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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국제국 국제연구팀 윤경수 과장, 엄상민 조사역과 자본이동분석팀 이종현 과장이 집필하 음.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한 국가의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은 증 되고 수입

은감소하여해당국가의GDP가개선되기때문에전통적으로환율상승은해당국가경제에

항상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하 다. 그런데 환율상승이 실질구매력 감소, 기업비용 상승

등을통해자국의소비와투자를위축시킬수있다는연구결과도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고는 먼저 국산-수입 2재화 모형을 설정하여 환율상승이 소비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체효과와 소득효과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하 다. 그리고 국

민계정 통계와 투입산출표를 연계하여 소비 및 투자를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한 자료를

새로이구축한후소비및투자의실증분석모형을각각설정하고추정하 다.

이론적∙실증적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상승은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요인은 수입재 가격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악화, 즉 소득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산과 수입산 간 체탄력성이 낮아 환율상승으로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국산으로의 체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

라는 소비 및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에 힘입어 환율상승이 GDP 증 로 이어지

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환율상승은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

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소비위축은 수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유통구조 개선 등 미시적 접근방법을 통한 가격안정, 고용창

출 등 가계의 실질소득 증 정책이 유용할 것이다. 투자의 경우는 내수위축과 수입재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수 중소기업에 주안점을 둔 지원정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수입재화와 국산재화 간의 체탄력성을 높이는 산

업정책을 통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국산 소비 및 투자의 변화 폭이 축소되도록 유도하여야

할것이다.



30 MONTHLY BULLETIN

Ⅰ. 머리말

한 국가의 환율이 상승(자국 통화가치의 하락 또는 환율절하)하는 경우 자국 제품의 가

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은 증 되고 수입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순수출의

증 는 결국 해당 국가의 GDP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환율상승은 신흥국 경제에 항상 긍정

적이라는 인식이 강하 다.1) 그런데 환율상승이 순수출 증 에도 불구하고 실질구매력 감

소, 기업비용 상승 등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실질생산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2)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90~2011년 기간 중 원/달러환율

증가율과 소비 및 투자 증가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3) 이는 우리나라에

서도 환율상승이 소비 및 투자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환율상승이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산-

수입 2재화 모형과 소비 및 투자를 설명하는 실증분석 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환율

효과를 소득효과 및 체효과로 분해하는 시도를 국내연구로는 처음으로 수행하 다. 이

를 위해 국민계정 통계와 투입산출표를 연계하여 소비 및 투자를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

한 자료를 구축하 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수입제품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국산제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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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 연구

2. 국산-수입 2재화 모형을 이용한 환율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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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방법과 자료

2. 추정결과

Ⅳ. 맺음말

1)  본고에서 GDP, 소비, 투자, 수출 등 분석 상 거시경제변수는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실질(2005년 가격 기준)변수

이다.

2)  Krugman and Taylor(1978), Kandil(2008), 김희식(2003), 장동구∙최 준(2005), 윤재형(2009) 등이 있다.

3)  원/달러환율 증가율과의 상관계수는 소비(민간소비) -0.69, 투자(=총고정자본형성-건설투자) -0.79이다. 보다 자세

한 내용은 다음 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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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체효과는 작아 실질구매력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산 및 수

입산 간의 체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율상승이 주로 실질구매력 감소 경로를 통

해 소비 및 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Ⅱ장에서는 환율과 소비 및 투자의 관계에 한 선행연구와

국산-수입 2재화 모형을 이용한 환율상승 효과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환율과

소비 및 투자 간의 관계를 개관하 다. Ⅲ장에서는 소비 및 투자의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

하고 추정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율상승의 체효과 및 소득효과를 시산하 다. 마

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II. 환율과 소비 및 투자와의 관계

1. 선행 연구

환율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 및 투자, 즉 내수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수

부진을 환율상승과 연계하여 설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4) 먼저 환율상승이 해당

국가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로에 한 연구들이 있는데 환율상승이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반면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면 해당 국가의 내수는 위축된다고 할 수 있다. 

Hirschman(1949) 및 Cooper(1971)5)와 Diaz-Alejandro(1963)6)가 개발도상국에서

4)  이외에도 환율상승시 내수부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내외 환경변화나 산업연관관계 약화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장동구∙최 준(2005)은 이를 경제구조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여 환율접근 방식과 구분하 다. 예

를 들면 최용재(2008)는 2000년 이후 수입자본재 비중 증가, 중소기업 수출증가 약화, 소재 및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정보통신기술(ICT)제품의 수출비중 증가 등이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켜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이 초래된다고 분석하 다.

5)  Hirschman(1949)과 Cooper(1971)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절하되면 실질국민소득이 감소하

여 총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하 다. 

6)  Diaz-Alejandro(1963)는 교역재(Foreign goods(=importables+exportables))와 비교역재(Home goods), 자본가

(capitalists)와 노동자(wage earners)를 구분한 모형을 통해 소규모 중진국(semi-industrialized country)에서 환

율절하가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반면 국내생산은 위축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 다. 구체적으로 환율절하는 수출 및

수입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이윤은 증 시키는 반면 교역재 가격을 상승시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효과(redistributive effect)가 있는데, 이윤의 한계저축성향이 임금의 한계저축성향보다 높아 비교역재 생산은 감소

하고 무역수지는 개선된다. 이를 위한 주요 가정은 임금이 경직적이고, 교역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교역재 수요 변화

(cross-elasticity)가 작아야 하며, 교역재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유휴 자원이 많지 않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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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외에도 Meade(1951)는 마샬러너(Marshall-Lerner)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환율절하는 무역수지를 개선시

키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 다.

8)  임금이 단기적으로 경직적(rigid)임을 가정하고 있다.

9)  이외에도 Krugman and Taylor(1978)는 수입에 한 지급규모가 수출로 인한 수입보다 큰 무역적자 상태에서는

환율절하가 소득감소를 통해 총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 다.

10)  이 부분은 Lizondo and Montiel(1989)을 참조하 다. Lizondo and Montiel(1989)은 기존 문헌에서 언급된 환율

절하의 경기위축 가능 경로를 종합∙정리하면서 환율절하의 실질생산에 한 순효과의 방향성에 해서는 유보적

인 견해를 제시하 다

11)  따라서 환율절하가 해당 국가의 실질소득을 증 시킨다는 논리는 순수출(=수출-수입) 증 로 인한 체효과에 주로

기반하고 있으며,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는 주로 소득효과 혹은 소득재분배 효과에 기반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12)  Wijnbergen(1986)은 전형적인 중진국(semi-industrialized country)은 제조업 중간투입재를 량으로 수입하나

이를 국산재로 쉽게 체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환율절하에 따른 비용상승 효과가 상 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산재

수출 증 효과를 능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동 설명은 Kandil(2008)을 참조하 다.

13)  이외에도 환율 변화가 화폐수요의 변화를 통해 실질생산과 물가에 미치는 경로도 함께 설명하 다. 예를 들면 예상

치 못한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은 향후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 심리를 높여 자국 화폐수요를 증 시키

고 이는 이자율 상승을 통해 총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14)  또한 Kandil(2008)은 실질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은 하락하지 않으면서 역시 실질생산이 축소된다고 하

다. 그 이유는 실질환율이 상승하면 공급측면에서의 생산비용 상승효과가, 실질환율이 하락하면 순수출 감소효과

가 각각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환율절하가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7)한 이후 Krugman and Taylor(1978)

는 케인지언(Keynesian) 개방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이들이 언급한 환율절하의 실질소득

감소 경로를 보인 바 있다. 그 주요 경로는 환율절하는 단기적으로 노동자의 임금보다는

주로 기업이윤의 증 로 이어지는데8), 기업은 상 적으로 한계저축성향이 높고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수입가격 상승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경제의 총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다.9)

이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환율절하의 순수출(=수출-수입) 증 효과가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감소 효과를 충분히 능가하여 실질생산이 증가한다는 전통적 견

해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10),11)

한편, Kandil(2008)은 환율이 이론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순수출에, 공급측면에서

는 수입중간재 투입비용 변화12)를 통해 GDP나 물가에 향을 미친다고13) 보고,

1960~2000년 기간의 50개 개발도상국 자료를 이용하여 환율변화의 효과를 실증분석

하 다. 그 결과 예상하지 못한 실질환율 상승(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은 실질생산을 축

소시키고 물가상승을 초래한다고 하 다.14)

국내연구는 주로 실증분석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김희식(2003)은 수출, 투자,

GDP, 총통화, 환율로 구성된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이전의 산업화단계에 비해 경제

자유화단계(1986년 이후)에서는 환율상승시 수출증 를 통한 투자증가 효과는 작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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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투자위축 효과는 커져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 다. 그리고

환율상승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유는 자본재 수입비용 및 외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때문일 것으로 추론하 다. 윤재형(2009)도 민간소비, 설비투자, 무역수지, 실질환율의

4변수 VAR 모형의 충격반응 분석을 통해 실질환율 상승이 무역수지는 개선시키는 반면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점을 보 다. 한편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추정

결과를 보면 김용복∙곽법준(2009)은 명목환율이 매분기 1% 높아졌을 때 설비투자는

-0.03%, 소비는 +0.09%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장동구∙최 준(2005)은 미시이론에 바탕을 둔 비교역재 모형을 이용15)하여 환율상승

은 교역재의 상 가격을 상승시키고 생산을 증 시킨 반면 비교역재의 생산 및 수요는

감소시켜 수출호조 속의 내수부진을 초래한다고 설명하 다.16) 그런데 교역재-비교역재

모형을 바탕으로 환율상승이 수출호조 속의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

분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생산의 경우 교역재와 비교역재 자료의

분류가 수출과 내수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교역재로 분류된 제조업의

62.5%가 내수용17)이어서 환율상승이 수출과 내수에 미치는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또한

소비의 경우 교역재는 제조업 생산에서 상품수출을 제외하고 수입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산품과 수입품에 한 환율상승의 가격상승 효과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입재 가격은 거의 같은 폭만큼 상승18)

하지만 여타 국산 교역재의 국내 판매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 제한적19)일 것이다.

이와 같이 교역재-비교역재 구분모형은 자료의 분류에 한계가 있고 수입품과 국산품

환율변동의 소비 및 투자에 한
체효과와 소득효과

15)  장동구∙최 준(2005)은“환율상승 → 수출증가 → 소득상승 → 소비∙투자증가”라는 전통적 이론으로는 수출호조

속의 내수부진 현상을 환율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미시이론에 바탕을 둔 설명을 시도하 다.

16)  교역재는 수출을, 비교역재는 내수를 리하는 변수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17)  제조업 출하지수중 수출과 내수의 상 적 비중을 의미한다.(2005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 개편결과 보고서, 통계청

(2005))

18)  최 일∙최재림(2009)은 2000년 (2000.1~09.5월)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원화표시 수입가격 전가율이

0.996에 달한 것으로 보고하 다. 이는 환율상승이 거의 부분 원화표시 수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

19)  환율상승이 국산 교역재의 국내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제

한적일 것이다. 먼저 수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원화환산 가격이 상승하므로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국내시장 판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유휴생산 능력이 있고, 국내시장에서 시장중시 가격설정

(pricing to market)이 중요한 경우 국내 판매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단기적으로 크지 않다. 또한 수입 중간재 투입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도 국내 판매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수입재 가격 상승보다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

이다. 예를 들어 환율상승분의 부분이 수입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BOK04모형에서 원/달러환율

1% 상승의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0.1%로 작은 점은 서비스부문을 감안하더라고 국산품의 국내시장 가격 상승이

매우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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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환율상승의 효과가 상이하여, 이론적으로는 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이용하여

수출과 내수에 미치는 환율효과를 설명하고자 하나 실증분석에서는 이를 분해하지 못하

고 있다.20) 따라서 내수 위축을 체효과와 소득효과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를 실증분

석을 통해 분해하기 위해서는 국산-수입 2재화 모형이 보다 적합하다.

2. 국산-수입 2재화 모형을 이용한 환율효과 분석

환율이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에 포함된 수입

재화 및 서비스를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환율이 변동하면 원화표시 수입재

가격은 신속히 변하는 반면 국산재의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아 국산재와 수입재 간의

체효과와 가격변화에 따른 실질소득 변화효과가 유발될 수 있는데 국산과 수입산을 구

분하면 이를 직접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은 수입산과 국산이 있는 2재화 모형에서 예산제약선과 효용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환율변동 이전 소비는 예산선(BL0)과 무차별곡선(V(P0
IM,P0

D,Y0))
21)이 만나는 A0점에

서 이루어지는데 수입소비는 C0
IM, 국산소비는 C0

D수준이다. 이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 환율상승으로 수입재 가격이 상승(P0
IM →P1

IM)하면 새로운 예산선(BL1)과 무

차별곡선(V(P1
IM,P0

D,Y0))이 만나는 A2점(C2
IM, C2

D)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체효과

(substitution effect)와 소득효과(income effect)에 의한 변화로 분해해 볼 수 있다. 

국산 및 수입 소비의 환율절하 효과<그림 1>

CD(국산소비)

S선S선

BL0(원 예산선)

BL1(신 예산선)

C2
IM

C1
D

C0
D= C2

D

C1
IM C0

IM

U(CIM,CD) = V(P0
IM,P0

D,Y0)

U(CIM,CD) = V(P1
IM,P0

D,Y0)

CIM(수입소비)

A2

A1

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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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체효과는 환율상승으로 가격이 높아진 수입재의 소비를 줄이는 신 국산재 소

비를 늘리는 효과인데 A0에서 A1으로의 소비점 이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환율상승

으로 인한 가격변동 이전의 효용수준을 유지시켜 주면서 상 가격 변화에 따른 효과만을

보고자 하는 것22)이다. 일반적으로 상 가격이 상승한 수입소비는 감소하고 국산소비는

증가한다. 한편 환율상승 이후에도 수입재 소비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면 가격상승으

로 인해 가용한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소비가 감소하는 소득효과(혹은 실질잔액효과)

가 있는데 이는 A1에서 A2로의 소비점 이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상승에

따른 소득효과는 국산 및 수입 모두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를 종합해보면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입소비는 체효과(C0
IM→C1

IM)와 소득효과

(C1
IM→C2

IM) 모두에 의해 감소하며, 국산소비는 체효과(C0
D→C1

D)로는 증가할 것이나

소득효과(C1
D→C2

D)는 이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효과의 방향성을 예단할 수는

없다.23) 환율상승이 국산소비 수요에 궁극적으로 어떤 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효과와 체효과의 상 적 크기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효용함

수의 형태와 이에 따른 국산재와 수입재간의 체탄력성이다. 

Grandville(1989)은 2재화 모형에서 Slutsky방정식을 이용하여 동 관계를 그래프와

수학적인 관계로 표현하 다. 이를 원용하면 dCc
D=-σcdCy

D, 즉 국산소비의 체효과

(dCc
D)는 소득효과(dCy

D)에 체탄력성(σc)을 곱한 값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24)

여기서 σc= lnCD/ lnPc
IM×1/Sc

IM, Sc
IM≡Pc

IMCIM/Yc인데, CD는 국산소비, Pc
IM는 수입소

비재 가격, Yc는 전체 소비지출 규모, Sc
IM은 소비에서 수입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의미한다. 체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dCc
D│<│dCy

D│이 성립하여 환율상승으로 국산소

비가 감소하게 되며, 1보다 크면 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국산소비가 증가하

게 된다. 

20)  이와는 달리 Heim(2009a, 2009b)은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여 환율변화에 따른 미국의 소비와 투자의 소득효과와

체효과를 분해하는 것을 시도하 는데 투자의 경우 환율 상승시 국산투자가 감소하는 음(-)의 체효과를 보고하

고 있어 일반적 경제이론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21)  V(P0
IM,P0

D,Y0)는 간접효용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로 수입재 가격과 국산재 가격 및 가용예산이 각각 P0
IM,

P0
D,Y0일 때 달성 할 수 있는 최 효용수준을 나타낸다. 해당 무차별곡선은 동 효용수준을 유지해주는 수입재와 국

산재의 조합을 나타낸다.

22)  즉, Hicks의 보상수요(Hicksian compensated demand)를 의미한다.

23)  Cobb-Douglas 유형의 효용함수를 가정하는 경우 <그림 1>에서와 같이 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완전히 상쇄되면서

국산소비 수준은 변화가 없다.

24)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환율상승의 체효과 및 소득효과 분해”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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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hambers(1982)는 소비자이론과 유사하게 생산자이론에서 체효과와 생산효과(output effect)를 분리하 다.

26)  국산과 수입을 구분한 자료의 경우 산업연관표 자료의 제약으로 2010년까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27)  외환위기 기간과 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환율이 각각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 던 1998년(+46.3%)과 2008년

(+18.8%)을 제외하는 경우의 상관계수는 민간소비 -0.24, 투자 -0.64, 내수 -0.46이다.

28)  특정산업의 수입산과 국산 간의 Armington 탄력성은 In(QIM/QD)/ In(PD/PIM)로 측정된다. 이 부분은

Welsch(2008)를 참고하기 바란다. 즉 Armington 탄력성은 국내재화의 수입재화의 상 가격 변화에 따른 수입재

의 국산재에 한 상 수요 변화를 나타내므로 본고의 체탄력성(<부록 1> 참고)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탄력성

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Armington 탄력성 추정결과로 본고의 체탄력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투자수요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투자의 경우 국

산과 수입산 투자를 통해 자본(capital stock)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생산자이론을 상

기한 소비자이론과 유사하게 적용하면 투자수요에 있어서의 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분석

할 수 있다.25) 따라서 국산-수입 2재화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국산과 수입산 간의 체탄

력성에 따라 국산소비, 수입소비, 국산투자, 수입투자 각각의 환율효과를 예측하게 해준

다. 그런데 소비나 투자, 그리고 GDP 등이 환율변동에 따라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일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나라의 환율과 소비 및 투자 간의 관계

1990~2011년 기간 중 연간 자료26)를 이용하여 소비 및 투자와 원/달러환율 간의 관계

를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달러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 및 투자는 위축

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원/달러환율 증가율과의 상관계수는 소비(민간소비) -0.69, 투자

(=총고정자본형성-건설투자) -0.79, 이를 합산한 내수도 -0.77로 모두 음(-)의 관계가

뚜렷하다.27) 이를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보더라도 모두 음(-)의 관계가 뚜렷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입재의 국산재로

의 체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입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위축 효과로 인해 국산

소비나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환율상승에 따른 소득효과로 인해 위

축되는 국산 소비 혹은 투자의 규모가 체효과에 의해 증 되는 규모를 능가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효과는 수입산과 국산 간의 체탄력성의 크기에 의존

하는데 동 체탄력성이 낮은 경우 소득효과가 상 적으로 크게 나타나 환율상승시에 국

산내수의 부진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산과 수입산 간의 체탄력성을 추정한

문헌은 많지 않고 추정방식도 다르다. Armington(1969) 탄력성28)에 기반을 둔 오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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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투입산출표 28개 부문 분류에 기초하 다. 

이홍배(2011)와 정재호 et. al.(2003)의 추정결과, 두 문헌 모두에서 비탄력적인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29)은 정 기기, 전기∙전자기기, 일반기계, 금속제품 및 화학제품 등 5개이다.

서비스를 제외하는 경우 동 5개 산업이 수입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분석 상 기간 중

평균 25.3%이고, 국산소비에서 비중은 19.4%이다. 수입투자의 5개 산업 비중은 86.9%

를 차지하고, 국산투자에서 비중은 66.1%이다. 

환율과 국산내수 및 수입내수 증감률1),2)<그림 2>

환율과 내수 간의 상관계수 환율과 국산내수 및 수입내수

환율과 국산소비 및 수입소비 환율과 국산투자 및 수입투자

주 : 1) 실질GDP(2005년 가격) 기준, 전기 비 증감율

2) 내수 = 민간소비 + 투자(= 총고정자본형성-건설투자), 국산내수 = 국산소비+국산투자

자료 : 한국은행, 저자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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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의 경우 5개 산업의 수입의존도(=수입/국내수요)는 분

석 상 기간 중 평균 18.7%이나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9년 26.7%에 이른 반면 투자의 경

우 5개 산업의 수입의존도는 분석 상기간 중 평균 44.7%로 높은 수준이나 변화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국산-수입산 간 체탄력성이 낮은 산업의 비중이 작지 않

음을 감안할 때 환율상승시 수입 소비 및 투자뿐만 아니라 국산 소비 및 투자도 소득효과

가 체효과를 능가하여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음 장에서는 앞 절에서 설명

한 국산-수입 2재화 모형을 이용한 환율효과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소비 및 투자 방정식

추정결과에서 소득효과와 체효과를 분해하고 체탄력성을 시산하여 이를 확인하 다.

국산-수입산 간 체탄력성이 낮은 산업1)의 비중 및 수입의존도2),3)<그림 3>

수입(서비스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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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존도(=수입/국내수요)

(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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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서비스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산(서비스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입의존도(=수입/국내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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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형의 설정과 실증분석

1. 분석방법과 자료

환율이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향을 국산-수입 2재화 모형의 관점에서 실증분석하

기 위해서는 먼저 GDP의 수요항목별 구성을 아래와 같이 분해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산업연관표 자료와 국민계정 자료를 상호연계하여 국민계정 상의 민간소

비와 총고정자본형성(건설 제외)을 국산과 수입으로 구분한 자료를 1990.1/4~2010.4/4

기간에 걸쳐 구축하 다.30) 위의 GDP관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율변화가 GDP에 미

치는 순효과를 평가할 때는 수입을 제외한 국산 소비 및 투자의 변화가 중요하므로 이를

국산내수로 구분하고 이에 해외수요(외수)인 수출 변화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최종재가

국산이라도 중간투입 수입재가 존재하므로 GDP에 미치는 순효과를 계산할 때는 수입유

발계수를 이용한 조정이 필요하다.

30)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 및 수입거래표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비중을 도출한 후 국민계정의 민간소비

및 총고정자본형성(건설 제외)을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 다. 산업연관표는 1990, 1993, 1995, 1998, 2000,

2003, 2005~2009년의 연간자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의 연도는 국민계정의 해당 항목 증감률 등을 감안

하여 보간하 다. 또한 산업연관표는 과거자료가 불변으로 재작성되지 않는 한계로 인하여 경상표를 이용하여 항목

별로 명목자료를 먼저 구축한 후 국민계정 통계의 해당 항목별 디플레이터(2005년 기준)를 이용하여 각각을 실질화

한 후 수입비중을 구하 다. 한편, 분기별 자료는 동 비중이 해당 연도에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구축하 다.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환율변화에 따라 해당 연도 내에서 분기별 수입비중이 변동할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하지는

못한다.

GDP = C+I+G+EX-IM
= (CD+CIM)+(ID+IIM)+(GD+GIM)+EX-IM
= (CD+ID+GD)(국산내수)+EX(외수)+(CIM+IIM+GIM-IM)(중간투입)

C : 총소비, I : 총투자, G : 정부지출, EX : 수출, IM : 수입

CD(CIM) : 국산(수입)소비, ID(IIM) : 국산(수입)투자, GD(GIM) : 국산(수입)정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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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문헌에서는 항상소득의 용함수로 일정기간 소득의 평균을 많이 이용하는데, 본고에서는 직전 4분기 가처분소득의

평균을 사용한다.

32)  문헌에서 소비함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주식, 부동산 등 부(wealth)와 관련된 변수나 가계부채 등은 유의성이

낮고 추정결과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환율변화 → 수출변화 → 소득변화 → 소비변화로 이어지는 경로가 이와 같이 통제됨으로써 환율상승이 수입재 가

격 상승을 통해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분리 측정된다. 이렇게 측정한 환율효과는 국산과 수입재를 소비하는 소비자

가 시장에서 경험하는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한다. 즉, 수출로 소득이 증 되는 주체(예: 수출기업)와 소비주체가 일치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환율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만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 환율의 수출증

효과는 수출방정식을 통해 별도 측정되고 소비 및 투자에 한 환율효과와 합산되어 GDP에 미치는 순효과가 사

후 계산된다.

이제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된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환율의 향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정방정식을 각각 설정하 다. 먼저 소비방정식의 경우 설명변수로 항상소

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근거하여 가처분소득31)을, 구축(crowding

out) 가능성을 감안하여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을, 소비습관(habit formation)을 반 하

기 위해 소비의 시차변수를, 그리고 환율을 포함하 다.32) 본고 논의의 초점인 환율의 변

동은 소비에 해 국산과 수입산의 상 가격 변화에 따른 체효과와 실질구매력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변수는 로그차분 값을 이용하고, 환율을 제

외하고는 실질변수이며 계절조정된 값을 이용하 다. 한편 환율상승이 소득증 를 통해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가처분소득이 설명변수에 포함됨으로써 통제33)되고 있으며, 동 변

수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는 도구변수(IVs; instruments)를 이용한 2단계최소자

승법(2SLS)으로 추정함으로써 완화하 다. 가처분소득의 도구변수는 동 변수의 과거 값

과 여타 설명변수를 사용하 다.

<소비방정식>

�logCt = c1�log(GDPt -Tt )avr4+c2�logGt +c3�logTt +c4�loget +c5�logCt -1+εt
c

�logC t
D = c1

D�log(GDPt -Tt )avr4+c2
D�logGt +c3

D�logTt +c4
D�loget +c5

D�logCt -1+εt
c,D

�logC t
IM = c1

IM�log(GDPt -Tt )avr4+c2
IM�logGt +c3

IM�logTt +c4
IM�loget +c5

IM�logCt -1+εt
c,IM

단, Ct : 민간소비, (GDPt -Tt )avr4  : 가처분소득(직전4분기평균),

Gt : 정부지출, Tt : 조세, et : 원/달러환율,

Ct
D : 국산민간소비, Ct

IM : 수입민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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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조업가동률은 Heim(2009b)에서와 같이 1분기 전의 변화를 이용하 는데, BOK04모형의 경우 설비투자에 한

장기식에서는 4분기 이동평균을 이용하 고, 단기식에서는 이를 제외하 다. 본고에서도 제조업가동률은 투자에

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5)  투자에 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2분기 전 주가를 이용하 다. Heim(2009b)도 미국 경제를 상으로 한

분석에서 투자에 한 설명변수로 2분기 전 주가를 이용하 으며, BOK04모형에서는 설비투자에 한 설명변수로

4분기 전 주가를 이용한 바 있다.

36)  동 방식은 Heim(2009a,b)의 방법론을 수정 적용한 것이다. Heim은 효용함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일반적인 경

제이론과는 달리 가격이 상승하는 재화로의 체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동조효용함

수를 가정하여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결론에 도달하 다.

투자방정식의 경우 설명변수로 환율 이외에도 가속도원리(acceleration principle)에

의거 GDP를, 토빈(Tobin)의 q에 의거 주가와 매출액 업이익률 및 실질이자율을, 구축

효과 가능성을 감안하기 위해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을, 수요압력에 따른 투자변동 효과

를 반 하기 위해 제조업가동률을 포함하 다. 환율은 소비와 유사하게 투자수요에

해 체효과 및 소득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이자율과 매출액 업이익률 및

제조업가동률34)은 차분 값을, 이외의 변수는 로그차분 값을 이용하 다. 주가35), 실질이

자율 및 환율, 매출액 업이익률(연간자료) 이외의 자료는 계절조정된 값을 사용하 다.

한편 소비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율상승이 소득증 를 통해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가처분

소득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통제하고 동 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는 2단계최

소자승법(2SLS)으로 추정하여 완화하 다. 가처분소득의 도구변수는 동 변수의 과거 값

과 여타 설명변수를 사용하 다.

<투자방정식>

�logIt = 1�logGDPt + 2�logGt + 3�logTt + 4�CapUtilt-1 + 5�logkospit-2 + 6�rrt

+ 7�loget + 8�Pro t,4 + εt
i

�logItD = 1
D�logGDPt + 2

D�logGt + 3
D�logTt + 4

D�CapUtilt-1 + 5
D�logkospit-2 + 6

D�rrt

+ 7
D�loget + 8

D�Pro t,4 + εt
i,D

�logItIM = 1
IM�logGDPt + 2

IM�logGt + 3
IM�logTt + 4

IM�CapUtilt-1 + 5
IM�logkospit-2 + 6

IM�rrt

+ 7
IM�loget + 8

IM�Pro t,4 + εt
i,IM

단, It : 총고정자본형성(건설제외), CapUtilt-1 : 자동업가동률, kospit-2 : 종합주가지수,

rrt : 실질이자율(회사채수익률(3년만기) - CPI증가율)

Pro t,4 : 매출액 업이익률증감(전년동기비), ItD : 국산총고정자본형성(건설제외)

It
IM : 수입총고정자본형성(건설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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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비의 환율효과는 실증분석 모형에서의 추정치, 즉 총소비(TE c
total), 국산소비

(TEc
D), 수입소비(TEc

IM)에 한 환율효과와 국산-수입 2재화 모형의 이론적 설명을 결합하

여 얻은 아래의 관계식을 통해 소득효과(IE)와 체효과(SE)로 각각 분해되어 계산된다.36)

즉, 국산소비의 환율변화 효과(TEc
D)는 소득효과(IEc

D)와 체효과(SEc
D)의 합이며, 수입

소비의 환율변화 효과(TEc
IM)도 두 가지 효과(IEc

IM, SEc
IM)의 합이다. 그런데 총소비의 환

율변화 효과(TE c
total)는 국산(TEc

D)과 수입산(TEc
IM) 환율효과의 합인데 각각의 체효과는

서로 상쇄되어 사라지므로 두 부문 소득효과의 합(IEc
D+IEc

IM)과 일치한다. 마지막 두 관

계식은 소득효과에 의해서는 국산과 수입산의 비율(Kc)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지

닌 동조효용함수37)의 가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2. 추정결과38)

가. 소비

환율변화는실질구매력변화, 국산과수입산의상 가격변화등을통해소비에 향을미치

게된다. 동효과를분해하기위해추정결과및추정기간의평균실적자료(2005년가격기준)를

바탕으로원/달러환율이1%(약10원) 상승하는경우를가정하여소비의변동을살펴보았다.39) 환

율상승에따라민간소비는2,041억원(0.21%)이감소하는데이중국산소비는1,729억원(0.19%),

수입소비는312억원(0.50%)이각각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40)

37)  동조효용함수의 경우 원점에서 그은 선(ray)과 무차별곡선이 만나는 점에 접선을 그리면 그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의

위치와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하다.

38)  수입비중 자료가 해당 연도 내의 분기 중에는 일정하다고 가정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환율효과가 국산의 경우는 과

평가되고 수입산의 경우는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해당 분기중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입비중은

축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환율 변화에 따른 체효과 및 소득효과가 과소 및 과 평가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료를 분할하지 않은 전체 소비 및 투자에 한 환율효과는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에 향을 받

지 않기 때문에 소득효과가 체효과를 능가하여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된다는 본고의 결과는 유효하다.

IEc
total + SEc

total = TEc
total ,

IEc
D + SEc

D = TEc
D ,

IEc
IM + SEc

IM = TEc
IM,

SEc
IM + SEc

D = SEc
total = 0,

σcIEc
D + SEc

D = 0,

Kc = = .
C0

D + TEc
D IEc

D

C0
IM + TEc

IM IEc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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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추정결과와 앞에서 설명한 소득효과와 체효과 간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각 효과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환율변동의 소비 및 투자에 한
체효과와 소득효과

39)  로그차분 값을 이용한 회귀분석의 추정계수는 설명변수의 일정 증가율 변동(예: 1%p)에 한 종속변수의 증가율

변동(예: -0.21%p)을 의미한다. 그런데 논의의 필요에 따라 이를 설명변수의 일정 증가율(예: 1%)에 한 종속변수

의 증가율(예: -0.21%)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싶은 이론적 모형은 변수에 로그를 취한 형태(예:

logΧS

t=β0+β1logE
S

t+εSS

t
1)이나 시계열의 불안정성(nonstationarity)으로 인해 차분형태(예: (logΧS

t-logΧS

t-1)=β

1(logE
S

t-logES

t-1)+εS

t
2)로 추정한 경우 계수는 원모형에서와 같이 설명변수 1%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증가율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분석 상 기간 중 변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추정계수를 해석하는 경우 β1= log(ΧS

t/Χ
S

t-1)/

log(ES

t/E
S

t-1)= log(ΧS

t)/ log(ES

t )이 성립하므로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해석은 소득효과와 체

효과를 분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본고에서의 추정계수에 한 설명은 모두 이를 기준

으로 하 다.

40)  본 절의“다. GDP”의 시산결과를 이용하면 환율 1% 상승은 GDP를 0.08% 개선시킨다. 따라서“환율상승 → 수출

증가 등 → GDP증가(혹은 가처분소득 증가) → 소비증가”, 즉 소득증 를 통한 환율상승의 국산소비에 한 간접적

인 효과는 +0.036%이다. 이는 환율상승의 국산소비에 한 직접효과(-0.19%)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어서 환율

의 직접효과만 고려하는 본고의 논의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

IEc
D + SEc

D = TEc
D = -1,729억원,

IEc
IM + SEc

IM = TEc
IM = -312억원

SEc
IM + SEc

D = SEc
total = 0,

σcIEc
D + SEc

D = 0,

Kc = = = 14.6
C0

D + TEc
D IEc

D

C0
IM + TEc

IM IEc
IM

소비방정식 추정 결과<표 1>

주 :  1) (  ) 내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이분산과 자기상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Newey-West의 방법론을 적용하고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SLS로 추정

3) 모든 변수는 로그차분(difference) 값임

국산소비 수입소비 민간소비

가처분소득
0.45** (0.23) 1.02** (0.50) 0.29* (0.16)

(t~t-3기 평균)

정부소비지출 0.19 (0.14) 0.50 (0.51) 0.25* (0.14)

조세수입 0.06* (0.03) 0.96*** (0.23) 0.10*** (0.03)

원/달러환율 -0.19*** (0.05)           -0.50*** (0.10)             -0.21*** (0.05)

소비(t-1기) 0.11 (0.16)            -0.01 (0.06) 0.28*** (0.05)

R-squared 0.54 0.60 0.64

DW 1.74 2.21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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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산으로의 체효과(SEc
D = -SEc

IM)가 181억원(0.02%)으로 확정되며 소비의

체탄력성(σc)은 0.095로 산정된다.41) 즉 국산소비는 국산으로의 체효과(+181억원)

에도 불구하고 실질구매력 감소로 인한 소득효과에 의해 1,910억원(0.21%)이 감소하여

총환율효과는 소비 위축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입재의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산으로

의 체탄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실질구매력 악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

이다.42)

<그림 4>는 추정결과 나타난 우리경제의 소득효과와 체효과의 조합을 나타내고 있

는데, 만약 체탄력성이 1에 도달하면 환율상승에 따른 국산으로의 체효과가 실질구

매력 감소로 인한 소득효과를 완전히 상쇄하여 국산소비는 변동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환율상승이 국산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국산 소비재가 수입 소비재를

용이하게 체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수입소비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국산으로의 체효과로 인해 181억원(0.29%) 감

소하는 한편 구매력 감소로 인한 소득효과로도 131억원(0.21%)이 감소하여 환율에 의한

수입소비 감소율은 상 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탄

력성이 커져 1에 근접할수록 수입소비의 감소요인은 소득효과보다는 체효과에 의해

부분 설명된다.

41)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양변을 각각 합산하면 세 번째 식에 의해 체효과는 상쇄되므로 IEc
IM+IEc

D=-2,041억원

이 된다. 동 식에 다섯 번째 식(IEc
D=-14.6×IEc

IM)을 입하면 수입산 소득효과가 -131억원으로 계산되며, 국산 소

득효과는 -1,910억원이 된다. 이를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에 입하면 국산과 수입산의 체효과(부호만 다르고 값은

동일)가 각각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체탄력성은 네 번째 식에 의해 계산된다.

42) 이러한 결과는 Krugman and Taylor(1978)가 환율절하가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할

때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 소득효과에 집중하면서 체효과는 매우 작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배제

했던 것이 현실과 크게 괴리되지 않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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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투자는 총고정자본형성에서 건설투자를 제외한 자료를 이용하 다. 따라서 주로 설비투자가 이에 해당된다. 건설투

자를 제외한 이유는 건설투자의 경우는 수입산이 없고 환율과의 관련성이 설비투자와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

는 등 해당 방정식의 설정에 있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44) 소비와 마찬가지로“환율상승 → 수출증가 등 → GDP증가(혹은 가처분소득 증가) → 투자증가”, 즉 소득증 를 통

한 환율상승의 국산투자에 한 간접효과는 +0.10%이다. 이는 환율상승의 국산소비에 한 직접효과(-0.35%)에

비해 작은 수준이어서 환율의 직접효과만 고려하는 본고의 논의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투자43)

환율변화는국산과수입산의상 가격변화, 그리고자본재등에 한실질구매력의변화등

을통해설비투자를중심으로투자에도 향을미친다. 소비와마찬가지로추정결과및추정기

간의평균실적자료(2005년가격기준)를바탕으로원/달러환율이1%(약10원) 상승하는경우를

가정하여투자의변동을살펴보았다. 추정결과환율상승으로투자는966억원(0.49%) 감소하는

데, 이중국산투자는487억원(0.35%), 수입투자는479억원(0.81%)이각각감소하 다.44)

환율 1% 상승에 따른 소비의 체 및 소득 효과와 체탄력성1)<그림 4>

주 : 1) 좌측 그림은 체효과(x축) 수준별 총환율효과(소득 및 체효과)(y축)를 체탄력성(σ) 수준에 따라 나타낸

것이며, 우측 그림은 추정결과 나타난 체효과(181억원)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체탄력성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효과를 표시

자료 : 한국은행, 저자 시산

국산소비(A) 국산소비(B)

수입소비(A) 수입소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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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0

-5

-10

-15

-20

-25

-30

-35

50

0

-50

-100

-150

-200

-250

0

-5

-10

-15

-20

-25

-30

-35

σ=3.0

σ=2.0

σ=1.5

σ=1.0

σ=0.5

σ=0.3

σ=0.2

σ=0.1

σ=0.095

σ=3.0

σ=2.0

σ=1.5

σ=1.0

σ=0.5

σ=0.3

σ=0.2

σ=0.1

σ=0.095

추정결과( 체효과 +181억원,

소득효과 -1,910억원, σ=0.095)

추정결과( 체효과 -181억원,

소득효과 -131억원, σ=0.095)

추정결과

추정결과

체탄력성(σ)

체탄력성(σ)

체효과(=+181억원)

소득효과

총환율효과(소득+ 체)

체효과(=-181억원)

소득효과

총환율효과(소득+ 체)

체효과(10억원)

체효과(10억원)

총환율효과(소득 및 체효과)(10억원) (10억원)

총환율효과(소득 및 체효과)(10억원) (10억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2  -3  -4  -5 -6  -7  -8 -9 -10 -11-12-13-14-15-16-17-18

0.095    0.1        0.2         0.3       0.5          1         1.5        2           3

0.095    0.1        0.2         0.3       0.5          1         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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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추정결과를 앞장에서 설명한 소득효과와 체효과 간의 관계식에 그 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45)

동 산식을 소비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풀면 수입재의 국산으로의 체효과가

+190억원(+0.14%), 수입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로 축소되는 국산투자

46)가 -677억원(-0.49%)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투자의 체탄력성(σI)은 0.280으로

계산되는데 소비의 체탄력성(σc)(0.095)보다는 상 적으로 크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

투자방정식 추정 결과1),2),3)<표 2>

주 :  1) 투자 =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투자

2) (  ) 내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이분산과 자기상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Newey-West의 방법론을 적용하고 내생성(endogeniety)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SLS로 추정

4) 모든 변수는 로그차분(difference) 값임

국산투자 수입투자 투자

가처분소득 1.31** (0.65) 0.96 (1.03) 1.21* (0.72)

정부소비지출 0.12 (0.60) 0.54 (1.19) 0.24 (0.74)

조세수입 0.05 (0.12) 0.20 (0.24) 0.10 (0.14)

제조업가동률(t-1기) 0.00 (0.00) 0.01 (0.00) 0.00 (0.00)

종합주가지수(t-2기) 0.13** (0.05) 0.08 (0.06) 0.11** (0.05)

실질이자율 -0.01 (0.00) 0.01 (0.01) 0.00 (0.00)

원/달러환율 -0.35** (0.16) -0.81*** (0.25) -0.49*** (0.17)

매출액 업이익률 -0.007* (0.004) -0.002 (0.007) -0.005 (0.004)

(전년동기비)

R-squared 0.63 0.58 0.64

DW 2.11 1.86 2.01

IEI
D + SEI

D= TEI
D = -487억원,

IEI
IM + SEI

IM = TEI
IM = -479억원,

SEI
IM + SEI

D = SEI
total = 0,

σI IEI
D + SEI

D= 0,

KI = = = 2.34
I0
D + TEI

D IEI
D

I0
IM + TE I

IM IEI
IM

45) 하첨자 I는 투자를 나타내며 나머지 변수의 의미는 앞 장의 설명과 동일하다.

46) R.G.Chambers(1982)는 이를 생산효과(output effect)로 정의했는데, 여기서는 소비의 경우와의 일관성을 위해 소

득효과로 정의한다. 만약 이를 생산효과로 정의하면 소비에서는 효용효과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April  2012  47

효과로 인한 국산투자 감소규모가 체효과로 인한 증가규모보다 크다. 이는 투자 중 수

입재의 비중이 분석 상기간 중 평균 30.0%로 소비의 경우(5.9%)보다 높고 체탄력성

도 여전히 1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탄력성이 추

정치인 0.280에서 1에 근접할수록 체효과(+)는 증 하고 소득효과(-)는 감소하여 환

율상승에도 국산투자가 위축되지 않게 된다.47) 만약 체탄력성이 오히려 작아지는 경우

에는 소득효과로 인해 국산투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한편 수입투자는 체효

과로 190억원(0.32%), 소득효과로 289억원(0.49%)이 각각 감소하여 총환율효과가

-479억원(-0.81%)으로 국산투자 감소폭에 근접한다. 이는 수입의 경우 소득효과와

체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환율변동의 소비 및 투자에 한
체효과와 소득효과

47) <그림 5>의 우측 그림은 체효과를 상기간 중 추정된 값으로 고정하 을 때 체탄력성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의

절 값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만약 소득효과를 상기간 추정치로 고정하고 체탄력성 증가에 따른 체효

과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동 효과가 증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환율 1% 상승에 따른 투자의 체 및 소득 효과와 체탄력성1)<그림 5>

국산투자(A) 국산투자(B)

수입투자(A) 수입투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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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3.0

σ=2.0

σ=1.5

σ=1.0

σ=0.5

σ=0.3

σ=0.280

σ=0.2

σ=0.1

추정결과( 체효과 190억원,

소득효과 -677억원, σ=0.280)

추정결과( 체효과 -190억원,

소득효과 -289억원, σ=0.280)

추정결과

추정결과

체탄력성(σ)

체탄력성(σ)

체효과(=190억원)

소득효과

총환율효과(소득+ 체)

체효과(=-190억원)

소득효과

총환율효과(소득+ 체)

체효과(10억원)

체효과(10억원)

총환율효과(소득 및 체효과)(10억원) (10억원)

총환율효과(소득 및 체효과)(10억원) (10억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2 -3 -4 -5 -6 -7  -8 -9-10-11-12-13-14-15-16-17-18-19

0.1        0.2        0.280      0.3         0.5          1         1.5        2           3

0.1        0.2        0.280       0.3       0.5          1         1.5        2            3

주 : 1) 투자=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2) 좌측 그림은 체효과(x축) 수준별 총환율효과(y축)를 체탄력성(σ)

수준에 따라 나타낸 것이며, 우측 그림은 추정결과 나타난 체효과(190억원)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체

탄력성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효과를 표시

자료 : 한국은행, 저자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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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DP

환율변화가GDP에미치는효과를계산하기위해서는앞장에서설명한바와같이국산소비

및투자, 즉국산내수이외에도수출의변화효과도함께고려해야한다. 이를위해<부록2>에

서와같이수출방정식을별도로설정한후환율효과를추정하 다. <그림6>에서수입을제외한

국산소비(A) 및국산투자(B), 그리고수출(C)이GDP에 향을미치는데, 그순효과는소비및투

자와 수출에서 수입중간재 투입 부분을 제외시켜야 시산이 가능하다. 수입중간재 투입부분은

투입산출표의 수입유발계수48)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예를 들어 소비의 경우 환율 1% 상승에

따라 2,041억원(0.21%)이 감소하는데 수입유발계수(0.289792)를 감안하면 유발 수입도 591억

원이감소할것이다. 그런데최종재수입소비가312억원감소하므로국산소비중수입중간재감

소분은 279억원이 된다. 따라서 수입중간재를 제외한 국산소비는 1,450억원이 감소한다고 할

수있다. 같은방식으로계산하면국산투자의경우수입중간투입을제외하면53억원이감소한

다. 한편수출의경우는수입중간재를제외하면2,811억원이증가하는것으로계산된다. 따라서

환율 1% 상승은 GDP를 1,309억원(0.08%) 개선시킨다.49) 이와 같이 환율상승은 우리나라의

GDP를개선시키나(국산)내수는위축시킨다.

원/달러환율 1% 상승의 효과1),2)<그림 6>

주 : 1) 추정기간 평균실적(2005년 가격)을 기준으로 시산. (  ) 내는 증감률, %

2) 수입유발규모는 해당 변수의 2009년 수입유발계수(민간소비: 0.289792, 투자(건설제외 고정자본형성):

0.945355, 수출: 0.439148)를 이용

3) 총소비 및 총투자에서 국산과 수입산 간의 체효과는 서로 상쇄되어 드러나지 않음

환율

1%

상승

48) 2009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1)를 이용하 다.

49) 황상필 et. al.(2005)이 보고한 BOK04 모형에 따르면 원/달러환율이 1% 상승하는 경우 GDP는 0.06% 증가한다.

김용복∙곽법준(2009)은 명목환율 1% 상승에 따라 GDP가 0.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 다.

<소득효과>3) <소득효과+ 체효과> <총효과(GDP변화)>

(십억원, %)

-204.1

(-0.21)

국산(A)

수입

-172.9(-0.19)

-31.2(-0.50)

민간

소비

-96.6

(-0.49)

국산(B)

수입

-48.7(-0.35)

-47.9(-0.81)

투자

(건설제외)

+501.2 <가격∙물량∙원화환산 효과>

(+0.98)

수출(C)

(재화)

수

입

유

발

규

모

반

+130.9

(+0.08)

국산소비(A):-145.0

+국산투자(B):  -5.3

+수 출(C):+281.1

총효과(GDP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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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환율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향을 국산-수입 2재화 모형과 소비 및 투자의 실증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환율이 1%(약 10원) 상승하는 경우 가격이 상승한 수

입뿐 아니라 국산소비(-0.19%) 및 국산투자(-0.35%)도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국산 소비 및 투자에 한 환율상승 효과를 분해하는 경우 상 가격이 높아진 수입산

의 국산으로의 체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질구매력 감소로 인한 소득효과(-)가 더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소득효과가 체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환율상승으로

수입제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국산으로의 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지출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국산소비의 수입가격 변화에 한 체탄력성(σC)은

0.095, 투자(건설제외)의 경우(σI)는 0.280으로 추정되었는데,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재

가격 상승시 국산내수가 위축되지 않기 위한 체탄력성 수준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50)

한편 국산 소비 및 투자, 즉 국산내수 이외에 수출과 수입중간재 투입부분까지 감안하

여 GDP에 미치는 환율상승의 순효과를 시산해보면 환율 1% 상승은 국산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증 에 힘입어 GDP를 0.08%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국산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

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비위축이 주로 수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효과에 기인한다는 면에서 유통구조 개선 등 미시적 접근방법을 통한

가격안정, 고용창출 등 가계의 실질소득 증 정책이 필요하다. 투자의 경우는 수출 기

업보다는 내수위축과 수입재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내수 중소

기업에 주안점을 둔 지원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51) 보다 장기적으로는 수입산과 국산

간의 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산업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산과

수입산 간 체탄력성이 높아지면 환율변동으로 인한 국산 소비 및 투자 변화의 폭이 축

소될 것이다.

환율변동의 소비 및 투자에 한
체효과와 소득효과

50) 체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환율상승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입재를 지속적으로 구입(예: 명품소비,

체재가 없는 투자재 구입 등)하거나, 수입재 구매를 포기하더라도 국산품으로 체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1) 이외에도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내수위축 완화를 위해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이는 환율상승과

소비 및 투자 심리 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1996.2/4~2011.4/4 기간 중 소비지출전망CSI 증감

과 원/달러환율 증감률 간의 상관계수는 -0.48, 1991.2/4~2011.4/4 기간 중 제조업 투자 BSI 증감과 원/달러환율

증감률 간의 상관계수는 -0.50이다.(자료: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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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상승의 체효과 및 소득효과 분해

Grandville(1989)은 2재화 모형에서 Slutsky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

법을 제시하 는데 이를 원용하면 체탄력성에 따른 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

적인 크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 환율상승이 수입재 가격 상승을 통해 국

산 소비 및 투자를 변화시키는 방향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소비의 경우를 기준으로 Grandville(1989)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

명해보도록 한다. 먼저 2재화 Slutsky방정식은

C Cc C

P P Y          

이를 환율변화에 따른 수입가격 변화를 감안하여 차분형태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CIM Cc
IM CIM

PIM PIM Y

CD Cc
D CD

PIM PIM Y

이를 다시 간략히 표현하면,

=dC =dCc+dCy.

즉 총효과는 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기하학적으로

(geometrically) 표현하면 총효과벡터(dC)는 체효과벡터(dCc)와 소득효과벡터

(dCy)의 합이다. 아래 그림에서 환율상승 이전의 소비점은 A이며 A점에서 횡축

에 수직인 선을 그어 환율상승 이후 새로운 예산선(BL1)과 만나는 점을 P라 하면

<부록 1> 

. 다만, , = D(국산), IM(수입산).= C

dPIM= dPIM-CIM dPIM,

dPIM= dPIM-CIM dPIM.

( )dCIM

dCD ( )dCc
IM

dCc
D ( )dCy

IM

dCy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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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는 가격상승에 따른 소득효과를 국산소비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다. 이를 지

나서 원래의 예산선(BL0)과 수평인 선을 그은 것이 L선(소득효과선)이다.52) 동조

효용함수(Homothetic utility function)를 가정하면 체효과벡터는 원 예산선

(BL0) 상의 AAσ로, 소득효과벡터는 AB로 표현된다. 따라서 총효과벡터는 ABσ로

수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최종 소비조합(Eσ)을 새로운 예산선(BL1) 상에서 결정한다.

국산 및 수입 소비의 환율상승 효과

그림에서 소득효과벡터의 끝(tip)은 L선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체효과벡터

의 끝은 체탄력성(σ)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

우(Eσ<1)는 소득효과가 체효과를 능가하여 국산소비는 감소하며, 체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Eσ>1)는 체효과가 소득효과를 능가하여 수입소비는 감소하는 반

면 국산소비는 증가한다. 

국산소비에 한 체효과 및 소득효과와 체탄력성의 수학적인 관계를 이

용하면 이러한 관계는 보다 명확해진다. 수입재 가격(Pc
IM) 상승에 따른 국산소비

의 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은

──→──→ ──→

CD(국산소비)

BL1(신 예산선)

BL0(원 예산선)

L선(소득효과선)

CIM

Cσ
D
>1

Cσ
D
<1

CIM(수입소비)

σ>1C
IM
σ=1C

IM
σ<1 C0

IM

A

Aσ<1 

Aσ=1 

Aσ>1 

Eσ>1 

Eσ=1 

Eσ<1  
Bσ=1 

Bσ>1 

Bσ<1 
B

P

C0
D= Cσ

D
=1

52) 이에 한 수학적(algebraic)인 설명은 Grandville(1989)를 참고하기 바란다.

lnCD 1 Pc
IM Cc

D 1

lnPc
IM Sc

IM CD Pc
IM Sc

IM’
σ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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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입재 상 가격 상승( Pc
IM/Pc

IM)에 따라 체효과에 의해 변동하는 국산소

비( Cc
D/CD)53)를 수입소비(Pc

IMCIM)가 총소비(Yc)에서 차지하는 비중(Sc
IM)으로 나

눈 것이다. 동조효용함수에서 수요의 소득탄력성( lnCD/ lnYc=(CD/Yc)×(

CD/ Yc))이 1인 것을 감안하여 위 식을 다시 정리하면,

동 식의 양변에 dPc
IM을 곱하면, dCc

D=-σcdCy
D를 얻는다. 즉 국산소비의 체

효과(dCc
D)는 소득효과(dCy

D)에 체탄력성(σc)을 곱한 값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

53) 이는 국산소비의 수입가격에 한 교차탄력성(cross price elasticity of demand)이다.

Pc
IMCIM

Yc
다만, Sc

IM = .

Cc
D

Pc
IM

Cc
D

Yc

= σcC
IM -CIM=-σc

.
Cc

D

Y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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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과 수출

환율이 GDP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출을 설명하는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추정하 다. 수출방정식의 경우 환율 이외에 다른 나라의 수입수

요의 용지표인 세계수입물량을 포함하 다.54) 환율은 달러기준 수출가격의 변

동을 통해 수출규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환율변화

에 따른 수출가격의 변동, 그리고 수출가격 변동에 따른 수출물량의 변동을 분해

하지 않고 소비 및 투자방정식 추정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실질수출에 미치는 환

율효과를 직접 추정한다. 상품수출 자료는 BOK04 모형에서와 유사하게 통관기

준 수출액(달러기준)을 수출단가지수로 나누어 실질화한 후 원화기준으로 환산하

여 이용하 다. 원/달러환율 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동 변수의 과거 값을 도구변수로 하는 2SLS로 추정하는 한편, 잔차에 한 Box-

Jenkins 검정을 통해 MA(1) 항을 포함하 다. 변수는 로그차분하여 이용하고 환

율을 제외하고는 계절조정하 다. 동 방식에 따른 추정결과 원/달러환율이 1% 상

승하는 경우 수출은 5,012억원(0.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방정식과 추정 결과1),2),3)

주 : 1) 수출은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금액(달러기준)을 수출단가지수(2005=100)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후

원화로 환산

2) (  ) 내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모든 변수는 로그차분(difference) 값임

54) 설명변수로 우리나라 및 세계 수출가격 등도 포함하 으나 유의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 다. 기존 연구에서

는 수출물량의 주요 설명변수로 수출단가와 세계수입물량을 많이 이용하 는데 자세한 설명은 최 일∙최

재림(2009)의 정리를 참고하기 바란다.

설명변수 추정계수

세계수입물량(t-1기) 0.52** (0.21)

원/달러환율 0.98*** (0.10) 

MA(1) -0.55*** (5.80)

상수항 0.02*** (0.00)

R-squared 0.65 

DW 1.96 

<수출방정식>   �logEXt = α0 +α1�log wqmt-1 +α2�log et +α3MA(1)+

단, EXt : 상품수출, wqmt-1 : 세계수입물량, et : 환율

<부록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