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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
보고서는 재무부가 반년마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특히 환율보고서는 대(對)미국 무역수지, 경상수
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
(enhanced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환율조작
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
로 지정한 것도 조사 대상 기간(2019년 3/4분기~2020년 2/4분기) 중 스위스
가 상기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이에 따라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의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모두 음(陰)이었고, 코
로나19 사태 발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여 스위
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급증하고 있었다. 환율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
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적정 수준을 초
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중 적어도 일부는 자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환율보고서의 주장이 타
당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스위스의 수출이 스위스 프랑
화 환율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지, 즉 스위스 수출의 주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
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스위스가 자국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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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가늠해보았다. 또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위
스의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보았다.
스위스의 상품 수출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되어 있
다. 예를 들어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원자재인 금을 제외하면 의약품, 화
학품, 정밀기기(시계),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수출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1차 세계화기(19세기 후반~20
세기 초반)에 스위스가 전략적으로 실시한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
구조 덕분에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스위스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
지 않으며, 특히 주요 수출품인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그중에서
도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과 시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한 것으로 보인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은 스위스의 수입가
격을 떨어뜨려서 물가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수입품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국
산품의 가격에도 하방압력을 가중시키며, 스위스 경제주체들의 국산품 대 수입
품 간 선택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러한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자국 화폐 평가절상이 국내
물가에 하방압력을 높이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의 의무가 물가안정이므로, 물가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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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시급하였고, 2014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음으
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책금리 하향 조정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았을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나온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에 바이든 행
정부가 취임하면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외생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2021년 4월)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을 여전히 충족시켰음에도 스위스를 환
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해당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스위
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
다. 이로 볼 때,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의 발간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환율조작국 정책을 완화시
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함으로써 환율조작
국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스위스
경제의 특성상 앞으로도 스위스가 환율보고서의 심층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 및 중앙은행은 일관되게 항변
해왔고,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의 스위스에 대한 평가도 그러한 항변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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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는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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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는 2020년 12월에 발표한 ‘환율보
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
(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재무부는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따라 대(對)미국 무
역흑자(trade surplus)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current
account surplus)가 GDP 대비 2%를 초과하며, 미달러화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면서 조사 대상 기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한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을 실시한다. 심층분석
결과에 따라 재무부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을 근거로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미국 재무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중앙은행(SNB:
Swiss National Bank)은 자신들은 자국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조작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자국의 환율정책은 스위스 국내의 물가하락(deflation)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선택이라고 항변하였다.2) 실제로
스위스는 상당 기간 물가하락을 겪고 있었고, 스위스의 법정통화인 스위스 프
1) 기획재정부(2020. 12. 17).
2) “U.S. Treasury labels Vietnam, Switzerland as currency manipulators”(2020. 12. 16); “U.S. Tags
Switzerland Currency Manipulator, Keeps China on Watch”(2020. 12. 16),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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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화(CHF)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코로
나19 사태 발발 이후 급속하게 평가절상(appreciation)된 바 있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 또한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이 스위스의 국내 물가하락 압
력을 완화시켜서 물가하락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라고 인
정하였다.3) 따라서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에서 바이든(Biden) 대통령이 취임
하면 스위스가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조작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과 급격한 평가절상에 따른 물가하락 압력을 겪고 있는 스위스의 상황을 미국
행정부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4)
이러한 스위스 정부의 바람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현지시각
2021년 4월 16일 발간)는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동 환율
보고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베트남, 대만 역시 교역촉진법의 3개 요건은 충족
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이득을 얻기 위하여 환율을 조작하였는지에 대한 근거
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해당 국가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5)6)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주장이 타당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7) 구체적으로 우선 스위
스의 수출이 스위스 프랑화 환율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지, 즉 스위스 수출의 주
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스위스가 자국의 가격경쟁력 유
지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또
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스위스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에 정당성이 있는지를 살펴

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0b), p. 5.
4) “Swiss central bank chief rejects ‘currency manipulator’ label from the U.S.”(2020. 12.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5).
5) 기획재정부(2021. 4. 17).
6) 한편 한국은 교역촉진법의 3가지 요건 중 2가지(대미국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만을 충족하여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고,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되었다.
7) 환율보고서의 주장은 외환시장 개입 여부(與否)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입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것
이므로 경제이론에 기초한 양적분석이 더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에 전
적으로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엄밀한 양적분석은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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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려 한다. 다음 절에서 관련 문헌을 요약하겠지만, 국내에는 스위스 경제의 특
수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스위스 경제에 최근 발생한 큰
사건인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의 배경, 그 원인이 된 스위스의 외환시
장 개입, 외환시장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든 스위스 경제의 특수성 등을 분석함
으로써 스위스 경제에 대한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저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국내 학술연구나 정
책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한국 경제에서 스위스의 중요성이 미미하고, 스위스
의 경제 규모 자체도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스위스 경제와 관련이
있는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스위스의 특정 제도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예를 들어 임문혁(2012)은 1996년
에 실시된 스위스의 의료보험 개혁을 다루었고, 이정우, 김희년(2017)은 1984
년 실시된 스위스의 산재보험 개혁을, 김수진, 김기태(2019)는 업무 외 상병 노
동자에 대한 스위스의 지원 정책을 다루었다.
해외문헌으로는 스위스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제1차 세계
화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스위스 산업구조를 분석한 Charles(2013,
2015, 2017)를 꼽을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 스위스 프랑
화의 지위와 그것이 스위스의 국내 경제,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해외문헌
의 주요 관심사이다(예: Goldberg and Krogstrup 2019; Auer, Burstein,
and Lein 2021; Thorbecke and Kato 2018). 또한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
키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스위스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예: Kugler 2020).
본 연구는 ‘스위스가 환율조작국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양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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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스위스 경제의 특징을 분석한다. 저자들의 조사에 의
하면 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고자 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미국 재무부가 스위스
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곧이어 해제한 상황에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
은 향후 스위스의 환율조작국 재지정 여부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편 한국은 환율보고서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스위스가 진정한 의미
의 환율조작국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또는 관찰대
상국 유지 여부를 전망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단 본 연구는 새로운 양적분석 없이 기존 연구에 의존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질문에 체계적인 양적분석을 바탕으로 대답하는 것
은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둔다.

3.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은 제2장은 스위스 경제의 특징
중 스위스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특히 스위스의 제조업 수출이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들에 집중되
어 있고, 따라서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근거를 제
시한다. 이와 더불어 스위스 경제의 특징이자 스위스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은행업의 특수성도 살펴본다. 스위스 경제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스위스 프
랑화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제
2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서 스위스 프랑화의 특징, 그러한 특징이 스위스의 국
내 경제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스위스 중앙은행의 대응 등도 살펴본
다. 제3장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를 소개하고, 환율보고서가 스위스에 대
하여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분석한다. 제4장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위스가 환율조작국인지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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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스위스 경제의 특징:
수출경쟁력과 스위스 프랑화

1. 스위스 경제 개괄
1990년대 이후 스위스의 거시경제는 몇 가지 국면을 거쳐왔다. 스위스 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본 절은 주요 국면별로 스위스의 경제
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시장 상황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추이를 개괄한다.
스위스 경제는 역성장과 고물가로 1990년대를 시작하였다. 당시 건설업과
금융서비스업이 침체되었고, 의료보험료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가 둔화되었다. 또한 스위스의 주요 교역 상대인 유럽연
합(EU) 회원국들이 독일 통일의 여파와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추진 등에 따라 긴축재정을 실시하면서 수출도 둔화되었
다. 게다가 1980년대 말부터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어 통화정책을 통한 경
기부양도 어려웠다.8)
침체가 지속되던 스위스 경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물가상승률이 1996년부터 1%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확장적 통화정
책을 펼 여지가 생겼고, 수출도 확대되었다.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업도 활발해졌다. 그 결과 내수도 활성화되어 1998년에는 내수성장률이
3.7%로 최고조에 이르렀고, 노동시장 상황도 호전되었다.9)

8) Kohli(2005), p. 7.
9) Jordan(201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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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스위스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대비 % 변화)

자료: BFS, “Gross domestic product, long time series, 1948-2019”; BFS, “Landesindex der Konsumentenpreise,”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4. 20).

그림 2-2. 스위스의 상품무역 추이
(단위: 십억 스위스 프랑)

자료: BFS, “Exporte der Schweiz nach Handelspartnern”; BFS, “Importe der Schweiz nach Handelspartnern,”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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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스위스의 내수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대비 % 변화)

주: 내수(domestic demand)는 국내총생산을 지출항목별로 나눌 때, 최종소비, 투자, 재고 증가에 해당하는 값의 합.
자료: BFS, “Main indicators of the national accou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그림 2-4. 스위스의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OECD,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1990년대 말의 호황으로 스위스는 2000년대를 4%라는 높은 경제성장률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가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 위축, 서비스 수출 감
소 등으로 2002년과 2003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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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스위스 GDP의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추이(1996~2006년)
(단위: %)

지출항목
최종소비지출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3 1.7 2.1 2.2 2.1 2.0 0.6 0.7 1.8 1.2
1.3

· 가계

1.5

2.0

2.3

2.1

2.3

2.4

0.4

0.5

1.9

1.3

1.5

· 정부

0.5

0.3

1.0

2.2

1.5

0.1

1.8

1.8

1.4

0.4

0.3

총자본형성

-0.7 -4.2

9.8

1.0

1.0

2.4 -1.9

0.9 -5.0 12.5

4.2

· 총고정자본형성

-1.2

7.9

2.7

4.5 -1.8

0.7 -0.9

5.2

3.6

7.6 12.1

6.1

5.4 -1.0

0.0 -2.3

5.8

3.6

8.3

1.0 -3.6

2.8 -3.4

2.1

1.8

4.0

3.5

-1.4

9.9

6.5

6.5

0.3 11.2

4.6

7.0

· 고정자산 및 소프트웨어

2.6

3.9

-6.4 -1.5

· 건설

4.8

상품 및 서비스 수출

3.0 14.8

2.6

3.3 12.1

0.1 -1.8 -1.2

· 상품 수출

2.8 16.5

0.9

1.9 10.4

1.5 -0.5

· 서비스 수출

3.5 10.8

6.6

6.4 15.8 -2.6 -4.3 -4.4

7.0 10.8

5.2

상품 및 서비스 수입

3.9 10.2

5.1

3.6

8.0

1.1 -2.1

0.4

4.4

9.8

3.0

· 상품 수입

3.9 12.7

3.9

1.9

6.0

1.8 -2.7

1.6

2.6 10.9

3.5

· 서비스 수입

4.0

2.8

9.1

8.9 13.6 -1.0 -0.6 -2.9

9.2

7.2

1.9

GDP 성장률

0.5

2.3

3.1

1.7

2.8

2.9

4.0

4.0

1.6 -0.0 -0.0

자료: BFS, “Gross domestic product: expenditure approac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이처럼 경기침체를 주도하였던 요인들이 2004년에 반전되면서 다시 성장률
이 높아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호황을 누렸다. 이 시기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도 확대되어, 2006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이 GDP 대비
12.1%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림 2-5. 스위스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추이
(단위: %)

자료: World Bank, “Foreign direct investment, net inflows(% of GDP) - Switzerla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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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스위스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에도 타격을 주었다. 민간소비가 위축되었고, 설비투자가 하락하였으며, 수출
도 급감하였다. 2009년 GDP 성장률은 –2.1%로, 1975년 이후 가장 저조하였
고, 2010년 실업률도 4.9%까지 급등하였다.

표 2-2. 스위스 GDP의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추이(2007~17년)
(단위: %)

지출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최종소비지출

2.0

1.7

1.9

1.7

1.4

1.8

2.2

1.2

2.1

1.4

1.1

· 가계

2.1

1.5

1.6

1.9

1.4

2.2

2.3

1.0

2.5

1.6

1.2

· 정부

1.6

2.4

3.4

0.8

1.5

0.0

2.0

2.2

0.6

0.4

0.6

-3.3

5.6

2.2 -3.8 13.1 -7.0 -7.0

7.3

0.7 -0.9

2.6

· 총고정자본형성

5.2

0.6 -7.0

3.4

2.4

4.3

0.9

2.6

2.1

2.9

3.6

· 고정자산 및 소프트웨어

9.2

0.8 -11.9

3.3

2.2

5.2 -0.5

2.2

2.4

4.9

4.9

3.2

1.6 -0.2

총자본형성

· 건설

-2.3

0.0

3.5

2.6

2.9

상품 및 서비스 수출

11.3

4.2 -8.7 12.6

3.0

4.0

1.0 13.8 -6.2

4.1

6.5

-0.3

· 상품 수출

10.7

5.7 -10.8 17.5

6.1 -1.8 18.3 -9.9

4.2

7.0

-0.5

· 서비스 수출

9.1

3.1

1.5

1.5

12.6

0.8 -3.4

1.5 -2.0

4.9

4.1

5.4

0.1

상품 및 서비스 수입

5.8

4.6 -3.1

8.1

9.0 -2.4 12.5 -7.3

4.8

5.3

-0.9

· 상품 수입

5.8

6.1 -5.9

8.6

9.1 -5.7 16.5 -11.7

3.0

5.8

-2.3

· 서비스 수입

5.8

0.6

5.5

6.7

8.7

8.5

0.9

6.1

9.0

4.2

2.4

GDP 성장률

4.0

2.8 -2.1

3.3

1.9

1.2

1.8

2.4

1.7

2.0

1.6

자료: BFS, “Gross domestic product: expenditure approac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스위스의
금융업이 주춤하는 사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졌다. 특
히 2013년에는 상품 수출이 전년대비 18.3% 성장하였는데, 이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폭의 성장이었다. 반면에 금융업은 그동안 스위스 금융
의 강점이었던 ‘비밀주의(Bankgeheimness)’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약
화되었다.10)
10) BFS, “Contributions to GDP growt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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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거치며 스위스 프랑화가 급격
하게 평가절상되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스위스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1년 9월에 1유로당
1.2스위스 프랑의 환율하한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2014년 후반~2015년
전반에,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
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유로화 대비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
이 더 커졌고, 앞서 설명한 환율하한정책의 유지비용도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결국 스위스 중앙은행은 환율하한정책을 2015년 1월 15일에 갑자기 철회하였
다. 철회 직전 6개월간 1.20~1.22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유로화 대비
스위스 프랑화 환율은 정책 철회 당일에 전일대비 20% 상승하였고, 스위스 프
랑화의 가치는 이후에도 환율하한정책 철회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
다.11)

그림 2-6. 유로화 및 달러화 대비 스위스 프랑화 연평균 환율 추이
(단위: 해당 통화 1단위의 스위스 프랑화 가격)

자료: SNB, “Foreign exchange rates – Ye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2018년 기준, 스위스에는 약 59만 3,000개의 상장기업이 있다. 이 중 76%
(약 45만 개)가 3차 산업으로,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2차 산업 15.2%, 1
차 산업 8.8% 순이다. 세부적으로도 3차 산업인 보건 및 사회 서비스가 가장
11) Auer, Burstein, and Lein(2021), pp. 65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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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마찬가지로 3차 산업인 소매업,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식음료, 도매업
순이다. 상장기업 종사자 수는 약 452만 명으로, 역시나 3차 산업에 72.2%(약
326만 명)가 종사하고, 2차 산업 24.3%, 1차 산업 3.5% 순이다. 기업 규모는
고용인 25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 99.8%(종사자 수의 67.2%)로 대부분을 차
지한다.12)

표 2-3. 스위스의 산업간 기업 및 종사자 분포
산업
합계

기업 수(천 개)
592.7

비중
종사자 수(천 명)
100.0
4,521.0

비중
100.0

- 1차 산업

52.3

8.8

157.0

3.5

- 2차 산업

90.3

15.2

1,100.7

24.3

· 식품, 음료, 담배 제조

4.5

0.8

98.6

2.2

· 섬유, 의류, 가죽제품 제조

2.5

0.4

14.7

0.3

· 목제품, 종이, 인쇄물 제조

9.5

1.6

65.9

1.5

· 의약품 제조

0.7

0.1

30.1

0.7

· 금속제품 제조

7.3

1.2

86.9

1.9

· 데이터처리장치 및 시계 제조

2.0

0.3

113.0

2.5

· 전기제품 제조

0.8

0.1

31.5

0.7

· 에너지 공급

0.8

0.1

31.1

0.7

· 토목

9.3

1.6

110.5

2.4

- 3차 산업

450.2

76.0

3,263.3

72.2

· 도매업

22.7

3.8

226.9

5.0

· 소매업

34.4

5.8

341.6

7.6

· 숙박

5.3

0.9

74.2

1.6

· 식음료

23.0

3.9

171.0

3.8

· 정보통신서비스

16.9

2.9

100.2

2.2

6.5

1.1

180.2

4.0

24.7

4.2

130.8

2.9

· 금융서비스 및 보험
·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 기타 경제서비스
· 보건 및 사회서비스

3.4

0.6

19.9

0.4

66.2

11.2

465.7

10.3

주: 2018년 기준.
자료: BFS(2021), pp. 17-18.

12) BFS, “Anteil der Unternehmen nach Grössenklassen und Wirtschaftssektor”; BFS, “Anteil
der Beschäftigten nach Grössenklassen der Unternehmen und Wirtschaftssektor,”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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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특히 은행업은 스위스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기준, 스위스 금융업이 직접 창출한 부가가치는 약 705억 스위스 프랑
으로, 스위스 GDP의 10%를 차지한다. 여기에 스위스 급융업이 간접적으로 창
출한 부가가치의 추정치를 합치면, 스위스의 금융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2.5%(약 881억 스위스 프랑)로 추정된다. 고용에서도 스위스 금융업은
약 22만 2,000명을 고용하며 스위스 전체 일자리의 5%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업에 의해 유발된 일자리의 추정치를 합치면, 금융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스위스 전체 일자리의 8.2%(약 34만 5,400개)로 추정된다. 또한 금
융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세수입은 약 193억 스위스 프랑으로, 스위스의
모든 조세수입 합계의 12.7%를 차지한다.13)

그림 2-7. 스위스 금융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규모
(단위: 십억 스위스 프랑, %)

주: 2019년 기준. 부가가치는 명목 기준. 고용은 전일제 환산.
자료: BAK Economics(2020), Figure 1.

13) BAK Economics(2020), pp. 1-2.

22 •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기능별로 볼 때, 스위스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산관리이다. 특히
해외고객의 자산관리에 있어서 스위스는 세계 최고로 인식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스위스 은행이 관리하는 자산은 약 3조 7,000억 스위스 프랑이고, 그중
약 62%가 해외고객의 자산으로, 해외고객 자산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14)

그림 2-8. 해외고객 자산 규모 주요국
(단위: 조 스위스 프랑)

주: 2019년 기준.
자료: SwissBanking(2020), Figure 24.

스위스의 금융업, 특히 은행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
세기 초반부터이다. 당시 스위스 은행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얻게 된 원인에
대한 유력한 설명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막대한 전쟁 피해를
보상하게 되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독일 내 자산가들
이 스위스로 자산을 이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5) 이후 스위스 은행업의
특징으로 널리 알려진 ‘비밀보호주의(Bankgeheimness)’, 즉 계좌 정보의 비
밀을 보호하는 것이 1934년에 「은행법(Bankengesetz)」으로 제도화되었다.
특히 1934년 「은행법」 47조는 비밀주의 위반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2020년 1월 1일 개정 기준,
14) SwissBanking(2020), pp. 90-92.
15) 김유찬(201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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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벌금은 최대 25만 스위스 프랑이다.16)
그러나 2008년의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조세회피에 대한 국
제공조가 강화되었다. EU와 미국도 스위스 은행의 비밀보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특히 미국은 2010년 3월에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미국인
의 역외 탈세 방지와 해외의 금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적용 대
상은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 위탁계
좌, 출자 지분, 채권 지분 등이다. 또한 이 법은 해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국
의 납세자나, 미국의 납세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
는 외국 법인의 금융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였다.17)
이러한 흐름을 거쳐, 스위스는 은행계좌 관련 정보를 제3국과 공유하는 법안
을 2018년에 발효시켰고, 스위스 은행은 이전과 같은 수준의 비밀주의를 유지
할 수 없게 되었다. 2020년에는 스위스 연방의 조세당국이 스위스 은행 내
310만 개 계좌 정보를 계좌 소유주의 국적국과 거주지국 등 66개국의 과세당
국에 제공하기도 하였다.18) 또한 스위스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에 가입하여 66개국과 상호 정보교
환을 하고 있다.19) 그 결과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가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발표하는 ‘금융비밀지수(FSI: Financial Secrecy
Index)’에서 스위스는 2011~18년간 세계 1위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케이맨제도(Cayman Islands)와 미국에 이은 3위로 물러났다.20)

16) Bundesgesetz über die Banken und Sparkassen.
17) Letzing(2014. 7. 1), “Swiss Banks Say Goodbye to a Big hunk of Bank Secrecy,”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0).
18) The Federal Council(2020. 10. 9),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86 countries on around
3,1 million financial accou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9).
19) SwissBanking,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6).
20) 2020년 FSI 상위 10개국은 케이맨제도, 미국,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일본, 네덜란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UAE 순이다. Tax Justice Network, “Financial Secrecy Index - 2020
Resul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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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경쟁력 중심의 스위스 수출
2020년 기준 스위스의 상품 수출액은 2,994억 6,000만 스위스 프랑이고, 수
입액은 2,737억 7,000만 스위스 프랑으로, 상품수지는 257만 스위스 프랑 흑자
이다. HS 2단위에서 주요 수출품은 의료용품이 27.7%, 귀석·반귀석·귀금속이
26.9%, 유기화합물이 8% 순이고, 보일러 기계류, 시계, 광학/의료 측정·검사 정
밀기기 등도 주요 수출품에 속한다. 10대 수출품의 합계가 전체 수출액의 87.7%
를 차지하여, 수출이 주요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수입품의 구
성도 수출과 유사하여, 귀석·반귀석·귀금속이 35.7%, 의료용품 13.4%, 보일러
기계류 6.6% 순이다. 10대 수입품의 합계도 전체 수입액의 77.2%를 차지한다.
그림 2-9. 스위스의 주요 교역품
(단위: 수출·수입액은 십억 달러, 비중은 %)

(가) 수출

(나) 수입

주: 2020년 기준. HS 2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21. 7. 1).

이렇듯 스위스의 주요 교역품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다. [표 2-4]에서 보이듯이,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원자재인 금
을 제외하면 의약품, 화학품, 정밀기기(시계),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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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스위스의 주요 수출품
(단위: 수출액은 십억 달러, 비중은 %)

HS 4단위
7108
금

품목명

수출액
71.6

비중
22.5

3004

의약품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47.3

14.9

3002

사람/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와 이와 유사한 물품

39.5

12.4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12.6

4.0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귀금속 케이스 제외)

11.4

3.6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8.1

2.5

9021

정형외과용 기기, 부목/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착용/휴대/인체 삽입용 그 밖의 기기

6.0

1.9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귀금속 케이스)

5.8

1.8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

3.5

1.1

2937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트롬복산·류코트리엔
기타 품목 합계

3.2

1.0

109.4

34.4

주: 2020년 기준.
자료: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21. 7. 1).

표 2-5. 스위스의 주요 수입품
(단위: 수입액은 십억 달러, 비중은 %)

HS 4단위
7108
금

품목명

수입액
87.9

비중
30.3

3004

의약품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25.9

8.9

3002

사람/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와 이와 유사한 물품

12.4

4.3

8703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10.1

3.5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7.9

2.7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3.5

1.2

8517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

3.3

1.1

7110

백금

3.1

1.1

2710

석유와 역청유,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웨이스트 오일

2.6

0.9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5

0.9

131.2

45.2

기타 품목 합계
주: 2020년 기준.
자료: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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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산업경제사를 연구한 Charles(2013, 2015, 2017)에 따르면, 스
위스의 수출이 이처럼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
은 제1차 세계화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내린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
다. 스위스 경제는 제1차 세계화기에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Charles(2013)는 1885~1905년의 연도별 산업단위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스
위스의 수출이 초기에는 섬유산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당시 기준 첨단 산업이
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기계(시계 포함), 금속, 화학 등의 비중이 점차 커졌음을
보였다. 스위스 경제의 이러한 산업구조 또는 특화(specialization) 추이, 즉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었던 섬유산업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을 늘려나간 것이 해당 기간 스위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원인 중
하나였다. Charles(2015)는 스위스와 프랑스의 산업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1850~1913년의 연도별 상품단위 수출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프랑스에 비
하여 스위스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상품(예: 고급
시계) 산업을 특화시켰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프랑스에 비하여 스위스의
노동비용이 낮고 교육 수준은 높아, 상대적으로 스위스가 인적자본에 대한 투
자가 많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상품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스위스
는 그러한 상품을 주변의 부유한 국가들로 수출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한 방향
의 특화를 지속적으로 심화해온 반면, 스위스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특화
양상도 자주 바꾸었다. 특히 스위스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화 양상을
자주 바꾸었던 반면, 프랑스는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면 근대적인 산업으로 특
화를 시키지 못하였다. Charles(2017)는 1885~1913년의 연도별 상품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기간에 스위스에서 수입관세가 수출을 증가시켰음을 보
였다. 이는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에 기초한 의도적인
정책이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이후에도 스위스는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
가가치 상품에 특화된 수출구조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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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헌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스위스의 수출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특화되어있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스위스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대표적으로 Thorbecke and Kato(2018)는
스위스 프랑화의 환율이 스위스의 제조업 수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저자들은 우선 스위스의 대세계 수출을 스위스 프랑화의 실질실효
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및 통제변수들에 회귀한 시계열모형을
1989~2016년간 분기별 자료로 추정하였다.21) 추정 결과 스위스 수출의 스위
스 프랑화 실질실효환율에 대한 탄력성이 0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즉 스위스 프랑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적어도 국지적으로는(locally) 스위스의
대세계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스위스의 제조업의 주요 수출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상품은 의약품과 시계인데(합계 40% 이상), 이들은 기술집약도가 가장
높은 상품으로 분류된다. 2014년 기준, 스위스의 총수출 중 기술집약도가 가
장 높은 상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에 이른다. 이는 G7 국가들의 평균인
13%를 크게 상회하고, 미국(21%)의 2배가 넘는다. 이처럼 스위스의 주요 제조
업 수출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상품에 집중되어 있고, 스위스는 주요국 중 수출
품의 기술집약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자본재는 스위스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다음이고 기술집약도도 그 다음 수준이다. 앞서 인용한 Thorbecke
and Kato(2018)는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스위스의 산업별 수출에 미친 영향
도 추정하였다. 1990~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모형을 추정한 결과, 스
위스 프랑화의 가치는 스위스의 주요 수출품 중 자본재의 수출은 감소시키는
반면 의약품과 시계의 수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위
스 프랑화 평가절하는 스위스의 최대 수출품인 의약품과 시계의 수출에는 영향

21) 실질실효환율은 수출입 가격에 대한 지표로 널리 사용된다. 한 국가의 실질실효환율은 해당 국가의 교
역 상대별 환율, 즉 명목환율에 양국의 물가를 반영한 실질환율을 교역상대별 교역 비중으로 가중평균
한 값이다.

28 •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을 미치지 않고, 자본재의 수출은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위스 프
랑화의 가치는 자본재 기업의 수출 가격과 주가는 하락시키지만 의약품 기업과
시계 기업의 주가나 수출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제적인 안전자산 스위스 프랑화
스위스 프랑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safe haven)’으로 고려되어,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마다 급격한 평가절상을 겪어왔다. 2000~18년 자료를
이용한 Goldberg and Krogstrup(2019)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스위스 프랑
화는 전 세계 통화 중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와 더불어 안전자산의 지위가 가
장 높다. 특히 스위스 프랑화는 유로화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때 안전자산의 특
징이 더욱 강화된다. 최근의 경우를 살펴보면(그림 2-10 참고),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 발발로 1스위스 프랑의 달러화 명목 가격은 2007년 12월 약 0.88
에서 2008년 3월 약 0.99로, 3개월 만에 약 13% 급등하였다. 이후에도 큰 폭
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유로지역 재정위기로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0년
9~10월에 1달러를 돌파하였고, 2010년 5월~2011년 8월 사이에는 1년 3개
월 만에 약 0.89달러에서 약 1.28달러까지, 약 44%나 급등하였다. 이후 다시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1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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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Sight Deposit 총액 변동분 및 미달러화 대비 스위스 프랑화 환율 최근 추이

자료: SNB, “Monetary Aggregates”; SNB, “Foreign exchange rates – Month,”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 6).

관련 문헌에 따르면, 이처럼 외생적인 요인에 의하여 스위스 프랑화가 급격
하게 평가절상되는 것은 스위스에 물가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가격을 교란시
키며, 경제주체의 선택을 왜곡시킨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겪으며 스위스 프랑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 급격하게
강화되었는데, 특히 유로화 대비 급격하게 평가절상되었다. 이러한 외생적 충
격에 대응하여 스위스 중앙은행은 2011년 9월에 1유로당 1.2스위스 프랑의
환율하한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2014년 후반~2015년 전반에 유럽중앙
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유로화 대비 스위
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더 커졌고, 환율하한정책의 유지비용도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결국 스위스 중앙은행은 환율하한정책을 2015년 1월 15일에 갑
자기 철회하였다. 철회 직전 6개월간 1.20~1.22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
던 유로화 대비 스위스 프랑화 환율은 정책 철회 당일에 전일 대비 20% 상승하

30 •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였고, 스위스 프랑화의 가치는 2015년 말까지도 철회 전 대비 10% 이상 높게
유지되었다(그림 2-11 참고). 스위스 프랑화의 실질환율은 2017년 말에야
2014년 말 수준을 회복하였다.22)

그림 2-11. 스위스 중앙은행의 환율하한제 철회 전후 스위스 프랑화 환율 추이

주: 명목 기준. 실효환율은 해당 기간 스위스의 59개 주요 교역상대를 고려한 값. 선물환율은 2015년 1월 14일 기준.
자료: Auer, Burstein, and Lein(2021), Figure 1, Panel A.

Auer, Burstein, and Lein(2021)은 이러한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상이 스
위스의 수입가격, 스위스 국내 소매가격, 스위스 소비자의 국내산 대 수입산 선
택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23) 분석 결과 평가절상 이후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소매 단계의 가격 하락 폭은 통관 단계의 가격 하락 폭의 약
55%에 그쳤다(그림 2-12 참고). 즉 평가절상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이 소매가
22) Auer, Burstein, and Lein(2021), pp. 652-653.
23) 방법론적으로, 저자들은 평가절상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 폭이 ‘가격 표시 통화(invoicing currency)’
에 따라 달랐다는 점, 구체적으로는 평가절상에 따른 가격 하락 폭이 유로화 표시 상품의 경우 스위스
프랑화 표시 상품보다 약 7% 더 컸다는 점을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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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하락으로 완전히 전이되지는 않았다. 또한 평균적으로 볼 때 국산품의 가
격이 수입품보다 덜 하락하였다. 단 품목별로 보면 수입산의 비중이 큰 품목일
수록 국산품의 가격도 (다른 품목에 비해) 더 하락하였다. 이는 수입산의 비중
이 큰 품목일수록 국산품에 가해지는 가격경쟁이 더 컸기 때문이다. 나아가 평
가절상 후 약 1년간 스위스 소비자의 비내구재 소비에서 수입산의 비중도 상승
하였다.

그림 2-12. 스위스 중앙은행의 환율하한제 철회 전후 스위스 물가상승률 추이

주: 환율은 명목 기준. CPI는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은 2014년 12월을 0으로 한 값. ‘근원’은 해당 가격지수(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입물가상승률 등)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raw material) 및 원자재 유사 상품(농산품, 육류, 석유제품,
광물, 천연가스 등)을 빼고 계산한 지수.
자료: Auer, Burstein, and Lein(2021), Figure 1, Panel B.

이처럼 외생적인 요인에 의하여 스위스 프랑화에 대한 급격한 평가절상 압
력이 발생하면,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를 완화시키고자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해왔다. 관련 문헌에서는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에 대한 추정
치로, 스위스의 지급준비금에 해당하는 Sight Deposit의 총액 변동분이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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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24)25)26)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사용하여 외환시장에 개
입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스위스 프랑화를 평가절하시키려는 경우,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 계정이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환을 매입하고 그 대
금에 해당하는 스위스 프랑을 해당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계정에 입금한다.
스위스 프랑화를 평가절상시키려는 경우는 그 반대 방식으로 개입한다.27) [그
림 2-10]이 보여주듯이 스위스 중앙은행은 외생적인 원인, 즉 세계적인 경제위
기로 스위스 프랑화가 급격한 평가절상 압력을 받을 때마다 활발하게 외환시장
에 개입해왔다. 관련 문헌은 스위스 중앙은행의 이러한 외환시장 개입이 효과
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18년 자료를 이용한 Kugler(2020)
에 따르면 지급준비금 총액 1%p 증가는 미달러화 대비 스위스 프랑화의 가치
를 약 0.41% 평가절하시켰다.

24) Reuters(2020. 4. 6).
25) 스위스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외환시장 직접 개입 규모에 대한 자료는 분기별 자료뿐인데,
이마저도 2020년 1/4분기부터만 공개하고 있다. SNB,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26) 스위스 중앙은행의 정규 공개 시장조작 수단은 환매조건부채권(repo) 매매, 단기채권인 SNB Bills 발행,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 등이고, 지급준비금은 외환시장 개입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SNB, “Questions
and answers on monetary policy implement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6).
27) 단 스위스 중앙은행은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하 외에도 유동성 공급 등의 목적으로 지급준비금 총액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지급준비금 총액 변동분은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에 대한 완벽
한 측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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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재무부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분석

1. 환율보고서 개요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 지정은 ‘환율보고서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보고서는 「종합무
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 및 「무역촉진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을 근거로 재
무부가 반년마다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조사 대상 기간
중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을 실시한다: ① 해당 국가의 대(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②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2% 초과 ③ 미달러화 순매수 규모
국내총생산 대비 2% 이상 및 조사 대상 기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외환시장
개입. 심층분석은 다양한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앞서 언급한 심층분석 대
상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에 더하여 무역정책, 통화정책, 환율제도, 환율정책,
대외지급의무 대비 외환보유액 수준, 자본에 대한 규제,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
관의 외환시장 개입 등도 분석한다. 심층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재무부
는 「종합무역법」에 근거하여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28)
심층분석과 환율조작국 지정의 취지는 미국이 대표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이
라는 데 있다. 만일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자국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하
여 인위적으로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하고, 그 결과 해당국이 대미국 교역에서
28)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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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다면 미국정부는 해당국의 환율과 교역 왜곡
을 시정할 명분이 있는 것이다. 환율보고서는 미국 재무부가 그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취하는 대표적이고 가시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1990년 전
후 한국, 대만, 중국이 지정되었던 이래 거의 30년간 환율조작국 지정 사례는
전무했다.29)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 속에 2019년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고, 2020년에 스위
스와 베트남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림 3-1.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사례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 Figure 2.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미국 재무부는 우선 해당 국가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
책을 모색한다. 특히 경상수지의 대외균형조정 기능을 회복하고 통화 저평가로
인해 야기된 불공정한 이익을 제거하는 정책을 해당 국가가 채택하도록 한다.
만일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실패할 경우,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제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재무부는
미국 기업이 해당 국가에 투자할 때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International
29) 한국은 1988년에 ‘3저 호황’, 즉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에 따른 호황을 누리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하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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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의 금융 지원을 금지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으
며,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을 통하여 압박을 가
하거나, 환율조작국 문제를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과 연계시킬 수도 있다.30)
그런데 DFC의 금융 지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위스에 심각한 영향은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서 외국 국적 계약자의 점유율도 미미하고, 미국과 스위스는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기한 제재 수단 중 IMF를 통한 압박
만이 유효한 수단일 것으로 보인다.31)

표 3-1.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의 제재 내용
구분

1988년 종합무역법

2015년 교역촉진법

① 미 재무부가 이들 국가의 환율조작을 시 ①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 시 금융
지원 금지
정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상을 진행
제재

(IMF를 통해 또는 양자간)

내용

②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
입 금지
③ IMF를 통한 환율 압박
④ 무역협정과 연계

지정
사례

한국(1988~89), 대만(1988~89, 1991~92),
중국(1992~94, 2019~20), 베트남, 스위스 베트남, 스위스(2020)
(2020)

자료: 정영식 외(2020), 표 4.

30) DFC는 기존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와 ‘국제개발
처(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CA: Development
Credit Authority)’를 통합한 기관으로, 기존의 개발금융지원에 외교와 국가안보 목적을 추가하여
2019년에 출범하였다(Runde, Bandura and Murphy 2019, pp. 3-4).
31) 정영식 외(2020),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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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위스에 대한 환율보고서의 평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특정 분류로 지정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10월부터이다. 당시 스위스의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10%
안팎으로(2014년 8.8%, 2015년 11.4%), 앞서 설명한 심층분석 대상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중 경상수지 흑자 조건인 국내총생산 대비 2%를 크게 상회하
였다. 또한 당시 스위스는 외환시장 개입 조건도 충족하였다. 그러나 대미 무역
수지 조건에는 미달하여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 데 그쳤다. 미국 재무부는
당시 스위스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이유가 자국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
기보다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 스위스 프랑화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여 스위스 프랑화가 평가절상되고, 그에 따라 스위스에 물가하락 압력이
높아진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32)
미국 재무부는 2016년 10월에 스위스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후, 2018년
10월 보고서까지 스위스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였다. 이는 해당 기간 중 스
위스가 경상수지 흑자 조건과 외환시장 개입 조건을 계속해서 충족시켰기 때문
이다. 당시 스위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공개하지 않
았고, 따라서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컸다. 미국
재무부는 자체적인 추정치를 근거로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미국 재무부의 추정에 따르면 당시 스위스의 연간 달러 순매수
규모는 600억 달러 안팎이었다. 미국 재무부와 IMF는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
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통화정책을 더 활용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외환시장 개입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외환시장 개
입에 대한 정보를 더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33)

32)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
3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 2017a, 2017b,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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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미국 재무부가 추정한 스위스 외환시장 개입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1), p. 52.

이러한 미국 재무부의 스위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2018년 10월 환율보고서
부터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감소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스위스 경제는 3% 넘게 성장하며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 중 중국, 인도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내수가
증가하고, 스위스 국내의 물가하락 압력이 완화되었다. 그 결과 스위스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국내의 물가하락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감소한 것이다.
이후 상황은 더 개선되었고, 2019년 5월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를 관찰대상국
에서 해제하였다. 당시 스위스는 3가지 조건 중 경상수지 흑자 조건만 충족시
켰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꾸준하게 하락하여 국내총생산
대비 0.3%까지 낮아졌고, 조사 대상 기간 12개월 중 외환시장에 개입한 경우가 6
개월 미만이었다.34)
그러나 2020년 1월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를 반년 만에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스위스가 경상수지 흑자 조건과 대미 무역수지 흑자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개입 규모도 기준에는 미달하였지만 빠르게 증
3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8b,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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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었고, 조사 대상 기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
미국 재무부는 스위스에 확장재정을 통하여 내수를 증진할 것을 요구하였
다.35)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패배 직후 발간된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
였다.36) 당시 스위스는 대미 무역수지가 49억 달러 흑자였고, 국내총생산 대
비 경상수지 흑자가 8.8%였으며, 외환시장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14.2% 규모
의 달러화를 순매수하였고, 조사대상 기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

표 3-2.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별 스위스의 3개 조건 충족 여부

발간 시점

경상수지
(GDP 대비 %)

대미 무역수지
(십억 달러)

외환시장 개입 규모 12개월 중 6개월 이상
(GDP 대비 %)
외환시장 개입

기준

2.0

20.0

2.0

O

2016년 10월

10.0

12.9

9.1

O

2017년 4월

10.7

13.7

10.0

O

2017년 10월

10.3

13.0

8.7

O

2018년 4월

9.8

14.0

6.6

O

2018년 10월

10.2

17.0

2.4

X

2019년 5월

10.2

19.0

0.3

X

2020년 1월

10.7

22.0

0.5

O

2020년 12월

8.8

49.0

14.2

O

2021년 4월

14.1

30.0

28.3

O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 Table 1; 2017a, Table 2; 2017b, Table 2; 2018a, Table 2;
2018b, Table 2; 2019, Table 2; 2020a, Table 2; 2020b, Table 2; 2021, Table 2).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조사 대상 기간은 2019년 3/4분기부터 2020년
2/4분기까지이다. 이 중 2020년 1/4, 2/4분기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로, 국제

35)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0a).
36) 다음의 10개국은 3가지 조건 중 2개만 충족시켜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대
만,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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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며 스위스 프랑화에 대한 수요도
급등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에 따라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급증
하며, 2019년 12월에 1.0167달러이던 스위스 프랑의 월평균 가격이 외환시
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에는 1.0449, 2020년 6월에는 1.0515로
급등하였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도 스위스 경제에 대한 이러한 외생적 충
격을 인정하였다. 또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 압력에 따라 스위스
국내 물가의 하방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스위스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
는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이 상기한 외생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노린 것이라고 여길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림 3-3. 스위스 프랑화 월평균 환율 추이
(단위: 1스위스 프랑의 달러화 가격)

자료: SNB, “Foreign exchange rates – Mont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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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 재무부의 결정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중앙은행은 스
위스는 자국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조작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자
국의 환율정책은 스위스 국내의 물가하락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선택이라고 항변하였다.37) 실제로 당시 스위스의 국내 물가는 상당 기
간 동안 하락하고 있었고, 스위스 중앙은행은 스위스의 지급준비금에 해당하는
Sight Deposit에 대한 금리(정책금리 중 하나)를 2014년 12월부터 -0.75로
유지하고 있었다.38) 가격안정이 통화정책의 목표인 스위스 중앙은행 입장에서
는 자국의 국내 물가에 대한 외생적인 압력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수
단을 이용한 대응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으므로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생적인
압력에 직접 대응하는 것 밖에는 선택이 없었다고 주장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
이다. 따라서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에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 스위스는 스
위스 프랑화에 대한 외생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
입하였을 뿐, 자국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조작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
음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39) 또한 스위스 중앙은행의 통
화정책을 결정하는 분기별 회의가 환율조작국 지정 직후인 2020년 12월 17일
에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도 스위스 중앙은행은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할 것임을 천명하였다.40)

37) “U.S. Treasury labels Vietnam, Switzerland as currency manipulators”(2020. 12. 16); “U.S.
Tags Switzerland Currency Manipulator, Keeps China on Watch”(2020. 12. 16), 온라인 자료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 5).
38) 스위스 중앙은행의 정규 공개 시장조작 수단은 환매조건부채권(repo) 매매, 단기채권인 SNB Bills 발행,
Sight Deposit 금리 등이다. SNB, “Questions and answers on monetary policy implement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6).
39) “Swiss central bank chief rejects ‘currency manipulator’ label from the U.S.”(2020. 12.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5).
40) SNB(202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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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스위스의 월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 동월 대비 % 변화)

자료: SNB, “Consumer prices – tota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2).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CEA: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출신인 조셉 설리번(Joseph Sullivan)은 이처럼 스위스가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그러한 정당성을 인정하
기까지 한 미국 재무부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
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당시 예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시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환율조작국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당시에 바
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유력하게 지목되던 재닛 옐런(Janet
Yellen)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의
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조작국 정책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이었다. 설리번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직전인 2020년 12월에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것은
환율조작국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묶어두려는 의도였던 것이고,
하필 스위스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켰던 것이다.41)
41) Sullivan(2020. 12. 18), “Trump Leaves Biden Administration a Parting Gift in Currency
Wa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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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환율보고서인 2021년 4월 보고서는 앞서
설명한 스위스의 기대와 같이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여전
히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은 충족시키지만, 자국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
율을 조작했다는 충분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
하고 있다. 스위스뿐만 아니라,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서 심층분석 대상이 된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42)

표 3-3.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2021년 4월 환율보고서 평가

국가

경상수지
(GDP 대비 %)

대미 무역수지
(십억 달러)

외환시장 개입 규모
(GDP 대비 %)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외환시장 개입

기준

2.0

20.0

2.0

O

스위스

3.7

56.7

15.3

O

베트남

3.7

69.7

4.4

O

대만

14.1

29.9

5.8

O

중국

1.9

310.8

1.2

X

독일

6.9

57.3

-

-

일본

3.3

55.4

0.0

X

이탈리아

3.7

29.5

-

-

말레이시아

4.4

31.7

0.6

O

태국

3.2

26.4

1.9

O

인도

1.3

23.8

5.0

O

한국

4.6

24.8

0.3

O

17.6

3.8

28.3

O

멕시코

2.4

112.7

-0.2

X

아일랜드

4.8

55.9

-

-

캐나다

-1.9

15

0.0

X

프랑스

-2.3

15.6

-

-

영국

-3.5

-8.8

0.0

X

벨기에

-0.2

-6.7

-

-

브라질

-0.9

-11.7

-2.6

X

7.8

-18.1

-

-

싱가포르

네덜란드

자료: 기획재정부(2021. 4. 17).

42) 한국은 여전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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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특히 환율보고서를 담당하는 재무부의 장관인 옐런이 환
율조작국 지정에 신중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점, 바이든 행
정부의 첫 번째 환율보고서에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국가가 3곳이나 있
었음에도 어느 국가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 환율조작국 지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징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바
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으로도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서 환율보고서의 심층
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에 대한 스위스의 일관된 항변과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의 평가가 그러한 항변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층분석 결과
는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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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에서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
정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 기간(2019년 3/4분기~2020년 2/4분기) 중 스위스
가 「교역촉진법」이 지정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이에 따라 심층분
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의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모두
음(陰)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
호가 급증하여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급등하였다. 환율보고서는 이
러한 상황에서 자국 화폐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
입하는 것 자체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위스의 외환시
장 개입 중 적어도 일부는 자국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여 경상수지 흑자와 대
미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환율보고서의 주장이 타
당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43) 구체적으로 우선 스위스의 수출이 스위스 프
랑화 환율에 전적으로 달려있는지, 즉 스위스 수출의 주된 경쟁력이 가격경쟁
력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스위스가 자국의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외환시장
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가늠해보았다. 또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스
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에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보았다.
스위스의 주요 수출품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구체적으
43) 환율보고서의 주장이 외환시장 개입 여부(與否)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입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것
이므로 경제이론에 기초한 양적분석이 더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에 전
적으로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엄밀한 양적분석은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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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HS 4단위 기준, 원자재인 금을 제외하면 의약품, 화학품, 정밀기기(시계),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징은 제1차 세계화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스위스가 전략적
으로 실시한 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구조 덕분에 스위스 프
랑화의 가치, 즉 환율이 스위스의 총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주요 수출품인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그중에서도 스위스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과 시계의 수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44)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급격한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은 스위스에 물가하
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가격을 교란시키며, 경제주체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상은 스위스의 수입가격을 떨어뜨려서
물가하락 압력을 높이고, 수입품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국산품의 가격에도 하방
압력을 높이며, 나아가 스위스 경제주체들의 국산품 대 수입품 간 선택도 교란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러한 스위스 프
랑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최근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은 자국의 가격경쟁
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자국 화폐 평가절상이 국내 물가에
하방압력을 높이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물가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었으므로 정책 대응이 시급하였을 것이다. 그
러나 2014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음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책금리 하향 조
정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나온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에 바이든 행
정부가 취임하면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외생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44) 단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술집약도가 모두 차상위인 자본재의 수출에는 스위스 프랑화의 가
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즉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상 시 수출 감소, 평가절하 시 수
출 증가가 발생한다).

46 •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위한 것일 뿐,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2021년 4월에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
보고서는 조사대상 기간 중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을 여전히 충족시켰음에도 스
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해당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뿐만 아니
라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 볼 때,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의 발간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환율조작국 정책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함
으로써 환율조작국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
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
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으로도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서 환율보고서의 심층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에 대한 스위스
의 일관된 항변과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의 평가가 그러한 항변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층분석 결과는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주장은 외환시장 개입 여부(與否)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입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므로, 이 주장의 타당성을 엄
밀하게 따져보기 위해서는 경제이론에 기초한 양적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
한 연구는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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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On the U.S. 2020 Designation of
Switzerland a Currency Manipulator
Dong-Hee Joe, Taehyun Oh, and Hyun Jean Lee

In December 2020, the U.S. Treasury designated Switzerland, together
with

Vietnam,

currency

manipulators

in

its

biannual

report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to the congress. The report conducts an enhanced
analysis on each country exceeding certain thresholds in three criteria:
trade surplus with the U.S., current account surplus and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e Treasury can designate
the country a currency manipulator. Switzerland met the three criterion
during the period of the analysis of the December 2020 report, from the
third quarter of 2019 to the second quarter of 2020, and the Treasury’s
decision was the result of an enhanced analysis.
During the period of the analysis, Switzerland had negative interest
rates and deflation; and the Swiss Franc (CHF), considered to be a safe
asset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severely appreciated following
the outbreak of COVID-19. The report acknowledged the need for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in such a situation to counter the pressure
on CHF. However, it claimed that the magnitude of the intervention was
excessive; that is, at least some of it wa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Swiss products.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the U.S. Treasury’s decision to desig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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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zerland a currency manipulator, by surveying related empirical
evidences. To evaluate the claim that Swiss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was to improve the country’s price competitiveness, we
survey the empirical evidences on the sensitivity of Swiss exports to the
exchange rate of CHF. To evaluate the legitimacy of Swiss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we survey the empirical evidences on the
impact of sudden exogenous appreciation of CHF on the country’s
domestic economy.
Swiss export is characterized by high technological intensity and
value-added. At the HS 4-digit level, for instance, exports are highly
concentrated in high value-added and technology-intensive products
such as medicine, medical products, chemicals and luxury watches. This
concentration is known to be a result of the country’s strategic choice
during the first era globalization,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anks to this export structure, the CHF
exchange rate has little impact on Swiss exports, especially of medicine,
medical products and luxury watches, which take up more than forty
percentage of the country’s total exports.
Sudden appreciation of CHF due to exogenous causes leads to a
reduction in import prices, which in turn puts a downward pressure on
domestically produced goods, resulting in deflation and distortion in the
economic agents’ decision between imported goods and domestically
produced goods in Switzerland. Intervention by the Swiss National Bank
(SNB), the country’s central bank, is known to be effective in reducing
exogenous appreciation pressure on CHF.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wiss economy, the SNB’s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ppears to be for countering
the effect of CHF’s sudden appreciations on the country’s domestic
economy, rather than for improving the country’s price competitiveness.
Deflation had been happening for some time in Switzerland, to whic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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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B’s mandate of price stability urged it to react; and as it kept its policy
rate negative since late 2014, reducing it further would have been
ineffective and inefficient.
When the Treasury published its December 2020 report, the SNB
immediately reacted by announcing its expectation that it could persuade
the then-forthcoming Biden administration that its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is solely a reaction to the exogenous appreciation
pressure on CHF, not an effort to improve the country’s price
competitiveness. Indeed, the April 2021 report, the first one in the Biden
administration, did not designate Switzerland a currency manipulator,
even though it conducted an enhanced analysis on Switzerland, as well as
on Taiwan and Vietnam. This observation supports the suspicion that the
conclusion of the December 2020 report was politically motivated. The
Biden administration, which was about to take office at the time of the
publication of the December 2020 report, was largely expected to change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s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currency manipulators. It appears plausible that the
outgoing administration tried to constrain the incoming administration’s
policies.
This observation suggest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unlikely to
designate Switzerland a currency manipulator in the future. There is a
high chance that Switzerla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its economy,
will again meet the three criterion for an enhanced analysis. However, the
Swiss government and central bank have consistently reacted to such
criticisms, and the April 2021 report’s evaluation agrees with their
reactions. Therefore, the conclusions of the enhanced analyses
conducted in the Biden administration are likely to be in line with that of
the April 2021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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