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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換率流動化 進展과 經濟의 安定性

金 圭 漢*

오래 전부터 환율제도의 선택과 관련하여 換率流動化의 진전이 海外經濟攪亂의
國內波及을 차단시켜줌으로써 실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론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본이동이 크게 제약된 경제
에서는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으로 해외경제교란의 국내파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 해외경제교란의 국내파급 정도는 자
본자유화 정도, 환율의 유동화 정도 그리고 임금과 물가간 연계성에 좌우되므로
실증분석에 의하여 규명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1980년 複數通貨「바스켓」換率制度의 도입 이후 환율
의 유동화가 진전되기 시작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과연 환율유동화의 진전이 국
내실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는가를 실증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환율의 움직임이 경직적이었던 1965년～1979년의 기간과 1980년～1996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벡터」自己構造回歸模型을 이용하여 豫測誤差의 分散分解,
國內外 經濟攪亂의 推定, 그리고 衝擊反應分析을 실시하였다.
국내소득에 대한 각 국내외 경제교란의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에서는 환율의 유동화가 진전된 1980년 이후의 기간이 그 이전의 기간보다 海外
所得과 海外通貨量의 변동 등 해외경제교란의 국내소득에 대한 충격이 적게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환율유동화의 진전이 해외경제교란의 국내파급을 효과
적으로 차단함으로써 198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와 아울러 두 기간중 각 경제교란의 추정치를 비교해보면, 1980년 이후
경제안정성이 증대된 것은 기본적으로 原油價格의 상승에 따른 해외경제교란과
국내경제교란의 크기가 1980년 이후 크게 감소한데다 1980년 이후의 기간중 그
이전의 기간보다 해외소득과 해외통화공급의 변동에 따른 경제교란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유동화가 진전됨으로써 이들의 국내파급을 적절히 차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祥明大學校 助敎授.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이며 세미나에서
도움말을 주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의 김학렬 부부장, 최창규 조사역을 비롯한 세미
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좋은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드린다.

I. 머리말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환율의 가격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환율제도를 변경시켜 왔다.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경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 이전에는 美「달러」貨에 연동시키는 單一變動換率制度
하에서 실질적으로는 경직적으로 환율을 운용하다가 1980년 2월에는 페그
제도의 한 형태인 複數通貨「바스켓 換率制度를 도입하여 환율이 매일 변
동하게 함으로써 환율의 유동화를 도모하였다. 1990년 3월에 이르러 환율
이 일정한 환율변동폭이내에서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市場平均換率制度로 이행하였으며 그 이후 점진적으로 환율변동폭을 확대
시켜왔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로 외환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짐에 따라
환율변동폭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마침내 先進國型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환율의 유동성을 점차 확대시켜온 것은 세계적인 추
세와 일치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이유로는 1980년대에는 실질환율의 유지
를 위하여 명목환율을 빈번하게 변동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1990년대에 들
어와서는 자본자유화가 급진전되는 상황하에서 통화정책의 독자적 운용을
위하여 환율의 가격기능의 제고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환율의 유동성을 증대시켜온 것이 실물
경제에 과연 바람직하였는가 그렇다면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내리는 것은 향후 장기적인 환율운용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일국의 환율정책은 국제
수지균형을 달성시키는 均衡換率水準의 유지라는 중요한 기능이외에 환율
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우
리나라에서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상존하였기 때문에 환율의 적정수준과
관련하여 환율정책을 평가하였을 뿐 환율의 유동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이제까지 꾸준히 추진해왔던 환율
유동성의 확대조치가 經濟安定化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였던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유동화의 진전이 해외로
부터의 經濟攪亂을 차단시킬 수 있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환율유동화의 진전이 해외경제교란을 차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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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은 실증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본자유화가 진전되기
이전에는 환율유동화의 진전이 해외로부터의 경제교란을 차단시킬 수 있었
으나 자본자유화의 진전된 경우에는 국가경제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므로
환율의 유동성 증대가 반드시 해외경제교란을 차단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이
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換率流動化의 진전이 국내외
경제교란을 차단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제3
장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에 따른 환율유동성의 추세와 함께 각
환율제도기간중 몇 가지 경제안정성 지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율유동화 진전과 경제안정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1965
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벡터」自己回歸構造模型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의 환율유동성의 증대가 실물경제의 안정에 기여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
하고자 한다. 제5장 본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政策的 示唆點을 도
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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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換率流動化의 經濟攪亂 遮斷可能性에 관한 論議
一國의 환율유동성 정도는 그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환율제도에 의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환율유동성의 증대여부는 환율제도의 선택문제가 된다.
환율제도선택에 관한 연구는 물가안정,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해외경제교란
의 차단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환율제도선택에 관한 첫 번째 기준으로
서 物價安定(inflation discipline)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어느 환율제도하
에서 물가상승률이 장기적으로 적정수준에 수렴하는가의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경우처럼 주요 交易相對國의 물가
는 안정적이나 該當 國은 높은 물가상승률을 시현하고 있을 때는 페그 환
율제도가 유리하지만 캐나다 등의 경우처럼 해당 국이 물가안정을 유지하
고 있을 때는 오히려 變動換率制度가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의 기
준으로는 巨視經濟政策의 效果(policy effectiveness)로서 어느 환율제도하
에서 거시경제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는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통화정책은 고정환율
제도보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그리고 재정정책은 변동환율제도보다 고정
환율제도하에서 보다 효과가 크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세 번째의 판단
기준으로는 經濟攪亂의 遮斷可能性(insulation)으로서 어느 환율제도가 해외
경제교란을 차단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이중 경제교란의 차단가능성과 관련하여 환율제도의 선택이론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Friedman(1953), Johnson(1970) 등 시장
원리를 重視하는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이 자유롭
게 변동한다면 해외의 경제교란이 차단되어 정책당국은 國際收支이외의 국
내경제목표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도보다 유
리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이동이 없거나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가 큰 경우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해외의 경제교란이 貿易收支의 변동을
통하여 국내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지만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변동에
의하여 貿易收支의 不均衡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므로 해외경제교란을 성공
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본이동이 없
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것으로서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국가경
제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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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해외경제교란의 국내파급이 완전히 차단될 뿐 일반적으로는 완전차
단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Obstfeld(1985)는 변
동환율제도하에서 通貨政策의 中立性을 전제할 경우에 한하여 해외의 통화
교란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Marston(1990)은 一
物一價의 法則과 賃金과 物價의 완전한 連繫(wage indexation)가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國內外 金融資産間 代替性이 완전하다면 변동환율제도하에
서 해외통화교란의 국내파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각 환율제도하에서 해외경제교
란의 국내경제파급의 차단성 여부를 분석한 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Mundell-Fleming(1962, 1963)은 임금과 물가와의 연계성이 없
는 경우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國內通貨攪亂의 파급을 차단할 수 있으나
오히려 國內實物攪亂의 파급을 증폭시키는 반면,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海
外通貨攪亂의 파급을 차단할 수 있으나 海外의 供給攪亂을 포함한 실물교
란의 파급을 오히려 증폭시키게 된다. 구체적으로, 외국의 통화량이 증가
하게 되면 해외수요가 증가하고 國內利子率이 하락하므로 물가상승의 압력
이 존재하게 되며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하락(平價切上)하게 됨으
로써 물가상승의 압력을 상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외국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해외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압력
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환율을 상승(平價切下)시킴으로써 물가상승의 압
력을 증폭시키게 된다. Flood(1979)는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경우에는 환율
변동만으로는 해외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파급효과를 차단하
지 못하기 때문에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해외통화교란의 국내파급을 차단
시키기 어렵다는 이론적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Marston(1982),
Sachs(1980)에 따르면 임금과 물가간 완전한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환율변
동은 산출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환율제도와 변동
환율제도하에서 모두 국내외 경제교란의 차단이 어렵게 된다.
한편,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 Argy(1990)에 따르면 해외경제
교란은 海外物價, 海外所得 그리고 海外利子率을 통하여 국내에 파급되며
국내파급의 차단여부는 환율의 유동화 정도, 자본이동성 그리고 임금과 물
가의 연계성에 좌우된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각각 해외경제교란(지출교
란, 통화교란, 공급교란)이 이들 3 변수의 변동을 통하여 국내에 파급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海外支出攪亂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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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경우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롭다면 임금과 물가간의 연계정도에 관
계없이 국내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어렵다. 海外通貨攪亂이 발생할 경우 임
금과 물가간 연계가 불완전하다면 해외물가와 해외소득의 변동에 한하여
국내파급을 차단할 수 있으며 임금과 물가간 연계가 완전해야 비로소 해외
이자율 변동에 따른 국내파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한편 海外供給攪
亂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외물가와 해외소득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반면, 해외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효과를 차단시키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국가에 있어서 해외경제교란의 국내파급
을 차단시킴에 있어서 어느 환율제도가 유리할 것인가는 그 국가의 資本自
由化 정도, 換率의 流動化 정도 그리고 賃金과 物價間 連繫性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는 전적으로 實證分析에 의하여 규명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요 선진국 경제를 대상으로 해외경제교란의
국내파급을 차단시킴에 있어서 변동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도보다 유리한지
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수의 연구가 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Burbidge
and Harrison(1985)은 캐나다를 대상으로, Genberg, Salemi and
Swoboda(1987)는 스위스를 대상으로, 그리고 Lastrapes and Koray(1990)
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대상으로, 그리고 Hutchison and Walsh(1992)는
일본을 대상으로 각각 고정환율제도의 기간과 변동환율제도의 기간으로 구
분하여 해외경제교란의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해외경제교란의
국내파급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였으며 차단의 정도는 국가마다 큰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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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의 換率流動性 推移와 經濟安定
1. 우리나라의 換率流動性 推移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해방 이후 1964년 5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對美「달러」換率을 일정한 수준에 고정시키는 순수한 의미의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1964년 6월 이후 1980년 2월 複數通貨「바스
켓」換率制度를 채택하기 이전의 기간 중에는 원화를 美「달러」貨에 연동
시키는 單一變動換率制度를 채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장기간 환율을 일
정한 수준에 고정시키다가 필요할 때마다 환율을 급격히 변동시키는 방식
으로 환율을 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64년 이후 간헐적으로 平價切下
를 지속하다가 1974년 이후부터 1980년 1월까지 대미환율을 484원에 고정
시켰다. 1980년 2월에 이르러 SDR「바스켓」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독자「바스켓」을 형성하고 이를 加重平均하여 매일의 환율을 정하는 방식
인 複數通貨「바스켓」換率制度를 도입함으로써 처음으로 환율의 유동화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하에서는 국제수지동
향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환율을 인위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
리하여 1990년 3월에는 市場平均換率制度를 채택하고 환율이 일정한 변동
폭 이내에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시켰다. 외환당국이 허용하는 환율변동폭은 도입초기의
0.4%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다가 1997년 12월 외환시장이 극도로 불
안정하게 됨에 따라 10.0%로 크게 확대시켰으며 同月에 환율변동폭에 대
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先進國型 變動換率制度로 이행하였다.
이와 같이 환율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환율의 유동화가 어느 정도 진전
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1965년 이후부터 각 환율제도를 채택한 기간
으로 나누어 換率의 前月對比 變動率의 平均, 標準偏差 등을 비교해 보았
다. <표 1>의 분석결과를 보면, 1980년대 複數通貨「바스켓」換率制度를
채택한 기간이 그 이전의 기간보다 환율의 前月對比 變動率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두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를 도입하
면서 환율의 유동화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상한 바
와는 달리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의 기간이 市場平均換率制度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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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오히려 환율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율의 유동성
지표로 이용된 월중변동률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의
환율의 일중 빈번한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표 1> 환율의 유동성 추이

1965.1 ～ 1980.1 ～ 1990.3 ～ 1980.1 ～
1979.12
1990.2
1996.12 1996.12
변동률
0.658
0.514
0.600
의 평균 (%) 0.208
변동률
0.582
0.480
0.546
의 표준편차* 0.517

1965.1 ～
1996.12
0.414
0.507

* 환율이 급등한 월(71.7, 74.12, 75.1, 80.1, 80.2)은 분석대상기간에서 제외하였음.

그리하여 이와 같은 환율의 유동성 지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환율
이 매일 변동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의 기
간과 시장평균환율제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루동안 환율의 변동폭과 변동
률, 그리고 환율변동의 추세치를 제거한 후의 월중 표준편차를 구하여 환
율의 유동성 정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표 2>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복수
통화「바스켓」환율제도의 기간보다 평균적으로 시장평균환율제도의 기간
중 대미「달러」환율의 月中 標準偏差가 훨씬 큰 것으로 보아 시장평균환
율제도의 도입 이후 환율의 유동성이 크게 증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1) 한편, 시장평균환율제도의 채택 이후 환율변동허용폭을 점차 확대하
면서 日中變動幅, 日中變動率, 월중 표준편차가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며 이는 환율변동폭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킴에 따라 환율의 유동화가 점
차로 진전되어왔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환율제
도를 고정환율제도에서 점진적으로 변동환율제도로 변경시켜가면서 환율의
유동화가 점차 진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 시장평균환율제도의 도입 이후 표준편차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초반에는 오히려 복수
통화「바스켓」환율제도의 기간보다 작게 나온 것은 1990년 초반 대규모 자본유입에 따른
환율의 불안정화를 방지하고자 실시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외환시장개입에 연유된 것이
며 1994. 11 이후에는 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시키고자 외환시장개입을 자제함으로써 환
율의 월중 표준편차가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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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80년대 이후 환율의 유동성 비교

복수통화「
시장평균환율제도하
바스켓」환
율제도하 평균 90.3～12 91
92
93
94 95 96
(80.3～90.2)
일중변동폭 1.196 0.751 0.975 0.877 0.895 0.991 1.856 2.030
(평균,원)
일중변동률 0.154 0.106 0.133 0.112 0.112 0.123 0.241 0.252
표준편차* 1.371 1.704 1.377 1.446 1.416 1.255 1.121 2.956 2.569
* 추세치를 제거한 일중환율의 월중 표준편차의 평균

2. 우리나라 換率制度의 變遷과 經濟의 安定性
본 절에서는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과 경
제안정과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대상기간을
환율제도의 변천에 따라 固定換率制度의 기간(1965:1 ～ 1979:4), 複數通貨
「바스켓」換率制度의 기간(1980:1 ～ 1990:2), 그리고 市場平均換率制度의
기간(1990:2 ～ 1996:4)의 3 기간으로 구분하고 경제안정성의 지표로서 物
價上昇率, 經濟成長率 그리고 生産增加率의 平均과 分散을 비교․분석하였
다.2)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 그리고 생
산증가율은 제조업 생산지수의 前年同期對比 增加率을 각각 해당자료로 사
용하였으며 이들 시계열의 不安定性(nonstationarity)을 고려하여 水準變數
와 1次 差分變數를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산증가율의 水準과
差分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환율을 경직적으로 운용하였던 1970년대보다
는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를 채택하였던 1980년대에, 그리고 1980년
대보다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채택한 1990년대에 작게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시장평균환율제도의 채택 이후 이들 경제안정성의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 참조>). 이는 환율제도의 변경으로 환
2) 물론 환율의 유동성과 경제안정과의 관련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환율제도의 변천
이외에 국내 및 해외경제교란의 크기, 해외경제교란중 실물적 교란과 통화적 교란의 상대
적 크기, 자본자유화의 정도 등 일국의 경제안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 장에서 별도의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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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유동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경제의 안정성도 더불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3) . 다음 장에서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의하여 규명해야
하겠으나 이와 같은 단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환율유동화의 진전이 경제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표 3> 국내실문부문의 안정성 비교

평균
물가 수준 표준편차
상승률 1차 평 균
(CPI) 차분 표준편차
평균
경제 수준 표준편차
성장률 1차 평 균
(GDP) 차분 표준편차
생산 수준 평 균
표준편차
증가율
평균
1차
(제조업
생산지수) 차분 표준편차

(단위: %)

65:1-79:4 80:1-90:1 90:2-96:4 80:1-96:6 65:1-96:4
13.99
7.95
6.34
7.30
10.49
6.14
8.45
1.89
6.65
7.21
0.20
-0.49
-0.10
-0.33 -0.08
3.87
2.10
0.85
1.71
2.94
9.62
8.25
7.68
8.02
8.78
4.84
4.58
2.08
3.76
4.37
-0.16
0.29
-0.15
0.11
-0.02
5.83
3.87
1.52
3.13
4.59
50.70
10.90
8.66
10.00
15.08
9.31
7.53
3.83
6.36
9.52
-0.17
0.29
0.12
0.22
0.04
5.61
4.90
4.57
4.73
5.15

3)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물경제가 크게 안정화된 이유로는 단지 환율
의 유동화를 진전시킨 환율제도의 변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정부가 경제정책의 목표
를 고성장에서 경제안정화로 전환시킨 것, 금융자율화와 자본자유화의 진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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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換率流動性의 增大가 經濟安定에 미친 影響 分析
앞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환율의 유동성이 점차 증대되어 왔으며 이는 실물경제의 안정화와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과연
환율의 유동성 증대가 실물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였는가를 실증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환율유동성이
크게 증대된 1980년대 이후의 기간중 그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실물경제가
상당히 안정된 사실이 환율유동화의 증대로 해외경제교란의 국내파급효과
를 적절히 차단할 수 있었음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외 경제교란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감소했음에 연유했는지를 체계적이고 세밀한 計量分析
技法을 활용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만약 1980년 이후의 기간중
국내외 경제교란이 그 이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면 환율유동화의 진
전이 경제안정화에 반드시 기여했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본 장에서는 분석대상기간을 대체로 환율을 경직적
으로 운용하였던 1965년부터 1979년까지의 單一變動換率制度의 기간과 환
율이 매일 변동하기 시작한 1980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 - 複數通貨 바
스켓 換率制度의 기간부터 1990.3 이후의 市場平均換率制度의 기간 -으로
나누어 각 기간중 국내외 경제교란이 국내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함과 아울러 국내외 경제교란의 크기를 추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4)
이와 같은 실증분석은 국내소득(KGDP), 국제석유가격(OPQ), 해외소득
(UGDP) 및 해외통화량(UM)의 4변수로 구성된 「벡터」自己回歸構造模型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이용하여 豫測誤差의 分散分解,
衝擊反應分析을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5)
4) 1980년대 이후의 기간을 1980년대의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의 기간과 시장평균환율
제도가 도입된 1990년대 이후 기간으로 구분하지 못한 이유는 1990년 이후 분석대상기간
이 짧아 안정적인 실증분석결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5)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환율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내외 경제교란이
국내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면에서 변화가 있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어
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실물 및 통화교란을 대표하는 4개의 경제변수를「벡터」
자기회귀구조모형의 변수로 사용함과 아울러 환율제도의 변경에 따라 분석대상기간을 나
누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물론, 국내외 경제교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선택한
변수이외에 국내외 이자율, 국내통화량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환율의 경우에는 환율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변수로서 고려하지 않았다.
- 10 -

가. 使用資料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와 자료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국
내경제교란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국내소득을, 해외의 실물적 교란을 나타
내는 변수로는 해외소득과 국제석유가격을, 그리고 해외의 통화교란을 나
타내는 변수로는 해외통화량을 각각 사용하였다6).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분기자료로서 季節調整 후 사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 4>
와 같다. 사용자료중 해외소득과 해외통화량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과 통
화량(M1)을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의 환율이 美「달러」貨에 대한 교환비율
로 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느 국가보다도 미국의 거시경제변
화가 우리 경제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이 至大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
다.
<표 4>
사용자료내역
변 수 명
사용 자료
국내소득(KGDP)
실질 GDP(‘90년 기준 불변가격, 10억원)
국제석유가격(OPQ) 배럴당 가격(US$)
해외소득(UGDP)
미국의 실질 GDP(‘90년 기준 불변가격, 10억 US$
)
해외통화량(UM)
미국의 통화량 M1( 10억 US$)

나. SVAR의 일반모형
「벡터」自己回歸構造模型(SVAR)이란 Bernanke(1986), Blanchard &
Watson(1986), Blanchard and Quah(1989) 등이 개발한 것으로서 경제이론
에 근거하여 구조적 제약조건을 부과하는 VAR모형이다. 이는 Sims(1980)
가 개발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VAR모형(standard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이 構造模型(structure equation)의 縮約式으로서 경
6) 우리나라의 해외경제교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해외이자율, 엔「달러」환율 등 다른 변수
를 고려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실물교란으로는 원유가격, 해외소득, 그리고 통화교란으
로서는 해외통화량이 가장 원천적 교란이라는 판단하에 사용하였으며 Hutchison &
Walsh(1992)도 본고와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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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변수간에는 回歸的인 관계(recursive structure)가 있다는 恣意的인 제약
을 두기 때문에 이론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게 됨에 따라 개발되었다.
구조적인 제약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는 변수간에 동시적으로 구조적
관계를 부과하는 방법(Bernanke(1986), Blanchard & Waston(1986), Walsh(1987))
과 변수간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長期效果를 제약조건으로 부과하는 방법
(Blanchard & Quah(1989))이 있다.
「벡터」自己回歸構造模型의 일반형태는 다음과 같은 구조방정식의 係
數를 추정하는 것이다.
B 0 X t = B 1 X t - 1 + B 2X t - 2 + ⋅⋅⋅ + B kX t - k + ε t

(1)

여기서, Xt 는 p x 1인 內生變數의 「벡터」, Bi 는 t-i기의 p x p 係數
行列, 그리고 p x 1의 「벡터」인 εt 는 구조모형의 殘差項으로서 自己相
關이 없는 白色誤差「벡터」이며 각 내생변수의 경제교란을 나타낸다. 예
를 들어 내생변수중의 하나가 원유가격일 경우 εt의 해당요소는 원유가격
의 교란을 나타낸다.
식 (1)의 양변에 B0-1을 곱하면 縮約型(reduced form)의 VAR 모형 식
(2)가 도출되며 그 母體가 되는 動態的 構造模型과는 아래 식 (2)의 관련성
을 갖는다.
X t = C 1 X t - 1 + C 2X t - 2 + ⋅⋅⋅ + μ t

(2)

여기서 C1 = B0-1B1, ․․․ , Ck = B0-1Bk 그리고 B0-1εt = μt 의 관
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축약형 방정식의 추정을 통
하여 構造方程式의 係數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방정식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p x (p-1)/2 개의 未知數에 대한 제약조건이 필요한데
이는 구조방정식에서의 미지수의 수가 축약형 방정식의 추정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수보다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7)
7) 구조방정식에서 구해야 할 값은 B1 ,․․․, Bk 행렬의 요소로 pxpxk개의 계수값과 B0 행
렬에서 px(p-1)개의 값, 그리고 εt 의 분산․공분산 행렬로 p 개의 미지수가 있다. 반면
에 축약형의 추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값은 A1 ,․․․, Ak 행렬의 요소로 pxpxk개의 계
수값과 μt의 분산․공분산 행렬에서 p(p+1)/2개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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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移動平均(moving average)形態의 구조식과 축약식을 이용하여
SVAR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조식 (1)을 移動平均形態로
변형하면 식(3)이 된다.
(3)

X t = A ( L )ε t

여기서 A(L) = A0 + A1L + A2L2 + ․․․ 은 時差變形因子(lag
operator) L의 pxp 多項行列로서 A(L)=(Β0 - Β(L)L)-1 이다. 또한 축약
식 (2)를 移動平均形態로 변형하면 식 (4)가 된다.
(4)

X t = D ( L )μ t

여기서 D(L) = (I - C(L)L)-1이 된다. 구조식 (3)과 축약식 (4)와의 관
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식(4)를 아래식 (5)로 변형하고 식 (4)와 비교하면
구조식과 축약식간 관계식인 식 (6)을 도출하게 된다.
(5)
(6)

X t = ( A ( L )A (0) - 1 )( A(0)ε t) = D( L )μ t

D(L) = A(L)A(0)-1,

μt

= A(0)εt

실제로 구조방정식을 추정하기 위하여는 식(6)으로부터 산출된 2개의
식 (7)이 이용된다.
D(1) = A(1)A(0)-1
A(0)-1Σ A(0)-1' = Σ
μ

(7)

ε

여기서 A(1) 과 D(1)은 각각 구조식 (3)과 축약식 (4)에서 衝擊反應函數
로부터 구해지는 長期效果係數의 行列이며 Σ 와 Σ 는 각각 구조식 및
축약식 殘差의 分散․共分散 행렬이다.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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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다. 推定過程
본고에서는 국내소득(KGDP), 국제석유가격(OPQ), 해외소득(UGDP) 및
해외의 통화량(UM) 4변수 사이에는 동시적으로 이론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변수간 동시적 구조관계를 부과하는 방법보다는 변수간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장기효과를 制約條件으로 부과하는 방법을 이용하였
다.
우선, VAR 모형의 설정을 위하여 분석대상 기간별로 사용자료의 시계
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계열의 正常性(stationarity)여부를 검정하기 위
하여 水準變數와 一次 差分變數 모두에 대하여 ADF 검정방법과
Phillips-Perron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單位根 檢定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
과에 따르면 국내소득(KGDP)의 경우만 검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초래되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 것을 제외하고는 4변수 모두 대체로 單位
根을 갖는 非正常(nonstationary) 시계열이라 판단하였다. (<표 5>참조)
다음으로, 4 변수가 모두 非正常 시계열로 판단됨에 따라 이들 변수간
장기적인 균형관계의 존재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共積分檢定을 실시하였
다. 변수간 공적분관계의 검정은 ADF 검정방법과 Johansen 공적분 기법
을 사용하였으며 두 방법의 검정결과에 의하여 4 변수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8)

8) ADF 검정은 국내소득을 종속변수로 두고 실시하였으며 두 기간 모두 4변수간 공적관계가
없음을 1 %의 유의수준하에서 기각할 수 없었다. 한편 Johansen 공적분 검정의 경우 두
분석기간중 모두 4변수간 공적분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하에서 기각하고
는 있으나 공적분 추정식이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부호와 반대의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4변수간 공적분 관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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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수준)

단위근 검정결과

(1차 차분)

주:5%의검정통계량에
따르면
상수항과
추세를 포함하고 표본의 크기가 50(100)개인 경우
유의수준하에서
임계치는
-3.50(-3.45)임.

이상의 시계열 분석결과 - 4변수 모두 단위근을 갖고 있으나 변수간에
는 공적분관계는 없다 - 를 토대로 모든 변수를 一次差分하여 이래와 같
은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B(0)△X t = Β( L ) △X t - 1 +

εt

(8)

식 (8)을 Wold 정리(Wold representative theorem)에 의하여 이동평균
(moving average)형태로 나타내면 식 (9)가 된다.
ΔX t

(9)

= A ( L )ε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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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L) = A0 + A1L + A2L2 + ․․․ 은 時差變形因子(lag
operator) L의 4x4의 多項行列로서 A(L) = (Β(0) - Β(L)L)-1 이다. A(0)
는 對角要素가 1이라 가정한다. 그리고 구조모형 잔차항의 分散․共分散
行列 E ' = Σ 는 對角行列로서 PP' = Σ 로 표시할 때 대각요소인 P는
구조모형의 잔차항「벡터」ε 요소의 標準偏差가 된다.
본 논문에서 「벡터」자기회귀구조모형을 이용하는 목적은 경제교란의
크기(ε의 표준편차)를 추정하고 경제교란ε에 대한 내생변수의 반응정도
(impulse response) 즉 A1, A2, ․․․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는 구조모형의 축약형인 VAR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자료가 갖고 있는 정
보를 이용해야 한다.
축약형 VAR 모형의 最適時差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분석기간을 대상으
로 LR test(loglikelihood ratio test)를 실시한 결과, 두 기간 모두 1년(4분
기)의 시차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기에 식 (10)의 VAR 모형을 설
정하였다.
εε

ΔX t

ε

ε

(10)

= C ( L )ΔX t - 1 + μ t

여기서 C(L) = C(1) + C(2)L + C(3)L2 + C(4)L3 이다. 이 축약형의
VAR 모형을 移動平均形態로 나타내면 식 (11)이 된다.
ΔX t

(11)

= D ( L )μ t

여기서 D(L) = (I - C(L)L)-1이 된다. 축약형인 VAR의 추정을 통하여
구조식 잔차항의 分散․共分散行列을 추정하기 위하여는 A(0)를 구해야 하
며 구조식 (10)과 VAR 모형식 (11)에서 도출되는 다음의 聯立方程式 (12)
를 풀어야 한다.
D(1)A(0) = A(1)
D(1)Σ D(1)'=A(1)Σ A(1)'
μ

(12)

ε

여기서 D(1)은 축약형 VAR에서 衝擊反應函數의 추정을 통하여 구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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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경제교란의 장기효과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A(1)은 구조모형에서 각
경제교란의 장기효과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식 (12)는 미지수가 32개(A(0)
가 12개, A(1)이 16개, Σ 가 4개) 이나 추정가능한 수는 26개(D(1)이 16
개, Σ 이 10개)에 불과하므로 해를 갖기 위해서는 6개의 추가적인 制約條
件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構造模型 誤差項의 識別(identification) - A(0)
를 구하기 -을 위하여는 장단기 효과(A(0) 또는 A(1))에 대한 6개의 제약
조건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경제이론과
현실성 있는 가정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장기효과에 대한 6개의 제약조
건9)을 부과하였다.
(i) 국제석유가격은 미국의 국내소득, 미국의 통화량 및 국내소득에 장기
적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a12(1) = 0, a13(1) = 0, a14(1) = 0
(ii) 通貨의 中立性(money neutrality) 理論을 토대로 볼 때 미국의 통화
량은 미국의 소득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a23(1) = 0
(iii) 국내소득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24(1) =
0
(iv) 국내소득은 미국의 통화량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34(1) = 0
이와 같은 장기효과에 대한 제약조건을 포함하여 구조식의 장기효과의
계수행렬 A(1)을 기술하면 식 (13)과 같다.
ε

μ

A (1) =














a 11 (1)

0

a 21 (1) a 22 (1)

0
0

a 31 (1) a 32 (1) a 33 (1)
a 41 (1) a 41 (1) a 43 (1)

0




0 


0 


a 44 (1)

(13)

A(1)이 下方三角行列(lower triangular matrix)이므로 구조식과 축약식과
의 관계식인 연립방정식 (12)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어렵지 않게 풀어
구조식의 추정을 할 수 있다. 식 (12)의 두 번째 식에서 VAR 모형으로부
터 衝擊反應函數를 구하여 D(1)을 추정하고 분산․공분산 행렬 Σ 을 구
μ

9) 미국의 통화량 변동이 미국의 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
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것은 대국인 미국의 통화량 변동은 해외이자율 등의 변동을
야기시킴으로써 국내소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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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對稱行列(symmetric matrix)인 D(1)Σ D(1)'를 구한다. A(1)이 하방
삼각행렬(lower triangular matrix)이므로 D(1)Σ D(1)'을 Choleski
decomposition 하게 되면 아래식 (14)에 의하여 A(1)P를 구하게 된다.
μ

μ

D(1)Σ D(1)'=A(1)Σ A(1)' = A(1)PP'A(1)
μ

ε

(14)

다음으로, 식 (12)의 첫 번째 식으로부터 구한 다음 식 (15)에 의하여 A(0)P
를 구하게 된다.
A(0)P = D(1)-1A(1)P
(15)
한편, A(0)P행렬의 대각선에 위치하는 요소는 구조모형 잔차항의 표준편차
가 되므로 A(0)P 행렬로부터 A(0)와 구조모형 잔차항의 표준편차 P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
3. 推定結果
우선 환율의 움직임이 경직적이었던 1965년～1979년의 기간과 환율의 유동
화가 진전된 1980년 ～ 1996년의 두 기간중 國內經濟攪亂과 海外經濟攪亂이
국내소득의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두 기간을 대상으로
豫測誤差의 分散分解를 실시하였다. <표 6>의 豫測誤差의 分散分解결과에 따
르면 종합적으로 볼 때 1980년 이후의 기간이 그 이전의 기간보다 단기와 장
기에 있어서 모두 국내소득의 변동에 대한 해외경제교란의 기여도가 다소 상
승하여 국내소득변동중 국내경제교란에 의한 설명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두 기간중 국내소득의 변동에 대한 해외경제교란의 설명력을 세부
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980년 이전의 기간에는 미국의 통화공급, 원유가격,
미국의 소득의 순으로 국내소득의 변동을 설명한 반면, 1980년 이후에는 미국
의 소득변동에 따른 경제교란의 설명력이 그 이전 기간보다 4배 정도 크게 증
가한 반면, 석유가격과 미국의 통화량 변동에 따른 경제교란의 설명력은 크게
하락함으로써 미국의 소득, 미국의 통화공급 , 원유가격의 순으로 국내소득 변
동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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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내총생산에 대한 예측오차 분산분해

단위:%

분기후 65-79OIL80-96 65-79USGDP80-96 65-79UM80-96 65-79KGDP80-96
1
2
1
1
1
8
5
89
93
5
6
4
4
19
12
6
78
71
10
7
4
5
20
11
6
77
70
15
7
4
5
20
11
6
77
70
20
7
4
5
20
11
6
77
70
30
7
4
5
20
11
6
77
70
40
7
4
5
20
11
6
77
70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豫測誤差의 分散分解 결과 - 환율의
유동화가 진전된 1980년 이후의 기간 중에 환율이 경직적으로 변동하였던 그
이전의 기간보다 오히려 국내소득변동에 대한 해외경제교란의 기여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 - 만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이후 환율의
유동화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경제교란이 국내경제에 파급되는 효과
를 적절히 차단시키지 못했다고 판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표 7>의 두
기간중 경제교란의 크기 즉 구조식 잔차항의 표준편차 추정치를 비교해 볼 때,
1980년 이후의 기간중 그 이전의 기간보다 국내경제교란이 크게 감소하고 반
면에 해외경제교란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1980년 이후에 국내소득변동
에 대한 해외경제교란의 설명력을 감소시킨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로 두 기간중 해외경제교란의 크기를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원유가격변동
에 따른 경제교란은 1980년 이후 半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의 통화공급변
동으로 인한 경제교란의 크기는 1980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리고 미국
의 소득변동에 따른 경제교란은 1980년 이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 참조>. 이와 같은 豫測誤差의 分散分解결과는 환율의 유동화가 진전된
1980년대 이후의 기간이 그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해외경제교란이 국내소득의
변동을 설명하는 기여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교란
OIL
USGDP
UM
KGDP

<표 7> 구조식 잔차항의 표준편차 추정
1965-1979(A)
0.1593
0.00548
0.00279
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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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6(B)
0.0783
0.00610
0.00491
0.0143

B/A
0.49
1.11
1.76
0.57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이후 환율유동화의 진전이 해외경제교란
의 국내파급을 적절히 차단시켰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두 기간을 대상으로
별도로 각 경제교란이 국내GDP에 미치는 衝擊反應分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두 기간중 국내총생산에 대한 각 경제교란의 충격반응정도를 비
교하기 위하여 각 경제교란의 한 단위 증가에 대한 국내총생산 반응의 累積値
를 구하였다. 이처럼 충격반응분석시 각 경제교란의 표준편차 크기의 증가대
신 한 단위의 증가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이유는 두 기간중 각 경제교란에 대
한 충격반응을 비교하려면 동일한 크기의 충격을 주어야하나 <표 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두 기간중 각 경제교란의 표준편차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衝擊反應分析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해외로부터의 경제교란이 국내총생
산에 파급되는 효과는 환율이 경직적으로 변동하였던 1980년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환율의 유동화가 진전된 1980년 이후의 기간에 크게 감소한 반면, 국내
의 경제교란이 국내총생산에 파급되는 효과는 1980년 이전의 기간보다 그 이
후의 기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록 1>의 累積衝擊反
應結果를 토대로 두 기간중 각 경제교란이 국내총생산에 파급되는 효과를 비
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원유가격의 상승은 두 기간 모두 장기적으로 국
내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그 크기는 1980년 이후의 기간이 그
이전보다 다소 작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유동화의 진전으로
원유가격변동의 국내파급효과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음울 의미한다. 미국소
득의 증대는 두 기간중 모두 장기적으로 국내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환율의 유동화가 진전된 1980년 이후의 기간중에는 그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월등히 국내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통화량 공급증대는 1980년 이전에는 국내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1980년 이후에는 국내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두 기간중 미국의 통화량 증대가 국내소득에 미친 효과의 방향은
다르나 효과의 크기에 있어서는 1980년 이후의 기간이 그 이전보다 훨씬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국내경제교란은 해외경제교란과는 달리 1980년
이후의 기간중에 그 이전의 기간보다 국내소득에 미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충격반응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이후
환율의 유동화가 크게 진전된 것이 특히 海外所得과 海外通貨量의 변동 등 해
외경제교란이 국내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를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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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이와 아울러 국내소득에 대한 각 경제교란의 충격반응결과와 함께 경
제교란의 크기를 두 기간 비교해 볼 때, 앞장의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밝힌 사
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유동화가 진전되었던 1980년 이후의 기간이 그 이전
의 환율이 경직적으로 변동하였던 기간에 비하여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증대
된 사실 -의 주요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1980년 이후 우
리 경제가 그 이전의 기간보다 실물경제의 안정성이 증대한 중요한 이유는 기
본적으로 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해외경제교란과 국내경제교란의 크기가
1980년 이후 크게 감소한데다 1980년 이후의 기간중 그 이전의 기간보다 미국
소득과 통화공급의 변동에 따른 경제교란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유동
화가 진전됨으로써 이들의 국내파급을 적절히 차단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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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본고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이후 환율제도의 변경으
로 인한 환율유동화의 진전이 실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한 바가 있음을 밝혔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와 輸入自由化, 資本自由
化 등 대외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경제교란은 줄어든 대신 해외경제교란
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격반응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율의 유동화가 시작된 1980년 이후의 기간중에는 환율이 경직적으로 운영
되었던 그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경제교란의 국내파급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환율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향후 債券市場의 開放 등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경제교란이 더욱 증대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환율
변동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여 先進國型 變動換率制度로 이행함으로써 환율의
유동성을 크게 증대시키게 될 최근의 조치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가 보다 안
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환율의 유동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自由變動換率制度는 경
제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환율의 균형수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괴리형상, 환
율의 극심한 변동으로 인한 換危險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하여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율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과 함께 자유변
동환율제도의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새로운 환율제도의 모색이 활발히 행
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
던 국가들도 나름대로 환율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환율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자유변동환율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固定換率制度의 復活, 複數換率制度, 目
標換率帶 運營方式 등 새로운 환율제도가 모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향
후 자본자유화가 급진전하면서 通貨政策의 獨自的 運營이 더욱 어려워지고 또
한 해외로부터의 경제교란이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율은 경상
수지 등 실물경제의 동향과는 무관한 단기자본의 이동에 민감하게 움직일 가
능성이 크므로 환율이 균형수준에서 크게 이탈하거나 불안정하게 변동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해외경제교란의 국내파급
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환율의 가격기능을 최대한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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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불균형수준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환율
조정을 실시하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환율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자동적으로 均衡換率로 복귀시키는 調整可能한 變動換率制度,
Band-Basket-Crawling(BBC) 등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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