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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

또한 미국 금리 인상과 원화 약세 반전에 따른 환차손

흥시장국으로 밀려들어 온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는 등

우려로 자본거래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자본순유출로 반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될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

본고에서는 통화정책반응함수 필립스곡선 IS곡선 등으

다. 이런 상황들이 반영되어 내년 성장률은 소폭 하락해

로 구성된 개방경제 신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해 미국의 금

세계경제 평균성장률을 하회하고 인플레이션율은 다소 높

리인상과 그에 따른 한국의 금리인상이 환율, 자본이동,

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리 인상과 원화 약세 반전

성장률, 인플레이션 등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실

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금년 하반기부터 자본이 순유출로

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반전될 경우 외화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경색현상이 나

분석을 위한 정책모의실험을 위해 2018년에 미국이 연

타날 우려도 없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방기금금리를 0.25% 포인트씩 4번 올리고 이에 따라 자본

이에 따른 대응방향으로는 우선 투자활성화로 원화절상

유출을 우려한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회복 부진과 기업 가

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불황형 경상흑자폭을 축소할 필요

계의 부실우려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3번

가 있다. 경상수지 흑자 발생시 공기업 대외채무 상환으로

올리는 것을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금리 인상에 따른

종합수지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 거주자외

자본유출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

화예금 운용폭 확대로 거주자외화예금 증가를 유도해 외

다. 그러나 엔화는 더 큰 폭으로 약세가 되어 원·엔 환율은

환시장의 원화가치 절상압력을 완화하는 미시정책도 바람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수출을 제약하는 요

직하다.

대미 신뢰회복으로 환율과 통화정책의 운신폭을

로 인정한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활용해 자본유출입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 외화유동성 확보로 미국

안정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통화정책 정상화로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외화유

있다.

동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금리 추가 인상은 자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정

본유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책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외채차환비율 감소와 외국

한다. 과도한 금리인상은 기업부실을 심화시키고 가

인주식투자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경기침체를 초

중요하다. 기축통화인 달러 통화스왑인 한미통화스

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왑과 한일통화스왑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

정책 대화채널 구축으로 대외발 금융불안 소지를

관계를 볼 때 만약의 경우 한미통화스왑이 2008년

제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처럼 다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힘든 상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2011년 파리 주요 20개국(G20)

황이다. 한일통화스왑 재논의도 쉽지 않은 여건이
다. 결국 한미일 간 신뢰가 관건이다.

회의에서 합의하고 이어 2012년 IMF도 기관견해

I. 머리말

위기, 2004년 미국금리 인상 후의 2008년 신흥시장국
외화유동성 위기 같은 위기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미국경제는 완연한 회복세를 넘어 이제는 인플레이

없는 실정이다. 과거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위기

션이 우려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 해 12

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파급영향 분석과 대책마련이 시

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물가안정목표치 2%를

급한 실정이다.

상회하는 2.1%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연준이 완전고용

최근 한국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이례적

으로 간주하고 있는 5%보다 크게 낮은 4.1%를 기록

인 수출호황에 힘입은 기업이익 호조와 원화가치 절상

했다. 이렇게 되자 실업수당청구건수는 하락세를 지속

기대로 외국인증권투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미국 통화

하고 심지어 구인난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인

정책 정상화가 가져올 파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비

플레이션 우려에 월가 투자은행들은 금년 중 금리인

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바로 이러한 자만이 1997년

상 회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전망하기 시작했다.

과 2008년 위기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국제통화기금

금년에는 금리인상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IMF) 등 국제기구와 유수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통화환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시장금

심지어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정책당국과 국내 연구

리는 상승하기 시작해 상승만 하던 주가지수가 하락

기관들은 물론 학계에서도 실증분석과 정책대안 제시

세로 돌아섰다.

가 미흡한 실정이다.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과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한국은행의

상화가 외국인 자본이동 등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신케인지언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신흥시장국의 외국

모형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바람직한 대응

인투자자금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1994년 미국금리인상 후의 1997년 동아시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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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국경제의 회복과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

월에는 임금이 2.9% 상승했다. 그 결과 소비자물가상
승률은 2.1%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넘어 인플레이션 조짐

이러한 미국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는 무엇보다도

마저 보이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제로금리정책과

이 나오고 있다. 미국경제는 지난해 잠재성장수준인

양적 완화 통화정책이 원동력이 되었다. 미국 연준은

2.3% 성장한데 이어 금년에는 2.5%로 성장률이 높아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자 곧바로 10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실업률은

월부터 제로금리정책을 도입했다. 이어서 국채매입과

연준이 완전고용으로 간주하고 있는 5.0%보다 크게 낮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해 본원통화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은 4.1%를 기록하면서 구인난마저 발생하는 등 지난 1

전대미문의 양적 완화 통화정책을 추진했다.

<그림 1> 미국의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미국의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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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정책은 2015년 12월 제로금리정책 이후 첫

금리대에 진입한 후 11월에는 월평균 0.39% 대로 급

금리인상 때까지 계속되었다. 2016년 들어 성장률이

락한 후 더욱 완화적인 추세를 지속함으로써 미국은

다소 둔화되고 고용시장이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늘어

2008년 10월부터 경기회복과 리플레이션을 위한 본격

나는 등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자 예상대로 두

적인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차례의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 연말 12월에 가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

금리를 추가 인상했다. 대공황 때 경제가 다소 회복되

고 그 결과 고용사정도 호전되지 않자 연방준비제도의

자 금리를 서둘러 인상한 것이 경기의 재침체를 초래

버냉키 의장은 2009년 3월부터 국채와 주택저당채권

해 대공황의 장기화를 초래했던 실수를 당시 연준의장

매입을 통해 본원통화 공급을 대폭 늘리는 양적완화

이었던 매리너 에클스의 이름을 딴 ‘에클스의 실수’라

(QE: Quantitative Easing)라는 비통상적인 통화정책을

고 한다. 미국 연준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시행했다. 그 후 2010년 11월에는 2차 양적 완화 통

위해 신중한 금리인상 정책을 추진했다. 드디어 경기

화정책을 시행하고 2012년 9월부터는 특히 주택경기

가 완연한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 2017년 들

부양을 위해 주택저당채권을 매월 400억 달러씩 매입

어서는 3월 6월 12월 금리를 세 차례 인상했다.

하는 3차 양적 완화 통화정책을 시행했다. 이어 2013

미국의 본원통화공급 추이를 보면 2008년 9월 15일

년 1월부터는 매월 국채 450억 달러를 추가매입하는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한 후부터 구제금융 지원 등으로

3차 양적 완화 통화정책의 보완정책을 추진했다. 그

증가하기 시작하다 2008년 11월부터는 미국 연방준비

결과 양적 완화 통화정책 이전 8천억 달러 수준이었던

제도의 채권매입 등 확장적 통화정책의 시행으로 급증

미국의 본원통화공급량은 4조 달러대로 급증했다.

하였다. 연방기금금리도 2008년 10월에 0.97%로 제로
<그림 3> 미국의 연방기금금리와 본원통화량 추이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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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 매입한 채권 가운데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화/GDP 비율은 2000년 6%에서 2014년 22.7%까지 급

주택저당채권 매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증했다. 같은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했던 영국도 같은

금융위기로 폭락한 가계자산 가격이 회복되어야 경기

기간 3%에서 21%까지 크게 증가했다. 아베노믹스를

가 회복된다는 연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같은 기간 18%에서 52%까지 급

이는 대공황을 연구해 온 버냉키의장이 대공황의 근본

등했다. 반면 유로지역은 4%에서 10%로 증가하고 한

적인 원인이 부채는 있는데 자산가격은 폭락한 ‘부채

국은 4%에서 7%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통화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에

정책의 차이는 경기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영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어빙 피셔 등 대공황을

국 일본은 경기회복이 완연히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데

연구한 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부채디플레이션

비해 유로지역과 한국에서는 경기회복이 더딘 모습을

(debt deflation)’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적 완화 통화정책 추진결과 미국의 본원통
<표 1> 미국의 양적 완화 통화정책
기간

규모

1차 양적완화

2009.03 ~ 2010.03

1조 4,500억 달러 주택저당채권
3,000억 달러 국채

2차 양적완화

2010.11 ~ 2011.06

6,000억 달러 국채

1차 OT

2011.09 ~ 2012.06

4,000억 달러

2차 OT

2011.06 ~ 2012.09

2,670억 달러

3차 양적완화

2012.09 ~

월 400억 달러 주택저당채권

3차 양적완화 추가

2013.01 ~

월 450억 달러 국채 추가

주: OT(Operation Twist): 미연준이 단기국채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장기국채를 매입해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림 4> 위기 기간 중 주요국의 본원통화/GDP 비율 추이

자료: 각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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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중 70%를 차지하

채권을 매입하는 등 양적 완화 통화정책으로 주택 등

고 있는 개인소비 증가율이 2.7%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가계자산 가격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점이 주

견고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2008

효했다. 규제혁파에 따른 기업혁신 촉진과 법인세 인

년에 135%에 달했던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의

하 등 투자환경 개선도 성장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비율이 105%까지 하락해 가계소비여력이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가계부채비율 하락에는 연준이 주택저당
<그림 5> 미국 주택가격지수 추이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림 6> 미국과 한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 추이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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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개관해 본 바와 같이 미국연준의 제로금리

시장금리 상승과 보다 적극적인 연준의 금리인상이

와 양적 완화 통화정책,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등 전

예상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신흥시장국에 배분투자되

방위적인 경기회복정책에 힘입어 미국경제는 완연한

는 주식투자펀드잔고도 감소하고 있는데다 달러 강세

회복세를 넘어 인플레이션 조짐마저 보이기 시작했다.

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신흥시장국에

그 결과 금년 중 연준의 금리인상 회수가 종전의 3회

서 돈을 빼내 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흥시

에서 4회 까지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면서 이미

장국의 채권가산금리와 신용부도스왑(CDS) 프레미엄도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65%까지 상승하

상승하고 공포지수로 불리는 주가변동성지수(VIX지수)

는 등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가 전년말 11.04에서 최근 37.32까지 급등하고 있다.
<그림 7>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 추이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림 8> 미국 주가지수 추이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7

이러한 미국 통화정책의 파장은 한국도 예외일 수

스피지수를 2,300선대로 추락시키고 있다. 벌써부터

없다. 주식시장에서만 1월 30일 이후 4조 원 정도의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순매도가 일어나면서 1월 29일 2,598까지 상승했던 코

예고해 주고 있다.

<그림 9> 미국 주가지수와 공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미국 주가급락 현황 및 배경, 2018. 2. 5 재인용

<그림 10> 한국의 주가와 외국인 순매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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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

준금리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
필립스곡선의 경우 GDP와 수입물가는 물가를 통계적

1. 분석모형과 추정결과

으로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과
농수산물가격도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에서는 금리와 환율의 변동이 자본수지 경상수지

통계적 유의성은 낮게 나타났다.

성장 물가 등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

IS곡선의 경우 GDP와 수입은 역으로, 수출은 정으로

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추정하고 금리와 환율의 변동효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수출은 원·엔환율,

과를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모

미국GDP, 중국GDP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

형은 오정근(2010, 2013)이 사용한 분기 신케인지언 모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원·달러 환율은 역으로,

형을 자본수지 경상수지 환율 방정식이 포함된 대외부문

GDP는 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까지 확장된 개방경제 신케인지언 모형 (Open Economy

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GDP에 음의 영향

New Keynesian Model)을 설계하여 사용하였다.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적었다.

동 개방경제 신케인지언 모형에서는 전통적인 신케

수출이 늘어나면 정의 방향, 수입이 늘어나면 부의

인지언 모형에 한국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반영하여 중

방향으로 경상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

앙은행의 정책반응함수인 금리방정식에 원·달러 환율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수지에는 주가지수가 정의

변수를 추가하고, 필립스곡선 방정식에 원·달러 환율

방향으로, 미국연방기금금리와 한국은행기준금리가 부

변수와 달러화표시 수입물가지수와 작황의 영향을 많

의 방향으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 받는 농산물가격지수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IS곡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에는 자본수지와 외환보유액 변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금리와 수출변수로 구성하고 수

동이 각각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출함수는 한국수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외

는 원·엔 환율과 한국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

국인투자자금 순유입이 증가하고 외국인투자자금 순유

의 GDP 변수로 구성하였다.

입 증가는 원화가치를 절상시키며 원화가치절상은 다

또한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시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통해

정상화가 한국의 자본유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전체적으로 일

점을 고려하여 자본수지 방정식에 미국의 연방기금금

부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

리변수와 한국 금리변수를 포함하고 한국의 주가변동

개 부호의 방향은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이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주가변

(부록 추정결과 참조).

수를 추가해 자본수지 방정식을 설계하였다. 환율방정

한 가지 유의할 추정결과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식은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외환보유액 변동이 환율에

이 자본계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금리가 인상되면 자본이 유출되

2010년 1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의 분기통계를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이 채권시장

이용해 추정하였다. 단위근 검정결과 단위근이 있는

보다 활황인 개방경제에서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채권

일부 변수는 차분하여 사용했다. 추정결과는 부록에

시장으로의 외국인자본 유입보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첨부했다. 추정결과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은

외국인자본 유출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행정책반응함수의 경우 GDP갭률과 물가갭(인플레이션

(오정근, 2000). 한국에서는 현재 외국인 보유액이 주

율-물가안정목표)의 계수는 각 갭이 커지면 한국은행

식시장에서는 약 6천 억 달러, 채권시장에서는 약 1천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하는 방향과

억 달러 수준이다.

같이 나왔으나 t값이 낮게 나타났다. 환율의 변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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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18년 중 미국 연방기금금리를 0.25% 포인트씩 4

2. 모의실험 결과

번 올리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원화가치의 상대적
정책모의 실험을 하기 전에 우선 GDP갭률 물가갭을

절하에 따른 자본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올리지만 금리

반영한 테일러 준칙을 이용해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상승에 따른 기업부실증가와 가계부채 원리금상환부담

추정해 보았다. 현재 1.5%인 기준금리가 연말에 2.1%

증가, 주가하락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금 이탈 가능성

로 추정되어 금년 중 2~3회의 금리인상이 적절한 것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적은

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만약 미국연준이 금년 중 금

0.25% 포인트씩 3번 올리는 것으로 가정하여 정책모

리를 3~4회 인상할 경우 한미간 금리수준이 역전되는

의실험을 해 보았다. 모의실험은 연립방정식에 대해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2011

동태적 모의실험을 행하였다.

년 이후 2016년 까지 한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테일러

모의실험 결과에 의하면 미국금리 인상 따른 자본유

준칙에 의해 추정된 적정금리 수준보다 0.25~0.5%포인

출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엔화

트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는 더 큰 폭 약세가 되어 원·엔 환율은 오히려 하락할

점은 지난 6년 간 적정수준보다 높은 금리수준을 지속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을 극복하는 데 통화정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원·달러 환율은 추정

책이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치와는 달리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엔화

모형을 이용하여 금리변동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하

에 대해 원화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

<그림 11> 테일러준칙에 의한 적정 금리수준 추정결과

<그림 12> 원·달러 환율 추이

주: 균형환율: 영란은행 중기균형환율모형 이용해 추정(오정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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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원·달러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14> 원·엔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이처럼 엔·달러 환율 하락은 제한적인 반면 원·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 간 두 번 4월과 10월 발간되

환율은 급락하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미일간 신뢰와 한

는 미국 환율보고서 등으로 인해 한국은 외환시장개입

미간 신뢰의 차이에서 비릇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상 어려워 유입자본을 보유외환 증가로 연결하

이 밖에도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7

지 못하고 원화가치 절상으로 소진하고 있는 실정이

년 이후에는 반도체와 관련제품 수출호조로 큰 폭의

다. 연이어 지정되고 있는 관찰대상국 중 독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 기업영업이익 호조와

유로화 강세는 남유럽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어 절상을

원화가치 절상을 기대한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자금

요구하기 힘들고 일본은 견고한 미일동맹으로 유화적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결국은 중국과 한국만 미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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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행

환위기)의 전철을 밟으면서 위기로 연결된다는 분석이

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기조가 미국의 금리인상

다.

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80년대 후반 미국의 대일적자 해소 위한 플라자회

이와 같이 경제의 펀드멘털을 벗어난 원화강세는 새

담, 슈퍼 301조 발동 등 엔고전략에 한국이 희생양이

로운 위기를 잉태할 수도 있어 우려가 크다. 소규모개

되었다. 당시 계속되는 한미 환율협상 결과 원화가 고

방경제국의 금융위기는 언제나 통화가치 고평가에서

평가되어 경제개발이후 1986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내

시작되었다는 것이 세계적인 분석결과다(Rogoff and

었던 경상수지흑자가 1990년에 다시 적자로 추락해

Reinhart, 2009). 통화가치 고평가 → 수출 감소 → 가

1995년 이후 원화가 더욱 고평가되면서 마침내 1997

동률 하락 → 금융부실증가 → 금융위기 (은행위기, 외

년 위기로 연결되었다.

<표 2> 2017년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 주요국 평가
현저한 對美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對美 흑자 200억 불 초과

경상흑자 / GDP 3% 초과

순매수 / GDP 2% 초과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스위스
대만
멕시코
이탈리아
인도
캐나다
프랑스
영국
브라질

3,570억
690억
630억
220억
130억
140억
690억
290억
230억
190억
140억
∆10억
∆50억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1.3%
3.7%
7.7%
5.7%
10.3%
12.7%
∆1.7%
2.8%
∆1.3%
∆2.9%
∆1.0%
∆5.1%
∆0.7%

주: 1) 회색은 관찰대상국, 2) 요건충족시 굵은 글씨
자료: 미국 환율보고서, 기획재정부

<그림 15> 미국의 금리와 달러지수 추이

자료: 미국연방준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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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0.0%
0.3%
8.7%
0.9%
∆0.2%
1.8%
0.0%
0.0%
2.3%

충족된
요건수

’16. 10월
보고서 대비

1개
2개
2개
2개
2개
1개
1개
1개
1개
0개
0개
0개
1개

동일
ʺ
ʺ
ʺ
ʺ
제외
동일
ʺ
ʺ
ʺ
ʺ
ʺ
증가

<그림 16> 원·엔 환율과 상품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17> 원·달러 실제 환율과 균형환율 추이

자료: 오정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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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미국의 대중적자 해소 위한 환율 통상 압력

유출이 있어 왔다. 이번에는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에 다시 한국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 경우 금리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는 과거 위기

이전에 똑같이 미국의 금리인상이 있었고 뒤이어 엔화

이전의 고금리 저환율 조합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모

약세가 이어지면서 일본과 글로벌시장에서 경합관계가

의실험 결과는 이런 현상을 반영해 하반기 들어 원·달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동아시아국가들이 타격을

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

입고 위기를 겪었다.

석된다.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위기요인들이 잠복해 있다.

모의실험 결과에 의하면 지난 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미국 양적 완화에 따른 자본유입과 2010년 과잉투자

에 힘입어 큰 폭 증가했던 한국수출은 금년 중에는 반

로 인해 부실화된 기업구조조정문제가 여전히 잠복해

도체 슈퍼사이클와 원·엔 환율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있다. 그런 가운데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금융시스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그 결과 경상수

템은 여전히 낙후된 가운데 고질적인 관치에 이어 최

지 흑자폭도 줄어들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

근에는 노치까지 등장하고 있다.

국 금리 인상과 원화 약세 반전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원·엔 환율 하락으로 반도체와 일부 관련제품을 제

자본거래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자본순유출로 반전

외하고는 수출이 어려워 제조업 가동율은 71%로 위기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어서 대비책이 요구된다. 이런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상황들이 반영되어 내년 성장률은 소폭 하락하고 인플

이런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황에 대한 착시로 대처를

레이션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마치 반도체

미국 금리 인상과 원화 약세 반전에 따른 환차손 우

호황에 취해 제대로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1996년

려로 금년 하반기부터 자본이 순유출로 반전될 경우

OECD가입을 앞두고 원화가치 절상정책을 했던 1995

외화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경색현상이 나타날 우려

년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다.

도 없지 않다. 과거 미국 금리인상 후에 언제나 자본
<그림 18> 미국의 금리인상과 금융계정 추이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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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동아시아금융위기 이전 미국 금리인상과 엔화 약세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20>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 금리인상과 엔화 약세 추이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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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지연으로 기업부실이 증가하고 가계부실도

황, 불황과 거품(boom), 거품붕괴(bust)와 관련이 있다.

증가일로다. 1997년에는 기업부채가 문제였다면 이번

불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많이 공급된 글로벌 유동성

에는 가계부채가 문제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리

이 수익성이 높은 신흥시장국으로 흘러들어 호황과 거

가 인상되면 원리금상환 부실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

품을 만들어 내고 이를 우려한 통화금융당국의 긴축과

다. 역시 반복되는 정치위기와 국정혼란으로 해야 할

과도한 투자로 수익성 하락이 시작되면 다시 글로벌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은 실종된 상태다. 설상가상 △북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불황과 거품붕괴가 초래되어 자

핵위기, △미중 통상압력, △한미통화스왑 불투명 등

금이 빠져 나가는 신흥시장국은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

쓰나미급 악재가 삼중사중으로 몰려오고 있다.

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유입 → 과잉투자 → 통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외화유동성위기에
이어 다시 위기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금융위기

화가치절상 → 수출둔화 → 기업부실 → 금융부실 →
외자유출 → 위기발생의 과정을 거친다.

10년 주기설마저 대두되고 있다. 1984년 남미외환위

한국의 경우에는 자본유입 → 과잉투자 → 통화가치

기,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절상 → 수출둔화 → 기업부실 → 금융부실 → 정쟁격

금융위기가 10여 년 시차를 두고 발생해 온데서 금융

화(주로 정권교체기) → 정치위기 → 국정공백 → 구조

위기 10년 주기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다시 2017년

개혁실패 → 구조조정 지연 → 기업부실 증가 → 금융

부터 시작된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을 계기로 신흥시장

부실 증가 → 외자유출 → 위기발생의 수순을 언제나

국 위기가 대두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반복해 왔다. 특히 정권교체기와 맞물린 정치적 요인

이러한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은 글로벌 경기의 호

이 추가적으로 위기를 증폭시켜 왔다.

<그림 21> 제조업 평균 가동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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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정치사회위기와 경제위기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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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

밖에도 위기 시 거주자자본유출(capital flight), 비거주
자로 간주되는 해외한국법인의 현지금융 중 위기 시

우선 투자활성화로 원화절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차환이 되지 않고 단기간내 상환해야 할 부분, 환율급

불황형 경상흑자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

등 시 시장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분을

흑자 발생 시 공기업 대외채무 상환으로 종합수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부족외환보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 거주자외화예금

유액 규모는 더 늘어난다.

운용폭 확대로 거주자외화예금 증가를 유도해 외환시

최근 이러한 점을 고려해 외국중앙은행과 한국은행

장의 원화가치 절상압력을 완화하는 미시정책을 병행

간의 통화스왑 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다. 근래에도 한·캐나다, 한·스위스 통화 스왑이 체결

금리 추가 인상은 자본유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되었다. 특히 한·캐나다, 한·스위스 통화스왑은 그 의미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과도한 금리인상은 기업부실

가 적지 않다. 미국 ECB 영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는

을 심화시키고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상시 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어 외환위기 우려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통화정책

가 없는 국가들이고 스위스 캐나다 통화는 국제금융시

등 거시경제정책 대화채널 구축으로 대외발 금융불안

장에서 교환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준기축통화다.
그러나 위기 시 소요되는 1천~2천억 달러 규모의

소지를 제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미 신뢰회복으로 환율과 통화정책의 운신폭을 확

외환을 비록 무제한 통화스왑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통

대하는 일도 중요하다. 외화유동성 확보로 미국 통화

화스왑에 의존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다. 외

정책 정상화로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외화유동성 위

화유동성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국가들

기에 대비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유동외채는 거의 대

과의 통화스왑은 위기가 동아시아지역에 동시다발적으

부분 차환이 되고,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도 40-80

로 발생할 경우에 오히려 한국에 부담이 될 우려도 있

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보면

고 창마이이니셔티브 다자간협정(CMIM)에 의한 384억

위기 시에는 차환이 거의 100% 안되고 외국인투자자

달러는 한국이 부담하는 규모에 상응하는 액수로 한국

금 유출도 급증한다. 한국은 현재 외국인투자액이 주

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식시장에 약 6천억 달러, 채권시장에 약 1천억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 통화스왑인 한미통화스왑과 한일통

합해 7천 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경제를 정상적으로

화스왑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관계를 볼 때

운용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입의 3개월분 외환보유액을

만약의 경우 한미통화스왑이 2008년처럼 다시 가능할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IMF의 권고다. 이러한

런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일통화스

요인들을 모두 감안하면 현재 외환보유액은 위기 시에

왑 재논의도 쉽지 않은 여건이다. 결국 한미일 간 신

는 약 1,200억 달러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뢰가 관건이다.

<표 3> 위기 시 소요 외환보유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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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금액(백만달러)

소요비율(%)

소요액(백만달러)

수입(2017년)

478,410

25

119,603

유동외채(2017년 3분기말, 추정)

185,968

100

185,968

외국인주식채권투자(2018.02.12)(금감원 일일금융시장동향)

646,221

33

213,253

위기시 소요외환보유액

b

b

518,823

외환보유액(2018년 1월말)

b

b

395,754

부족분

b

b

-12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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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높아

화 등 내수산업을 육성해 주가가 급락하지 않도록 하

지는 경우에는 2011년 파리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면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

서 합의하고 이어 2012년 IMF도 기관견해로 인정한

게 되면 외환위기(currency crisis)를 방지할 수 있다.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활용해 자본유출입 안정화를 위

기업부실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사정과 산업적 측면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부실이 더 악화되어서 금융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정책

실로 전이되기 전에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가계부

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외채차환비율 감소와 외국인주

채의 연착륙으로 금리상승기에 부실가계가 늘어나지

식투자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

않도록 해서 금융부실이 증가해서 은행위기(banking

하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미국금리인상에도 불

crisis)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이와

구하고 원화가치의 급격한 절하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같은 정책으로 외환위기와 은행위기를 예방하면 금융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규제혁파로 투자활성

위기(financial crisis)를 예방할 수 있다.

<표 4> 한국의 통화스왑체결 현황
통화스왑

규모(달러환산, 억 달러)

만기일

한스위스

106

2021. 02

한캐나다

무제한

무기한

한중

560

2020. 10

한말련

47

2020. 01

한호주

77

2020. 02

한인니

100

2020. 03

CMIM

384

없음

자료: 한국은행

<그림 23> 경제안정화 정책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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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맺음말

조와 원화가치 절상을 기대한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연간 두 번 4월과

미국 금리인상과 통화환수라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10월 발간되는 미국 환율보고서 등으로 인해 한국은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국의 금리도 일

외환시장개입이 사실상 어려워 유입자본을 보유외환

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증가로 연결하지 못하고 원화가치 절상으로 소진하고

후 지속되어 온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국으로 밀려들어

뿐만 아니라 트럼프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온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는 등 한국경제에도 적지

기조가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로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94년 미국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는 미국의 대중적자 해

금리인상 후의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 2004년 미국

소 위한 환율 통상 압력에 다시 한국이 희생양이 될

금리 인상 후의 2008년 신흥시장국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 경우 금리는 상승하고 환

같은 위기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율은 하락하는 과거 위기 이전의 고금리 저환율 조합

과거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위기를 겪은 한국으로

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모의실험 결과는 이런 현상을

서는 파급영향 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영해 하반기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본고에서는 통화정책반응함수 필립스곡선 IS곡선 등

보여주고 있다.

으로 구성된 개방경제 신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해 미국

지난 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큰 폭 증가했

의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한국의 금리인상이 환율, 자

던 한국수출은 금년 중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와 원·

본이동,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등 한국경제에 미치는

엔 환율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그 결과

파급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대응정책 방향을

경상수지 흑자폭도 줄어들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색해 보았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과 원화 약세 반전에 따른 환차손

2018년 중 미국 연방기금금리를 0.25% 포인트씩 4

우려로 자본거래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자본순유출로

번 올리고 이에 따라 자본유출을 우려한 한국은행은

반전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어서 대비책이 요구되는 것

국내 경기회복 부진과 기업 가계의 부실우려를 고려해

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들이 반영되어 내년 성장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3번 올리는 것으로 가정

은 소폭 하락해 세계경제 평균성장률을 하회하고 인플

하여 정책모의실험을 해 본 결과 미국금리 인상에 따

레이션율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리

른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

인상과 원화 약세 반전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금년 하

었다. 그러나 엔화는 더 큰 폭으로 약세가 되어 원·엔

반기부터 자본이 순유출로 반전될 경우 외화유동성이

환율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수출을 제

부족하게 되는 경색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없지 않다.

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응방향으로는 우선 투자활성화로 원화절상의 한

그런데 최근 원·달러 환율은 추정치와는 달리 최근

원인이 되고 있는 불황형 경상흑자폭을 축소할 필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엔화에 대해 원

있다. 경상수지 흑자 발생 시 공기업 대외채무 상환으

화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처럼 엔·달러 환율 하락

로 종합수지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 거

은 제한적인 반면 원·달러 환율은 급락하는 현상은 기

주자외화예금 운용폭 확대로 거주자외화예금 증가를

본적으로 미일간 신뢰와 한미간 신뢰의 차이에서 비롯

유도해 외환시장의 원화가치 절상압력을 완화하는 미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정책도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미 신뢰회복으로 환율과 통화정책의 운신폭을 확

2017년 이후에는 반도체와 관련제품 수출호조로 큰

대하는 일도 중요하다. 외화유동성 확보로 미국 통화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 기업영업이익 호

정책 정상화로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외화유동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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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비해야 한다. 금리 추가 인상은 자본유출동향
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과도한
금리인상은 기업부실을 심화시키고 가계부채원리금 상
환부담을 가중시켜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대화채널 구축으로
대외발 금융불안 소지를 제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높아
지는 경우에는 2011년 파리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서 합의하고 이어 2012년 IMF도 기관견해로 인정한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활용해 자본유출입 안정화를 위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정책
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외채차환비율 감소와 외국인주
식투자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기축통화인 달러 통화스왑인 한미통화스왑과 한일
통화스왑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관계를 볼
때 만약의 경우 한미통화스왑이 2008년처럼 다시 가
능할런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일통
화스왑 재논의도 쉽지 않은 여건이다. 결국 한미일 간
신뢰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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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분석모형의 추정결과(2010년 1분기~2017년 3분기 분기통계)
<중앙은행 정책반응함수>
int=0.1237+0.0387*(inf(2)-inft)+0.00478*gdpgapr(1)-2.2826*dlex+0.9482*int(-1)
(0.879) (0.922)
(0.394)
(-2.919)
(23.955)
R2=0.9288

D,W=1.9433

<필립스곡선>
lcpi=-1.1921+0.4009*lgdp+0.0147*lex+0.0552*limp+0.0668*lcpiagri
(-2.304) (9.243)
(0.331)
(2.220)
(1.189)
R2=0.9246

D,W=0.8167

<IS곡선>
lgdp=5.3481-0.0075*int-0.4514*limport+0.6764*lexport+0.3704*lgp(-1)
(6.275) (-0.921)
(-4.315)
(6.297)
(4.134)
R2=0.9606

D,W=1.6797

lexport=-23.4239+0.4180*lwonyen+3.2361*lgdpus+0.2016*lgdpcn
(-3.1927) (2.7100)
(4.3847)
(1.7843)
R2=0.8806

D,W=0.2354

limport=-6.2792-1.1037*lex(-1)+2.0129*lgdp
(-3.038) (-5.481)
(20.569)
R2=0.8856

D,W=0.5810

<국제수지>
ca=-69436.94+66318.59*lexport-60210.66*limport+0.4696*ca(-1)
(-3.954) (5.428)
(-5.071)
(5.554)
R2=0.7626

D,W=1.6327

fa=-134255.8+43896.72*lstock-15161.77*ff-10674.07*int-21990.25
(-0.276)
(1.491)
(-1.707)
(-4.947)
(-0.485)
R2=0.5516

D,W=1.6998

<환율>
lex =1.8002+3.74e-07*ca-1.07e-07*fa-0.6032*dlresv+0.7438*lex(-1)
(1.904) (0.218)
(-0.065)
(-1.916)
(5.531)
R2=0.5640

D,W=2.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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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설명]

int: 한국은행기준금리, ff: 연방기금금리
cpi: 소비자물가지수, cpiagri: 농산물가격지수, imp: 수입물가지수,
inf:인플레이션율, inft: 물가안정목표
gdp: 국내총생산, gdpgapr: GDP갭률,
import: 수입액, export: 수출액
ex: 원·달러 환율, wonyen: 원·100엔 환율
gdpus: 미국GDP, gdpcn: 중국GDP
ca: 경상수지, fa: 자본수지, stock: 주가지수
l: 자연대수, d: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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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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