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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고용충격의�성별격차와�시사점

연구위원�김준형

1.� 문제제기

� 최근�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환율� 변

동이�무역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이�요구됨.

2/4분기� 이후�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로� 인한�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상승함.

� 통상적으로� 원화가치의� 하락(환율� 상승)은� 국내�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며� 수출�

증가,� 수입� 감소,�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로� 이어질� 것이� 기대되나,� 최근에는� 수출이�

오히려�둔화되고�무역수지는�적자로�전환됨.

� 수출입과�무역수지는�환율뿐�아니라�대내외�경기,�원자재가격�등�다양한�요인에�영향

받으므로,�최근의�환율�변동이�수출입과�무역수지에�기여한�정도를�식별할�필요

� � � 원/달러�환율과�달러�인덱스 � � � 무역수지

� � � � � � � � 자료:�블룸버그;�관세청.

� 본고에서는�최근의�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환율�변동이�수출입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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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파급영향의�결정요인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단기와� 중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가격�경직성이�높아�상품가격�결제통화에�따라�파급영향이�다름.�

� 수출입가격이� 달러로�결제된다면�원화가치� 하락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은� 제한적일�

수�있음(결제통화에�따른�차이는� Box�참조).

� 2021년�기준�전체�상품수출의� 84%와�상품수입의� 81%가�달러화로�결제됨.

╺ 미국을�제외한�국가로의�수출과�수입에서도�각각� 81%,� 79%가�달러화로�결제되고�있음.
�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달러가격이� 경직적임에� 따라,� 원화가치뿐만�

아니라�교역국�통화의�달러�대비�가치도�환율�변동의�파급에�중요한�요인임.

╺ 원/달러�환율의�상승은�원화�기준�수입가격의�상승으로�이어지며�수입수요가�감소하는�반면,�
달러�기준�수출가격은�크게�변하지�않아�대외수요에�대한�영향은�작을�수�있음.

╺ 수출대상국/달러�환율의�상승은�대상국의�입장에서는�자국통화�기준�가격이�상승하면서�한국�
수출품에�대한�수입수요가�감소할�수�있음.

수출�결제통화�비중 수입�결제통화�비중

� � � � � � � � 자료:�한국은행.

�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경직성이� 완화됨에� 따라� 가격설정� 통화의� 중요성은� 줄어들며,�

환율이�수출입에�미치는�영향에�구조적�요인의�중요성이�높아짐.

� 중장기적으로�환율의�가격전가는�생산과정에서의�수입�중간재�비중,�기업의�시장지배력�

등이�주요�결정요인임.

Electronic copy available at: https://ssrn.com/abstract=4319142



환율�변동이�수출입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3

Box.� 결제통화에�따른�환율의�파급경로

� 명목가격이� 상대적으로�경직적인� 단기에서� 환율� 변동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

향은�결제통화에�크게�의존

� 수출입가격이� 생산자� 통화(producer� currency� pricing:� PCP)로� 책정된다면,�

교역대상국�통화�대비�원화가치의�하락은�무역수지�흑자폭을�확대

╺ 원화/수출대상국�통화� 환율이�상승하면�수출대상국�통화�기준�가격이�하락하여�대
외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원화/수입대상국� 통화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원화가격을�

상승시켜�수입수요를�감소시킴.

� 수출입가격이� 구매자� 통화(local� currency� pricing:� LCP)로� 책정된다면,� 교역

대상국�통화�대비�원화가치의�하락에�따른�무역수지�흑자폭�확대는�제약됨.

╺ 원화/교역대상국� 통화� 환율이� 상승하여도� 명목가격이� 소비시장� 통화로� 경직적이기�
때문에�단기적으로�환율이�대내외�수요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임.

� 수출입가격이� 달러(dominant� currency� pricing:� DCP)로� 책정된다면,� 교역대

상국� 통화� 대비� 원화가치� 하락은�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나,� 원/달러�

환율의�상승은�수입�감소로�이어지며�무역수지�흑자폭�확대에�기여함.

╺ 원/달러� 환율이�상승하여도�수출대상국/달러�환율이� 변하지�않는다면�수출에� 대한�
수요는�변하지�않지만,�원화�기준�수입가격은�상승하여�수입수요는�감소함.

╺ 수출대상국/달러� 환율의� 상승은� 대상국� 통화� 기준�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에� 대한�
수요를�감소시킬�수�있음.

� 중장기적으로�기업은�주어진� 환율� 변동에� 대해�가격을� 충분히� 조정할�수� 있으

므로,� 결제통화의�중요성이�점차�축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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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율�변동이�상품�수출입에�미치는�영향

� 본� 절에서는�미시�데이터를�이용한�패널�회귀분석을�통해�환율이�상품�수출입과�무역

수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함.

� 상품수출�물량과�가격,�상품수입�물량과�가격을�종속변수로�설정하여�분석함.

╺ 분석기간은� 2000년� 1/4분기부터� 2021년� 4/4분기까지로�설정하였으며,� 미국을�제외한�국
가는�원/교역국�환율과�교역국/달러�환율을�모두�사용하고,� 미국은�원/달러�환율을�사용함.

╺ 관세청의�국가별,� 상품별(HSK� 10단위)� 수출입�자료를�이용하였으며,� 각�상품의�수출입�중
량을�물량으로,� 달러금액을�중량으로�나눈�수치를�가격으로�사용함.

╺ 환율의�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교역국가와� 상품,� 분기별� 고정효과를�
설명변수에�포함하고�각�분석에서�국가별�생산자물가지수와�산업생산을�통제함.1)

╺ 모든�변수는�전기대비�로그�차분을�이용하고�설명변수의� 1~8차�시차변수를�포함함.
╺ 환율�영향의�식별이�어려운�원자재는�분석에서�제외함.
� 원/교역국� 환율의� 계수는� 원화가치가� 모든� 통화� 대비� 하락한� 영향으로,� 교역국/달러�

환율의�계수는�달러가치가�모든�통화�대비�상승한�영향으로�해석할�수�있음.

� 환율�변동의�단기�영향(1년�누적)과�중기�영향(2년�누적)을�구분하여�분석함.

� 분석� 결과,� 단기에서� 원화가치의� 하락은� 달러� 기준� 수출입금액을� 모두�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작용하였으며,�수출금액보다�수입금액�감소폭이�더�큰�것으로�나타남.

� 수출의� 경우,� 원화가치가� 하락해도� 달러� 기준� 가격은� 1년� 동안� 시차를� 두고� 서서히�

조정됨에�따라�수출물량에�대한�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나타남.

╺ 원화가치가� 1%� 하락하면�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의� 달러� 기준� 수출가격은� 모두�
0.65%�하락하나,� 수출물량은�소폭�증가하는�데�그쳤으며�통계적으로도�유의하지�않음.

� 수입의� 경우,�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품의� 달러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원화�

기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물량이� 축소되면서� 달러� 기준� 수입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나타남.

� 한편,� 원화�기준으로는�환율�상승에�따라�수출입금액이�모두�증가함.

1)� Gita� Gopinath� et� al.,� “Dominant� Currency� Paradigm,”� American� Economic� Review,� 110(3),� 2020,� pp.67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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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에서는�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물량이� 증가하면서�달러� 기준� 수출금액이� 점진적

으로�확대되고,�수입물량은�감소폭이�축소되며� 달러�기준�수입금액의�감소세는�둔화됨.

� 달러� 기준� 수출가격� 하락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수출물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수입가격이�수입물량에�점차�반영되면서�환율�변동의�영향이�축소

�달러가치가�모든�통화�대비�상승하면�단기적으로� 수출입물량이�크게�감소하며�달러�기준�

수출입금액이�모두�감소하였으며,�중기로�갈수록�그�영향은�점차�약화됨.

� 명목가격이�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단기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교역국의� 자국통화�

기준�수입품�가격이�상승하며�수입수요가�크게�감소함.

╺ 달러가치가� 모든� 통화에� 대비해� 1%� 상승하면�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의� 수출물량은�

0.90%�감소하고,�한국의�수입물량은� 0.67%�감소함.

� 중기에서는�가격조정이�점차�반영되며�수출입�모두�물량�감소세가�축소됨.

�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원화가치� 하락은�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그�영향은�중기로�갈수록�강화됨.

� 단기에는� 주로� 수입금액의� 감소를� 통해� 무역수지가� 조정되는� 반면,� 중기에서는� 수출

금액이�증가하며�무역수지에�대한�영향이�강화됨.

╺ 원화가치가� 1%� 하락하면� 평균적으로� 단기에서� 수출금액은� 0.51%,� 수입금액은� 0.74%�
감소하나,� 중기에서는�수출금액이� 0.52%�증가하고,� 수입금액은� 0.26%�감소함.

� 한편,� 단기에서�미국을�제외한�국가로의�수출은�교역국�대비� 달러화�환율이�더� 주요한�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글로벌� 달러화�강세는�수출� 둔화와� 무역수지�적자폭�확

대에�기여함.

� � � � 환율�변동이�수출입�물량�및�가격에�미치는�영향
(%p)

수출물량 수출가격 수입물량 수입가격

단기 중기 단기 중기 단기 중기 단기 중기

미국�

제외�

국가

원/교역국�환율
0.05� 0.96** -0.65*** -0.54*** -0.68*** -0.29 -0.06 0.016

(0.13) (1.80) (-4.33) (-2.62) (-2.59) (-0.85) (-0.70) (0.16)

교역국/달러�환율
-0.90** -0.11 -0.87*** -0.76*** -0.67** -0.30 -0.61*** -0.68***

(-2.20) (-0.19) (-5.25) (-3.54) (-2.29) (-0.74) (-4.30) (-4.61)

미국 원/달러�환율
0.61 1.78** -0.65*** -0.69*** -0.45** 0.15 -0.35** -0.31

(1.07) (2.23) (-5.45) (-3.27) (-1.72) (0.35) (-1.93) (-0.97)

� � 주:� 1)� 가격은�달러�기준임.
2)� 교역금액을�바탕으로�가중평균한�회귀분석이며,� 상위� 1%와�하위� 1%의�이상치를�제거함.
3)� (� � )는� 교역국☓상품과�시간으로� cluster� 표준오차를�이용한� t-값임.�

자료:� 저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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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변동이�수출입물량에�미치는�영향

� � � � � 미국을�제외한�국가와의�교역

원

/

교
역
국� �

환
율

교
역
국

/

달
러

환
율

� � � � � � � 미국과의�교역

원

/

달
러�

환
율

� � � � � � � � � � � � � � � 주:�음영은� 90%�신뢰구간을�의미함.�
� � � � � � � � � � � � � 자료:�저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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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환율� 상승의�무역수지에�대한�영향

� 앞� 절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기� 시작한�올해� 2/4~3/4분기의�

환율�변동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시산하고자�함.

� 올해� 2/4~3/4분기의� 글로벌� 달러화�강세에� 따른� 무역수지�변화를� 추정한� 후,� 원/달러�

환율�변동과�한국을�제외한�국가의�달러�대비�환율�변동�기여도를�구분하여�계산

� 분석�결과,�최근의�글로벌�달러화�강세로�인해�올해� 2/4~3/4분기�무역수지의�적자폭이�

총� 60억달러�확대된�것으로�나타남.

� 원/달러� 환율� 변동은� 올해� 2/4~3/4분기� 무역수지� 적자폭을� 20억달러� 축소하는� 데�

기여한� 반면,� 한국을� 제외한� 국가의� 달러� 대비� 환율� 변동은� 동� 기간� 무역수지� 적자

폭을� 80억달러�확대하는�데�기여한�것으로�분석됨.

� 이� 결과는�원/달러� 환율이�변동하지�않았더라면�무역수지� 적자폭이� 20억달러만큼�더�

확대되었을�것을�의미함.

�최근�글로벌�달러화�강세의� 2년간(2022년� 2/4분기~2024년� 2/4분기)� 무역수지에� 대한�

누적�영향은� 68억달러의�흑자인�것으로�분석됨.

� 원/달러� 환율� 변동은� 2년�동안� 130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를�발생시키는�것으로�분석

되었으며,�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달러� 대비� 환율� 변동은� 2년� 동안에� 62억달러�

무역수지�적자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분석됨.

� � 환율�변동의�무역수지에�대한�영향

� � � � � � � 자료:�저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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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및� 시사점

� 원화가치의�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수입금액이� 감소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수출금액이�

확대되면서�무역수지�적자폭을�축소하는�것으로�분석됨.

국제무역이�주로�달러화로�결제됨에�따라,� 단기적으로는�원화가치�하락이�수출물량에�

미치는�영향은�크지�않은�반면,� 수입가격(원화�기준)의�상승으로�수입물량은�큰�폭으로�

축소되는�것으로�분석됨.

╺ 동일한� 맥락에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의� 수출은� 원화와� 교역국� 통화의� 상대가치보다�
달러화와�교역국�통화의�상대가치가�더�주요하게�작용하는�것으로�분석됨.

� 중기적으로는� 가격이� 점진적으로� 조정되면서�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

향이�점차�확대되는�것으로�나타남.

�최근의�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있으나,�원/달러�

환율�상승이�무역수지�적자를�일부�완화하는�데�기여한�것으로�분석됨.

올해� 2/4~3/4분기의�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전반적인� 교역을� 위축시킨� 가운데,� 동�

기간에�한국의�무역수지�적자를� 60억달러�확대하는�요인으로�작용함.

� 한편,� 원/달러� 환율� 상승은� 동� 기간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20억달러� 완화하는� 데� 기

여한�것으로�분석됨.

╺ 이는� 원자재가격� 상승,� 수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가� 하락하지� 않았을� 경우,�
현�수준보다�더�큰�폭의�무역수지�적자가�발생했을�것임을�시사

�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조정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최근의� 글로벌�

달러화�강세는�향후� 2년�동안�무역수지�적자폭을�총� 68억달러�축소할�것으로�분석됨.

� 환율�변동은�다양한�경로를�통해�경제에�영향을�미칠�수� 있으며,� 본고의�분석�결과는�

환율�변동이�무역수지�불균형을�완화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을�상기함.

� 각국의� 거시경제� 여건에� 부합하는� 통화정책은� 환율� 변동을� 야기하면서� 국가� 간의� 불

균형을�완화하는�기제로�작용할�수�있음.

╺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상대적으로� 경기(고용)가� 양호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미국경
제의�상황과�그에�따른�미국의�통화정책�기조가�반영된�결과임.

╺ 최근의� 원화가치� 하락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무역수지�적자폭을�완화하며�불균형을�완화하는�데에도�기여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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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외환시장이�원활하게�작동하는�한,� 환율이�외환시장의�수급�여건에�맞게�자율

적으로�결정되도록�용인할�필요

�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과� 함께�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취약계층�보호를�위한�정책도�병행할�필요

�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석유류와� 전기,� 가스� 요금� 등� 수입물가에� 밀접

하게�연동된�품목의�가격상승은�취약계층의�부담을�가중할�가능성

� 광범위한� 지원은� 물가상승세를� 억제하는� 정책� 기조와� 상충될� 수� 있는바,�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

� 중장기적으로�환율의�거시경제�안정�효과를�높이기�위해�국제상품�교역에서�원화거래�

활성화를�위한�환경을�조성할�필요

� 국제교역이�대부분�달러화로�결제되는�경우�환율�변동의�수출에�대한� 단기적인�영향이�

미미하여,�무역�불균형�조정이�제한됨.

�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강화와� 금융� 및� 외환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제교역에�

원화�사용이�활성화되기�위한�기반을�마련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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