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글로벌 환율 갈등의 향방

2. 환율 갈등의 향방

1. G20 환율합의의 문제점

□ 큰 틀의 합의로 환율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선진국의 양적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
이 지속되는 2011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환율 갈등
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경주합의로 환율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으나 이번 선
언의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환율전쟁의 불씨
가 여전히 남아 있음.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상수지 관리제의 타
당성과 실효성에 의문
◦ 환율문제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 무역불균
형은 비시장적 개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모순
되는 측면이 있음.
◦ 경상수지의 4%룰 설정이 어려운 가운데 경상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별
가이드라인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G20 정상회
의의 핵심과제임.

 미･중 간의 타협으로 환율 갈등이 완화되더라
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불균형 해
소과정에서 환율불안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이번 합의를 실행하게 하며 글로벌의제들을 논
의하고 해결할 G20체제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
는 제도적 틀을 굳히는 노력이 중요
 내년 이후 환율불안정과 관련이 있는 국제통화
체제 개편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짐.

◦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시정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산업구조

3. 주요 통화환율 전망

와 소비규모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

 미국은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 달러 약세의 명
분을 확보한 만큼 추가 양적완화 규모를 6,000
억 달러로 하여 시장예상 수준에 머물렀으나
일본, 영국도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채비를 하
고 있어 환율 갈등의 불씨가 살아날 소지
◦ 이번 양적완화 조치로 달러가치 하락세가 심화
될 경우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각국의 반
발을 불러와 환율 갈등이 재연될 소지
◦ 미국의 2차 양적완화로 달러 자금이 신흥국에
대거 유입됨에 따라 미국과 신흥국 간 통화 갈
등을 초래

 시장결정적 환율제도합의 이후 중국이 위안화환
율체제를 개혁해 위안화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실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함.
◦ 일본, 캐나다 등의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은 합의 구속성을 가름하는 변수 중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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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과 환율방어를 위한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가 일본, 유로존보다 훨씬 많아 2011년 상반기까지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2011년 미 달러화는 신흥시장국 및 아시아 개
도국 통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세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빅맥지수(Big Mac Index)
에 따르면 아시아 통화들은 20~40% 정도 절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경제의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미
달러 약세와 아시아 통화 강세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중국정부는 중국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원만하게 위안화 절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
◦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5~2008년 사이 위안
화는 달러 대비 약 20% 절상되었으며 이는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7% 정도의 절상률임.

◦ 아직까지 글로벌 경제 및 수요가 충분히 정상

◦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모델을 사용하여 추정

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 내년 중 4~5% 정도

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한

위안화를 절상할 것으로 예상

국의 수출증가율은 0.8%, 경제성장률은 0.5%포
인트 하락

□ 2011년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달러공
급 우위 지속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전체 제조업

 원/달러 평균 환율은 2010년 1,155원에서 2011

◦ 실증분석 결과 1990년 1분기부터 2010년 2분

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약 0.29%포인트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남.

년 1,050원으로 하락 예상

기까지 원/엔 환율이 1% 상승할 경우, 즉 원

◦ 경상수지 흑자폭 둔화 전망, 하반기 미국의 금리

화 절상폭이 엔화 절상폭보다 작을 경우 수출

인상 가능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방경직이
강화될 수 있어 2011년 말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하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이 0.10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본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지목
하고 일본 재계의 요청을 받아 원화 강세를 유
도하려는 시장개입을 검토한 것의 배경을 설명

□ 주요국의 환율 갈등이 지속되면서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원화 절상 압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중국 위안화 절상 속도가 완만하게 나타날 경
우 중국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통화 절
상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Frankel and Wei(1994)의 방법을 사용해서 위
안화의 아시아 통화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결
과 한국 원화의 경우 위안화의 가치가 1% 상
승하면 원화의 가치도 0.1553%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나서 동아시아 통화 중 원화 가치가 태
국 바트화 다음으로 위안화 가치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정부는 저환율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내수확대형
경제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함.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산업 육성을 적극 추
진하여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함.
◦ 교육･의료･법률 등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내수기반을 확대해야 함.

□ 원고시대에 대비하여 기업은 중장기적인 경영합리
화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내년 이후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겹치는 상
황에 대비, 품질경쟁력 강화와 신제품 개발 및
수출지역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Ⅲ.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1. 저환율 시대의 도래와 정책대응
□ 내년 이후 달러당 1,000원대 이하의 저환율 시대가
올 가능성에 대비한 경제 구조조정 및 기업체질 개
선이 필요함.
 원화 강세는 한국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 외환 및 통화신용 정책대응
□ 한국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원화의 가파른
상승세와 환율의 쏠림현상 및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
 시장에 의한 환율결정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유입 급증에 따른 과도한 환율하락에 대응,
환율의 하락 속도를 조절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미세조정 차원의 시장개입은 필요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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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기대응능력 제고, 물가안정 및 환율변동성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조합의 구성이 중요함.
 한은은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환율 수준을

안으로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을 억제하는 방안
을 병행 추진할 필요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 규제는 원화 강세 완화와
해외유동성 유입에 따른 인플레 압력 완화, 향후

유지하려고 하면 금리를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

외자의 급격한 유출방지 등의 효과가 있음.

려워진다는 이른바 삼위일체 불가능(Impossible

◦ 대외부문의 유동성이 팽창하여 인플레 압력을

Trinity)이론의 늪에 빠진 상황
 현재 우리 경제에는 물가안정과 환율안정이 모
두 중요하나 환율하락보다 물가상승이 더 큰
부담임을 인식할 필요
 G20 재무장관합의로 환율전쟁의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기조
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
◦ 글로벌 환율 갈등이 완화된 만큼 물가와 환율
간 딜레마에서 벗어나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추
진해야 함.
◦ 대내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여건이

높이고 추가 물가상승 전망의 기대인플레이션
을 억제하는 효과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은 원화 절상 기대감이 크
게 작용하고 있는바 환율전망이 한쪽으로 형성되
지 않도록 거시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함.
◦ 다양한 자본 유출입 제어방안의 검토 및 시행
은 외환시장에 환율의 하방경직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음.

□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
하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호조를 보일 때 기준금리를 올려놓는 것이 향
후 경기재하강 및 금융불안 재발 시 정책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평상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다가 과도한 외자
유입이 우려될 경우 탄력적으로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기자본 유

□ 기준금리인상에 따른 환율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방

출입을 제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Ⅰ.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의미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함.
◦선진국들은 자국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

1. G20 재무장관회의의 합의 내용
□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주요 20개
국(G20)은 환율전쟁을 막기 위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1)

서한 움직임에 대해 경계함.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큰 틀
을 마련하였음.
◦환율과 관련된 경상수지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

 환율문제를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여 신
흥국과 선진국 간에 균형 있게 역할을 분담하
기 위한 세 가지 원칙에 합의하였음.
◦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좀 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함.

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공
조와 가능한 모든 정책을 추구한다는 데 합의
◦향후 회원국들이 합의할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해서는 G20
상호평가과정을 통해 근본 원인을 진단하기로

1)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경주회의를 마치고 환율과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등 핵심 의제에 전격 합의, 공동합
의문(코뮈니케)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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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 다만, 산유국 및 원자재 수출국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함.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을 2012년 연차총회 때
까지 신흥국으로 6% 이상 이전키로 함.2)
◦ IMF의 현행 이사수(24석) 중 유럽의 이사 2명
을 줄이고 신흥국의 이사를 늘리기로 함.

∙ 미국은 중국산 동파이프에 대해 9월 27일 반덤
핑관세를 부과
∙ 9월 29일 미 하원은 환율조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환율개혁 법안’을 의결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맞서 9월 26일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중국은 자국의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대폭적인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중국을 내세운 신흥
국이 대립각을 세우던 환율 갈등은 경주 G20 정상
회의에서 빅딜에 의한 타협으로 봉합됨.
 선진국이 주장해 온 개도국 통화 절상을 얻어

위안화 절상을 거부

□ 미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추가 양적완화 기대가 커지
면서 2010년 6월 이후 대부분의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낸 것이 최근 환율 갈등의 주요 배경

낸 대가로 IMF 쿼터를 신흥국에 6%포인트 이
상 이전하기로 합의

 일본과 스위스, 브라질 등은 자국통화 강세 저지
를 위해 공개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고, 아시

□ 본 연구는 경주 G20 환율합의의 내용과 배경 및 의
의를 살펴보고, 글로벌 환율 갈등의 향방을 전망하
며, 이번 합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합의로 글로
벌 환율 갈등이 종식될 수 있는지 분석

아 주요 수출 국가들은 암묵적 시장개입에 나섬.
◦ 일본 엔화의 달러 대비 강세가 두드러지자 일
본은행은 8월 말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
행한 데 이어 9월 15일에는 엔고 저지를 위해
6년6개월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
∙ 엔/달러 환율이 83엔대로 하락하자 일본 외환당
국은 지난 200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조 엔 규

 이번 합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모의 시장개입을 단행

대응방안을 연구

2. 글로벌 환율 갈등의 진행과 원인

□ 자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국통화 강세 저지
에 신흥국들이 가세하여 환율 갈등이 전 세계로 확산
 태국, 브라질은 자국통화 절상을 막기 위해 외

(1) 글로벌 환율 갈등의 진행
□ 2010년 6월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 발표 이후에도
위안화 절상이 미미하자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갈
등이 9월 이후 고조됨.

국자본에 대한 자본통제를 단행
◦ 브라질은 10월 4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에 대
한 세율을 2%에서 4%로 인상
◦ 태국은 10월 12일 외국인이 채권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해 15%의 세금을

 6월 19일 중국의 환율유연성 확대 계획 발표

부과하기로 하고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달러당 6.83위안에서 6.81위안
으로 0.28% 절상에 그치자 미국의 불만이 고조
◦ 2010년 9월 미 행정부와 의회는 위안화 절상을
강력하게 요구

□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환율 갈등에 휘말림.

2) 아울러 IMF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인 100% 쿼터 증액에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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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10월 13일 “한국과 중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및 위안화

국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통화를 낮

절상 기대감 등 환율전쟁의 여파로 2010년 5월

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G20의 공조 선상

4일 1,115원 이후 최저치인 1,111원(10월 15

에 있지 않다”고 주장

일)까지 하락

◦ 노다 요시히코 재무장관도 “한국의 외환시장 개
입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G20 의장국

(2) 글로벌 환율 갈등의 원인

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

□ 환율 갈등이 격화되면서 원화, 엔화 등 아시아 통
화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가격이 크게 변동

□ 수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한 자국 통화가치 하락
경쟁이 주요인
 2010년 하반기 이후 선진국 경제회복세의 동반

 미국 달러화의 기타 주요국 통화 대비 가치 지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국 정부는 추가적

인 달러인덱스 지수는 9월 15일 81.48에서 10월

인 경기부양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양적완화정책

15일 76.54로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

혹은 환율정책 외에는 대안이 거의 없음.

 1995년 5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으로 일시 반등했으
나 다시 하락
◦ 9월 15일 엔/달러 환율은 역사적 저점인 79.75

◦ 미국은 9월 FOMC 회의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추가 양적완화를 시사
∙ 버냉키 미연준(FRB) 의장은 지난 7월에 미 경기
전망이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언급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조치 시행 가능성을 시사

엔(1995년 4월 19일)에 근접한 82.88엔을 기록

∙ FRB는 8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한 후 시장개입 후 85.90엔까지 상승했으나 10

서 더블딥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기 도래하

월 15일 1995년 4월 이후 최저치인 80.90엔으로

는 모기지 원리금을 국채에 재투자하기로 결정

하락

 위안/달러 환율은 2010년 6월 19일 통화바스켓
제도 운용 재개를 통한 위안화 평가절상 발표
이후 미미한 변동에 그치다가 환율전쟁이 심화
되면서 하락세를 보임.
◦ 위안/달러 환율: 6.83위안(2010년 6월 18일)→
6.79위안(2010년 8월 2일)→6.81위안(9월 1일)
→6.72위안(9월 16일)→6.64위안(10월 15일)

∙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정책은 달러 유동성 확대
에 따른 달러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달러가치 하
락을 유발

◦ 일본은행은 8월 말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10월 통화결정회의에서 기준금
리를 0.1%에서 0%로 인하
∙ 일본은행의 금리인하는 경기부양효과는 거의 없
을 것으로 보이며, 엔화의 추가 강세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외환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분석됨.

그림 1. 주요국 통화들의 달러 대비 절상률(2010. 6. 1~10. 26)

□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환율조정의 필요성을
둘러싼 갈등 고조
 미국의 중국, 일본에 대한 무역불균형이 해소되
지 못하고 있어 통화가치 조정 압력이 증대
◦ 2009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3,749억 달러를 기록
했고, 이 가운데 대중국 적자는 2268.3억 달러
(60.3%), 대일본 적자는 450.5억 달러(12.0%)를
기록하였으며 대중 무역적자는 올해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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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최고치를 나타낸 후 하락세를 보이던

 반면 중국은 미국의 무역불균형이 위안화 탓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비율은 최근 다시 상승세를

아니라 미국의 저축과 투자 등 구조적 요인 때

보이면서 8월에 전체 무역적자에서 43.9%로 확대

문이라며 환율주권론을 고수

∙ 미국의 금년 8월 대중 무역적자는 280억 달러로

◦ 외압에 의한 환율조정을 거부하며 중국경제가

전달(259억 달러)보다 8.1% 증가하여 월별 대중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무역적자로는 역대 최고치였던 2008년 10월(279

위안화를 절상하겠다는 입장

억 달러)의 기록을 경신
∙ 8월 전체 무역적자도 전달보다 9% 가까이 증가
한 463억5,000만 달러를 기록
그림 2. 위안/달러 환율과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추이

□ 각국의 정치･경제적 사정이 환율전쟁의 주요인으
로 작용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용 및 경제가 핵
심 이슈화됨에 따른 득표 전략의 일환
 중국은 수출비중이 높은데다 환율변동에 취약한
외자 임가공업체들의 수출기여도가 높아 큰 폭
의 위안화 절상이 어려운 상황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일본은 엔화 강세에
의한 수출부진을 경계하고 수출경합도가 높은

자료: Wind

한국의 원화가 엔화에 비해 상대적인 절상폭이
 미국은 대중국 경상수지 확대의 최대 원인이

작은 이점을 누리고 있는 점을 견제

위안화 저평가이며,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면 수
출확대를 통한 고용증대와 재정적자 감축에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
◦ 버그스텐 국제경제연구소장은 위안화가 25%
절상되면 미국 내 5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
이라고 주장

□ 위안화환율을 둘러싼 미･중 간의 환율 갈등은 외형
상 무역불균형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지만 속으로
는 달러 기축통화체제 유지 공방(攻防)전략이 작용
 중국은 미국의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 압력에
굴복할 경우 달러주도의 국제통화질서의 불리한
늪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

표 1. 달러화 대비 위안화 저평가 수준 비교
문헌 및 기관

저평가
수준(%)

평가기준 시점

평가방법

Goldstein Lardy(2009)

20~25

2008년 말

기초수지 접근법

Subramanian(2010)

31.3

2010년 3월 말

구매력평가 접근법

Cline-Williamson(2010)

40.7

2009년 말

경상수지 접근법

◦ 중국은 달러주도의 국제통화질서를 개편하려는
입장
∙ 글로벌 금융위기는 달러 위주 글로벌 금융체제
가 가져오는 폐단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는 계

Goldman Sachs(2009)

2.7

2009년 4/4분기

Economist(2010)

48

2010년 7월

세계은행
세계개발지수

50

2009년 말

형태적 균형환율
접근법
구매력평가 접근법
빅맥지수
구매력평가 접근법

주: 일일 평균거래량
자료: Cheung, Yin-Wong et al.(2010), Economist(2010), World Bank(2010)를

기가 되었다는 인식3)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G2로
부상한 중국의 예봉을 꺾어놓기 위한 카드로 활용
◦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여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의도임.

근거로 각 문헌을 참조하여 정리

3)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를 이용하여 대량의 달러 발행을 통해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부채와 금융부실로 위기에 빠짐으로써 세계경제
전체가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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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응집력이
약화된 가운데 근린궁핍화(近隣窮乏化)정책을 불
사하는 보호무역주의 위험성이 대두

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될 것으로 예상
◦ 원만한 합의 도출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경쟁적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일부 신흥국의 자본통제는

표 2. 환율전쟁의 보수(payoff)행렬

자본보호주의의 확산 가능성을 시사
◦ 미국과 중국이 환율 갈등을 반덤핑관세 부과로
대응하는 방식은 무역갈등의 본격화 가능성을
시사

A국

A국
완만한 시장개입

A국
통화 절하 경쟁

B국
완만한 시장개입

양국
무역확대

A 국 무역수지 흑자
B 국 무역수지 적자

B국
통화 절하 경쟁

A 국 무역수지 적자
B 국 무역수지 흑자

양국 무역축소
세계경제 침체

B국

자료: 이준구(2006)를 참조하여 작성

3. G20 환율합의의 의미
□ 경주 선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중국을
내세운 신흥국 간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환율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것을 의미
 G20의 정책공조가 확인된 것은 세계경제의 안
정적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

□ 환율과 IMF 지분 개혁이라는 빅딜로 합의를 이끈
데는 미국과 중국 간의 타협과 사전조율이 작용
 미국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연기했
고, 중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위안화 절상 여
지를 키우는 등 양국이 타협
◦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리한 위안화 절상 압박

할 것임.

이 중국의 미 국채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

◦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첨예

려해야 할 입장임.

한 갈등이 예상됐던 환율문제에서 G20은 상호
간 한발 양보하면서 환율전쟁의 급한 불은 끈
것은 큰 성과로 판단
∙ 선진국의 IMF 쿼터 6%포인트 이전과 신흥국의
점진적 통화 절상을 교환

∙ 미 재무부의 올해 하반기 환율정책보고서 발표
를 G20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는 위
안화 절상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
고, 정면충돌보다는 중국의 자발적인 절상을 유
도하겠다는 의도임.

 게임이론으로 볼 때 환율을 둘러싼 갈등심화보다

∙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중국과의 대립으로 미국

는 완만한 시장개입으로 양국 간 무역 확대를 통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한 이익 증대라는 내쉬균형(Nash Equilibrium)4)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

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
 경쟁적 통화 절하를 통한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 정책과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무역축
소와 경기재하강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은 피하
고, 무역확대로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
려는 상호 이익 증대를 선택

◦ 중국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요구를 지나치
게 외면함으로써 미 의회가 환율조작국으로 지
정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할 입장
∙ 10월 중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상시킴으로써 위안
화의 유연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냄.
∙ 10월 15일 제17차 당중앙위 전체 회의에서 향후 5
년간 성장률을 7~7.5%로 낮추는 질적인 성장을 강

 G20의 정책공조가 글로벌 경제의 성장 지속을

조, 수출주도 성장전략에서 내수기반 확대 전략으

위한 필요조건임을 재확인함에 따라 환율 갈등

로 전환할 것을 시사함으로써 미국의 요구에 부응

4) 경기자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을 선택할 때 이 최적 전략의 조합을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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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10월 19일 기습적

방향으로 평가

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인플레 압력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시장결

완화와 함께 위안화 절상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

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자국 이해를 위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낮추는 행위를 자제하는

□ 신흥국의 IMF지분 확대는 선진국 주도의 IMF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세계경제의 권력 이동을 의미함.

데 합의
◦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시장지

 중국이 IMF 지분 3위 국가로 부상했고 브릭스

향적 환율’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번에는

(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모두 톱10

‘시장결정적 환율’을 지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에 진입. 한국은 18위에서 16위로 상승

진일보함.

◦ 중국은 선진국과의 대립을 피하면서 글로벌 금

∙ 글로벌 교역 불균형에 따른 중국 등 환율이 시

융시장에서 지배력을 상당부분 확보하는 데 성

장 수급에 따라 강세를 보여야 하며 정부의 환

공하는 등 상당한 실리를 챙김.

율 조작이 지양돼야 함을 의미
∙ 미국 등 선진국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IMF 이사회에서 신흥국 이사가 2명 늘어남에 따
라 중국 등 신흥국은 달러주도의 국제통화질서를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임.

□ 환율문제를 다룬 국제합의에서 경상수지 흑자에 대
한 책임을 최초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환율정책에서 시장의 역할이 강조된 것은 바람직한

 1985년 플라자합의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표 3. 과거와 최근 환율합의 비교
구분

플라자합의(1985. 9)

역플라자합의(1995. 5)

두바이합의(2003. 3)

경주합의(2010. 10)

세계경제 불균형

미 vs 일/독

미 vs 일/독

미 vs 중/일

미 vs 중

갈등 원인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로
미국의 침체 및
무역수지 적자 확대

달러당 80엔이
무너진 초엔고

2001년 IT 버블 붕괴로 달러
약세 정책을 펴자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 약세 정책으로
경기부양을 추진 중인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요구

당사국의 경기부양능력

재정･금융정책 양호

재정･금융정책
여력 부족

재정･금융정책
여력 부족

재정･금융정책 소진

세계 외환시장 규모

0.6조 달러

1.2조 달러

1.9조 달러

4.0조 달러

갈등해결 방법

약달러 정책

강달러 정책

일본의 시장개입 중단,
중국의 관리변동 환율제 이행

시장결정적 환율,
경상수지목표제

해결주도

G5
(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

G7
(G5+ 캐나다･이탈리아)

G7
(G5+ 캐나다･이탈리아)

G20
(미국･중국의 타협)

기간(절상률)2)

1985. 9→1987. 9 (절상률)

1995. 4. 18→1998. 6. 15 (절상률)

2003. 9→2005. 9 (절상률)

2010. 8. 2→2010. 10. 18 (절상률)

1)

엔/달러

237.0→143.0 (65.7%)

80.63→146.14 (-81.3%)

114.9→111.0 (3.5%)

86.5→81.27 (6.05%)

달러/유로3)

2.84→1.81 (57.0%)

1.37→1.80 (-31.7%)

1.12→1.23 (9.2%)

1.32→1.39 (5.42%)

위안/달러

2.96 →3.72 (-20.4%)

8.42→8.28 (1.7%)

8.28→8.09 (2.3%)

6.77→6.64 (1.90%)

원/달러

892→806 (10.6%)

765.80→1434.00 (-7.2%)

1,164→1,030 (13.1%)

1172.50→1119.30 (4.54%)

美 경상수지

적자 심화

적자 심화

적자 지속

적자 지속

美 재정수지

적자 심화

적자 지속

적자 지속

적자 심화

한국경제 영향

최대의 수혜국
(엔고의 반사이익)

엔화약세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로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엔화보다 빠른
원화 절상으로 불리

엔고의 반사이익
원화 강세의 영향

전쟁 이후
환율변동

주: 1) 일일 평균거래량
2) 달러화 대비 월평균 절상률
3) 플라자합의 시는 마르크/달러 환율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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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G5(미국, 일본, 독일(당시 서독), 영국,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합의

프랑스)가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하면서 경상수

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구속력이

지 흑자국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았음.

약한 합의가 이루어짐.

◦ 일본, 독일(당시 서독) 등 경상수지 흑자국이

◦ 이번 회의에서 IMF가 각국 정책을 감독하는

금리인하 등 확장적 금융정책을 통한 내수경기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변화를 유도할

부양에 협조

구속력이 약한 것이 문제

 2003년 두바이합의에서는 G7이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 중국의 관리변동 환율제 이행을 유도하
면서 경상수지 흑자국 책임론은 거론되지 않았음.
 이번 합의로 환율이 개별 국가의 외환정책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체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가
능하게 됨.

∙ IMF가 각국에 무역 불균형을 줄일 수 있도록 압
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음.

 환율전쟁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종식되려면 △경
상수지 목표제 이행 △외환시장 개입 자제 실행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추가 양적완화 자제
등 여러 변수를 해결해야 함.

◦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대규모 불균형

 이 변수들은 언제든지 휴전 상태에 접어든 환

(경상수지 흑자)이 지속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

율전쟁을 다시 격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수

제통화기금(IMF)이 평가를 하는 보완장치를 둠.

있음.

□ 경주합의는 1985년 플라자합의보다는 낮으나 2003
년 두바이합의보다는 강하고 구체적인 환율합의라
는 의미를 가짐.
 2003년 두바이합의에서는 ‘환율유연성이 필요하

(1) 경상수지 목표 설정과 실효성
□ 경상수지 목표제는 경상수지 흑자비율을 시장결정
적 환율제도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가늠자로
삼겠다는 것임.

다’는 선언적 언급에 그친 반면 경주합의에서는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

 미국은 중국 등 신흥국이 막대한 흑자를 누리
는 것은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
출을 확대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전략 때문이

 1985년 플라자합의에서와 같은 전격적인 환율
조정합의안이 나오지 못한 것은 20개국이 참여
하여 합의 응집력이 떨어진데다 G2로 부상한

라고 판단
◦ 시장 개입이 없다면 ‘경상 흑자 확대→달러 유
입 확대→통화가치 상승→수출 경쟁력 하락→

중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환율조정합

경상 흑자 축소’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균형을

의는 불가능한 상황

찾아간다는 것임.
∙ 정부가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Ⅱ. 글로벌 환율 갈등의 향방
1. G20 환율합의의 문제점
□ 환율 갈등이 이것으로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며
이번 선언의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환율전쟁
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음.

10

KERI Zoom-In 10-06

환율 유연성을 확보하면 과도한 경상수지는 발
생하지 않는다는 시각

 미국은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의 절상만으로
무역수지 적자 감축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의
식, 경상수지 흑자의 감축이라는 직접적인 불균
형 해소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 중 미 달러 대비

위안화환율이 약 21% 절상되었으나 미국의 무

그림 3. G20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교(2010 년 전망치)

역수지 적자는 2005년 7,839억 달러에서 2008
년 8,232억 달러로 오히려 증가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상수지 관리제의 타당성
과 실효성에 의문
 환율문제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 무역불균형
은 비시장적 개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모순되
는 측면이 있음.

자료: IMF

◦ 수출과 수입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실현되기 어려움.

 중국은 경상수지 4%룰에 반대하지 않고 경상수

∙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상수지를 해당

지 목표제 도입에 대해 글로벌 불균형 발생 원

국들이 인위적으로 확대 혹은 축소시키는 것은

인을 구조적이라고 주장해 온 기존 입장의 타

쉽지 않음.

당성이 확인되고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임.5)

 경상수지 이외에 자본수지도 환율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점을 소홀히 함.
◦ 기축통화인 달러의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결을 미국과 양자 대화
가 아니라 다자틀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중국은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보다 FRB의 공급량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

∙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는 10월 10일, 앞으로 3~5

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관리만으로 환율을 안정

년 동안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의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4% 아래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 미국, 일본 등의 양적완화정책과 글로벌 투자자

∙ 중국 인민은행 리다오쿠이 통화정책위원은 10월

본이동으로 인한 자본수지 변동에 따른 환율급

27일 중국은 미국이 제시한 GDP 대비 4%의 경

등락에 대한 대책은 과도한 자본변동성 확대를

상수지 목표치 설정을 지지한다는 점을 시사6)

경계한다는 선언적 합의에 그침.

 독일은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상수지
□ 경상수지 4% 룰에 대해 각국의 입장은 대체로 부정
적이어서 실행이 쉽지 않음.
 2010년 IMF의 전망치 기준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4%를 넘는 국가는 사우
디아라비아(6.7%), 독일(6.1%), 중국(4.7%), 러
시아(4.7%)이며 사우디는 원유 수출국, 러시
아는 원자재 수출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예
외가 인정되므로 이들을 빼면 독일과 중국밖

4%룰에 거부감이 강함.
◦ 유로존에서 독일은 6%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
인 등은 큰 폭의 적자를 기록 중인 만성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음.
∙ 독일의 라이너 브뤼더레 경제장관은 10월 23일
“미국이 앞으로 하려는 일들은 계획경제적인 요
소들을 갖고 있다”고 비판
∙ 독일이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려면 대폭적인 임

에 없음.

금인상과 인플레를 통해 내수를 부양하거나, 유

◦ 경상수지 적자 비율 4%를 넘는 국가는 터키

로화를 이탈하여 마르크화 가치가 급등해야 하

(-5.2%), 남아공(-4.3%) 등 2개국

지만 독일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5)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2010년 10월 24일자 아시아경제 인터뷰 기사
6) 파이낸셜 타임스 2010년 10월 27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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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이 다른 정책목표보다 훨씬 통제가
어려운 경상수지 목표를 이행할지는 회의적임.

대안을 모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감독할 상설기구를 설치

◦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재정수
지･국가부채 목표를 설정했지만 절반 이상의
국가가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구조적 제도개혁이 미흡한 상황에서 팽창적인
재정정책과 양적완화라는 통화정책이 지속되면
달러가치 하락의 단기적 효과도 의문시됨.

□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시정
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산업구조와 소비
규모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
 미국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나친 금융･서비스
업의존형에서 제조업중시형으로 산업구조를 전
환하려고 모색

□ 경상수지의 4% 룰 설정이 어려운 가운데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별 가이드라
인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G20 서울 정상회의의 핵
심과제임.
 △선진 흑자국(일본･독일･한국) △선진 적자국

◦ 정부와 가계의 과다부채로 인해 세계의 시장으
로서 미국의 역할은 약화되는 것이 불가피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 차원
에서 수출주도형 성장보다 내수확대에 나설 것

(미국･호주 등) △신흥 흑자국(중국･아르헨티

으로 예상

나･인도네시아) △신흥 적자국(브라질･멕시코･

◦ 경상수지 흑자 비율 4% 이상 국가인 중국과 독

터키･인도) △자원 생산국(러시아･사우디아라비

일은 수출을 축소하기보다는 수입을 확대하는

아･남아공) 등 5개 그룹별 정책대안 마련은 합

내수확대형 성장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리적 대안으로 평가됨.
◦ 선진 흑자국은 내수를 확대하고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개혁을 실행
◦ 신흥 흑자국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를 실행7)

 특히 중국은 향후 세계 소비 중 차지하는 비중
이 빠르게 늘어나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그림 4. 세계 소비 중 주요국 비중 전망

◦ 선진 적자국은 과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8)
◦ 신흥 적자국은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
◦ 자원 생산국은 자원 수출에 따른 경상수지 흑
자가 불가피하므로 생산구조 다변화와 장기적
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율 변동성 확
대를 추진

 국가별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시･미시 정책

주: 아시아(일본 및 중국 제외)
자료: Credit Suisse, 2010. 1.

(2) 선진국의 추가 유동성 공급
□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11월 3일 6,000억 달러 규

7) 미국이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안한 것은 중국 및 기타 신흥국들에게 1985년 플라자합의와 같은 급격한 환율조정 대신에 점진적 환율조정과 내수의존형 성장
전략 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무역수지는 수출액(X)-수입액(M)으로 정의되며, 이는 X-M= 총소득(Y)-총지출(소비(C)+ 투자(I)+정부지출(G)로 표시된다. 따라서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국은 경상수
지 적자 감소를 위해서는 총소득(즉 생산활동)을 늘리든지 총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자국통화가치의 평가절하로 국내 생산활동이 증대되고 총지출이 감소되
는 효과는 크지 않고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상 적자를 줄이려면 긴축재정을 하고 달러공급을 줄여야 하는데도 경기부양을 위해 오히려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적자는 위안화 탓이 아니라 과도한 소비 때문이라고 반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미국은 생산과 지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궁극적인 경상수지 적자해소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기술경쟁력 강화, 노사관계 개혁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금개혁,
의료개혁 등을 통한 재정지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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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긴축을 강조하는 공화당의 중간선거 압승

모의 2차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
 FRB는 11월 3일 내년 6월 말까지 매월 750억 달
러씩 총 6,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가 양적완화를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
◦ 기존 모기지증권 상환금 재투자까지 감안하면
내년

2분기까지

양적완화

규모는

8,500

으로 재정정책에서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연
준이 경기부양력을 충분히 높이기 위해 유동성
투입량을 늘린 것으로 보임.
◦ 다만,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자산
추가매입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양적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

억~9,000억 달러에 달함.
∙ 미국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막
고 미국경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확대를 단행

□ 이번 양적완화 조치로 달러가치 하락세가 심화될
경우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각국의 반발을 불
러와 환율 갈등이 재연될 소지

 미국의 1차 양적완화 규모는 2008년 12월부터

 미국이 2차 양적완화 규모를 공격적으로 확대

올 3월까지 총 1조7천억 달러에 달했고, 2008

한 것이 아닌 만큼 일본이나 ECB도 소폭의 양

년 9월부터 11월까지만 FRB 자산규모는 0.9조

적완화 규모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환율전쟁이

달러에서 2.2달러로 급증

재발할 가능성은 약화됨.

◦ 일시에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여 신용경

◦ 미국 양적완화 규모가 시장 예상치에 대체로

색 및 금융기관의 연쇄부도를 막으려 했음.

부합하는 만큼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완화 조치
를 내놓을 가능성은 적음.

□ 이번 합의로 달러 약세의 명분을 확보한 미국은 추
가 양적완화 규모를 시장의 예상범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했으나 필요시 계획을 조정할 것임을
밝힘.
 이번 합의로 달러 약세의 명분을 확보한 미국

 2차 양적완화가 달러화에 미칠 영향은 급격한
하락보다는 점진적 하락이 예상되나 일본, 유로
존 등 각국 통화의 절상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을 경우 거대 통화의 절하 경쟁에 휘
말릴 공산이 큼.

은 추가 양적완화를 경계하는 성명서의 내용을

◦ 일본에서는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시행으로 엔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의식해야

화 강세가 심화될 경우 추가 양적완화 규모를

할 입장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성명서의 “선진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 유로존은 ECB가 추가 양적완화에 반대해 왔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한다”는 표현은 미국의

나 유로화 강세의 나홀로 강세를 막기 위해 양

양적완화에 따른 달러공급 확대로 통화 절상

적완화에 나설 수 있음.

압력에 놓인 신흥국의 입장을 반영

그림 5. FRB 의 국채보유액과 달러인덱스

∙ 중국, 독일 등은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가 간접적
인 환율 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

 시장이 예상한 5,000억 달러 미만보다 1,000억
달러 정도 많으나 일본, 유럽 등을 자극할 정도
는 아닌 것으로 보임.
◦ 2차 양적완화의 규모가 상당히 클 경우 쏟아질
수 있는, 미국이 자국 이익만 고려했다는 비난
을 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임.

자료: F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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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2차 양적완화로 달러 자금이 신흥국에
대거 유입됨에 따라 미국과 신흥국 간 통화 갈
등을 초래
◦ 호주와 아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은 달러자금
유입으로 자산가치 급등, 통화 절상을 우려, 외
국자본 유입을 줄이기 위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
∙ 중국 인민은행은 올 들어 네 차례 지준율을 인
상한 데 이어 10월 20일 정책금리를 0.25%포인
트 상향조정했으며 인플레 억제를 위해 추가 금
리인상을 시사

□ 일본, 캐나다 등의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은
합의 구속성을 가름하는 변수 중의 하나임.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이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
◦ 정부가 직접 나서 엔화를 풀고 달러를 사들이
는 식의 외환시장 개입이 단행되면 국제사회의
시선이 차가워질 것이라는 점이 작용

 일본과 캐나다는 경주합의 이후에도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인도와 호주는 글로벌 유동성 유입에 따른 자산

◦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장관은 합의 발표 이후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11월 2일 정책금리 인

에도 “환율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상을

단행9)

∙ 브라질은 외국자본 유입 억제를 위해 지난 10월
토빈세 성격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최근까지 세율을 두 차례 인상, 현재
6%를 적용
∙ 태국은 지난 10월 외국인에 대한 채권 이자 및
자본이득세 면제 혜택을 폐지

(3) 외환시장 개입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나설 준비가 돼 있
다”고 밝히고 있어 추가 개입 가능성을 시사
◦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에 비해 계속 강세로
가고 있는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10월 26일 “만약 필요하다면 심각한 외
환시장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선택을 고려하겠
다”고 발언

 미국의 2차 양적완화가 실시되면 엔화 가치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 일본 입장에서는 이를

□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거나 해외자본유입을 통제하는 조치
를 단행
◦ 자국 통화를 시장에 내다 팔고 달러를 사들이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
◦ 엔고 저지를 위한 시장개입이 어려워질 경우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는 외환시장 개입으로 해당 국가의 외환보유액
이 증가
∙ 전 세계의 외환보유액은 1999년 1월 1조6,000억
달러였던 것이 금년 5월 현재 8조3,000억 달러
로 5배 이상 증가
∙ 이 중에서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2조4,000억 달
러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이는 중국의 연간
GDP의 거의 절반 규모임.
∙ 중국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환율조작을 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

□ 시장결정적 환율제도합의 이후 중국이 위안화환율
체제를 개혁해 위안화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
으나 실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함.
 중국은 통화바스켓제도라는 준고정환율제도를 채
택하고 있어 시장을 통한 유연한 환율조정은 어려
운 상황10)
◦ 통화바스켓에 의해 환율결정 체제가 불투명하
며 점진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을 통해 수출에

9) 인도는 2010년 들어 여섯 차례, 호주는 네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10) 중국은 2005년 7월 21일부터 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안화환율은 통화바스켓에 포함된 달러화, 유로화, 엔화, 원화 등 11개 주요 통화의 움직임
과 중국 내 정책변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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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바스켓을 구성하는 11개 통화별 비중은 국가기
밀이며, 수출 추이에 따라 환율 조정폭을 결정하
는 것으로 보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미국, 일본, 유로존이 경기부양과 환율방어를
위해 유동성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 신흥
국들의 시장개입과 자본통제 등에 의한 환율방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환

어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율체제 개혁을 천명했으나 위안화의 추가절상에
대해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중국이
9월 이후 보여준 급격한 절상흐름을 지속할지
는 불확실함.
◦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11월 4일 위안화가 공정
하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
록 환율체제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중국은 현행 관리변동제에서 환율변동폭을 확대
하거나 시장수급을 좀 더 반영하는 새로운 환율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통제하에 움직이고 있는 위안화가 시장환
율체제로 이행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중국이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하지 않더
라도 최소한 현재와 같은 속도의 절상을 주문
◦ 중국은 시장환율제로 전환하면 자국 수출에 치

□ 향후 환율 갈등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신흥국의 경우 자국통화의 강세를 용인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
하되, 해외자본의 유입이 확대되는 것은 억제하
는 방법으로 통화 강세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
이 높음.
◦ 경상수지 흑자 감축과 자산거품 억제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논쟁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중 간의 타협으로 환율 갈등이 완화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불균형 해소과정
에서 환율불안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야 함.

명타를 가할 수 있기에 급격한 위안화 절상은
피하려는 입장
∙ 관리변동제하에서 위안화가 달러인덱스에 연동

 환율 갈등은 실물경제의 글로벌 불균형 확대에
기인하며, 중장기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환

되는 경향이 강해 달러인덱스에 영향력이 큰 유

율조정이 불가피

로화가 유럽의 경제펀더멘털이 취약하여 강세를

◦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달러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위안화의 절상도

체제가 약화되는 과도기적 혼란이 발생

제한될 가능성이 큼.

 이번 합의로도 글로벌 불균형 해소가 기대보다

2. 환율 갈등의 향방
□ 큰 틀의 합의로 환율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선진국의 양적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
이 지속되는 2011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환율 갈등
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국제금융시장에서 환율문제에 합의점이 도출된
다는 기대감이 확산될 것
 선진국 통화 약세, 신흥국 통화 강세의 흐름은

미흡하고 미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다시
환율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2차 양적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
의 회복이 더디고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경우
달러가치가 급락하는 통화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글로벌 재조정과 국제경제질서 재편의 일환으로
서 환율조정은 쉽게 진행될 사안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국제정치적 갈등 확대와 맞물려 환율
전쟁이나 무역분쟁 등과 같은 보호주의로 기울
위험성이 상존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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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의를 실행하게 하며 글로벌의제들을 논의하
고 해결할 G20체제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적 틀을 굳히는 노력이 중요

급, 유로 위기 완화에 기여
◦ 차이나 머니 위력이 한국, 일본 등으로까지 확
산되고 있어 중국의 글로벌 유동성 기능은 확
대될 전망

 글로벌 불균형과 환율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환율
공조 차원을 넘어서 각국의 거시정책 조정, 달러
화 기축통화체제 재정비 등 국제통화 및 경제질

3. 주요 통화환율 전망

서 재편 등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난제임.
◦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내년 이후 G20 정상회의
에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유도

□ 경기부양과 환율방어를 위한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가 일본, 유로존보다 훨씬 많아 2011년 상반기까지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미국이 6,000달러의 추가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일본은 5조 엔(약 615억 달러), 유럽은 재정긴

 쇠퇴하고 있는 미국 헤게모니를 대신할 글로벌

축 방안이 병행되어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에

거버넌스 G20체제가 확고히 정착되는 것이 세

크게 못 미칠 전망

계경제 및 금융질서의 안정에 긴요
◦ G20 정상회의에서 G20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기

 미국(0~0.25%)과 일본(0~0.1%), 유로존(1.0%)은
현재의 금리를 2011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임.

위해 합의사항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상설기구
로 ‘상호평가과정(Mutual Accessment Process:
MAP)’ 설립을 추진

□ 내년 이후 환율불안정과 관련이 있는 국제통화체제
개편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짐.

 미국의 경기회복 신호가 나타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2011년 하반기쯤 달
러가 완만한 속도로 강세 반전할 것으로 예상
 달러화는 EU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2011년에는 점진적으

 내년 G20 의장국인 프랑스는 중국과 협력하여
국제통화체제 개편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을
가능성

로 이들 통화에 대해 상대적인 강세가 예상됨.
∙ 일본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가 지속될 전망에
따라 2011년 중 엔화 강세 기조는 다소 완화될

◦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IMF 내 발언권 강화로
글로벌 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달러화 기축통화
체제 재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임.

것으로 보임.
∙ 유로존 경제도 재정건전성 강화로 경기회복 지
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유로화의 반등이 쉽지 않
을 전망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의 맡고 있는 세계의 최
종 대부자 역할11)이 약화되면서 중국이 최근

표 4.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
◦ 막대한 대차대조표로 인한 부담이 큰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음.
◦ 중국은 그리스, 스페인 국채 입찰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유럽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의 공
11) FRB 의 통화스와프 등 금융위기 시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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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엔/달러

달러/유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
83.82 84.58 86.83

88.36

6개월

9개월 12개월

1.3350 1.3383 1.3056 1.3143

최고 93.00 95.00 98.00 101.00 1.4100 1.5000 1.3800 1.5500
최저 79.00 78.00 79.00

78.00

1.2500 1.2700 1.2300 1.1000

주: JP모건 등 12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이며 전망시점은 10/7~10/15
자료: 국제금융센터

 주요 투자은행들도 2011년에 엔과 유로의 상대

◦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경제의 위상하락은

적 약세를 예측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달러가치의 하락을 예고함.

∙ 엔화환율은 2011년 10월에 달러당 88엔까지 오

∙ 미국경제는 아시아 신흥국보다 저성장을 지속함에

르며 약세를 나타낼 전망

따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하락

∙ 유로화의 경우도 2011년 하반기부터 달러 대비 약세

□ 2011년 미 달러화는 신흥시장국 및 아시아 개도국
통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세 기조를 지속할 것
으로 예상됨.
 미국의 2차 양적완화조치, 중국 위안화 절상 압

□ 중국정부는 중국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원
만하게 위안화 절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 절상 속도가 느려 올 6~9
월 사이 중국의 실질실효환율 절상률은 마이너스
였던 만큼 수출경쟁력을 해치지 않고도 당분간 위

력, 신흥시장국에 대한 외환시장 개입 자제 요

안화 절상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구 등 미국은 전방위적인 달러화 약세를 유도

◦ 2011년 초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위안화 절상은 어느 정도 허용할 것으로 보임.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빅맥지수(Big Mac Index)
에 따르면 2010년 7월 기준으로 아시아 신흥국 통

그림 7. 2010 년 6~9 월의 실질실효환율 절상률

화는 대부분 미 달러화에 대해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결정적 환율제도에 따를 경우 아시아 통화
들은 20~40% 정도 절상될 수 있음을 시사
표 5. 미 달러 대비 주요 통화의 저평가비율(빅맥지수)
(단위: %)

구분

유로

호주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미 달러 대비
과대(+)/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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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

-37

-48

-41

-42

주: 1) 일일 평균거래량
2) 2010년 7월 기준
자료: Economist

자료: BIS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5~2008년 사이 위안
화는 달러 대비 약 20% 절상되었으며 이는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7% 정도의 절상률임.

 경제의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미

 아직까지 글로벌 경제 및 수요가 충분히 정상

달러 약세와 아시아 통화 강세구도가 형성될

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 내년 중 4~5% 정도 위

것으로 전망

안화를 절상할 것으로 예상

그림 6. 미국의 세계 GDP 비중 및 달러인덱스 추이

그림 8. 중국의 성장률과 위안화 절상률

자료: IMF, 국제금융센터

자료: Wind Database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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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 말까지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에 대해서

□ 2011년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달러공
급 우위 지속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원화, 필리핀 페소화, 싱가

◦ 원/달러 평균 환율은 2010년 1,155원에서 2011

포르 달러화 및 태국 바트화의 가치도 달러화에

지속적으로 상승

대해 추세적으로 상승

년 1,050원으로 하락 예상
∙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은 미국경제의 둔화, 미국

그림 10. 위안/달러, 장기환율 추이

정부의 약달러 선호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도
지속될 전망
∙ 수급측면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개선, 외국인 자본유입 증가 등으로
달러공급 우위가 예상
∙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외 금리차가 확대 및 외국인
자금유입을 통해 원화가치 상승요인이 될 것임.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폭 둔화 전망, 하반기 미

자료: 국제금융센터

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방경직이 강화될 수 있어 2011년 말에 원/달

 종속변수를 동아시아 통화/스위스 프랑 환율의

러 환율이 1,000원을 하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

변동률로 하고 설명변수를 달러, 엔, 유로 및

으로 전망

위안화의 대스위스 프랑 환율의 변동률을 사용
하여 위안화 가치가 동아시아 통화가치에 미치

그림 9. 달러 대비 주요 통화 절상률

는 효과를 일별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함.
∆      ∆   
∆    ∆ 
 ∆    
   
  



  



동아시아 통화/스위스 프랑 환율,
달러/스위스 프랑 환율,





엔/스위스 프랑 환율,

   
주: 10월 26일까지의 절상률
자료: 국제금융센터

□ 주요국 환율 갈등이 지속되면서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원화 절상 압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에서는 Frankel and Wei(1994)의 방법
을 사용해서 위안화의 아시아 통화에 대한 영
향을

평가함.12)

◦ 2005년 7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

   



유로/스위스 프랑 환율,


위안화/스위스 프랑 환율

◦ 실증분석 결과 2005년 7월 이후 2008년 8월
말까지 위안화 가치는 한국 원화와 홍콩 달러,
말레이시아 링깃, 싱가포르 달러화, 대만 달러
및 태국 바트의 가치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원화의 경우 위안화의 가치가 1% 상승하
면 원화의 가치도 0.1553% 상승하는 것으로

12) Frankel and Wei(1994)의 방법은 비교적 용이하게 한 통화가 다른 통화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지만, 동아시아 통화가치가 위안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
는 경우 simultaneity bias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Shu et al.(2007)는 Hausman 검정법을 이용해서 검정을 했는데 위안화가 외생적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
문에 simultaneity bias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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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서 동아시아 통화 중 원화 가치가 태국

◦ 계량분석 결과 원화 강세는 경제성장률과 수출

바트화 다음으로 위안화 가치에 의해 가장 크

둔화, 기업의 채산성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

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로 나타남.

표 6. Frankel-Wei 회귀식의 추정 결과(2005. 7. 1~2008. 8. 29)










한국

0.0002

0.7034*

-0.0050

0.5072*

0.1553*

원화

(0.299)

(0.000)

(0.893)

(0.000)

(0.023)

홍콩

0.0000

0.9758*

0.0075*

0.0048

0.0113*

달러

(0.465)

(0.000)

(0.009)

(0.424)

(0.050)

인도네시아 -0.0000

0.8583*

-0.1267* 0.3925*

0.0488

(0.944)

(0.000)

(0.002)

(0.000)

(0.556)

말레이시아 -0.0000

구분

루피아

0.7727*

-0.0411

0.2662*

0.1244*

링깃

(0.485)

(0.000)

(0.068)

(0.000)

(0.006)

필리핀

-0.0002

0.8587*

-0.1010* 0.2853*

0.0551

페소

(0.214)

(0.000)

(0.003)

(0.000)

(0.417)

싱가포르

-0.0001

0.4946*

0.0736*

0.4491*

0.1539*

달러

(0.168)

(0.000)

(0.000)

(0.000)

(0.000)

대만

0.0000

0.7627*

0.0742*

0.1418*

0.1112*

달러

(0.654)

(0.000)

(0.000)

(0.002)

(0.009)

태국

-0.0000

0.1290

0.1118

0.2460

0.6779*

바트

(0.878)

(0.346)

(0.075)

(0.062)

(0.000)

주: ( ) 안은





0.6505

∙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모델을 사용하여 추정
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한국
의 수출증가율은 0.8%, 경제성장률은 0.5%포인
트 하락
∙ 한국은 수출의존도13)가 높아 환율하락의 부정적

0.9962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
∙ 안순권(2008)의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0.5501

0.7976

10% 하락할 경우 전체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률이 약 0.2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14)
그림 11. 원/달러 환율 추이

0.6370

0.8278

0.8097

0.3241

 -값을 나타내고, *는 5%에서 유의한 경우를 나타냄.

 중국 위안화 절상 속도가 완만하게 나타날 경

자료: 국제금융센터

우 중국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통화
절상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원화 절상 압력이 높아질 경우 수출경기에 대한 우
려를 높일 것으로 예상됨.
 수출의 경우 상반기 수출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Ⅲ.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1. 저환율 시대의 도래와 정책대응

세계 경기회복과 기저효과에 기인했지만 환율효
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
 수출경쟁국이 일본이 엔고로 수출경쟁력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원화 절상에 따른 우리

□ 내년 이후 달러당 1,000원대 이하의 저환율 시대가
올 가능성에 대비한 경제 구조조정 및 기업체질 개
선이 필요함.
 원화 강세는 한국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기업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옴.
◦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제조기업의 채산성
이 악화되고 엔/달러 환율이 하락(엔화 강세)
하면 채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안순권,
2008).

13) 우리나라 GDP 대비 수출 비중은 43.4% 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4) 1989부터 2007년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법인, 등록기업 및 외부감사 기업 등 총 7,004 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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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IT, 조

∙ 이는 일본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지목

선 업종 등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혜택을 얻

하고 일본 재계의 요청을 받아 원화 강세를 유

게 될 것임.

도하려는 시장개입을 검토한 것의 배경을 설명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모델을 이용하여 환율
이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안화 절상의 효과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

◦ 종속변수를 달러표시 상품수출액으로 하고 설
명변수를 수출단가지수, 중국의 수출액, 미국

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1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중국의 수출

국내총생산, 일본 국내총생산 및 대미 원화환

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0.38%

율/대미 엔화환율(=원/엔 환율)을 사용하여 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율변동이 상품수출액에 미치는 효과를 월별 데
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함.

표 7. 상품 수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1990년
1분기
~2010년
2분기

1990년
1분기
~1997년
4분기

2001년
1분기
~2007년
4분기

2001년
1분기
~2010년
2분기

상수항

-11.7965
(0.0035)***

-31.5337
(0.0037)***

-21.8851
(0.1412)

-25.4200
(0.1036)

수출(-1)

0.4539
(0.0000)***

0.4025
(0.0015)***

0.0178
(0.9009)

-0.1973
(0.2073)

수출단가지수

0.5055
(0.0000)***

0.7208
(0.0008)***

0.5757
(0.0783)*

0.9597
(0.0002)***

중국의 수출

0.1661
(0.0000)***

0.0966
(0.4056)

0.4420
(0.0021)***

0.3811
(0.0093)***

미국 GDP

1.2944
(0.0000)***

1.7172
(0.0257)**

0.7753
(0.4902)

3.1778
(0.0251)**

일본 GDP

0.2755
(0.4811)

1.5392
(0.0067)***

1.6043
(0.1245)

0.3316
(0.7677)

0.1096
(0.0055)***

-0.0196
(0.7643)

0.3985
(0.0004)***

0.4025
(0.0022)***

0.9955

0.9876

0.9952

0.9902

∙ 설명변수의 환율변수로 대미 원화환율/대미 엔
화환율을 사용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내리는데

구분

엔/달러 환율이 더 많이 하락, 즉 원화 절상폭보
다 엔화 절상폭이 클 경우 수출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달러표시 상품수출액 계절조정치,

 

수출단가지수,

 

달러표시 중국의 수출액 계절조정치,

  

미국 국내총생산,

  

일본 국내총생산,

  

대미 원화환율/대미 엔화환율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0년 1분기부터 2010

Adj  
DW stat

1.2699

2.7388

1.6550

0.9974

F-statistic

2739.975

412.0540

935.2904

623.6191

0.0000

0.0000

0.0000

0.0000

년 2분기까지 원/엔 환율이 1% 상승할 경우, 즉

Prob(F-statistic)

원화 절상폭이 엔화 절상폭보다 작을 경우 수출

주: 1) ( ) 안은

이 0.10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대로 원화 절상폭이 엔화 절상폭보다 클 경우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화 절상폭이 엔화 절상폭보다 적을 경우 수
출의 증가폭은 2001년 1분기부터 2007년 4분
기까지는 0.3985%, 2001년 1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는 0.4025%로 확대됨.
∙ 이는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IT, 조선 업종 등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혜택
이 2008년 이후 더 커진 것을 의미함.

20

대미 원화환율/
대미 엔화환율

KERI Zoom-In 10-06

 -값을 나타냄.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타냄.

□ 정부는 저환율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내수확대형
경제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함.
 GDP 대비 4%를 넘지 않더라도 경상수지 흑자
폭이 상위권을 형성함에 따라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환율, 통화, 재정 등 정책에 대한 간
섭이 커질 우려가 있음.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산업 육성을 적극 추
진하여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함.

◦ 교육･의료･법률 등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내수기반을 확대해야 함.
∙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의한 투자활성화
와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극 대응
◦ 최근 중국 내수시장 목적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를 가속화하여 중국을 우리의 제2내수시장
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환율 하락은 내수 소비재와 여행, 문화 서비스

 신흥시장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키 위한 방

산업 등 내수산업 육성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안으로 중간수준(middle level) 산업전략 강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동아시아 분업구조 선도 등을 적극 추진

◦ 환율하락이 비교역재부문에 대한 투자확대와

◦ 적당한 가격과 중고급 품질의 중간수준(middle)

생산활동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비교역재부

시장인 신흥국시장의 특성에 제품개발과 생산 및

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가격메커니즘이 제

마케팅활동을 강화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환율하락으로 교역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역
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비교역재부문의 수익
성이 커져 투자와 생산활동이 증가하게 되는 시
장기능을 살려야 함.

□ 원고시대에 대비, 기업은 중장기적인 경영합리화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내년 이후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겹치는 상
황에 대비, 품질경쟁력 강화와 신제품 개발 및
수출지역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일본정부가 원화의 상대적 약세문제를 거론한
것은 초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등 경
쟁국에 환율조정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
◦ 초엔고의 반사이익을 누리다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겹치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2000년
대 엔화 약세 시대에 안주하다 해외마케팅 강
화, 선제적 투자를 소홀히 하여 한국기업에 추
월당한 일본기업의 실패를 닮게 됨을 잊지 말
아야 함.

 기업들은 원화 강세뿐 아니라 환율변동성 확대
에 대비, 환위험 관리 체제를 개선

◦ 동아시아 분업구조를 선도하는 전략을 추진,
핵심부품, 소재, 장비산업의 자립화와 관련기업
의 혁신을 통해 동북아 시장을 글로벌시장 확
보의 교두보로 확보

2. 외환 및 통화신용 정책대응
□ 한국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원화의 가파른
상승세와 환율의 쏠림현상 및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
 시장에 의한 환율결정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자본의 유입 급증에 따른 과도한 환율하락
에 대응, 환율의 하락 속도를 조절하고 외환시
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미세조정 차원의
시장개입은 필요
◦ 시장결정적 환율제는 경상수지의 불균형 완화
가 주목적이며, 자본수지의 과도한 흑자에 대
해서는 시장개입과 자본규제가 적정수준에서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함.

 외환시장 인프라를 개선하여 원/달러 환율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시장 조성자를 육성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 중국 등 대미흑자 신흥국들의 내수확대형 성장전략
변화에 대응하여 내수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

최소화하도록 거시건전성 차원의 안전장치를 적

 중국의 내수확대정책에 부응하여 도시가구의 소

◦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캐리트레이드

비증가와 농촌지역의 내구재수요 확대 추세에 적

청산, 유럽재정위기 재발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

절히 설계해야 함.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

21

불안 등으로 외화가 대거 유출할 경우에 대비,
외환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대응능력을 강화

달러 환율의 빠른 하락세는 막아야 할 입장
∙ 각국이 수출경쟁력을 위해 저환율정책을 펴고

◦ 외자의 급격한 유출에 따른 위기대응능력 강화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인상이 대내외 금리차를

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적정 외환보유

확대시켜 해외자본의 유입이 급증, 원/달러 환율

액, 단기외채 누적 방지 등이 필요

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부담

◦ 환율 갈등으로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진 것으로 판단
∙ 환율 갈등의 배경에는 신흥국이 외화유동성 위
기 시 부족한 외화유동성을 보충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쌓는 것이 일부 작용하고 있음.
∙ G20 정상회담에서 선진국들을 설득하여 이미 확
정된 국가별 위기 시 IMF의 대출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IMF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15) 등
지역금융안정망을 연계시켜 시스템적 위기를 방
지하기 위한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 구축하
는 데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

□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기대응능력 제고, 물가안정 및 환율변동성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조합의 구성이 중요함.
 한은은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환율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금리를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려
워진다는 이른바 삼중고(트릴레마; trilemma)에
직면16)
◦ 지난 10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개월째 동결
하면서 환율안정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택하
고, 대신 물가안정 목표에 부합하는 적정한 금
리 수준을 포기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임.17)

◦ 자본시장 개방을 되돌리기 어렵고 급격한 원화
강세도 용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가 측면에
서 양보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
∙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4.1%를 상
승,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은의 물
가관리 목표치인 3%를 크게 상회함.
∙ 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체감경기 개선, 서민생
활안정과 내수경기 회복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안정적 성장세에 걸림돌로 작용

□ G20 재무장관합의로 환율전쟁의 고비를 넘긴 상황
에서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기조를 회복
하는 것이 필요
 이번 합의로 점진적 원화 강세를 용인할 수밖
에 없는 데다 원화 강세에 따라 물가상승압력
이 하락하는 효과를 감안
◦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모델을 이용하여 환율
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소비자물가
는 0.32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환율 갈등이 완화된 만큼 물가와 환율
간 딜레마에서 벗어나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추
진해야 함.
◦ 빠른 경기회복세와 향후 물가불안 및 저금리

 현재 우리 경제에는 물가안정과 환율안정이 모
두 중요하나 환율하락보다 물가상승이 더 큰
부담임을 인식할 필요
◦ 내수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경기회복을
상당 기간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

장기화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기준금
리 정상화가 필요
◦ 통화정책에서 판단기준은 국내경제가 더 우선
시되어야 하며, 한은이 중심을 잡고 금리정상
화를 밀고 나가야 함.

15) 2010년 3월 아시아 국가들이 다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인 1,200 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체결함에 있어 아시아 금융안정망이 양국 간 통화
스와프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6)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의 삼위일체 불가능(Impossible Trinity)이론은 한 국가가 △독자적 통화정책 △환율안정 △자유로운 자본이동 세 가지를 모두 성
취할 수는 없다는 이론이다. 셋 중 둘을 취하면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7)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각국이 통화가치 절하를 위해 통화완화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부
담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으로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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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하락은 일시적일 가

◦ 다양한 자본 유출입 제어방안의 검토 및 시행

능성이 높은 만큼 환율보다는 인플레 압력 억

은 외환시장에 환율의 하방경직성을 부여하는

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함.

효과가 있음.

∙ 미국의 금리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
율이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락-상승을 반복하는
등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안순권, 2010).18)

◦ 대내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여건이
호조를 보일 때 기준금리를 올려놓는 것이 향
후 경기재하강 및 금융불안 재발 시 정책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
하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현재 자본 유출입 대책으로19)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활, 은행의 단기 외
채에 대한 은행부과금(일명 은행세)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음.
 자본 유출입 규제 방안 도입은 단기적으로 환

□ 기준금리인상에 따른 환율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방
안으로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을 억제하는 방안
을 병행 추진할 필요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 규제는 원화 강세 완화와
해외유동성 유입에 따른 인플레 압력 완화, 향후
외자의 급격한 유출방지 등의 효과가 있음.

율변동성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규제회피, 대외
신인도 저하, 금융시장 발전저해 등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은행세는 위험 없는 차익을 노리고 유입되는
해외단기 차입에 대해 재정거래차익인 국채와

◦ 대외부문의 유동성이 팽창하여 인플레 압력을

통화스와프의 금리차에 대해 과세하려는 것으로

높이고 추가 물가상승 전망의 기대인플레이션

외환스와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을 억제하는 효과

◦ 주요 달러공급원 역할을 해온 외은 지점의 달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은 원화 절상 기대감의 크

러공급이 축소되면 달러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게 작용하고 있는바 환율전망이 한쪽으로 형성되

있고 원/달러 환율이 강한 상승압력을 받을 가

지 않도록 거시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함.

능성이 높음.

그림 12. 우리나라에 대한 기간별 자본 유출입 규모

◦ 외은 지점의 거래가 싱가포르가 홍콩으로 이전
될 가능성이 높음.
◦ 선물환 포지션 규제로 단기외채 대한 대응책을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대책 도입의 필
요성은 크지 않음.

 지난해 5월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
된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
세 혜택 폐지는 제도의 정상화 차원에서 상대
주: 월평균 기준

적으로 나은 방안으로 볼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18) 기축통화국의 통화가치는 주로 금리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나 원화와 같이 비기축통화의 경우 금리 변동이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상수지,
경제펀더멘털, 글로벌 달러시세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19) 정부는 지난 6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도입해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 )에 대해 각각 자기자본 대비 50%, 250% 를 설정했으나 환율 변동성
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미흡하자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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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지

유입이 우려될 경우 탄력적으로 세율을 상향

만 외화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원래로 환원된

조정하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기자본

다는 점에서 대외적 설득력이 있음.

유출입을 제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외국인 자본이익 과세를

∙ 최근 자본유입에 대한 우려가 단기외채보다 주

도입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흐름에 벗어나지 않음.

식과 채권의 급증에서 촉발된 데 대한 대응수단

◦ 다만, 1년여 만에 환원할 경우 대외신인도를
손상시키는 점이 부담이 됨.

으로 적절성
∙ 외국인 채권투자는 이자보다는 원화가치 상승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므로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되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것이 현 상황에

24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 지난 6월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의 시

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

행 여부에 대한 현장 감독을 강화하여 실효성

◦ 평상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다가 과도한 외자

을 높이는 것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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