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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환율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환  

율 변동에 따른 수출입 물가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 

수출입 물가 추정식이나 오차수정모형 등을 주로 이용한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환율의 내생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변수들 간의 동태적 관계를 통해 외생

적인 환율충격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VAR .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변수와 해외변수들을 별도의 

벡터로 구분하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시계열 자료의 단위근이나 공적분 관VAR , 

계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베이지안 추정기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VAR , 

환율의 달러기준 수출물가 전가율은 높지 않더라도 환율충격에 따른 달러기준 수출

물가의 반응이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환율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의 경우에는 환율충격이 단기간에 걸쳐 원화기준 수. 

입물가에 크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율이 상승할 때  

달러기준 수입물가가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 수출업체들도 국내 시

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달러표시 수입가격을 일부 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달러기준 수출물가 및 원화기준 수입물가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기준 수출물가와 달러기준 수입물가의 

반응까지 함께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출한 의미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

한편 산업별로는 수출의 경우 전기 전자기기 차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에서 환  , · , 1 , 

율의 달러표시 가격에 대한 전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환율 변동의 영향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가격

설정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수입의 경우에는 모든 산업에서 환율이 . 

오름에 따라 원화기준 수입물가가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 , 

동차 등 소비재 비중이 큰 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이는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한 품목에서는 해외 수출업체들이 환율 , 

상승의 영향을 원화표시 가격에 모두 전가시키는 대신 달러표시 가격을 일부 조정

한다는 앞서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주요어 환율 수출물가 수입물가 전가율: , , , , SVAR

학  번 : 2015-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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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제 절 연구 목적1 

환율의 변동은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이동 외화표시 자산 부채의 가치  , , ·

변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중에서 특히 수출. 

입은 산출량 고용 물가 등의 실물경제 변수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 , 

요소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국제경제이론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 

다 또한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수지 적자와 이를 둘러싼 위안화 평가절하 논란. , 

환율조작국 지정 갈등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학계뿐

만 아니라 관련 기업 정책당국 등 많은 경제주체들의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라고 , 

할 수 있다.

의 전통적인 개방경제모형이나   Mundell-Fleming-Dornbusch Obstfeld·Rogoff

의 같은 국제경제 모형들은 환율의 변동이 본국재화New Open Economy Model 

와 외국재화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킨다는 ‘지출이전효과’(expenditure switching 

를 통해 한 나라의 통화 재정정책이 국제적으로 파급되는 메커니즘을 규명effect) ·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출이전효과는 기본적으로 환율의 변동이 외국통화 표시 . 

수출물가와 자국통화 표시 수입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Kim and Kim, 2016). 

  그러나 년 월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1985 9  

수출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미국의 대규모 (Marston, 1990; Klitgaard, 1999), 

경상수지 적자도 지속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환율의 변동이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 Ghosh and 

Wolf (2001), Olivei (2002), Marazzi, Sheets and Vigfusson (2005), Ihrig, 

등은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환율이 수출입 물Marazzi and Rothenberg (2006) 

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나 이전에 비해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는 환율 변동이 지출이전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 Obstfeld (2002)

‘환율비관론’ 은 과도한 모형 단순화로부터 비롯된 오류(exchange rate pessimism)

라고 반박하였으며, Campa and Goldberg (2005), Shambaugh (2008), Forbes, 

등은 환율이 수입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Hjortsoe and Nenova (2015) 

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율 변동이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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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왔으며 해외의 연구사례와 마찬가지로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연구결과를 ,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율의 상승에 대해 수출가격이 변하는 정도로 측정. 1% 

하는 수출물가 전가율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를 기준으로 이항용 김현욱 은 · (2007)

차혜경 은 로 낮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권택호 주0.212, (2011) 0.17 , ·– –

경원 은 홍준표 는 로 전가율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2012) 0.47, (2014) 0.5 . – –

연구결과의 차이는 분석모형 및 대상기간의 차별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일부 국내

연구의 경우 환율과 다른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동태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의 내생성이 모형에 엄밀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분석방법 상의 한계에도 그 원

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변수들의 내생성을 명시적으로 .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이용하여 외생적인 환율 변동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SVAR 

하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상1) 환율의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경제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 변동이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러한 . 

작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수출확대 경상수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환율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근거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절 연구 방법2 

  환율이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입 가격설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수출의 경우 수출업체들이 가격을 원화로 설정하는 생산자 수출국 통화 가격설정 ( ) 

방식 을 따를 경우 환율의 변동은 원화표시 수(Producer Currency Pricing, PCP)

출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외화표시 수출가격에만 그대로 반영된다.2) 따 

라서 환율이 상승할 때 외화표시 수출가격은 환율이 오른 만큼 하락하게 되고 수출

물량은 증가한다 반대로 수입국 통화 가격설정 방식. (Local Currency Pricing, 

을 따를 경우에는 환율이 변동해도 외화표시 수출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LCP)

수출물량에도 변화가 없고 원화표시 수출가격만 변하게 된다.

  수입의 경우에는 반대로 해외 수출업체들이 방식에 따라 가격을 외화로 설정PCP 

하게 되면 환율이 변해도 외화표시 수입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화표시 수입가

격만 바뀌게 된다.3)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할 때 원화표시 수입가격은 환율이 오른  

수출 수입 로 측정한 대외의존도는 년 기준 에 이르고 년에는 를  ( + )/GNI 2016 80.8% , 2011 113.5%

기록하였다.

이를 완전환율전가 라고 한다 (complete pass-through) .

이 또한 완전환율전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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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상승하게 되고 수입물량은 감소한다 반면 수입품 가격이 방식에 따라 . LCP 

결정된다면 원화표시 수입가격이 고정되므로 환율이 변할 때 외화표시 수입가격만 

변화한다 이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해도 원화표시 수입가격에는 변함이 없어 수입. 

물량도 감소하지 않는다. 

업체들마다 가격설정 방식이 다르거나 국내외 수출업체들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  

하여 환율 변동의 영향을 수출입 가격에 부분적으로 전가시키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방식의 중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4)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라  

수출입 물량이 변하는 지출이전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출입 가격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나마 방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PCP . 

하면 아래의 표 과 같다[ 1] . 

표 [ 1 수출입 가격설정 방식에 따른 환율상승의 영향] 

수 출 수 입

외화표시

수출가격

원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량

외화표시

수입가격

원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량

PCP ￬￬ － ￪￪ － ￪￪ ￬￬

LCP － ￪￪ － ￬￬ － －

중간PCP/LCP ￬ ￪ ￪ ￬ ￪ ￬

그동안의 국내연구들은 대부분 외화기준 달러기준 또는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  ( ) 

지수와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만을 대상으로 환율의 수출입 물가에 대한 전가율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율이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화기준 수출물가지수와 외화기준 수입물가지수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율 변동이.  

원화 외화 기준 수출물가지수와 원화 외화 기준 수입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 ·

각각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외화표시 수출가격 및 원화표시 수입가격은 · . 

아래의 식 에 따라 결정되므로 환율 변동과 이에 따른 각 수출입 물가지수의 변(1)

화 간에는 식 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실증분석 모형이 적절히 설정되었다면 (2) . 

추정결과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식 를 모(2)

형의 강건성 을 확인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용하였다(robustness) . 

이를 불완전환율전가 또는 부분환율전가 라고  (incomplete pass-through) (partial pass-through)

한다.



- 4 -

   ￦

￦   ×                           (1)

단             ,   ,  ￦ ,   ,  ￦ ,  은 각각 외화기준 수출물가지수, 

원화기준 수출물가지수 외화기준 수입물가지수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           , , , 

환율을 의미           

≒
￦  

≒
￦                            (2)

  한편 실증분석에서 환율변수로 원달러환율을 이용함에 따라 외화기준 수출입 물가, 

지수 또한 계약통화기준 대신 달러기준 지수를 사용하였다 다만 아래의 표 와  . [ 2]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수출입 결제통화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 1]

를 상회하고 두 지수 간의 움직임이 거의 동일하여 달러기준 지수를 이용하는 80%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 2 수출입 결제통화 비중] 

수   출 수   입

년2000 년2010 년2016 년2000 년2010 년2016

달 러 화 87.50 85.90 84.40 80.80 81.30 78.60

엔 화 6.10 4.40 3.00 13.10 9.90 6.60

유 로 화 4.40 6.00 5.50 4.00 5.40 6.70

원 화 0.20 1.10 2.70 0.80 2.40 6.10

기 타 1.70 2.60 4.30 1.40 1.00 2.00

그림 달러기준 및 계약통화기준 수출입 물가지수 비교[ 1] 

수출물가지수( ) 수입물가지수( )

50

100

150

2000.1 2004.1 2008.1 2012.1 2016.1

달러기준

계약통화기준

(2010 = 100)

50

100

150

2000.1 2004.1 2008.1 2012.1 2016.1

달러기준

계약통화기준

(2010 = 1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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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에는 외생적인 환율 변동의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Kim and Kim 

의 모형을 준용하여 순차적인 의 단기제약(2016) 0 (recursive short-run zero 

을 부가한 모형을 이용하였다 은 위안화restriction) SVAR . Kim and Kim (2016)

환율과 엔화환율이 중국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모든 변수들을 , 

하나의 벡터로 묶는 대신 국내변수들로 구성된 내생변수 벡터와 해외변수들로 구성된 

외생변수 벡터를 구분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소규모 개방경VAR . 

제인 우리나라에는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도 동태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국내변수와 국내변수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변수들을 별도의 

벡터로 구분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의 추정과 추론에는 단위근 이나 공적분 관계 의   (unit root) (cointegration)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베이지안 기법 을 적용하였다 이에 (Bayesian method) . 

따라 안정적인 시계열을 만들기 위한 차분이나 추세제거 등의 과정에서(stationary)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고 추정결과의 직관적 해석도 가능하도록 자

료의 수준변수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환율 변동이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  . 2

향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할 . 3

모형을 설정하고 변수 및 추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장에서는 실증분석 . 4

결과를 통해 환율이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장에서는. 5  

본 논문이 갖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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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선행연구 검토2 

실증분석에 앞서 환율 변동이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국외 연구의 경우 분석 대상국가 및 기간에 따라 연구자. 

들마다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은 년 이후 미국 달러화 가치 변동이 수입물가에 그대로   Krugman (1986) 1980

반영되지 않고 이 중 는 해외 수출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35~40%

흡수해 왔는데 이는 수출기업들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시장중시 가격설정방식, 

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은(Pricing-to-Market, PTM) . Marston (1990)  

일본의 개 제조업 품목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엔화 실질17

환율 변동에 대해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PTM 

있음을 보였고 같은 맥락에서 의 연구에서도 일본의 개 중요 , Klitgaard (1999) 4

수출산업에서 엔화가 절상될 때 기업들이 이윤을 가량 감소시킴으로써 10% 4% 

수출가격을 안정화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는 기업들이 수입국 통화 로 수출  Betts and Devereux (2000) (local currency)

가격을 설정한다고 보고 이러한 가격설정방식이 환율의 변동성과 통화 재정 정책·

의 국가 간 파급경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 Ghosh and Wolf 

는 불완전한 환율전가의 원인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전략적인 가격설정(2001)

방식에서 주로 비롯되나 단기적으로는 메뉴비용 에도 일부 기인한다고 (menu cost)

주장하였다. 

는 년 중 미국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Olivei (2002) 1981~1999

환율의 변동에 따른 수입물가 전가율이 년대의 에서 년대에는 로 1% 80 0.5 90 0.25

크게 하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은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이. Marazzi et al. (2005)

와 유사한 결과 년대 년대 를 도출하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80 0.5 90 0.2)→ 

급부상에 따른 경쟁심화를 전가율 하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 Ihrig 

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환율의 상승에 따른 et al. (2006) G-7 10% 

수입물가의 반응 정도가 년대 후반 년대의 대에서 년대 이후에는 70 ~80 7% 90 4% 

정도로 크게 하락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는 캐나다의 사례에서 보듯 환율과 수출입 물가는 여전히   , Obstfeld (2002)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이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환율 , 

변동이 지출이전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환율비관론’은 과도한 모형 단순

화로부터 비롯된 오류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는 . Campa and Goldberg (2005)

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환율 변동이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OEC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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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환율의 수입물가 전가율이 단기에는 장기에는 에 이르고 특히 독일46%, 64%

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각각 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부 국가60%, 80% . 

에서 전가율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이러한 경향이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OECD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과 관련하여 모형을 이용해 환율의 수출입 물가에 대한   VAR 

영향을 분석한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은 유가. Hahn (2003) , 

환율 등의 외생적인 충격이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을 VAR 

이용해 추정하고 유로화의 절상 충격은 수입물가를 기 후에 최대 하락, 1% 2 0.5% 

시킨다는 충격반응함수 결과를 제시하였다 는 년대 후반 . Ito and Sato (2008) 90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개국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을 대5 ( , , , , )

상으로 모형을 통해 환율이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VAR .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의 경우 환율의 수입물가 전가율이 높게 추정되었는데 특히 , , , 

한국은 외환위기 기간을 포함한 월 중 환율의 상승에 따른 1997.12~2006.12 1% 

전가율이 당기에 년 동안의 누적충격반응함수로 계산한 총 전가율은 0.59%, 2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는 한국을 포함한 개국을 대상0.78% . Shambaugh (2008) 16

으로 장기제약 을 부가한 모형을 이용하여 내생변수들(long-run restriction) VAR 

의 충격에 따른 환율과 수입물가의 반응을 비교하였는데 두 변수의 움직임이 유사, 

하게 나타나 환율의 변동은 수입물가에 거의 완전하게 전가되고 따라서 수입가격은 

방식에 따라 정해진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해외 충격의 영향PCP . 

으로 환율이 상승할 때 수입물가는 충격 발생 당기에 오르는 것으로 분1% 0.58% 

석하였다.

은 장 단기 제약 및 부호제약 을 부가한   Forbes et al. (2015) · (sign restriction)

모형을 통해 영국의 수입물가 전가율을 추정하였다 이들은 환율 변동을 유발VAR . 

하는 내생변수들의 충격에 따라 전가율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는데 통화정

책 충격에 따른 파운드화환율의 하락은 누적충격반응함수 기준으로 분기 후 1% 4

수입물가를 하락시키는 반면 수요충격에 따른 환율 변동의 영향은 로 0.84% 0.34%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은 위안화의 . Kim and Kim (2016)

평가절하 논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찾기 위해 모형을 이용하여 위안화환율VAR 

이 중국의 대미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5) 

위안화 절상 충격은 위안화기준 수출입 물가를 거의 같은 정도로 하락시키는 반면 

달러기준 수출입 물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대미,  

 엔화의 절상 충격은 엔화기준 수출입 물가는 하락시키고 달러기준 수출입 물가는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경우 환율 변동의 영향이 수출입 물가에 부분적으로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8 -

수출입 가격은 모두 달러화 기준으로 설정되고6) 따라서 위안화 환율은 중국의 경상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분석 대상기간 분석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먼저 강삼모 왕윤종 은 공적분관계를 이용한. · (2004)  

장기균형식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명목실효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입물10% 

가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항용 김현욱5.6%, 7.5% . ·

은 한계비용 변수로 생산자물가와 국제유가를 포함하고 일본과의 경쟁관계를(2007)  

고려해 원엔환율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을 통해 환율의 수출물가 전가율을 기간

별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전가율이 월의 에서 . 1981.1~1990.12 0.427 2001.1 –

월에는 로 하락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차혜경 은 ~2006.6 0.212 . (2008) 1980.1 –

분기를 대상으로 환율의 변동이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2007.3

명목실효환율이 상승할 때 수입물가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10% 5.6%, 7.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삼모 왕윤종 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특히 · (2004) . 

외환위기 이후 수입물가 전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유변동환율제 

도입에 따라 환율변동성이 확대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영일 최재림 은 장기균형식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환율이 수출입   · (2009)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년대와 년대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그 결과 수출물가 90 2000 . 

전가율은 중간재 교역비중 증가 수출제품의 수입의존도 상승 등으로 년대 , 90 0.451–

에서 년대 들어 로 낮아진 반면 수입물가 전가율은 원자재 수입비중이 2000 0.265 , –

높아지면서 에서 으로 크게 상승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김용복 곽법준0.686 0.996 . ·

차혜경 도 각각 수출입 물가 추정식과 오차수정모형 분석을 통해 (2009), (2011)

외환위기 이후 수출물가 전가율은 하락한 반면 수입물가 전가율은 상승하였다는 연

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권택호 주경원 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중간재 가격 상승을 고려  , · (2012)

하면 환율의 수출물가 전가율은 로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해 높아진다고 주장0.47–

하였다 또한 홍준표 는 환율의 수출물가 전가율이 금융위기 이전의 에서. (2014) 0.45–  

위기 이후에는 로 높아졌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완화0.5 , –

국내 제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 증가 및 제품차별화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국내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과 같다  [ 3] . 

이는 수출은 방식 수입은 방식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LCP , P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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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환율이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결과 정리[ 3] 

분석방법 대상기간
수출물가

전가율

수입물가

전가율

강삼모 왕윤종·

(2004)

장기균형식

오차수정모형
월1985.1~2001.10 -

단기 0.56

장기 0.75

이항용 김현욱·

(2007)
회귀분석

월1981.1~1990.12

월1991.1~1996.12

월1997.1~2000.12

월2001.1~2006.6

-0.427

-0.296

-0.134

-0.212

-

차혜경

(2008)

DOLS

오차수정모형
분기1980.1~2007.3 -

단기 0.56

장기 0.78

최영일 최재림·

(2009)

장기균형식

오차수정모형

월1990.1~1999.12

월2000.1~2009.5

-0.451

-0.265

0.686

0.996

김용복 곽법준·

(2009)
회귀분석

분기1987.1~1997.2

분기1999.2~2008.2

-0.658

-0.461

0.127

0.871

차혜경

(2011)

DOLS

오차수정모형

분기1980.1~2010.4

분기1998.2~2010.4

-0.38

-0.17

0.48

0.65

권택호 주경원·

(2012)
회귀분석 월2001.1~2010.10 -0.47 -

홍준표

(2014)
회귀분석

분기1998.1~2008.2

분기2009.3~2013.4

-0.45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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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모형 설정3 

제 절 모형의 개요1 

서론의 연구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율과 수출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변수들을 별도로 고려하기 위해 아래의 식 과 같은 축약형(3) (reduced 

모형을 설정하였다-form) VAR . 

                                             (3)

단,    ⋯ ,  ∼  

  는 국내변수들로 구성된 내생변수 벡터(×), 는 해외변수들로 구성된 외생

변수 벡터(× 를 의미한다 또한 ) .  는 상수항, 는 오차항 벡터(×), 는 의 

분산 공분산행렬 이다 시차연산자 - (variance-covariance matrix) . 을 이용하여 

식 을 전개하면 아래 식 와 같다(3) (4) .   

                    ⋯ 











 

 

⋮
 

   ⋯ 












  

⋮
 

           (4)

  따라서 (   ⋯  와 ) (    ⋯  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들의 계수행렬)

을 의미하며 차원은 각각 (coefficient matrix) , ×과 ×이 된다 추정을 위해 . 

내생변수 벡터와 외생변수 벡터를 하나로 묶어 식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5) . 

                                ′′ ′                             (5)

단, ′    ′  ′ ⋯  ′ ′  ′ ⋯  ′

                       ′     ⋯   ⋯ 

    에서   까지의 ′, ′, ′을 행렬로 묶으면 아래의 식 처럼 정리된다(6) . 

                               (6)



- 11 -

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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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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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식 으로부터 (6)  와 , 가 모두 포함된 전체 계수행렬 의 최우추정량(MLE), 

을 아래 식 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7) . 

  ′  ′                           (7)

한편 모형은 축약형 모형으로부터 내생변수들의   , SVAR(Structural VAR) VAR 

구조적 충격 을 식별하기 위해 일정한 제약을 가한 모형을 (structural shock) VAR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축약형 모형의 충격 . VAR 로부터 모형의 구조적 SVAR 

충격 를 식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단기제약을 부가하였다. 

                                (8)

따라서 모형은 식 에 식 을 반영하여 아래 식 또는 식 과   SVAR (3) (8) (9) (10)

같이 표현된다 단. , 의 분산 공분산행렬은 단위행렬로 정규화 하였다- (normalize) . 

                                      (9)

단,  ∼  

               
              (10)

식 에서   (9) ′의 관계가 도출되므로 식별제약 는 각 내생변수들의 구

조적 충격 (  ⋯  가 충격발생 당기에 각각의 내생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제약조건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식 으로부터 내생변수들 사이의 단기적인. (10)  

관계에 대한 제약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식 로부터 아래 식 과 같은 관계가 유도된다  (8) (11) . 

  ′  ′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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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별제약   는 의 분산 공분산행렬인 - 를 분해 하여 (decomposition)

얻게 되며 특히 순차적인 의 제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촐레스키분해, 0 (Cholesky 

를 이용하게 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도 이러한 단기제약을 부가deomposition) . 

하였으므로 촐레스키분해를 통해 식별제약 를 도출하고 이렇게 구한 , 와 내생변

수들의 계수행렬 를 이용하여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Impulse response function) 

실시하였다. 

제 절 변수 및 추정방법 설명2 

앞 절에서의 모형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실제 추정에 이용되는 내생변수 벡터   

와 외생변수 벡터 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또는

￦ 
 

￦ ′

   
 

 
 

 ′                        (12)

여기서   는 산출량, 는 물가, 은 이자율, 은 환율, 은 국제유가이며, 

해외변수들은 윗첨자 로 표시하였다 또한 앞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 . , ￦, 

, ￦은 각각 원화 외화 기준 수출입 물가지수를 의미한다 변수선정은 · . 

의 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Kim and Kim (2016) .7) 다만 변수 내생변수 벡터를  , 7

이용한 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Kim and Kim (2016) Hahn (2003),8) Ito and 

Sato (2008),9) Forbes et al. (2015)10) 등을 참고하여 내생변수 벡터를 변수로 5  

구성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계열을 감안하여 추정해야 할 계수의 숫자를 . 

줄임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다.11)

본 논문에서는 모형 식별을 위해 순차적인 의 단기제약을 이용하였으므로  SVAR 0  

내생변수 벡터 를 식 와 같이 구성했다는 것은 아래의 식 과 같은 제약이(12) (13)  

부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내생변수 벡터에는 자본수지 산출량 물가 실질통화량 경상수지 환율 수출입 물가 또는 물량 를, , , , , , ( ) , 

외생변수 벡터에는 외국의 산출량 이자율 물가를 포함하였다, , .

모형의 내생변수로 유가 이자율 환율 수입물가 를 이용하였다 VAR , , GDP, , , PPI, CPI .

모형의 내생변수로 유가 통화량 환율 물가 수입물가 포함 를 이용하였다 VAR , output gap, , , ( ) .

모형의 내생변수로 이자율 환율 수입물가 세계수출물가를 이용하였다 VAR GDP, CPI, , , , .

의 모형에 국제유가 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도 신뢰구간만 다소 크게  Kim and Kim (2016)

나올 뿐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모형이 적절히 . 

설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의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 Kim and Kim (2016)

과는 부록 에 제시하였다2(p.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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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이 의미하는 바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환율은 당기의 산출량 물가  (13) , , 

이자율로부터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고 수출입 물가는 당기에 환율을 포함한 다른 , 

모든 변수들의 영향을 받지만 반대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제약조건은 이자율 환율 등 경제여건을 쉽게 반영하는 금융변수들은 내생성이,  

강한 반면 산출량이나 물가 같은 실물변수들은 단기간에 조정이 쉽지 않아 상대적, 

으로 외생성이 크다는 일반적인 모형의 변수배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VAR 

단된다 또한 수출입 물가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지만 반대로 영향을 . 

미치기 위해서는 대금결제 물량조정 국내물가로의 전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  

가장 아래에 배열하였다.

분석 대상기간은 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현  90

재와 같은 산업구조가 갖춰지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년까지로 설2000~2016

정하였으며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하기 위해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산출량 물가, . , , 

이자율 변수로는 각각 우리나라와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년만기 , , 5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였다 또한 환율은 원달러환율의 월평균자료를 수출입 물가지. , 

수는 각각 원화기준 및 달러기준 수출입 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12) 이자율과 환율 , 

국제유가를 제외한 변수들은 계절조정지수를 이용하거나 를 통해 계X-12 ARIMA

절조정하였고 이자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로그변환하여 추정에 이용하였다, . 

한편 모형의 시차   , VAR 는 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인 시차선택기준인 3 .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HQ 

등은 최적시차로 를 제시하였으나(Hannan-Quinn Information Criterion) 2 13) 아 

래 표 에서 보듯 [ 4]  에서  까지의 통계량이 크게 다르지 않고 모형 VAR 

분석결과도 유사하게 나와 적절한 자유도 를 확보하면서 시(degrees of freedom)

차도 가능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을 선택하였다.14) 

  

자세한 변수 설명 및 출처 등은 부록 에 수록하였다 1(p.28) .

 는 이러한 통계량들이 Shambaugh (2008)   이나   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통계량마다,  

다른 시차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의 시차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부록 에 보고하였다 3(p.30) .



- 14 -

표 모형 시차선택기준 통계량[ 4] VAR 

         

AIC -27.1151 -27.0840 -27.0893 -27.0682 -26.9999

SIC -25.8427 -25.3874 -24.9686 -24.5233 -24.0308

HQ -26.5998 -26.3968 -26.2304 -26.0375 -25.7974

실증분석에서는 서론의 연구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료를 차분이나 추세제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준변수를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 베이지안 추정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 Jeffreys’ 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제 장의 선행연구 검 prior 2

토에서 살펴보았듯이 환율 변동이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특정한 사전분포 를 설정하는 것(prior distribution)

보다는 자료에 의해 유도되는 분포를 사후분포 로 이용하는 (posterior distribution)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15) Jeffreys’ 를 이용하는 경우 계수행렬 prior  

와 분산 공분산행렬 - 의 사후분포는 아래의 식 와 같다(14) . 

   ∼   ′  ,  ∼           (14)

단  ,    ′   ′,    ′  , 

                           

따라서 계수행렬   은 최우추정법을 통해 추정하고 실증분석에 이용한 충격반응

함수의 신뢰구간 은 위의 사후분포로부터 번의 몬테카를로 시(credible set) 10,000

뮬레이션 을 통해 도출하였다(Monte Carlo simulation) . 

 

 는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되지 않은 Jeffreys ‘분명한 이유(definite reason)’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분포를 설정해야 하며 그러한 이유가 부족한 연구의 , ‘초기단계(initial stage)’에서는 자료에 

의존한 추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는 이를 . Jeffreys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principle 

of insufficient reason)’이라고 하였다.(Kass and Wasserma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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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실증분석 결과4 

제 절 전체 수출입 물가지수 분석 결과1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앞서 환율과 수출입 물가지수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  VAR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의 경우 아래 그림 에서 보듯이 달러기준 수출물가. [ 2]

지수는 환율과 음 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원화기준 수출물가지수는 환율과 비슷(-) , 

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달러기준 및 원화기준 지수에 모두 영향을 . 

미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달러기준 수출물가에는 환율 변동의 영향이 부분적

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환율과 수출물가지수 추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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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ECOS)

아래 그림 은 환율과 수입물가지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수출의 경우와 유  [ 3] . 

사하게 달러기준 수입물가지수는 대체로 환율과 반대로 움직이는 반면 원화기준 수

입물가지수는 환율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 환율 변동이 수입물가에도 

부분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환. 

율과 수입물가지수의 관계가 그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유가 등 다른 

변수들이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율이 .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가 해외소득 등 외생변, 

수의 영향력을 엄밀히 통제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환율 변동의 효과를 추정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외생변수 벡터를 별도로 고려한 본 논문의 실증분석 모형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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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환율과 수입물가지수 추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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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모형을 추정하고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실시  VAR 

하였다 환율이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모형에 포함된 . 

내생변수들의 환율충격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와 같다[ 4] . 

그림 환율충격이 내생변수들에 미치는 영향[ 4] 

산 출 량( ) 물 가( )

이 자 율( ) 환 율( )

주 점선은 신뢰구간을 의미 이하 동일       : 1) 90% ( )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환율은 외생적인 충격 발생 개월 후에 최대 상승  1 2.3% 

한 후 곧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산출량은 환율충격 발생 후  



- 17 -

감소했다가 개월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환율 상승에 따8 , 

른 즉각적인 수입물가 상승으로 산출량이 줄었다가 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

량도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17) 소비자물가는 환율충격으로 인해 수입물 

가가 오르면서 상승했다가 곧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뒤에서 살펴보게 . 

될 수입물가 상승폭에 비해 소비자물가는 충격 발생 개월 후 최대 의 소폭 3 0.07%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환율 충격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도 , 

불구하고 국내 물가수준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Taylor (2000), Gagnon and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Ihrig (2004), Campa and Goldberg (2005)

있다 마지막으로 이자율은 환율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이러한 내생변수들의 충격반응함수 결과는 이후의 각기 다른 수출입 물가지수를 활

용한 모든 모형 분석에서 거의 동일하게 도출되었다VAR . 

아래 그림 는 달러기준 및 원화기준 수출물가지수의 충격반응함수 결과를 나  [ 5]

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환율충격이 발생했을 때 달러기준 수출물가지수는 충격 . 

발생 당기부터 즉각 반응하기 시작하여 개월 후에 최대 하락하는 것으로 6 0.64% –

분석되었다.19) 반면 원화기준 수출물가지수는 환율충격에 따라 개월 후에 최대  , 1

상승하고 이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1.65% .20) 환율이 상승할  

때 달러기준 수출물가는 하락하고 원화기준 수출물가는 상승하므로 환율의 변동은 

수출물가에 부분적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생적인 환율충격에 따라 환. 

율은 최대 상승하고 이로 인해 달러기준 수출물가는 최대 하락하므로 2.3% 0.64% 

두 변수의 상대적인 반응 정도로 계산한 단기적인 환율의 달러기준 수출물가 전가

율은 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영일 최재림 이 제시한 추정치 와 0.28 . · (2009) 0.265– –

비슷한 수치이며 환율 변동에 따른 달러기준 수출물가의 변화가 크지 않거나 외환, 

위기 이후 환율의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주장한 이항용 김현욱 최영일 최 · (2007), ·

재림 차혜경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2009), (2011) . 

충격에 따라 달러기준 수출물가가 하락한 후 원래 수준을 회복하는 데까지 비교적 

신뢰구간 하에서 충격반응함수 결과가 개월 이후부터는 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90% 5 0

나타났다.

다만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에도 증가폭이 크지 않고 충격반응함수 결과도 과 유의하게 다르지  , 0

않아 환율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자율을 내생변수로 사용한 의 연구에서도 환율충 Ito and Sato (2008), Forbes et al. (2015)

격은 이자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대 충격반응이 나타나기까지의 시차는 외국 수입업체와의 계약변경 현지에서의 가격조정 등에 ,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 식 과 에서 알 수 있듯이 원화기준 수출물가지수의 변동은 환율 변동과 달러기준 수p.4 (1) (2)

출물가지수 변동의 합으로 이뤄지는데 환율충격에 따른 달러기준 수출물가지수의 반응폭이 크지 , 

않고 조정도 완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원화기준 수출물가지수의 충격반응함수 결과는 앞서 살펴본 

환율의 충격반응함수 결과와 유사한 형태로 도출되었다 이는 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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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단기적인 , 

전가율은 높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달러기준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원화기준 및 달러기준 수출물가지수의 증감률.  

차이가 환율변동률과 대체로 일치하므로 이는 서론의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의 실증분석 모형이 적절히 설정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환율충격이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 5] 

달러기준 수출물가지수  ( ) 원화기준 수출물가지수( )

  환율충격에 따른 달러기준 및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의 충격반응함수 결과는 아래 

그림 과 같다 환율충격은 원화기준 수입물가에 크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원화[ 6] . 

기준 수입물가는 충격 발생 개월 후 최대 상승한 후 원래 수준을 회복하는 1 1.7% 

것으로 분석되었다 달러기준 수입물가도 환율충격에 대해 개월 후 최대 . 1 0.45% –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율 상승의 영향은 원화기준 수입물가에 부분

적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 수출업체들도 국내 시장상황 등을 . 

고려하여 환율 상승의 영향을 원화표시 가격에 모두 전가시키는 대신 달러표시 가

격을 일정 부분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다 외생적인 환율충격에 따라.  

환율은 최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원화기준 수입물가는 최대 상승하므로2.3% 1.7%  

두 변수의 상대적인 반응 정도로 계산한 단기적인 환율의 원화기준 수입물가 전가

율은 로 추정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수입물가 전가율 추정치인 0.74 . 0.56~ 

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다만 환율충격에 따른 원화기준 수입물가0.996 . 

의 변동은 대부분 단기간 내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생적인 충격에 , 

따른 환율의 반응이 이른 시일 내에 원래 수준으로 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물가지수의 경우에도 원화기준 및 달러기준 수입. 

물가지수의 증감률 격차는 환율변동율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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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환율충격이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 6] 

달러기준 수입물가지수( )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 )

아래의 표 는 달러기준 수출물가 및 원화기준 수입물가에 미치는 환율충격의   [ 5]

영향을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기간이 길어질. 

수록 달러기준 수출물가의 예측오차 분산에 대한 환율충격의 기여도는 커지는 반

면 원화기준 수입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율이 달, . 

러기준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크고 반대로 원화기준 수입, 

물가에는 단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나 단기간 내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장기적인 영

향력은 감소한다는 앞서의 충격반응함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표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이용한 환율충격의 영향[ 5] 
1)

분석 

개월1 개월6 개월12 개월24

달러기준 수출물가 11.0 17.0 23.3 24.5

원화기준 수입물가 54.3 39.1 26.8 25.1

주 : 1) 달러기준 수출물가 및 원화기준 수입물가의 일정기간 이후 예측오차 분산에 미치는 환율

충격의 기여도(%)

제 절 산업별 수출입 물가지수 분석 결과2 

  이 절에서는 산업별 달러기준 수출물가지수 및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를 이용하여 

환율 변동이 각 산업의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 은 . [ 7]

환율충격에 따른 달러기준 수출물가의 영향이 유의하게 분석된 주요 산업들의 충격

반응함수 결과를 반응이 큰 산업 순으로 나타낸 것이다.21) 또한 표 은 각 산업의 [ 6]  

달러기준 수출물가 전가율을 앞 절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모든 산업별 충격반응함수 결과는 부록 에 수록하였다 4(p.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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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환율충격이 산업별 달러기준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 7] 

전기 전자기기( · ) 차금속제품(1 )

화학제품( ) 수송장비( )

표 산업별 수출물가 전가율 추정 결과[ 6] 

전기 전자· 차금속1 화학제품 목재 종이· 음식료품 수송장비 일반기계

수출물가

전가율
-0.61 -0.46 -0.27 -0.23 -0.11 -0.10 -0.09

산업별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환율충격이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 전자기기 산업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차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의 순· 1 , 

으로 나타났다.22) 이는 아래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 8] , ,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철강 등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 , 

환율 변동의 영향을 달러표시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가격설정력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특히 비 제품 수출물가지수를 이용해 분석한 결. IT· IT 

과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제품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 IT 

전가율이 에 달해 비 제품의 전가율 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0.69 IT 0.16– –

났다 그림 ([ 9]). 

산업별 수출물가 전가율을 추정한 이항용 김현욱 차혜경 의 연구에서도 전자기기 · (2009), (2011) , 

차금속 화학제품 등에서 전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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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리나라 수출 품목별[ 8] 
1)

세계시장 점유율 
2)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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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출입 물가지수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 선박은 제외           : 1) 

                년 기준2) 2015

자료 문병기         : (2016)

그림 환율충격이 비 제품의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 9] IT· IT 

제품(IT ) 비 제품( IT )

수입의 경우에는 수출과는 달리 모든 산업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기준 수입  

물가가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은 전체 수입에서 차. [ 10]

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환율충격에 따른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며 표 은 산업별 원화기준 수입물가 전가율을 추정한 결과이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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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환율충격이 산업별 원화기준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 10] 

광산품( ) 전기 전자기기( · )

화학제품( ) 일반기계( )

표 산업별 수입물가 전가율 추정 결과[ 7] 

금속제품 섬유 가죽· 전기 전자· 일반기계 광산품 정밀기기 화학제품

수입물가

전가율
0.89 0.89 0.88 0.84 0.82 0.75 0.75

목재 종이· 비금속광물 수송장비 음식료품 농수산품 석유제품 차금속1

수입물가

전가율
0.68 0.65 0.59 0.56 0.55 0.46 0.46

산업별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금속제품 섬유 가죽 전기 전자기기 일반기계  , · , · , , 

광산품 등의 경우에는 환율충격이 원화표시 수입가격에 이상 전가되는 반면80% , 

소비재 비중이 큰 수송장비 음식료품 농수산품 등에서는 전가율이 낮은 것으로  , , 

분석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내구소비재인 자동차 수송장비 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 ( )  

비해 상대적으로 전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율 변동이 달러표시 수입. 

가격에도 상당 부분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 해외 수출업체들이 환율 상승의 영향을 

원화표시 가격에 모두 전가시키는 대신 달러표시 가격을 일부 조정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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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 론5 

본 논문은 환율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환  

율 변동에 따른 수출입 물가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 

수출입 물가 추정식이나 오차수정모형 등을 주로 이용한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환율의 내생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변수들 간의 동태적 관계를 통해 외생

적인 환율충격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VAR .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호 간에 동태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국내변수와 국내변수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변수들을 별도로 구분

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모형의 추정에 있어서는 차분이나 추세제거 등 VAR . 

자료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고 분석 결과의 직관적  

해석도 가능하도록 수준변수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단위근이나 공적분 , 

관계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베이지안 기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VAR , 

환율의 달러기준 수출물가 전가율은 높지 않더라도 환율충격에 따른 달러기준 수출

물가의 반응이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환율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의 경우에는 환율충격이 단기간에 걸쳐 원화기준 수. 

입물가에 크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율이 상승할 때  

달러기준 수입물가가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 수출업체들도 국내 시

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달러표시 수입가격을 일부 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달러기준 수출물가 및 원화기준 수입물가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기준 수출물가와 달러기준 수입물가의 

반응까지 함께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출한 의미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

한편 산업별로는 수출의 경우 전기 전자기기 차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에서 환  , · , 1 , 

율의 달러표시 가격에 대한 전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환율 변동의 영향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가

격설정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수입의 경우에는 모든 산업에서 환율 . 

변동에 따라 원화기준 수입물가가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 , 

동차 등 소비재 비중이 큰 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이는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한 품목에서는 해외 수출업체들이 환율 , 

상승의 영향을 원화표시 가격에 모두 전가시키는 대신 달러표시 가격을 일부 조정

한다는 앞서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환율이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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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외생적인 환율충격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모형을 이용하여 실VAR 

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검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

겠다 다만 환율 변동에 대한 수출입 물가의 반응은 환율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 ,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본 논문에서는 많은 관측치가 필요한 VAR 

모형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비대칭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환율의 변동 방향에 따. 

른 수출입 물가의 비대칭적 반응에 대한 분석은 통화정책 환율정책 등과 관련된 ,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보다 많은 시계열 자료가 축적된 .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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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실증분석 이용자료 내역1. 

  실증분석에 이용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출처 등은 아래의 표 과 같다[ 8] . 

표 실증분석 이용자료 내역[ 8] 

변 수 명 변 수 설 명 출 처

 산업생산지수 계절조정지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년만기 국고채 금리5             〃

 원달러환율 종가 월평균( )             〃

  달러기준 수출물가지수             〃

 ￦ 원화기준 수출물가지수             〃

  달러기준 수입물가지수             〃

 ￦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             〃

  미국 산업생산지수 계절조정지수( )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미국 금리5-year T-notes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두바이유가 월평균(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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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의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2. Kim and Kim (2016)

본문의 페이지 각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서 사용된   12 Kim and Kim (2016)

모형에 국제유가 변수만을 추가하여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VAR . 

과 신뢰구간만 다소 크게 나올 뿐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의 모형을 통해 외생적인 환율충격이 주요 내생변수 . Kim and Kim (2016)

및 수출입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충격반응함수 결과는 아래 그림 [ 11]

과 같다. 

그림 의 모형을 이용한 충격반응함수[ 11] Kim and Kim (2016)
1)

결과 

산 출 량( ) 물 가( ) 실질통화량( ) 환 율( )

달러기준 수출물가 ( ) 원화기준 수출물가 ( ) 달러기준 수입물가 ( ) 원화기준 수입물가 ( )

주 외생적인 환율충격에 대한 주요 내생변수 및 수출입 물가지수의 반응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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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이외의 시차를 이용한 모형 추정 결과 VAR 

본문의 페이지 각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3  부터  까지   이외의  

시차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VAR . 

환율충격에 따른 수출입 물가지수의 반응 방향이 거의 일치하고 반응 수준도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  부터는 충격반응함수 결과의 유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차가 커질수록 추정해야 할 계수가 크게 늘어 

자유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기 다른 시차에서 환. 

율충격이 수출입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충격반응함수 결과는 아래 그[

림 와 같다12] . 

그림 [ 12]   이외의 시차를 이용한 모형 충격반응함수 VAR 
1)

결과 

달러기준 수출물가 ( ) 원화기준 수출물가 ( ) 달러기준 수입물가 ( ) 원화기준 수입물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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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기준 수출물가 ( ) 원화기준 수출물가 ( ) 달러기준 수입물가 ( ) 원화기준 수입물가 ( )

 (  )

 (  )

주 외생적인 환율충격에 대한 수출입 물가지수의 반응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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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산업별 수출입 물가지수를 이용한 모형 추정 결과4. VAR 

산업별로 달러기준 수출물가지수와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모  VAR 

형을 추정하고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통해 환율충격이 각 산업의 수출 및 수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아래 그림 그림 와 같다[ 13], [ 14] . 

그림 산업별 수출물가지수를 이용한 모형 충격반응함수[ 13] VAR 
1)

결과 

농림수산품 ( ) 음식료품 ( ) 섬유 가죽제품 ( · ) 목재 종이제품 ( · )

석탄 석유제품 ( · ) 화학제품 ( ) 비금속광물제품 ( ) 차금속제품 (1 )

금속제품 ( ) 일반기계 ( ) 전기 전자기기 ( · ) 정밀기기 ( )

수송장비 ( ) 제품(IT ) 비 제품( IT )

주 외생적인 환율충격에 대한 산업별 달러기준 수출물가지수의 반응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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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업별 수입물가지수를 이용한 모형 충격반응함수[ 14] VAR 
1)

결과 

농림수산품 ( ) 광산품( ) 음식료품( ) 섬유 가죽제품( · )

목재 종이제품( · ) 석탄 석유제품( · ) 화학제품( ) 비금속광물제품( )

차금속제품(1 ) 금속제품( ) 일반기계( ) 전기 전자기기( · )

정밀기기( ) 수송장비( )

주 외생적인 환율충격에 대한 산업별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의 반응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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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exchange rate pass-through to export price and 

import price to study the effects of exchange rates on Korean economy.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use export-import price equation and error 

correction model, we use VAR (Vector Auto-Regression) model that can 

explicitly incorporate endogeneity of exchange rate and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o identify the impact of exogenous exchange rate 

shock. For empirical analysis, we consider a small open economy that 

characterizes Korean economy and separate variables into domestic and 

foreign vectors.  Then, we apply Bayesian estimation technique that is 

robust to unit root of time series data and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mpulse response functions an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results show that the degree of exchange rate pass-through to dollar 

-based export price is low in the short run. However, the response of 

dollar-based export price is found to be persistent, suggesting that the 

impact of exchange rate is high in the long run. For won-based import 

pric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mpact of exchange rate shock is high 

and immediate. Also, we find that dollar-based import price declines 

significantly when exchange rate rises which implies that foreign firms also 

adjust prices in response to exchange rate shocks. This new empirical 

finding sheds some lights on exchange rate pass-through literature as 

existing studies that only consider dollar-based export price and won- 

based import price have not captured this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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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the industry-level, exchange rate pass-through is high in electronic/ 

electric devices, basic metals, and chemicals for export. These industries 

are characterized by high market shares by Korean firms in the world 

market, suggesting that pricing powers are high in these industries. For 

import, won-based import price immediately rises in response to an increase 

in exchange rate in all industries. However, exchange rate pass-through of 

consumer goods such as cars is relatively low as foreign firms do not fully 

adjust won-based prices in industries with high competition. 

Keyword : Exchange rate, Export price, Import price, Pass-through rate, 

S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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