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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실질환율의 “불균형(Misalignment)” 분석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1997 년 말 외환위기와 2000 년 말 대미환율 불안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첫째, 1997 년 외환위기 직전 한국의 실질환율은 10% 가량 고평가되었고, 2000 년 
말의 경우 3% 가량 고평가 상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
초 변수의 계수가 Edwards의 실질환율 불균형이론에서 예측하는 바대로 부호가 일
치하였고, 한국의 지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선물환율이 미래의 대미환율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대
를 매개로 하여 실질환율의 고평가여부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Granger Causality 검
정과 VAR 의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실질환율의 고평가가 커질 경우 미
래의 명목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이것이 선물환율에 영향을 미쳐
서 선물환율은 상승한다는 점과 둘째, 선물환율이 상승할 경우 현물환율은 시차를 
두고 그를 따라 가게 되므로 실질환율의 고평가 정도는 현물환율의 상승으로 말미
암아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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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minar and Won-Heum Lee in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their comments and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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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4 년에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에서, 1997 년에는 태국, 인도

네시아,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 자본유출과 대미환율이 급상승하는 외환위기를 
경험했는데, 왜 그러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외환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법론으로서 최근 들어 관심을 모으
고 있는 이론이 Edwards(1989a)가 개발한 실질환율의 “불균형(Misalignment)” 분석법
이다.  
실질환율의 불균형정도는 균형실질환율을 추정하는 데에 이용되는 중요 변수들

과 실증분석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기존의 실증분석 들을 살펴보면 
Warner(1997)은 1994 년의 멕시코 외환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질환율의 불균형
상태를 계산하였는데, 멕시코의 실질환율이 1994 년 외환위기 직전에 고평가 되어 
있었으나 1996 년 말에는 균형 실질환율과 훨씬 가까워졌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또
한 고평가 여부를 설명하는 이론은 통화론자 모형에 기초하고 실증방법으로는 OLS 
방법론을 이용하여 대미환율 불균형분석도 행하였는데, 이때에는 대미환율의 고평
가를 발견할 수 없어서 통화론자 모형은 멕시코 위기의 경우에 있어 비교역재 모형
보다 불균형을 추정하는데 덜 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GSDEEMER(1998)모형1은 실질환율의 불균형을 추정하기 위한 실용적 모형 중의 
하나인데, 이론적 배경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도입하고, 실증분석 도구로 공적분을 
이용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동아시아국가의 실질환율이 대부분 
1997 년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이 외환위기의 중요원인이 되었다고 해석
하였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각각 다른 이론적 모형과 통계적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대미환율 또는 실질환율의 불균형 정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
과를 살펴 보면 외환위기 직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실질환율이 고평가 되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한국과 싱가폴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결과
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던 
Chinn(1998)은 이론적으로 통화주의자 모형을, 실증분석은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명목환율의 불균형을 추정했다. 그 결과 1997 년 무렵, 말레이지아 
링기트, 싱가폴 달러, 대만의 달러와 태국 바트는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엄
청난 평가절하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소폭 고평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원과 필리핀 페소는 저평가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Warner(1997)는 고평가 여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통화론자 모형을 사용할 경우 
1994 년 멕시코 페소 위기 직전에 멕시코 통화의 고평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형이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반면에 Chinn(1998)은 통화론자 모형이 아

                                                           
1 Goldman Sachs(199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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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외환위기의 경우에는 불균형을 발견하는 데에는 오히려 유용하다고 주장한다.2  
균형실질환율을 계산할 경우 어떠한 이론적 모형, 계량기법, 기본변수와 데이터

의 종류와 기간을 사용하는 가에 따라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화위기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시점에서의 고평가를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은 불
합리하며, 골드만 삭스와 Chinn 의 연구도 이러한 단점을 보이고 있다. Edwards 는 
균형실질환율을 이용하여 환율의 고평가 여부를 진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이론이 예측하는 중요변수의 효과
와 실증분석에서의 결과가 일치해야 하며, 둘째, 계량기법, 데이터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경우 매우 철저한 사려가 필요하며,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은 
위기가 있었던 시점의 고평가 여부 뿐만 아니라 전시기에 걸친 경제변화를 잘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실질환율 분석시, 1997 년 외환위기 시점에만 집착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시점에서의 현상들을 전체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므
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변환점이었던 1988년의 호황기, 1997년의 통
화위기기, 2000년 최근의 환율 불안기 등 3가지 시점에 집중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미환율은 역사적으로 볼 때 급등락을 거듭해 매우 불안정한데 최근 들

어 그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1997 년 말에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9 월 중 달러 
당 909 원 이던 대미환율이 98 년 3 월경에는 1623 원 까지 급상승하였으며, 그 이후
로 2000년 10월 까지 하향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갑자기 달러 당 1200원 대
를 돌파하여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1997 년 말의 경우에는 외환 보유
고의 부족과 급격한 자본 유출이 대미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이해되
나 최근의 환율 폭등현상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와 무역수지 흑자를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환율의 상승 이유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며, 경상수지가 흑자라서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가 
증가하더라도,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대미환율은 수요의 초과로 인하여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달러의 수요자는 주로 기업, 은행, 환 딜러, 개인으로 볼 수 있고, 실
제 사용을 위한 실수요와 미래사용을 대비한 가수요로 그 목적을 나눌 수 있다. 최
근 문제가 되는 것은 일종의 가수요라고 볼 수 있다. 달러의 가수요가 증가한 이유
는 달러의 수요자들이 미래의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며 환율에 대
한 기대형성과 그 과정을 보다 논리적인 틀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질환율 분
균형 분석을 통하여 외환투자자의 기대와 환율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실질환
율이 고평가되었을 경우 시장에서 미래의 환율상승을 기대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시차가 존재하더라도 결국 대미 환율 상승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는 대미환율이 매우 심하게 평가절하된 반면 싱가폴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때 Chinn의 해석은 그리 잘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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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환율을 예상하는 데에는 선물환율을 이용할 수 있다. 선물환율의 결정구
조를 설명하는 금리 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에 따르면 국가간의 자본이동에 규제
가 없는 완전한 금융시장에서는 2 개국의 금리차는 선물환 프레미엄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완전성을 전제로 한 이 이론은 거래비용, 조세, 정치
적 위험의 존재 등으로 인한 실제적으로는 한계가 있게 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자
본시장이 완전하지 않고 무역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대외환경에 매우 민
감한 나라는 금리평가이론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여진다. 선물환율의 결정에 있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만으로는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고 교역조건변화와 자본유출입 
등에 따른 달러 수급에 대한 기대가 선물환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된다.  
실질환율의 고평가가 존재할 경우 명목환율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실질환율의 고평가 여부와 선물환율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를 분석하기 위해 Granger-Causality 검정과 VAR Impulse Response 분석을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실질환율 불균형 분석에 대해 설명

하는데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과 선행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실질환율 불균형을 추
정하여 한국의 환율불안 원인을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선물환율과 실질환율과의 관
계를 기대를 매개체로 하여 설명하고 Ⅳ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실질환율 불균형(Real Exchange Rates Misalignment) 

1.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 

소규모 개방경제를 위한 일반균형모형에서 각 국가는 3 가지 종류의 재화(수입
재(M), 수출재(X), 비교역재(N))를 생산하고 소비한다.3  기간은 현재(기간 1)와 미래
(기간 2) 로 구분되며, 해외 차입과 대출은 외생변수인 해외 이자율 r 에 따라 결정
된다. 각 국은 2 기간 예산제약을 따라야 하며,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한다
고 가정한다. 이때 소비자는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생산자는 기술과 요소
제약 하에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그들의 최적 행동을 결정하게 되며, 방정
식 (1)과 (2)는 이를 나타내고 있다.  
 
(1)   max  Ω { u (cN, cM, cX ), U ( CN, CM, CX ) }, 

        s.t. cX + p cM +q cN + δ* (CX + P CM + Q CN ) ≤ wealth 

 

p : 1기 수입재의 상대가격, 

                                                           
3 Edward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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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기 비교역재의 상대가격 
P : 2기 수입재의 상대가격, 
Q : 2기 비교역재의 상대가격 
cX : 1기 수출재의 소비 
CX : 2기 수출재의 소비 
cM : 1기 수입재의 소비 
CM : 2기 수입재의 소비 
cN : 1기 비교역재의 소비 
CN : 2기 비교역재의 소비 
u : 1기의 준효용함수 
U : 2기의 준효용함수  
Ω : 기간간 후생함수 
δ* : 할인율 

 

소문자는 현재시점 변수, 대문자는 미래시점 변수를 나타내며, 수출재 가격은 
1로 표준화하였다. 
 

(2)  r = max{sX+psM+qsN:f(s,v) ≤ 0} 

        =r(1,p,q;v) 

     R = max{SX+PSM+QSN:F(S,V) ≤ 0} 

       = R(1,P,Q;V)  

 

r : 1기의 이익함수 

R : 2기의 이익함수 

sX : 1기 수출재의 생산량 

SX : 2기 수출재의 생산량 

sM : 1기 수입재의 생산량 

SM : 2기 수입재의 생산량 

sN : 1기 비교역재의 생산량 

SN : 2기 비교역재의 생산량 

f : 1기의 생산함수 

F : 2기의 생산함수 

v : 1기 생산요소의 투입량 

V : 2기 생산요소의 투입량 

 

대표적 소비자는 동일 효용하에서 비용 극소화 문제를 통해 각 재화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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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량을 결정하는데 방정식 (3)의 지출함수로 표현된다.4   

 

(3)  E = min {cx, + pcM +qcN + δ*(CX+P CM +QCN) : Ω}, 

      =  E{π(1,p,q), δ*π (1,P,Q) : Ω} 
 

cX : 1기 수출재의 소비량 
CX : 2기 수출재의 소비량 
cM : 1기 수입재의 소비량 
CM : 2기 수출재의 소비량 
cN : 1기 비교역재의 소비량 
CN : 2기 비교역재의 소비량 
π: 1기의 가격지수 
∏ : 2기의 가격지수5  

 

효용함수는 기간별로 분리가 가능하며, 현재시점과 미래시점의 지출은 서로 

대체관계이며 각 재화도 서로간에 대체관계임을 가정한다.6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

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최적화 문제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해로서 얻어지는데, 이때 

비교역재 시장은 각기마다 청산되고, 여기서 얻어진 해는 비교역재 균형가격, 균

형실질환율, 생산, 소비를 결정하게 된다.  

 

(4) r(1,p,q;v)+ δ*R(1,P,Q;V)+ ci + δ*CI = E{π(1,p,q), δ*π (1,P,Q) : Ω} 
 

 ci 와 CI 는 현재와 미래시점의 순자본 흐름을 나타내고, 비교역재 시장 균
형조건은 방정식 (5)와 (6)으로 표현된다. 
 
(5)  rq=Eq 
 
(6)  RQ=EQ 
 

                                                           
4 이윤함수는 여러가지 편리한 성질을 갖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가격에 대한 편미분은 그 
상품에 대한 공급량을 나타낸다.(Dixit and Norman, 1980, pp.31-33). 
(∂ R / ∂P) = RP = SM,  (∂ R / ∂Q) = RQ = SN 
55 지출함수는 이윤함수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가격에 대한 편미분 값은 그 재화에 대한 
힉시안 수요(Hicksian demand)를 나타낸다. 
(∂ E / ∂P) = EP = DM 
(∂ E / ∂Q) = EQ = DN 
6 EPq, EQp, EQq, EPp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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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적인 교역조건의 변화와 자본의 유입은 비교역재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방정식 (4), (5), (6)을 전미분해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을 풀면 방정식 (7)과 (8)의 관
계를 얻게 된다.7 수출재의 가격은 1이고 수입재의 가격은 p이므로 (1 / p)는 교역조
건을 나타내며, p의 상승은 교역조건의 악화를 의미하고 q의 상승은 실질환율의 하
락을 의미한다.8   

(7)  dq / dp* = - 1/ ∆ { ( Epq - rpq ) ( RQQ – EQQ ) + EQpEQq } 
                         + ( 1/ ∆ ) (Ep – rp ) ( EqQΠQEΠΩ + πqEπΩ (RQQ – EQQ ) } ≥ 0 or ≤ 0   

 

(8)   dq / dci = ( 1/ ∆ ) { ( EQQ – RQQ ) ( EqΩ / EΩ ) - EqQ ( EQΩ / EΩ ) } >  0  
 

 위의 식에서 ci 는 1 기의 자본유입을 나타내고, EΠΩ 와 EπΩ 는 양수로서 현
재와 미래의 소득효과로 나타난 지출변화를 나타내는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각 
기간별 소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9  방정식 (7)에서 비교역재가 상승할 지 하락할 
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가격변화에 따른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교역조건의 악화와 관련된 소득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는 방정식(7) 
우변의 두번째 항에 표현된다. 만일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지배한다면, (dq/dp)는 
소비의 대체성을 가정하더라도 음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자본유입의 증가는 실질환
율의 평가절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본유입이 수출재, 수입재, 비교역재
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자국이 소국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교역조건은 외
생적으로 결정되어 수입재의 소비증가는 교역조건을 변화시키지  못 하지만 비교역
재의 소비의 증가 때문에 비교역재 가격은 상승하며 이것은 실질환율의 평가절상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지출함수, 이윤함수, 또는 기타 여러 함수를 명백히 함수 형태로 
규정할 수 없다면, 비교역재의 상대적 균형가격이나 균형실질환율을 명확히 표기하
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들을 모든 외생변수에 대한 음함수 형태로서 방정식 (9)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9) RER=E(PT/PN) = h(p,P,ci,CI,….) 
 

Edwards는 균형실질환율(Equilibrium Real Exchange Rate)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

                                                           
7 Edwards (1989a) 
8 지출함수가 concave 하다고 가정하면 2계미분함수는 다음과 같다. (Epp, Eqq , EPP, EQQ < O), 
이것은 수요가 가격이 상승할 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윤함수는 convex 하다
고 가정하면 2계미분함수는 다음과 같다. ( rpp, rqq, , RPP, RQQ > 0). 즉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9 안정성 조건(Stationarity Condition)을 가정할 경우, ∆ = { ( rqq – Eqq ) (RQQ – EQQ) – EQq EQp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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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외부문(교역재 시장)과 대내부문(비교역재 시장)을 균형을 이루게 하는 환율이
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균형실질환율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방
정식 (9)와 같이 기초변수(Fundamental Variables)의 대내외적인 원인에 기인하여 근본
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 이유는 고정된 값을 가지는 실
질환율이 대내부문과 대외부문을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주 드문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절에서는 균형
실질환율과 실제실질환율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2. 실질환율 불균형의 개념 

실질환율의 불균형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환율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
다. 흔히 사용하는 고전적인 실질환율의 개념은 대미환율과 미국의 물가를 곱한 것
을 한국의 물가수준으로 나눈 것이다. 이 개념은 구매력 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에 기초한 것으로 운송비와 관세 등을 제거할 경우 동일한 상품은 양국에서 
같은 가격에 팔려야 하므로 실질환율은 항상 1 이 된다.10 구매력 평가설은 이론의 
명쾌함과 계산의 편리성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동안 경제학자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은 바 있으나 이 개념은 이론과 실증분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1  
새롭게 대두된 실질환율 개념은 교역재의 가격을 비교역재의 가격으로 나눈 것

으로 측정된다.12 수출재와 수입재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도출되는 교역재의 가격을, 
비교역재의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이 개념에 따르면 교역재의 가격이 상승
하면 실질환율이 절하되고 비교역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환율이 절상하게 된다. 
만약 어떤 나라의 비교역재 가격이 교역재에 비해서 상승하면, 국내 재화와 인력이 
가격이 비싼 비교역재 생산에 집중되는데, 이 경우 그 나라는 국제무역경쟁에서 다
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게 되므로 한국과 같이 무역비중이 매우 큰 나라는 단기간에 
실질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균형을 이루게 하는 균형실질환율과 실제 존재하는 실제실질환율을 측정할 

                                                           
10 절대적 구매력평가설(Absolute Purchasing Power Parity)에서는 실질환율이 1이 되며, 상대적 
구매력평가설(Relative Purchasing Power Parity)에서는 1이 아니더라도 어느 안정적인 값을 갖
는 것으로 주장한다. 
11  구매력평가설이 현실에서 성립한다면 안정성 검정(Stationary Test)을 할 경우 실질환율이 

안정적인 결과를 얻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실증분석결과는 실질환율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결

론을 내리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비교역재의 존재,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그리고 시계

열자료의 불충분 등을 들고 있다. 
12 교역재의 가격을 실제로 도출할 경우 미국의 생산자물가와 대미환율을 이용하는 것을 
BRER(Bilateral Real Exchange Rate)이라 하며 다수의 무역상대국 생산자물가와 명목환율을 이
용하는 것을 MRER(Multilateral Real Exchange Rat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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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면 환율의 고평가 여부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실제실질환율
(Actual Real Exchange Rate)은 항상 균형실질환율과 일치하지는 않으며, 가격의 하방
경직성 등으로 말미암아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실제실질환율은 균형실질환율을 따라가는 경향을 지닌다. 실제실질환율이 균형실질
환율보다 높으면 저평가(undervaluation) 상태 하에 있는 것이며, 실제실질환율이 균
형실질환율보다 낮으면 고평가(overvaluation) 상태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dwards(1989)와 Montiel(1999) 등은 이러한 실질환율의 고평가 상태가 일정기간 지
속되면, 통화위기의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실질환율 불균형 상태를 추정해 한국의 실질환율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

해 보고,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는 환율 변동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이론적 
배경으로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 Model)을 가정하고, 실증분석 도구로
서 공적분 추정기법(Cointegration Test)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역재의 상대
가격이 기본 변수들의 함수로 표현되는 축약형 모형을 이용하여 균형관계를 
E*PT/PN=G(V)로 표현한다. 이때 BRER 을 이용할 경우 상첨자 “N”는 “자국의 비교
역재 가격”을 “T”는 “미국의 교역재 가격”을 의미하고, E는 대미환율이고, V는 기초 
변수들(Fundamental Variables)의 벡터로 표현된다. 만약 특정 국가의 경제에 아무런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내외 여건이 변할 경우 E 또는 PN 이 변화하여  균형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실증분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의 실

질환율과 기초변수인 V 벡터내의 변수들은 공적분관계가 있는 가를 검증하고, 이들 
변수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인다. 둘째, 기초 변수의 장
기균형 파라미터 추정치를 추정한다. 이 때, 기초 변수의 단기적인 충격을 제거하고 
장기 안정 추세를 얻기 위하여 HP 필터를 이용한다. 셋째로, 기초 변수에 대한 공적
분 파라미터와 장기 추세를 이용하여 균형실질환율을 시뮬레이션 한다. 넷째, 고평
가를 진단하기 위하여 균형 실질환율과 실제 실질환율을 비교하여, 한국의 실질환
율이 1988 년 경제호황기에는 저평가되었고 1997 년과 2000 년에 고평가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3. 데이터와 안정성 테스트 결과 

한국은행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1988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의 실질
환율, 교역조건, 순자본 유입변수를 도출한다.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도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질환율의 개념은 E* PT/PN 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달러화에 대한 
명목환율은 E 로, 교역재의 가격을 의미하는 PT는 미국의 도매물가수준을 사용하고, 
자국의 비교역재 가격을 의미하는 PN는 한국의 소비자물가를 사용한다. 교역조건은 
수출단가를 수입단가로 나눈 다음 1995 년도를 100 으로 지수화하고, 순자본유입은 



 10

자본수지와 오차 및 누락을 합하여 도출한다.  
데이터가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일반적인 회귀 방법(OLS)를 이용할 수 없으므

로 ADF 테스트를 이용하여 관련 변수들(실질환율, 교역조건, 순자본 흐름)에 대한 
안정성을 진단한다.13 그 결과 모든 시계열에 대해서 1% 유의수준 하에서 단위근을 
포함하고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하였으나 시계열을 차분하였을 때에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들 변수의 선형결합이 안
정적이라면, 이들이 공적분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요한센 검정법(Johansen Test)
를 이용해서 변수들이 공적분 되었는지를 진단한다. 
 

<표 1> 안정성 검정 
 ADF test 
실질환율 로그 값 -1.99 
실질환율 로그 차분값 -5.42** 
교역조건 로그 값 -0.31 
교역조건 로그 차분 값 -6.48** 
순자본유입 수준 변수 -3.41* 
순자본유입 차분 변수 -6.75** 
주: 1)ADF 검정의 유의 수준은 1%:-3.51, 5%:-2.89임. 
   2)ADF 검정에서는 시차 4를 사용하였음 
   3)*, ** 는 각각 5%,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4. 공적분 검정 

Johansen(1988)에 의해 제안된 다변수 공적분 방법론을 이용하는데 Johansen 최우
추정법은 다변수 분석틀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파라미터 추정치에 대해 명백히 가
설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VAR 를 구성하기 위해선 적정한 시
차의 선택이 필요한데, 우리는 VAR 의 적정 시차를 Akaike 기준으로 선택하고,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한국은 1 개월의 과거시차를 포함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균형실질환율을 추정하기 위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4 

                                                           
13 시계열 자료가 불안정(nonstationary)한 경우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할 경우, 두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결정계수(R2)와 t값이 높게 나타나 의미있는 관계로 오해할 
수 있다. 
14 어떠한 기초변수를 사용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경향이 존재한다. 첫째는 이론과 
실증분석결과가 이미 많은 분석에서 유의성이 확인된 교역조건과 순자본수지 등의 소수의 
변수만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관세, 생산성 격차, 무역 개방 정도, GDP 성장, Time 
Trend, 정부 지출 등 가능한 많은 기초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두번째 방법은 이
론에서 의미하는 것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고르는 데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Edwards(1989), Cottani, Cavallo and Khan(1990), Ghura and Grennes(1993), Elbadawi(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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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n (RERt ) = C1 + C2 ln ToTt + C3 NCFt   
 

실질 환율, 교역조건과 순자본유입을 이용하여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 결과, 1
개의 공적분 관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으므로 실질환율이 균형에서 이탈
해 있을 경우 균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공적분 검정 
 
귀무가설(Null) 통계량(Test Statistics) 5% 기준 값(Critical 

Value) 
1% 기준

값(Critical Value) 
r = 0 52.95 * 29.68 35.65 
r ≤ 1 10.49 15.41 20.04 
r≤ 2 3.64 3.76 6.65 

 

<표 3> 장기균형관계의 추정치 
종속 변수 RERt 

C1 10.78 
ToT -0.87 

(-5.92) 
NCF -0.10 

(-7.80) 
기간 1988:01-2000:10 

 
<표 2>은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인데, 이것은 실질환율(RER)과 교역조건

(ToT) 그리고 순자본유입(NCF)의 공적분 관계를 알려준다. r 은 공적분 벡터의 수를 
의미하는데,  양국 모두 대립가설 r=1 에 대한 r=0 의 귀무가설은 기각되었고,  r ≥ 
1 은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1% 유의수준에서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실질환율과 기본 변수들간에는 장기 균형관계가 있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Johanson 테스트는 기본 변수에 대한 파라미터와 이의 표준편차를 제공

해 주는데 <표 3>은 한국의 공적분 벡터에 대한 파라미터 값들을 나타낸다. 실질환
율이 –1 이 되도록 표준화했으므로 기초 변수의 파라미터 값들은 실질환율에 대한 
각 기초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내 준다. <표 3> 결과를 살펴보면, 교역조건(ToT)과 순
자본유입(NCF)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 과 다르며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 

                                                                                                                                                                          
Ades(1996), Soto(1996), Warner(1997), Razin and Collins(1997)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변수가 
교역조건과 순자본수지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변수만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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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방정식 (11)과 같이 나
타나며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낸다.15 
 
(11)  ln (RERt ) = 10.78 - 0.87 ln ToTt – 0.10 NCFt  
                    (-5.92)         (-7.80) 
 
자본수지의 순유입이 있을 때, 더 많은 비교역재, 수입재, 수출재를 소비하며, 

소국가 모형에서는 자국의 교역재에 대한 소비가 변하더라도 교역재의 가격은 변하
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순자본유입의 증가는 비교역재의 소비와 가격수준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 때 실질환율은 정의에 따라 하락하게 되므로 순자본유입의 계
수는 음수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추정결과도 이론이 예상하는 바와 일치하며 
순 자본 유입은 99% 신뢰수준 하에서 한국의 실질환율을 평가절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전적인 부분균형 모델에서는 교역조건의 개선은 실질환율의 평가절상을 가져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소득효과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대체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의 일반균형 모형에서는, 
교역조건의 개선은 2 가지 종류의 효과, 즉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가져온다. 소득
효과란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비교역재 소비의 증가로 말미암
아 실질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효과란 수입가격 하락시 대체재인 비교
역재의 소비와 가격이 하락하여 실질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었을 때, 소득효과는 실질환율을 절상시키며, 대체효과는 실질환율을 절하시
키므로 총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어느 효과가 
더 큰 것인가는 실증 검토 대상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교역조
건의 계수 값은 유의하게 0 이 아니며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국의 경우 교역조건의 개선에 대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여 균형실질환율
을 절상시켰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6   
 

5. 한국의 실질환율 불균형 현상 

<그림 1>은 1980 년부터 2000 년 까지의 대미환율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3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1986 년에 대미환율이 최초로 

                                                           
15 박대근, 최준혁(2000)의 추정치는 교역조건, 순자본유입, 정부지출 등을 기초변수로 하여 
1997년 경의 한국의 실질환율 불균형을 추정하였다. 이 때 교역조건 개선은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실질환율의 상승을, 자본유입은 실질환율의 하락을, 정부지출은 실질환율의 하락      
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16 한국의 경우 무역비중이 커서 교역조건 변화에 민감한 현실을 살펴볼 때 위의 실증 결과
는 현실감각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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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하기 시작했으며, 둘째 1997 년 말에는 통화위기로 인하여 급작스런 급상승이 
있었고, 셋째 그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다가 2000년 8월 이 후 다시 상승세를 보
였다.  

 
<그림 1> 대미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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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1988 년부터 2000 년 까지의 교역조건추이를 나타내는데, 1996

년 까지는 10% 안팎의 진폭을 사이에 두고 등락을 거듭했으나, 그 이후로는 하향
세가 두드러 졌으며 특히 1997 년 말 외환위기 이후와 2000 년 들어서 큰 폭의 하
락을 경험했다.  

 
<그림 2> 교역조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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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1988 년부터 2000 년 사이의 자본수지의 유출입을 나타내는데, 
1994 년까지는 약간의 유출입을 거듭하다가, 그 이후로는 완만한 유입세를 보였으
나, 외환 위기시 급속도로 유출되었으며, 2000 년 초에 들어서는 꾸준한 유입세를 
유지하다가 9월부터 다시 유출 되었다. 

 
<그림 3> 순자본수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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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을 이용하여 실질환율이 고평가 상태인지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실제실질환율은 굵은 선으로 나타나고, 점선은 <표 2>의 장기 계수에 HP 필터를 이
용한 기초 변수의 추세치를 곱하여 추정한 균형실질환율을 나타낸다.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1986 년부터 2000 년까지 한국의 명목환율은 3 번의 커다란 국면전환 
현상이 존재하였다. 첫번째 변화는 1986 년부터 명목환율이 평가절상 추세를 나타
내기 시작한 것으로 대미환율이 한국의 역사에서 평가절상 되기는 처음이었다. 그 
배경으로는 80 년 대 중반 나타난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와 급격한 엔고현상을 들 
수 있다. 
 

<그림 4> 한국의 실질환율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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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을 살펴 보면 1988 년 초 실질환율이 저평가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
며, 명목환율의 평가절하는 균형가치로의 회복을 위해 발생하여서 88 년 중반에는 
다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변화는 1997 년 말에 발생하였는데, 이때 
명목환율은 아시아 통화위기 때문에 큰 폭으로 평가절하되었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실질환율은 1995 년부터 시작된 고평가 현상이 지속되어 1997 년 
중반에는 10%가량 고평가된 상태에 있었으며, 그것은 통화위기의 한 요인이 되었
다고해석된다. Goldman Sachs(1998)의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한국 실질환율은 저평
가 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Chinn(1998)의 경우 명목환율이 저평가 되었다고 발
표하였다. 그러나 박 대근과 최 준혁(2000)의 연구에서는 실질환율이 고평가 되었
음을 밝힌 바 있다. 1998년의 과도한 대미환율 상승은 실질환율의 저평가를 초래하
여 1999 년 초 까지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그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미환율
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2000 년 12 월에 대미환율은 그동
안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던 것이 급작스러운 상승으로 반전하였다. <그림 4>을 살
펴보면 한국의 실질환율은 1999 년 말부터 다시 고평가 상태에 돌입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2000 년 말의 급작스러운 대미 환율의 폭등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
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질환율 불균형 분석결과는, 첫째 기초 변수

의 공적분 분석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 부호
가 일치하고, 둘째 한국의 지난 상황(1997 년 말 외환위기, 2000 년 말 환율급등현
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의 고평가 여부를 진단하는데 유용하
다고 할 수 있다. 
 

Ⅲ. 선물환율(NDF)와 실질환율 불균형 

1. 금리평가이론과 선물환평가이론  

금리 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에 따르면 국가간의 자본이동에 규제가 없는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2개국의 금리차는 선물환 프레미엄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17 
 

(12)  (선물환율 – 현물환율) / 현물환율 = 한국 이자율- 미국 이자율=NDF 프레미엄   
 

그러나 금융시장의 완전성을 전제로 한 위의 이론은 거래비용, 조세, 정치
적 위험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자본시장이 완전하
지 않고 무역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대외환경에 매우 민감한 나라는 금리

                                                           
17 이 강남, 국제 금융론(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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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이론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여진다. 선물환율의 결정에 있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만으로는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고 교역조건변화와 자본유출입 등에 따른 달
러 수급에 대한 기대가 선물환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된다.   

선물환평가(forward parity)이론에 따르면 선물환 프레미움은 현물환율의 기
대 변동율과 동일하며, 이 때 선물환율은 미래 현물환율의 불편추정치가 될 수 있
는바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3)    (NDF – 대미환율) / 대미환율 = (미래의 대미환율 – 대미환율) / 대미환율 
 

선물환율이 미래에 실현될 현물환율과 동일하다고 한 선물환평가이론은 금
융시장이 완전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이
루어 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물환율의 예측력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선물환율의 예측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물환율이 
미래의 대미환율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대를 매개로 하여 실
질환율의 고평가 상태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즉 실질환율의 고평가가 존재할 경
우 명목환율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실질환율의 고평가와 선물환율
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위의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
법을 사용한다.  첫째, 대미환율과 선물환율이 서로 영향을 주는 가를 확인하기위해
서 두 변수를 이용하여 Granger-Causality 검정을 실시한다.  둘째, 실질환율의 고평
가와 선물환율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Granger-Causality 검정과 VAR Impulse 
Response 분석을 통해 선행성과 충격반응행태를 검증한다.  셋째, 선물환율을 이용
하여 실질환율 불균형정도를 살펴 본다. 

 

2. 데이터와 선행성 실증분석 

<표 4> 단위근 검정결과 
 
 ADF test 
대미환율 로그 값 -1.61 
대미환율 로그 차분값 -6.61** 
통안채 금리 수준변수 -3.08* 
통안채 금리 차분변수 -5.76** 
국채 금리 수준변수 -1.57 
국채 금리 차분변수 -4.98** 
선물환율 로그 값 -2.36 
선물환율 로그 차분 값 -4.29** 
실질환율 불균형 -3.64** 
주: 1)ADF 검정의 유의 수준은 1%:-3.51, 5%:-2.8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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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DF 검정에서는 시차 4를 사용하였음 
   3)*, ** 는 각각 5%,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국의 대미환율, 미국의 1 년 만기 국채와 한국의 1 년 만기 통안채 금리와 
실질환율 불균형자료는 1988년 1월부터 2000년 10월 까지의 월별자료를 이용하나 
선물환율 자료는 자료의 제약상 1996년 8월부터 2000년 10월 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한다.  안전성 검정을 한 결과 대미환율, 선물환율의 로그값, 미국 1 년분 국채
와 한국의 1 년분 통안채가 불안정하여 1 계차분을 행하여 안정성을 가지도록 하였
다.  

대미환율과 선물환율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대미환율 로그 차분 값과 선물
환율 로그 차분값 Granger-Causality 검정을 실시하였다. 시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실질환율 불균형과 선물환율은 서로간에 Granger-Cause 함은 변하지 않았
다. <표 5>에서는 2개월, 4개월, 6개월의 시차를 두었을 경우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5> Granger Causalty 검정 
 대미환율은 선물환율에

Granger Cause 하지 않음 
선물환율은 대미환율에

Granger Cause 하지 않음 
시차 2개월 F 값 4.09** 9.482** 
시차 4개월 F 값 2.16` 5.06* 
시차 6개월 F 값 4.02** 6.55** 
주: 1)`, *, ** 는 각각 10%, 5%,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둘째, 선물환율 로그 차분값, 실질환율 불균형, 미국의 1 년 만기 이자율 1 계 
차분변수과 한국의 1 년 만기 통안채 이자율 1 계 차분변수을 이용하여 Granger-
Causality 검정을 실시하였다. 시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실질환율 불균형
과 선물환율은 서로간에 Granger-Cause 함은 변하지 않았다. <표 6>에서는 2 개월, 4
개월, 6개월의 시차를 두었을 경우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6> Granger Causalty 검정 
 실질환율불균형은 선물환

율에 Granger Cause 하지
않음 

선물환율은 실질환율불균
형에 Granger Cause 하지 않
음 

시차 2개월 F 값 6.58** 8.72** 
시차 4개월 F 값 4.45** 3.37* 
시차 6개월 F 값 3.54** 3.51** 
주: 1)*, ** 는 각각 5%,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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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격반응함수 실증분석 결과 

선물환율 로그 차분값, 실질환율 불균형, 미국의 1 년 만기 이자율 1 계 차
분변수과 한국의 1 년 만기 통안채 이자율 1 계 차분변수을 이용하여 VAR Impulse 
Response 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선물환율 로그 차분값과 실질환율 불균형만을 이용
하여 VAR Impulse Response 를 분석하고 앞의 경우와 비교하였다.18 

 
<그림 5> VAR Impulse Response 결과 

   

주: 1) 자료: 1996년 6월부터 2000년 10월 까지의 월별 데이터 
   2) 점선은 1%의 유의 수준을 나타냄. 

 

실질환율의 고평가정도가 커질 경우 선물환율은 유의성을 가지면서 1 개월에
서 4 개월 사이에 상승하였으며 그 효과는 3 개월 후에 가장 컸고 6 개월 뒤에는 방
향이 변하였으나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8 개월 뒤에는 소멸되었다.  반대로 
선물환율이 상승하였을 경우 실질환율의 고평가는 유의성 있게 1 개월에서 5 개월 

                                                           
18  VAR 모형의 시차항의 길이는 추정에 있어서 월간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2 가 되어야 하지만 분석기간이 짧아 추정에 있어서 자유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차항의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2, 4, 6 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위의 

세가지 시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6 개월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6 개월 이전에는 변

화가 없었다. 분석결과 양국의 이자율을 포함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

하지 않았으므로 실질환율 불균형과 선물환율만을 이용한 결과를 발표한다.  
 

-0.04

-0.02

0.00

0.02

0.04

1 2 3 4 5 6 7 8 9 10
-0.04

-0.02

0.00

0.02

0.04

1 2 3 4 5 6 7 8 9 10

-10

-8

-6

-4

-2

0

2

4

1 2 3 4 5 6 7 8 9 10
-10

-8

-6

-4

-2

0

2

4

1 2 3 4 5 6 7 8 9 10

NDF가 NDF에 미치는 충격 실질환율 불균형이 NDF에  
미치는 충격 

NDF가 실질환율 불균형에
 미치는 충격 

실질환율 불균형이 실질환율 불균형에 
 미치는 충격 



 19

사이에 감소하였으며 그 크기는 3 개월 뒤에 가장 컷고 10 개월 뒤에 소멸함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나타난 VAR 의 충격반응분석 결과는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결과와 정
확히 일치한다.  만약 실질환율의 고평가가 커질 경우 미래의 명목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이것이 선물환율에 영향을 미쳐서 선물환율은 상승한다.  
그리고 선물환율이 상승할 경우 현물환율은 시차를 두고 그를 따라 가게 되므로 실
질환율의 고평가 정도는 현물환율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감소하게 된다. 

 

4. NDF를 이용한 균형실질환율 불균형 분석 결과 

선물환율(NDF)을 이용하여 실질환율불균형정도를 살펴 보았다. 만약 선물환율
과 실질환율이 기대를 매개로 하여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실질환율이 고평가 되어 
있다면 선물환율이 상승하고 실질환율이 저평가 되어 있다면 선물환율이 하락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물환율(NDF)을 이용하여 실질환율 불균형 여부를 분석하면 
실제 대미환율을 이용하여 불균형분석을 할 때 보다 불균형 정도가 더 작게 관찰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실질환율 도출 시 대미환율 대신 선물환율을 이용하
여 실제실질환율을 도출하고 이를 선물실질환율이라고 명명한다.  이 때 선물실질
환율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잘 반영되어 있다면 실질환율 불균형은 감소할 것이다. 

 
<그림 6> NDF 이용한 실질환율 불균형 현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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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을 <그림 4>와 비교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했다. 첫째, 선
물실질환율의 고평가여부의 결과는 실제실질환율을 이용한 결과와 동일한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96년중반부터 97년 중반까지는 고평가 상태였으며, 98년 초
부터 99 년 초까지는 저평가 상태였고 99 년 중반 이후 다시 고평가 상태를 보였다.  
둘째, 실질환율의 불균형 정도는 크게 감소하였다.  97 년 외환위기 전 <그림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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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0% 이상의 고평가 상태를 보였으나 <그림 6>에서는 2% 정도의 고평가 상태
를 보였다. 즉 외환위기 직전 대미환율은 정부의 시장개입등으로 크게 상승하지 않
았으나 선물환율은 이미 상승하여 고평가 정도를 감소시켰다. 98 년 초의 경우는 
40%이상의 저평가 상태를 보여 대미환율이 오버 슈팅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
그림 6>에서는 9%정도의 저평가 상태를 나타냈다. 2000년 말의 경우도 고평가 상태
가 3%에서 1%로 감소하였다. 선물환율은 미래의 대미환율의 변화를 기대하여 이루
어 지므로 실질환율의 고평가 상태는 선물환율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미환율이 상승하기 전 이미 선물환율은 상승하여 실질환율의 고평가 상태는 크게 
감소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Edwards 의 실질환율의 “불균형(Misalignment)” 분석법을 이용하

여 한국의 1997 년도 말 외환위기와 2000 년도 말 환율 불안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실질환율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이론적 배경으로 Edwards 의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 Model)하에서의 균형실질환율을 사용하였고, 실
증분석 도구로서 공적분 추정(Cointegration Test)를 이용하였다.   

균형실질환율을 계산할 경우 어떠한 이론적 모형, 계량기법, 기본변수와 데이터
의 종류와 기간을 사용하는 가에 따라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화위기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시점에서의 고평가를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은 불합
리하며, 이론이 예측하는 중요변수의 효과와 실증분석에서의 결과가 일치해야 하며, 
전시기에 걸친 경제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8 년 호황기, 
1997 년 외환위기기, 2000 년 말 외환불안기 등 3 개 시기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첫째 기초 변수의 계수가 Edwards 의 실질환율 불균형이론에서 예측하
는 바대로 부호가 일치하였고, 둘째 한국의 지난 상황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실질환율은 1995 년부터 시작된 
고평가 현상이 지속되어 1997 년 초에는 10% 가량 고평가된 상태에 있었으며, 그것
은 통화위기의 한 요인이 되었고 1999 년 말부터 다시 고평가상태에 돌입해서 2000
년 하반기의 대미환율이 상승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균형실질
환율은 순자본유입과 교역조건 악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만약 한국경제에 대한 외
국인의 시각이 비관적으로 변해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거나 교역조건이 더욱 악화된
다면, 대미환율의 상승이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리경제의 구조적
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실질환율이 고평가되었을 경우 대미환율이 장래에 상승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선물환율(NDF)이 미래의 대미환율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대를 매개로 하여 실질환율의 고평가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VAR 의 충격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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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환율변화 방향과 정확히 일치했다. 만약 
실질환율의 고평가가 커질 경우 미래의 명목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이것이 선물환율에 영향을 미쳐서 선물환율은 상승하고, 반대로 선물환율이 상승할 
경우 현물환율은 시차를 두고 그를 따라 가게 되므로 실질환율의 고평가 정도는 현
물환율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환율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포함된 환율이므로 실질환율 불균형 모형에 
의한 환율의 고평가 여부를 검증할 때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다.  NDF 는 미래의 
기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명목환율이 고평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균형” 
분석기법에 의한 고평가 정도는 작게 관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NDF 를 이
용한 고평가 정도가 상당하다면 고평가 여부를 진단하는데 대미환율을 이용한 경우
보다 더 신빙성 있는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실질환율의 고평가는 
크게 감소하였는데 예를 들면 97 년 외환위기 전 <그림 II-4>에서는 10% 이상의 고
평가 상태를 보였으나 <그림 III-2>에서는 2% 정도의 고평가 상태를 보였으며, 98년 
초의 경우는 40%이상의 저평가 상태를 보였으나 <그림 III-2>에서는 9%정도의 저평
가 상태를 나타냈고 2000년 말의 경우도 고평가 상태가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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