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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고에서는 원화 실질실효환율의 장기 결정요인을 Johansen공 분 방

법을 이용하여 실증 으로 분석하 다.2000～2014년 분기 데이터를 이용

하여 행태균형환율(BEER-BehavioralEquilibriumExchangeRate)을 추정

하 고 이 과정에서 6개의 표기들을 이용하 는데 이는 다 공선성으로

인해 하나의 표기만으로는 추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추정

결과 추정한 표기들에서 공통 으로 실질이자율차이,실질유가, 로벌

유동성이 원화 실질실효환율에 유의한 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로벌 유동성 증가가 원화를 상시켰을 것이라는 일반 인 시각에

해 실증 으로 증명하 다.원화의 과소·과 평가 여부(misalignment)

를 살펴본 결과 2000년 반에는 평가,2000년 반에는 고평가,

2008～9년 로벌 경제 기 기간에 평가 된 이후 기가 진정되면서 고

평가 기조를 유지하 다.최근 2013년 이후로는 6개 표기 5개의 표기

에서 원화가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실질실효환율,실질 UIP,행태 균형환율,단 근검정,

Johansen공 분검정, 로벌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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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원화 환율의 변동성은 1990년 시장평균환율제도 기간 에는 크지 않

았으나 IMF구제 융이 이루어졌던 1997년 12월 이후 일일변동폭 제한이

철폐된 완 한 자유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 되

었다.환율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주체의 의사결

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출 투자 등이 축되는 등 실물경제에 부정

향을 래하게 된다1).이에 따라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요소들을

찾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두되었는데 그 환율 움직임이 경제 기

여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 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인지에

한 연구는 꾸 히 진행되어왔다.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서 실제 환율이 균형환율과 어느 정도로 불일치하는지,즉 경제 기 여

건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탈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환율의 정수 으로부터의 불일치(misalignment) 정도를 분석하기

해서는 실제 환율에 한 벤치마크로서 균형환율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균형환율의 정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균형환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2).본고에서는 행태균형환율(BEER-Behavior

al Equilibrium Exchange Rate) 근법을 이용하여 실질 UIP조건을

따르는 환율을 균형환율이라고 정의하고 실질 UIP조건을 나타내는

경제변수들과 장기 균형 계를 가지는 환율을 균형환율로 정의하 다.

한편 실질 UIP조건에서 기 환율을 정확히 나타내는 경제변수들이 존재

하지 않아 용변수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경제변수들은 균형

환율을 결정하는 확정 변수들이 아니라 다른 변수들로 체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Maeso-Fernandez et al.(2002)는

BEER추정시 다섯 개의 모형표기(specifications)를 통해 실질이자율차

이와 생산성,정부소비,그리고 실질유가가 유로 실질실효환율에 유의한

1)서 경·성 진·김동우(2011)
2)DriverandWestawa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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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가짐을 보 다.본고에서도 Maeso-Fernandezetal.(2002)와 유

사한 근방법을 취하면서 Maeso-Fernandezetal.(2002)에서 사용한 표

기들 일부를 이용하여 원화 균형환율을 추정하 다. 한 로벌 융

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양 완화 정책으로 로벌 유동성이 크게 늘

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환율에 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일반 인 시각에

한 실증 인 분석을 하기 해 기존의 표기에 로벌 유동성 변수를 추

가하여 여섯 가지 표기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균형환율을 각각 추정

해보았다.

이번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첫 번째,본고는 원화 실

질실효환율의 행태를 설명하는 경제변수들의 역할을 검증하는데 타 연구

들과의 차이 은 원화의 균형환율을 추정하는 여러 개의 표기들을 구성하

고 이를 추정함에 따라 여러 표기들에 걸쳐 일 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

지는 주요 경제변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 있다.특히 원화의 균형환율

추정에 한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로벌 유동성 변수가 원화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확인할 수 있다.두 번째,본고에서

는 각 표기들로부터 추정된 균형환율과 실제 환율의 불일치 방향을 제시

하 는데,이를 통해 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생된 변수들이라도 어떤 변

수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 모형들이 주는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

인하고 이에 한 단을 내리는데 있다.환언하면,표기들이 주는 신호

가 각각 다를 때 특정값이 올바른 균형값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반면 여

러 표기들이 유사한 추정결과를 도출하는 경우에는 실질환율과 경제변수

들의 계를 통해 향후 환율수 의 향방과 이에 한 정책 시사 을 얻

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원화의 균형환율을 추정하기에

앞서 균형환율과 련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행태균형환율

근법 변수 선택에 한 이론 설명이 이루어진다.4장에서는 계량

분석 결과가 논의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주요 결론들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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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존 연구 개

다양한 균형환율 개념 가장 리 알려진 것은 구매력 평가설(PPP:

PurchasingPowerParity)이다.이것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토 로 균형

실질환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과거 균형이라고 단되었던 시 을 기

으로 나머지 기간의 환율의 균형여부를 단한다.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 이 있는데 먼 실 으로 경제의 균형수 이 변화하기 때문

에 환율이 균형수 임에도 균형이탈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한 통계 인 측면에서는 PPP는 실질환율이 안정 이라는 것을 암시하지만

실증 으로는 실질환율이 불안정하여 장기 표본을 이용했을 때 평균회귀

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균형경로로의 회귀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문제

이 있다3).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실질균형환율을 추정하는 두 가지 주요 방

법이 제시되었다. Williamson(1985)은 기 균형환율(FEER-Fundamnetal

EquilibriumExchangeRate)을 제시하 는데 이는 내균형과 외균형

을 충족시키는 환율로 정의될 수 있다.한편 ClarkandMacDonald(1997)

에 의해 제시된 행태균형환율(BEER-Behavioral Equilibrium Exchange

Rate)은 실질실효환율과 이과 련된 경제 변수들 사이의 계를 축약식

을 이용하여 직 으로 추정한다.즉 경제변수들의 움직임을 반 하여

BEER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BEER 근법에 을 맞추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FEER

근법은 내외 균형을 충족시키는 균형환율을 추정하기 한 등식들에서

많은 라미터들이 등장하는데,추정된 결과값들은 라미터의 변화에 민

감하게 반응한다4).반면 BEER은 이러한 라미터들이 존재하지 않고 직

축약식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더욱 실용 이고 한 소표본에서도 BEER

근법은 실질환율과 련된 경제변수들 사이의 장기 계를 밝히는데 효율

(efficient)이고 효과 (powerful)이라는 것이 증명 다5).

3)MacDonald(2000)

4)Chen(2007)

5)Montiel(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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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 수행된 실증분석은 BEER을 이용하여 유로 실질실효환율

결정요인을 분석한 Maeso-Fernandezetal.(2002)에 기반한다.이 논문

에서 다루어진 표기들을 원화 실질실효환율과 각 변수들의 분기별 자료에

용하여 분석하고,여기에 로벌 유동성 변수를 추가하여 원화의 실질

실효환율과 장기 균형 계를 갖는지에 한 여부도 평가하 다.

Maeso-Fernandezetal.(2002)는 실질이자율차이,생산성,상 재정

상태,그리고 실질유가가 유로 실질실효환율에 유의한 향을 가짐을 보

다.유로화의 추정된 균형환율 값들이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가 있어 유로화 과 -과소 평가에 해 일 인 평가를 내리는 것 어렵

지만,모든 표기들에서 공통 으로 2000년에 유로화가 과소평가 되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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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태균형환율 근법

3.1모형

BEER모형에서는 실질실효환율과 경제변수들의 계를 설명하기 해 축

약식(reduced-formequation)을 추정한다.6)

qt=β’Zt+τ’Tt+εt (1)

qt는 실제 측되는 실질실효환율,Z는 장기에 실질환율에 향을 미

치는 경제변수들,T는 단기에 실질환율에 향을 미치는 일시 인 요소들

을 나타내며 εt는 오차항이다.식 (1)은 장기에 실질환율에 향을 미

칠 것이라고 기 되는 경제변수들(Z),단기에 실질환율에 향을 미치는

일시 인 변수들(T),랜덤오차항 εt에 의해 실제 실질환율이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재균형환율은 경제변수들의 재값에 의해 결정되는 환율이라고

정의된다.7)

qt’=β’Zt (2)

그러므로 MIS_CURt는 재 불일치라고 하고 실제 실질환율과 경제변수들

의 재값에 의해 결정되는 실질환율의 차이라고 정의된다.

MIS_CURt=qt– qt’=τ’Tt+εt (3)

6)ClarkandMacdonald(1998),Chen(2007)등

7)경제 체가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시장이 균형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단기

에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변수들의 균형값이 아닌 실제값이 쓰이는 것

이다.(DriverandWestawa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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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질환율과 경제변수들의 장기값(Z‾t)의 차이를 장기불일치라고 하

고 MIS_PERt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MIS_PERt=qt– β’Z‾t (4)

의 식을 (2)를 이용하여 두 부문으로 나 수 있다.

MIS_PERt=(qt– qt’)+β’(Zt– Z‾t) (5)

즉 장기불일치는 재의 불일치과 경제변수의 재값과 장기값의 차이로

나 수 있고 따라서 총 불일치라고도 한다.식 (3)을 이용하여 식 (5)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IS_PERt=τ’Tt+εt+β’(Zt– Z‾t) (6)

결국 환율의 총 불일치는 일시 요소들,오차항,경제변수의 재값과

장기값의 차이에 의한 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3.2균형환율의 결정요인

본고에서의 BEER 근법은 ClarkandMacDonald(1997)을 기반으로 하여

실질 UIP(uncoveredinterestparity)조건을 고려한다.실질 UIP조건은

다음과 같다.

Et(Δst+k)=-(it– it
*) (1)

st는 자국 통화 한 단 당 외국 통화가격,it는 명목 리, Δ는 1차 차

분 오퍼 이터,Et는 조건부기 오퍼 이터,t+k는 채권의 만기,*는 외

국변수를 각각 나타낸다.식(1)은 기 인 이션 차이,즉 Et(Δpt+k-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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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k
*)를 양쪽 변에서 차감함으로써 실질변수들의 계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t=Et(qt+k)+(rt– rt
*) (2)

Et(qt+k)는 기 실질환율,rt는 실질이자율,qt는 실질환율을 나타낸다.

(2)는 재의 균형환율이 두 개의 요소,즉 t+k기에 한 기 실질환율

과 t+k만기의 실질이자율 차이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바탕으

로 재의 균형환율을 결정하는 요소와 련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1)기 실질환율 Et(qt+k)

기 실질환율 Et(qt+k)는 “장기”균형환율(q̅t)이라고 가정하고8)Clarkand

Macdonald(1997)는 이것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해 실질환율을 교역재 실

질환율과 교역재,비교역재 물가수 으로 분해하여 다음의 식을 도출한

후 이에 해당하는 장기 실질환율 결정요인을 분석하 다.

q̅t≡ qt
T+αt

*(pt
T*-pt

NT*)-αt(pt
T-pt

NT) (3)

qt 는 실질환율,pt는 물가수 ,T는 교역재,α는 경제에서 비교역재가

차지하는 비 ,소문자는 변수에 로그를 취한 것을 나타내고 qt가 증가

하면 실질환율의 상을 의미한다. 의 식을 통하여 장기 실질환율에

한 세 가지 결정요인을 알 수 있다.

① 교역재 비교역재 가격 비율

장기 실질환율에 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는 교역재 비교역재

의 상 가격 ((pt
T*-pt

NT*)-(pt
T– pt

NT))의 변화로 발라사-사무엘

8)Faruqee(1994),Macdonald(1997)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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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효과를 반 한다.교역재 부문에서 생산성이 상 으로 더 큰

국가의 통화가 실질 상이 된다는 것이다.만약 교역재와 비교역재

의 가격이 임 과 연결되어 있고 임 이 교역재와 비교역재 산업을

연결하면,교역재의 상 가격은 교역재 부문에서의 더 높은 생산성

을 가지는 국가에서 더 느리게 증가할 것이다.결국 (pt
T– pt

NT)는

작아지고 q̅t는 증가하므로 실질환율은 더 빨리 성장하는 국가에서

상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한 용변수로 직 인 생산성

(productivity)변수인 GDPpercapita(prod)를 장기 실질환율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하 다9).

② 교역재 실질환율(qt
T)의 시스템 가변성 고려

한 교역재를 불완 체재로 간주하여 교역재 실질환율(qt
T)이

시스템 가변성(systematicvariability)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교

역재 실질환율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하 다10).본고에서는

교역재 실질환율에 시스템 가변성을 야기하는 변수로 경상수

지(accumulativecurrentaccount),실질유가(realoilprice)를 고

려하 다.

경상수지(accumulativecurrentaccount)를 포함하는 이유

는 경상수지 자가 발생하면 순해외부채(netforeigndebt)가 발

생하게 되고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순해외부채가 통화 가치에 향

을 수 있기 때문이다..포트폴리오 밸런스(portfolio–balance

considerations)모형에 의하면 순해외부채를 해결하기 해 국제

9)발라사-사무엘슨 효과를 반 하기 해 CPI-PPI비율,GDPpercapita,노동

생산성(Laborproductivity)등의 변수가 리 사용되나 본고에서는 교역국

들의 데이터 부재로 GDPpercapita를 사용하 다.GDPpercapita는 교역재

나 비교역재의 생산성 정의를 이용하지 않아 발라사-사무엘슨 효과를 나타내

기에는 정교함이 부족하다는 단 이 있으나 신흥국의 경우를 분석할 때에는

보다 리 사용되는 변수이다.(Bénassy-Quéré,Béreau,Mignon,2008)

10) 실 으로 교역재가 불완 체재이므로 교역재의 가격차이가 재정차익거

래에 의해 빠르게 소멸되지 않는다.(Isard,1977;KravisandLipse,1978;

RogersandJenkins,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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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 의해 자 이 조달되어야 하는데,이들은 포트폴리오 조

정 과정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것이고 따라서 주어진 이자

율에서는 결국 채무국의 통화 하를 야기할 것이다. 국제수지

(balanceofpayment)경로에 의하면 순해외부채에 한 이자지

을 한 자 은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조달되는데 이를 해서는

통화 하를 통해 수출 증가를 도모한다는 것이다.11)

한 상품가격충격이 교역조건을 통해 qt
T에 향을 미칠 수 있

다.유가의 상승은 원유에 한 의존도가 상 으로 낮은 국가의

교역조건을 개선시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의 개선 유무는 상 인 원유 의존도에 따라 다르므로 이 변

수에 기 되는 부호는 선험 으로 불분명하지만 한국은 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에 비해 원유 의존도가 낮아 양의 부호가 나올 가

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실질유가(roil)를 표기에 포함

하여 분석하 다.

③ 경제에서 비교역재가 차지하는 비

비교역재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인 α는 국가마다 다를 것이지

만,α가 실질환율에 미치는 요성이 불명확12)하므로 α에 한 변

화는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2)실질이자율 차이 (rt– rt
*)

UIP조건을 통해 실질환율의 결정요인으로 실질이자율 차이를 포함하 는

데 왜냐하면 경제이론에 따르면 장기 으로 실질이자율 차이가 없어져야

하지만 실증 으로는 그 지 않다는 것이 밝 졌기 때문이다.따라서 실

질 이자율 차이가 환율에 의미있는 향력을 가질 것으로 상하여 모형

에 포함시켰다.

11)Maeso-Fernandezetal.(2002)

12)Macdonald(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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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고에서는 균형 실질실효환율과 장기 균형 계를 갖는 변수로서

로벌 유동성 변수를 추가하 다. 로벌 융 기 이후 미국,유럽,일

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기부양을 해 리를 유지하면서

양 완화(QE-QuantitativeEasing)를 시행하 다.이러한 선진국의 양

완화는 해당 국가의 신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간 자본이동을 통

해 로벌 유동성을 확 시키고,결국 이 게 확 된 로벌 유동성이 신

흥국으로 유입되어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다.

의 내용을 정리하면 BEER을 다음의 함수로 요약할 수 있다.

BEER=f(prod,aca,roil,int,gl)

+ + + + +

3.3변수의 정의 산출

균형환율 추정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 다.

각 변수들의 정의와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실질실효환율(lq) -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소비자물가지수(base

year=2010)와 교역액을 이용한 가 치를 기반으로 산출되었는데 이 때 가

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교역액을 이용하 다13).본 연구

에서의 실질실효환율은 자국 통화 한 단 당 외국 통화로,q의 상승은 실

Wi(%)

국 34 호주 5

일본 16 만 5

미국 16 싱가폴 5

사우디아라비아 7 독일 4

홍콩 5 인도네시아 4

13)교역 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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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실효 상을 의미하고 실질실효환율에 로그를 취하여 lq로 나타내었다.

GDP per capita(prod) - 직 인 생산성을 나타내기 해 GDP per

capita를 이용하 다.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자료가 보다

하겠으나, 합한 자료의 부재로 기존 문헌에서 주로 사용되는 GDPper

capita를 이용하 다.교역국들의 GDPpercapita가 합 비 한국의

GDPpercapita를 계산하여 prod로 나타내었다.

실질유가(roil)-실질유가는 세계명목유가를 미국 생산자가격지수로 나

어 산출하 다.

경상수지(aca)-한국의 GDP 비 경상수지를 이용하 다.

실질이자율차이(int)-이자율의 차이는 먼 실질이자율을 구하기 해

한국과 주요 교역국들의 장기 리에서 인 이션율을 차감하고,실질이

자율 차이를 구하기 해 한국의 실질이자율에서 교역국들의 실질이자율

값의 가 합을 차감하여 산출하 다.

로벌 유동성(gl)- 로벌 유동성에 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BIS의

CGFS(2012)에서 “G3국가(미국,유로지역,일본)의 국내신용 국제은행

의 G3국가 통화표시 역외신용의 합”을 로벌 유동성의 양 지표로 제시

하 고 이를 토 로 윤경수·김지 (2012)은 로벌 유동성을 G3의 자 순

환(FlowofFunds)통계의 비 융부문(가계,기업,정부)의 총부채

BISLocationalBankingStatistics상의 비 융기 에 한 역외신용의

합계로 정의하 다.본 연구에서는 윤경수·김지 (2012)이 내린 로벌

유동성 정의를 토 로 국내신용과 역외신용을 합산한 값의 년 비 증가

율을 산출하여 로벌 유동성 변수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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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변수 차분변수

t-Statistics
Critical

Vakueat5%
t-Statistics

Critical

Vakueat5%

실질실효환율(lq)
-2.03

[1]
-2.91

-5.52***

[0]
-2.91

GDPper

capita(prod)

-0.71

[1]
-2.91

-3.32**

[0]
-2.91

실질유가(roil)
-1.71

[2]
-2.91

-6.51***

[1]
-2.91

경상수지(aca)

0.13

[0]
-3.48

-6.31***

[0]
-3.48

실질

이자율차이(int)

-2.88*

[0]
-2.91

-6.74***

[0]
-2.91

로벌 유동성(gl)
-0.70

[9]
-2.91

-4.83***

[8]
-2.91

4.계량분석 결과(ECONOMETRICRESULTS)

4.1단 근 검정

변수들 사이에 공 분 계를 갖는지에 한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 이

변수들이 단 근을 갖는 불안정한(non-stationary)변수인지를 검정하

다.이를 해 ADF테스트(AugmentedDickey-FullerTest)를 사용하 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단 근 검정 결과>

1)[]안은 단 근검정시 사용한 시차임 (SIC기 최 시차 10)

2)***는 1%,**는 5%,*는 10%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각 변수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단 근 검정을 실시하 는데 특히 경

상수지의 경우 명확한 증가 추세를 가지므로 검정 시 모형 내에 상수항과

시간추세를 포함하 으며 다른 변수들의 경우에는 상수항만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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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수의 수 (level)에 해 단 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가

5%유의수 에서 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고 1차

차분한 값에 해 실시한 단 근 검정에서는 모든 변수가 5%수 에서 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 다.이를 통하여 모든 변수들이

I(1)이고 따라서 실질실효환율과 I(1)변수들 사이에 공 분 계가 존재

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원화의 실질실효환율과 경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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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표기의 구성

본고에서는 Maeso-Fernandezetal.(2002)에 기반하여 균형 실질실효환율

을 설명하는 경제변수들의 조합을 구성하여 4개의 표기를 만들었다.이와

더불어 나머지 네 개의 표기에 로벌 유동성 변수를 추가하여 총 8개의

표기를 공 분 분석하 다.

표기 Ⅰ은 가장 기본이 되는 표기로서 GDPpercapita(prod),실질유가

(roil), 경상수지(aca),실질이자율차이(int)를 이용하 다.이 표

기의 문제 은 몇몇 변수들이 비슷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실

질유가의 상승은 경상수지의 악화를 야기하고 실질이자율 차이는 이미 유

가 움직임이 고려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표기 Ⅱ에서는 GDPpercapita(prod),실질유가(roil)를 이용하 고 표

기Ⅲ은 GDPpercapita(prod)과 이자율 차이(int)를,표기Ⅳ는 GDPper

capita(prod),실질유가(roil),이자율 차이(in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한편 앞선 네 개의 표기들이 Maeso-Fernandezetal.(2002)에서 유

로화 균형환율을 추정하기 해 사용한 것들을 원화에 용한 것이라면

표기Ⅴ～Ⅷ은 의 논문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로벌 유동성 변수를 원화

의 균형환율 추정을 해 표기Ⅰ～Ⅳ에 각각 추가한 것들이다.

4.3Johansen공 분 분석14)

로벌 유동성 변수가 제외된 경우

여섯 개의 표기 먼 로벌 유동성을 포함하지 않는 표기들을

Johansen공 분 분석하 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표기 Ⅰ의 경우

Tracetest와 MaximumEigenvaluetest에서 각각 1%,5%의 유의수 에서

14)Johansen공 분 분석 시 공 분 계식 내에(errorcorrectionterm) 편

은 존재하나 추세가 없고,공 분 계식 밖의 VEC식에서는 편이 없다는

가정을 부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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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분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 고 이에 따라 공

분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표기 Ⅱ의 경우에는 10%유

의수 에서 조차도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공 분 계가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고 표기Ⅲ은 Trace test에서 10%, Maximum

Eigenvaluetest에서는 5%유의수 에서 공 분 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 으므로 공 분 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표기 Ⅳ의 경우에는

두 개의 검정 모두에서 5%유의수 에서 2개의 공 분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공 분 검정 시 도출된 공 분 벡터는 <표 2>와 같다.공 분 검정 결

과 공 분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타난 표기 Ⅱ는 논외로 하고,표

기Ⅰ,Ⅲ,Ⅳ를 고려하면 세 표기 모두 상된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다만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표기 Ⅰ의 경우 앞서 언 한 변수들

이 유사한 정보를 가진다는 한계로 인해 경상수지(aca)의 유의성이

상당히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결국 로벌 유동성 변수가 제외된

표기들에서는 GDP percapita(prod), 실질유가(roil),실질이자율차이

(int)가 이론 으로 기 되는 부호를 가지고 원화 실질실효환율과 유의미

한 균형 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 2.공 분검정 결과(표기Ⅰ～Ⅳ)>

　 Ⅰ Ⅱ Ⅲ Ⅳ

Hypothe

sized

No.of

CE(s)

Trace
Max-Eigen

value
Trace

Max-Eige

n

value

Trace

Max-Eige

n

value

Trace
Max-Eigen

value

None 89.2*** 38.7** 23.0 16.6 32.6* 22.5** 71.2*** 34.1***

At

most1
50.5* 18.3 6.3 4.0 10.1 7.3 37.0** 23.1**

At

most2
32.1 16.5 2.2 2.2 2.8 2.8 13.8 8.7

1)시차는 AIC(AkaikeInformationCriteria)기 에 따라 2로 결정

2)***/**/*는 각각 1%/5%/10%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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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공 분 벡터(표기Ⅰ～Ⅳ>

Ⅰ Ⅲ Ⅳ

lq 1 1 1

prod

-15.56 -6.89 -10.96

(2.65) (1.46) (1.51)

[-5.87] [-4.72] [-7.28]

roil

-0.82 -0.63

(0.15) - (0.12)

[-5.43] [-5.25]

aca

-0.09

(0.12) - -

[-0.76]

int

-0.07 -0.11 -0.07

(0.01) (0.02) (0.01)

[-5.53] [-5.91] [-6.45]

44.73 20.79 32.14

Constant (7.25) (3.95) (4.13)

[6.17] [5.27] [7.78]

1)()안은 표 오차,[]안은 t값

로벌 유동성 변수가 포함된 경우

그 다음으로 앞의 네 개의 표기들에 로벌 유동성 변수를 추가하여 공

분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Johansen공 분 검정

결과 표기 Ⅴ의 경우 Tracetest에서는 1%,MaximumEigenvaluetest에서

는 5%유의수 에서 공 분 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고

표기 Ⅵ은 MaximumEigenvaluetest에서 5%유의수 으로 귀무가설을 기

각할 수 없었다.그리고 표기 Ⅶ에서는 Tracetest, MaximumEigenvalue

test에서 각각 5%유의수 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고 표기 Ⅷ에

서는 두 테스트 모두에서 각각 1%유의수 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

었다.이에 따라 표기 Ⅴ,Ⅶ,Ⅷ이 공 분 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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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공 분 검정 결과(표기 Ⅴ～Ⅷ)>

　 Ⅴ Ⅵ Ⅶ Ⅷ

Hypothesi

zedNo.

ofCE(s)

Trace
Max-Eigen

value
Trace

Max-Eigen

value
Trace

Max-Eigen

value
Trace

Max-Eigen

value

None 125.2*** 45.5** 47.0 27.7* 54.6** 29.6** 89.9*** 44.5***

Atmost179.7** 34.1* 19.2 13.7 25.0 17.2 45.4 19.7

Atmost2 45.6 18.2 5.4 3.0 7.8 5.7 25.7 17.0

1)시차는 AIC(AkaikeInformationCriteria)기 에 따라 2로 결정

2)***/**/*는 각각 1%/5%/10%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로벌 유동성 변수를 포함한 표기들의 공 분 벡터는 <표 4>와 같다.

표기Ⅰ,Ⅲ,Ⅳ와 마찬가지로 모든 표기들에서 이론 으로 기 되었던 부

호들이 나타났다.표기Ⅰ에 로벌 유동성 변수를 추가한 표기Ⅴ의 경우

표기Ⅰ과 마찬가지로 경상수지의 부호는 (+)로 이론과 부합하나 유

의성은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표기Ⅶ을 살펴보면 표기Ⅲ에

로벌 유동성 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생산성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표기Ⅴ,Ⅶ,Ⅷ에서 로벌 유동성 변수의 계

수값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 으로 작으나 실질실효환율에 매우 유의

한 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로벌 유동성 변수를 제외한 3가지 경우에는 GDPpercapita,

실질유가,실질이자율차이가, 로벌 유동성 변수를 포함하는 3가지 경우

에는 실질유가,실질이자율차이, 로벌 유동성이 이론 으로 기 되는

부호를 가지고 원화 실질실효환율과 유의미한 균형 계를 가진다.따라서

체 으로는 실질유가,실질이자율차이, 로벌 유동성이 원화의 균형환

율에 일 으로 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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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공 분 벡터(Ⅴ～Ⅷ)>

Ⅴ Ⅶ Ⅷ

lq 1 1 1

prod

-8.90 -1.85 -7.94

(2.15) (1.32) (1.35)

[-4.15] [-1.41] [-5.86]

roil

-0.52 -0.54

(0.12) - (0.10)

[-4.40] [-5.57]

aca

-0.07

(0.09) - -

[-0.78]

int

-0.05 -0.08 -0.05

(0.01) (0.01) (0.01)

[-6.08] [-5.39] [-6.00]

gl

-0.007 -0.014 -0.008

(0.002) (0.003) (0.002)

[-3.55] [-4.54] [-4.12]

Constant

26.56 7.21 23.96

(5.86) (3.55) (3.70)

[4.53] [2.03] [6.47]

1)()안은 표 오차,[]안은 t값

4.4BEER추정

로벌 유동성 변수가 제외된 경우(표기Ⅰ,Ⅲ,Ⅳ)

앞서 추정한 공 분 벡터를 통해 환율과 변수들 간의 균형 계식을 얻을

수 있었고,이 균형 계식으로부터 재균형환율을 얻을 수 있다.한편

앞서 고려한 경제 변수들의 경우 장기 균형수 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

기 때문에 장기균형환율을 구하기 해서는 경제 변수들의 장기 균형값을

구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 경제 변수들을 Hodrick-PrescottFilt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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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평활화(smoothing)하고 이 값을 장기 균형값으로 생각하여 균형 계

식을 통해 장기균형환율을 추정하 다.

각 표기들의 재균형환율(BEER_CUR)과 장기균형환율(BEER_PER)은 <그

림 1>과 같다. 표기 Ⅰ,Ⅲ,Ⅳ을 이용해 추정된 BEER을 살펴보면 이들

은 각각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데 BEER들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표기 Ⅰ의 경우 국제유가가 2000년 반에 세계원유수요 증가

등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 상승한 데 기인하고 표기 Ⅲ의 경우 실질이자율

차이가 2000년 반과 2010년 이후 높은 수 이었던 것이 균형환율에

더 큰 향을 끼쳤으며 표기 Ⅳ는 표기 Ⅰ,Ⅲ의 간형태인 것으로 보인

다.이 게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는 BEER을 기 으로 원화가치를 평가해

보면 표기 Ⅰ의 경우 2008년 로벌 융 기 이 에는 원화가 고평가와

평가를 반복하다 융 기 이후 지속 으로 고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장기균형환율은 융 기 이 에는 원화가 꾸 히 고평가되다가

2008～2009년 기간 일시 으로 평가된 후 다시 지속 인 고평가가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표기 Ⅲ에서의 재균형환율과 장기균형환율을 이

용하여 원화를 평가하면 2000년 반과 로벌 융 기가 발발하 던

2008년 소폭 평가된 기간 이외에는 지속 으로 원화가 고평가된 것으로

보여진다.표기 Ⅳ의 경우에는 재균형환율을 이용할 경우 분석 기간 내

내 고평가와 평가를 반복하 고,장기균형환율을 이용할 경우에는 2008

년 경제 기 이후에도 여 히 원화가 평가되었다고 나타난 기간이 앞선

두 표기에 비해 길다는 것이 특징 이다.

로벌 유동성 변수가 포함된 경우(표기Ⅴ,Ⅶ,Ⅷ)

표기 Ⅰ,Ⅲ,Ⅳ에 로벌 유동성 변수를 추가하여 표기 Ⅴ,Ⅶ,Ⅷ을

구성하 고 이 표기들을 이용하여 표기Ⅰ,Ⅲ,Ⅳ를 분석한 것과 같은 방

법으로 재균형환율(BEER_CUR)과 장기균형환율(BEER_PER)을 추정하

다. 로벌 유동성 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표기 Ⅰ,Ⅲ,Ⅳ보다 표기 Ⅴ,

Ⅶ,Ⅷ의 균형환율이 체 으로 더 높은 수 에서 형성되었는데 이를 통

해 로벌 유동성이 기존의 균형환율을 상방이동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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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표기 Ⅴ의 경우 융 기 이 에는 고평가와 평

가를 반복한 것은 표기Ⅰ과 비슷하지만 융 기 이후의 기간에는 지속

으로 고평가를 나타내던 표기Ⅰ과는 달리 고평가· 평가의 반복되는 추세

가 이어졌다.표기 Ⅴ의 장기균형환율은 융 기 기간 동안 평가되었

던 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되어 표기Ⅰ의 경우보다 평가된

기간이 상 으로 길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기 Ⅲ에 로벌 유동성 변수를 추가한 표기 Ⅶ의 경우 표기 Ⅲ이 몇몇

기간(2000년 반,2008년)에 원화가 소폭 평가된 것 이외에는 원화

가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표기 Ⅶ을 이용하여 추정했을 때는 재

균형환율의 경우 분석기간 내내 고평가와 평가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

다.한편 장기균형환율을 살펴보면 표기Ⅵ의 경우 2000년 반에 고평

가된 것 이외에는 주로 평가의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기 Ⅳ에 로벌 유동성 변수를 추가한 표기 Ⅷ의 경우 재균형환율을

이용하여 살펴보면 표기 Ⅳ와 비슷한 형태로 분석기간 내내 고평가와

평가가 반복되었고 장기균형환율을 비교해보면 표기 Ⅷ에서 2008년 로

벌 경제 기 후로 균형환율 자체가 상방 이동하 으나 그 밖의 기간에

는 더 낮아진 형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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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실질실효환율과 BEER(표기 Ⅰ～Ⅷ)>

.08

.10

.12

.14

.16

.18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EXR_LQ
EXR_BEER_CUR_1
EXR_BEER_CUR_5

.105

.110

.115

.120

.125

.130

.13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EXR_LQ
EXR_BEER_PER_1
EXR_BEER_PER_5

.08

.10

.12

.14

.16

.18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EXR_LQ
EXR_BEER_CUR_3
EXR_BEER_CUR_7

.10

.11

.12

.13

.14

.1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EXR_LQ
EXR_BEER_PER_3
EXR_BEER_PER_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EXR_LQ
EXR_BEER_CUR_4
EXR_BEER_CUR_8

.105

.110

.115

.120

.125

.130

.13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EXR_LQ
EXR_BEER_PER_4
EXR_BEER_PER_8



- 22 -

4.5 재불일치와 장기불일치

원화의 실질실효환율과 6개의 표기들로부터 추정한 재균형환율 간의

불일치 정도를 분석하기 해 재불일치를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하 다.

MIS_CUR=(REER– BEER_CUR)/BEER_CUR

MIS_CUR는 재 불일치이고 BEER_CUR는 경제변수들의 재값을 이용한

재균형환율이다.

<그림 3.표기Ⅰ,Ⅲ,Ⅳ의 재불일치-원화 고평가( 로벌 유동성 제외)>

주:3개의 표기 모두에서 원화의 고평가를 나타내는 기간은 음 으로 표시

<그림 4.표기Ⅴ,Ⅶ,Ⅷ의 재불일치-원화 고평가( 로벌 유동성 포함)>

주:3개의 표기 모두에서 원화의 고평가를 나타내는 기간은 음 으로 표시

<그림 3>은 재균형환율을 기 으로 했을 때 로벌 유동성 변수가 포

함되지 않은 표기Ⅰ,Ⅲ,Ⅳ의 재불일치이고 <그림 4>는 로벌 유동성



- 23 -

이 포함된 표기 Ⅴ,Ⅶ,Ⅷ의 재불일치이다.두 그림을 통해 로벌 유

동성 포함 여부와 상 없이 표기들의 불일치 방향이 같은 기간이 기간

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6개의 표기들이 모두

같은 불일치의 방향을 나타내는 몇몇 기간이 있는데 를 들면 2000년

반과 2009.1～3분기가 그러하다.

<그림 5.표기 Ⅰ,Ⅲ,Ⅳ의 재불일치-원화 평가( 로벌 유동성 제외)>

주:3개의 표기 모두에서 원화의 평가를 나타내는 기간은 음 으로 표시

<그림 6.표기 Ⅴ,Ⅶ,Ⅷ의 재불일치-원화 평가( 로벌 유동성 포함)>

주:3개의 표기 모두에서 원화의 평가를 나타내는 기간은 음 으로 표시

반면 평가의 경우 로벌 유동성을 포함함으로써 원화를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로벌 유동성을 포함할 때

의 재불일치를 나타낸 <그림 6>의 경우 로벌 경제 기가 발발했던

2008년 이후 세 표기(표기 Ⅴ,Ⅶ,Ⅷ)모두에서 원화를 평가하는 시기

가 빈번한 반면 로벌 유동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 <그림 5>

에서는 2008년 이후 표기들에서 공통 으로 원화를 평가하는 시기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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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았다.한편 로벌 유동성의 포함여부와 상 없이 2002.2～4분

기와 2008년 로벌 융 기 때 모든 표기들이 평가를 나타내었다.

한편 장기균형환율의 경우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경제변수들을

Hodrick-PrescottFilter을 통해 평활화(smoothing)한 후 이 경제변수들

과 균형 계식 이용하여 장기균형환율을 추정하 다.그런 다음 재불일

치를 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장기불일치를 산출하 다.

MIS_PER=(REER– BEER_PER)/BEER_PER

MIS_PER는 장기 불일치이고 BEER_PER는 경제변수들의 장기값을 이용한

장기균형환율이다.

<그림 7.표기 Ⅰ,Ⅲ,Ⅳ의 장기불일치-원화 고평가( 로벌 유동성 제외)>

주:3개의 표기 모두에서 원화의 고평가를 나타내는 기간은 음 으로 표시

<그림 8.표기 Ⅴ,Ⅶ,Ⅷ의 장기불일치-원화 고평가( 로벌 유동성 포함)>

주:3개의 표기 모두에서 원화의 고평가를 나타내는 기간은 음 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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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을 통해 로벌 유동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장기불일치를

살펴보면 2000년 반과 2011.2분기,2012.4분기～2014.4분기까지 원화

가 고평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반면 로벌 유동성이 포함된 <그

림 8>의 경우 2000년 반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모든 표기들이 원

화의 고평가를 나타낸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데,이는 표기에 로벌 유동

성 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균형환율이 상방 이동하게 되고 결국 원화 고평

가의 경향이 어들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림 9.표기 Ⅰ,Ⅲ,Ⅳ의 장기불일치-원화 평가( 로벌 유동성 제외)>

주:3개의 표기 모두에서 원화의 평가를 나타내는 기간은 음 으로 표시

<그림 10.표기 Ⅴ,Ⅶ,Ⅷ의 장기불일치-원화 평가( 로벌 유동성 포함)>

주:3개의 표기 모두에서 원화의 평가를 나타내는 기간은 음 으로 표시

원화 평가의 경우에는 표기에 로벌 유동성을 추가함에 따라 균형환

율이 상방이동하게 되어 원화 평가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로벌 유동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그림 9>)표기들에서

공통 으로 원화 평가를 나타낸 기간은 2002.1분기와 2008.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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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분기 뿐이지만, 로벌 유동성을 포함함에 따라(<그림 10>)원화

평가 기간은 2001년, 2003년～2004년, 2008.3분기～2009.4분기,

2010.3분기,2011.4분기～2012.3분기로 늘어났다.

한편 6개 표기들로부터 추정한 장기균형환율 체 으로 봤을 때 장기불

일치의 흐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2000년 반 원화의 평가

기조를 가지지만 그 정도가 어들다가 2000년 반에는 원화의

고평가를 나타낸 후 로벌 융 기가 발발했던 2008년～2009년에 잠시

평가를 가리키고 그 이후 다시 원화가 고평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단할 수 있다.공통 인 불일치의 기간을 살펴보면 고평가된 것으로 나

타난 기간은 2005.1분기～2008.1분기이고 평가된 기간은 2002.1분기,

2008.4분기～2009.1분기이다.

한편 균형환율이 주어졌을 때, 과소·과 여부를 설명하기 해서는

REER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BEER_PER(장기불일치)이 장기균형환

율과 경제변수들 간의 계를 더 잘 반 하므로 이를 기 으로 살펴보았

다.2005.1분기～2008.1분기까지 REER은 상승했는데 이는 이 시기에 달

러/원 실질환율이 상승하는 동안 주요 교역국인 일본의 달러/엔 실질환율

이 오히려 하락했고 국 달러/ 안 실질환율은 상승했으나 달러/원 상승

분을 상쇄시킬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REER은 6개 표기들

에서 BEER상승분 이상으로 증가하 고 결국 이것이 원화 고평가로 이어

진 것이다.한편 2008.4분기～2009.1분기에 로벌 융 기로 달러/원

환율은 락하 으나 엔 캐리 트 이드 청산 등으로 달러/엔 환율이 상승

하고 당시 복수통화바스켓을 기반으로 했던 안화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REER은 BEER하락분 이상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이것이 원화 평가로 이

어졌다.

최근에는 2013년 이후 달러/원 환율은 상승하는 반면 달러/엔 환율은 아

베노믹스로 인해 하락하면서 REER이 높은 수 을 유지함에 따라 6개 표기

들 5개 표기에서 원화가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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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달러/원 실질환율과 주요국 실질환율(달러/ 안,달러/엔)>

-1.24

-1.20

-1.16

-1.12

-1.08

-1.04

-1.00

-0.96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LN_RER_KR

0.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5

-.10

-.05

.00

.05

.10

.1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LN_RER_CN(L) LN_RER_JP(R)



- 28 -

5.결론

본고는 행태균형환율(BehavioralEquilibriumExchangeRate-BEER)모

형을 이용하여 2000년～2014년 의 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원화의 균형 실

질환율을을 추정하고 과소·과 여부를 평가해보았다.이 과정에서 원화

실질실효환율의 주요 결정요인들로서 환율 결정 련 이론을 기반으로 하

여 기존에 리 사용되었던 GDPpercapita,실질유가, 경상수지,

실질이자율차이를 채택하 다. 한 원화 균형환율 추정 시 기존 변수들

에 더하여 로벌 유동성을 추가함에 따라 로벌 유동성이 원화 환율과

장기 인 계를 갖는지에 해 실증 으로 확인해보았다.

경제변수들을 이용하여 6개의 표기들을 구성하 는데 이는 다 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이 변수들을 포 하는 하나의 표기만으로는 추정한 균형환율

이 한지에 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먼 로벌 유동성 변수를

제외한 3개 표기들(Ⅰ,Ⅲ,Ⅳ)을 Johansen공 분 분석 한 결과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GDPpercapita,실질유가,실질이자율차이와 (+) 향을

미치면서 장기 균형 계를 갖음을 보 고, 로벌 유동성 변수를 포함하

는 3개 표기들(Ⅴ,Ⅶ,Ⅷ)에서는 실질유가,실질이자율차이, 로벌 유

동성이 이론 으로 기 되는 부호를 가지면서 원화 실질실효환율과 유의

미한 균형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6개 표기 체 으로는

실질유가,실질이자율차이, 로벌 유동성이 원화의 균형환율에 일 으

로 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특히 로벌 유

동성 증가가 원화를 상시킬 것이라는 일반 시각을 실증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원화 실질실효환율과 균형환율 사이의 불일치 여부를 평가한 결과 표기

에 로벌 유동성을 추가함에 따라 균형환율이 상방이동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화 고평가 시기는 어들고 평가 시기는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원화 불일치의 방향은 일정한 흐름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령 2000년 반에는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가 차

어들어 2000년 반에는 모든 표기들로부터 추정한 장기균형환율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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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할 때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그 이후 로벌 융 기를 기

으로 평가로 반 되었으나 기가 진정되면서 지속 으로 고평가 기

조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2013년 이후 6개 표기 5개의 표기를 기 으

로 할 때 원화가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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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ntsoftheKoreaWon(KRW)’s

RealEffectiveExchangeRate

-ABEERApproach-

SunheeYu

TheGraduateSchoolofEconomics

SeoulNational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medium-termdeterminantsoftheKRW’srealeffective

exchangerateusingJohansen’scointegrationmethods.

Theempiricalanalysisbuildsonquarterlydatafrom

2000to2014,andderivesaBehavioralEquilibrium

ExchangeRate(BEER).Sixdifferentspecificationsare

retained,becauseofthedifficultiesencounteredin

specifying an encompassing model. The results

indicatethattherealpriceofoil,differentialsin

realinterestratesandthegloballiquidityhave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KRW’s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In particular, we demonstrate the

commonviewthatthegloballiquiditymakestheKRW

appreciatedempirically.Abouttheexistence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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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orundervaluationoftheexchangerate,theKRW

has been under-valued dur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in2008～2009,butsincethenitstartedto

appreciate. Recently five specificaions point

unambiquouslytotheovervaluationoftheKRWsince

2013,althoughitismorelikelytoundervaluethe

KRWbyincludingthegloballiquidity.


	1. 서론 
	2. 기존연구개관 
	3. 행태균형환율 접근법
	3.1 모형 
	3.2 균형환율의 결정요인  
	3.3 변수의 정의 및 산출 

	4. 계량분석 결과(ECONOMETRIC RESULTS) 
	4.1 단위근검정 
	4.2 표기의 구성 
	4.3 Johansen 공적분 분석 
	4.4 BEER 추정 
	4.5 현재불일치와 장기불일치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