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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기축통화 논쟁

1. 금융위기 이후의 환율변동과 그 의미

2007년 중반에 발생하였던 미국의 서버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 달러화

는 두 가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번째로는 유로화 파운드화 등 유럽

주요국과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통화에 대하여는 절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금융위기에

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금융기관들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디레버리징

(deleveraging)으로 인한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국제자본유출에 따른 것이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에 대하여는 달러화가 

여전히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는 자본유입 폭의 감소로 대달러

화 절상폭이 둔화되었다. 2007년 중반 이후 대달러화에 대하여 절상을 지속

해 오던 일본 엔화는 엔캐리청산에 따른 자본유출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서는 지속적인 엔화절상에 대한 경계감으로 소폭의 절하로 돌아서

고 있다.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환율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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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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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통화의 환율변동 추이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2009, 5)

원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환율변동 추이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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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와 엔화의 환율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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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2009, 5)

이러한 환율움직임은 현재와 같은 국제금융체제의 과도기에서 중요한 의

미를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거의 전세계적인 디레버리징

(deleveraging)의 와중에서도 일본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건실하게 견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국제금융체제와 달러화 가치의 불안 증대

2007년 중반의 미국 서버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시작하여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이번 국제금융위기는 현재의 국제금융체

제가 중대 전환기에 처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미 브레튼우즈체제가 출범할 당시 논의되었던 소

위 트리핀(Triffin)의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즉 국제금융질

서가 일국의 통화에 의존하고 있을 때는 해당 통화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

면 해당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반대로 해당 통화가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

면 국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의 위기로 많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위기극복을 위

하여 해외에 투자하고 있던 자금을 회수해 가는 소위 디레버리징

(deleveraging)과정에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화유동성 경색 내지는 

위기를 겪었다. 그 결과 수입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여 무역이 어려워지

는 등 실물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과연 미국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지금의 국제금융체제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건재를 과시한 일본 엔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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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의 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

지도 모른다.

그러면 앞으로 달러화 내지는 국제금융체제는 어떻게 될 것일까. 이를 

미리 연구하고 대응하는 일은 국가경제로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예상해 보기 위하여 그 동안 달러화 약세 내지는 지속적인 국제금융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온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가 어떻게 될 것인

가를 점검해 보기로 하자. 

IMF는 금년 4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경제위

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2009년에 1조 9000억 달러에 이르러 

GDP대비 13.6%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수준은 대공황기였던 

1933년 6.5% 보다도 높은 것이며 2차 대전 기간(1941년: 16.2%, 1942년: 

33.7%, 1943년: 23.9%, 1944년: 21.6%)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

다. 미국의 국내경기 위축으로 2009년 중 경상수지적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

상하였으나 여전히 3900억 달러 (GDP대비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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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정수지; 미국 Saint Louis 연방준비은행, 경상수지;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2009, 5)

주: 2008~2010 통계는 IMF의 전망치(2009년 4월)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1985년에 체결되었던 

플라자합의 이후 대폭적인 달러화의 절하에 힘입어 경상수지적자폭이 줄어

들었던 1988-91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1982년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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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재정적자가 개선되었던 1990년대 

후반에도 경상수지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단순히 재정적자의 개선과 달러화의 절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재정수지 경상수지와 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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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정수지미국 Saint Louis 연방준비은행, 경상수지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2009, 5)

주: 2008~2010 통계는 IMF의 전망치(2009년 4월)임

물론 재정적자의 개선과 1980년대 후반에 보여 준 것 처럼 달러화의 절

하가 경상수지 적자 해결에 중요한 변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외에도 구

조적인 경상수지적자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국민소득 항등식에서 보

듯이 민간부문에서도 저축률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러한 가계의 행태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Y-T-C-I) + (T-G) ≡ X-M (Y-T-C-I: 민간수지, T-G: 재정수지, X-M:경상수지)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미국의 달러화는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는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달러 

중심 기축통화체제가 근간인 현재의 국제금융체제 자체도 불안해 질 수 밖

twin deficit(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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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사실 1971년 미국의 달러화 금태환정지선언에 따른 브레튼우즈체

제 붕괴이후 1985년에는 플라자 합의를 거치는 등 지난 3~40여 년 동안은 

국제금융체제의 과도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축소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게 된다. 즉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축소는 미국이 세계의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둔

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즉 한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로, 그 나라가 세계의 소비시장의 역할을 함으로써3),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유

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거래수단으로서 국제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개별국

가들이 국제준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가 과도할 경우에는 기축통화의 가치가 불안해 짐

으로써 기축통화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국은 그 동안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국의 흑자가 다시 미국의 

채권시장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통하여 불안한 가운데서도 기축통화의 역할

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늘어

난 재정적자가 달러화의 가치유지에 부담이 될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국의 

흑자가 다시 미국의 채권시장으로 환류되는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둘째로는 기축통화국은 특정 지역 또는 국가가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의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유동성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위기 시에 미

국 연준이 각국 중앙은행들과 체결한 스왑계약이 그 예 중의 하나이다. 그러

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축통화국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해

당국으로 인하여 국제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은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많은 국가들이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게 됨으로써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비판 내지는 의문이 제기되게 

된 것이다. 

3. 위안화 역할론

달러 중심 기축통화제제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이 지난 3월 24일 저우샤

오찬(周小川) 중국인민은행 총재의 초국적준비통화(super sovereign 

reserve currency) 주장이다. 저우 인민은행 총재는 현 달러중심 기축통화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초국적준비통화(super sovereign reserve 

currency)의 도입을 목표로 우선 IMF의 SDR(특별인출권)을 확대 사용하는 

3) 기 축 통 화 국 은  통 화 발 행 에  따 른  주 조 차 익 (시 뇨 리 지 )을  향 유 할  수  있 기  때 문 에  어 느  정 도  소 비 시 장 의  역 할 이  가
능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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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규모(억 위안) 일시

한국 1,800 08. 12. 12

홍콩 2,000 08. 12. 19

말레이시아 800 09. 2. 8

인도네시아 1,000 09. 3. 23

벨라루스 200 09. 3. 11

아르헨티나 700 09. 3. 30

총계 6,500

방안으로 점차 달러화를 대체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특히 이 주장은 곧이

어 4월2일 런던에서 열리는 금융위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

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4). 

그런가 하면 중국은 지금의 금융위기가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보고 지난 3월3일부터 열린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공식적화는 의견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첫째, 여러 나라와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둘째, 일부지역과 무역 결재수단으로서 위안화 

사용을 추진하며, 셋째, 위안화의 자유로운 태환보장을 위한 관련법규의 개

정 및 외환시장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선 중국의 통화스왑체결상황을 보면 2008년 12월 한국과 1800억 위

안 규모의 스왑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벨라

루스 아르헨티나 등 2009년 5월 현재 총 6개국과 6500억 위안 규모의 통

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의 통화스왑 체결현황

다음으로, 위안화 국제결재 사용 추진현황을 보면 상하이와 광동성의 광

저우 선전 주하이 동관 등 총 5개 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대외무역

거래에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위안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 그 러 나  정 작  4월 2일  개 최 된  G 20 정 상 회 의 에 서 는  이 번  금 융 위 기 의  중 요  원 인  중 의  하 나 인  국 제 유 동 성  경 색  또
는  위 기 를  해 결 하 기  위 한  방 안 으 로  기 축 통 화 논 의 는  하 지  않 은  채  국 제 유 동 성  부 족 을  해 결 하 기  위 한  방 안 으 로  
(1 ) 2500억  달 러 의  SD R  확 충  등  총  7500억  달 러 의  IM F 자 본 확 충 , (2 ) 다 자 개 발 은 행 의  대 출 한 도  1000억  달 러  

확 대 , (3 ) 무 역 금 융  2500억  달 러  지 원  등  총  1조 1000억  달 러 의  유 동 성  공 급 방 안 을  확 정  발 표 하 였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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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 추진내용

2008. 2 무역업에 종사하는 북한기업에 대해 중국내 위안화 결제계좌 개설

2008. 11
중국본토와 대만지역간 무역결제통화를 달러화 대신 양국통화로 대체하는 방안 

추진 

2008. 12
제3회 중∙� 경제고위포럼에서 양국간 무역거래에서 달러화의 비중을 줄이고 양

국 통화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

2008. 12
광동 장강 삼각주지역과 광서 운남성과 ASEAN과의 무역거래에서 위안화를 결제

통화로 시범 사용 허용

2009. 4
상하이와 광동성의 광저우 선전 주하이 동관 등 총 5개 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선

정하여 대외무역거래에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사용 허용

중국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

자료: 중국외환관리국 발표자료 및 보도내용 정리. 동애영 송경희, “최근 기축통화 논란과 위

안화의 국제화 가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9.5 에서 재인용

셋째, 중국은 인민은행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외환제도 개혁 

및 위안화의 태환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외환정책국을 신설하였으

며(2008. 7), 2008년 8월에는 텐진 빈하이신구에 위안화 역외거래시장 개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앞으로 지역결제통화 → 지역통화 → 기축통화의 순으로 단계적

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첫째, 무엇보

다도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경제규모가 급증하여 

수년 내에 경상GDP규모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외환보유액이 2006년 2월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로 부상한데 이어 2008

년 말에는 1조 900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중국경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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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한국

투표권 16.77 6.02 5.88 4.86 4.86 3.66 1.33

SDR 17.09 6.13 5.99 4.94 4.94 3.72 1.35

국가 수출비중 수입비중

한국 중국일본의 외환보유액 추이(백만달러)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9. 5)

그러나 이렇게 높아진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독일 영

국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에 비하여 IMF지분이 낮아서 발언권이 약한 등 국

제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높아

진 경제위상을 배경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국의 IMF 지분 현황(%)

자료: IMF

둘째, 중국은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제1의 투자대상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역내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비중이 수출은22%, 수입은 18%에 

이르고 있다. 

동아시아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추이(2007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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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2.1 17.7

일본 15.3 20.5

홍콩 48.7 46.3

싱가포르 9.7 12.1

태국 9.7 11.6

필리핀 11.4 7.2

말레이시아 8.8 12.9

인도네시아 8.5 11.5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2008)

셋째, 이러한 역내 무역증가를 배경으로 ASEAN 및 대만 홍콩 마카오 

등 화교권 국가들 간에 위안화가 결제통화로 사용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ASEAN 일부 국가들에서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위안화로 보유하고 있는 등 

위안화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4. 향후 전망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은 앞으로 지역결제통화 → 지역통화 → 기축통화

의 순으로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위안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져서 중기

적으로 불안한 달러 중심 기축통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현재의 국제통화체

제가 개편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재의 불안한 달러중심 

국제통화체제의 개편이 필요하고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

직은 위안화가 지역통화나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지역결제통화로서의 역할과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윤덕룡 오승환 2009, 박번순 2009, 동애영 송경희 2009, 이치

훈 2008).

그 이유로는 첫째, 한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이서 통화가치도 안정되고 언제든지 태환이 가능한 안

정성과 태환성이 보장되어야 해야 한다. 그러한 안정성과 태환성을 바탕으로 

해당통화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래가 됨으로써 국제 무역거래나 금융거래에

서 가치의 척도가 되고 교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자본자유화와 금융국제화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환율제도는 1995년부터 2005년 7월 21일 까지는 

달러화에 페그된 고정환율제도, 2005년 7월 21일 이후에는 상당히 엄격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지속해 오고 있다. 따라서 자본자유화 폭을 확대하고 환

율변동폭을 늘릴 경우에도 중국 위안화의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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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기업들과 은행들도 자본자유화 폭의 확대나 환율변

동폭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의 국유기업과 이들에게 자금을 공급

하고 있는 역시 대부분 국유인 은행들의 건전성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

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해당통화의 공급이 충분하여 세계적으로 유동성 경색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한 유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경상수지와 자본수

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세계

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보다는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점은 

경상수지가 적자이고 자본수지가 흑자인 미국과 유로지역과 다르고, 반대로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자본수지가 적자인 일본과 다른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중국 위안화가 지역통화역할을 하게 되면 동아시아 지역 내에

서 요즘 미국 달러화와 같은 트리핀의 딜레마에 다시 빠지게 된다. 

중국의 경상수지 자본수지 종합수지의 추이(백만 달러)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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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상수지 자본수지 종합수지의 추이 (십억 달러)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9. 5)

미국의 경상수지 자본수지 종합수지의 추이(십억 달러)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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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의 경상수지 자본수지 종합수지의 추이(십억 달러)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9. 5)

셋째, 해당국가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어서 많은 나라가 결제

통화나 외환보유액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거나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교역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나 교역

이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세계적인 기축통화로 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넷째, 그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자유 인권 등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여서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가치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정치체제가 안

정되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패권주

의로 인식하여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중국의 위안화가 현재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달러화의 

역할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하여 다른 통화가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글로벌 외환보유액 통화별 구성이나 국제외환시장 

거래량 비중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의 경우에는 낮은 경제성장, 역

내시스템의 불안정성, 단일 채권시장의 미발달 등을 고려할 때 달러화의 기

축통화 지위를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엔화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등 일본경제의 어려움 지속으로 기축통화 가능성은 높지 않

다고 볼 수 있다5).  한편 국제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에 도

5) 1997년 에  발 생 하 였 던  동 아 시 아  금 융 위 기  이 후  1998년  일 본 은  동 아 시 아  경 제 위 기  해 소 와  금 융 안 정 을  위 해  300
억  달 러  지 원 을  주 요 내 용 으 로  하 는  미 야 자 와  플 랜 을  발 표 하 는  등  엔 화 역 할  증 대 를  위 한  정 책 을  적 극 적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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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유로화 엔화

64.0 26.5 3.3

입된 SDR도 아직 국제 결제통화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기축

통화와는 거리가 먼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외환보유액의 통화별 구성비(2008, %)

     자료: IMF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당분간은 최근 달러화의 신뢰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대체통화의 부재 등으로 당분간은 현재의 달러화 중심 기축통화체제가 지속

되는 가운데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중국 일본 유로 등의 역할이 높아지는 

등 다극체제의 과도기적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연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통화금융질서에 대한 지배력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통화스왑협정 체결 확대, 위안화 

결제 비중 증가 등 지배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미

국은 달러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일본도 비록 과거와는 

달러 엔화의 역할 증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 600억 

달러 규모의 엔화 통화스왑계획을 발표하는 등 동아시아지역에서 위안화의 

지배력 확대를 방관하고만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II. 동아시아의 선택과 과제

1. 동아시아의 선택

2007년 미국의 서버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촉발되어 2008년 하반기 서

버프라임 모기지에 과도한 투자를 하였던 일부 미국 투자은행들이 파산하거

나 부도의 어려움에 직면함으로써 가속화된 이번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는 동

아시아국가들에게 1997~8년의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교훈을 던져 주었다. 

무엇보다도 비록 역내 국가들의 경제가 건실하더라도 외화유동성이 경색됨

으로써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국가들에 투자되었던 외국자본들이 디레버리징의 일환

으로 유출되면서 동아시아 통화들은 가치가 급락하여 많은 동아시아국가들

의 외환시장은 외환위기에 가까운 국면에 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정도

추 진 해  왔 으 나  그  후  일 본 경 제 가  어 려 움 을  지 속 하 면 서  근 년 에  들 어 서 는  그 러 한  주 장 을  유 보 하 고  있 는  실 정 임  

.



- 16 -

로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국 달러화의 가

치가 지속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기축통화 역할을 대체할 만한 통화가 뚜렷

하게 대두되지 못하는 과도기적 혼란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도기적 혼란기에 역내환율안정과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로 경

제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전

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가. 여기에는 단기선택과 중장기선택으

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단기선택으로는 첫째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둘째로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외화유동성 경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먼저 역내 환율안정이 중요함은 이미 1997~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당시 1994년 중국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와 이에 

이은 1995년 4월 이후의 일본 엔화의 절하에도 불구하고 당시 강세통화였

던 달러에 강하게 연동되어 있던 한국 원, 태국 바트, 필리핀 페소, 말레이시

아 링기트,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폭의 절하를 보였다. 

그 결과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는 1995년 4월부터 금융위기가 발생

하였던 1997년 중반 까지 일본 엔화에 대하여는 절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이러한 역내 국가들 간 환율의 부조화적인 움직임은 일본으로부터 대부

분의 부품을 수입하여 같은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들 동아시아국가들에게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게 하고 그것이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개방경제에서 일단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전염효과에 의해서 역내 다른 나라에도 전염된다는 것

이 1997~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보여준 또 하나의 교훈이다. 그러기 때

문에 지역적인 금융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공동노

력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도 2002년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에 대응한 국

제공조 등으로 달러화는 절하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변

화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는 달러화에 대하여 고정되거나 연동 정도가 큰 통

화, 즉 중국 위안화, 말레이시아 링기트화, 싱가포르 달러 등은 달러에 대하

여 연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원화, 태국 바트화,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폭의 절상을 보였다6).  특히 그 기간 동안 한

국의 원화는 지속적이고 가장 큰 폭의 절상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역내 

국가간 환율의 부조화적인 변동은 1995~97년의 경우처럼 경상수지의 차이

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의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

한 반면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악화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가장 취약한 

6) 1997~8년  외 환 위 기  이 후  한 국 의  원 화 , 태 국  바 트 화 , 인 도 네 시 아  루 피 아  등 은  달 러 화 에  대 한  연 동 성 이  약 화 되

었 다 (O h 2004 , 오 정 근  이  책  부 록  “동 아 시 아  금 융 통 화 협 력 중 장 기  구 상 ”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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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발생한 금융 어려움(financial distress)내지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는 이번에도 물론 원인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내 모든 국

가들에 전염되었다.

동아시아주요국의 환율 변동추이 비교(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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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주요국의 경상수지 변동추이와 전망비교(대GDP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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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 4) 

따라서 역내 환율움직임의 부조화를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 첫째, 역내 국가들 간에 환율제도와 환율운용체계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수렴화 정책의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출상품과 수출시장 등 수출

구조가 기본적으로 유사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간에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환율이 불안정하고 부조화적으로 움직

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환율제도가 국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중국 태국 말레이

시아 싱가포르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홍콩은 고정환율제도의 일종인 통화위

원회(Curency Board)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거기에다 외환시장의 개입정도

도 제각각 다르고 역내국가들의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엔/달러화

는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여건과는 상관없이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크게 

지배하는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그대로 두고는 동아시아 역내의 환율안정과 나아가서는 외환위기 재발방지

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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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목표제도

환율

목표제도

금리

목표제도

통화량

목표제도

자유변동환율

제도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관리변동환율

제도 태국

싱가포르 

(BBC제도)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베트남

고정환율제도
홍콩

(통화위원회제도)

동아시아주요국의 통화 및 환율제도

자료: 각국 중앙은행

동아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해 보면 동

아시아 통화협력을 위한 환경조성은 우선 경직적인 관리변동환율제도나 고

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환율운용의 유연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국가들의 환율제도가 경직적인 한 환율운용에 관

한 국제적인 공조는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일부 경직적으

로 환율을 운용해 오고 있는 국가들의 환율제도를 유연화함으로써 역내국가

들간의 환율제도 및 운용체계가 점차 비슷해지는 수렴화 정책이 필요한 것

이다. 다행히 중국의 환율제도도 2005년부터 고정환율제도에서 관리변동환

율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렴화를 위한 기본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협조개입(cooperative intervention)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협조개입이란 환율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는 합의된 일

정 환율수준의 실현을 위해서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유럽 미일 등 선진국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다. 예를 들어 유명한 1985년의 플라자합의에 의한 엔화의 급격한 

절상도 선진국들간의 협조개입으로 가능하였던 것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이 발전단계만 다를 뿐 대부분 유사한 수출시장과 수출상

품을 토대로 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한 어느 한 국가의 

환율이 상대적으로 절하될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은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기

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1995년부터 1997년 중반 까지의 동아

시아 여러 나라들의 통화가 엔화에 대하여 절상되어 왔다든지, 2002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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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다시 동아시아 여러나라들의 통화가 중국 위안화에 대하여 절상되

어 옴으로써 해당국가들의 경상수지가 악화되어온 사례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거시경제정책 조정을 위한 정책협의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환율운

용에 관한 동아시아국가들간의 협조체제가 긴요한데 환율이란 금리 재정과 

함께 일국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중요한 정책변수이므로 환율운용을 위한 협

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시경제정책운용에 관한 상호이해와 협

조를 증진하기 위한 채널부터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의 ASEAN+3 

회원국간에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급 및 재무부 중앙은행 실무자급 거시

경제정책조정회의 (macroeconomic policy coordination dialogue)를 운용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거시경제정책조정회의를 얼마간 운용하다 보면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도 깊어지고 그를 토대로 환율의 협조적 운용을 논의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중기적으로는 아

시아환율체계, 장기적으로는 공동통화의 도입과 같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만 보이는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

다. 

두번째 단기정책으로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외화유동성 경색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번 동아시아의 금융 어려움

(financial distress) 내지는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는 기본적으로 위기에 

처한 외국금융기관들의 자본환수에서 비릇되었다. 이 점이 과거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동아시아 내부적 요인이 아

니라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외화유동성 경색과 그에 따른 통화가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면서 시장에 개입

하고 금융기관들의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 주고 미국연준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ASEAN+3에 의해서 도입되어 지난 해 말 계약고가 800억 달러에 이른 통

화스왑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지역금융위기는 전염효과 등에 의해서 대체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므로 CMI가 양자간 협상으로 체결될 때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내 나라의 상황이 위급한데 다른 나라의 입장을 생각해 줄 나라

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

최된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CMI를 다자화하기로 합의한 소위 CMI 

다자화기금 (아시아공동기금) 설립안은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 규모도 1200억 달러로 확대하고 가장 난항을 겪었던 분담금 비율도 합

의를 보았다. 1220억 달러 분담금 중 중국 일본이 각각 32%인 384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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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분담금(십억불)
분담금 대비 인출비율

(Borrowing Multiple)

브루나이 0.03 5

캄보디아 0.12 5

중국

중국(홍콩제외) 

:34.2
0.5

홍콩 : 4.2 2.5*

인도네시아 4.77 2.5

일본 38.4 0.5

한국 19.2 1

라오스 0.03 5

말레이시아 4.77 2.5

미얀마 0.06 5

필리핀 3.68 2.5

싱가포르 4.77 2.5

태국 4.77 2.5

베트남 1.00 5

러씩을, 한국이 16%인 192억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 20% 240억 달러는 

ASEAN 10개국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800억 달러 양자간 스왑협정

은 다자간협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80%를 IMF프로그

램과 연계해서 인출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래에 비해

서는 진일보한 것이다.

CMI 다자화기금 분담금 및 인출비율 합의사항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 5)

운영방식은 당장 분담금을 기금에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요청이 들

어 왔을 때 각국의 외환보유액에서 분담비율에 따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점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하는 IMF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번 2008~9년 

외화유동성 경색기에 경험한 바와 같이 일단 위기상황이 역내 국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각국의 분담금 부담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기상황이 역내 여러 나라에 전염되기 

전에 조기에 특정 국가의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국제자본흐름은 물론 각국의 외채와 외환보유

액 등 외화유동성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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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18개국 동아시아 중앙은행이 회원인 동남아중

앙은행(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SEACEN)에 국제자본흐름을 상

시 감시하기 위한 SEACEN 자본흐름 전문가그룹(SEACEN Expert Group 

on Capital Flows: SEG)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아직은 역부족인 입장

이다.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립적인 역내경제감시기구를 조기에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자금지원은 회원국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였으므로 투표

권이 많은 중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국이 2009년 5월 현재 총 6개국과 

65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일본 재무장관이 5월 3

일 발리 현지에서 600억 달러 규모의 엔화 통화스왑 계획을 발표하는 등 중

국과 일본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이 가히 필사적이라고 할 정도이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각 32%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일부 지원요청국들과 연계하여 무리한 지원요

청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원요청국의 

도덕해이 문제도 예견해볼 수 있다. 따라서 모처럼 어렵게 합의를 본 다자간 

협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미리 구

비되어야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특

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역

할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장기선택으로는 역내 환율안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

축이 필요하고 이를 유사시에 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역내 최종

대부자 및 감시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의 창출이 필요하다.

첫째, 역내 환율안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는 아시아환율

체계(Asian Exchange Rate Mechanism: ARM)의 도입가능성 및 도입방안

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협조개입 제도의 전형적

인 예로는 유럽환율체계(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ERM)를 

들 수 있다. 유럽이 공동통화로 넘어가기 전 과도기적인 단계로 운용되었다. 

동아시아국가들도 장기적인 과제인 공동통화의 도입을 논의하기 전 과도기 

단계로서 ERM과 유사한 동아시아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아시아환율체계

(Asian Exchange Rate Mechanism: ARM)의 도입가능성 및 도입방안을 검

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내국가들이 환율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목표환율제도를 도입하고 경제여건에 맞추어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바로 ARM이다. 

ARM은 ERM에서와 같이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일정한 밴드폭 이내에서 

회원국의 환율변동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때 중요한 과제가 기준이 

되는 통화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밴드의 폭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기준이 되는 통화, 즉 기준통화(anchor currenc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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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는 특정국가의 통화를 사용하는 방안과 달러 유로 엔으로 구성된 

통화바스켓을 사용하는 방안 및 역내무역구조 등을 가중치로 한 역내 

통화바스켓을 기초로 한 아시아통화단위(Asian Currency Unit: ACU)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밴드의 폭도 처음에는 역내 경제여건에 

맞게 다소 신축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정근 2009).  

둘째, 유사시에 궁극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역내 최종대부자 및 감시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는 태국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1997년 9월 

홍콩에서 개최되었던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일본에 의해서 제안되었던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7).

AMF설립 주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역내 특정국가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 역내 환율안정을 위하여 긴급자금을 지

원할 수 있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구독일연방은행처럼 일본 중국 등 특정한 국가가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수 도 있을 것이지만 동아시아역내에 상존하는 현실적인 정치사회적 장벽을 

고려해 볼 때 특정국가의 중앙은행보다 유럽의 유럽통화협력기금(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 EMCF)과 같은 지역통화기금이 더 바람직하

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물론 IMF가 위기시 긴급자금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에 경험한 바와 같이 기존의 IMF

만으로는 자금지원규모면에서 지역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므

로 이를 보조하기 위한 지역통화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대체로 외환위기는 위기의 전염효과 등으로 지역적으로 발생하

므로 지역내 특정국가의 외환위기의 발생과 지역내 다른 국가로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동아시아국가들

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고려해 볼 때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타당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CMI 다자화 합의는 AMF와 같은 역내 최종대부자 기구 설립에 

한걸음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최종대부자에 의해서 긴급 유동성이 

필요한 나라에 유효하게, 그리고 수여국의 도덕해이 없이 효율적으로 공급되

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경제와 자본흐름을 감시하는 기능과 최종대부

자 기능을 실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동 최종대부자에게 부여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도 동아시아 통

화통합문제를 검토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7) 유럽에서도 해당국이 시장개입에 필요한 자금을 초기에는 1970년 2월에 체결된 중앙은행간 단기신용공여협정

(중앙은행간 스왑협정)에 의하여 조달하였으나 1973년4월 유럽통화협력기금(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 EMCF)이 설립되면서 동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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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의 과제 

동아시아가 1997~8년과 같이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든지 2008~9년 

처럼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이든지 간에 지역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서 논의해 본 역내 환율안정과 외화유동성 경색방지 대책을 구

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역내 환율안정을 위해 필요한 많은 국가들의 환율제도 및 운용의 

유연성 제고 또는 수렴화 부터가 난관이다. 동아시아 국가들 중 많은 나라가 

아직 적지 않은 자본이동 통제를 하고 있고 환율도 고정 내지는 경직적인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견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자본자유화와 어떤 환율제

도가 바람직한가는 둘째로 하더라도 역내 국가들 간에 자본자유화의 정도와  

환율제도와 운용의 유연성 정도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역내 국가간 환율의 부조화적인 움직임을 보다 용이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도인 국가와 자유변동환율제도인 국가 

간에 환율변동 수준을 비슷하게 가져간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당히 다르고 외국자본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수렴해 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다음

으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협조개입이나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거시경

제정책 조정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점도 과제다. 

긴급한 경우에 외화유동성 경색 방지를 위하여 최근 어렵게 합의에 이른 

아시아공동기금의 운영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특정 국가의 위기가 

역내 여러 나라에 전염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어

떻게 선제적으로 긴급한 유동성의 필요성과 규모를 파악하여 공급할 수 있

을 것인가, 이를 위한 국제 자본이동과 외화유동성, 경제상황 등은 어떻게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기구는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IMF 프로그램과 연계비율도 어떻게 점진적으로 낮추

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협조개입을 제도화 하기 위한 아

시아 환율체계와 이에 필요한 아시아통화단위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리

고 아시아공동기금을 어떻게 위기 시에 최종대부자 기능을 할 수 있는 AMF

와 같은 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 외에도 역내 국가들 간에 역사적이

고 정치사회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지역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정책협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 내지는 지

역 패권주의 의식을 어떻게 하면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이다.

1997년 9월에 제안되었던 AMF 설립안도 초기에는 역내 국가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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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결국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IMF와 미

국의 영향력 감소와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반대로 무

산되고 만 전례에서 보듯이 미국과 IMF의 견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협조를  

끌어 낼 것인가 하는 국제경제외교적인 문제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생각해 본 동아시아가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유

럽의 역사적 경험에서 배우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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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의 전략과 역할

최근 달러화의 신뢰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대체통화의 부재 등으로 당분

간은 현재의 달러화 중심 기축통화체제가 지속되지만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

고 중국 일본, 특히 중국 위안화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에 

서 통화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다극체제의 과도기적 혼

란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국은 과연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며 또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선 경제의 강건성(resiliency)을 제고하여 2008~9년과 같은 외부적 

충격을 흡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외부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경제의 강건성은 첫째로는 대외적으로는 경상수지흑자를 유지하

고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둘째로는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및 

건실한 재정수지 유지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셋

째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만약 외부충격이 발생하여 외국자본이 유출되는 경우에도 일단 경

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외화유동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

은행의 외환보유액을 이용한 외환공급 등으로 외화유동성 경색이 발생하지 

않고 통화가치도 과도하게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기조를 안정적으로 유

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경상수지흑자 유지와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가 

일차적인 방어벽이다.

다음의 그라프를 보면 2008년 현재 외환보유액이 대외채무보다 작은 나

라는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이다. 2008년도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는 한

국과 인도네시아이며 적자는 아니지만 흑자폭이 작은 수준에서 그나마 악화

되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태국이다. 또한 2007~8년 중 투자수지가 악화

된 나라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전통적인 

자본수출국이기 때문에 순수출이 일어난 것으로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

결국 외환보유액이 대외채무보다 작으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된 나라들,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위기 시에 자본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08년 중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서 환율이 크게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한국 태국 필리핀은 2002

년부터 2007년 까지 환율이 큰 폭으로 절상되어 왔다는 점이다. 결국 이들 

국가들에서는 미국 달러 약세가 시작된 2002년 초부터 통화가 강세를 보이

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그 결과 외채와 외환보유액 구조도 악화되어 외

부충격 시에 자본유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흑자 유지와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가 외부충격 시에 경제를 지탱

해 주는 일차적으로 중요한 방어벽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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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및 건실한 재정수지 유지 등 거시경제가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부수요 감소에 대비한 내수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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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도입이 용이하다. 그 결과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전이되지 않게 된

다. 이미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우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외부충격으로 경제성장세가 다소 둔화되

는 경우에도 기존에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장 정책의 도

입필요성이 그 만큼 적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확장적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미 재정수지가 나쁜 경우에는 재정정책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근년의 일본이 좋은 예이다. 따라서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및 건실한 

재정수지 유지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기조 유지가 이차적인 방어벽이다.

세 번째로 외화유동성도 경색되고 통화가치도 하락하고 경제마저 어려움

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기업의 부도위험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증가 등 건전성 악화이다. 심한 경우

에는 은행위기로 비화될 수도 있고 이는 다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로 

경제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유지가 세 번 째 방어벽이 된다. 

이와 같은 경제의 강건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1998년 이후 운용해 온 

환율제도와 정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고 거시경제정책

이 선제적으로 유효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운용시스템을 점검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 건전

성 점검과 부실징후가 보일 때는 적시에 적절한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이번과 같은 기축통화국 위기 발생을 대비하여 외화유동성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슬라믹 금

융을 활용하는 등 외국자본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에 

대해서는 토빈세와 같은 시장친화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위기 시에도 가능한 

한 외국인투자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을 제고하여 단기투

자 보다는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외국인투기자금의 유출

입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동아시아 역내의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원/달러 거래 중심의 외환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외환보유액의 통화별 구성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한편 이번 CMI다자화협상에서 보여 주었듯이 동아시아에서는 앞으로 중

국과 일본 간에 자국통화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할 전망이

다. 이는 과도기적 변화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에

서 제3의 경제대국으로서 이들을 중재하고 조정함으로써 역내 통화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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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도모하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 필

요할 경우에는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시아공동기금에서 한국의 지분을 16% 확보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게 되면 역내에

서 위안화의 역할이 증대되어 기존의 엔화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양대 통화

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경우에는 현재 달러화가 보여주고 있는 트리핀의 딜

레마 같은 문제점이 역내에서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럴 경우 미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와 통화에 대한 의존도만 커져서 한국의 입지가 갈수록 위

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간에 샌드위치 입장이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보다 적극적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 일본에게는 양대국의 패권지향적인 정책은 바람직하지

도 않거니와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는 일이 중

요하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현재 지난 수년 동안 고도성장을 달성해 오고 있

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이 세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실물 면에서

의 시장제공자, 금융 면에서의 유동성공급자와 같은 역할을 역내에서 하기에

는 아직 역부족이고 중국경제 내부에도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이해

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략적으로 일본과 연대

하고 동아시아가 특정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미국

과 IMF의 지원을 받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가 통화협력을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특정 통화의 영

향력이 지나치거나 통용되는 것은 그 나라 경제와 통화금융 및 환율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미국 달러화가 세계경제에 초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내에서 트리핀의 딜레마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미 논의된 바 있는 아시아통

화단위(ACU)의 타당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국이 앞장서서 주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주요 어젠다에 대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설립될 CMI다자화 감시기구 

또는 더 나아가서 동 기구가 AMF로 발전될 경우에 동 사무국을 한국에 유

치하도록 하는 국제금융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이 그 동안 동아시아 

금융허브를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 태국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ACAP), 일본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원(ADB 

Institute: ADBI), IMF 동경사무소, 말레이시아의 동남아중앙은행(SEACEN), 

인도네시아의 ASEAN 사무국, 싱가포르의 IMF 연수원 등과 같은 정작 변변

한 국제금융기구 하나 없다는 것은 한국 국제금융외교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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