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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질실효환율과 단기금리의 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

The Impact of US Real Effective Exchange Rates and Short Term 
Interest Rates on China's Exports

호연*, 정헌용**

Yan Hu*, Heonyong Jung**

요 약 본 연구는 미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단기금리가 중국의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EGARCH-GED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이 금리의 인상을 추진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미국 주요 경제변수

의 중국 수출과 수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국의 교역량에는 미국 실질실효환율은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고 미국 단기금리만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출의 경우에도 미국 실질

실효환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국 단기금리만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국 수입의 경우에는

수출과는 반대로 미국 단기금리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국 실질실효환율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정책금리는 중국 수출에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실질실효환율, 단기금리, 정책금리, 수출, 수입

Abstract The article studies the effect of US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and short-term interest rate on Chnise 
exports and imports using the EGARCH-GED model. This article analyze the effect of US major economic 
variables on China's exports and imports as the US pushes for interest rate hikes and worsens trade wars with 
Chin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US short-term interest rat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hina's trade volume. Even in the case of China's exports, US short-term interest rat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However, in the case of China's imports, in contrast to exports, US short-term interest rate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s and US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China's policy interest rate has a negative impact on China's imports and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it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hina's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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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무역규모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무역규모가 증가하면서 미국과 중

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막대

한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중국과의 불균형이 조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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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은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절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중국은 인위적인 위안화의 절상에 반

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은 양적완화에 의해 증가된 통화량

의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단기 금리

가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

로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1]은 1983년부터 1997년까지의 분기 자료를 이용하

여 중국의 수출과 수입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1988년을

기준으로 유의한 분할이 있고 후기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출과 수입의 가격탄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

다. [2]는 중국의 수출 공급이 시장신호에 어느 정도 반

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1985년부터 2001년의

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수출정책이 변할 때마다

수출 공급량의 가격탄력성 추정치가 변한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9]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수출과 수입 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환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5]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환율이 수입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안화의

10% 평가절상은 1년 후에 중국 수입을 1.4% 상승시키

지만 수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10]은 1990년부터 2004년의 기간 동안 분기 자료를 이

용하여 수출에서 기대한 대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11]은 특정 국가의 생산성과 상품 구성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중국 무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12]

는 1982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환율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환율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일관된 결과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반면에 [3]은 1985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환율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으며, 환율은 중국의 대 미국 수출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8]은 VAR 모형

을 이용하여 미국의 실질환율이 미국 교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7]은 분석

대상 선진 6개국 중 4개국에서 환율변동성이 수출과 수

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단기 금리가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차

별성과 공헌을 갖는다. 첫째, 중국의 전체 교역량, 수출

및 수입액에 미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단기 금리가 미치

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이러한 효과가 중국 정책 금리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도 일관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목적

을 서술하고, 2장에서는 분석 자료와 연구 모형을 기술

한다. 3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기술하고, 4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자료 및 연구 모형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 교역량 (TR), 중국 수출액 (EP), 중국 수입

액 (IP), 중국 GDP 성장률 (GDP), 중국 소비자물가지

수 (CPI), 중국 정책금리 (IRC), 미국 실질실효환율

(ERU), 미국 단기금리 (IRU)에 대해 월별자료를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OECD와

BIS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단위근 검정

(Unit Root Test)을 통해 정상성을 검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차분하여 이용하였다.

미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단기 금리가 중국 수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GARCH 모형을 이용하

였으며, AIC, BIC 및 HQIC 정보기준에 의거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EGARCH-GED 모형을 선정하였다.

먼저 중국 교역량, 중국 수출액 및 중국 수입액에 미

국 실질실효환율과 미국 단기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 GDP 성장률, 중국 소비

자물가지수, 미국 실질실효환율, 미국 단기금리를 독립

변수로 선정하여 [4], [6]에 의거 모형 1을 추정하였다.

조건부평균방정식

        (1)

조건부분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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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오차항을 나타내며, 는 수출과 수입

에 대해서는 각각 와 로 대체된다.

둘째, 중국 교역량, 중국 수출액 및 중국 수입액에

미국 실질실효환율과 미국 단기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어 모형 1의 독립변수 외에 중

국 정책금리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 2는

다음과 같다.

조건부평균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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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분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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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는 오차항을 나타내며, 는 수출과 수입

에 대해서는 각각 와 로 대체된다.

각 변수들의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다음 <표

1>과 같다.

중국 수입액, 미국 실질실효환율 및 미국 단기금리는

양의 왜도를 보이고, 나머지 변수들은 음의 왜도를 보

이고 있다. 첨도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와 미국 실질실

효환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변수들이 3보다 큰

값을 보여 정규분포보다 봉우리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Jarque-Bera 검정의 경우, 중국 수입액, 중국 소

비자물가지수 및 미국 실질실효환율을 제외하고는 모

든 변수들에서 정규분포라는 귀무가설이 유의하게 기

각되고 있다.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위근 검정의 경우,

Schwart 정보기준에 의한 ADF 검정과 PP 검정을 이

용하였다. 시차 2를 이용한 검정의 결과, 중국 정책금리

와 미국 단기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위근을 갖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차분변수의 경우에는 검정방

법에 관계없이 모든 변수가 1%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표 1. 기술통계량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J-B

TR 0.0073 0.1340 -0.2476 5.0882 18.23**

EP 0.0079 0.1561 -0.5813 6.5609 55.54**

IP 0.0065 0.1384 0.0796 3.9224 3.47

GDP -0.0132 0.0219 -1.5354 5.8119 68.63**

CPI 0.0021 0.0115 -0.1262 2.8836 0.32

IRC -0.0020 0.0179 -1.1087 7.8686 113.3**

ERU 0.0019 0.0140 0.0878 2.9562 0.13

IRU 0.0214 0.1352 0.7425 5.8755 41.46**

* : P < .01, ** : P < .001

Ⅲ. 실증분석결과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중국 위

안화의 평가절하를 가져와 중국의 교역량, 수출액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수입액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미국 단기금리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의 호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

로 판단할 때 중국의 교역량, 수출액 및 수입액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의 변화가 중국의 교역량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듯이 미국

의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효과를 가져와 중국의 교역량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은 아니었다. 미국 단기금리의 상승은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중국의 교역량에 유의한 양(+)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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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환율과 금리의 중국 교역에 대한 영향

Table 2. Impact of US Exchange Rates and Interest

Rates on China's Trade

변수 모형 1 모형 2

 0.0006 -0.0133

 -0.0771 -0.2896

 -0.1922 0.4759

 -0.0658

 0.1585 0.2987

 0.0995*** 0.1197***

 -0.9997*** -2.6661***

 0.5975*** 0.2434**

 -1.3867** -1.0029***

 -1.3964*** -1.2599***

 -0.2878 7.7652

 4.0951 -6.6804

 39.5336***

 9.8389 28.6439**

 0.0887 1.1204

로그우도 97.1687 96.9449

* : P < .10, ** : P < .05, *** : P < .01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의 변화가 중국의 수출에 미치

는 영향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의 변화가 중국의 수출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은 상

대적으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효과를 가져와 중국

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이 중국 교역량에 미

치는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미국 단기금리의 상승은 모형 1과 모

형 2 모두에서 중국의 수출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수의 크기를 볼 때,

미국 단기금리의 상승은 중국의 교역량보다도 중국의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

형에 통제변수로 중국의 정책금리를 포함시킨 모형 2의

경우 모형 1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중국 정책금

리가 중국 수출에 가장 큰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미국 환율과 금리의 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

Table 3. Impact of US Exchange Rates and Interest

Rates on China's Trade

변수 모형 1 모형 2

 -0.0053 0.0013

 -0.1912** 0.0312

 -0.3889 -0.0435

 0.5139***

 0.0892 0.0227

 0.2177*** 0.1754***

 -2.2539*** -2.3467***

 0.3655*** 0.3149**

 -0.7724** -1.2329***

 -1.4182*** -1.7589***

 14.3647** 1.2341

 17.4564 3.6064

 21.4991***

 7.8199 9.3997

 -4.7268** -1.3492

로그우도 98.5868 106.2349

* : P < .10, ** : P < .05, *** : P < .01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의 변화가 중국의 수입에 미치

는 영향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의 변화가 중국의 수입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은 상

대적으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효과를 가져와 중국

의 수입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미국 단기금리의 상승은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중국의 수입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모형에 통제변수로

중국의 정책금리를 포함시킨 모형 2의 경우 모형 1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중국 정책금리는 중국 수출

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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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 환율과 금리의 중국 수입에 대한 영향

Table 4. Impact of US Exchange Rates and Interest

Rates on China's Trade

변수 모형 1 모형 2

 -0.0018 -0.0456

 0.0993 -0.3666

 -1.4671 1.4663

 -0.6650

 1.5173** 0.7375**

 0.0749 0.0457

 -8.0313*** -1.6290***

 0.7648*** 0.4187**

 0.1645*** -1.6114***

 -0.0791 -0.9482***

 12.2830 6.4987

 -9.4459** -9.1386

 35.4248

 44.7972** 19.5158*

 -0.3733 1.9049

로그우도 73.8670 83.1011

* : P < .10, ** : P < .05, *** : P < .01

Ⅳ. 결론

본 연구는 미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단기 금리가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월별자

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GARCH-GED 모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중

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효과를 가져와 중국의 교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 단기금리의 상승

은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중국의 교역량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국 단

기금리만이 중국 교역량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중

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효과를 가져와 중국의 수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미국 단기금리의 상승은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중국의 수출에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단기금리의 상승

은 중국의 교역량보다도 중국의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에 통제변수로 중국의

정책금리를포함시킨 모형 2의 경우 모형 1과 유사한 결

과를 가져왔으며, 중국 정책금리가 중국 수출에 가장 큰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의 변화가 중국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실질실효환율

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효과를

가져와 중국의 수입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단기금리의 상승은 모형 1

과 모형 2 모두에서 중국의 수입에 양(+)의 영향을 미치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모형에 통

제변수로 중국의 정책금리를 포함시킨 모형 2의 경우

모형 1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중국 정책금리는

중국 수입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중국의교역량에는미국실질실효환율은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국 단기금리의 변화만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에

도 미국 실질실효환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

국 단기금리의 변화만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에 수입에는 수출과는 반

대로 미국 실질실효환율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

지만 미국 단기금리의 변화는 중국 수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정책금리는

중국 수출에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수입에

는유의하지는않지만 음(-)의 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

타났다. 따라서 중국의 정책당국은 이러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미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단기금리의 변화가 중

국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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