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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지향형 개방경제를 추구하는 한국에 있어 환율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변수이면서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해야 한
다. 그동안 환율하면 주로 원/달러 환율이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최근 한중일 3국 간에 교역이 확대되면서 이들 간
의 환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위안화의 경우 국제적인 절상압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시
진핑 정부가 수출에서 내수로의 성장전략을 전환함으로써 위안
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일반적인 환
율이론과는 달리 중국의 통화가치 절상이 우리 수출에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당국에 의해 위안화
가치가 조절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으
로 향하는 우리 수출이 대부분이 가공과정을 거쳐 재수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을 경유하는 우리 수
출의 경쟁력은 원/위안 간의 환율보다도 중국의 교역 대상국들
과의 환율을 나타내는 실효환율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베노믹스 이후 크게 절하되고 있는 일본
엔화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듯하다. 최근 크게 증가한 일중무역
규모를 감안할 때 엔저는 단지 원/엔 환율만이 아닌 중국 실효환
율을 변화시켜 우리의 대중수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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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도가 높아진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환
율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중국 실질실효환율의 효과가 한중환율보다 약 2~3배
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 부분은 한국의 대중수출이 거의 가공
수출이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경유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중국의
환율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또한 일중환율의 영향이 한중환율의 영향에 비해 약 0.5~1.5배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엔저가 오히려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증가요인으로 인근지역 나라들과의 환율정책 협조와 같은 분야
에 더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교역 상대국으로서의 중요도가 가파르
게 높아진 중국에 대한 수출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중국에 대
한 관심있는 우리 기업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환율협력 방안, 한중
FTA 등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정책 당국에도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바쁘신 중에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허찬국 교수님,
그리고 본 연구를 기획하고 마무리까지 수고해 준 변양규 연구
위원과 김창배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유익
한 조언으로 도움을 준 익명의 검토자 두 분에게도 감사를 표
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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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와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3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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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규모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게 환율은 수출의 가격경쟁력,
국내물가, 실질소득 등의 중요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수단 변수이자 부분적으로 외생성을 갖는 환경 변수이다.
특히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그런데 한국의 전체 수출의 약 1/4이 중국으로 가고 있고, 거
의 전부가 중국 내에서 다시 가공과정을 거쳐 재수출되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경유하는 수출의 경쟁력은 중국
의 교역 대상국과의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
는 이런 가능성을 실증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연구는 한국
의 대중수출이 양국 간의 환율과 중국의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환율(실질실효환율) 양자 중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받는지를 검
토하였는데 후자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주목받고 있는 일본
의 환율이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살
폈다. 일중환율이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엔화의 위안화 대비
절하가 한국의 대중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즉,
한국의 대중수출이 일본의 대중수출과 보완관계가 있음을 시사
하는 결과이다.
이런 실증분석 결과의 중요한 시사점은 중국이 우리나라 기
업들에 사양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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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다.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중국수출품목 등
을 보면 경쟁력이 있는 범용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의 일본 등 제3국 기업들의 생산망에 접속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더 강
화할 때 한국이 경쟁력 있는 중간재 공급 역할을 더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선순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부
가 한중FTA에서 지적재산권보호 강화와 같이 저변 제도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책점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중국 환
율이 한국수출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중국의 환율
과 관련 정책도 중요한 우리 정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3국 간 더 긴밀해지는 경제적 연결고리
에 이들의 환율도 중요하게 자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중일
간의 경제협력 논의의 중요한 축으로 환율분야도 포함이 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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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게 환율은 수출의 가격경쟁력,
국내물가, 실질소득 등의 중요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수단 변수이자 부분적으로 외생성을 갖는 환경 변수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겪었던 전대미문의 외환 및 금융위기
를 통해 환율의 급변동과, 동반하는 급격한 실물경제 충격을
익히 경험하였다. 그 이후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
며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과 환율급등락을 다시 한 번 경험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심심치 않게 재현되는 환율불안과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 지난 수십 년 사이 감소하기보다 더 커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해 외환시장의 역할이 더 중
요해진 변동환율제채택, 자본시장 개방으로 해외자본의 유출입
활성화와 같은 요인과 더불어,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완만
한 감소세를 보이던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그 이후 빠르게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가
격경쟁력이 저임, 저비용구조에 의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외
무역거래에서 환율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
장기적, 구조적 추세와 더불어 2000년 이후 나타난 장·단
기 환경변화가 본 연구가 살피고자 하는 사안들의 중요성을 높
였다. 첫 번째로, 중국경제의 부상과 중국을 생산기반으로 하
는 한중 간의 폭발적 교역증대이다. 중국은 이미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근래 한국 전체수
출의 약 1/4의 행선지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료
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대중국수출은 거의 대부분이 가공무
역을 위한 가공수입으로 분류된다. 가공수입은 중국 내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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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공정을 거쳐 더 완성된 제품이 재수출되는 무역을 의미
한다. 그런데 그 규모가 일본이나 대만의 대중국 가공수출 금액
을 넘어섰다. 이들 두 경제는 1990년대 초에 중국과 교역을 시
작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중국과 교역관계를 유지했고, 아
울러 양자 간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많았었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교역패턴을 보면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가공무역
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의 가공무역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1) 이런 상황은 한국의 수출가격경쟁력을 정
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국우회수출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시
사점을 준다. 즉, 한국 원화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RMB)환율
도 한국의 수출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당연히
RMB환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진다. 특히 중국 활용도가 높은
한국의 대기업들의 경우 중국을 경유한 수출의 가격경쟁력은
중국 RMB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안점이다.
두 번째, 2012년 하반기 이후 새로 집권한 일본의 아베정부
는 소위 아베노믹스라는 파격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책조합의 내용이 한국과 중국 등 역내 국가들의 환율
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장기채 매
입을 통해 유동성을 늘리는 양적완화가 관심의 대상인데, 이
정책의 주요 대외 효과는 일본의 엔화 환율가치 하락이다. 오
1) 정환우(2013)는 중국의 가공무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중국으로 원부

자재를 수출한 뒤 가공생산 후 재수출하는 무역을 가리키며, 중국은 우대조
치(관세면제 및 부가세 환급 등)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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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기간 동안 지속된 세계수출시장에서의 경합관계로 엔화환율
은 한국기업들의 수출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로 주목받아 왔다. 당연히 엔화가치하락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 대중수출규모, 중국의 환율이 한국수출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엔화하락이 이런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가도 관심사이다. 이런 엔화환율변화가 RMB에 미치는 영향
을 살피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병행하여 엔화 환
율 변동이 한국의 대중국수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
는 연관된 질문도 이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사항이다.
본 연구는 먼저 한중일의 교역구조를 개괄한 후 환율과 수출
입변수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양국 간의 실질환율 및 수출가격
경쟁력의 대표적 지표인 실효환율을 계산한다. 여기에 우리나
라의 대중국수출변수를 추가하여 한국의 대중국수출함수를 추
정한다. 이 함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함수가 된다. 그
런데 보통 실증연구에서 사용되는 수입함수에는 양국 간 환율
이 포함된다. 통상 수입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대체관
계를 갖는 것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수입함수에 포함된 환율은
수입량과 부(-)의 관계가 당연시되고 있다. 즉, 자국통화의 가
치가 상승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기 때문에 수
요가 늘어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수입품이 국
내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시 제
3국으로 수출이 된다고 하면 이 수입품과 자국과 수입품 생산
국과의 양국 간 환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확실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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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재수출을 위한 수입은 양국 간 환율보다도 오히
려 자국과 제3국의 환율에 더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이런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함수 설정과 다른 추가적인 수출함수를 추정한다. 엔
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런 분석의 틀에서 검토할 것이
다. 즉, 한국의 대중국수출함수에 엔화환율을 포함하여 그 효과
를 추정하려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교역 상대국으로서의
중요도가 가파르게 높아진 중국에 대한 수출의 특성을 규명하
여 유용한 시사점을 얻는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생산·판매 등
의 분야에서 그 중요도가 더해가는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정책당국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FTA에서 보듯이 지역
경제협력강화는 명약관화한 향후 추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양
국 간의 교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유럽의 지난 반세기 경제협력 역사를
비추어보면 단순히 교역관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환율분야의
협력도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환율이 갖는 역할과 의미를 잘 이해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런 역내 협력에는 한중과 더불어
일본의 참여도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역내 3국의 환
율을 대상으로 삼아 행해지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
점이 의미있다 하겠다.
본고는 서론에 이어 II. 기존연구 검토, III. 한중 무역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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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 IV. 한국의 대중수출함수분석, V. 추정결과와 시사점, 그
리고 VI.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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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율과 한국의 수출, 중국의 수출입과의 관계를 살
피는 것이다. 선행 연구 중 이런 두 분야를 아우르는 교집합이
거의 없다. 국내에서 행해진 환율과 수출입에 관한 연구는 추정
기간, 추정방법, 주요 관심 변수 등의 면에서 다양하게 많다. 하
지만 중국의 환율과 한중교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최창규(1998)는 월별자료를 사용한 오차수정모형과 동태적
통상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원화의 대미, 대일 실질환율의 변
동이 한미, 한일 간에 수출입에 미치는 양향을 연구하였다. 실
질환율의 변동이 대미·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
고, 대미·대일 실질환율의 상승은 각각 수입에 대해 감소시키
는 것을 나타났다. 박상준(2001)은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대미·대일 수출함수의 장기 균형관계 및 단기 동태관계를 추정
함으로써 환율 변동성이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분석하였다. 공적분 검정 및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환율변동
성이 한국의 대미·대일 수출에 대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김종구(2003)는 실질실효환율 변동성을 포함한 수출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실질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변동성의 역할을 구
분하였다. 추정결과는 실질실효환율이 수출에 양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질실효환율 변동성이 수출에 대한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훈(2005)은 환율 변화
가 SITC 기준으로 분류된 품목별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결과는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하락하더라도 달러
약세가 글로벌 현상일 경우 원화표시 수출단가가 영향을 많이

22

위안화와 엔화가 한국의 對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ng(2005)은 한국 실질실효환율
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주로 분산한
계검증 및 오차수정모형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보면 환율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원화가 아니라 위안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2000년대 위안화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이연호·허찬국(2004), 김봉한·남중수·허찬국(2008)을
들 수 있다. 남수종·오대원(2011)은 위안화 절상과 국제화가 중
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Baak(2011)은 위안화의 변
동이 한국과 일본의 대미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큰 폭으로 늘어난 한중교역량 증가에 대한 관심으로
환율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한중 교역에 관한 논문과 보고서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대표적으로 본 연구에서
참고가 될 내용을 담은 논문은 이시욱(2008), 배기환(2011), 정
환우(2013) 등이 있다. 이시욱(2008)은 우리나라의 대중국수출
구조를 살펴보면서 중장기적인 한·중 양국 간의 교역구조 변화
양상을 전망했다. 아울러 Hummels and Klenow(2005)의 분석
방식을 차용하여 우리나라 대중수출품목이 얼마나 다양한 품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들을 기준으
로 경쟁력 변화 추이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정환우(2013)는 최종재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형 차등관세제가 한중FTA 협상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최근 한중 간 가공무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 전체의 가공무역 감소 추세와 달리 한중무역에서는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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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
기환(2011) 역시 2005년 이후 중국의 가공무역이 점차 축소하
고 있는 추세를 지적한다.
중국의 무역과 환율에 관한 해외 논문은 매우 많다. 그동안
세계 주요 교역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위상과 동시에 정부의 통
제가 중요한 중국의 환율제도에 대한 중국 내외의 관심을 반
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환율제도의 경우 1994년과
2005년에 환율의 경직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있
었다. 현재에는 중국의 환율이 여러 주요 교역국들의 환율과 연
계된 바스켓 페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환율의
일일 변동폭이 제한되어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이 다시 고정된 모습을 보이는 등
환율제도가 점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해외 많은 정책입안자 및 전문가들에게 중
국의 수출 및 수입 탄성치 주정은 상당히 관심이 중요한 과제
이다. 특히 거의 만성적인 양국 간의 무역역조 문제를 겪어온
미국의 입장에서 과연 중국의 환율이 어느 정도 절상되어야 무
역역조를 해소할 수 있는지는 지금까지도 명쾌한 답이 없는 의
문으로 남아 있다.
중국 수출, 수입의 환율탄성치 추정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직
면하는 어려움에는 최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관련 자료
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무역과 환율의 관계에 대
한 연구는 수출입, 환율, 국내 및 수출입 물가, GDP 등 소득
과 같은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탄성치를 추정한다. 중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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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시장경제체제의 역사가 짧은 연유로 이런 시계열 자료가 희
소하다. 두 번째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은 중국무역의 무역구
조이다. 가공무역이 수입환율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만약 수입품이 전
량 가공되어 수출된다고 한다면 중국 환율의 변동에 따른 수입
품의 중국 내 가격은 전혀 의미가 없다. 아마 대체가 가능한 중
국 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있을 경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통상적인 환율과 수입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
는다. 여기에 덧붙여 WTO 가입과 같은 대외적인 환경변화와
국내 경제체제의 빠른 변화는 만약에 신뢰할 만한 시계열 자료
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안정된 탄력성 추정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기존의 해외 논문들은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 그리
고 부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할 수 있
다.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은 중국무역의 특징과 이에 따른 위
안화 환율과 중국 수출입 간의 관계를 다룬 해외 논문들은 많
다. 첫 번째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대리변수
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수출과 수입물가지수가 없어서
실질 수출과 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연구자들은 대
리변수를 사용하여 문제를 우회하고 있다. 예를 들어 Marquez
and Schindler(2007)는 수출입 시계열 대신 세계교역량에서 중
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물량변수로 사용했다. Thorbecke and
Smith(2010)는 미국측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물가를 사용했다.
이 경우에도 수출입 함수가 여러 교역 대상국을 포괄하는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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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수출입 함수인지 개별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언급한 Marquez and Schindler (2007)의
경우는 다자간 수출입 함수가 대상이기 때문에 세계교역량에
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Mann
and Pluck(2007)는 미국과 중국 양자 교역 탄성치를 추정하는
데 미국측의 대중국 수출입 물가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중국의 수출입 중 가공수출입이 일반 수출입에 비
해 환율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
해서 비교적 일찍 문제인식이 확산되어 대체적으로 두 종류의
교역량을 따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Xi,
2011; Cerra and Saxena, 2003; Ahmed, 2009; Garcia-Herrero
and Koivu, 2009; Cheung, Chinn, and Fujii, 2010; Thorbecke
and Smith, 2010, 2012; Xing, 2012). 이 논문들의 공통점은 중
국 수입의 가격탄력성 추정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는 가공수입이 통상적인 수입과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에 기
인한다. 이에 대해 연구내용에서 더 설명할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입의 환율탄성치 추정
값의 범위가 넓다. 특히 수입환율 탄성치가 제일 심각한 문제
를 보인다. 이렇게 추정된 환율 탄성치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
춘 연구도 있는데 중국 경제 및 교역 품목의 부가가치, 기술집
약도 등의 빠른 변화가 환율 탄성치 추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
점을 맞추어 환율탄성치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Aziz and Li,
2008).
위에서 살핀 기존 연구에 비추어 본 연구는 두 가지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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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
함수를 추정하여 중국 수입의 환율 탄성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런 접근은 실증분석에 한국과 일본의 물량과 가격 변수
들을 주로 사용하여 필요한 중국 자료를 최소화하는 이점이 있
다. 둘째, 일반수입과 가공수입을 세세히 구분하는 중국 자료와
달리 한, 일 수출자료는 그런 구분이 없다. 하지만 중국 관세당
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일 양국, 특히 한국의 대중국수
출이 대부분 가공수출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분석의
결과를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수출이 유
사점이 많으나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두 나라의 대중수출이 일반적으로 보듯이 경쟁관
계에 있는지, 혹은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보완관계인지는 그 자
체가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문점에 답을 구
하기 위해 먼저 다음 장에서 중국, 한중, 일중 교역의 특징을
먼저 살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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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무역의 추이
한국과 중국의 교역은 양국 간 공식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
대 초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추세는 2000년
대 들어 꾸준히 지속되면서 지난 10년간 연 약 20% 성장세를
유지했다(<그림 1> 참조). 1991년 50억 달러를 하회했던 양국
의 교역규모는 2011년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당연히 우리
나라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수출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25%에 달하고 있다(<그림 2>
및 <표 3> 참조).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
무역관련 제도의 변화,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 기타 현지에 진
출한 한국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등 현지 경영여건의 변
화가 있었음에도 나타난 결과이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전체 및 중국과의 수출입 추이 (199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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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의 교역이 확대되는 추세는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데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약간씩 다른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 전
체 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구조는 전체 수
출입에 비해 수출이 훨씬 크다는 특징도 중요하다(<그림 2>).
지난 20년간 중국과의 누적무역흑자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의 약 2/3에 이른다(구기보, 2012). 이런 규모와 관련된 특징
외에도 그동안 한국의 대중수출의 성격이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에서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으로 바
뀌었다는데 이것이 일반화된 시각이다. 이런 현상은 대중국수
출을 구성하는 주요 품목의 변천을 살펴도 쉽게 알 수 있다.
<표 1>은 HS 두 자리 분류에 따른 대중국수출 금액 상위 5개
품목의 2000년 이후 추이를 보여 준다. 전체 수출에서 산업이
나 품목의 집중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HS 85의 비중이 2000년에만 해도 20%를 하회했으나, 10년
사이 거의 30%에 육박할 만큼 늘었다. 이렇게 단순한 통계치
가 주는 패턴은 이시욱(2008)이 2000-2006년 표본을 바탕으로
Hummels and Klenow(2005)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한 연구
에서 더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동 기간내에 수출점유율이 상승
한 제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품다양도는 소폭 하락한 반
면 제품 집약도는 19%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시욱은“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대중수출이 부품 및 자본재 수출을 중심으로 우
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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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의 대중수출 상위 5대 품목 구성 (2000, 2005, 2010년, 금액기준)
금액
(백만 달러)

각 산업의 비중
(%)

전기기기 및 부품 (85)

3,430

19

플라스틱 및 제품 (39)
광물성연료 (27)

품목 코드 (HS)
2000년 총액

18,445

기계류 및 부품 (84)

2,033

11

1,909

10

유기화학품 (29)

1,881

10

1,855

10

2005년 총액

61,915
27

기계류 및 부품 (84)

광학 및 측정기기 (90)

9,722

16

유기화학품 (29)

5,998

10

5,345

09

플라스틱 및 제품 (39)

4,562

07

2010년 총액

116,838

25

전기기기 및 부품 (85)

32,971

28

21,189

18

기계류 및 부품 (84)

14,404

12

9,259

08

8,940

06

광학 및 측정기기 (90)
유기화학품 (29)

플라스틱 및 제품 (39)

11

22

16,862

전기기기 및 부품 (85)

전체수출대비
중국수출 (%)

자료: 무역협회.

<표 1>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이점은 2005년 이후 광
학 (HS 90) 품목의 폭발적 성장인데 이는 전적으로 평판디스
플레이 및 센서와 같은 전자기기 디스플레이어 품목이다. 이는
2005년에만 해도 전체 대중수출의 10%를 하회했으나 2010년
20%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그런데 HS 85와 HS 9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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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기전자기기를 구성하는 부품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대중수출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중국으로 수출된 부품·소재는
중국 내에서 완제품 등 더 완성된 단계의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가공무역(processing trade)인데 한국과 중
국의 교역에서 품목구성을 보아도 가공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1980년대 말 개방을 시작한 이후 외국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통해 자본이나 기술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관
세혜택 특구를 조성하며 꾸준히 가공무역을 장려해 왔다. 이런
정책은 근래에 와서 수정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가공무역의 비중은 소폭 낮아지는 과정에 있다(배기
환, 2011; 정환우, 2013). 중국의 가공무역에 매우 비중이 높은
참여 경제는 대만, 일본, 한국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의 한
단면을 2006-2010년 누적 품목별 교역량을 보여 주는 <표 2>
를 이용하여 짐작할 수 있다. 표의 상단은 중국의 전체 수출에
서 비중이 높은 상위 6개 품목 그룹의 비중을 보여 준다. 표의
하단은 상단의 6개 그룹에서 섬유를 제외한 5개 그룹 품목의
한중, 일중 수출과 수입 금액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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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전체 수출과 한중, 일중 교역의 품목 구성
전기 a
23.75

중국 전체수출의 품목 구성비 (%, 2006-2010 누적기준)
기계 b
19.83

섬유 c
13.20

금속 d
8.33

운송기기 e
4.89

화학 f
4.48

한중, 일중 교역의 품목/산업 구성 (10억 달러, 2010)
전기

기계

3.19

일본의 대중수출

32.16

33.42

17.23

금속

운송기기

중국의 대일수출

38.46

26.31

8.17

2.89

7.77

3.81

한국의 대중수출

32.97

14.40

8.16

5.35

12.16

21.19

중국의 대한수출

21.77

8.70

11.40

2.72

5.08

2.89

15.35

화학

광학 g

12.42

광학

9.68

주: a. 전기기기(HS 85); b, 기계류 및 부품(HS 84); c, 철강 및 각종 금속과 그 제품
(HS 72-83); d, 철도, 차량, 항공기 및 선박(HS 86-89); e, 유·무기화학제품(HS
28-38); f, 광학, 측정, 의료기기 및 부품 (HS 90); g, 각종 섬유 및 그 제품 (HS
50-63). (Comtrade).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국의 대중
수출이 압도적으로 전기기기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앞서 <표 1>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전기기기
는 중국의 제일 큰 수출품목이다. 이런 구조는 한국의 HS85 분
야의 대중국수출이 중국의 관련 분야 수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의 경우도 HS85가 HS84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
한 대중국수출품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그 분
야에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상당하다. <표 2>에 따르
면 HS85가 중국의 대일본수출이 제일 큰 분야이다. 따라서 일
본의 경우 이 품목군에서 양방향 교역 성격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HS85 대중수출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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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훨씬 커서 일방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일본
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엔화 고평가 등의 영향으로 해외
생산거점을 꾸준히 구축하고 확장해 왔다(Kimura and Obashi,
2010). 중국도 이런 거점 전략의 일부로 진출이 이루어진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 비해 그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이 더 복잡하다고 하겠다. 이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 해외
거점에서 가공생산한 제품을 일본으로 재수입하여 공정을 수행
하는 것이 그 과정의 일부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생산사슬이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흐르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중국의 가공무역에 대해 해외의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중국무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공무역 비중
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교역형태이다. 중국은 가공무
역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 통관, 세금 등 그동안 많은 인센티브
를 제공해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세관은 관련된 무역흐름에
대한 상당히 상세한 자료를 파악해 왔다. 자연히 그동안 가공무
역관련 연구는 많은 중국과 외국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이런 가공무역은 특이한 문제를 수반한다. 중국의 수출로 분류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가가치가 전체의 5%에도 못 미친다
는 Xing and Detert(2010)의 iPhone 사례연구가 한 단면을 보
여 주고 있다(Koopman, Wang, and Wei, 2008 참조).
또 다른 측면은 가공무역의 상당한 부분은 외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공무역은 기업내 무역(i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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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 trade)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크다. 다국적기업의 관점에
서보면 국제적 생산 network의 구성의 일환이기도하다(Ma,
Assche, and Hong, 2009; Kimura and Obashi, 2011). 1980년
대 이후 크게 늘어난 각종 자유무역지구를 중심으로 아직까지
도 전체 교역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교역에 중국개방초기 대만과 그 이후 일본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나 근래에 와서 한국이 가공무역비중이 제일 큰 나라로 부
상하였다. <그림 2>에 요약된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한국으로부터 수입보
다 많으나(1,490억 vs. 1,168억 달러), 한국으로부터의 가공무역
수입은 오히려 일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148억
vs 1,078억 달러). 이 규모는 대만으로부터의 수입보다도 더 큰
것이다.
<그림 2> 중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일반 및 가공무역현황(2010, 10억 달러)

자료: Yu and Ti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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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A. 한중일 양국 간 환율과 중국의 실질실효환율
본 연구에는 한국, 중국, 일본 3국 통화의 환율이 중요한 변
수이다. 따라서 구체적 모형 설정에 앞서 분석에 사용되는 환율
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환율은 두 통화 간의 교환비율을 나타
낸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명목환율을 지칭하지만 두 나라의 물
가수준을 감안한 실질환율도 많이 쓰인다. 이하에서는 양국 간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을 각각 E 와 BRER로 표시한다. 실질환율
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BRERi, C = Ei, C ×

PPIC

PPIi

(1)

여기에서 아래첨자 i 와 C는 각각 국가 i (한국 및 일본)과 중

국을 표시한다. PPIi, PPI C 는 각각 i 국과 중국의 생산자물가지
수를 의미한다. 실질환율은 2005년을 기준년도로 지수화하여
2005년도 값이 100이 되도록 하였다.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실질
환율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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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중 양국 간 실질환율 (1994Q1-2012Q4; 변수명, BRER(K,C))

<그림 4> 일중 양국 간 실질환율 (1994Q1-2012Q4; 변수명, BRER(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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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실질환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기하평균법에 따
라 실질실효환율을 계산한다.
k

REER t = ∏ BRER wt, ii
i=1

여기에서 wi 는 교역 상대국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가중치는
중국과 교역 상대국과의 수출과 수입금액 비중을 사용하여 산
출하였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중국통계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CEIC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교역 상대국 시장에서 중국 수출업자와 상대국 수입대체 생산업
자와의 경쟁관계를 나타내는 수출가중치, 국내시장에서 중국 수
입대체 생산업자와 상대국 수출업자와의 경쟁관계를 나타내는
수입가중치, 그리고 중국과 상대국의 교역충액의 비율을 이용하
여 중국의 무역영향력을 나타내는 무역가중치를 사용하였다.
w=

xt
×
xt + mt

xt

k

∑ xt
i=1

+

m
mt
× k t
xt + mt
∑ mt
i=1

여기서 x, m은 각각 중국의 전체 수출과 수입이다. x i 와 m i

는 각각 중국의 i 국과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의미한다. k 는 실
효환율과 가중치 계산에 사용된 국가의 수를 나타낸다. (목록과
개별 및 누적 가중치 내용은 <표 3> 참조). 중요한 이 가중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기간 x i , m i 이 변함에 따라 바뀐다는 점
이다.
본 연구에서 직접 계산하여 사용하는 RMB 실질실효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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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외에도 IMF에서도 더 많은 교역 상대국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따로 REER을 계산한 것은 필요
에 따라 투명하게 REER을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일 큰 장점은 이후 실증 분석에서 한국과 중
국 양국 간의 실질환율(BRER)과 중국 위안화 REER이 같이 사
용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REER
의 계산에 포함되는 16개국에 한국이 포함되기 때문에 BRER과
REER 간 collinearity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
한지는 실증적으로 보아야 하나 잠재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를 사용하는 대신 수동으로
지수를 계산하면 REER계산 단계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BRER
을 배제한 REER 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위안화
실효환율을 REER-KOR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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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6-2010년 중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비중
(단위: 백만 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전체

나라

5년 누적치

비중

1,581,806

13.58%

일본

미국

누적비중

13.58%

1,234,937

10.60%

24.18%

한국

843,197

7.24%

31.42%

대만

613,017

5.26%

36.68%

독일

535,725

4.60%

41.28%

호주

281,866

2.42%

43.70%

말레이시아

263,081

2.26%

45.96%

싱가포르

245,052

2.10%

48.06%

러시아연방

232,286

1.99%

50.06%

네덜란드

230,129

1.98%

52.03%

인도

220,620

1.89%

53.92%

영국

204,953

1.76%

55.68%

브라질

203,352

1.75%

57.43%

태국

194,631

1.67%

59.10%

프랑스

177,037

1.52%

60.62%

이탈리아

세계

170,643

1.46%

62.08%

11,649,081

100.00%

10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실제 추정에 있어 사용되는 자료의 기간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의 월별 데이터이다. 시작 시점은 교역액, 물가지수
등 REER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존재하는 가장 빠른 시점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REER이 기존의 BIS REER과 어
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다. BIS REER
은 주요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 62개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실효환율이 있다. <그림 5>는 1994년 이후 저자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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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REER과 BIS REER(62국 대상), 그리고 한국을 빼고 계산
한 REER-KOR 세 환율의 월별 자료를 비교해서 보여 준다. 표
본 초기와 최근 수년간 두 자료 사이가 조금 다른 추이를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은 주로 중국 교역의 집중도의
변화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계산한 REER은 교역
규모로 정해진 상위 16개 교역 상대국들의 통화를 대상으로 계
산된 것이다. 이에 비해 BIS REER은 60개가 넘는 교역 대상국
과의 환율을 포함한다. 따라서 상위 16개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그림 5> 중국의 REER, REER-KOR, BIS REER 추이 (1994.1-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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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국 전체 교역액 중 16개 주요 교역국 비중 추이 (1994.1-2012.12)

중국의 전체교역에서 16개 국 교역이 비중을 계산하여 <그림
6>에 보여 주고 있다. 2000년 대 후반 들어 그 비중이 눈에 띄
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교역구조가 꾸준히 다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두 실효환율의 표본 초기의
차이는 2000년대 후반 16개 주요 교역 대상국들 중 여러 나라
가 표본초기에는 그 비중이 낮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어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기에서였다.

B. 환율 외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되는 주요한 변수들과 그 출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각종 환율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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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수출변수인데 이 시계열은 한국의 세관당국이 집계
한 것으로 달러 표시 금액을 수출가격지수(계약통화표시)로 나
눈 물량변수이다(<그림 7>). 수출, 수입함수의 추정에 꼭 포함되
는 것이 국내총생산과 같은 경제활동, 혹은 소득을 보여 주는
지수이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수출이 중국의 소득. 혹은 경제활
동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경제학적인 이론에 근거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국무역이 가공무역, 혹은 통과무역의 성격
을 갖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수출함수의 기본적인
설명변수인 경제활동지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시장경제체제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탓에 많은 경제자료의 필
수 요소인 시장가격 자료의 시계열이 희소하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까지도 중국의 분기별 실질 GDP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잘 보여 주는 대체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한
가지 과제이다. 중요한 고려사항은 측정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고, 전체적 경제활동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만 동시에 물가지
수를 사용해서 물가의 영향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 물량 변수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변수로 중국의 전기발전량(ELEC)과
원유수입량(OIL), 각각 <그림 8>과 <그림 9>, 두 가지를 선정하
였다.2) 두 가지 변수 모두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적은 물량이라
2) 이는 중국 산업생산 시계열이 1990년대 후반 공백이 있어 사용이 어렵다는
점과, 공산품 제조업이 중요한 중국경제의 성격상 원유수입액은 비교적 자
료의 왜곡이 없는 변수라고 여겨진다. 유가와 관련 변수의 거시경제적 중

요성에 대해서는 Hamilton(1983) 등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이미 규명된
바 있다. 1994년부터 시작하는 시계열이 초기 2년여 간 지나치게 변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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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상당히 두드러진 계절성을 보여 추정
과정에 어려움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 경제자료들이 강한 계절성을 보이는 탓에 이 두 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원유수입의 경우 모형에 포함되는 환율 변수
들과 연관성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잠재적 문제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가
능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그림들은 사용된 시계열을 보여 준다. 실제 모형추정에서
는 가능한 많은 수의 시계열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월별 자료를
사용했다.
<그림 7> 한국의 대중수출 (실질, 1994Q1-2012Q4; 변수명, X)

큰 문제가 있으나 필요시 적절히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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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국의 원유 수입량 (1994Q1-2012Q4; 변수명, OIL)

<그림 9> 중국의 전력 발전량 (1996Q1-2012Q4; 변수명,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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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월별 자료의 출처
자료 및 변수명

설명

출처

한국 대중수출량(X)

미 달러화 기준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중국의 교역량 자료

15개국의 중국과의 수, 출입 자료

CEIC

한국 수출물가지수

명목 달러금액 가격수정인자

한국은행
(www.bok.or.kr)

중국의 경제활동 지수
(Y)

전기 발전량(1996년 1월 이후, kWh),
원유수입량(1994년 1월 이후)

CEIC

환율(BRER, REER)

한중, 일중 및 14개국 위안화 대비
명목환율

한국은행 및 CEIC

생산자물가지수 (PPI)

한국 및 15개국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및 CEIC

중국 CGPI (Corporate Goods Price
Index)

중국인민은행
(www.pbc.gov.cn)

주: C
 GPI (Corporate Goods Price Index)는 중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생산자물가
지수.

2. 수출함수 모형과 환율 탄성치
A. 모형
본 논문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모형의 기본 형태는 Goldstein
and Kahn(1985)에 의해 정형화되어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론
에 따른 일반적 수출함수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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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t = α 0 + α 1 BRER(K, C)t + α 2Yt + et 

(1)

X t : 한국의 대중수출(명목 달러 금액을 달러표시 수출단가지

수로 나눈 실질수출); BRER(K, C)t :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실

질환율 (KRW per 1 CNY); Yt : 중국의 월별 실질경제활동지수;

et 오차항이다. 모든 변수가 로그 변환된 값이기 때문에 각 설

명변수의 계수는 그 변수의 탄력성을 나타낸다. 즉, α 1 은 수출

의 환율탄력성, α 2는 한국수출의 (중국)소득 탄력성의 의미이다.
보통의 국제무역이론에 따르면 원화가 절상하면 중국 내 한국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이 줄어든다. 즉,

α 1 의 부호는 플러스가 기대된다. 반면 중국의 소득이 올라가면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α 2의 부호는 플러스가 기대

된다.
모형 식 (1)이 원화 대비 위안화 환율의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기본적 분석틀이 된다.
그런데 보통 국내외에서 위안화환율의 영향에 대한 관심은 미
달러화 등 다양한 교역 대상국들의 통화대비 위안화 환율가치
변화에 대한 것이다. 이런 다양한 통화대비 위안화 환율의 변
화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모형에 마땅한 위
안화 환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안화의 실
질 실효환율이 적절한 환율이라 하겠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
(2)를 설정한다.
X t = β0 + β1 BRER(K, C)t + β2 REERt + β3Yt + μ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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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식 (1)에 설명된 것과 마찬가지이고,
새로 추가된 REER은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을 나타낸다. 앞서
인용한 해외 논문들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함수의 환율 탄성치

가 다양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β1 의 부
호나 통계적 유의미성이 일정치 않다는 것이다. 여러 해외 연
구와 더불어 본 연구는 그 이유를 중국의 가공무역의 중요성에
서 찾는다. 한국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중국이 한국으로부
터 수입하는 주된 이유는 국내소비가 아니라 가공과정을 거친
후 재수출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양국 간의 환율(KRW/CNY)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의 수출
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을 중국의 수입함수(본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수출함수)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3) 이런
가능성은 이하에서 다시 점검할 것이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중국 위안화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
치는 영향과 더불어 일본 엔화의 변화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
치는 영향도 살피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모
3) 식 (1)에 REER을 추가하여 식 (2)를 도출하는 것에 대해 두 변수사이에

collinearity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REER이 16개

의 BRER을 산술평균하여 시산된 것이기 때문에 로그를 취했을 때 (REER t
16

= β2 ∑ w t,i BRER(i, C)t )가 된다. 그 결과 식 (2)에는 β1BRER(K, C)와 더불어
i=1

BRER(K, C)t 가 다시 나타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런 우려는 전개된 식 (2)에 두 번째 나타나는 BRER(K,C)는 다음과 같은 형
태임을 간과한 것이다. 즉, β2(w t, k BRER(K, C)t ) 변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

는 가중치 w t, k 때문에 상수항 β2 를 계수로 가지는 β2 BRER(K, C)t 와 성격
이 전혀 다른 변수가 된다. 가중치의 추세는 <그림 15>에서 볼 수 있다. 따

라서 가중치가 상수가 아닌 한 지나친 colinearity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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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설정이 필요하다. 엔화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로는 엔
화의 변화가 한국의 대중수출과 경쟁 내지 보완관계에 있는 일
본의 대중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엔화의 평가절하가 일
본의 대중수출 가격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이는 한국의
대중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엔화의 직접경로효과라 부르
기로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설정한다.
X t = γ0 + γ1 BRER(K, C)t + γ2 BRER(J, C)t + γ3Yt + wt

(3)

여기에서 두 한중, 일중 양국 간 환율을 구분하기 위해 BRER
에 각각을 표시하는 (K,C)와 (J,C)를 추가로 표시하였다. 계수
값 γ 들에 대한 해석은 앞의 식 (2)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새
로 추가된 일중환율의 계수인 γ 2 의 경우 교차환율탄성치(cross
exchange rate elasticity)의 의미를 갖는다. 즉, 한중환율의 변
화가 한국의 대중국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 주
는 것인데 이는 한, 일 두 나라의 대중수출이 경쟁관계인지, 혹
은 보완관계인지를 시사한다. 즉, 전자의 경우 γ 2 는 부(-)의 부
호를 갖는다. 일중환율의 상승(엔화 가치하락/위안화 가치상승)
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뜻하는데, 이 경우 중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동시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게 된다. 따라서 해당 계수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반대로 한국과 일본의 대중수출이 보완
관계라면 일본의 대중수출 증가는 한국의 대중수출의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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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γ 2 는 정(+)의 부호를 갖는다.
이런 식의 직접 경로 외에도 두 번째 경로는 일본 엔화의 평
가절하가 중국의 실효환율에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중국수출의
가격 경쟁력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중국 전체 수출입에서 일
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엔화의 절하는 위안화
실효환율의 절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수출의 가격
경쟁력 변화는 다시 가공수출이 많은 한국의 대중수출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즉, BRER (J,C) → REER → X). 이런 방식의 영
향을 간접경로효과라고 명명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모형 (2)를
사용하였다. 이미 REER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엔화가 REER
에 미치는 정도를 추정하면 엔화의 간접경로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효과를 개별적으로 추정하기보다 동일한 모형
에서 추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개별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은 순차적인 동태적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엔화의 변화가 먼저 REER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
이 다시 한국의 대중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
만 (2)와 (3)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면 이런 식의 계층적 파급효
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포괄적 추정식을 설정한다.
0 
+ π1 BRER(K, C)t + π2 BRER(J, C)t
Xt = π
+ π3REER t + π4Yt + μ 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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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의 유용성은 환율변화의 계층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
외에도 앞서 강조한 한중무역의 가공무역 성격을 적절히 감안
한다는 경제적 의미가 있다. 아마도 한중가공무역이 중요하다
면 엔화변화에 따른 경쟁 내지 보완효과 못지않게, 혹은 그보
다 가공무역 경로를 통한 효과가 더 클지 모른다. 이런 가능성
을 감안하기 관점에서도 식 (4)가 적절하다 하겠다. 마지막으
로 계량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앞의
식 (1)과 식 (2)와 관련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의 대중
수출을 설명하는데 BRER(K, C)나 BRER(J, C)보다 REER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식 (3)을 추정
한다면 중요 설명변수를 생략하는 것이 되어 모형에 포함된 변
수들의 계수가 과다, 혹은 과소 추정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즉,
생략된 변수(omitted variable)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 (4)를
추정하여 식 (3)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B. 추정방법
앞서 제시된 식들은 경제학적으로 한국의 대중국수출함수,
혹은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함수이다. 계량경제학적인 관
점에서 식 (1)에서 (4)는 확률적 추세를 갖는 변수들 사이에 존
재하는 안정된 공적분관계를 의미한다. 계량경제학 데이터 분
석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이 방법은 단순히 단위근을 갖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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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보여 준다. 이런 결과에 국제경제
학적 논리를 가미하면 추정식을 장기 수출함수로 해석할 수 있
고, 그 관점에서 모형의 적합성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다. 본
고는 Johansen의 Maximum Likelihood Function 최적화추정방
법에 따라 모형을 추정한다. 이 방법론은 차분 및 수준변수들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추정하며 그 모형에서 수준변수들 간의 공적분 여부를 검증하
는 것이다.
k

ΔZt = ∑ Γi ΔZ t-i + Π Z t-1 + C + ΨD + εt
i=1

(5)

여기에서 Z 는 X, BRER, REER, Y 등 변수로 구성된 벡터; Δ

는 1차 차분기호; Γ, Π 와 Ψ는 계수값으로 구성된 행열; C, 상

수항; D는 더미 변수; 그리고 ε는 다변수 정규분포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을 갖는 잔차항을 뜻한다. Johansen 공적

분 검증은 확률적 추세를 갖는 Z 요소들의 선형조합을 통해 안
정성을 갖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Π

행렬의 상호독립적인 열의 수를 나타내는 rank에 대한 것이다.
앞서 제시되었던 식 (1)~(4)에서 우변의 변수들을 좌변으로 옮

겨 놓으면 식 (5)의 Z 벡터의 내용이 된다. 즉, 공적분 검증과
추정에 사용되는 모형의 전체 모습은 식 (5)가 된다. 다시 말해
서 (1)부터 (4)까지의 각 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4개의 개별적
식 (5)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샘플은 1994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일반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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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형한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중국 실물경제지표(Y)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국의 월별 전기발전량(ELEC)과 원유
수입량 변수(OIL)를 대리변수로 사용했다. 먼저 모형에 사용되
는 변수들의 단위근 보유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ADF
검증 결과 모든 시계열이 단위근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로 식에 포함된 변수들 간 공적분관계 존재를 검증
하여 공적분관계식, 즉 장기 수출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식
(1)~(4)의 추정결과는 <표 5>~<표 8>에 제시되었다.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추정된 모형의 적정성을 평가하
였다. 첫째, Johansen 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추정 단계에서
VECM의 잔차항들의 정규분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이하 기준
1). 하지만 예비적 검증 결과에 따르면 정규분포 여부관련 가설
검증이 잔차항 중 극단치(outliers)들에 민감한 것으로 관찰되
었다. 즉, 소수의 극단치만 있어도 VECM모형의 추정식들의 잔
차항들의 Kurtosis 값을 높여 다변량 정규분포가설(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이 쉽게 기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
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는데 한국과
중국 양자 간 실질환율(BRER), OIL, ELEC 변수들의 변동성이
커 다수의 극단치 더미가 사용되었다. 두 번째 기준은 공적분관
계식 벡터가 단위근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기준 2). 이
것은 공적분 관계식을 설정하는 이유가 확률적 추세를 갖는 변
수들을 선형 조합하여 단위근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차
항이 단위근을 보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대부분 5%,
10% 수준에서 이 검증이 통과되었다. 또 다른 경우 AR(1)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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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위근 보유가설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두 기준은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모형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
추정결과의 견고성과 사용변수에 따른 특성 등을 살피기 위
해 다양한 추정기간과 REER변수가 사용되었다. 표본의 시작시
점은 사용 자료의 시작시점에 의해 정해졌다. 전기발전량의 경
우 1996년부터 시작하는데 원유수입량은 1994년부터 자료가
존재한다. 원유수입자료가 첫 해에 지나친 변동성을 보이고 있
어서 실제 추정에서는 1995년 시계열부터 사용하였다. 표본
의 종료시점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2008년 말이고 두 번째는
2012년 말이다. 이는 2008년 하반기에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
기의 영향을 감안한 분류이다. 만약 동일한 모형의 두 표본 간
의 추정결과가 가시적으로 다르게 나오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
기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용된 REER의 경우 앞서 설명했
던 REER, REER-KOR, 그리고 BIS REER을 사용하여 각각의 모
형을 추정했다. 이 역시 추정결과가 사용된 중국의 실질실효환
율변수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매
모형마다 6개의 추정식(2개의 추정기간×3개의 REER)과 추정
결과가 존재하게 된다. 실제 추정과정에서 계절성 제거, 극단치
영향완화를 위해 더미변수 사용이 필요했는데 포함된 더미변수
의 수는 모형마다 차이가 있었다.4)
4) <계량결과부록>에서 볼 수 있는 X-BRER(C,K)-REER-OIL 모형의 자세한
추정결과에서 사용된 더미변수들의 수와 통계적 유의성을 볼 수 있다. 추정
결과에 대한 설명과 각종 검증 결과도 부록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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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형추정결과
A. 한중환율, 중국실효환율과 한국의 대중수출
앞서 제시한 세 모형에 대한 안정된 공적분관계가 확인되었
고, 경제학적인 기대에 크게 다르지 않은 계수들의 추정이 이
루어졌다. 중국 원유수입 변수의 1990년 대 초기 값들이 큰 변
동성을 보였고, 한중 양국 간 환율도 1997년 및 2008년 위기
기간에 변동폭이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VECM 잔차항들
의 극단치가 추정결과에 때로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잔차항들의 정규분포 검증과, 공적분 벡
터에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증을 통과하는 모형들을
성공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자세한 추정결과를 보여 주는
X-BRER(C,K)-REER 모형의 예를 <계량결과부록>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대중국수출함수를 보여 주는 (1)~(4)
까지의 공적분 관계식에 국한하여 논의한다.
먼저 <표 5>의 X-BRER(K,C)-Y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핀다.
앞서의 설명처럼 모두 6개의 추정결과를 보여 주는데 전체 표
본기간 사용시 공적분관계가 약해지는 전기발전량사용 모형
(X-BRER-ELEC)의 경우를 제외한 5개의 경우의 추정결과를 볼
수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추정된 계수 값들이 사전적

인 기대에 부합한다. 한국 대중수출의 환율탄력성 α1와 소득탄

력성 α2는 정 (+)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위안화가 원화대비 평가절상되거나, 중국 경제활동이 늘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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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대중수출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추정 모형의 안
정성이 견고하지 못하다. ELEC 모형의 경우 4년간의 차이를 두
고 두 표본 기간 사이에 동일한 추정모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즉, 1995-2008년 표본 기간에서 관측되는 변수
들 간의 공적분 관계가 표본을 2012년까지 확장하면 그 관계
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OIL 모형의 경우 한중실
질환율(BRER)과 중국 경제활동변수(OIL)의 상대적 탄성치가 두
표본 사이에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2008년까지의
표본에서는 두 탄성치의 비율이 2.73(=3.12/1.14)였는데, 2012년
표본에서는 0.52(=0.58/1.11)로 크게 낮아진다. 두 기간 사이 소
득 탄성치 추정 값은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변화는 전
적으로 환율 탄성치가 두 추정기간 사이에 크게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 이런 불안정성은 앞서 언급한 중국수입함수의 환율
탄력성 추정치의 불안정성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의 <표 6>은 식 (2)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 준다. 이 모
형은 식 (1) 모형에 중국의 실질실효환율(REER)을 추가한 것
이다. 따라서 새로운 변수의 추가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
보자. 우선 이 모형의 경우 REER변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
의 수가 크게 늘어난다. 전부 12개 추정식이 존재하는데, 표에
따르면 모든 경우 안정적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여 추정이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 (1)의 X-BRER(K,C)-Y 3 변수 모형에
REER을 추가하였을 때 모형의 추정치의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BRER(K,C) 변수
의 계수, 즉, 한국 대중수출의 한중환율탄력성이 경제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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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정 (+)의 부호를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아
울러 이런 결과는 추정 대상 샘플기간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개선이 위안화 실
효환율의 포함으로 얻어진 것인데, 주지할 점은 모형의 안정화
에 그치지 않는다. 즉. REER 자체가 매우 유의할 뿐만 아니라
REER의 변화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한중 양국
간 환율이나 중국의 경제활동이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탄력성 계수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REER이 한국 양국 간의 BRER보다 약 2배, 그리고 중국의 원
유수입보다 약 2~4배 더 크다. 이런 추정 결과는 장기적 관점
에서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수출의 대외경쟁력 지수에 더 민
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이다. 관측된 민감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을 최종행선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추가로 가공되어 재수출되기 때문이다. 중국
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대부분 가공수출용이라는 앞 절의 관측
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추정결과가 모형에 사용된 REER에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살핀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아 정성적 패턴이 크게 달라
지는 것은 없으나 몇 가지 개별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다. 첫 번
째, 원유수입변수모형의 2008년까지 표본 추정결과에서 Y 변
수(원유수입량)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는데 REER과
REER-KOR을 사용한 경우에서만 보이고 있다. 그리고 REER과
REER-KOR 사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없다. 이는
중국의 전체무역량에 비해 한국과의 무역규모가 다른 주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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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국 15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REER계산에서
한국환율을 제외하는 것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두 번
째, BIS REER을 경우에도 전기발전량을 사용한 모형의 2012년
표본에서 BRER/REER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
온다. 세 번째로 추정된 계수들의 크기가 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Y변수의 계수는 1.0~2.0 사이에서 상당히 안
정적인 반면, BRER과 REER의 계수들의 절대값은 변화가 크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환율변수
의 계수값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표 5> 공적분 관계식 (1) 추정결과 a

X t = α 0 + α 1 BRER(K, C)t + α 2Yt + et
α1

α2

추정기간

1995.1 - 2008.12(Y=OIL), 1996.1 - 2008.12 (Y=ELEC)
사용된 Y 변수

OIL

ELEC

3.12(0.84)***
6.64(1.54)***

1.14(0.12)***
2.25(0.41)***

1995.1 - 2012.12(Y=OIL), 1996.1 - 2012.12 (Y=ELEC)
사용된 Y 변수

OIL

ELEC

0.58(0.31)*
1.11(0.05)***
위 2008년과 동일한 모형 사용시 공적분 관계 없음

a. 자세한 추정결과의 예는 <계량결과부록>을 참조할 것.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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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적분 관계식 (2) 추정결과

X t = β0 + β1 BRER(K, C)t + β2 REERt + β3Yt + μt
β1

β2

β3

추정기간

1995.1 - 2007.12 (Y=OIL), 1996.1 - 2008.12 (Y=ELEC)
Y = OIL, 사용된 REER 변수

REER

REER-KOR
BIS REER

6.88(2.22)***
4.54(1.88)**

2.00(0.60)***
Y = ELEC, 사용된 REER 변수

REER

REER-KOR
BIS REER

4.45(0.81)***
3.61(0.65)***

5.78(1.54)***

-22.39(4.90)***
-19.42(4.56)***

-2.05(0.54)***
-1.89(0.55)***

-8.71(2.11)***
-7.70(1.90)***

1.63(0.14)***

-2.45(0.98)**

-5.12(3.13)

0.43(0.17)**

1.63(0.14)***
1.97(0.24)***

1995.1 - 2012.12(Y=OIL), 1996.1 - 2012.12 (Y=ELEC)
Y = ELEC, 사용된 REER 변수

REER

REER-KOR
BIS REER

8.07(1.69)***
5.12(1.18)***
0.93(0.32)**

Y = OIL, 사용된 REER 변수

REER

REER-KOR
BIS REER

3.42(0.57)***
2.48(0.46)***
1.28(1.03)

-2205(3.87)***
-17.23(3.12)***
-2.85(0.56)***

1.58(0.41)***
-1.10(0.36)***

-8.99(1.34)***
-8.07(1.24)***

1.57(0.06)***

-1.88(1.98)

0.35(0.10)***

1.55(0.07)***
1.57(0.12)***

B. 한국의 대중수출과 일중환율의 영향
본 논문의 두 번째 관심사는 일중환율이 한국의 대중수
출에 미치는 영향이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식 (3)을 추
정하였다. <표 7>는 앞의 3 변수식에 BRER(J,C)를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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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RER(K,C)-BRER(J,C)-Y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 주는
데 추정과정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하지만 전력발전량을 사용
한 모형의 경우 두 표본기간 모두에서 일부 설명변수가 유의
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비해 원유수입량모형에서는
BRER(J,C)은 유의하지만 BRER(K,C)는 유의하지 않다. 기본적
으로 모형들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식 (3)에 REER을 추가한 식 (4)의 추정결과가 관심
사가 된다. <표 8>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모형의 안정성
이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정된 계수들의 값
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런데 수입원유량모형과 전기발전
량모형의 결과에 차이가 많다. 전기발전량모형의에서 일중환율
의 부호나 통계적 유의성이 약하게 나오고 있다. 앞서 식 (3)의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기발전량변수
가 이 모형에 적합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 가지 가능
성은 이 변수의 두드러진 계절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도 있다. 추정결과는 여기에서도
어떤 REER변수를 사용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특히 눈에 띄게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BIS REER을 사
용한 전기발전량모형의 결과이다. 이하에서는 결과가 안정적인
경우에 국한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표 8>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앞서 REER 계산에서 BRER(K,C)
를 제외하여 REER-KOR를 계산했던 것과 꼭 같은 방법으로
BRER(J,C)를 제거한 REER-JPN을 계산하여 OIL변수와 함께 추
정해 보았다는 것이다. 상대적인 계수값의 크기 (π2/π3)의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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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REER을 사용한 것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REER 내에서 BRER(J,C)의 비중이 크거나 변동성이 커
서 BRER(J,C)의 움직임이 REER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15>에서 볼 수 있는 엔화 가중치의 추
이가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엔화의 가중치는 2000년대 초
까지 약 25%를 상회하고 있었다. 따라서 엔화환율의 움직임이
REER의 행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비중이 15%를 하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비교적 최근 시계열에 초점을 맞추면 과거의 경우와 크게 차이
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중수출함수에 일중환율을 포함한 모형의 추정결
과를 보여 주는 <표 8>에서 첫 번째 관심사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수출 사이에 경쟁과 보완관계 존재 여부이다. 이는 중국
RMB환율이 일본 엔화 대비 절상이 될 경우 통상적으로 일본으
로부터의 수입이 늘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면 한국과 일본의 대중수출은 보완관계라고 보고,
반대로 한국의 대중수출이 줄면 대체관계라고 정의한다. 본 논
문의 맥락에서 이런 관계는 식 (3)의 한국의 대중수출함수에 포
함된 일중환율의 부호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중국 통화의 엔화
대비 환율이 절상할 경우 한국의 대중수출이 늘면, 일중환율의
부호는 정(+)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8>에 따르면 두 수출 사이에 보완관계가 존재함을 시사

한다. 교차탄력성 추정치 γ 2 뚜렷하게 정(+)의 값을 갖는다는 것
인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수출이 보완관계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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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안화가 엔화대비 평가절상되었을 때 (엔화 가치가 하락할
때) 한국의 대중수출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엔화 가치하
락이 일본의 대중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한국의 대중수출품이
일본의 대중수출품과 보완관계인 경우 일본의 대중수출증대가
한국의 대중수출증대를 유발하는 구조를 시사한다. 통계적 견

고성이 샘플기간 변화에 불분명한 γ 1 추정치에 비해 γ 2 는 계수
의 값이나 통계적 유의 정도가 샘플 기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정성적 패턴은 REER-JPN을 사용했을 때도 마찬
가지로 목격되었다.
<표 7> 공적분 관계식 (3) 추정결과

X t = γ0 + γ1 BRER(K, C)t + γ2 BRER(J, C)t + γ3Yt + wt
γ1

γ2

γ3

추정기간

1995.1 - 2008.12(Y=OIL), 1996.1 - 2008.12(Y=ELEC)
사용된 Y 변수

OIL

0.47(0.58)

ELEC

2.97(0.68)***

3.27(0.77)***
-1.12(0.92)

1.36(0.32)***

2.29(0.23)***

1995.1 - 2012.12(Y=OIL), 1996.1 - 2012.12(Y=ELEC)
사용된 Y 변수

OIL

0.03(0.29)

ELEC

5.13(2.18)***

2.43(0.45)***
3.94(4.62)

1.18(0.19)***
0.3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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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공적분 관계식 (4) 추정결과 a

X t = π0 + π1 BRER(K, C)t + π2 BRER(J, C)t + π3REERt + π4Yt + μ t
π1

π2

π3

π4

-9.16(2.77)***
-8.83(2.31)***

1.47(0.26)***

추정기간

1995.1 - 2008.12(Y=OIL), 1996.1 - 2008.12(Y=ELEC)
(Y=OIL), 사용된 REER 변수

REER

REER-KOR
REER-JPN
BIS REER

3.44(1.08)***

4.88(0.79)***

1.87(0.51)***

0.84(0.29)***

2.86(0.80)***

65.11(22.14)***
(Y=ELEC), 사용된 REER 변수

REER

REER-KOR
BIS REER

4.82(0.73)***

82.75(18.31)***

4.71(0.75)***

0.83(0.71)

0.32(0.30)

0.73(0.46)

3.72(0.55)***

0.85(0.73)

1.41(0.25)***
0.56(0.12)***

-4.30(1.08)***
-44.54(38.41)

32.42(7.97)***

-10.21(2.47)***

1.53(0.23)***

9.21(2.23)***
-3.70(0.83)***

1.51(0.24)***
-1.11(0.70)

-4.13(1.95)**
-3.72(1.68)**

0.94(0.07)***

1995.1 - 2012.12(Y=OIL), 1996.1 - 2012.12(Y=ELEC)
(Y=OIL), 사용된 REER 변수

REER

REER-KOR
REER-JPN
BIS REER

1.79(0.82)**

2.99(0.47)***

1.55(0.35)***

0.51(0.21)***

-3.82(0.68)***
-2.60(0.75)***

0.98(0.44)**

-11.15(1.40)***
-10.31(1.33)***

1.30(0.60)**

1.28(0.40)***
(Y=ELEC), 사용된 REER 변수

REER

REER-KOR
BIS REER

4.38(0.59)***

3.33(0.48)***
0.33(0.18)*

2.95(0.44)***
2.44(0.31)***

1.08(0.47)**
-0.11(0.18)

-2.79(0.36)***

0.95(0.06)***
0.47(0.08)***
1.05(0.04)***
1.42(0.09)***
1.37(0.10)***
0.2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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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단기 동태적 영향분석
A. 단기 충격반응분석
여기에서는 추정된 모형을 사용해서 변수들 간의 통태적 관
계가 어떠한지를 살핀다. 공적분관계 도출을 통해 변수들 간 장
기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밝히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런 안
정된 관계의 존재여부를 넘어서 과연 이런 장기적인 관련성을
갖는 변수들 사이에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단기적인 통태적 반응을 살펴보자. 공적분관계
를 이용한 오차수정모형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VAR모형에서 널
리 쓰이는 충격반응(impulse response)을 도출할 수 있는데 본
연구도 먼저 이 방법으로 관심변수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VAR모형의 결과 해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충격반
응 도출에 있어 모형변수들 사이 동기내에서 어느 변수를 외생
으로 볼 것이냐가 이슈가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 중 본 연구
에서는 비교적 널리 쓰이는 Cholesky 분해 방식을 따랐다. 이
는 모형 추정에 포함된 변수들의 순서에 따라 앞의 변수가 순
차적으로, 그리고 누적하여 뒤따르는 변수들의 움직임에 외생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하의 충
격반응도출을 위한 VEC 모형추정에서 두 가지 4변수 모형에서
는 REER-Y-BRER(K,C)-X, BRER(J,C)-Y-BRER(K,C)-X, 5변
수 모형에서는 BRER(J,C)- REER-Y-BRER-X의 순서를 따랐
다. 이 선정은 중국의 실효환율과 일본의 환율이 관심변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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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반영하는데 경제학적인 근거도 있다. 중국의 주요 교역 대
상국과의 실효환율이 한중 양자 간 환율이나 한국의 수출에 영
향을 받기보다 그 반대의 경로가 더 중요하다는 가정이 무리
가 없어 보인다. 아울러 일중환율이 한중환율이나 한국의 대중
수출에 더 외생적일 것이라는 가정에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
다. 하지만 일중환율과 중국의 경제활동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
해서는 각각 다른 가정이 가능할 것이다.
아래의 <그림 10>은 REER을 포함하는 식(2)의 4변수 모형의
충격반응을, 그리고 <그림 11>은 BRER(J,C)를 포함하는 식 (3)의
4변수 모형의 충격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5) 그리고 <그림 12>와
<그림 13>은 식 (4)의 5변수 모형의 경우를 보여 준다. 모형 추
정에 세 가지의 REER 변수와 두 가지의 Y 변수를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충격반응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하
지만 이하에서는 REER과 (OIL, ELEC)을 사용한 모형들의 전체
표본기간(1994-2012)을 사용하여 추정된 결과를 중심으로 보여
주고 특이한 경우 다른 모형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충격반응의 결과는 몇 가지 뚜렸한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REER의 효과가 제일 명확해 보인다. <그림 10>과 <그림
12>, <그림 13>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REER의 상승(중
국수출가격경쟁력 하락)은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의 감소로 이어
진다. 그림에 따르면 그 효과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된
다. 추정에 사용된 모형이 월별모형이고 포함된 시차변수가 길
5) 충격반응의 표준편차 밴드는 사용한 Eviews 프로그램의 한계로 계산할 수
없어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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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6개월에 지나지 않음으로 이런 추세를 장기적인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REER의 경우 장기공적분관
계식의 추정에서도 한국의 대중수출과 부(-)의 관계를 갖고 있
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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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수출의 충격반응: X-BRER(K,C)-REER-OIL (원유수입)
& ELEC (발전량) 모형
Response to Cholesky One S.D. Innovations

Response to Cholesky One S.D.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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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수출의 충격반응: X-BRER(K,C)-BRER(J,C)-OIL & ELEC 모형
Response to Cholesky One S.D. Innovations

Response to Cholesky One S.D.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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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출의 충격반응: X-BRER(K,C)-BRER(J,C)-REER-OIL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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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수출의 충격반응: X-BRER(K,C)-BRER(J,C)-ELEC 모형

<그림 14> REER의 충격반응 (X-BRER(K,C)-BRER(J,C)-REER-OIL 모형)
Response to Cholesky One S.D. Innovations

Response to Cholesky One S.D.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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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중국의 경제활동 지수들은 한국의 대중수출에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활동의 증가는 한국의 대
중수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 역시 공적분 관계식에서
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중 및 일중 양국 간 실질환율(BRER)의 효과를 보
자. 위의 두 변수에 비해 한중 양국 간의 실질환율이 미치는 영
향은 현격하게 작을뿐 아니라 짧게 나타났다. 그런데 부(-)의
관계를 보인다. 즉, 원화가 실질환율이 위안화대비 하락할 때
한국의 대중수출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효과
가 작고 단기에 그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
이 이는 앞서 공적분관계식에서 볼 수 있었던 수출-한중환율
간의 정(+)의 관계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중 양국 간
실질환율은 단기간이나마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모형에 따라 크기나 방향이 일정하지 않지만 여러 경
우 정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그림 14>는 일중, 한중환율 충격이 REER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 따르면 두 BRER의 상승 (위
안화 절상)은 REER의 절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
다. 그런데 일중환율 충격이 훨씬 더 큰 반응을 불러오는데 이
는 일부 일중환율이 추정모형에서 처음에 배치된 영향도 있으
나 일중환율의 충격의 크기가 한중환율 충격에 비해 작다는 그
반대의 고려사항도 있다.6) 따라서 일중환율의 상승이 REER의
6) 앞서의 <그림 5>와 <그림 6>을 비교해서 보면 BRER(K,C)의 변동성이
BRER(J,C)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격함수에 사용되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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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을 초래하는 효과를 감안해도 일중환율이 한국의 대중수출
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
핀 공적분관계식의 경우와도 일치하는데 이런 증거들의 경제학
적인 의미는 한국의 대중수출의 일본의 대중수출과 보완적인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일중환율의 상승은 위안화 대비
엔화의 절하를 의미하는데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으로부터
의 수입품이 저렴해진다는 의미가 있다. 통상적으로 이런 수입
품의 가격변화는 일본의 대중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
전개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데 추정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대중수출 증대가 한국의 대중수
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양국의 대중수출이 경쟁관
계이기보다 보완관계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수출 품목 자료를 사용한 이시욱(2008)의 결론과도 유
사하여 흥미롭다. 한국의 대중수출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
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품목별 수출경합도(Export similarity
index)를 사용하여 경합도 추이를 검토한 최남석(2012)의 결과
도 통신기기품목관련 흥미로운 점이 있다. 이 품목의 경우 대부
분의 제조업 주요 품목들의 한·일 경합도가 2002년 이후 큰 변
화가 없었던 추세와 달리 2011년의 경합도는 가시적으로 낮아
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을 확대해석하면 통신기기
제품과 관련해서는 일본도 우리나라의 제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 크기가 각 변수의 표준편차인 점을 감안하면 변동성이 큰 한중환율 충격
의 크기가 일중환율의 경우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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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장기 승수효과분석
VECM을 이용한 장기 효과 분석의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 모
형에 장기 균형조건을 제약으로 사용하여 승수효과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식 (5)에 포함되어 있는 수출변수의 일차
차분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수출관계식을 분리하여 장기균
형 상태에서는 설명변수들의 t-1, t-2, … 期의 값이 동일하다
고 가정하여 관심변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된 계수들
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식 (3)의 X-BRER(K,C)REER-OIL 모형을 예로 사용해보자. 이 모형을 포함하는 VECM
의 X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k

k

i=1
k

i=1

+ ∑ ai ΔX t-i + ∑ bi ΔBRER t-i
ΔXt = a0 ECt -1 
k

+ ∑ ci ΔREER t-i + ∑ di ΔOIL t-i + εt
i=1

i=1

(6)

식 (6)은 추정식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계절 및 극단치 더미
변수, 상수항을 생략한 것이다. 여기에 각 설명변수들의 시간을
나타내는 아래첨자를 생략하는 것이 장기균형제약이다. 즉, 균
형상태에서 각 설명변수들이나 종속변수의 값이 시간에 무관하
게 동일하다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조건하에 각각의 설
명변수의 변화가 ΔEXP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변수들의 값을
영(0)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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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

k

i=1

i=1

i=1

(1- ∑ ai)
(1- ∑ ai)
(1- ∑ ai)
ΔX
ΔX
ΔX
i=1
i=1
i=1
=
,
=
,
=
k
k
k
ΔBRER
ΔREER
ΔOIL
∑ bi
∑ ci
∑ di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변수들의 장기 승수효과를 추정해볼
수 있다. 다음의 <표 9>에는 X-BRER(K,C)-BRER(J,C)-OIL와
X-BRER(K,C)-BRER(J,C)-ELEC 모형에 이런 방법론을 적용하
여 계산된 관심변수들의 장기 승수효과 추정치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기 승수값을 계산하는데 통계적인 방법
으로 추정된 값을 사용한다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 모형
을 사용해서 추정된 계수 값들의 정확도에는 표준편차로 요약
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방법에 따르
면 이런 불확실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우선 승수계산에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계수 추정치를 사용할지 혹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만을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 모형들의
추정 결과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만
을 사용하였을 때와 모든 추정치를 사용하였을 때 추정치의 부
호가 달라지는 결과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잠재적으
로 중요한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9>
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모든 계수의 추정치를 포함하여 계산하
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계수들로만 승수를 계산하여도 부
호에는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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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VECM 식을 이용한 대중수출에 미치는 장기 승수효과 추정값 a
사용한 모형

X t = π0 + π1 BRER(K, C)t + π2 BRER(J, C)t + π3REERt + π4Yt + μ t
ΔX
ΔBRER(K)

ΔX
ΔBRER(J)

ΔX
ΔREER

ΔX
ΔY

-0.7108

0.0287

추정기간
1995.1 - 2012.12(Y=OIL), 1996.1 - 2012.12(Y=ELEC)
Y (OIL), REER 변수

REER

REER-KOR
BIS REER
REER
REER-KOR
BIS REER

-0.0296

0.2793

-0.0629

0.2724

0.3087

0.4190

-0.1717

0.1495

0.6053

-0.0311

-0.2440

0.1358

-0.6789

0.0251

-1.6151

0.0235

-0.7425

-0.2003

-1.7475

0.5158

-0.6305

-0.1990

결과를 보면 REER이 대중수출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매
우 일관적이고 승수 절대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두 BRER의
경우 한중환율은 부(-)의 효과, 그리고 일중환율은 정(+)의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앞서 본 단기 충격분석의 결
과와 일맥상통한다. 대체적으로 ELEC을 중국의 경제활동 변수
로, 그리고 BIS REER을 중국 실효환율변수로 사용한 모형에서
상이한 성격의 결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중 및 일중 환
율이 우리나라 대중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경우와 상이하
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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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엔화의 한중무역에 대한 정량적 분석
본 연구가 한중 및 일중 환율을 포함하여 두 교역 상대국 간
무역에 보완성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계수 추정
치, 충격반응, 그리고 장기 승수효과의 분석을 통해 위안화 대
비 엔화 환율의 절하는 한국의 대중국수출에 정(+)의 효과(직접
효과)가 있지만 REER의 절상을 가져와 한국의 대중수출에 부
(-)의 효과가 있다는 정성적 결론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결
과를 바탕으로 일중환율이 한국의 대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해 보인다. 첫 번째는 일중환율
변화의 절대적 효과이다. 앞서 논의한 두 가지 상충되는 효과의
규모에 대해 REER을 사용하는 식 (4)의 추정결과를 사용해서
살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중환율의 변화가 한중환율, 중국의
실효환율의 영향에 대비하는 상대적 효과의 비교이다. 이를 위
해서는 REER-JPN을 사용하는 식 (4)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첫 번 경우를 보자. 이하에서는 편의상 일중환율을
BRERJ로 표기한다. 엔화 환율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편
θX
미분식 (
)으로 쓸 수 있는데, 엔화의 변화가 한중환율
θBRERJ
(BRER(K,C))과 중국의 Y에 일차적인 영향이 없다고 가정하여
식 (4)의 BRERJ에 대한 편미분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θXt
θREERt
= π2 + π3

θBRERJt
θBRERJ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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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 (4)의 계수 추정치를 사용하면 직, 간접효과의 상
θREERt
대적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를 알아야 하
θBRERJt
는데 이는 REER의 계산식에서 w J, t, 즉 중국전체 교역에 있어
일본의 가중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5>는 이 가중치
의 시계열 값을 보여 준다.
<그림 15> 한국과 일본의 교역가중치 추이 (1994.1-2012.12)

그림은 한국의 가중치가 조금씩 증가한 것에 비해 일본의 가
중치는 현격하게 하락해온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두 수치가 거의 같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고의 관심사
는 식 (7)에서 사용할 일본가중치인데 표본기간 동안 크게 움직
임을 보이고 있어 어떤 값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

요하다. 왜냐하면 π2, π3 의 추정치가 반대의 부호를 보이고 있
기 때문에 종합한 효과의 방향은 가중치 값에 의해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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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표 8>에서 어떤 모형을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모형은 REER을 사용하는
X-BRER(K,C)-BRER(J,C)-REER-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첫
번째로 표본기간 전체의 평균 가중치 값(0.224)을 사용하여 어
떤 결과가 있는지 보자. 이 경우 식 (7)은 직·간접효과의 합이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온다 (4.88 + (-9.16)×(0.224) =
2.83). 그런데 가중치 값을 더 최근 기간의 것으로 사용하면 이
런 결과는 더 강화되는데 이는 가중치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
어 부(-)의 간접효과를 더 낮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토 결과
는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이 일본의 대중수출과 보완관계를 보이
고 있고, 이런 효과는 근래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한중환율, 일중환율, 그리고 중국의 실효환율 영
향의 상대적 비교이다. 이를 위해서 일중환율의 변화가 중국
의 실효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표 8>의
REER-JPN을 사용한 추정결과를 활용한다. <표 10>은 <표 8>
의 원유수입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를 변형하여 보여 주
고 있다. 추정치의 표준편차를 생략하였고 각 계수의 추정치를
BRER(K,C) 변수 계수의 추정치로 나눈 값을 보여 준다. 간단
히 말해서 한중환율 영향의 크기를 1로 보았을 때, 다른 변수
들의 영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 비교에 따르면 일중환율의 상대
적 영향은 한중환율이나 중국의 실효환율에 비해 작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런 추세는 2008년 이후 4년간 지속된 것으
로 보인다. 이런 판단을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
이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로, <표 8>에서 REER과 REE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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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 추정결과는 <표 10>과 상반되게 일중환율의 효과가
한중환율의 효과보다 더 크게 나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추정
치들의 표준편차가 무시되었다는 것과, 아울러 <표 10>에 사용
된 REER-JPN이 한중환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되는
REER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표 10> 한중 및 일중 환율, 중국 실효환율의 한국 대중수출영향 비교

X t = π0 + π1 BRER(K, C)t + π2 BRER(J, C)t + π3REERt + π4Yt + μ t
π1

π2

π3

π4

0.449

-2.299

0.299

0.329

-2.465

0.303

추정기간

1995.1 - 2008.12 (Y=OIL)
REER-JPN

1

1995.1 - 2012.12 (Y=OIL)

REER-JPN

1

3.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RMB환율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대중국수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피고 아울러 엔화가치하락이 한국의
대중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실질 수
출과 환율, 중국의 경제활동 변수들로 구성된 모형을 추정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도출된 결과들의 견고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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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른 변수를 사용하여 동일 모형을 추정하는 등 주의를 기
울였다. 두 부류의 모형을 추정하였는데, 첫 번째로 한중환율과
중국의 경제활동 지표만을 포함하는 통상적 수출함수 형태의
한국의 대중수출모형이고, 두 번째는 위의 수출함수에 일중환
율을 추가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모형들이 불안정을 보였는데
이는 중요한 설명변수가 생략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생략변수
문제(omitted variable)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모형에 REER을
설명변수로 차가했을 때 현격하게 모형의 통계학적인 안정성이
개선되고 경제학적으로 이론에 부합하고 의미가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REER이 본 연구가 보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첫 번째, 장·단기 시계에 걸쳐 한국의 대중수출에 중국의
수출경쟁력 지표인 실질실효환율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고려된 어떤 변수들보다
중국 수출경쟁력의 향방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수출과 크게 차이가 없
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의 대중국수출이 대부분 가공무역을 위
한 것이라는 별도의 자료들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한국의 대중수출은 일본의 대중수출과 보완적인 것
으로 보인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엔화가 중국 위안화
대비 절하하면 일본의 대중수출가격경쟁력 향상의 영향으로 한
국의 대중수출이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느는 것으로 추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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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한국, 일본, 중국과의 교역이 많고 다양한 부품과 소
재를 필요로 하는 전자 및 기계 산업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중수출에 있어 한국과 일본 간의 단순한 경합구조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중환율 변화의 직접적인 효과는 한국
의 대중수출의 일본의 대중수출과 보완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세 번째, 앞선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본 환율의 절하는 중국
의 주요 교역 대상국 대비 실효환율을 절상시키는 간접경로를
통해 한국의 대중수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일
본과 중국이 세계 최상위권 수출국들이기 때문에 일본 엔화의
환율변화 중국의 수출가격경쟁력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한 결과는
직접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시사점은 기본적으로 대중수출이 가공수출 형태이
고, 전체 수출의 1/4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중국의 수출경쟁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한
국 기업들과 한국 경제 전체에 중국의 중요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사양’
시장이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다만 중국경제
가 지난 20여 년에 걸쳐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 기업들에 제시
하는 기회와 도전도 달라지고 있을 뿐이다. 수출 우선 및 지원
정책의 축소는 한국기업의 입지를 어렵게 하지만 내수 진작 정
책에 맞추어 중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잘 접근한다면 큰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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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지금까지 생산기반 성격의 투자와 진출한 기업의 성격에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환율이나 호혜적 무역협정에 의
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포함한 경쟁력
제고가 유일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중수출이 일본
대중수출과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한국 대중수출부품
이나 중간재가 단순한 국내기업의 기업 내 무역의 범위를 넘어
선 부분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 및 광학기
기가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주축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수출
중 적지 않은 부분이 국내기업들의 기업 내 무역의 범주를 넘
어선 것으로 보인다. 즉,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전기전자산업의
주요 부품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야의 수출은 향후 중국의
수출장려 축소가 진전되더라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 정
책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
장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관건이 된다.
다음은 연구 결과와 앞선 논의가 정책당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 번째, 중국환율이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는 우리나라 정부에게도 중국 환율정
책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환율은
주권국가인 중국 정부가 결정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
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것과 양국 간의 전체적 교
역이나 경제교류의 정도를 감안하면 한국과 중국의 정부가 경
제정책 조율 논의를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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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에 대한 논의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한국 기
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항이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과 협
의하에 양국교역에서 위안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었
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위안화는 이미 동남아 국가들에서 중국
과의 무역결제에 쓰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중국 중앙은행이 유
럽중앙은행과 통화스왑협정을 맺은 예에서 보듯이 중국은 위안
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해외 거래를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향후 위안화가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물론 지역
국가들간의 거래에서도 결제통화로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이 크
다. 이를 감안한다면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나열하는 생산망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역내 거
점국가들 간의 거래에서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
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내 거래에서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면 기업활동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환율관련 세 번째 시사점은 한국 대중수출이 일본의 대중수
출과 보완관계를 보이는 결과가 주는 시사점이다. 이런 보완관
계가 유지된다면 최근과 달리 만약 일본환율이 절상되었을 경
우 보완재인 한국의 중국수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역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인접국 간의 환
율 불안정에 따른 무역 교란 효과를 줄이기 위해 한중뿐만 아
니라 한중일 간의 환율관련 협력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
중일 삼국 간의 긴밀하게 얽힌 경제적 망(network)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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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중일 간의 경제정책협력의 범위에 환율분야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한중 간의 환율 논의만 독자
적으로 진행하기보다 3국 협력논의의 장에서 3국 간 환율에 대
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에서 한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FTA에서 중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점점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과
함께 앞으로 전기전자분야 고가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인
데 이 과정에서 관련분야에 앞서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도록 해야 한다. 한 가지 방안
은 한국보유 기술이 향후 중국에서 중국을 포함한 외국기업들
이 이런 제품을 양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국 보유기술
의 법적 보호를 통해 관련 한국 부품에 대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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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규명한 우리나라 대중수출과 중국 수출경쟁력과
의 긴밀한 관계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국을 재수출
을 위한 가공무역의 주요 생산기지로 활용해 왔다는 점을 확인
해 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중수출은 한중 양국 간의 환율이
아니라 중국의 실효환율에 더 영향을 받았다. 중국 전체 무역에
서 가공무역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무역에서 가공무역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낮은 이동성(low mobility), 다른 하나
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추구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전자
의 경우는 우리 기업들의 수동적인 행태를 시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가 보여 주는 한국의 대중국수출이 일본의 대중국수
출과 보완관계 가능성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 경쟁력이 있는 범
용부품을 만드는 한국 업체들은 이미 중국 내에서 제3국 기업
들의 생산망에 접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향후 중국 기업이 고부
가가치 제품생산에 더 집중하게되면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질 것
이다.
그동안 국내경제 사정, 특히 고용사정이 부진했기 때문에 외
국 진출기업들의 유턴이 오히려 국내 고용사정 개선에 도움이
될지 모르니 나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진출 기업의 국내복귀가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
업이나 산업별로 중국진출 주요 이유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한국의 대중수출에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이나 기업의 경우 중국에서의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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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련 분야의 대중수출 감소와 국내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시장규모의 축소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감소의 부
정적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경우
생산량 감소는 단위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비선형적 부정적 효
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수출시장으로 혹은 생산기반으로 얼
마나 잘 활용하는가는 크게 기업들에 달린 문제이다. 하지만 경
제교류가 깊어지면서 평소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직접적인 영향
력이 제한된 분야의 사안이 한국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에 중요
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대중수출의 경쟁력 결
정요인이 한 예이다. 국제화가 해외 활동이 필수적인 기업이나
대중 문화계 등 사적 영역의 주체들과 관련이 큰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사적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에 인근 국가들의 정책이 중요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연히 정책을 관장하는 공적분
야도 이런 추세에 대응해야 하는데 정책당국의 국제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더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
거 생각하지 않았던 인근지역 나라들과의 환율정책 협조와 같은
분야에 더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고는 우리나라 전체 대중수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는데, 이런 전체적인 양상이 주요 산업별 수출로 나누어 분석
하였을 때도 관찰되는지 살피는 것이 흥미로운 향후 연구과제
가 될 것이다. 이는 한중의 가공무역관계가 산업별로 다른 분포
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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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사용된 모형은 X-BRER(K,C)-(REER-KOR)-OIL이
다. <표 A1>은 이 모형들간 공적분이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고
있다. Trace test와 Maximum eigenvalue test 결과는 이 변수들
사이에 각각 2개 및 1개의 공적분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리고 <표 A2>는 이들 변수들간의 공적분을 포함한 식 (5)
를 추정한 것이다. 포함된 변수들의 1차 차분변수들이 종속변
수이고 나머지는 설명변수이다. <표 A3>은 이 VECM에서 생성
된 잔차항들이 다변량정규분포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JarqueBera test 결과를 보여 준다. P-value가 0.14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잔차항들이 정규분포라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그
림 A1>은 공적분 벡터의 값을 보여 주고 있고, <표 A4>는 이
시계열이 단위근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고 있다. ADF test 결과
는 단위근을 갖는다는 가설을 1% 수준에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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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 식 (2)의 공적분 검증결과 (1995.1~2012.12 표본)
Date: 10/05/13 Time: 14:47
Sample (adjusted): 1995M05 2012M12

Included observations: 212 after adjustments

Trend assumption: Linear deterministic trend (restricted)
Series: LNX LNBRER LNREERK LNOIL

Exogenous series: D1 D2 D3 D4 DUM1 DUM2 DUM3 DUM4 DUM5 DUM6
Warning: Critical values assume no exogenous series
Lags interval (in first differences): 1 to 3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Trace)

Hypothesized

Trace

0.05

Eigenvalue

Statistic

Critical Value

Prob.**

None *

0.167502

84.29345

63.87610

0.0004

0.112615

45.42862

42.91525

0.0274

At most 2

0.068098

20.09973

25.87211

0.2209

At most 3

0.023990

5.147810

12.51798

0.5753

No. of CE(s)
At most 1 *

Trace test indicates 2 cointegrating eqn(s) at the 0.05 level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MacKinnon-Haug-Michelis (1999) p-values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Maximum Eigenvalue)

Hypothesized
No. of CE(s)
None *

At most 1

Max-Eigen

0.05

Statistic

Critical Value

Eigenvalue

Prob.**

0.167502

38.86483

32.11832

0.0064

0.112615

25.32889

25.82321

0.0580

At most 2

0.068098

14.95192

19.38704

0.1962

At most 3

0.023990

5.147810

12.51798

0.5753

Max-eigenvalue test indicates 1 cointegrating eqn(s) at the 0.05 level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MacKinnon-Haug-Michelis (1999) p-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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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식 (2)의 VECM 추정결과 (1995.1~2012.12 표본)
Vector Error Correction Estimates
Date: 10/05/13 Time: 14:47
Sample (adjusted): 1995M05 2012M12

Included observations: 212 after adjustments
Standard errors in ( ) & t-statistics in [ ]
Cointegrating Eq:

CointEq1

LNX(-1)

1.000000

LNBRER(-1)

-0.931551

(0.31762)

[-2.93287]
LNBISREER(-1)

2.851789
(0.56166)

[ 5.07739]
LNOIL(-1)

-0.353612

(0.09500)

[-3.72222]
@TREND(94M01)

-0.011479

(0.00139)

[-8.23433]
C
Error Correction:
CointEq1

-5.904396

D(LX)

-0.140571

(0.04870)

[-2.88674]

D(LBRER)

D(LBISREER)

0.021173

-0.006448

(0.01149)

[ 1.84336]

(0.00849)

[-0.75918]

D(LOIL)
0.270789
(0.12230)

[ 2.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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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X(-1))

-0.042024

[-3.30655]

[-2.31863]

[ 1.00596]

[-1.57633]

-0.146918

-0.028343

-0.013456

-0.194840

[-2.11818]

[-1.73239]

[-1.11231]

[-1.11845]

-0.018216

-0.022848

-0.020389

0.250376

[-0.27870]

[-1.48198]

[-1.78863]

[ 1.52517]

-0.830178

0.387797

0.097182

-1.800677

(0.07684)

D(LX(-2))

(0.06936)

D(LX(-3))

(0.06536)

D(LBRER(-1))

(0.21256)

D(LBRER(-2))

(0.05014)

(0.01140)

(0.03707)

(0.19299)

(0.17421)

(0.16416)

(0.53387)

[-3.37285]

0.233200

-0.347597

-0.148779

-0.478692

[ 1.02057]

[-6.44921]

[-3.73330]

[-0.83410]

-0.321289

-0.014008

[-1.52052]

[-0.28104]

0.889186

-0.048976

[ 1.94489]
-0.740069

(0.46128)

(0.05390)

(0.04984)

(0.10784)

[-0.45415]

(0.03985)

(0.57390)

0.098247

0.071341

(0.03685)

(0.53071)

[ 2.66597]

[ 0.13443]

0.142235

1.674117

(0.07974)

(1.14828)

[ 1.78380]

[ 1.45793]

0.256643

0.056080

1.858117

(0.10881)

(0.08045)

(1.15856)

[ 2.35873]

[ 0.69708]

[ 1.60381]

0.872699

0.076030

(0.44245)

(0.10436)

-0.075654

-1.179972

[-0.98040]

[-1.06183]

[-1.60437]
D(LBISREER(-3))

(0.01542)

(0.01210)

-0.304212

[ 2.62142]

(0.45719)

D(LBISREER(-2))

(0.01636)

(0.01340)

[ 7.73451]

(0.21130)

D(LBISREER(-1))

(0.01812)

[-3.90557]

(0.22850)

D(LBRER(-3))

0.013481

-0.254070

[ 1.97242]

[ 0.72851]

(0.07717)

(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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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IL(-1))

-0.061576

(0.02621)

[-2.34889]
D(LOIL(-2))

-0.025972

(0.02548)

D(LOIL(-3))

0.015619

-0.001477

-0.215951

(0.00601)

(0.00444)

(0.06399)

-0.000686

-0.007557

-0.128423

[ 0.53304]

[-0.13127]

[-1.95462]

[-2.30652]

0.024481

-0.000732

0.001663

0.015981

(0.00523)

(0.00133)

(0.00387)

(0.00098)

(0.05568)

(0.01418)

[ 4.33692]

[-0.54963]

[ 1.68893]

[ 1.12720]

-0.143232

-0.005252

0.009092

-0.063768

[-7.53209]

[-1.17082]

-0.079629

-0.005545

[-3.66715]

[-1.08271]

[ 3.18212]

0.117353

-0.010701

-0.014272

[ 5.33389]

[-2.06205]

[-3.71933]

0.028185

-0.016578

-0.004531

[-2.88689]

[-1.06720]

(0.02435)

[ 1.15771]
DUM1

[-8.94365]

0.011817

(0.02200)

D4

[-0.41557]

[-3.37497]

(0.02171)

D3

[ 1.58386]

(0.06584)

[-0.33245]

(0.01902)

D2

-0.588858

(0.00457)

[ 2.59912]

(0.00564)

D1

-0.001900

(0.00618)

[-1.01945]

(0.02217)

C

0.00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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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49)

(0.00512)

(0.00519)

(0.00574)

(0.00332)

[ 2.74137]

(0.04776)

[-1.33515]

0.012051

0.034431

(0.00379)

(0.05454)

(0.00384)

(0.00425)

[ 0.63133]
0.136222
(0.05526)

[ 2.46517]
0.213793
(0.06115)

[ 3.49640]

0.144017

0.274690

0.036665

0.619879

(0.07272)

(0.01715)

(0.01268)

(0.18264)

[ 1.98045]

[ 16.0144]

[ 2.89096]

[ 3.3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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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2

-0.041321

(0.03301)

[-1.25189]
DUM3

-0.045611

(0.02612)

DUM4

[ 5.03799]

[ 2.81801]

-0.168943

(0.08290)

[-2.03791]

0.018645

0.007222

0.371000

(0.00616)

(0.00456)

(0.06560)

[ 3.02650]

[ 1.58536]

[ 5.65558]

-0.096045

0.005870

0.021707

0.653831

(0.00912)

(0.00675)

(0.09716)

[-2.48274]

[ 0.64325]

[ 3.21738]

[ 6.72927]

0.006862

-0.065732

-0.031847

-0.249648

[ 0.20258]

[-8.22682]

[-5.39064]

[-2.93438]

0.044056

0.054822

0.002011

-0.010534

(0.03387)

DUM6

0.016222
(0.00576)

[-1.74634]

(0.03869)

DUM5

0.039223
(0.00779)

(0.03128)

(0.00799)

(0.00738)

(0.00591)

(0.00546)

(0.08508)

(0.07857)

[ 1.40832]

[ 7.42953]

[ 0.36862]

[-0.13407]

R-squared

0.586881

0.793942

0.420377

0.594632

Adj. R-squared

0.536340

0.768732

0.349465

0.545039

Sum sq. resids

0.896788

0.049895

0.027278

5.657089

S.E. equation

0.069066

0.016291

0.012046

0.173467

F-statistic

11.61194

31.49405

5.928199

11.99026

Log likelihood

278.5303

584.7534

648.7605

83.29477

-2.401229

-5.290126

-5.893967

-0.559385

0.014913

0.001782

0.001892

0.014926

Akaike AIC
Schwarz SC
Mean dependent
S.D. dependent

-2.021239
0.101430

-4.910135
0.033876

-5.513976
0.014935

-0.179394
0.2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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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 식 (2)의 VECM 잔차항들의 다변량 정규분ㅍ
ㅗ 가설검증
VEC Residual Normality Tests
Orthogonalization: Residual Correlation (Doornik-Hansen)
Null Hypothesis: residuals are multivariate normal
Date: 10/05/13 Time: 14:47
Sample: 1995M01 2012M12
Included observations: 212
Component

Skewness

Chi-sq

df

Prob.

1

0.132241

0.653854

1

0.4187

2

0.039400

0.058457

1

0.8090

3

-0.307366

3.417847

1

0.0645

0.595818

1

0.4402

4.725977

4

0.3166

4
Joint
Component

-0.126192

Kurtosis

Chi-sq

df

Prob.

1

3.620035

4.189273

1

0.0407

2

2.747091

0.225640

1

0.6348

3

3.095128

0.015560

1

0.9007

4

3.506301

3.061286

1

0.0802

7.491758

4

0.1121

Joint
Component

Jarque-Bera

df

1

4.843127

2

0.0888

2

0.284097

2

0.8676

3

3.433407

2

0.1797

4

3.657105

2

0.1606

Joint

12.21774

8

0.1418

Pr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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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 식 (2)의 공적분 벡터 (1995.1~2012.12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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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4> 식 (2)에서 추정된 공적분 벡터의 단위근 보유검증
Null Hypothesis: COINTEQ03 has a unit root
Exogenous: None
Lag Length: 0 (Automatic - based on SIC, maxlag=14)
Augmented Dickey-Fuller test statistic
Test critical values:

1% level

t-Statistic

Prob.*

-7.046278

0.0000

-2.575968

5% level

-1.942338

10% level

-1.615698

*MacKinnon (1996) one-sided p-values.
Augmented Dickey-Fuller Test Equation
Dependent Variable: D(COINTEQ03)
Method: Least Squares
Date: 10/05/13 Time: 16:04
Sample (adjusted): 1995M06 2012M12

Included observations: 211 after adjustments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OINTEQ03(-1)

-0.368984

0.052366

-7.046278

0.0000
0.002093

R-squared

0.190931

Mean dependent var

Adjusted R-squared

0.190931

S.D. dependent var

0.111195

Akaike info criterion

-1.762213

S.E. of regression

0.100018

Sum squared resid

2.100740

Schwarz criterion

Log likelihood

186.9134

Hannan-Quinn criter.

Durbin-Watson stat

2.140433

-1.746327
-1.75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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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s Exports to China and Effects of Chinese RMB,
Korean Won, and Japanese Yen Exchange Rates

Chan-Guk Huh

This paper looks at the extent of the effects of China’s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MB REER) on Korea’s exports
to China in relation to the real bilateral exchange rate
between the currencies of the two countries. Also examined
is how the changes in Japanese Yen’s exchange rate vis-avis Chinese RMB affect Korea’s exports to China. The first
issue has become important to Korea’s overall economic
performance as China has remained as the leading export
destination for Korea since 2003, and approximately 1/4 of
Korea’s overall exports are headed that way. The second
question is also meaningful due to the apparent effects of the
so called‘Abenomics’launched in late 2012 on the exchange
rates of the Yen. The cointegration method of Johansen was
employed to estimate models of Korea’s exports to China,
using various exchange rates as well as trade data of Korea,
China and Japan since the mid 1990s. Results show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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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B REER has far greater influence on Korea’s China bound
exports in comparison to the real bilateral exchange rate
of Korean won and Chinese RMB. Another key finding is
that the real Yen-RMB exchange rate has varying degree of
positive effects on Korea’s exports to China. That is, Korea’s
exports increase, rather than decrease when the Japanese Yen
depreciates against RMB. This suggest that Korea’s exports
to China h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those of
Japan to China. These together with data on commodity
compositions of Korea’s exports to China suggest that Korean
manufacturers of competitive intermediate goods already may
have established supply chain relationship with Korean as
well as 3rd country businesses operating in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