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en: with an emphasis on East 

Asia 

-연구자(년도): Iwami and Sato 

(1996)

-연구목적: 엔화의 국제화에 관한 연

구

-문헌조사, 

-통계 분석

-달러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달러, 마르크, 

엔화 등에 기반한 국제 통화제도를 연구

함.

-엔화가 국제화 되기 위해 갖추어야할 조

건들을 연구함.

2

-과제명:The Emergence of the Euro 

as an International Currency 

-연구자(년도도):Portes and Rey 

(1998)

-연구목적: 유로화의 출현에 따른 기

축통화에 관한 연구

-일반 균형 모형

-시뮬레이션

-계량 분석

-유로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함에 따르는 비

용, 편익분석

-유로화사용을 위한 선결조건 연구

본 연구
-원화 국제화에 대한 1차 연구를 기반

으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함

-일반 균형 모형을 이용한 시뮬

레이션 계량 분석

-원화국제화의 단계별 추진 방향

기본연구과제명: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 연구책임자

       이인구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7년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에서 원화국제화의 의미를 정의하며, 원화를 국

제화하였을 경우 비용과 편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1차적인 연구가 완료될 예정

인 바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환투기의 위험을 회피하고 정부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규제 및 제도 정비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원화국제화는 우리나라 경제의 개방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그 안에서도 몇 

가지의 단계가 존재함

     - 2007년 1차 연구에서 제시된 기초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에 바로 반영이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문헌 조사

 ▣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원화 국제화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비용 및 편익을 분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따라서 원화 국제화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또는 실

증적 분석을 기초로 각 이슈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이끌어 내고자 함

 ▣ 기대효과

  □ 정부 자본시장 개방 정책에 대한 로드맵 제시.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해외사례연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원화국제화를 위한 국내 제반 

규제 및 제도 정비 분석

  □ 실증분석을 통해 원화국제화를 통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 가능성 분석 

 ▣ 연구기간

       2008. 1～ 200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