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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입각해 운영되
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0%가 목표로 설정되어 있
는데, 이는 특정 시점에서의 물가 수준이 아닌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으로
인한 물가변동,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인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
능한 기저물가 흐름에 대한 분석과 예측은 통화정책의 신뢰성 확보에 필
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저물가 추세를 추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경제환
경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움직임이 예상보
다 오래 지속되면서 중기적 물가 흐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구조
적인 요인으로 정착하기도 합니다. 반면 구조적인 변화로 간주되었던 움직
임이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면 경기적인 현상에 불과했던 경우도 많
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추세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물가가 경기
요인과 공급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확장 필립스곡선(Augmented Phillips
Curve)입니다.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물가와 경기 요인 간 연관성
분석에 보다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기적 시계에서의 기저물가 추이를
추정·예측하기 위해서는 공급 요인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환율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환율은 물가 경로에 있어 공급
요인으로 간주되지만, 그 단기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기적 시계에서의
기저 물가 흐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물가
와 환율과의 관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통화정책에 대한 시
사점의 순서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국내물가와 환율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입니다.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상당합니다. 원자재의 70% 이상과 중간재의 20% 정도가 수입으
로 조달되는 상황에서 해외물가는 여러 생산 및 유통 과정을 통해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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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비재 수입을 통한 직접
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가 기대를 통한 간접적 영향도 있습
니다. 그런데 글로벌물가 흐름이 수입을 통해 국내물가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 중요한 통로가 되는 가격변수가 바로 환율입니다. 대체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절하)하면 이는 국내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경
향이 있습니다(그림 1). 많은 실증연구에서도 국내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
율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 환율과 인플
레이션의 관계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선진국보다
는 신흥국에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시차도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3.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환율결정이론과 금융시장에서의 적용)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한 이론은 매우 오
랜 역사를 갖고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왔습니
다.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론만 개괄해본다면 경상거래에 따른 외환
수급을 중시하는 경상수지 접근법과 자본거래 흐름에 보다 중점을 두는
자산시장 접근법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상수지 접근법에
서는 경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들을 중심으로 모형이 구성됨에
따라 통화량, 인플레이션 기대, 실질소득 증가율의 격차 등이 환율 결정
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는 반면, 자산시장 접근법에서는 투자 대상 자산의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환율 결정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접근법은 다시 자산간 대체성에 대한 가정에 따라 통
화적

접근방법(monetary

approach)과

포트폴리오

밸런스

접근방법

(portfolio balance approach)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데 상기 이론들을 활
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율결정이론은 정도
의 차이가 있겠으나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어 검증이 필요한 가정이 전제
1) 박영환·박근형(2014), “글로벌 요인의 국내 인플레이션 파급영향 분석”, 조사통계월보 2014.9월;
한국은행(2017),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7.4월
2) Joseph Lupton et al.(2018), "Know thyself: JPM Inflation Forecast Revision Index,"
Morgan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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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환율결정이론들에서 전제되는 주요 가정으
로는 구매력 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이자율 평가설(interest
rate parity), 합리적 기대 가설(rational expectation), 효율적 시장 가
설 등이 있겠습니다. 대개는 특정하게 통제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것으
로 알려진 가설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함에 있어 특정
이론보다는 그동안 여러 실증연구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설명변수들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해 왔습니
다. 최근 20여 년간 실제 외환시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시지표로는
국가 간 성장률 격차 및 금리차,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 각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신용리스크 등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나 유로화 같은 기축통화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경우에는 금리차가 상
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신흥국들의 통화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성장률 격차나 경상수지 흐름이 보다 더 주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3).
(원화환율의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는 지난 1997년말 일중 환율변동제한을 철폐하면
서 선진국형의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system)로 이행했고 이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 또한 비교적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에는 우리나라 원화를 신흥국 통화의 하나로 간주했던 전통적인 관행에서
벗어나는 움직임도 간헐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화
환율을 예측하는데 있어 대체적으로 많이 인용되어 온 거시변수를 선택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상수지
전통적 환율이론에 의하면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가치를 상승시키는 주
요한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도 경상거래를 통한 외환수급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 관심도는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관련된 거래가 많아지

3) Clark et al.(2016) "Emerging Market Capital Flows and US monetary policy", US Fed Board
of Governors; Bevilaqua, J., F. Nechio(2016), "Fed Policy Liftoff and Emerging Markets",
FRB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No. 2016-22; Jahangir Aziz et al. (2018) "EM
capital inflows: it's still about growth," Morgan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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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수지 악화가 단기외채 상승
이나 글로벌 달러 유동성 고갈과 맞물리며 나타나는 복합적 상황에서는 그
영향력이 비선형적으로 급속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원
/달러 환율과 경상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그림 2).
② 내외금리차
자산시장 접근법에서는 국가 간 금리차와 이에 대한 기대를 환율 움직
임에 대한 주요한 설명변수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
거 추이를 살펴보면, 한·미 금리차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
히 제한적입니다(그림 3).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대 중반의
경우 환율과 한·미 금리차의 연관성은 오히려 이론과 상반된 방향으로 진
행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금리차가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려면 금리차를 보고 움직이는 자본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거래가 전체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채권시장
보다 주식시장에서 훨씬 컸기 때문에, 정책금리가 인하될 때 내외금리차
변화로 인해 자금이 유출되기보다는 정책금리 인하를 부양정책에 대한 신
호로 해석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자들로 인해 원화는 오히려 절상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4). 둘째, 해외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채권과 미국
등 선진국 채권 간 투자 대체성이 높지 않아 한·미 금리차 자체가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셋째, 해외금리가 국내금리
보다 높아질 경우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
분 환헤지(FX hedge)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은 중립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금리차가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반
드시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 가지 요인 모두 내외금리차가 환율에 주는 영향을 다
소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
습니다. 특히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채권투자에 대한 환헤지 관행으로 인해 환율에 대한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만약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이는 외환시장의 달러 유동성을 왜곡시키고 환율 변동성을 높이는 불
4) 조정구(2018), "주식자금 유출입, 주가, 환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경제분석 제 2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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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③ 성장 전망
과거 원화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성장관련 지표와의 연관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다만 전통적인 환율이론이나 실증연구에서 즐겨 인용하고 있는
성장잠재력, 생산성, 실질 소득 및 성장률 격차 등과 같은 다소 복합적인
지표들보다 상대적으로 추적이 용이한 세계경제 성장률 지표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이합니다(그림 4).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세계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지표에는 금융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여러 정보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라서 세계경제 성
장률이 상승할 경우 수출과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유입이 늘어나게 되고 이
로 인해 달러 유동성이 개선됩니다. 둘째, 세계경제가 개선된다고 전망될
경우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약화됩니다. 원화는 그간 국제금
융시장에서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용리스크가 있는
상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약화될 때 그 가격이 상승(절상)하는 대표
적인 통화 중 하나입니다 5). 두 가지 요소 모두 원화가치의 움직임을 세계
경기

사이클과

동조화

시킨다는

점에서

원화는

경기순행적

통화

(pro-cyclical currency)로 불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화와 가장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통화는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는 대표적인 경기역행적 통
화(counter-cyclical currency)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높
아질 때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림 5, 6).
종합해 보면 금융시장에서는 원화가치와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반면 내외금리차나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악화되거나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긴축으로 전환되는
특정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윤경수. 김지현(2012),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BOK 경제
리뷰, 한국은행; Robin Koepke, "What Drives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s? A Survey
of the Empirical Literature," IIF Working Paper, 2015; Ahmed and Zlate(2014),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A Brave New World?"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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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와 같은 원화환율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경기진폭의 안정화에는 도움
이 되는 반면 경기변동에 따른 기저물가 흐름에 대한 추정을 복잡하게 만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을 경우에는 원화가치가 상
승하여 국내물가의 오름세를 제한하는 반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
에서는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국내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외건전성이 양호하지 않거나 내외금리차가 우호적
이지 않다면, 글로벌 경기 둔화기 에서의 원화가치 하락은 보다 더 급속도
로 진행될 수 있고 그만큼 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실
제로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절
상으로 물가 오름세가 뚜렷하지 않거나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는데 원화 절
하로 오히려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전환 국면에서의 환율 변동성
확대가 통화정책의 신축적 대응을 제한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에 영
향을 주는 주요한 거시변수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경기 순환과의 연관성
으로 인해 10여년 정도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 하
방 영향력이 상쇄되는 경향이 있지만, 중기적 시계에서의 기저물가 흐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원화의 움직임이 글로
벌 경기 변수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환국면에서의 변동성이 급격하다는
점에서 환율 변동의 어느 정도를 기저물가 흐름으로 고려해야 할지는 여전
히 모호합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원/달러 환율과 실효환율은 모두 완만
한 절상 추세를 보이며 국내물가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실효환율이 지난 20년 평균치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
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을 통해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
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물가에 대한 하방압력은 지난 2년 보다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환경이 워낙 유동적
인 상황이기에 향후 원화가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율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기
저물가 흐름과의 연관성에 대해 보다 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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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비자물가와 수입물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2) 경상수지와 원/달러 환율

주: 경상수지(sa)는 분기중, 환율은 분기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3) 한·미 금리차와 원/달러 환율

주: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F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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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계경제 성장률과 원/달러 환율

주: 성장률(IMF IFS)은 분기중, 환율은 분기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IMF

(그림 5) 세계경제 성장률과 엔/달러 환율

주: 성장률(IMF IFS)은 분기중, 환율은 분기평균 기준
자료: Bloomberg, IMF

(그림 6) 일본·미국 금리차와 엔/달러 환율

주: 월평균 기준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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