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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 금융환경 변화

1. 양적완화 종료와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가. 미국의 금리인상

1) 현황 및 전망

▒ 미국의 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세 차례의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였고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혼란이 발

생할 우려가 있음.

○규모와 기간으로 볼 때 미국의 양적완화 자체도 전인미답의 영역이었지만 양

적완화로부터의 출구 역시 전인미답의 영역임.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정책인 만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예

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위험에 더하여 불확실성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음.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금융의 속성상 금리인상을 단행함에 따라서 국제금융시

장에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연준이 보유한 증권은 2008년 5월 말에는 4,910억 달러였으나 2015년 2월 말에

는 4조 2,370억 달러로 9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

○ <그림 Ⅳ-1>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자산 증가는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

화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연준의 자산 증가는 과거 유례가 없는 규

모와 속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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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연준 총자산 및 보유증권

   자료: Board of Governors.

▒ 연준은 2013년부터 3차 양적완화에 따른 월별 자산매입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시켜 2014년 10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음.

○이에 따라 2015년 중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금리인상 시기는 경제회복 및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서 6월, 9월, 12월 등으

로 예상이 엇갈림.

○연준은 미국 경제가 강력한 경기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할 것을 천명함.

○이미 Bernanke가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2014년에 신흥국으로부터

의 자금이탈 현상 발생으로 브라질, 터키, 인도 등 일부 신흥국 환율이 급등하

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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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연방자금금리 목표

    자료: Board of Governors.

▒ 특히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 시기에는 대개 국제

금융시장 위기가 발생

○ <그림 Ⅳ-2>는 1971년 이래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인 연방자금금리 목표의 

변화 추이를 보여 주는데, 크게 1970년대 중반,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후

반, 1990년대 중반 그리고 2000년대 중반 등 다섯 차례의 주요 금리인상 시기

가 있었음.

○이 중 1970년대 후반의 금리 인상에는 1980년대의 중남미 외채위기가, 1990년

대 중반의 금리 인상에는 1995년 멕시코 외환위기와 1997~1998년 아시아 외

환위기가 뒤따랐으며, 2000년대 중반 금리 인상에는 2007년 서브프라임위기

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뒤따랐음.

○따라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그 속도와 정도에 따라 국제금

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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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충격은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자국통화가 

국제거래통화로 사용되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경제가 취약할 경우 외환위기, 금

융위기, 외채위기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연준이 국제금융시장이나 신흥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금리인상 시기와 속

도를 조절하겠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연준의 금리인상은 경기와 물가 등 

국내경제 동향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임.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충격이나 신흥국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선진국 금융시장에서도 채권 수익률이 역사상 최저 수준(채권가격은 역사상 최

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채권시장에서도 2014년 10월 15일과 같은 Flash 

Crash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Flash Crash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증권가격이 급격하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함.

○ 2010년 5월 6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41억 달러에 달하는 매매로 인해 다우존

스 산업지수가 1,000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가 15분 후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 대표적인 예임.

○채권시장에서 발생한 Flash Crash는 2014년 10월 15일 미국 국채시장에서 일

어났음.

▒ 기관투자자들이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현실에서 채권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우려한 기관투자자들이 채권 매도를 자제하는 소위 매도자 파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채권유통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이 채권시장

에서 Flash Crash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우려하는 이유임.

○유동성이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일부 기관투자자의 채권 매도가 채권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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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내에 크게 하락시킬 수 있음.

○채권가격 급락에 따라 보유채권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기관투자자들이 더 이상

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에 동참할 경우 채권가격 하락과 금융기관 손실 

증가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도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의 발생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어느 날 갑자기(Someday, 

Sometime)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2)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 우리나라는 신흥국으로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지표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식

시장과 채권시장의 개방도가 높고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만큼 국제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하고 신흥국으로부터 자금회수가 일어날 경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대비하여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외채, 특히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것

을 관리하여 왔으며,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여타 신흥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 지표가 양호한 편임.

○이에 따라 일부 신흥국에서 자금유출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위험으로부터 도피(Flight to quality)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경우 외화의 급속한 유출과 이로 인한 외환 및 금융시장 혼

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더하여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중 하나는 이에 따른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충격을 우려하여 외환관련 자유

화조치를 유보하고 외환관련 규제와 거시건전성 규제를 너무 오래 유지하는 데 

따른 비용이 클 수도 있다는 점임.

○국내 금융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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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들이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과 투자금융

회사에 대한 외환관련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음.

○또한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국제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비거주자 원화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폐지를 비

롯한 외환관련 규제의 폐지 내지 완화가 필요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

와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우려하여 강화된 외환관련 규

제가 유지되고 있음. 

○외채관리 및 이를 위한 금융기관 선물환 포지션 규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이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화가 저해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국내 영업환경의 악화로 외국계 금융기관이 이탈하는 등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전략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음. 

나. 각국의 금리인하와 통화가치 하락 경쟁

▒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처한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

○ <표 Ⅳ-1>에서 보듯이 2015년에 들어서 4월초까지 23개국이 금리인하를 단

행하였으며, 이 중 덴마크는 네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를 통해 정책금리를 마이

너스 0.75%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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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2015년 1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 국가

날짜 국가 변경 전 기준금리 변경 후 기준금리

1. 15

인도 8.0 7.75

스위스 -0.25 -0.75

페루 3.5 3.25

1. 16 이집트 9.25 8.75

1. 19 덴마크 0.05 -0.20

1. 20 터키 8.25 7.75

1. 21 캐나다 1.0 0.75

1. 22 덴마크 -0.20 -0.35

1. 29 덴마크 -0.35 -0.50

1. 30 러시아 17.0 15.0

2. 1 불가리아 0.02 0.01

2. 3 호주 2.5 2.25

2. 4 루마니아 2.5 2.25

2. 5 덴마크 -0.50 -0.75

2. 17 인도 7.75 7.5

2. 23 이스라엘 0.25 0.10

2. 24 터키 7.75 7.5

3. 4 폴란드 2.0 1.5

3. 11 태국 2.0 1.75

3. 12
한국 2.0 1.75

세르비아 8.0 7.5

3. 13 러시아 15.0 14.0

3. 18 스웨덴 -0.10 -0.25

3. 20 파라과이 6.75 6.5

3. 24 헝가리 2.1 1.95

4. 9 세르비아 7.5 7.0

자료: http://www.trad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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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금리 인하와 통화 팽창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기회복을 도

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됨.

○그렇지만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허용된 개방경제에서는 금리 인하와 통화 

팽창에 따라 자본이 유출되고 이에 따라 자국 화폐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수출

이 증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음.

▒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화폐가치 하락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

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들 정책이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수요 증가를 통

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채택된 것은 확실함.

○화폐가치 하락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조작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적인 지

탄을 받을 수 있지만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 변화는 대내적인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용인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최근 통화팽창이 환율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

하고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팽창적 통화정책을 채택 

○통화팽창을 시행한 국가들의 화폐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화폐가치

가 상승한 국가들이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팽창적 통화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팽창적 통화정책 채택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여 간 지속한 제로금리와 양적완화정책의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하고 있음. 

○반면 일본과 유로존을 비롯한 다수 국가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정책 등을 

통해 자국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음.

○ <그림 Ⅳ-3>에서 보듯이 일본과 미국의 본원통화는 각각 2007년의 3배 및 5

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유로존도 최근 양적완화 시행에 따라 본원통화가 크

게 증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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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미국, 일본, 유로존의 본원통화 추이(2007. 1=100)

    자료: 연방준비제도,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 일본의 추가적인 양적완화와 엔화가치 하락은 자국 화폐가치의 상승을 막고 수

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들의 경쟁적인 팽창적 

통화정책을 유발시켰으며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됨.

○일본의 본원통화가 미국의 본원통화 수준을 초과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유동

성 팽창이 이루어짐.

○이로 인해 다른 신흥국과 선진국의 경쟁적 통화팽창이 촉발되었고 그 결과 전

세계의 유동성이 급증

○이러한 유동성 급증은 자산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경기상승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자산시장의 거품 발생에 따라 

전세계 금융시스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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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아베노믹스 

▒ 일본은 아베노믹스하의 공격적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로 하

는 수준에 도달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추가 양적완화를 결정 

○그 결과 2015년 말까지 본원통화가 350조 엔(약 3조 1,000억 달러)을 돌파해 

450조 엔(약 4조 달러)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행의 자산매입기금 증액 역사 

○일본은행은 2012년 9월 자산매입 규모를 연간 7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증액

○일본은행은 2013년 1월 22일 물가상승률 단기 목표치를 1%에서 2%로 높이고, 

2014년부터 무기한 양적완화를 실시한다는 정책을 발표 

○매월 13조 엔 규모의 장단기 국채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입하

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유지 

▒ 일본은행은 2014년 10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양적완화 조치의 확대

를 결정

○국채 매입 금액을 연간 5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연간 본원통화 공급량은 80조 엔으로 증가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와 2015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에 대비한 선제

적 조치로 평가됨.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양적완화 발표 이후 엔화의 가치는 달러당 110엔을 넘어

서 급락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견됨.

▒ 일본의 추가적인 양적완화와 이로 인한 엔화가치 하락으로 직접적으로 수출시장

에서의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킴.

○ 2015년 4월 말에는 원/엔 환율이 800원대로 진입

○이에 따라 국내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자동차 등에 환율 부담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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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로존의 양적완화

▒ 유럽중앙은행은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 금융시장이 경색을 보임에 따라 국채매입 프

로그램인 MP(Securities Markets Program)와 두 차례에 걸친 LTRO(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 정책을 시행

○ LTRO는 은행 보유 국채를 담보로 3년 만기 자금을 1%대의 저금리로 공급하

는 정책으로, 2011년 말과 2012년 초에 1차 및 2차 LTRO를 통해 각각 4,890억 

유로와 5,295억 유로를 공급

▒ 유럽중앙은행은 기존에 실시한 자산매입 프로그램과 장기대출 프로그램에도 불

구하고 낮은 성장률과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등 경기회복이 부진함에 

따라 2015년 1월 22일 새로운 양적완화 정책을 결정

○ 2014년 중 유럽중앙은행은 초과지준에 대한 마이너스 예금금리, 4년 만기 장기

대출(TLTRO), 자산담보부증권(ABS) 및 커버드본드 매입 등으로 총자산규모를 

1차 및 2차 LTRO 실행 직후의 규모와 같은 3조 유로로 확대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TLTRO에 대한 수요부진과 기존 LTRO로 공급된 자금이 상환됨에 따

라 자산규모가 줄어드는 등 원활한 유동성 공급에 애로를 겪음.

○금번 양적완화 정책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 수준

을 계획하여 총 1.14조 유로의 유동성이 공급될 예정임.

▒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확대로 유로화의 급격한 약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비유로존 국가들의 환율 안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함.

○확대 자산매입이 시작된 이후 2015년 4월 22일 장중 유로화 가치가 유로 당 

1.073달러까지 떨어져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스위스는 2011년 9월 이후 유로화 대비 환율을 1.2 스위스프랑 이상으로 유지

하는 환율하한제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유로화 약세에 따라 자국통화의 급격

한 절상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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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경우 자국통화에 대한 절상압력 속에 유로화 페그제를 지속시키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채택 전후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금리

를 인하

▒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는 최근의 미 달러화 강세 국면과 맞물려 우리나라 원

화에 상반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원화는 최근 미 달러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면서도 여타 주요 경쟁국 통화

에 비해서는 강세를 보임.

○실제로 명목실효환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13년 5월 버냉키 의장의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이후 원화의 가치는 10% 이상 상승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경기둔화와 수입대체전략 등으로 우리나라의 총수출 증

가율이 점차 하락하는데 더해, 우리나라의 수출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농후

4) 영란은행

▒ 2011년 7월 영란은행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당시 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개

혁 성향을 보인 마크 카니를 영입하면서 본격적 양적완화를 단행

○마크 카니가 영란은행 총재로 취임한 이후, 2012년 7월 양적완화정책 규모를 

250억 파운드에서 3,750억 파운드로 증액

○명목 GDP 타게팅을 통해 물가중심에서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화

정책 체계로의 전환을 의도하였으나, 이것이 국가부채 경감을 중시한 영국 재

무부의 정략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이 쇄도함에 따라 시행하지 못함.

○자산매입프로그램의 가동과 함께 선제지침(Forward Guidance)을 발표하였으

나, 당초 예상보다 실업률이 2년이나 앞서 목표수준에 근접하면서 시행 6개월 

만에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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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영국의 실물경기 회복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 일각에서 기준금리 인상

이 예상되고 있으나,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실물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하

여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조정하려 하고 있음.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년 사이에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 10% 이상 상승하였

고, 특히 런던은 17% 이상 급등하는 등 자산가격의 거품 형성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금 보유액 인상, 담보인정비율(LTV)

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인상 등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 시행 등 기준금

리 인상 이외의 수단으로 자산시장의 거품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짐.

○투자은행 등에서는 영란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시기

를 내년 3/4분기까지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5) 싱가포르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15년 1월 28일 열린 임시 통화정책회의에서 싱가포

르 달러의 절상속도를 늦추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발표

○향후 싱가포르 달러의 절상 기조를 유지하되, 환율밴드 내에서 환율의 변화 속

도 및 변동성을 줄여 절상 속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의 통화정책 변경을 선

언함.

○싱가포르 통화청은 정책금리 대신 환율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함.

○따라서 싱가포르의 완화적 통화정책 발표는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팽창정

책 채택이 자국 통화가치 상승 방지 내지는 하락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

음을 여실히 보여 줌. 

▒ 최근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싱가

포르 달러가 과도하게 절상될 경우 싱가포르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

되었음.



ㅣ

80 조사자료집 2015-4

○싱가포르의 물가상승률이 2014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

데 경제성장세 둔화 등으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데 따른 조치임.

▒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각국 중앙은행 간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조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리인하 경쟁뿐만 아니

라 평가절하 경쟁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됨.

2. 글로벌 금융위험의 변화

▒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원인, 전개과정, 정책대응 등은 21세기 글

로벌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금융의 글로벌화는 경제주체의 자금운용과 조달행위의 글로벌화를 의미함.

○ 20세기 후반의 금융 글로벌화와 21세기의 금융 글로벌화 간에는 양적인 차이

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존재함.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의 파악과 대응도 이와 같은 금융 글로벌

화의 질적·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가. 20세기 후반의 금융 글로벌화

▒ 선진국의 자금공급 유인과 고성장 신흥국의 자금수요 유인이 배경이 됨.

○효율적 자원배분, 소비 및 소득 평활화 등 교과서적 논리에 의해 선진국 정부

와 IMF 등에 의해 추진이 장려됨.

○금융시장을 개방한 신흥국들은 빈번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음.

○이에 따라 환율제도와 상충된 거시경제정책, 제도적 문제, 미시적인 유인 문제 

등 자금수요자인 신흥국 자체의 문제(Pull Side)가 위험의 원천인 것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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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1세기의 금융 글로벌화

▒ 20세기 말 선진국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두 가지 중요한 진화가 글로벌화의 배경

이 됨.

○ 1997년 유로화 출범으로 통합된 EU 금융시장이 출범

○ EU 통합금융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Universal Banking 모형이 확산되면

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경간 자금조달이 유럽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영업모형으

로 등장

▒ CIB의 등장과 은행과 자본시장의 결합을 배경으로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등장하

고 성장함.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등장으로 선진국 단기자본시장 간 상호연관성이 높아짐.

○이와 함께 미국 MMMF(Money Market Mutual Fund)의 유럽은행발행 단기채

권 보유와 유로달러 RP시장 등을 통해 미국 단기자본시장과 유럽은행 간 위험

의 상호 연계성이 크게 높아짐.

○유럽과 미국의 금융시장 및 은행-자본시장 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 

시장에서의 충격이 선진국 전체의 금융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짐.

○특히 선진국의 단기자본시장이 각국의 전통적인 국내 단기금융시장과 함께 글

로벌은행의 도매금융시장으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수행

▒ 이처럼 그림자금융을 통해 단기자본시장이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위험 원천으로 

부상했으나 영미 자본시장의 특성상 통제장치는 미비

○이에 따라 ‘Pull Side’에 더하여 ‘Push Side’가 금융위험의 원천으로 등장함.

▒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어서도 위기의 진양지가 선진국 금융시장임에도 불구

하고 한국을 비롯하여 금융시장의 대외개방도가 높은 신흥국이 외환시장과 금융

시장에 있어서 큰 충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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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2의 부상과 위안화 국제화

가. 중국의 G2 부상

1) 중국경제의 영향력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 연평균 10%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달성

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에 이어 GDP규모 세계 제 2위의 거대경제권으로 부상

<그림 Ⅳ-4>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 PPP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평가(IMF)

○ PPP 기준 1인당 GDP도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소비중심의 내수시장이 점차 확

대되는 단계

－ 2013년 중국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11,868 달러로 추산



ㅣ

국제 금융환경 변화 83

<그림 Ⅳ-5> 미중 GDP 추이(PPP 기준, 10억 달러)

   자료: IMF.

▒ 무역거래, 외환보유액, 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도 세계 1∼2위를 

기록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

<그림 Ⅳ-6> 세계 수출액 중 중국 비중
(단위: %)

    자료: Morriso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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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대중국 FDI 유입액(십억 달러)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Ⅳ-8>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십억 달러)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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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주요국의 외환보유액(2014.11월 말 현재)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 Economist지는 2010년 이후 중국의 세계경제성장 기여율이 1/3에 달하였다고 

평가

○ 2000년대 이후 중국과 여타 신흥시장국의 성장기여도가 큰 몫을 하고 있는 가

운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중국의 세계경제성장의 견인 역할이 두드

러지게 부각 

<그림 Ⅳ-10> 세계성장 기여율 추이

    자료: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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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중국경제 현황 및 전망

▒ 한편 최근 중국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성장의 구조 및 동력 등이 변화

하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연평균 9.7% 고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중고속 성장(6∼

7%)으로 성장속도가 변화

－중국연구기관 및 해외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잠재성장률과 관련하여, 2020

년까지는 6.5∼7%, 2020∼30년 기간은 5∼6%를 전망

○투자·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초래한 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혁신

이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영기

업의 역할 확대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성장동력이 변화

○고속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환경오염, 자원사용량 급

증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공평한 분배와 친환경 성장 등을 중시하는 질적 성

장으로 변화

▒ 글로벌 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한국을 비

롯한 신흥시장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

○ IMF는 최근 신흥시장국 평균 성장둔화의 25%가 중국의 성장감속에 기인한다

고 분석

<그림 Ⅳ-11> 신흥시장국 성장 대외요인 분석

    자료: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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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수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에 따

라 중국의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전략 전환은 한국의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등 뉴노멀 시대 진입에 신속

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긴요할 것임.

○향후 차별화된 제품과 특화된 서비스 등으로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하

면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 2020년 중국의 중산층이 6억 명을 상회하는 구매력 집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Xinhua 2014. 12)되는 등, 소위 “Made in China”의 시대에서 “Made for 

China”의 시대로 변화하는 추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

－또한 과거 한국, 일본 등의 소득수준과 비교해 볼 때 향후 의료·관광·교

육 등의 서비스 수요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금융기관의 경우,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자금융 수요 증가 등 금융시

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나. 위안화 국제화

▒ 중국은 서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를 보완하고 G2 경제규모에 걸맞은 금융대국

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

○국내 금융시장 개방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역외금융센터와 경제특구 등을 적

극 활용하는 전략

1) 위안화 국제화 추진현황

▒ 국제통화로서의 역할수행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화 



ㅣ

88 조사자료집 2015-4

→ 지역화 → 세계화｣의 단계로 추진한다는 구상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화권 지역과의 무역거래 결제통화로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주변화)하고, 동남아시아에서 투자통화로서 위안화의 역할을 증대(지역

화)한 후, 미 달러화, 유로화와 같은 보유통화로서의 지위확보(세계화)를 추구

(1) 무역 결제통화기능 확대

▒ 무역결제통화로서 위안화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대상 지

역 및 기업 등을 꾸준히 확대

○ 2009. 4월 5개 시범도시(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하이, 둥관) 소재 홍콩 및 마

카오 기업을 대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를 시범적으로 허용한 이후 점진적 확

대를 거쳐 2012. 3월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를 허용

－그 결과 2009년 36억 위안에 머무르던 위안화 무역결제규모가 2014년 6.5

조 위안으로 크게 증가

(2) 투자통화 기능 확대

▒ 외국 기관투자자의 중국내 주식·채권 투자, 외국인의 중국내 위안화표시채권 

발행, 역외(홍콩)에서의 위안화표시채권 발행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 2003. 6월, QFII(외국인적격기관투자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사전 승인한도

내에서의 중국내 주식·채권투자를 허용

－ 2015. 2월 말 현재 265개 기관에 약 700억 달러 한도 부여

○ 2005년 이후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의 위안화채권 발행 허용

○ 2007년 홍콩에서 위안화표시채권(딤섬본드) 발행 시범 실시(2010년 위안화펀

드 및 보험 판매 실시)

○ 2011. 12월, 홍콩의 금융기관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위안화를 중국에 주

식·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RQFII(위안화외국인적격기관투자가)를 도입



ㅣ

국제 금융환경 변화 89

－ 2015. 2월 말 현재 103개 기관에 3,115억 위안 한도 부여

(3) 보유통화

▒ 위안화 국제화의 최종목표인 대외준비자산(Reserve Assets)으로서의 비축통화기

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국과 통화스왑(Currency Swap) 협정을 체결

○ 2015. 2월 말 현재 25개국과 2조 7,282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영국, 유로, 볼리비아, 호주, 벨로루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위안화를 공

식 보유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도 위안화를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할 계획

<표 Ⅳ-2> 중국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2015. 2월 말 현재)
(단위: 억 위안)

국가 금액 체결일자 국가 금액 체결일자

벨라루스 200 09. 3. 11 터키 100 12. 2. 21

인도네시아 1000 09. 3. 23 몽골 100 12. 3. 20

아르헨티나 700 09. 4. 2 호주 2000 12. 3. 22

아이슬란드 35 10. 6. 9 우크라이나 150 12. 6. 26

뉴질랜드 250 11. 4. 18 싱가포르 3000 13. 3. 7

우즈베키스탄 7 11. 4. 19 브라질 1900 13. 3. 26

카자흐스탄 70 11. 6. 13 영국 2000 13. 6. 22

대한민국 3600 11. 10. 26 헝가리 100 13. 9. 9

홍콩 4000 11. 11. 22 알바니아 20 13. 9. 12

태국 700 11. 12. 22 유럽연합 3500 13. 10. 10

파키스탄 100 11. 12. 23 스위스 1500 14. 7. 21

UAE 350 12. 1. 17 스리랑카 100 14. 9. 16

말레이시아 1800 12. 2. 8 합계: 2조 7282억 위안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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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안화 역외금융센터 구축

▒ 자국 금융시장의 규제는 유지한 채 홍콩과 같은 역외시장에서는 자유로운 위안

화 거래를 허용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

○중국 본토의 규제를 유지한 채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어 리스크가 적은 

것이 장점

○위안화 역외금융센터 육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와 향후 위안화금융을 선

점하려는 기존 금융센터들의 의도가 결합되면서 홍콩, 싱가포르, 런던 등을 중

심으로 위안화 역외금융이 급속히 활성화

○역외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위안화 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 역외 위안화 청

산은행, 역외 위안화 직거래 시장 등

<표 Ⅳ-3> 역외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현황

구분 개설시기
Cleaning 
Platform

중앙은행간 
통화스왑규모

RQFII
직거래 
통화

홍콩 2010. 7
Boc Hong 

Kong
4000억 2700억 -

타이페이 2013. 1 Boc Taipei 발표예정(TBA) 발표예정(TBA) -

싱가포르 2013. 2 ICBC Singpore 3000억 500억 SGD-RMB

런던 2014. 6 CCB London 2000억 800억 GBP-RMB

서울 2014. 7 BoCom Seoul 3600억 800억 KRW-RMB

프랑크푸르트 2014. 9 BoC Frankfurt 3500억 800억 EUR-RMB

파리 2014. 9 BOC Paris 3500억 800억 EUR-RMB

룩셈부르크 2014. 9
ICBC 

Luxemburg
3500억 발표예정(TBA) EUR-RMB

도하 2014. 11 ICBC Qatar 350억 300억 -

토론토 2014. 11 ICBC Cananda 2000억 500억 -

시드니
2014. 11
(MOU)

발표예정(TBA) 2000억 500억 AUD_RMB



ㅣ

국제 금융환경 변화 91

<표 Ⅳ-3>의 계속

구분 개설시기
Cleaning 
Platform

중앙은행간 
통화스왑규모

RQFII
직거래 
통화

방콕 2014. 12 ICBC Bangkok 700억 발표예정(TBA) -

쿠알라룸푸르 2015. 1 BoC Malaysia 1800억 발표예정(TBA) -

취리히
발표예정

(TBA)
발표예정(TBA) 1500억 발표예정(TBA) -

웰링턴
발표예정

(TBA)
발표예정(TBA) 250억 발표예정(TBA) NZD-RMB

자료: 국제금융센터.

▒ 그 결과 최근 역외 위안화채권(딤섬본드)의 발행이 급증하는 추세

○역외 위안화채권 발행금액은 ’12년 1,733억 위안 →’13년 2,799억 위안 →’14년 

4,243억 위안으로 2년 연속 50% 넘는 신장세를 보이며 급증 

－발행기관 수도 ’12년 455개 → ’13년 690개 → ’14년 920개로 증가 

○한국계 기관 발행액도 29억 위안(4.7억 달러)으로 ’13년 대비 2.8배 증가했으

며 주로 국책금융기관들이 발행을 주도 

<그림 Ⅳ-12> 역외 위안화 채권발행 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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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자본규제 완화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에서의 자본거래 규제를 완화하여 위안화 역외금융센

터와 병행

○전면적 자본자유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점검하면서 국제화 추진

－ FTZ 진출 해외기업이 자유무역계정을 개설할 경우 해외와의 자유로운 입

출금 허용

－ FTZ 내 금융기관 및 기업은 상해지역의 증권 및 선물거래소에서 거래 가능

－ FTZ 내에서의 점진적인 금리자유화 및 외환·무역결제 관련 규제 완화

4)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성과와 평가

▒ 위안화 국제화 추진 이후 위안화 무역결제, 역외 위안화 예금 및 채권발행 규모가 

모두 크게 증가

○이에 따라 위안화 국제결제 비중(SWIFT)이 ’14. 10월 1.59%로 세계 7위를 기

록(’12. 1월 세계 20위) 

<그림 Ⅳ-13> 위안화 국제결제 비중

    자료: SW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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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

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위안화의 자유태환, 자본거래 자유화, 환율결정체

계의 시장화 등이 선결될 필요

－ IMF의 자본거래자유화 평가지표에서 중국은 57개국 중 공동 최하위인 49

위를 기록

－중국인민대학이 발표하는 위안화 국제화지수도 2014년 2.4∼3.0으로 추정

되어 미 달러화(52.96), 유로화(30.53) 등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

○한국의 경우도 위안화 무역결제비중이 수출 0.5%, 수입 0.2%에 머무르는 등 

아직 위안화의 활용도가 미미한 상태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위안화가 대외준비자산(Reserve Currency)으로서 국제화

가 완성되는 시기는 빠르면 10년, 늦으면 20∼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Brookings 연구소는 향후 10년 내에,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겸 인민대학 총

장 Chen Yulu는 2030∼2040년이 되어야 완성될 것으로 전망

▒ 위안화 국제화는 여타 금융개혁 조치와는 달리 중국 정부의 정책의지보다는 외

부여건의 성숙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달성시기를 예상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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