 제3장과
제4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66) 3조 달러 규모의 재정집행을 공약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황에서 재정확
대를 위한 국채발행은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할 것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도 상당 기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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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 방법 및 데이터
3. 기본 모형 분석 결과
4. 확장된 분석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자율 정책 등과 같은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이미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두 정책의
효과를 각각의 분석 모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Eichenbaum and
Evans(1995), Kim and Roubini(2000), Scholl and Uhlig(2008) 등은 통화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Dominguez and Frankel(1993),
Kaminsky and Lewis(1996), Ito(2002), Fatum and Hutchison(2003) 등
은 외환시장개입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 정책, 외환시장개입 정책, 환율은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 같이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불태화되지 않는다면 통화량 등 통
화 정책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미래의 통화 정
책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통화 정책을 모형화하지 않고 외환시장개입 정
책만을 분석하는 경우, 외환시장개입 정책의 통화 정책 변화를 통한 효과도 모
두 외환시장개입 정책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외환시장개입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 통화 정책의 변화도 명시적으로 모형화하면 외환시장
개입 정책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분석할 수 있다.
둘째, 통화 정책도 외환시장개입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
화 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해 외환시장개입
정책을 시행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통화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정
확히 추론하려면 외환시장개입 정책을 명시적으로 모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전반적인 환율 안정화 정책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라도
두가지 정책을 모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 안정화를 위해 통화 정책이
사용될 수도 있고,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환율 안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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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적인 노력을 분석할 때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모형에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개입 정책, 두 가지 정
책을 명시적으로 모형화하여 외환시장개입 정책과 통화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두 정책이 환율 안정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분석한다.
기존 연구 중 Kim(2003, 2005, 2016), Kim and Kim(2019) 등은 구조 벡터
자기회귀(Structural VAR, 이하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 정책, 외환
시장개입 정책, 환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m and Kim(2019)에서 제안한 충격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부가하는 구조
VAR을 사용하여 통화 정책, 외환시장개입 정책, 환율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는 방법을 한국에 적용한다.
그러한 분석을 이용하여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불태화되는지, 불태화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효과적인지, 환율 안정화를 위한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어
떻게 반응하는지,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외환시장개입은 통화 정책 변화를 감지하는지, 통화 정책이 외환시장개입 정책
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다.
2절에서는 분석 방법과 데이터를 설명하고 3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논의한
다. 4절에서는 다양한 확장 모형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며 5절에서는 결과를 요
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2. 분석 방법 및 데이터
Kim and Kim(2019)을 따라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개입 정책에 대한 외생
적인 충격들을 식별하고 각 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Uhlig(2005)가 제안한 충격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부가하는 구조 VAR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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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다. 통화 정책 충격의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유동성 퍼즐
(liquidity puzzle), 가격 퍼즐(price puzzle)과 같은 퍼즐들을 발견하였다. 특
히 Uhlig(2005)는 기존 문헌의 이러한 퍼즐들은 통화 정책 충격이 제대로 식
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면서 충격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부가하여 이러한 퍼즐들이 나타나지 않는 통화 정책 충격을 식별하였다. 따라
서 이러한 퍼즐들이 나타나지 않는 통화 정책 충격은 보다 적절하게 식별된 통
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므로, Uhlig가 제안한 방법은 이후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왔다.67)
기본실증분석 모형의 내생변수들은 ‘CR, MB, CPI, IP, ERA, FR’로, CR은
콜금리, MB는 본원 통화,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IP는 산업생산지수, ERA는
대미 환율, FR은 외환보유액이다. CR은 통화 정책의 정책수단으로 통화 정책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포함했고, FR은 외환보유액으로 외환시장개입 시 외환
보유액이 변동하므로 외환시장개입 정책의 정책수단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외환시장개입 정책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포함했다. MB는 주요 통화량 지표로
통화 정책 충격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변수이며, CPI와 IP는 거시경제의
주요 현황을 나타낼 뿐 아니라 통화 정책의 목표와 관련 있는 변수들이다. ERA
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이다.
또한 외생변수로 미국 연방기금금리(FFR: Federal Funds Rate), VIX, 미
국 산업생산지수(USIP),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USCPI) 등을 포함시켰다. 미국
의 통화 정책은 대미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 통화 정책과 외환시
장개입 정책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VIX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환율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국 거시경제 상황도 환율과 한국경제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USIP와 USCPI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한국경제는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67) Sims(1992);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1999); Kim(2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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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또는 세계 변수들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였다. 미국 FFR의 경우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제로 금리에 도달하고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였는데, 제
로 금리하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Wu and Xia(2016)가 제안
한 그림자 미국 연방기금금리(shadow Federal Funds Rate)를 사용하였다.
[표 3-1]은 자료들의 출처를 보여주고, [표 3-2]는 각 자료의 기본적인 통계
량을 보여준다. [그림 3-1]과 [그림 3-2]는 각 자료의 시계열을 보여준다.
[표 3-3]은 기본 모형에 부가된 부호제약을 요약하고 있다. 먼저 Uhlig
(2005)와 비슷하게 (긴축) 통화 정책 충격은 CR을 증가시키고 MB와 CPI를 감
소시킨다고 가정하였다.

표 3-1. 실증분석 자료 출처
변수

설명

출처

CR

Money market rate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MB

Monetary base, seasonally adjusted

〃

CPI
IP
ERA
FR
FFR
USCPI
USIP
VIX

Consumer price index, seasonally
adjusted
Industrial production index,
seasonally adjusted
Exchange rate of Won per U.S.
dollar, period average
Foreign reserve, seasonally
adjusted
Federal fund rate
U.S. consumer price index,
seasonally adjusted
U.S. industrial production index,
seasonally adjusted
Volatility index

〃
〃
〃
〃
〃
〃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Macro Database

자료: IMF’s Internatonal Financial Statistics, https://data.imf.org/?sk=4c514d48-b6ba-49ed-8ab9-52b0c1a01
79b;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Macro Database, https://fred.stlouisfed.org/(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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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실증분석 데이터 기초 통계량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Median

Min

Max

CR

255

3.138

1.342

3.25

0.98

6.35

IP

255

88.508

23.02

91.912

40.793

120.013

MB

255

79446.75

49532.88

63833.42

20045.81

193172

ERA

255

1129.912

100.719

1132.06

914.81

1453.35

CPI

255

95.982

14.471

97.554

70.932

116.328

FR

255

254795.8

107429

263766.6

53131.77

404825.2

자료: IMF’s Internatonal Financial Statistics(https://data.imf.org/?sk=4c514d48-b6ba-49ed-8ab9-52b0c1a
0179b)와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Macro Database(https://fred.stlouisfed.org/)의 데이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12)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3-3. 충격반응함수에 대한 부호제약: 기본 모형 1
구분

CR

MB

CPI

통화 정책 충격

+

-

-

IP

ERA

FR

환율 충격

+

-

외환시장개입 정책 충격

+

+

자료: 저자 정리.

그림 3-1. 실증분석 자료 시계열 추이(한국)
[한국: CR]
(단위: %)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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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계속
[한국: IP]
(단위: Index)

연도

[한국: MB]
(단위: 백만 원)

연도

[한국: ERA]
(단위: 원/달러)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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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계속
[한국: CPI]
(단위: Index)

연도

[한국: FR]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자료: IMF’s Internatonal Financial Statistics(https://data.imf.org/?sk=4c514d48-b6ba-49ed-8ab9-52b0c1a0
179b)와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Macro Database(https://fred.stlouisfed.org/)의 데이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12)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2. 실증분석 자료 시계열 추이(미국)
[미국: IP]
(단위: Index)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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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계속
[미국: CPI]
(단위: Index)

연도

[미국: VIX]
(단위: Index)

연도

[미국: FFR]
(단위: %)

연도

자료: IMF’s Internatonal Financial Statistics(https://data.imf.org/?sk=4c514d48-b6ba-49ed-8ab9-52b0c1a0
179b)와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Macro Database(https://fred.stlouisfed.org/)의 데이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12)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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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외환시장개입 정책 충격과 환율 충격을 식별하였다. 환율 충격 시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해 외환시장개입 정책을 수행할 수 있고, 외환시장 정책
충격은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개입 정책과 환율 간 동시
성이 존재한다. 결국 외환시장개입 정책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
시성 문제를 고려하여(외환시장개입 정책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환율 충격과
외환시장개입 충격을 구분하여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호제약을 부가한다. 외환시장개입 충격 후에는 FR과 ERA
가 동시에 증가하고, 환율 충격 후에는 ERA는 증가하나 FR이 감소한다. 즉 외
환시장개입 충격이 FR을 증가시키는(즉 외환을 매입하는) 외생적인 충격인 경
우 환율이 증가해야 하고(즉 원화 가치가 하락해야 하고), 환율 충격이 ERA를
증가시키는(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외생적인 충격인 경우 외환시장개입 정
책을 통해 환율을 안정화시킨다면 FR이 감소하여야(즉 외환을 매도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충격반응함수에 대한 제약을 이용하여, 다음 순서대로 충격을 식별
하였다. 첫째, 통화 정책 충격을 식별하였다. 둘째, 통화 정책 충격과 직교하는
외환시장개입 충격과 환율 충격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반적인
통화 정책 충격과 다른 외환시장개입 충격을 식별할 수 있다. 셋째, 환율 충격
에 직교하는 외환시장개입 충격을 식별하였다. 즉 앞서 언급하였듯이 환율과
외환시장개입 정책 간 동시성이 있으므로 환율 충격을 제거한 후 외환시장개입
충격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식별 방법에 위 부호제약을 약간 수정한 식별 방법을 추가적으로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표 3-4 참고). 환율 충격과 외환시장개입 충격을 구별하여
식별할 때 환율 충격은 마찬가지로 ERA가 증가하고 FR이 감소하는 충격이라
고 가정하였으나, 외환시장개입 충격은 FR이 증가하는 충격이라고만 가정했
다. 즉 외환시장개입 충격 후 ERA의 반응에 대해 부호제약을 하지 않았다. 같
은 부호제약으로 환율 충격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외환시장개입 충격 후 환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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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는 부호제약을 부가하지 않음으로써 외환시장개입 충격이 환율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추론에 대해 어떠한 가정도 부가하지 않고 진행하고자 하였다.

표 3-4. 충격반응함수에 대한 부호제약: 기본 모형 2
구분

CR

MB

CPI

통화 정책 충격

+

-

-

환율 충격
외환시장개입 정책 충격

IP

ERA

FR

+

+

자료: 저자 정리.

199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
다. 6개 시차를 가정하였고, 충격 후 6개월 간의 충격반응함수에 부호제약들을
부가하였다. CR, FFR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는 로그를 취한 후 100을 곱하
였으며,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외생변수들의 경우 시차를 제외하고 현재 값만
사용하였다. Uhlig(2005)와 Mountford and Uhlig(2009)를 따라 충격반응
함수의 확률 구간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언 추론을 따르므로 단
위근이나 공적분이 존재하더라도 통계적 추론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 Sims
(1988)와 Sims and Uhlig(1991)에 단위근이나 공적분 존재 시 베이지언 추
론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3. 기본 모형 분석 결과
[그림 3-3]은 각 구조 충격에 대한 60개월 간의 충격반응함수와 68% 확률
밴드를 보여준다. 먼저 부호제약을 따라 CR은 증가하고 MB와 CPI는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CR은 통화 정책 충격 후 첫 번째 달에 0.03% 정도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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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더 증가하여 약 8개월 후 최대치인 0.06%가 나타난 이후, 점차적으로 원래
수준을 향해 감소한다. CR의 증가는 모든 시점에서 84% 확률로 0과 다르게 나
타난다. MB는 통화 정책 충격 후 첫 번째 달에 약 1.5%p 감소하고 이후 약간
씩 원래 수준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MB의 감소도 모든 시점에서
84% 확률로 0과 다르게 나타난다. 물가 수준은 통화 정책 충격 후 약 0.09%p
정도 감소하고 이후 점차 원래 수준으로 복귀한다. IP의 반응은 대부분 유의하
게 나타나지 않는다.
ERA는 통화 정책 충격 후 첫 번째 달에 약 0.5% 정도 하락하고 이후 약간 더
하락하여 5개월 후 0.8% 정도까지 하락한 후, 점차 증가하여 원래 수준으로 돌
아온다. 통화 정책 충격 후 약 8개월 정도 내의 대부분 시점에서 ERA 감소는
84% 확률로 0과 다르게 나타난다. ERA 감소, 즉 원화 절상은 이론적 예측에
부합한다. 즉 국내 금리 상승으로 원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원화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여 원화가 절상될 수 있다. FR은 통화 정책 충격 후 바로 다음
달에는 0.4%p 정도 증가하고 6개월 정도 후까지 약간 더 증가하다 이후 원래
수준으로 점차 돌아온다. 충격 후 8개월 이내 몇몇 시점에서 FR의 증가는 84%
확률로 0과 다르다. FR이 증가하는 것은 통화 정책 충격 후 나타나는 환율
절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을 매입하는 외환시장 정책 개입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다음 환율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를 보면, 먼저 ERA가 충격 후 첫 월에
약 0.8%p 정도 증가 하고 다음 월에 1.0%p 정도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RA의 상승은 충격 후 약 2년 반 정도 동안 84% 확률로 0과
다르게 나타난다. FR은 충격 후 첫 월에 약 0.5%p 정도 감소하고 이후 5개월
후까지 0.9%p 정도 감소한 후 이후 차차 증가하여 약 2년 반 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FR의 감소는 충격 후 약 1년 동안 84%의 확률로 0과 다르게 나타난
다. ERA가 충격 후 원래 수준으로 점차 돌아오는 데에는 외환시장개입 정책도
환율 충격이 안정화되는 데 기여했을 수도 있다. 나머지 변수들의 반응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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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충격반응함수: 기본 모형 1
[통화 정책 충격]
(단위: %)

[환율 충격]
(단위: %)

[외환시장개입 정책 충격]
(단위: %)

자료: IMF’s Internatonal Financial Statistics(https://data.imf.org/?sk=4c514d48-b6ba-49ed-8ab9-52b0c1a0
179b)와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Macro Database(https://fred.stlouisfed.org/)의 데이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20)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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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다만 IP의 단기적 감소가 84%의 확률로 0과 다르
게 나타나는데, 이는 환율 충격의 성격이 단기적인 생산 하락을 동반하는 충격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개입 충격 후 FR은 0.2~0.5%p 정도 증가하는데, FR의
상승은 전 기간에 걸쳐 84%의 확률로 0과 다르다. 충격 후 5년 후에도 FR의 반
응이 초기 반응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때 영구적인 외환시장
개입 정책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ERA는 외환시장개입 충격 후 첫 월에 0.7%p
정도 증가하고 다음 달에 약간 더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약 2년 후
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ERA의 반응은 충격 후 약 1년 반 정도까지 84%
확률로 0과 다르다. 한편 MB의 유의한 증가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
환시장개입 정책이 불태화되는 듯 하다.
이러한 결과는 외환시장개입이 환율에 유의하지만 단기적인 영향만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시장개입이 영구적인 데도 불구하고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라는 면에서 흥미로운 결과이다. 영구적인 외환시장개입이 단
기적인 환율 효과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불태화되는 것
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영구적인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단기적인 환율 효과만 있고 그 효과는 1~2년
내에 사라진다는 결과는 외환시장개입으로 환율의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고 단
기적인 안정화에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4]는 외환시장개입 충격에 대해 FR에만 부호제약을 부가하고 ERA
에는 부가하지 않은 수정된 가정을 한 모형의 충격반응함수이다. 이러한 모형
에서 통화 정책 충격과 환율 충격에 대한 부호제약은 변경되지 않아 통화 정책
충격과 환율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는 마찬가지이므로 외환시장개입 충격
의 효과만을 설명한다.
외환시장개입 충격 후 FR은 충격 후 첫 월에 약 0.4%p가량 증가하고 이후
약간 더 증가하여 3개월 후 0.7%p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6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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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충격반응함수: 기본 모형 2
[통화 정책 충격]
(단위: %)

[환율 충격]
(단위: %)

[외환시장개입 정책 충격]
(단위: %)

자료: IMF’s Internatonal Financial Statistics(https://data.imf.org/?sk=4c514d48-b6ba-49ed-8ab9-52b0c1a0
179b)와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Macro Database(https://fred.stlouisfed.org/)의 데이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12)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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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거의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FR의 증가는 충격 후 약 1년 반 정도까지
84% 확률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반면 ERA는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고,
MB도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아 불태화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수정된
모형의 결과는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 모형에서
약간 다른 결과가 나타났지만 적어도 환율에 장기적인 영향은 없다고 할 수 있
다. 영구적인 외환시장개입 정책도 환율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의 충격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부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1년 이상 유의하게 나타나는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
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외환시장개입 정책의 환율 안정
화 효과는 기껏해야 단기적인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적인 환율 안정화에
는 기여할 수는 있으나 환율의 장기적인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확장된 분석
주요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체크하기 위해 몇 가지 분석을 추가하였다. 첫째,
기본 모형에서는 충격반응함수에 대한 부호제약을 6개월 동안 부가하였는데,
부호제약을 부가하는 기간을 변경하였다. 부호제약 기간을 늘리는 경우 좀 더
영구적인 충격이 식별될 가능성이 높고, 부호제약 기간을 줄이는 경우 좀 더 일
시적인 충격이 식별될 가능성이 높다. 6개월 부호제약 기간을 3개월로 줄여보
기도 하고 12개월로 늘려보기도 하면서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더미를 추가하였다. 셋째,
기본 모형에서는 더 많은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외생변수에 대한 시차를 포
함하지 않았었는데,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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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반영하기 위해 내생변수들과 마찬가지로 6개 시차를 추가한 후 분석하였
다. [그림 3-5, 3-6, 3-7, 3-8]은 각 결과를 보고한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개입
정책의 효과와 관련하여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림 3-5. 충격반응함수(외환시장개입 정책 충격): 12개월 부호제약
[모형 1]
(단위: %)

[모형 2]
(단위: %)

자료: IMF’s Internatonal Financial Statistics(https://data.imf.org/?sk=4c514d48-b6ba-49ed-8ab9-52b0c1a0
179b)와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Macro Database(https://fred.stlouisfed.org/)의 데이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12)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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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충격반응함수(외환시장개입 정책 충격): 3개월 부호제약
[모형 1]
(단위: %)

[모형 2]
(단위: %)

자료: IMF’s Internatonal Financial Statistics(https://data.imf.org/?sk=4c514d48-b6ba-49ed-8ab9-52b0c1a0
179b)와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Macro Database(https://fred.stlouisfed.org/)의 데이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12)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7. 충격반응함수(외환시장개입 정책 충격): 글로벌 금융위기 더미
[모형 1]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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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계속
[모형 2]
(단위: %)

자료: IMF’s Internatonal Financial Statistics(https://data.imf.org/?sk=4c514d48-b6ba-49ed-8ab9-52b0c1a0
179b)와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Macro Database(https://fred.stlouisfed.org/)의 데이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12)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8. 충격반응함수(외환시장개입 정책 충격): 외생변수 시차 추가
[모형 1]
(단위: %)

[모형 2]
(단위: %)

자료: IMF’s Internatonal Financial Statistics(https://data.imf.org/?sk=4c514d48-b6ba-49ed-8ab9-52b0c1a0
179b)와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Macro Database(https://fred.stlouisfed.org/)의 데이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12)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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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외환
시장개입 정책이 통화 정책, 환율과 상호 연관 관계가 있으므로 통화 정책 충격
과 환율 충격을 제거한 후 외환시장개입 정책 충격을 식별하고 그 충격이 환율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러한 분석을 위해 충격반응함수에 부호 제약을
부가하여 구조 충격을 식별하는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의 최대치는 단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가정하
지 않는 경우,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외환시장개입이 환율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가정하는 경우에도,
영구적인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단기 이상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환시장에서 영구적인 매입개입 정책을 하는 경우에
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외환시장개입
이 환율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환율 수준을 영구적으로 변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외환시장개
입 정책이 불태화되어 통화량을 변경시키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본 장의 연구 결과는 미국의 지속적인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하여 미
국의 한국 환율 정책에 대한 압력 행사, 환율조작국 지정 등과 관련하여 방어
논리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둘째, 영구적인 외환시장개
입 정책도 장기적으로는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일시적 안정화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고 환율 수준을 영구적으
로 변화시켜 무역수지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한국
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외환시장개입 정책에 따른 환율 절하 때문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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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했다는 주장과, 지속적인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시장개입 정
책을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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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양 국가 통화 간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환율은 이론적으로 두 국가의 거시경
제 기초여건 차이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실증분석에서 환율과 거시경제
기초여건의 약한 연결 관계는 국제경제학의 오래된 난제이다(Meese and
Rogoff 1983; Obstfeld and Rogoff 2000).
Mark and Sul(2001), Engel et al.(2007) 등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환율
예측 시 예측 성공률이 높아짐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개별 국가 환율을 예측하
는 데 있어 다른 나라 환율 또는 기초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연구에서 많은 국가의 환율이 동조화(co-movement)하고 있음을 발견
하였다(Lustig, Roussanov and Verdelhan 2011; Engel, Mark and West
2015).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요인 모형(factor
model) 등으로 환율 움직임의 공통요인을 추출한 결과, 제1 공통요인과 달러
인덱스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그림 4-1]에서
와 같이 2000년 중반 이후 달러 인덱스는 외환자금시장의 스와프금리와 역(逆)
의 관계인데, 이는 달러 인덱스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감
수 능력(risk-taking capacity)을 나타냄을 시사한다(Avdjiev et al. 2019). 한
편 [그림 4-2]와 같이 한국 원화를 비롯하여 신흥국 통화가 중국 위안화에 상당
히 동조화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개별 국가의 환율에 공통요인으로서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은
존재하며, 그 영향력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는지, 만약 달러화의 영향력이 국가
별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 위안화 동조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제2 공통요인으로 개별 국가의 환율에 중국 위안화의 영향이 실재하
는지에 대한 답을 실증적으로 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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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달러 인덱스와 스와프금리

그림 4-2. 위안화 동조화 추이

(단위: 2006M1=100, %)

(단위: %)

주: 달러 인덱스(파란색)와 G10 통화의 평균 스와프금리
스프레드(주황색)를 나타냄.
자료: Avdjiev et al.(2019)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주: 신흥국 통화지수는 EMBI 신흥국 통화지수를 나타냄;
상관계수는 4개월 이동평균으로 계산.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0. 8. 20); 안성배 외(2019).

위 질문에 대한 필자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와 유사
하게 개별 환율에 대한 달러화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
으로 개별 환율 움직임의 50%는 달러 요인에 기인하며, 달려 요인의 변동은
100% 개별 환율 변동에 반영된다. 그러나 개별 환율이 달러 요인 변동에 반
응하는 달러 노출도(dollar exposure)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달러 노출
도는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입 수준이나 변동성이 아닌,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
입과 글로벌 금융사이클 간의 유사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으로 달러 노출도와 무역변수 간의 관련성을 관찰하기는 어려웠다.
위안화 동조화는 전 세계적 현상은 아니며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달러의 공통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대다수 국가의 환
율 변화율에서 위안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시기와 상관없이 위안화 요인은 평균적으로 개별 환율 움직임을 거의 설
명하지 못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며, 특히 최근 위안화 요인은 달러의 공통적 영향력 이외에 한국 원화 변동성의
약 5%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그 방향성도 중국 위안화가 절상(절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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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한국 원화도 절상(절하)되어 일정 부분 동조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절에서는 본 장의 실증분석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3절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실증분석에 사용한 방법론을 살펴
본다. 4절에서는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과 더불어 달러 요인에 대한 실증분
석 결과를 제시한다. 5절에서는 개별 환율에 대한 중국 위안화의 영향을 분석
하고자, 제2 공통요인으로서 위안화 요인의 가능성을 점검한다. 6절에서는 개
별 환율에 대한 달러 요인과 위안화 요인의 동태적 영향을 살펴보며, 7절에서
는 결론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개별 국가의 환율 변화율은 글로벌 위험요인을 반영하는 부분과 개별 국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환율 동조화는 글로벌 위험요인, 즉 공통요인을 의
미한다. 이러한 접근은 자산가격 모형(asset pricing model)과 유사한 측면
이 있다. 자산가격 모형에서 개별 주식의 수익률은 가격결정함수의 함수이며,
가격결정함수는 위험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표적인 자산가격 모형인 자본
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서 개별 주식의 수익률은 시장 위험요인을 대변
(proxy)하는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대하여 결정되며,
CAPM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는 시스템적 위험요인을 보완하기 위한 FamaFrench 3요인 모형 등 다양한 확장된 모형이 있다.
개별 국가의 환율 변화율에서 공통 위험요인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미국 달러 요인이 제1 공통요인으로 일관된 결
과를 도출한다. Lustig, Roussanov, and Verdelhan(2011), Engel, Mark,
and West(2015), Greenaway-McGrevy et al.(2018)은 환율 동조화를 이
해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및 요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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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model) 등을 활용하여 개별 환율 또는 통화 바스켓에서 공통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으로 추출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공통요인은 달러
인덱스와 매우 유사하게 움직임을 보인다. Lustig and Richmond(2020)는
국가 간 물리적 거리, 문화 제도적 차이 등의 중력 요인을 가지고 글로벌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였으며, 무역 네트워크 중심도(trade
network centrality)가 글로벌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를 가장 잘 예측한
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Lustig and Richmond(2020)와 유사하게 통계적 방법론을 사
용하여 공통요인을 추출하기보다는 개별 환율의 단순 평균으로 공통요인을 추
출하였다. 이러한 단순한 방법론으로 추출한 달러 요인은 달러 인덱스나 다른
방법론으로 추출한 달러 요인과 유사한 움직임을 갖는다(그림 4-3 참고). 한편
국가별 달러요인에 대한 노출도의 차이를 금융 및 무역변수들을 통해 검정하
였다.
현재까지 제2 공통요인에 대해서는 합의된 연구 결과가 없다. Lustig, Roussanov,
and Verdelhan(2011)은 달러 요인과 더불어 높은 이자율의 통화와 낮은 이자
율 통화의 차이인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가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관
련 있는 공통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Verdelhan(2018)은 Lustig, Roussanov,
and Verdelhan(2011)을 확장하여 달러 요인에 대한 노출도 차이가 캐리 트레
이드 요인과 직교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Greenaway-McGrevy et

al.(2018)은 달러 요인과 더불어 유로 요인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제2 공
통요인으로서 중국 위안화의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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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및 실증분석 방법론
가. 환율과 확률할인요소
국경 간 자본흐름이 자유롭고, 일물일가 법칙과 차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자의 국내자산 수요에 대한 최적 의사결정
은 다음과 같은 오일러 방정식(Euler equa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 4-1]

여기서      ,    은 각각 국내(  국) 및 해외투자자의 확률할인요소
(Stochastic discount factor)를 나타낸다. 확률할인요소는 불확실한 미래 현
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주는 확률변수이다.     은  국 국내자산에 대
한 수익률,

   

은

     

해외투자자가  기에    환율로  국 통화로 환전하고

 국의 자산에 투자한 후, 원금과 수익을    기에 다시      환율로 자국통
화로 환산한 자국통화표시 수익률이다. 본고에서는 해외통화를 기준통화로 상
정한다. 예를 들어 국내를 한국, 해외를 미국으로 가정하여 환율   는 간접표
시환율(원/달러)로 정의한다. 즉 확률    의 상승(하락)은 자국통화 절하(절
상)를 의미한다.
일물일가 법칙 및 차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가정은 개별 국가의 확률할인
요소가 유일하게 존재68)할 수 있으며, 이에 [식 4-1]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8) 자세한 내용은 Cochrane(2001)과 Backus, Foresi, and Telmer(2001)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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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2]

[식 4-2]를 로그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환율 변동은 국가
간 확률할인요소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된다.

             

[식 4-3]

Lustig and Richmond(2020)와 유사하게 로그 정규분포를 갖고, 확률변
수의 표준편차가 시간 불변(time invariant)을 가정한 확률할인요소는 다음과
같이 선형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식 4-4]

여기서     은 개별국가 충격,    은 글로벌 충격을 나타내며, 두 확률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며 영(0)의 평균과 각각  ,  의 표준편차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각 계수의 아래 첨자  는 충격이 확률요인요소에 반영되는 정도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논의 전개를 단순화하기 위해 기준통화국
의 글로벌 충격에 대한 계수(  )는 1로 표준화하였다. [식 4-4]를 [식 4-3]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상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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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준통화 리스크 요인(risk factor)은 기준통화 대비 모든 환율의 합으
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상수항  
        
  



[식 4-5]

 이 충분히 클 때 ( 
 , 
 )가 각각 (  , 
 )로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은 개별국가 충격과 무관하게 기준통화 충격(    )과 글로벌 충격(    )에만
의존하여, 시스템적 변화(systemic variations)를 측정한다.

lim     상수항         

→∞

[식 4-6]

실증분석에서 개별 국가 환율을 기준통화 리스크 요인에 선형 회귀 분석하
므로, 추정계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im  



  

 lim 
     
 

[식 4-7]

추정계수   는 개별 국가 충격에는 무관하고,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exposure)
된 정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의 국가별 차이는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개별 국가
의 확률할인요소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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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증분석 방법론
개별 통화가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의미하는 요인부하(factor
loading)   는 다음의 회귀분석 식에서 추정할 수 있다.

                    

[식 4-8]

여기서      은 달러 대비 국 명목환율 변화율을 의미하며,     은
[식 4-5]처럼 분석에 포함된 모든 국가들의 달러 대비 명목환율 변화율의 평균
값으로 구할 수 있으며, [식 4-6]이 의미하는 바처럼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의
미한다.
한편,   는 [식 4-7]에서처럼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가별 무
역 및 금융 여건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횡단면 회귀분석을 추정한다.


     ′   

[식 4-9]

여기서 
  는 [식 4-8]의 시계열 회귀분석에서 추정한 국의 기울기 계수이
며,  는  국의 기울기 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변수를 의미한다.
[식 4-7]에서   는 개별충격이 아닌 글로벌 충격에 대한 확률할인요소를 대변
(proxy)하므로 본고에서는   에 무역 및 금융 요인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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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실증분석 결과
가. 데이터 및 기초통계량
데이터 가용성 및 환율 제도를 고려69)하여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11개, 신
흥국 19개 총 30개국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20년 7
월까지 월별자료(Datastream)를 활용하였다. 분석기간 이전 기간에도 대다수
나라의 환율이 가용하나 2단계에서 사용하는 자본유출입 자료가 가용한 시계
열이 상대적으로 짧아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최근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환시장 및 외환자금시장에서 달러화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하여 2000년 중
반이후 확대되었음을 반영하였다(Avdjiev et al. 2019).
[표 4-1]은 2006~20년 월별 명목환율 변화율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환
율은 간접표시환율로 표기하여 양(+)의 환율 변화율은 자국통화 가치 하락, 음
(-)의 환율 변화율은 자국통화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 동안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및 신흥국 환율은 연평균 각각 1.2%, 3.7% 절하되었으며, 변동
폭은 평균적으로 신흥국이 크다. 국가별 환율 변화율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분
석 국가 중 일본, 스위스, 중국, 필리핀, 태국은 해당 기간에 통화 가치가 절상
되었고, 분석 기간 중에 금융위기를 겪은 브라질, 이집트,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의 통화 가치는 상당히 큰 폭으로 절하되었으며, 변동 폭이 다
른 국가에 비하여 크다. 즉 이론적 배경에서 가정한 개별 국가 충격(     )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9) IMF의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에서
‘floating’이나 ‘managed floating without a predetermined path’로 분류된 국가를 고려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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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 4-1. 국가별 환율 변화율

(단위: %)

선진국

평균

표준편차

신흥국

평균

표준편차

호주

0.038

2.845

브라질

0.568

4.739

캐나다

0.117

2.820

칠레

0.290

3.706
0.916

덴마크

0.037

2.838

중국

-0.079

유로지역

0.038

2.845

콜롬비아

0.369

4.251

아이슬란드

0.530

4.467

체코슬로바키아

0.004

3.567

일본

-0.027

2.694

이집트

0.785

7.876

뉴질랜드

0.095

4.101

헝가리

0.269

4.408

노르웨이

0.228

3.512

인도

0.319

2.408

스웨덴

0.108

3.315

인도네시아

0.269

2.968

스위스

-0.168

2.971

한국

0.150

3.359

영국

0.189

2.686

말레이시아

0.090

2.207

멕시코

0.485

3.652

페루

0.030

1.646

필리핀

-0.030

1.665

폴란드

0.162

4.165

러시아

0.653

4.793

남아프리카공화국

0.677

4.794

태국

-0.141

1.758

터키

1.052

4.872

평균

0.312

3.566

평균

0.108

3.190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검색일: 2020. 8. 20)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식 4-5]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달러 대비 환율 변화율들을 단순 평균함으로
서 개별 국가 충격의 영향을 소거한 달러 요인(dollar factor)을 산출하였다.
[그림 4-3]은 30개국 평균 환율 변화율을 누적한 달러 요인과 2006년 1월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미연준에서 발행하는 달러 인덱스 및 6개 주요통화를 대상
으로 가중평균한 달러 인덱스의 시계열을 나타낸다. 해당 기간에 달러 인덱스
에 비하여 달러 요인이 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표 4-1] 환율 변
화율의 기초통계량과 일관된 결과이다. 달러 인덱스는 선진국 6개 주요 통화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는 반면, 달러 요인은 해당 기간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절하된 신흥국 통화가 다수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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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달러 인덱스와 달러 요인
(단위: 2006년 1월=0, %)

주: 파란선은 유로, 일본 엔,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6개 주요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며, 빨간선은 미연준에서 발표하는 무역 가중평균으로 산출한 달러 인덱스를 나타냄. 연두색선은 누적 달러요인을
나타냄.
자료: Bloomberg;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Thomson Reuters, Datastream(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20)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한편 달러 가치 수준을 나타내는 그래프들이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
다. 주요 통화 가중평균 달러 인덱스(미연준 달러 인덱스)와 달러 요인 변화율
의 상관관계는 0.7(0.97)이며, 이는 많지 않은 국가 환율로 만든 달러 지수가
[식 4-6]의 달러 지수의 한계값(limit value)에 빠르게 근접(approximate)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4-8]에서와 같이 추정한 요인부하(factor loading)   의 차이를 설명하
는 다음과 같은 금융 및 무역변수를 고려하였다. 금융변수로 2006년 1월부터
2020년 7월 기간의 EPFR Country Fund Flows의 기초통계를 사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국가의 자본유출입 변화율의 월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입과 글로벌 펀드의 자본 이동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였다.
개별 국가 자본유출입 변화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자본유출
입 수준과 변동성을 의미하며, 국제금융 환경과 같은 글로벌 요인(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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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과 더불어 개별 국가 금융시장의 심도, 제도 등과 같은 개별 국가 요인
(pull factor)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입과 글로벌 펀드
의 자본이동과의 상관관계는 해당국가의 자본유출입이 글로벌 금융사이클과
의 유사성을 나타낸다. [표 4-2]는 국가별 금융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정리한 것
이다. 무역변수로는 2006~19년 평균 GDP 대비 경상수지, 무역개방도를 고려
하였으며, [표 4-3]에 국가별 경상수지 및 무역개방도를 정리하였다.

표 4-2. 국가별 자본유출입 변화율 기초통계량
평균

표준

상관

(%)

편차

관계

호주

0.20

0.66

0.77

캐나다

0.09

0.47

덴마크

0.11

0.69

선진국

평균

표준

상관

(%)

편차

관계

브라질

0.16

1.35

0.70

0.65

칠레

0.26

1.41

0.72

0.59

중국

0.19

1.47

0.57

신흥국

유로지역

0.07

0.67

0.69

콜롬비아

0.51

2.27

0.78

아이슬란드

-0.08

1.34

0.85

체코슬로바키아

-0.15

1.18

0.77

일본

0.22

0.84

0.55

이집트

0.19

1.28

0.65

뉴질랜드

0.30

0.89

0.74

헝가리

0.01

1.72

0.81

노르웨이

0.15

0.70

0.61

인도

0.20

1.13

0.67

스웨덴

0.08

0.65

0.74

인도네시아

0.22

1.43

0.79

스위스

0.01

0.56

0.50

한국

0.21

0.94

0.70

영국

0.03

0.46

0.73

말레이시아

0.23

1.31

0.73

멕시코

0.25

1.31

0.79

페루

0.37

1.73

0.78

필리핀

0.28

1.57

0.78

폴란드

0.05

1.62

0.82

러시아

0.09

1.35

0.77

남아프리카공화국

0.27

0.95

0.72

태국

0.13

1.52

0.64

터키

0.15

1.51

0.79

평균

0.19

1.41

0.72

평균

0.11

0.72

0.67

자료: EPFR Fund Flows(검색일: 2020. 8. 20)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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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국가별 무역 관련 변수 평균(2006~19년)
경상수지

무역개방도

(GDP 대비)

(GDP 대비)

호주

-3.68

42.35

캐나다

-2.12

덴마크

6.14

유로지역

6.89

아이슬란드

선진국

경상수지

무역개방도

(GDP 대비)

(GDP 대비)

브라질

-2.10

24.80

63.78

칠레

-1.42

67.21

100.20

중국

3.69

48.64

81.95

콜롬비아

-3.49

36.87

-3.49

91.30

체코슬로바키아

-1.12

139.77

신흥국

일본

2.94

32.08

이집트

-2.23

48.48

뉴질랜드

-3.83

57.03

헝가리

-0.40

161.72

노르웨이

9.95

69.77

인도

-2.08

48.15

스웨덴

5.22

86.97

인도네시아

-0.96

47.84

스위스

9.66

116.80

한국

3.58

91.41

영국

-3.75

57.88

말레이시아

7.73

156.18

멕시코

-1.42

64.15

페루

-2.08

50.68

필리핀

2.26

70.77

폴란드

-2.88

88.18

러시아

4.26

48.93

남아프리카공화국

-3.89

61.54

태국

4.30

130.43

터키

-4.35

49.51

평균

-0.14

75.54

평균

2.18

72.74

자료: IMF’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검색일: 2020. 8. 20)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1단계: 요인부하 추정
개별 국가 명목환율의 달러 요인에 노출된 정도인 요인부하(factor loading)를 [식 4-8]을 회귀분석하여 추정하였다.70) [표 4-4], [표 4-5]는 실증분
석 결과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인부
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요인부하의
70) 30개국 통화를 단순 평균한 달러 요인 이외에 주요 통화에 대하여 보다 가중치를 부여한 달러 인덱스를 설
명변수로 사용한 분석 결과를 강건성 검증으로 부록에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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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1에 가까워 달러 요인의 변동이 100% 개별 국가 환율에 반영되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결정계수(   ) 평균은 0.5로 달러 요인 변동이 환율 변동의
50%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에서 요인부하는 1%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일본의 경우도 1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선진국의 추정된 요인부하 평균은 1.03으로, 국가
별로 차이는 있지만 달러 요인의 변동이 그대로 개별 국가 환율에 반영되는 것

표 4-4. 선진국 달러 요인 추정치
국가









  

호주

-0.20*
(0.12)

1.10***
(0.07)

175

0.70

0.70

캐나다

-0.09
(0.13)

0.96***
(0.10)

175

0.55

0.55

덴마크

-0.20*
(0.11)

1.09***
(0.07)

175

0.70

0.70

유로지역

-0.20*
(0.11)

1.10***
(0.08)

175

0.70

0.70

아이슬란드

0.30
(0.28)

1.07***
(0.20)

175

0.27

0.27

일본

-0.07
(0.20)

0.21*
(0.12)

175

0.03

0.02

뉴질랜드

-0.23
(0.20)

1.50***
(0.10)

175

0.64

0.63

노르웨이

0.07
(0.13)

1.37***
(0.08)

175

0.72

0.71

스웨덴

-0.17
(0.15)

1.27***
(0.07)

175

0.70

0.69

스위스

-0.37**
(0.15)

0.94***
(0.11)

175

0.47

0.47

영국

0.02
(0.18)

0.76***
(0.02)

175

0.38

0.37

평균

-0.12

1.03

0.53

0.53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주: 2)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 3) 표준오차는 Newey-West Autocorrelation이 조정된 표준오차를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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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달러 요인에 대한 노출도가
크게 나타난 반면, 일본, 영국 등에서는 달러 요인에 대한 노출도가 작게 추정
되었다. 결정계수(   )도 일본, 아이슬란드 등을 제외한 국가에서 높으며, 평균
적으로 0.53에 달한다. 이는 달러 요인 변동이 개별 환율 움직임의 상당 부분
을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수항 계수  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을 제외한 국가에서 음수로
추정되었으며, 호주, 덴마크, 유로지역, 스위스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
되었다. 자산가격 결정모형에서  는 위험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은 비정상 수익
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도 이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 달러 요인으로 설명
되지 않는(즉, 균형모형에서 예측되지 않은) 환율 수준의 변화를 의미한다. 앞
서 [표 4-1]에서 대부분의 환율이 분석 기간 동안 절하(양수)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가 음수로 추정되어 달러 요인을 감안할 때 해당 통화들이 절상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5]는 신흥국의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집트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요인부하는 1% 신뢰수준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신흥국의 추
정된 요인부하 평균은 1.07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달러 요인의 변동이 그대
로 개별 국가 환율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헝가리, 말레이시아,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달러 요인에 대한 노출도가 크게 나타난 반면,
중국, 페루, 필리핀, 인도 등에서 달러 요인에 대한 노출도가 작게 추정되었다.
결정계수(   )도 중국, 이집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당히 높으며,
평균적으로 0.47에 달한다.
추정된  의 부호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브라질, 이집트,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대체로 해당 기간에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
가들이 양수로 추정되었다.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는 급격하게 환율이 절하되
는데, 이러한 개별 국가 충격은 달러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비정
상 수익률로 해석하는 기존 금융자산모형과도 일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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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신흥국 달러 요인 추정치
국가









  

브라질

0.22
(0.22)

1.63***
(0.15)

175

0.56

0.56

칠레

0.04
(0.21)

1.16***
(0.17)

175

0.47

0.46

중국

-0.11**
(0.06)

0.16***
(0.03)

175

0.14

0.14

콜롬비아

0.05
(0.22)

1.45***
(0.12)

175

0.55

0.55

체코슬로바키아

-0.29**
(0.12)

1.36***
(0.09)

175

0.69

0.68

이집트

0.62
(0.44)

0.76
(0.70)

175

0.04

0.04

헝가리

-0.10
(0.17)

1.69***
(0.13)

175

0.70

0.70

인도

0.16
(0.15)

0.74***
(0.06)

175

0.44

0.44

인도네시아

0.08
(0.16)

0.85***
(0.12)

175

0.39

0.38

한국

-0.10
(0.17)

1.13***
(0.12)

175

0.54

0.54

말레이시아

-0.07
(0.19)

0.75***
(0.07)

175

0.55

0.55

멕시코

0.21
(0.19)

1.27***
(0.11)

175

0.57

0.57

페루

-0.06
(0.10)

0.40***
(0.06)

175

0.28

0.28

필리핀

-0.13
(0.11)

0.45***
(0.05)

175

0.35

0.35

폴란드

-0.21
(0.15)

1.69***
(0.09)

175

0.78

0.78

러시아

0.35
(0.31)

1.41***
(0.17)

175

0.41

0.41

남아프리카공화국

0.32
(0.23)

1.65***
(0.09)

175

0.56

0.56

태국

-0.25**
(0.11)

0.50***
(0.05)

175

0.51

0.51

터키

0.77**
(0.26)

1.31***
(0.15)

175

0.38

0.38

평균

0.08

1.07

0.47

0.46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주: 2)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 3) 표준오차는 Newey-West Autocorrelation이 조정된 표준오차를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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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단계: 무역·금융 변수를 활용한 요인부하 차이 분석
1단계에서는 국가별 명목환율이 달러 요인에 노출된 정도인 요인부하를 추
정하였고, 국가별 추정된 요인부하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식 4-9]와 같이
요인부하를 무역 및 금융변수에 횡단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6]은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금융요인으로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
입과 글로벌 펀드의 자본 이동의 상관관계는 모형과 무관하게 요인부하와 관련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0.1 증가할 때, 요인부하가 0.2 증가하
여, 해당 국가의 자본유출입이 글로벌 금융사이클과 유사할수록 달러화가 환율
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유출입 상관관계 단일변수 모

표 4-6. 추정된 요인부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항

-0.50
(0.61)

-0.55
(0.64)

0.85***
(0.19)

-0.55
(0.77)

자본유출입 상관관계

2.18***
(0.85)

2.60***
(1.00)

자본유출입 평균

-0.35
(0.62)

자본유출입 표준편차

-0.17
(0.21)

2.24**
(1.06)

경상수지(GDP 대비)

-0.03*
(0.020)

무역개방도(GDP 대비)

0.003
(0.0024)

0.002
(0.02)

관측치

30

30

30

30

결정계수(R-Squared)

0.19

0.24

0.11

0.20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주: 2)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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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결정계수(   )가 0.19로 자본유출입 상관관계가 요인부하 차이의 19%
를 설명한다. 하지만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입 평균, 표준편차는 요인부하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는 추정된
요인부하와 자본유출입 상관관계의 산점도이다. 회귀분석 결과와 같이 두 변수
가 상당한 양의 관계를 갖는다.
무역요인으로 경상수지와 무역개방도를 고려하였는데, [표 4-6]의 모형 (3)
에서 경상수지는 1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자본유출입 상관관계를 포함한 모형 (4)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모형 (4)의 결정계수가 0.20으로 모형 (1)의 결정계수와 차이가 0.01
로 자본유출입 상관관계를 포함시키면, 경상수지의 한계 기여도가 거의 없다.
다만 본 분석은 관측치가 충분히 많지 않아 강건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한
계점이 있다.

그림 4-4. 요인부하와 자본유출입 상관관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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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위안화의 영향 분석
달러 요인과 더불어 중국 위안화 요인이 개별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요인 모형(two factor model)을 추가적으로 고려하
였다.


                   
        

[식 4-10]


 
   는 모든 국가들의 중국 위안화 대비 명목환율 변화율의 평균값을 나

타내며, 실질적으로는 달러 요인 변화율과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변화율의 차


이(  
   ≡             )로 산출하였다.

그림 4-5. 위안화와 달러 요인
(단위: 2015년 8월=0, %)

자료: Datastream(검색일: 2020. 8. 20)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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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4년 환율을 단일화하면서 공식적으로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
입하였지만, 상당 기간 고정환율제도와 유사하게 운용되었다. 2015년 8월 중
국 인민은행이 「위안/달러 매매기준율 고시제도 개선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
면서 실질적으로 관리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림 4-5]는 위안화와 달
러 요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5년 이전에는 위안화의 변동 폭이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15년 이후에는 위안화와 달러 요인도 상당히 동조화되
어 있고, 위안화 요인은 그 차이로 한계(marginal) 요인을 의미한다. 분석 기간
을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이 있는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로 한정하였다.

표 4-7. 선진국 위안화 요인 추가 모형 추정 결과
국가











  

호주

-0.28*
(0.16)

0.86***
(0.14)

-0.17
(0.11)

55

0.62

0.61

캐나다

-0.19
(0.20)

0.85***
(0.16)

-0.09
(0.12)

55

0.48

0.46

덴마크

-0.29**
(0.13)

0.85***
(0.11)

-0.16
(0.13)

55

0.62

0.60

유로지역

-0.28*
(0.15)

0.86***
(0.13)

-0.17
(0.15)

55

0.62

0.61

아이슬랜드

-0.03
(0.38)

0.88***
(0.25)

0.11
(0.26)

55

0.26

0.23

일본

-0.31
(0.33)

0.58***
(0.23)

0.04
(0.30)

55

0.22

0.19

뉴질랜드

-0.12
(0.8)

1.29***
(0.20)

-0.29
(0.25)

55

0.52

0.50

노르웨이

-0.14
(0.23)

1.30***
(0.22)

0.04
(0.16)

55

0.66

0.64

스웨덴

-0.08
(0.28)

1.02***
(0.18)

-0.03
(0.23)

55

0.52

0.50

스위스

-0.28**
(0.22)

0.74***
(0.15)

-0.20
(0.19)

55

0.41

0.38

영국

0.11
(0.29)

1.01***
(0.26)

-0.75*
(0.43)

55

0.26

0.23

평균

-0.17

0.93

-0.15

0.47

0.45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주: 2)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 3) 표준오차는 Newey-West Autocorrelation이 조정된 표준오차를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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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신흥국 위안화 요인 추가 모형 추정 결과
국가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이집트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평균







0.33
(0.45)
-0.04
(0.31)

1.47***
(0.36)
1.20***
(0.28)

0.70
(0.70)
0.08
(0.08)

-

-

-

0.09
(0.32)
-0.38***
(0.13)
1.52
(1.64)
-0.18
(0.20)
0.14
(0.20)
-0.02
(0.35)
-0.10
(0.27)
-0.16
(0.15)
0.28
(0.33)
-0.02
(0.19)
0.04
(0.14)
-0.30*
(0.16)
-0.10
(0.40)
-0.04
(0.44)
-0.36
(0.14)
1.56***
(0.62)

1.60***
(0.28)
1.23***
(0.19)
1.95
(1.55)
1.27***
(0.11)
0.61***
(0.17)
0.92***
(0.20)
0.96***
(0.21)
0.93***
(0.13)
1.41***
(0.27)
0.52***
(0.12)
0.26*
(0.13)
1.36***
(0.12)
1.08***
(0.29)
1.85***
(0.32)
0.71***
(0.14)
0.97***
(0.37)

0.25
(0.22)
-0.20
(0.19)
-1.45
(1.59)
-0.03
(0.16)
-0.12
(0.15)
-0.02
(0.23)
-0.38*
(0.21)
-0.21*
(0.12)
0.54
(0.41)
-0.07
(0.17)
-0.03
(0.13)
-0.12
(0.15)
0.50*
(0.29)
0.20
(0.36)
-0.21
(0.18)
0.85
(0.85)

0.13

1.13

0.18





  

55

0.59

0.57

55

0.48

0.46

-

-

-

55

0.63

0.61

55

0.72

0.71

55

0.16

0.13

55

0.72

0.71

55

0.36

0.34

55

0.37

0.35

55

0.52

0.51

55

0.57

0.55

55

0.58

0.56

55

0.33

0.30

55

0.11

0.08

55

0.74

0.73

55

0.43

0.40

55

0.57

0.56

55

0.48

0.46

55

0.23

0.20

0.47

0.45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주: 2)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 3) 표준오차는 Newey-West Autocorrelation이 조정된 표준오차를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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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0]의 추정결과는 [표 4-7]과 [표 4-8]에 정리하였다. 분석 기간의 차
이로 추정된 달러 요인부하가 앞선 분석(표 4-4와 표 4-5 참고)과 약간의 차이
는 있으나, 이집트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위안화 요인부하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영국, 신흥국에서는 한국, 말레이
시아, 러시아가 1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
안화 요인이 달러 요인 변화율과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변화율의 차이로 정의
되어, 위안화 요인이 음수일 때 중국 위안화와 해당 국가 환율이 동일한 방향으
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안화 절상(절하) 시 영국 파운드화, 한국
원화, 말레이시아 링깃은 절상(절하)되며, 러시아 루블은 절하(절상)된다.

6. 동태적 영향 분석
본 장에서는 달러 요인과 위안화 요인의 영향력을 시간 변화에 따라 분석하였
으며, 이러한 동태적 영향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롤링윈도우(rolling window)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롤링윈도우는 윈도우(window)라고 부르는 표본 크기
를 고정하여 모형을 추정한 뒤, 새로운 관측치를 추가하면서 가장 오래된 관
측치를 제거하여 윈도우의 크기를 고정한 채로 반복적으로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롤링윈도우 방법론은 금융에서 조건부 자산가격결정모형 등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전체 분석 기간 2006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 윈도우를 50개(약 4년)
로 고정하여 롤링윈도우 기법으로 [식 4-8]을 반복적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4-6]은 롤링윈도우 기법으로 추정된 모형의 결정계수(   )를 동태적으로 나타
낸다.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달러 요인이 전체 환율 변동의 5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앞서 분석한 비조건부 결과와 일관적인 결과를 보인
다. 달러 요인의 영향력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데, 2012~16년 기간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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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이 60%로 상승하는 반면, 국가별 차이는 커진 경향을 보였다. 2016~
20년 기간에는 평균 설명력이 45% 정도 나타난 반면, 국가별 차이는 상대적으
로 작아졌다.

그림 4-6. 달러 요인 모형의 동태적 결정계수
(단위: 2015년 1월=0, %)

주: 회색선은 30개 개별 환율에 대한 결정계수를 나타내고, 원을 포함한 검은 선은 30개 개별 환율에 대한 결정계수의
평균, 검은 점선은 1표준편차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그림 4-7]은 [식 4-10]과 [식 4-8] 모형의 결정계수 차이를 나타낸다. [식
4-10]은 [식 4-8]에 위안화 요인을 추가한 중첩된(nested) 모형으로, 결정계
수 차이는 위안화 요인의 한계(marginal) 영향력을 나타낸다. [그림 4-7]에서
평균적으로 위안화의 변동은 개별 환율 변동의 2%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위안화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별 차이는 존
재하며, 한국의 경우 최근 위안화 요인의 영향력이 빠르게 증가하여 5%를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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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동태적 위안화의 설명력
(단위: 2015년 1월=0, %)

주: 회색선은 29개 개별 환율에 대한 결정계수 차이를 나타내고, 빨간선은 한국 원화에 대한 결정계수 차이를 나타냄.
원을 포함한 검은 선은 30개 개별 환율에 대한 결정계수의 평균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7. 소결
분석 결과 개별 환율에 대한 달러화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되었
다. 평균적으로 개별 환율 변동의 50%는 달러 요인에 기인하며, 달려 요인의
변동은 100% 개별 환율 변동에 반영이 된다. 그러나 개별 환율이 달러 요인 변
동에 반응하는 노출도는 통화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 노출도는 해당 국가의 자
본유출입과 글로벌 금융사이클의 유사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국가 환율에서 위안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시기
와 상관없이 위안화 요인은 평균적으로 개별 환율 움직임을 2% 미만으로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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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위안화 동조화는 달러 요인에 대한 동
조화 현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
음을 시사한다.

글상자 4-1. 강건성 검증
제4장 1단계에서 개별 국가 명목환율의 달러 요인에 노출된 정도를 추정하였다. 30개국 통화를 단순
평균을 통해 도출한 달러 요인 이외에 주요통화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달러 인덱스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아래 두 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달러 인덱스에 대한 달러 노출도 추정 결과이다. 일본과
이집트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 신뢰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와 [표 4-4], [표 4-5]의 달러 요인을 사용한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

[선진국 달러 인덱스 추정치 (강건성 검증)]
국가









 

호주

-0.10
(0.11)

1.34***
(0.09)

175

0.72

0.72

캐나다

-0.01
(0.10)

1.26***
(0.08)

175

0.64

0.64

덴마크

-0.10
(0.11)

1.34***
(0.09)

175

0.72

0.72

유로지역

-0.10
(0.11)

1.34***
(0.09)

175

0.72

0.72

아이슬란드

0.41
(0.31)

1.18***
(0.26)

175

0.22

0.22

일본

-0.06
(0.21)

0.29
(0.18)

175

0.04

0.03

뉴질랜드

-0.09
(0.18)

1.77***
(0.11)

175

0.60

0.60

노르웨이

0.06
(0.11)

1.62***
(0.11)

175

0.69

0.69

스웨덴

-0.05
(0.12)

1.55***
(0.08)

175

0.71

0.70

스위스

-0.29**
(0.13)

1.14***
(0.13)

175

0.47

0.47

영국

0.08
(0.15)

1.00***
(0.10)

175

0.45

0.45

평균

-0.02

1.26

0.55

0.54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주: 2)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 3) 표준오차는 Newey-West Autocorrelation이 조정된 표준오차를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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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1. 계속
[신흥국 달러 인덱스 추정치 (강건성 검증)]
국가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이집트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평균





0.38
(0.24)
0.15
(0.24)
-0.10
(0.08)
0.19
(0.20)
-0.17
(0.13)
0.73
(0.52)
0.06
(0.17)
0.23*
(0.14)
0.17
(0.16)
0.01
(0.15)
-0.00
(0.12)
0.32**
(0.16)
-0.02
(0.09)
-0.08
(0.11)
-0.05
(0.16)
0.48*
(0.29)
0.49**
(0.25)
-0.20*
(0.11)
0.91***
(0.28)

1.84***
(0.18)
1.35***
(0.19)
0.21***
(0.05)
1.66***
(0.15)
1.64***
(0.09)
0.56
(0.57)
1.99***
(0.14)
0.85***
(0.09)
0.96***
(0.20)
1.32***
(0.17)
0.87***
(0.09)
1.57***
(0.13)
0.48***
(0.07)
0.51***
(0.06)
2.01***
(0.11)
1.65***
(0.26)
1.81***
(0.14)
0.59***
(0.06)
1.37***
(0.16)

0.18

1.22





  

175

0.49

0.48

175

0.43

0.43

175

0.18

0.17

175

0.50

0.49

175

0.69

0.69

175

0.02

0.01

175

0.66

0.66

175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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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주: 2)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 3) 표준오차는 Newey-West Autocorrelation이 조정된 표준오차를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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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될 경우 기저효과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은 2021년 세계경제는 2020년의 -5.1%보다 개선된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71)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역시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0년 -4.4% 기록 후 2021년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72)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이러한 세계경제 회복세는 우리 원화 강세에 일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1년 10개월 만에 1,110원 선으로 떨어졌으며,
시장 전문가들 역시 원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73)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환율의 평가절상 압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원화 강세가 수출경쟁력에는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에 대해서 주목하고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환율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수출기
업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별 실질실효환율과 수출기업의 수출, 수익성,
요소소득 부가가치 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들
이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를 분석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환율 변화가 모든
수출기업에 미치는 평균적인 변화를 추정했으며 기업 규모별로 분류해서 환율
변화의 영향을 추정하지는 않았다. 환율의 영향력은 수출기업의 규모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화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학술적인 의의가 있을 뿐 아
71) 안성배 외(2020), 2021년 세계경제 전망(2020. 11월), p. 6.
72) IMF(2020. 10), World Economic Outlook, p. 9.
73) 강태수(2020)도 원화 강세의 지속 가능성을 지적하며, 특히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 중국경제 실적과 미
국의 달러화 약세 기대를 그 원인으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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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어떤 기업에 지원이 필요한지 식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출기업
을 총자본액, 매출액 등 기업의 규모별로 분류하고 환율과 수출기업의 경영활
동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 간의 관계가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의 기업 중 수출기업
이고 분석 기간은 2007~18년이다. ‘기업활동조사’는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
행하고 있는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이고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인 기업에 대한 일반사항(소재지, 창설 연도), 사업내용(매출액, 비용내역), 재
무구조(자산, 부채, 자본) 등의 연도별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이 데
이터의 기업별 수출, 생산성, 마크업, 부가가치, 노동자 수, 수익성, 투자, 자본
등에 대한 정보를 추정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서 매출액이나 총자본액을 기준으로 전체표본을 오분위(quintile)로
나누었다.
한편 우리 분석의 또 다른 주요 변수인 환율은 일본 경제무역산업연구원
(RIETI: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발간하
는 산업별 실질실효환율(Industry-specific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을 사용하였다. 특히 RIETI의 연도별·산업별 환율데이터에서는 산업을 식품,
의류, 목재 등 13개의 제조업으로 분류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RIETI의 산업분
류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기업활동조사’의 기업들을 분류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요 결과는 환율 변화에 대해서 총자본액이나 매출액 측
면에서 규모가 큰 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수출(실질수출, 명목수출), 수
익성지표(총자본순이익률, 총자본영업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가 보다 민감
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체표본을 이용한 회귀분석에서 환율의 평
가절상과 수출은 부(-)의 관계인데, 규모가 작은 1분위나 2분위에 속하는 수출
기업들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환율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1보다 크며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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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유의한 반면에,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환율의 평가절상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하방압력도 주로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환율 평가절상의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수익
성을 개선시키는 경향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환율 변화는 시장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마크업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를테면 환율이 평가절상될 경우 허핀달허쉬
만지수(Herfindahl Hirschman index)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의 평가절상에 따라서 1분위 기업의
마크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반면에 규
모가 큰 5분위 기업의 마크업 상승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환율의 평가절상과 수출기업의 투자 간의 상관관계 역시 부(-)의 관계
인데, 특히 규모가 작은 1분위 수출기업의 부(-)의 관계는 규모가 큰 기업집단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율의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감
소, 기업 수익성의 악화, 시장점유율의 축소는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향후 성
장전망을 어둡게 하여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화는 수출기업의 요소소득부가가치(자본과 노동에 지급
된 총부가가치)와 자본소득에는 수출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상이한 영향을 미치
는 반면에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환율의 평가절상에 대해서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요소소득부가가
치와 자본소득은 축소되는 반면에,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확
대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노동소득은 전체표본과 수출기업 규모에 따른
분류한 부분표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환율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의 변화는 자본소득의 변화에 의해서 흡수되
며 노동소득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미치진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하
여 환율 변화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규모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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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자본가(주주와 채권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중 본 연구와 가장 관련이 높은 연구는 Berman, Martin, and
Mayer(2012)이다. 이들은 1995~2005년까지의 프랑스 기업에 대한 세관데
이터를 가지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환율의 평가절하에 대해서 수출 물량을
늘리기보다는 가격을 증가시켜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들
도 수출가격과 물량의 환율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기업 규모별로 다르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비슷한 점이 있다(Berman, Martin,
and Mayer 2012, p. 461). 차별점이라면 이들이 사용한 데이터는 세관데이
터이므로 기업별 수출 물량과 가격 그리고 도착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서 가격효과와 물량에 대한 효과를 분리해서 분석할 수 있었다. 반면에 본 연구
에서는 기업의 물량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De Loecker and
Warzynski(2012)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마크업을 추정하여 분석했다. 한편
분석의 대상 국가도 이들의 연구와는 다르며, 분석 방법에서도 본 연구가 기업
의 특성을 보여주는 좀 더 많은 통제변수를 사용했다. 또한 종속변수로서 이들
은 수출가격과 물량만을 고려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뿐 아니라 다양한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수출을 통해 규모별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부가가치, 투자, 수익성, 시장지배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석
했다.
다른 관련된 연구로는 Amiti, Itskhoki, and Konings(2014), Li, Ma,
and Xu(2015), Dekle, Jeong, and Ryoo(2016), Choi and Pyun(2017),
Blaum(2019), Choi and Kim(2020)이 있다. 이들 연구 모두 기업 단위의 데
이터를 사용하여 환율 충격의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하
다. 특히 Choi and Pyun(2017)과 Choi and Kim(2020)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다르지만 본 연구와 동일한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들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 본 연구와는 다
소 차이가 있으며 연구목적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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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차별점은 이들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만이 수출기업을 규모별로 나누어
서 환율 영향과 수출, 수익성, 부가가치와 생산요소에 대한 분배 등 다양한 변
수와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일 것이다.
본 연구의 2절에서는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3절에서는 실증분
석 결과를 보여주고 그 결과를 해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전체 내
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
본 절의 ‘가. 데이터’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사용된 변수의 추정 방법
을 설명하고 ‘나. 실증분석 방법’에서는 실증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가. 데이터
분석 대상 기간은 2007~18년이고 분석에 사용한 모든 데이터는 연도별 데
이터이다.
분석 대상이 되는 기업은 우리나라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의 기업 중 수출기
업이다. ‘기업활동조사’는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법인 중 상
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이고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기업74)에 대한 일반사항
(소재지, 창설 연도), 사업내용(매출액, 비용내역), 재무구조(자산, 부채, 자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수출기업의 규모별로 환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서 매출액이나 총자본액을 기준으로 전체표본을 오분위로 나누었다. 우리 연

74) 통계청(2020, p.21)에 따르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기
업활동조사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 우리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에 제조업
(중분류: 20, 21, 22, 23, 26, 27, 29, 30)에 속하면서도 50인 미만인 18개의 관측치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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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기업활동조사의 기업별 수출, 생산성, 마크업, 부가가치, 부가가치의
생산요소별 분배율, 노동자 수, 수익성, 투자, 자본 등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
이 추정하였다.
기업의 명목수출은 기업 간 거래액과 관계회사 거래액을 모두 합산한 직접
수출액의 합계이며, 기업의 실질수출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업의 명목수출을 한
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산업별 수출물가지수를 이용하여 환산했다.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Ackerberg, Caves, and Frazer
(2015)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생산함수가 생산요소 간 교호작용(interaction
term)을 포함한 2계 다항식을 가정하고 GMM을 이용해서 추정했다.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수는 상용노동자와 임시 및 일용노동자 수의 합계이며 노동자
1인당 자본은 노동자 수 대비 기업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합계의 비중을 사용
했다. 한편 환율의 변화는 기업의 수입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출원가
와 수입액을 사용하여 매출원가 대비 수입비중을 계산해서 우리 회귀분석의 통
제변수로서 사용했다.
기업의 수익성을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자본총계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중
인 총자본순이익률, 자본총계 대비 영업이익의 비중인 총자본영업이익률, 그
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중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계산했다. 당기순이
익은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이며, 기업의 이익 중 주된 영업매출과 관련된
이익인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했다.
시장집중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산업별 허핀달허쉬만지수(HHI: Herfindahl
Hirschman index)와 기업별 마크업(한계비용 대비 가격의 비율)을 추정했
다. HHI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산업별 합산한 수치로서 높을수록
산업별 소수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De Loecker
and Warzynski(2012)의 방법론을 사용해서 기업별 마크업을 추정했다.
Hall(1986, 1988)은 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하기 위해서 산업별 생산함수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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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De Loecker and Warzynski(2012)는 이 방법론
을 더욱 발전시켜서 기업데이터에 적용했다. 이 방법론에 따르면 마크업은 요소
소득부가가치 중 가변생산요소(variable input) 분배율 대비 기업 산출물의 이
러한 가변생산요소에 대한 탄력성(output elasticity)의 비율(ratio estimator)로서 나타난다. 여기서는 De Loecker and Warzynski(2012)와 마찬가지
로 가변생산요소로서 노동을 사용했다. 따라서 De Loecker and Warzynski
의 방법론을 ‘기업활동조사’에 적용하여, 요소소득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의
비율(노동소득분배율)은 기업 데이터에서 추정하고, 산출물의 노동에 대한 탄
력성의 경우 기업 생산함수를 2계함수로 가정한 후 생산함수의 계수값을 추정
하여 도출했다.
한편 기업의 향후 성장을 보여주는 투자는 유형자산 당기취득액과 무형자산
당기취득액의 합계로 계산했다.
마지막으로 환율 충격이 기업의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에 대한 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노동분배율과 자본분배율을 계산했다. 생산요
소(자본과 노동)에 대한 분배의 총합인 요소소득부가가치는 노동소득, 영업이
득, 이자(영업비용임차료)의 합계로 계산했다. 한국생산성본부(2017)의 정의
에 따르면 이자는 기업 관점에서 비용이므로 요소소득부가가치 계산시 포함하
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계정의 부가가치 정의상 이자 역시 부가가치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며(한국은행 2016), 요소소득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본의 기여
분에 대한 분배로 보아야 하므로 우리 분석에서는 요소소득부가가치와 자본소
득의 항목으로 포함시켰다.75)
이때 노동분배율은 요소소득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의 비중으로 계산되는
데, 노동소득은 2006~09년의 기업활동조사에서는 비용내역 중 급여총액, 퇴
75) 한국은행(2016, pp. 29~30)의 국민계정에서의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이자(영업비용 중
임차료), 감가상각(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의 합계로 정의된다. 피용자보수를 노동소득으로,
영업잉여와 이자의 합계를 자본소득으로 정의했으며, 감가상각과 세금은 분배 측면에서 기여분에 대
한 보상을 받는 집단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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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여, 복리후생의 합계로 계산하는 한편, 2010년부터는 ‘인건비’라는 단일
항목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 단일항목을 노동소득으로 사용했다. 한편 자본
분배율은 요소소득부가가치 대비 자본소득인 영업이득과 이자(영업비용 임차
료)의 합계의 비율로 계산했다. [표 5-1]은 기업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여
준다.76)

표 5-1. 기초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노동자 수(명)

21,512

476.38

2,926.18

22

103,048

노동자 1인당 자본(백만 원)

21,512

178.53

235.39

0.04

12,143.05

매출원가 대비 수입액 비중(%)

21,512

0.21

0.27

4.57E-06

2.73

총자본순이익률(%)

21,512

16.34

65.21

0.002

7,336

총자본영업이익률(%)

21,512

18.26

93.26

0.01

11,132.26

매출액영업이익률(%)

21,512

7.37

6.14

0.004

65.43

노동분배율(%)

21,512

0.65

0.18

0.03

0.999

자본분배율(%)

21,512

0.35

0.18

0.001

0.97

수출(백만 원)

21,512

231,169.2

2,844,229

1

1.26E+08

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검색일: 2020. 8. 20).

마지막으로 우리 분석의 독립변수인 산업별 실질실효환율(이하 환율)은 일
본 경제무역산업연구원(RIETI)이 발간하는 산업별 실질실효환율(Industryspecific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데이터를 사용했다. RIETI의 환율
데이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연도별·산업별 실질실효환율을 보여주
76) Gollin(200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총노동분배율(aggregate labor share)은 자영업자(unincorporated
business), 1인기업(sole proprietors) 등 주주이자 사업가(entrepreneur)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의
부가가치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리하는 추정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반면에
Karabarbounis and Neiman(2014)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데이터에서 직접 관찰 가능한 기
업의 노동소득(corporate labor share)과 자본소득(corporate capital share)을 분석 대상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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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100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산업별 가격경쟁력을 평가하며, 수치가 높
을수록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되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RIETI의 산업별 환율 데이터에서는 산업을 식품, 의류, 목재 등 13개의
제조업으로 분류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RIETI의 산업분류 기준과 같은 기준으
로 ‘기업활동조사’의 수출기업들을 산업별로 분류했다.

나. 실증분석 방법
환율의 변화가 수출기업의 수출, 수익성, 부가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하기 위해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은 다변수 고정효과 회귀모형이다.
우리 회귀식에서는 환율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하고 기업의 수출, 수익성, 요소
소득부가가치 등을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회귀분석을 전
체표본에 대해서 적용하거나, 기업을 규모(총자본액, 매출액 등)별로 오분위
(quintile)로 분류하여 부분표본(sub-sample)에 대해서도 적용했다. 이때 환
율 변화가 가져오는 외생적인 충격을 식별할 목적으로, 환율과 상관관계가 있
을 수 있는 관찰되지 않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생산성, 노동자 수, 노동
자 1인당 자본, 매출원가 중 수입액비중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통제변수로서 포함시켰다. 또한 여전히 누락변수가 우리의 회귀분석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연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산업별 특성(characteristics)
과 연도별 공통적으로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산
업고정효과(industry fixed effect)와 연도고정효과(year fixed effect)도 포
함시켰다. 모든 변수는 로그를 취해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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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결과
[표 5-2]는 실질실효환율의 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패널 A
는 기업별 수출액을 수출물가지수로 나눈 실질수출을 종속변수로 사용했을 때
의 회귀분석 결과를, 패널 B는 명목수출을 종속변수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두 패널의 (1)-(6)열 모두 환율의 평가절상과 수출은 부(-)의 관계이
며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은 수출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패널 A의 (6)열에서 실질실효환율이 1%p 상승할 때 실질수출은 0.51%p 만큼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패널 B의 (3)과 (6)열에서는 환율의 명목수출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패널 A와 패

표 5-2. 환율의 수출에 대한 영향
패널 A. 실질수출
구분

(1)

(2)

(3)

(4)

(5)

(6)

환율

-1.28***

-1.26***

-0.71**

-1.28***

-1.08***

-0.51*

(0.38)

(0.38)

(0.31)

(0.36)

(0.37)

(0.29)

생산성

1.01***

3.55***

(0.20)

(0.15)

노동자 수

1.43***

1.44***

(0.01)

(0.01)

노동자 1인당 자본

0.76***

0.33***

(0.02)

(0.02)

매출원가 대비 수입비중

0.32***

0.18***

(0.01)

(0.01)

관측치 수

21,512

21,512

21,512

21,512

21,512

21,512

R-squared

0.037

0.040

0.328

0.109

0.091

0.401

산업 더미

O

O

O

O

O

O

연도 더미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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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패널 B. 명목수출
구분

(1)

(2)

환율

-0.87**
(0.38)

생산성

(3)

(4)

(5)

(6)

-0.85**

-0.30

-0.87**

-0.67*

-0.10

(0.38)

(0.31)

(0.36)

(0.37)

(0.29)

1.15***

3.72***

(0.20)

(0.16)

노동자 수

1.43***

1.45***

(0.01)

(0.01)

노동자 1인당 자본

0.76***

0.32***

(0.02)

(0.02)

매출원가 대비 수입비중

0.32***

0.19***

(0.01)

(0.01)

관측치 수

21,512

21,512

21,512

21,512

21,512

21,512

R-squared

0.043

0.046

0.333

0.115

0.097

0.409

산업 더미

O

O

O

O

O

O

연도 더미

O

O

O

O

O

O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 2) 상수항은 포함했으나 보고하지 않음.
주: 3) 환율상승은 자국통화 평가절상을 의미.
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RIETI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하여 추정(검색일: 2020. 8. 20).

널 B 모두 생산성이 높고 노동자 수와 자본집약도 측면에서 규모가 크며 수입
비중이 높은 수출기업일수록 보다 많은 수출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77)
[표 5-3]은 수출기업을 총자본액((1)-(5)열)이나 매출액((6)-(10)열)을 기준
으로 오분위(quintile)로 나누어서 [표 5-2]와 동일한 회귀분석을 적용했다. 패

77) Melitz(2003) 등 이질적 기업의 수출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에서 생산성 및 기업의 규모와 수출과의 양
(+)의 상관관계를 예측하고 있다. 한편 Antràs, Fort, and Tintelnot(2017), Choi and Kim(2018),
Blaum(2019) 등의 연구에서는 기업이 중간재의 구입처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
는 수출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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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A는 실질수출을, 패널 B는 명목수출을 종속변수로 사용했고, 기업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 5-2]의 통제변수(생산성, 노동자 수, 자본집약도, 수입비
중)도 누락변수에 따른 편이를 줄이기 위해서 회귀식에 종속변수로서 포함했
다. 다만 환율의 영향이 우리의 주된 관심 사항이므로 이러한 다른 통제변수들
의 영향은 [표 5-3]부터는 보고하지 않기로 하겠다.
[표 5-3]에서는 수출기업을 총자본액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분표본
(sub-sample)으로 분류해서 회귀분석할 경우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들에서
환율의 평가절상과 수출 간의 음(-)의 관계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를테면 환율이 1%p 평가절상 됨에 따라서 총자본액과 매출액 기준 모두에서 1
분위와 2분위에 속하는 수출기업들은 1%p 이상의 수출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그것보다 큰 규모의 수출기업들의 수출 감소는 1%p보다 작으며 통계
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기서 보고하지는 않았
으나 오분위가 아닌 십분위(decile)로 나누거나, 총자본액이나 매출액 대신 수
출액 기준으로 오분위로 나누었을 경우에도 대체로 [표 5-3]과 유사하게 총자
본액, 매출액, 수출액이 작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환율 변화에 대한 수출 변화
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78)

78) Hahn and Pyun(2020)은 환율에 대한 실질수출의 변화가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생산성과 기업 규모와의 양(+)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본고 [표 5-2] 패널
B의 결과는 Hahn and Pyun(2020)의 결과와 관련성이 있다. 다만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기업의
생산성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환율에 대한 수출 변화가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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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5-3]의 분석 결과는 환율 변화에 대하여 매출액이나 총자본액 기준
작은 수출기업들의 수출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환율에 대한 수출시장에서의 기업 규모별 민감도의 차이와 관련해서, 기업수익
성, 시장점유율과 투자, 부가가치, 부가가치의 노동과 자본에 대한 분배 등의
측면에서 환율 변화가 기업 규모별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한편 총자본액 기준으로 나누거나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거나 대체
로 비슷한 결과가 관찰되므로 지금부터 모든 회귀분석은 총자본액 기준으로 오
분위로 나눈 결과를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여
기서 보고하지는 않지만 기업을 십분위로 분류하여 아래의 모든 회귀분석을 수
행했을 때도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관찰된다.
우선 [표 5-4]에서는 환율 변화가 기업수익성 등 현재 경영여건에 미치는 영
향을 전체표본((1)열)과 부분표본((2)~(6)열)별로 보여준다. 특히 패널 A-B는
총자본액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인 총자본순이익률(return on investment)
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환율 변화의 영향을 보여준다. 한편 당기순이익은 기업의
본래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외이익까지 포함하므로, 패널 C~E는 각각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인 총자본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인 매
출액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에 대한 환율 변화의 영향을 살펴본다.
[표 5-4]의 모든 패널에서는 공통적으로 환율 변화 전체표본에서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1)열), 1분위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은 모두 부
(-)의 값을 가지며 대체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열).
반면 모든 패널에서 (4)~(6)열의 3~5분위 기업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거나 특히 5분위 기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의 값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환율의 평가절상이 기업수익성에 미치는 하방압력은 주로 작은 규모의
수출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큰 규모의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환율
의 평가절상의 부정적 영향은 작거나 때로는 오히려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모습
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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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기업 수익성과 투자의 변화
패널 A. 총자본순이익률(ROI)
구분
환율

(1)

(2)

(3)

(4)

(5)

(6)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0.04

-0.71**

-0.06

0.59*

-0.01

0.47

(0.15)

(0.36)

(0.36)

(0.33)

(0.34)

(0.33)

관측치 수

21,512

4,355

4,309

4,299

4,309

4,240

R-squared

0.067

0.085

0.072

0.086

0.083

0.077

다른
통제변수

O

O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O

O

연도 더미

O

O

O

O

O

O

패널 B. 당기순이익
구분
환율

(1)

(2)

(3)

(4)

(5)

(6)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0.15

-1.28***

-0.36

0.18

-0.19

0.68*

(0.19)

(0.39)

(0.38)

(0.34)

(0.35)

(0.39)

관측치 수

21,512

4,355

4,309

4,299

4,309

4,240

R-squared

0.544

0.119

0.135

0.144

0.183

0.484

다른
통제변수

O

O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O

O

연도 더미

O

O

O

O

O

O

패널 C. 총자본영업이익률
구분
환율

(1)

(2)

(3)

(4)

(5)

(6)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0.01

-0.75**

0.04

0.62*

0.36

0.55*

(0.15)

(0.33)

(0.31)

(0.34)

(0.35)

(0.33)

관측치 수

21,512

4,355

4,309

4,299

4,309

4,240

R-squared

0.048

0.108

0.104

0.100

0.081

0.080

다른
통제변수

O

O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O

O

연도 더미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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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계속
패널 D. 매출액영업이익률
구분
환율

(1)

(2)

(3)

(4)

(5)

(6)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0.11

-1.07***

-0.35

0.07

0.05

0.23

(0.14)

(0.30)

(0.29)

(0.32)

(0.32)

(0.31)

관측치 수

21,512

4,355

4,309

4,299

4,309

4,240

R-squared

0.072

0.057

0.088

0.107

0.115

0.114

다른
통제변수

O

O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O

O

연도 더미

O

O

O

O

O

O

(1)

(2)

(3)

(4)

(5)

(6)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0.12

-1.32***

-0.26

0.21

0.18

0.77**

(0.16)

(0.32)

(0.31)

(0.34)

(0.35)

(0.36)

관측치 수

21,512

4,355

4,309

4,299

4,309

4,240

R-squared

0.610

0.199

0.185

0.171

0.221

0.572

다른
통제변수

O

O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O

O

연도 더미

O

O

O

O

O

O

패널 E. 영업이익
구분
환율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 2) 상수항은 포함했으나 보고하지 않음.
주: 3) 환율상승은 자국통화 평가절상을 의미.
주: 4) 위 표의 모든 회귀분석은 [표 5-2]의 모든 통제변수(생산성, 노동자 수, 노동자 1인당 자본, 매출원가 대비 수입비중)를
포함함.
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RIETI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하여 추정(검색일: 2020. 8. 20).

[표 5-4]에서 살펴보았듯이 환율 변화가 수출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경영
실적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집중도와 기업 간 경쟁도에도 기
업 규모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5-5] 패널 A의 (1)열은 모든
사용된 통제변수의 연도별·산업별 평균값을 포함하여 환율이 산업별 허핀달허
쉬만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으며,79) (2)~(6)열은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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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환율이 전체 기업과 기업 규모별 부분집단의 마크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했다.
패널 A의 (1)열 결과에 따르면 환율의 평가절상에 따라서 시장집중도는 증
가(허핀달허쉬만지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2)열의 분석에 따르면 환율의 평가절상
에 따른 수출기업의 마크업은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자국통화의 평가절상 시 기업의 한계비용 대비 상품가격이 평균적으로 상
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부분표본을 이용한 분석인 (3)~(7)
열에서는 기업의 마크업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는 오분위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환율의 평가절상에 따라서 규모가 작은 1분위 수출
기업들의 마크업은 유의하지는 않지만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규모가
큰 5분위 수출기업들의 상승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환율 변화에
대해서 규모가 큰 수출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규모
가 작은 수출기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환율의 평가절상이
규모가 작은 기업의 가격으로 전가되는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로 (1)열의 허핀달허쉬만지수에 대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규모
가 큰 수출기업으로의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시장집중도는 강화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현재 기업경영실적의 악화와 시장점유율의 축소는 수출기업의 향후 성
장전망을 어둡게하여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패널 B는 환율의 평가절상과
수출기업의 투자 간 상관관계 역시 전체적으로 부(-)의 관계임을 보여준다((1)
열). 특히 (2)열에서 보여주듯이 규모가 작은 1분위 기업에서 환율의 평가절상
과 수출기업의 투자 간 부(-)의 상관관계는 다른 기업집단보다 뚜렷하게 드러
나고 있다.
79) 허핀달허쉬만지수는 산업별로 정의되고 계산되므로, [표 5-5] (1)열의 회귀분석에서는 각 기간별ㆍ산
업별 평균값을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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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와 [표 5-5]의 결과를 종합하면 환율의 평가절상은 특히 작은 수출
기업들의 현재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도 감소시
켜서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둡게 만드는 경향이 관찰된다. 반면에 환율의 평가
절상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제한적이
거나 영업이익과 마크업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도 관찰된다.

표 5-5. 시장집중도와 투자의 변화
패널 A. 시장집중도
구분

(1)
HHI

(2)
마크업

(3)
1분위

(4)
2분위

환율

2.49**
(1.16)

0.22***

-0.15

0.35**

(0.07)

(0.16)

(0.16)

(5)
3분위

(6)
4분위

(7)
5분위

0.12

0.02

0.74***

(0.16)

(0.18)

(0.16)

관측치 수

144

21,512

4,355

4,309

4,299

4,309

4,240

R-squared

0.830

0.517

0.505

0.454

0.454

0.417

0.508

다른
통제변수

O

O

O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O

O

O

연도 더미

O

O

O

O

O

O

O

패널 B. 투자
구분

(1)
전체

(2)
1분위

(3)
2분위

(4)
3분위

(5)
4분위

(6)
5분위

환율

-0.38**

-1.26***

-0.32

-0.07

0.25

-0.44

(0.17)

(0.41)

(0.40)

(0.40)

(0.39)

(0.33)

관측치 수

21,360

4,273

4,276

4,293

4,288

4,230

R-squared

0.647

0.334

0.356

0.358

0.438

0.700

다른
통제변수

O

O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O

O

연도 더미

O

O

O

O

O

O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 2) 상수항은 포함했으나 보고하지 않음.
주: 3) 환율상승은 자국통화 평가절상을 의미.
주: 4) 위 표의 모든 회귀분석은 [표 5-2]의 모든 통제변수(생산성, 노동자 수, 노동자 1인당 자본, 매출원가 대비 수입비중)를
포함함.
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RIETI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하여 추정(검색일: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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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분석에서와 같이 환율이 기업 규모별로 차별적으로 수출기업의 현재
경영실적과 미래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에 대한 분배에도 기업 규모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표 5-6]은 환율 변화가 요소소득부가가치와 노동소득, 자본소득으로
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패널 A (1)열에 따르면 환율이 평가절상됨
에 따라 표본의 모든 수출기업의 요소소득부가가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3)
열의 결과에 따르면 1분위와 2분위에 속한 수출기업들에 대해서는 환율의 평
가절상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하방효과는 좀 더 뚜렷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6)열의 규모가 큰 5분위 수출기업들의 부가가치
는 오히려 상승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패널 B-C는 요소소득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의 비율인 노동분배율과 노동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표본((1)열)과 부분표본((2)~(6)열)으로 구분해서 보
여준다. 패널 B는 환율 변화가 노동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데, 이제
까지의 분석 결과와는 반대로 1분위의 작은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에 5분위 기업에 대해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때 패널 C에서 노동소득과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패널 A에서는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부가가치는 좀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패널 B에서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들의 노동분배율이 환율의 평가절상
에 따라서 감소하는 반면 규모가 큰 수출기업들에서는 노동분배율이 증가하는
결과는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소득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 규모에
따른 요소소득부가가치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패널 D에서 요소소득부가가치 대비 자본소득의 비율인 자본분배율은 규모
가 작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환율이 평가절상됨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으며
((1)열),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환율이 평가절상됨에 따라서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6)열). 하지만 패널 B-C의 환율과 노동분배율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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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와는 달리 패널 D의 결과는 기업 규모에 따른 요소소득부가가치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패널 E에서 보여주듯이 자본소득 자체가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
에서는 감소하고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서는 요소소득부가가치의 증가분 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6]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환율이 평가절상될 경우 규모가 작은 수출기
업의 요소소득부가가치는 감소하는 반면에 규모가 큰 수출기업의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기업 규모와 관련 없이 노동소득은 유의한
큰 변화가 없으므로, 이러한 요소소득부가가치의 변화는 대부분 자본소득의
변화를 통해서 흡수된다. 이런 관점에서 규모가 큰 수출기업의 노동자와 자본

표 5-6. 노동과 자본에 대한 분배

구분
환율

(1)
전체

패널 A. 요소소득부가가치
(2)
(3)
(4)
1분위
2분위
3분위

(5)
4분위

(6)
5분위

0.09

-0.25**

-0.22*

0.02

-0.01

0.29*

(0.07)

(0.12)

(0.12)

(0.13)

(0.14)

(0.17)

관측치 수

21,512

4,355

4,309

4,299

4,309

4,240

R-squared

0.864

0.595

0.592

0.584

0.599

0.854

다른 통제변수

O

O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O

O

연도 더미

O

O

O

O

O

O

구분

(1)
전체

(2)
1분위

(3)
2분위

(4)
3분위

(5)
4분위

(6)
5분위

환율

-0.08*

0.26***

0.10

-0.09

-0.02

-0.35***

(0.05)

(0.07)

(0.09)

(0.11)

(0.11)

(0.14)

관측치 수

21,512

4,355

4,309

4,299

4,309

4,240

패널 B. 노동분배율

R-squared

0.191

0.126

0.160

0.159

0.232

0.205

다른 통제변수

O

O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O

O

연도 더미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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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계속

구분
환율

(1)
전체

(2)
1분위

패널 C. 노동소득
(3)
2분위

(4)
3분위

(5)
4분위

(6)
5분위

0.01

0.02

-0.12

-0.07

-0.03

-0.06

(0.05)

(0.10)

(0.10)

(0.11)

(0.11)

(0.10)

관측치 수

21,512

4,355

4,309

4,299

4,309

4,240

R-squared

0.920

0.666

0.720

0.750

0.779

0.940

다른 통제변수

O

O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O

O

연도 더미

O

O

O

O

O

O

구분

(1)
전체

(2)
1분위

(5)
4분위

(6)
5분위

환율

0.03

-0.93***

0.01

0.19

0.12

0.40**

(0.10)

(0.21)

(0.21)

(0.21)

(0.22)

(0.20)

관측치 수

21,512

4,355

4,309

4,299

4,309

4,240

패널 D. 자본분배율
(3)
(4)
2분위
3분위

R-squared

0.643

0.231

0.221

0.201

0.252

0.609

다른 통제변수

O

O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O

O

연도 더미

O

O

O

O

O

O

구분

(1)
전체

(2)
1분위

패널 E. 자본소득
(3)
2분위

(4)
3분위

(5)
4분위

(6)
5분위

환율

0.12

-1.17***

-0.21

0.21

0.11

0.69**

(0.15)

(0.28)

(0.29)

(0.30)

(0.32)

(0.33)

관측치 수

21,512

4,355

4,309

4,299

4,309

4,240

R-squared

0.643

0.231

0.221

0.201

0.252

0.609

다른 통제변수

O

O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O

O

연도 더미

O

O

O

O

O

O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 2) 상수항은 포함했으나 보고하지 않음.
주: 3) 환율상승은 자국통화 평가절상을 의미.
주: 4) 위 표의 모든 회귀분석은 [표 5-2]의 모든 통제변수(생산성, 노동자 수, 노동자 1인당 자본, 매출원가 대비 수입비중)를
포함함.
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RIETI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하여 추정(검색일: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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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리고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노동자를 비교할 때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
의 주주와 채권자 등이 환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소결
본고에서는 수출기업을 자본액,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오분위로
분류하고 환율 변화와 수출기업의 수출, 투자, 부가가치 등과의 관계를 기업 규
모별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율의 평가절상에 대해서
규모가 큰 수출기업보다 작은 수출기업의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보다 뚜
렷한 부(-)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특히 환율의 평가절상과 자본소득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에서는 부(-)의 상관관계가 관찰된 반면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런 결과는 규모
가 큰 수출기업의 노동자와 자본가 그리고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노동자와
비교할 때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주주와 채권자 등의 자본가가 환율의 영향
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원화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분석 결과
는 중소기업의 수출, 수익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우리 중소기업이 환율 변화 등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해서 좀 더 강건하
게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정보의
격차를 좁히려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정책금융과 무역보
험의 역할도 시장환경의 변화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이 환율 변화 등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조정
할 수 있는 조정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무역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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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단순히 FTA에 따른 충격을 넘어서서 무역의 구조적 변화,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좀 더 포괄적인 대외부문의 충격과 관련된 조정기금 설립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고의 분석대상이 되는
‘기업활동조사’는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
자가 50인 이상이고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기업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율 변화가 우리나라의 생산측면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도 일부 기
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집단의 소득에
대한 영향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De Loecker and Warzynski(2012)의 방법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의 마크업을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 개별 기업은 다양한 상품
을 수출시장에 공급하므로 환율의 가격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분석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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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 요약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상품수지의 흑자에 힘입어 대체로 흑자
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순대외자산의 증가로 바로 이
어지지 않았으며, 2014년이 되어서야 대외금융자산이 대외금융부채를 초과하
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순대외자산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경상
수지 흑자가 순대외자산의 증가로 바로 연결되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가
수익성이 높은 국내증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반면 내국인 투자자는 수익성은
낮지만 안전한 미국 국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거나, 국내금융시장을 통한 위험회피가 가능하
거나, 혹은 위기발생 시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즉각적인 자금조달이 수월한 국
가의 경우 이렇게 저수익·저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할 수 있다. 하지
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하방충격 등에 대비해 다소 낮은
수익성을 감수하고라도 금융시장이 보다 발전된 국가의 안전한 자산을 대외자
산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precautionary saving). 특히 국내금융시장을 통
한 위험회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국인 투자자는 위기발생에 대비해 자산
간 수익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보험료(insurance fee)를 지불하면서 수
익성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축통화에 투자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들 국가들은 미래 하방충격에 대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위기발생 시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즉각적인 자금
조달이 수월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80)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는 우리
내국인 투자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며, 이러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는 유지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보다 더 엄밀하게 실증적으로 살펴보
80) 다만 2020년 10월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에 성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능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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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특히 기축통화의 보유 여부, 국내금융시장의 발전 정도와 함께 국가별로
상이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 중 Chinn and Prasad(2003)는 순대외자산, 재정수
지, 경제발전의 단계, 인구통계, 금융심화의 정도 등을 경상수지 결정요인으로
서 분석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실증분석 모형을 준용하고 확장하여 해
외채권발행액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대리변수로서 포함하고 이러
한 실증모형이 예측하는 경상수지를 추정했다.
제2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반영한 모
형에서 예측되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의 추정치는 접근성을 반영하지 않
은 모형에서 예측되는 추정치보다 0.8~1.5%p(2016년 기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2016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모형에서 예측되는
경상수지 흑자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성을 고려했을 경우 그 차이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IMF 등 국제기구나 미 재무부는 이러한 국가의 특수성을 고
려하지 않고 일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정책개입을 통한 시장왜곡의 신호로 판
단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IMF는 대외부문보고서(ESR: External Sector Report)를 통해 주요 30여 개국의 경상수지, 실질실효환율, 대외자산 및 부채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로 활용되
기도 한다. 특히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을 기
초로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율조작국이나 관
찰대상국으로 지정해왔다. 그리하여 「종합무역법(1988)」에 의해 지정된 조작
국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교역촉진법(2015)」에 의해 지
정된 조작국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미국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다행히 가장 최근의 IMF 대외부문보고서와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우리나
라의 경상수지와 환율 수준이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과 대체로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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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리 정책 당국의 외환시장개입 역시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양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상수
지 흑자가 환율에 대한 한 방향의 인위적 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재정지출의 확대를 요구하기는 했
지만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과거 예측할 수 없었던 하방 충격이었듯이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 평가절상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 역시 예상치 못하게 발
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앞으로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응하는 논리는 보다 탄탄해질 것이다. 이런 배
경하에서 제3장의 실증분석에서는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개입 정책, 두 가지 정
책을 명시적으로 모형에 반영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두 정책에 대
한 외생적인 충격들을 식별하고 각 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서 Uhlig(2005), Kim and Kim(2019)에서 활용한 충격반응함수에 부호제
약을 부가하는 구조 VAR 모형을 사용했다.
제3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단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증
분석 방법을 다양하게 변형해도 이러한 분석 결과가 대체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외환시장개입 충격에 대한 부호제약을 수정하거나, 충격
제약함수에 대한 부호제약을 조금 더 장기간 부가하거나, 혹은 글로벌 금융위
기 더미를 추가할 경우에도 외환시장개입 정책의 효과는 여전히 단기적으로만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환시장개
입 정책이 환율을 일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환율 수준이나 장기
적인 추세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
게 된 주요한 한 가지 이유는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불태화 정책과 수반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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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환율 결
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식별하는 것은 환율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기존의 환율 결정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달리 두 국가 간 환율과 양국의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 간의 약한
상관관계는 지적되어 왔다. 특히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많은 국가의 환율 동조
화(co-movement) 현상을 발견했으며 환율 움직임의 공통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금융 및 무역변수를 활용해서
환율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4장의 실증분석에서는 Lustig
and Richmond(2020)와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개별 환율의 단순 평균으
로 공통요인을 추출하였다. 비록 방법론은 단순하지만 이렇게 추출한 공통요인
은 다른 통계적 방법론으로 추출한 공통요인과 유사한 움직임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서 금융 및 무역변수들을 활용하여 추출된 국가별 공통요
인이 이 변수들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되는지도 실증적으로 평가했다.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개별 환율에 대한 달
러화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개별 환율 움직임의
50%는 달러 요인에 기인하며 달러 요인 변동의 100%는 개별 환율 변동에 반
영이 되었다. 하지만 개별 환율이 달러 요인에 대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그 민감도는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입과 글
로벌 금융사이클 간의 유사성과는 높은 관련성을 보였지만, 무역변수들 간의
관련성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대다수 국가의 환율에서 위안화 요
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개별 국가 환율 움직임의 2% 정도만을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국가 환율의 경우 위안화 요인에 대한 반
응의 민감도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요
인에 대한 원화 환율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안
화 요인은 원화 변동성의 10% 정도를 설명했으며 방향에 있어서도 위안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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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간 동조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지금까지 환율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재발할 수도 있는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응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원화 강세가 예상되는 최근 상황
에서 환율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
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제5장에서는 환율 변화가 우리 수
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기업에 대한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과거의 연구와 차별화된 점은 환율 변화가 전체 수출기업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을 추정했을 뿐 아니라 기업 규모별로 환율 변화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
는가를 분석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출기업을 자본액, 매출액 등 기업 규
모를 기준으로 오분위로 분류하고 환율 변화와 기업활동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규모별로 분석했다.
제5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기업의 수출, 수익성, 투자, 부
가가치 등은 규모가 큰 기업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했다. 이러한 결과
는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이 규모가 작은 기업의 수출, 수익성, 투자 등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들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한편 환율 변화와 노동소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
았던 반면, 환율의 평가절상과 자본소득 간 관계의 경우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
은 부(-)의 상관관계가,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이런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율의 변화에 대해서 노동소
득은 수출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뚜렷한 변화가 없지만 규모가 작은 수출기
업의 기업가, 채권자 등의 자본소득은 환율 변화에 민간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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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방향 제언
가.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한 대응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에 따라서 현재의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괴리 현상
은 급격한 자산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할 수 있
다. 이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 우리 원화가 약세 흐름을 보였듯이 재확산 충
격은 다시금 원화 약세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이 과
거 예측할 수 없었던 하방 충격이었듯이, 향후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융
부문과 실물부문에 대한 충격은 원화 약세 압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편 우리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되는
경우 원화도 약세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하여 원화의 약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의 평가절상 압박
이 고조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의거하여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조작국과 심층분석
대상국을 선정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종합무역법(1988)」의 광범위한 지정기
준을 기초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미 상무부 개정안을 통
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좀 더 실효성 있는 압박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바
이든 행정부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 압박은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전략을 펼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 환율 압박
등 대외부문 요건을 기준으로 우리와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완전
히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거시경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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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서 경상수지 및 환율의 결정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보
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응하는 실증적 근거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제3장의 분석에 따르면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환율의 일시적인 안
정화 역할 밖에 수행할 수 없으며 환율 수준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외환시장개입 정책에 따
른 환율 절하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더 나아가 외환시장
개입 정책 자체는 환율에 장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외환시장을 안
정화시킬 목적으로 외환시장개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오히려 제2장의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기축통화 보유 여부, 국내금융시장
의 발전정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이 경상수지 불균형(흑자)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내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국제금융시
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점차 경상수지 불균형은 완화될
것임을 강조할 수 있다.
한편 제4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록 위안화와의 동조화가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도 원화와 위안화 간의 동조성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위안화 약세에 따른 원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불가피함을 주장할 수
도 있다.

나.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1년 10개월 만에 1,110원 선
으로 떨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첫 번째 근거는 중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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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으로 2020년 1/4분기에는 -6.8% 성장하였으나 제
조업 생산이 재개되고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서 2/4분기 3.2%, 3/4분기
4.9% 성장하는 V자 반등을 보였다. 2020년 9월 이후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전
망치는 8.4%였으며, IMF, OECD 등 국제기구의 전망치도 8% 이상이었다.
두 번째 근거는 미 달러화의 약세에 대한 기대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초부터 3조 달러 규모의 재정집행을 공약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황에서 재정확대를 위한 국채발행은 달
러화 가치에 대한 하락 압력을 고조시킬 것이다. 또한 미국 FOMC의 통화 정책
입장도 상당 기간 동안 완화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가 원화 강세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중(對中) 환율 압박은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가치에
대한 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의 위안/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 간
의 동조화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위안화 평가절상 압박은 우리 원
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원화 강세 요인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환율의 평가절상 압박으
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원화 강세는 우리 수출경쟁력에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환율 변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익성 등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5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환율 변화가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원화 강세에 대
해서 중소 수출기업이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 감소는 이들 기업의 시장점유율 감소,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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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화 등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
해서 좀 더 강건하게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 마련을 위한 두 가
지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원화 절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수반되는 높은 고정비용을 낮춤으로써 이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
한 문턱을 좀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정책방향
은 FTA 원산지 규정 등 FTA 활용과 관련하여 대기업ㆍ중소기업 간의 정보 격
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FTA 체
결국가 등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시장정보 제공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정책금융과 무역보험의 역할을 시장환경의 변
화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고령화 심화 및 코로
나19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정부 주도의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점차 어려워질 수 있다. 비록 국내 민간금융사의 역량이 향
상됨에 따라 어느 정도 보완될 수는 있지만, 중소 수출기업은 금융지원의 사각
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자금 위주의 양적 지원 방식
에서 민간금융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시장친화적 방식의 지원을 도모할 필요
가 있다.81) 우리나라의 경우 1국 2ECA(공적수출신용기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게 본연의
기능(보험·보증과 직접대출)에 집중하되 업무 중복 문제(수출입은행의 대외채
무보증과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 등)를 개선해나가면서 중소기업의

81) 수출, 해외직접투자 등을 포함한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2017년 G20 정상회담에서도 다자개발은행
의 민간투자재원 유입 확대 원칙을 발표하는 등, 제한된 정책금융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투
융자 복합 지원, 민간 금융사와의 협력 등은 강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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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
제5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환율 변화가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 수출기업의 기
업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기업가들
이 환율 변화 등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조정지
원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이때 한민수 외(2019)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조정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EU의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GF는 단순히 FTA에 따른 충격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의 확산 등 다양한 충격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의 신속하고 유연한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
책이다. 우리나라 역시 좀 더 포괄적인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조사가 필요한 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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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Structural Factors Behind Foreign Exchange Rate and
Current Account Balances And Policy Directions
Minsoo Han, Sungbae An, Hyosang Kim, Subin Kim,
Jinhee Lee, Soyoung Kim, and Ju Hyun Pyun

The goal of this study is twofold. On the one hand, when the
Korean won is weak, we provide an empirical basis and response
logic to the pressure of appreciation. On the other hand, when the
won is strong, we analyze the effect of the exchange rate o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exporting firms, thereby providing relevant policy directions.
Korea’s current account has generally maintained a surplus since
2000. However, the current account surplus did not immediately
lead to an increase in net foreign assets. Indeed, Korea has become
a net foreign asset country only since 2014. Korea’s continuous
current account surplus and investment in safe but low-return foreign assets can be attributed to the rational choice of Korean investors who take into account that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a
country with certain characteristics (e.g. the absence of a key currency, relatively less developed domestic financial market, and low
accessibility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In Chapter 2,
building on the important study by Chinn and Parasad (2003) and
considering these additional determinants, we empirically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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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rminants of current account. Our analysis shows that the
more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develops or the acces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improves, the less the current account surplus tends to be. Therefore, for example, if accessibility
to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s not taken into account, the
current account gap—actual current account net of appropriate
current account—can be overestimated. Our results imply that if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develops or acces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is strengthened, the current account imbalance will decline gradually in the long run.
However, in reports on external statements of the IMF and the US
Treasury Department, a country’s current account imbalance is
occasionally interpreted as a sign of market distortions that stem
from the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s. Fortunately, according to
their recent report, these institutions have assessed that Korea’s
current account and exchange rate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economic fundamentals, and that, if any, the Korean policy authorities’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s are conducted in both directions to improve the disordered market situation. Nevertheless,
in the future, pressures for appreciation of the Korean won will
incre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ow empirically that
Korea’s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policy has a limited
effect on the exchange rate in order to further reinforce the logic
of responding to the pressure of exchange rate appreciation. In
Chapter 3 we analyze the impact on exchange rates by explicitly
considering the interaction of two policies—monetary policy and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policy—in the model. Our
main result is that the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ly in the short term. We also show that
the result is robust even if we use alternative empiric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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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imply that the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s could
temporarily stabilize the exchange rate, but could not change the
exchange rate level or the long-term trend.
Furthermore, if the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s are structurally only having a limited effect on the exchange rate, in order to
address the pressure to appreciation the value of the Korean won,
it will be useful to empirically identify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exchange rate. The recent empirical studies have already
pointed out a weak correlation between the exchange rate between two countries and the economic fundamentals of the two
countries, which is as opposed to the predictions of previous theoretical studies. In Chapter 4, observing the co-movement of the
exchange rates of many countries, we extract common factors of
exchange rate movement and empirically analyze the determinants
of exchange rates, using financial and trade variables. First, we
find that the dollar’s influence on individual exchange rates is
found to be quite large. However, the sensitivity of individual exchange rates to dollar factors differed from country to country, and
the sensitivity is highly related to the similarity between the capital
inflow and outflow of individual countries and the global financial
cycle, but the association with trade variables was not clearly
observed. Second, in the exchange rate of most countries, the yuan
factor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reas in Korea, the response of the won to the yuan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articular, the yuan factor explains about 10% of the volatility of the
won, and we observe a co-movement between the won and the
yuan.
Our above results are of policy significance in that they provide
an empirical basis when addressing the pressure to appreciate the
won. Meanwhile,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exchange rate changes

166 •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on the Korean economy will have another policy significance. In
particular, given the recent situation where the won’s appreciation
pressure is expected to persist for the time being,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exchange rate on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xporting firms. In Chapter 5, we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exchange rate changes on Korean export companies, using microdata on export companies. What differentiates
this study from previous studies is that we classify the exporting
companies based on size such as capital amount and sales, thereby
analyzing how the correlation between exchange rate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these companies’ business activities would vary by
size. We find that if the won continues to be strong, the negative
impact on exports, profitability, investment, and added value of
small exporting companies is more pronounced than those of large
exporting companies. In addition, we also find that in response to
the negative effects caused by the won appreciation, the capital
income of small exporting companies is the most sensitive among
the factor incomes. Based on our results, we conclude that to
strengthen export support for SME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strengthening the provision of market information and re-establishing the roles of policy finance and trade insurance. In addition, it is a high time to discus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to support rapid adjustment of labor and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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